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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소개된 향후 e-비즈니스 관련

된 신기술의 로드맵에 따라 각 기술별로 좀더 상세한

접근을 통해 e-비즈니스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적

용방안에대하여알아보겠다. 

제 1절유비쿼터스컴퓨팅과RFID

e-비즈니스의 기반 기술분야 중 인프라에 관련되어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유

비쿼터스 컴퓨팅을 가능하게 지원하는 RFID에 대한

좀더상세한기술에대하여알아보도록하겠다. 

1.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크게 6단계를 거쳐 발전된다

고할수있다. 현재의유비쿼터스컴퓨팅은전자제품

에 멀티 프로세스 유닛이 장착되는 1단계를 거쳐, 휴

대폰의 보급과 더불어 휴대형 정보기기가 확산되는 2

단계를 이미 지나 일상용품에 내재화되는 제3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수준이다. 더구나 최근에 일상용품에

RFID 칩 등을 이식하면서 3단계로의 발전이 본격화

되고있다.

유비쿼터스컴퓨팅의발전은기술과용도의상호작

용을거치며진화하고있다. 예를들어반도체기술의

발전으로기기는점차소형화, 저가격화, 지능화를향

해진화해나가고있으며, 이러한진화에맞추어적용

분야도 기계/기기에서 일상용품으로, 환경부문으로

확대되고있다. 

여기서기계/기기에서일상용품으로확대되는것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말

하며, 일상용품에서 환경으로 적용 대상이 변하는 것

은단순대상범위의확대가아닌컴퓨팅그자체에대

한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술발전은 유

비쿼터스 컴퓨팅 응용분야의 확대뿐 아니라 진정한

유비쿼터스컴퓨팅사회의실현을촉진하고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구성하는 요소기술은 컴퓨팅

기기가 인간과 유사한 사고와 행동구조를 가질 수 있

도록도와주는핵심기술을말한다.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두뇌를

이용하여 기억 및 사고를 하며, 그 결과가 동작이나



언어를 통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과 같이 유비쿼터

스컴퓨팅은다양한센서를통해외부필요정보를받

아들이고, 이에 따라 프로세서가 이러한 정보를 처리

하여 판단하며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하여 다른 기

기나인간과의사를소통하게되는것이다.

이러한유비쿼터스컴퓨팅의 5대구성요소는외부

의 정보나 환경을 인지하는 도구인 센서와 수집된 정

보를 처리하고 판단하는 프로세서, 그리고 외부와의

다양한 정보교환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된다.

여기에 최종 사용자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매우인간친화적인인터페이스와정보의왜곡, 분실,

도용등을방지하기위한보안기술이필요하다.

기존의 정적인 컴퓨팅과 확연히 구분되는 기술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을위한 인터페이스와 정보를 자각

하는 센서이다. 기존 컴퓨팅에서는 인터페이스와 센

서의 기능을 인간이 대신하는 형태 으나, 유비쿼터

스 컴퓨팅에서는 이것을 전자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특징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사람이 어두움을 인지하고 나서

전등을 켜는 방식이라면, 유비쿼터스 컴퓨팅에서는

센서가 어둡다는 것을 인지하고 필요성을 판단하여

자동으로 전등을 켜는 것이다. 다른 예로는 사용자가

침대에누워책을보다가잠이든경우센서가사용자

의 움직임, 박동수, 호흡의 상태, 시간 등을 감지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동적으로 불을 끄는 방식을 말할

수있다.

유비쿼터스컴퓨팅을구성하는가장기본단위는센

서 모듈로, 센서를 중심으로 프로세서,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복합화되어있는 정보처리의기본단위를 의미

한다. 센서 모듈은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판단하

여 이를 주변환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

근에는 이와 같은 기능이 하나의 칩으로 모듈화 복합

화되는 추세이며, 센서와 프로세서가 융화된 스마트

센서나 센서, 프로세서 및 커뮤니케이션이 복합화된

센서네트워크노드등이그예라고할수있다. 

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응용분야의 확산

유비쿼터스 컴퓨팅 응용분야의 발전은 용도와 목적

으로 나누어 비즈니스 도메인의 분류가 가능하다. 용

도는 특정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정용은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제한된 목적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용은 일상 생

활에사용될수있는유비쿼터스컴퓨팅애플리케이션

으로지능형주택등이여기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목적에 따른 분류는 효율을 위해 유비쿼터스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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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구분 설명및예

1단계 기기지능화 자동차, 전자기기등에MPU 내재화

2단계 모바일디바이스 휴대폰, PDA, 등휴대정보기기보급확대

3단계 일상용품에내재화 면도기, 의류등일상생활에센서등을내재화(일상용품의지능화)

4단계 웨어러블디바이스 컴퓨팅기기로인한휴대의부담감해소(기기의초소형화, UI의개선등)

5단계 환경에내재화 생활공간에센서및컴퓨팅기기내재화(개별공간차원에서네트워크구성)

6단계 유비쿼터스컴퓨팅 환경+사물+인간간유기적이고Seamless한네트워크구성

<표 4-2-1>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진화

<그림 4-2-1>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진화단계

기기의소형화및지능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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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을 도입하는 것과 정보의 풍부성이나 편의성의 증

진을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효율성은 유비

쿼터스의 도입을 통해 비용을 줄이거나 성과를 높이

는 등의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 응용분야를 말할

수 있다. 풍부성의 측면에서는 가시적으로 직접적인

효과가나타나지는않지만, 그동안간과되어왔던정

보를획득하여부가가치를높여주는분야를말한다.

효율성을중시하는특정용도시장이일차적으로활

성화될 분야라 할 수 있다. 이 분야의 경우는 비용 대

비 효과의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컴퓨

팅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용이하다. 유통 분야, 특

히 대형 유통업체에게는 수익과 비용이 명확하게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도입이 비

교적빠르게진행될것이다. 

반면일반용도시장은주체가불분명하고투자대비

효과도 가시적이지 않아 보급이 늦어질 예상이다. 일

반가정에서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구축될 동인이

뚜렷하지않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유비쿼

터스화가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유비쿼터스컴퓨팅의응용분야별발전과더불어컴

퓨팅 네트워크 또한 진화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

팅 네트워크도 초기에는 제한된 규모로 시작될 것이

다. 공간 내의 모든 기기에 센서를 부착하여 완벽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보다는 중요한 기기 중심의 네

트워크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기능과

역할 만을 수행하는 네트워크로 출발할 가능성이 매

우크다. 

또한초기의유비쿼터스컴퓨팅네트워크는용도별

로 폐쇄형으로 운 될 가능성이 높다. 폐쇄형 네트워

크(Closed Network)들이각각존재하기때문에네트

워크를 벗어나면‘언제 어디서나’의 컴퓨팅 구현에는

제약이있을수밖에없다. 

다만 폐쇄형 네트워크 간에는 이동성이 높은 기기

를 통해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구현하는 방식이 통용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용도

가 범용화되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네트워크도 촉진

될 것이다. 이 단계에 들어서야 끊김없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구현이가능할것이다. 

나. 유비쿼터스컴퓨팅의장기적인발전을위한과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본격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는 기술적 문제, 경제적 문제 및 사회적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 먼저 기술적인 문제로 기술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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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응용별 발전방향

쾌적성, 풍부함(Enrich) 추구

효율성(Efficiency) 추구

일반용(Horizontal)

박물관

도서관

재난관리
고장관리

약품

가전

지능형차량

지능형가정

에너지관리

도로

유통

노인보호

생산관리

사무용

서비스 설명

커뮤니케이션
언제, 어디서나, 어떤단말기로나유비쿼터스네트워크를활용하여통신서비스수준의단순한정보전송이나정보를발신,

수신하는무선인터넷비전과동일한수준

정보제공 사용자의요구가있을때마다실시간으로원하는정보를검색, 추적하여제공할수있는수준

상황고지 사용자에의해이미지시된바에따라상황을파악하여원하는정보를제공하는수준

행위제한 사용자의요구를추측하여상황에필요한행위정보를제안하는수준

행위대행 상황을파악하고여기에따라필요한행위를스스로수행하는수준

<표 4-2-2> 자율성 정도에 따른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의 진화

출처: 노무라종합연구소, 유비쿼터스네트워크와시장창조, 전자신문사



핵심기기 및 부품의 저가화 및 소프트웨어 기술발전

이필요하다. 

또한 모든 사물에 컴퓨팅 기능을 내재화시키기 위

해서는 하드웨어의 소형화 및 전력화도 전제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인간과 유사한 추론기능을 제공

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발전이 필요시 되고 있

으며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 행위 제안 및 대행 단계

로발전하게될것이다. 

경제적 과제의 경우 다양한 추진주체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킬러 애플리케이션 문제

가 보다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는 유비쿼터

스 컴퓨팅의 도입 목적이 명확하고 손익도 분명하기

때문에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이슈가 크지 않지만, 향

후에는 경제적 이슈가 유비쿼터스 컴퓨팅 보급의 장

애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가정 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도입하는 데 누가 비용을

분담할것인가등이관건이될것이다. 이러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모델의 도입을 통한 초기

투자 비용의 장기적 회수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사회적 과제의 경우 프라이버시의 문제와 안정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항상 완

벽할수없기때문에지속적인기술보완을통해문제

점들을 극복해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프라

이버시나 정보보안 등에 대한 법체계의 정비 등 사회

적인인프라구축도진행되어야할것이다. 

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복잡성의 문제이다.

네트워크가 복잡해질수록정보의 복잡도도 기하 급수

적으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

하고 통제하는 기술개발이 절대적으로 요구될 것이

다. 또한현재는주로하드웨어개발에주력하고있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 처리/분석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개발에는 다소 소홀한 것이 현

실이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가공해주

는기술또한필요하며, 데이터를분석해서다양한의

미를 찾아내는 데이터마이닝 기술 또한 필요할 것이

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있어서 이러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는 모두 네트워크를 통해서 필요한 곳으로 전

달되어야 하므로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IPv6의 도입

촉진도전제되어야할것이다.

2.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대표적인 예인 RFID 기술에

대하여 먼저 시스템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기술 동향에 대하여 설명 후 현재 RFID 표준화 동향

을파악해보도록하겠다.

가. RFID 시스템 구성요소

RFID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태그(Tag), 리

더(Reader), 컨트롤러 및 안테나, 충돌방지(Anti

Collision) 등이있다.

(1) 태그(Tag, Transponder)

RFID 태그는일반적으로전지가내장된액티브태

그와 리더 전파범위 내에서 에너지원을 얻는 패시브

태그로분류할수있다. 

액티브 태그의 경우는 전지가 유지되는 동안 일정

시간 간격에 따라 RF 시그널을 전달하며, 원거리 데

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나 가격이 비싸고 전지 수명에

따라 사용기간이 제약되는 단점이 있다. 패시브 태그

는 안테나 코일과 칩으로 구성되어 리더에서 방출하

는전자기장범위내에태그가들어가면, 태그의안테

나코일에인가된AC전압을DC로정류, 칩에필요한

전원으로사용하는것이다. 

태그 내에는 다양한 용도와 요구에 맞게 만들어진

IC 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리더와의 통신을 제

어하고 있다. 칩내 기억장치는 인증번호와 기타 데이

터를 기억하기 위한 자리와 리더로부터 태그의 작동

을위한신호를받아서태그내의자료를보내기위해

몇 개의 구역으로 나뉘게 된다. RFID 시스템은 용도

별로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정해진 주파수와 안테나 크

기를 가지고 있으며, 안테나를 통해 리더로부터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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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나오는 전자기장은 적당한 크기의 전자기장 대

역폭을가진다.

태그가안테나의전자기장내를지나가면리더로부

터 나온 신호를 감지, 태그 내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

터를 리더에 보내기 시작한다. 리더로부터 나온 전파

신호는 타이밍 정보를 태그로 보내 태그가 작동하도

록전기적인힘을제공하게되며, 리더로부터나온타

이밍 정보와 태그로부터 나온 데이터는 동시에 발생

되어태그와리더간에데이터를처리하게된다. 

태그에 힘(Electromagnetic Field)이 가해지고 있

는 동안 메모리 내 위치와 주소에 따라 정해진 순서

대로 진행되는데, 각 메모리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는

리더에 다시 보내지게 되며 메모리 내 많은 위치를

지정해 두었다면 이 일은 반복해 차례대로 진행되게

된다.

태그로부터데이터를받는동안리더는태그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CRC

(Cycle Redundancy Check) 검증을 거쳐 정상적인

데이터를 판단, 컴퓨터나 다른 컨트롤러에 전송하는

데, 데이터가정상적이면RS-232, RS-422, RS-485,

WIEGAND 혹은 다른 RF LINK를 통해 전송한다.

금속성이 아닌 모든 물질들은 리더에서 방사된 전자

기장이 투과하기 때문에 태그를 어디엔가 끼워 넣거

나 물건 속에 감추어도 리더는 태그와 직접 접속하지

않고데이터를읽을수있다.

(2) 리더(Reader)

RFID 리더는 수동형(Passive) 태그에 RF 에너지

를 공급하여 활성화하게 하고, 태그로부터 정보를 받

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 리더는

RF 신호의 발신과 수신, 그리고 데이터를 디코딩을

하는부분을포함하고있으며, 그외에호스트컴퓨터

와의 직렬 통신(RS-232), USB, 이더넷 등의 통신을

수행한다.

RF전송부는 안테나 회로와 동조(tuning)회로, RF

반송파 생성기(carrier generator)를 포함하는데, 안

테나 동조회로와 안테나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동조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수신되고 있는 신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통해 디

코딩되어서데이터를얻을수있으며, 마이크로컨트

롤러내의펌웨어알고리즘은RF신호를발신하고, 수

신된 데이터를 해석하며, 호스트 컴퓨터와 통신을 수

행한다.

보편적으로 리더는 단지 읽기(Read) 기능만 가능

한 것을 말하며, 읽기(Read)와 쓰기(Write) 기능이

모두 되는 장치는 호출기(Interrogator)라고 한다. 리

더가 단지 읽는 기능만 수행하는 반면에 호출기는 데

이터를 읽고 쓰는 동작을 위해 태그와 통신을 할 때

명령이내장된펄스를사용한다.

(3) 컨트롤러와안테나(Controller & Antenna)

안테나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태그 또는 카드

(Card)에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로,

시스템에따라 안테나와 컨트롤러가분리되어 사용되

기도하고, 하나의리더(Reader) 또는호출기속에안

테나와컨트롤러가내장되는경우도있다.

안테나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어 지는데,

동선의 두께, 감는 정도(winding), 안테나의 지름에

따라 인덕턴스 값이 결정되며, 매우 협소한 공간에서

도 목적과 조건에 맞는 크기로 제작된다. 일반적으로

판독가능범위가넓을수록안테나의크기도커진다.

(4) 충돌방지(Anti-Collision)

충돌방지(Anti-collision)란 안테나의 전파범위

(Read Field) 내에 동시에 한 개 이상의 태그가 탐지

되더라도 에러 검출이나 데이터에 향을 미치는 충

돌없이 인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읽기 시스템에

따라, 그리고태그와리더사이의프로토콜에따라동

시에인식할수있는태그의한계가결정된다.

읽기/쓰기 범위는 리더와 태그 사이의 통신이 가능

한 거리를 지칭하며, 읽기범위는 태그로부터 데이터

를 읽어 올 수 있는 최대거리를 의미한다. 읽기 범위

는리더와태그안테나의전자기적결합특성, 리더의

RF 출력전력 수준, 반송파 주파수 대역, 기기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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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량과관계가있다.

나. RFID 기술 로드맵

RFID 기술에 대하여 응용서비스, 기기, 부품, 기

술, 인프라의 역으로 층별로 분리하여 기술 로드맵

을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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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RFID 기술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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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네트워크융합과모바일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네트워크에 대하여 현재 다양한 형태의 네

트워크 기술 간의 융합(Convergence)이 진행되고 있

다. 이들 융합이 어떻게 진행되며, 이를 구성하는 기

술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의 기

반이 되는 모바일 네트워크의 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

도알아본다.

1. 네트워크 융합(Convergence)

네트워크 융합에 의해 음성과 데이터 네트워크 관

리를 단순화함으로써 전반적인 IT 인프라 비용을 절

감할 수 있으며, 더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직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통합된 IP 환경

을통해새로운e-비즈니스애플리케이션을지원하며,

확장성과 융통성이 보장된 IP 네트워크 플랫폼을 이

용하여정보공유를용이하게할수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융합의 요소 기술로 IP 융합과

차세대네트워크(Next Generation Network) 기술을

중심으로설명하도록하겠다.

가. IP 융합

IP 융합이란 가정의 홈네트워크(Home Network),

공공장소에서의 핫스팟(Hot Spot) 및 이동환경(Mo-

bile)과사무실에서사용되는IPv4, IPv6 기반의브로

드밴드백본네트워크를구축하여활용하는것이다.

IP 융합의경우음성데이터를IP에결합하는VoIP

와이동성을보장하는모바일 IP의융합및수요가늘

어나는 IP에대한새로운해결책인 IPv6가주요한기

술로등장하고있다. 

나.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는 인터넷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검증된 표준 프로토콜 상에서 음

성 데이터가 결합되어 형성된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다. 

VoIP는 기술의 발전과 저렴한 이용료 등으로 인하

여 등장한 기술로, 1995년 이스라엘의 VocalTec사에

서개발하 다. VoIP에의해서인터넷을통하여아날

로그 음성을 디지털 패킷으로 주고 받을 수 있으며,

IP 융합에 의해 음성과 데이터를 통합한 부가서비스

322 2005 -비즈니스백서

제2장
e-비즈니스신기술동향

<그림 4-2-4> IP 컨버전스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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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이가능해졌다. 

<그림 4-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게이트웨이

(Gateway)는기존음성망과인터넷을연결하는장치

로서, VoIP의 핵심장비라 할 수 있다. 송신부에서 아

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시키고 IP 패킷화하며,

수신부에서 패킷을 재배열하고 누락된 패킷 간의 보

간처리와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

하는기능을하게된다. 따라서게이트웨이의동작절

차는아날로그음성의디지털화(Codec) 후신호를압

축하고 음성 데이터 프로그램을 생성한 후 헤더를 추

가하여 전송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게이트키퍼

(Gatekeeper)는 사용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

와등급관리, 과금, 서비스관리, 이용자등록및디렉

토리서비스등을주요기능으로하고있다.

VoIP 시스템의 구성은 서비스의 생성 및 수행기능

과 지능화된 신호처리 및 서비스 관리를 담당하는 애

플리케이션계층과신호처리및변환, 자원관리, 매체

제어등을담당하는신호계층및실제데이터를처리

하여 전달하고 변형, 품질보장, 톤 발생기능 등을 담

당하는매체계층으로구성된다. 

신호 계측 간에는 H.323, SIP 등의 프로토콜이 사

용되어 상대방과 통화연결 및 종료신호 등을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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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VoIP의 시스템 구성도

PSTN

TDM 스위치전화

팩스

PC

전화

팩스

PC

VoIP 게이트웨이 VoIP 게이트웨이

IP IP

LAN

게이트키퍼 IP폰 PC폰

패킷
네트워크(인터넷)

<그림 4-2-6> VoIP 시스템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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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러플랫폼 베어러플랫폼TDM, RTP, FR, ATM
미디어전송

애애플플리리케케이이션션계계층층

콜인텔리전스
서비스생성/실행
프로비저닝관리

시시그그널널링링계계층층
시그널링프로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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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러제어

미미디디어어계계층층
미디어프로세싱
미디어전송

QoS 
톤& 어나운스먼트

미디어/베어러제어프로토콜

콜프로세싱프로토콜



다. 매체계층에서는 음성 데이터를 R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패킷으로 만들어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애플리케이션 계층과 신호계층 사이에는 콜 프로

세싱 프로토콜이 사용되며, 애플리케이션 계층과 신

호계층 사이에 제어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신호계층과 매체계층은 MEGACO(MEdia

GAteway COntrol)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제어정보

를 교환하여 신호계층에서 실제 데이터의 경로나 매

체특성을결정하고수행할수있도록지원한다.

VoIP 기술의표준화는VoIP 시스템의구성요소중

핵심인 신호 계층을 중심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6년 인터넷 전화의 등장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들 중 대표적인 표준화 기술은 ITU-T의 H.323과

IETF의 MEGACO(MEdia GAteway COntrol) 및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라고할수있다. 

<표4-2-3>은VoIP 시장에대한촉진요인과억제요

인을정리한것이다.

그 외에 VoIP에 대한 특징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

면, 기술적특징의경우통합망을구성함으로써회선

교환망 보다 효율적인 망의 관리가 가능하고, 아날로

그 신호에 대한 압축기술 발전으로 망 자원을 절약할

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또한다양한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다양한 서비스의 구현이 용이

하다.

경제적 특징을 살펴보면, 통합 망으로 네트워크 인

프라를 공통으로 구축함으로써 투자비용을 최소화시

키고, 망 관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용요금을 저렴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신규 서비스의 개발과 수요

창출에따라새로운수익을창출할수있다.

VoIP의 단점은 우선 기존의 음성망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나 이는 기술의 발전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

며, 다수가입자를대상으로하는광역서비스에는부

적합(H.323)하다는 단점으로 인해 차세대 표준인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및MEGACO가등

장하게되었다.

그외VoIP의주요이슈로는통화품질의실현이요

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QoS(Quality of Service), 특

성과기능성, 그리고신뢰성등이기존회선교환망보

다동등한수준이거나더높아야한다는것이고, 이중

QoS는 당분간 통신분야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존재

할 것이다. 또한 마케팅 전략의 부족 및 서비스의 유

료화에따른스스로의한계를극복하여야할것이다.

다. IPv6(IPNG : Internet Protocol Next

Generation)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인 IPv6는 32비트 주소체

계를 가지는 IPv4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된

128비트 주소체계로, 수용능력이 기존의 IPv4에 비

해 4배 많은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로서, IPv4 문제

점인 IP 어드레스 부족, 보안성 취약, QOS/멀티미디

어제공을위한성능부족등의문제점해결을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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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요인

·VoX발전의가장큰원동력은장래시장기회가막대하다는점

-패킷교환기술의전소능력에의한투자비용효율성과효과적인대역폭

활용에의한운용비절감이주요요인

·전용망에서음성트래픽은대역폭측면에서매우작아거의비용이들지않음

-다양한음성응용서비스의출현과수요요구에기존PSTN 사업자들로

하여금적정한요금설정을어렵게함

·비음성트래픽이2002년음성트래픽에비해약5배

·재택근무의확산과이를위한PC,그리고보다효율적인대역폭활용이

필요한각종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의수요증가

억제요인

·상호운용성문제

·신뢰성과관련된불확실성과장비도입기피

-PC플랫폼에기반을둔인터넷전화솔루션은주요서비스

제공업자에게폭넓게수용되기어려움

·기존통신가업자들이장거리요금을대폭인하

<표 4-2-3> VoIP 시장 촉진 및 억제요인

출처: 노무라종합연구소, 유비쿼터스네트워크와시장창조, 전자신문사



로등장하 다. 

IPv6 도입을 위한 4단계 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현

재의 인터넷 망으로 IPv4를 사용하면서 IPv6를 실험

망 수준으로 보유한 수준인 1단계이다. 현재 IPv4 인

터넷 주소의 효율적 관리를 병행하면서 국가 차원의

IPv6 국내 주소체계 수립 및 APNIC로부터 KRNIC,

KRNIC로부터국내ISP로의어드레스블록을할당하

여야 하며, 국내 IPv6에 대한 IMT-2000, ADSL 등

의 수요조사 및 관련 ISP 요구사항을 수집하여야 한

다. 또한 6bone-KR, KOREN IPv6 연결을 통한 실

험을지속하며국내 IPv6 포럼코리아를구성하는단

계이다.

2단계는 향후 2~5년을 보며 IPv4 대규모 망과

IPv6 소규모 망이 상존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는 컴퓨터 단말 쪽보다는 이동통신(IMT-

2000)이나 가전제품(인터넷 TV) 등에 먼저 IPv6 주

소를 도입하게 되고, IPv4/IPv6 표준 변환 게이트웨

이를 개발하여 IPv6 순수망의 출구에 설치하게 된다.

IPv6 도메인 내의 IPv6 주소를 수용하는 DNS 서버

를 업그레이드하고 IPv6 운 체제 및 각종 애플리케

이션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해야한다. 

3단계는 향후 6~9년을 기대하며 IPv6의 대규모

망과IPv4의소규모망으로구성되는단계이다. 이단

계에는모든ISP가자신의망의출구쪽에IPv4/IPv6

표준 변환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게 되고 컴퓨터 단말

쪽에IPv6 주소도입이보편화된다. 이때는이미윈도

우를 비롯한 대부분의 운 체제가 IPv6를 지원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모든 DNS 서버가 IPv6를 수

용하도록업그레이드되며, IPv6 애플리케이션이보편

화될것이다.

4단계는향후10년이후로예상되며, IPv6 순수망

으로만 구성되어 차세대 인터넷이 보편화되는 단계라

고 할 수 있다. 가정의 모든 전자제품 및 한 개인(시

계, 핸드폰, PDA, 노트북 등)을 중심으로 IP 부여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 도메인 정책과도 접한

관계를갖는다.

국내 기술의 경우, 과거 6Bone 중심의 실험 망 수

준에서 이제 본격적인 IPv6 망을 구성하는 단계로서

상용화를위한사업타당성을분석하고있다. 특히망

자체로만은 해결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응용 기술이

절대적으로필요하다. 

본격적인 망 구축 및 활성화가 전세계적인 추세임

에따라국가적으로본격적 IPv6의도입및활성화가

예정되어 있고, 정부는 인터넷 강국건설을 위한

‘IPv6 활성화 계획(안)’정책을 제시해 놓고 있는 상

황이다. 특히KOREAv6 시범망이준비되고있고, 애

플리케이션과 접목된 활용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있다. 현재우리나라의경우초고속인터넷서

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ISP 중심의 보급이 필요한

적합한시기에이르 다고할수있다.

향후 2010년경에는 거실이나 방에 설치된 모든 가

전기기가 IPv6 기술에 의해 네트워크화될 것이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IPv4와 IPv6가 공존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신속한 확산을 위한 이전 기술의 연구가 절대

적으로필요한현실이다.

라. NGcN(Next Generation convergence

Network)

차세대 융합 네트워크는 최근 수년 간 음성에서 광

대역·초고속데이터 시장으로급속히 전환하고있는

통신환경의 변화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전화망

(PSTN), 인터넷, 비동기 전송모드(ATM), 전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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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IPv4 IPv6

주소표현 32비트 128비트

주소공간 4*1010 3.4*1038

주소할당 비순차적할당(비효율적) 순차적할당(효율적)

보안기능 미흡(IP Sec 별도설치) 제공

고품질의QoS 제공 미흡 제공

옵션설정 제한 가능

헤더구조 복잡 간단

어플리케이션 다양 제한적

Plug & Play 기능 없음 자동구성으로지원

이동성 곤란 가능

헤더 고정크기 가변크기

<표 4-2-4> IPv4와 IPv6의비교



무선망등의서로다른망을하나의공통된망으로구

조를 단순화해 음성과 데이터를 통합한 형태의 다양

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NGcN이란 유선

사업자의 차세대 네트워크와 이동통신사의 ALL IP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것으로, 유선 및 이동통신사의

차세대네트워크가통합된개념이라고할수있다. 현

재한국을비롯한각국가별로주도권을갖기위해활

발히사업을추진하고있다.

NGcN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음성, 상,

멀티미디어 등의 모든 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고 대

화형서비스,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및실시간/비실

시간등의모든형태의데이터서비스또한가능하다.

이러한확장성은다른대역폭(수kbps~수억bps) 요

구의보장/미보장기능에의해가능하다.

NGcN의 특징으로는 음성 대비 데이터(패킷) 트래

픽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으며, 진

정한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해진다. 또

한 개방형 구조로 구성되어 저렴한 망 구축 및 운용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도 큰 특징이라 하겠다. 성숙단

계의 IP 기술을 활용하여 유연하고 확장이 용이한 망

구조를보유하게되고, 통신망구성장비의기능별분

리 개념(사용자 데이터,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추구

함에 따라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진화가 용이하며, IP

기반의 실시간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수용할 수

있다.

현재 NGcN에 대한 국내 추진 계획은 유선 사업자

와 이동 사업자를 중심으로 각각 4단계와 3단계로 추

진하고자 한다. 유선 사업자의 경우 1단계는 2002년

까지로 반전자교환기를 액세스 게이트웨이와 소프트

스위치로 교체해‘Pre NGN’을 구축하는 것이었고,

2단계는 2003년에서 2004까지로 소프트스위치와 트

크 게이트웨이를 도입해 PSTN과 패킷망을 연동시

키는 것이었으며, 3단계인 2005년부터 2006까지는

음성전달 중계망을 TDM 방식에서 패킷 전달망으로

326 2005 -비즈니스백서

제2장
e-비즈니스신기술동향

<그림 4-2-8> NGcN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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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고 소프트스위치(클래스4·5)와 트 크 게이

트웨이 및 액세스 게이트웨이의 도입을 확대해서

VoIP(Voice over Internet Packet) 서비스의 확대와

전화망의패킷화를추진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2007년 이후로서 이원화된

PSTN과 패킷망을 패킷 전달망으로 통합하여 완전한

패킷망을 구축하고, IP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는 멀티

미디어네트워크로진화시키는단계라고할수있다.

이동통신의 경우는 3단계로 추진되는데, 1단계인

2004년까지는 비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WCDMA)

네트워크의전송과제어계층을분리하는‘3GPP 릴리

즈4 (R4)’를 도입해 데이터서비스 부문에 QoS와 통

합 과금방식을 실시하는 단계 다. 2단계인 2005까

지는 무선 LAN과 디지털오디오방송(DAB) 등 신규

액세스 네트워크 도입과 함께 서킷과 패킷 코어 네트

워크를 IP 기반으로 통합해 액세스 네트워크간 이동

성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3단계인 2006까지는 액

세스망을 IP 패킷화하여망 자체를 NGN으로 전격적

인진화시키는것이다.

현재 NGcN의 동향을 보면, 2002년 9월 KT가 대

전 유성지점에 액세스 게이트웨이를 개통함에 따라

Pre NGN 시대를개막하 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NGcN 프로젝트를 서두르는

이유는일단선진화된국내통신인프라를한단계업

그레이드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겠다는의미를 포함하

고있다.

일본에서는NGmN(Next Generation mobile Net

work), 유럽에서는 NGN(Next Generation Net

work)이라는 개념을 내놓고 정책적 지원은 물론, 표

준안 마련에 각국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이다.

결론적으로 NGcN 통합망은 ALL IP 기반의 전송,

제어, 서비스가 분리된 유무선 통합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따라서 네트워크의 융합은 고정 모바일 융합

(Fixed Mobile Convergence)에서 유무선/방송 통합

후온/오프라인통합으로진행되고있다. 그리고이러

한 통합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모색 및 창출에 따라

개방형 서비스 구조를 지향하고 서비스를 연동 및 통

합하며, 통합환경에서의 킬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을발굴하고있다. 그리고사용자에게끊

김없고(Seamless) 유비쿼터스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해지고있는것이다.

2. 휴대 인터넷 기술

초고속 인터넷 및 이동통신의 보급 확대에 따라 고

속 통신 서비스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은 점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유로이 고속 인터넷 접

속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노트북및PDA 보급의증가로이동성을전제로

한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수요가증대하고, 부서및

사용자의 작업 환경 변경 등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요

구 특성이 변화되고 있어 네트워크 정보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하는 유연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있다. 

무선망과인터넷이통합되어언제어디서든자유로

이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휴대인터넷은기존통신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초고

속 인터넷 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의 포화에 대비한 새

로운 성장엔진으로서 현재 전 세계 통신업계의 첨예

한관심을받고있다. 

휴대 인터넷이 기존 통신 서비스와 구별되는 가장

큰요인은실시간멀티미디어컨텐츠를ADSL과같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동성을 갖춘 서비스

라는점이다. 현재시장에서는보편적인터넷접속서

비스에 이동성을 갖춘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

다. 

그 배경은 노트북 PC와 저가 무선 LAN 장비의 보

급이확대되면서ADSL 기반의가정내에서도무선으

로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과 KT의 네스팟처럼 공중 무선 LAN을 통한 핫스

팟 서비스(Hot Spot Service)가 제공되면서, 노트북

PC나 PDA 등과 같은 휴대형 컴퓨팅 단말 등을 이용

하여 공공장소 에서 1Mbps급의 무선 인터넷 접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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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지고있다는것, 저가무선LAN 장비의공급으

로 월정액 과금이 가능하므로 기존 유선 초고속 인터

넷에서와 마찬가지로요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기반인 기존 유선통신 서비스 업체를 중심

으로활발히전개되고있다. 

한편,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 측면에서 초고속의 공

중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배타적인 주파수 획득이 향후 유무선 통합시장에서의

주도권을획득할수있는중요한기반을제공할수있

다는 인식은 휴대 인터넷에 대한 매력을 한층 더하고

있다. 또한 2.3GHz 주파수 대역이 전파 특성과 비용

측면에서효율적인3GHz 이하의주파수대역에서마

지막 남은 노른자위라는 점과 휴대 인터넷의 보급 정

도에따라서통신서비스시장뿐만아니라장비제조

및 솔루션 등의 관련 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3GHz 휴대 인터넷 관련 정

책방안에세간의관심이집중되어있는상태이다. 

가. 휴대 인터넷의 개념

휴대 인터넷의 개념 및 정의는 연구기관 및 사업자

에따라서상이하나, 정보통신부에따르면정지및이

동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고속으로 무선인터넷 접속

이가능한서비스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정의에따

를 경우, 휴대 인터넷은 유선에 의한 실내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실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만들

어 주는 것과 유선 링크의 인터넷(실내 환경)을 무선

링크의 인터넷(실외까지)으로 확장하는 개념을 포함

하게된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른 휴대 인터넷 서비스의 기본

적인 개념은 정지 및 보행뿐만 아니라 시속 60km 정

도의 중속 이동 시에도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성 및 ADSL과 유사한 수준인 최대

1Mbps급의데이터전송률로초고속무선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고속성, 실내외에서 휴대

용 단말을 이용하여 끊김없는 인터넷 접속환경을 언

제나 지원한다는 개념, 그리고 핸드셋, 노트북, PDA

또는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단말을 지원

하는것이다. 

초기 단계의 개념은 정지 및 보행자 속도의 이동성

만을 고려했으나, 이후에 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 인

터넷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상당한 수준의

이동성을확보하고자하는목표가반 된것이다. 

유선인터넷에서와마찬가지로정액제요금으로항

상 접속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역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경

제성의 확보를 통해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노트북 PC를 포

함한 다양한 휴대형 컴퓨팅 단말을 이용하여 유선과

동일한 인터넷 접속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터넷 상의 컨텐츠를 재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자유

자재로 접속함으로써실질적인 유·무선 통합 환경이

제공될것이다. 

나. 무선 LAN, 이동통신과 휴대 인터넷의 비교

무선LAN은기존유선LAN의확장을위하여옥내

및 구내의 사설망과 같은 근거리 통신용으로 개발된

기술로, 핫스팟(Hot Spot) 구간 내에서 기술 표준에

따라최고11~54Mbps의고속전송속도로인터넷에

접속할수있다. 또한핫스팟구축을위한AP(Access

Point)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설치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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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2.3GHz 휴대 인터넷의 포지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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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장점을갖고있다. 

하지만 핫스팟 반경이 100m 내외로 서비스 가능

범위가 협소하여 서비스 반경을 광역화하기위해서는

매우 많은 수의 AP가 요구된다. 또한 핫스팟 간의 이

동시 핸드오프가 지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핫스팟

내에서의 이동 중 서비스 제공도 어렵다는 단점을 갖

고있다. 

따라서무선LAN은유선LAN의확장으로옥내및

사람이 많이 몰리는 도시의 중심가나 대학 도서관 등

과 같은 한정된 지역에서 정지 상태의 사용자들에 대

하여 고속의 전송속도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사용된다. 

이동통신기반무선인터넷은공중망인이동통신망

을사용하여언제, 어디에서나고속이동중에도인터

넷서비스가가능하다. 셀반경이10Km 내외로망구

성을 통하여 전국적인 광역 서비스가 가능하고, 핸드

오프를 지원하여 고속 이동 중에도 끊김없는 서비스

(Seamless Service)를 제공한다. 하지만 실제 수백

Kbps의 낮은 전송속도로 인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부

합하는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서비스하기에

는한계가있다. 따라서이동통신기반무선인터넷은

중저속의 전송속도로 고속 이동 상태의 사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합한 무선 인터넷 기

술이다. 

휴대 인터넷은 휴대용 무선 단말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정지 및 중저속 이동 상태에서 고속 전송속

도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와 컨텐츠를 얻

거나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휴대 인

터넷은 전송속도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 무선 LAN보

다는 전송 속도가 느리지만 단말의 이동성을 보장하

고 이동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 이동통신 기반 무선

인터넷처럼 고속 이동성은 지원하지 못하지만 고속의

전송속도로인터넷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통신업계는 무선 인터넷 기술

로 크게 3가지를 꼽고 있다. 국내의 경우 2.4GHz 상

용무선LAN 서비스와CDMA 2000 1X EVDO, 그

리고앞으로상용화될2.3GHz대휴대인터넷서비스

가 그것이다. 이들을 비교하면 왜 통신업체들이

2.3GHz 휴대인터넷에주목하고있는지자명해진다. 

2.3GHz 휴대 인터넷은 옥내 핫스팟을 통해 구내

서비스에 머물고 있는 무선 LAN 서비스보다 확장된

서비스가능범위를갖고있다. 옥외에서공공장소등

폭넓은 서비스 역을 제공함으로써옥내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전국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CDMA 2000 1X EVDO에는미치지못한다. 

전송속도의 경우, 무선 LAN 서비스가 10Mbps의

초고속서비스를제공하는데비해2.3GHz는현재로

서는 1Mbps 가량의‘고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DMA 2000 1X EVDO가 Kbps 단위의 중저속 서

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2.3GHz 휴대인터넷은중

간정도의성능을제공한다고할수있다. 

서비스 활성화를 가능케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인

요금 부분에서 2.3GHz 휴대 인터넷은 단연 경쟁 우

위를확보하고있다. CDMA 2000 1X EVDO가고가

의 요금 때문에 대중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속에

2.3GHz 휴대 인터넷은 무선 LAN보다는 약간 비싸

지만, 비교적저가의요금제공이가능할것으로보고

있다. 

이동성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현재의 2.4

GHz 무선 LAN 서비스는 이동시 서비스가 단절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지 상태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 중에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경

우 CDMA 2000 1X EVDO 서비스나 2.3GHz 휴대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 CDMA 2000 1X

EVDO는 고속 이동 중에도 서비스가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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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무선LAN 휴대인터넷 이동통신

커버리지 옥내(구내) 옥내외(도심지역) 옥내외(전국) 

이동성 정지 준이동성 고속이동성

핸드오프 불가능 가능 가능

전송속도 초고속 고속 중저속

자원관리 자원경합 자원할당 자원할당

QoS 보장 어려움 가능 가능

서비스보장 저가 중저가 고가

<표 4-2-5> 무선 인터넷 기술비교



2.3GHz 휴대 인터넷은 보행 수준의 이동 시에 서비

스가강한특징을갖는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자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기

지국당 가입자수는 무선 LAN이 수십명, CDMA

2000 1X EVDO와2.3GHz 휴대인터넷은수백명이

가능하다. 종합해 보면, 무선 LAN과 EVDO 서비스

의 중간에 위치해, 두 서비스의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금, 서비스 범위, 그리고

속도등대부분에서호평을받고있다. 중저가의요금

으로, 보행중 고속 서비스가 가능하고 하나의 AP당

수백명의가입자를받아들일수있기때문에무선초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가 될 것이

라는전망이다. 

다. HPi(High-speed Portable Internet) 기술

HPi는 ETRI가 주도하고 삼성전자, KT, 하나로,

SKT 등 국내 주요 통신업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개발

중인 국내 기술로, 셀 반경 1km 이내에서 도심권의

평균차량이동속도인시속60km 수준의이동성을지

원할예정인휴대인터넷기술이다. 

HPi 시스템은 OFDMA/TDD 방식의 광대역 무선

전송기술을 사용하여 셀룰러 형태의 망 구성을 가능

하게 하고, IP 기반 무선 데이터 서비스의 상하향 비

대칭 전송 특성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또한

옥내외환경에서최대반경1Km 정도의서비스 역

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핸드오프를 지원하여 끊김없이

(seamless) 셀 간 이동성을 보장하고, 휴대형 단말기

에 IP를동적또는정적으로할당할수있다. 또한, 허

락되지 않은 사용자들의 시스템 접근을 보다 효율적

으로 방지하는 인증기능을 수행하며, 유선 인터넷에

서 제공하는 스트리밍 비디오, FTP, 메일, 채팅 등과

같은다양한형태의 IP 기반패킷데이터의고속전송

에적합하도록지연시간및패킷손실에대한서비스

품질을보장한다. 

HPi 기술개발의추진단계는ETRI 및공동연구기

관들이 3년 간의 일정으로 2.3GHz 대역의 10MHz

대역폭을 이용하여 중저속 이동환경에서 최대

50Mbps의데이터전송이가능한초고속휴대용인터

넷시스템을개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

초고속 무선인터넷 접속을 위한 패킷 기반의 무선 전

송과MAC 기술, 가입자이동환경에서의끊김없는서

비스 접속 유지를 위한 MIP(Mobile IP)와 핸드오버

기술, IP 네트워크 접속 기술의 표준화 및 시스템과

단말개발등에중점을두고있다. 

라. 당면 과제

국내 통신서비스 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초

고속 인터넷 서비스 및 이동통신이 포화된 상황을 어

떻게극복할것이냐는점이다. 이런측면에서휴대인

터넷은 정부, 연구기관, 생산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및사용자에게새로운기술, 신규서비스에의한추가

수익 창출 및 진정한 유비쿼터스 멀티미디어 서비스

를가까운시일내에제공할수있는유일한기술로서

각광받고 있다. 휴대 인터넷이 제대로 상용화되기 위

해서는몇가지기술적인문제들을해결해야한다. 

(1) 통신속도

휴대 인터넷 기술이 유선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통

신을 결합시켜 신규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유선

초고속 인터넷에 버금가는 대역폭을 가져야 한다. 현

재 유선 초고속 인터넷에서는 사용자당 1~20Mbps

의 범위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 따라서 휴대

인터넷은 사용자당 약 1~5Mbps정도의 통신 속도를

제공해야현재 유선으로 초고속 인터넷에서 사용하던

서비스를 이동 중에도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

로예측된다. 

이 정도의 통신 속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선접속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기존에 가장 광범위

하게분포한CDMA의최신기술인IMT-2000 서비스

의상용화가지연되고있는것은CDMA가갖는용량

의한계때문이다. 따라서휴대인터넷에사용될무선

접속기술은CDMA의용량한계성을극복할수있는

것이어야한다. 

이런 면에서 국내 휴대 인터넷의 무선접속기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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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선정된 OFDMA(Orthogonal FDM Access)

는 이미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 등의 서

비스에서 초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

술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OFDMA 시스템으로 멀

티셋 네트워크를 구성했을 때, 발생 가능한 셀 간 동

일채널 간섭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동시에 적용하

여시스템을개발해야한다. 

(2) 다중경로간섭

휴대 인터넷은 도심지를 중심으로 이용자 분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고층건물에 의한 반사파,

회절파, 기타잡음및단말의이동성으로인한다중경

로 간섭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OFDMA는 주로

단말기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개발되었으므로이동

하는상황에대비한기술의보완이시급한상황이다. 

(3) 표준화정책

해외에서는 WiLAN, Nextnet, Alvarion 및

Runcom 등의 업체가 시스템 요소기술을 생산 및 개

발하고 있으며, IEEE를 중심으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TTA를 중심으로 표준화를 진행 중

이며, HPi 컨소시엄과 포스데이타가 OFMDA/TDD

규격으로시스템을개발하고있다. 

현재 휴대 인터넷 시스템 생산업체가 시스템 생산

후에 좀더 많은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화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국

및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ADSL 및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인터넷 보급이 진행

중으로 이들 국가들의 휴대 인터넷 상용화 시기는 우

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06년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예측된다. 

따라서, 국제표준화 기구와 공동보조를 맞춰 가면

서 국내 상용화 시기는 지연시키지 않는 이원화 전략

을 펼침으로써 국내에서 일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

구에부응하는노력을펼쳐야할것으로보인다. 

(4) 주파수할당대역폭

KT와 하나로통신은 2개 사업자가 적당하다는 입장

이다. 그 이유로는 휴대 인터넷은 노트북, PDA 환경

에서데이터중심의초고속서비스를지향하는특화된

시장 역이며, IMT-2000의 경우 사업자당 40MHz

가 필요한데 휴대 인터넷은 고속 대용량 데이터 서비

스이어서 IMT-2000보다 많은 트래픽이 발생할 것이

고, 빌딩이나 인구 집지역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

서는최소40MHz 이상이소요될것이라고예상한다. 

반면, SK텔레콤은 기존 이동통신업체 중심으로 3

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이다. 휴대 인터넷으로 이용가능한 주파

수 대역 100MHz 중 보호대역을 제외한 실제 가능한

대역폭은 85MHz이지만 TDD로 할당될 경우 보호대

역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가용한 대역폭을 모두 활용

할수있는바, TDD 방식으로 25MHz씩 3개사업자

에게 할당하더라도 국내 휴대 인터넷시장의 최대 수

요인 1,000만 명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고 경제성 확

보도가능하다는것이다. 

정통부는 사업자당 가입자 용량에 따른 주파수 용

량을기준으로현재두가지방안을마련했다. 우선은

20MHz의 폭으로 나누는 방안과 20MHz로 나누되

사업자들의 용량 증설에 대비해 하나를 여유분으로

남겨두는 안이다. TTA에서는 FA당 주파수를 5MHz

배수로 할 것이냐, 10MHz로 할 것이냐를 놓고 설전

을 벌이다 10MHz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국산 휴

대 인터넷 기술이라고 불리는 HPi가 휴대 인터넷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휴대

인터넷의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될수록

정부의선택도쉽지않을전망이다. 사업자의과다선

정은 중복투자의 우려와 이로 인한 서비스 품질의 저

하라는문제도야기할것이기때문이다. 

(5) 출연금산정

휴대 인터넷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주파수 활

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IMT-2000은 5년 추정 매

출액중3%를기준으로총3조9,000억원을부과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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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PCS는 향후 5년간 매출액의 7%로 산정, 사업자

당 1,100억원씩 부과한 바 있다. 시장에 대한 낙관적

으로 예측한 KISDI 보고서와 보수적으로 전망한 KT

의 수요 예측치를 적용해 예상 주파수 할당대가의 범

위를 추정하면, 가입자당 월 매출(ARPU)을 2만원으

로 정할 경우 5년간 매출액은 각각 4조1000억원,

5400억원이 예상되며, 5년간 매출액에 2%를 출연금

으로부과할경우각각823억과108억으로큰차이를

보이고있다. 

(6) 사업주도세력

서비스 업체의 수와는 별도로 서비스 업체의 형태

에 따라 서비스 성격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둔 관련 통신업체들은 휴대 인터넷이 각기 자

신들의 역과 근접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유선 통신업체는 휴대 인

터넷 특성 상 백본망이 중요하며, 무선 LAN 등의 사

업을 통해 주요 핫스폿을 선점한 비용 등을 고려, 유

선 통신 서비스의 역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SK텔

레콤, LG텔레콤등이동통신업체는이동성이있는통

신수단으로, 휴대 인터넷 서비스가 무선 통신 서비스

역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8) 기존서비스와의차별화

2.3GHz 사업은 이동통신과 무선 LAN의 상호 보

완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관련 서비스

업체별로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 기존 무선 LAN

사업의 한계로 인해 서비스 역과 QoS 등에서 만족

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는 유선 통신업체

는휴대인터넷의조기도입으로무선LAN과상호보

완관계를형성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업체들은 과다한 주파수 할당대가

로 이미 상당한 투자가 이뤄진 IMT-2000과 중복될

수있는휴대인터넷의출시가그리반갑지만은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이동통신업체들은 WCDMA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휴대 인터넷의

향방에관심을보이고있다. 

정통부는 최근 서비스 경쟁력 연구반 회의를 마감

했는데, 휴대인터넷은무선LAN과초고속인터넷의

보완재 성격이라고 정리한 반면, 이동통신은 발전 과

정에서 등장하는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와는다소상충되는부분이있다고성

격을규정한바있다. 

제 3절기기의융합과임베디드
소프트웨어

1. 기기 융합 기술

기기 융합(Device Convergence)은 인터넷을 기반

으로 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동환경에

서의 인터넷 이용이라는 변화의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의 홈 네트워크(Home

Network), 무선 LAN, 블루투스(Bluetooth), 인터넷

방송기술, 인터넷텔레포니기술그리고디지털TV와

정보가전기술에대하여알아보도록하겠다.

현재디지털융합기술은디지털컨텐츠와서비스의

Any time, Any where, Any device의 실현에 의해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3Any의 대표적

활용 모델이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고

있는것이홈네트워크기술이다. 

홈 네트워킹(Home Networking)은 디지털 융합의

3대진행축인기기, 네트워크, 비즈니스융합을다음

과같이수용하고있다.

네트워크 융합은 유무선 전화망, xDSL, 케이블 등

을 이용한 인터넷 액세스 망을 구성하는 광대역 고속

액세스망에의해이루어져있다. 또한홈네트워크는

가정에서 인터넷 정보 가전 간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송수신, 제어기능 등이 제공되는 환경으로, 전화선,

전력선, 전용회선 등의 유선 네트워크와 RF, 적외선

등의 무선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플랫폼의 경우

정보가전단말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데이터 송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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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차세대 가전제품 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에

듀테인먼트(Edutainment)기기, 일상생활기기, 사무

용기기, 휴대 정보단말기 등으로 구분되어 구성되고

있다.

기반소프트웨어를위한정보가전기반소프트웨어

는 정보가전을 제어하고 연결시키는 데 필요한 소프

트웨어로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신 소프트웨어, 멀

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응용 기반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되고있으며실시간운 체제, 내장형DBMS, 기

기 간 인터페이스(Device Interface), 음성인식, 휴먼

컴퓨팅 인터페이스(Human Computing Interface)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응용및서비스분야에있어서정보가전응용서

비스는 인터넷과 가전이 융합되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로서홈쇼핑, 원격가전제어등이있다.

기기 융합 실현을 위한 정보가전의 활성화 기반인

홈네트워크기술요소는컨텐츠, 소프트웨어, 단말등

으로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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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0> 디지털 사회의 구조

가가정정 :: 음음성성인인식식을을통통한한조조작작,, 휴휴대대기기기기통통한한조조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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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게임기

스테
레오

전화
IP PC 팩스

무선
LAN 

자동차

PDA

휴대폰

기지국3G 4G

기지국
3G 4G

냉장고에어컨

AV 네트워크 PC 네트워크 유통거점
음식점백화점
호텔등

교통수단
전철, 지하철,
공항등

백색가전
컨버전 컨버전

PDA
휴대용PC

무선LAN

PDA

컨버전 컨버전

핫핫스스팟팟 :: IIEEEEEE 880022..1111bb//aa 등등 활활용용

직직장장 :: 가가정정의의 PPCC와와 데데이이터터교교환환컨컨버버전전 이이동동환환경경 :: 휴휴대대폰폰,, PPDDAA,, 텔텔레레매매틱틱스스

인인터터넷넷
컨텐츠의자유로운이동성
디지털환경의편리성추구

<그림 4-2-11> 기기 융합 중심의 디지털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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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홈 네트워크

네트워크 환경이 각 개인의 서비스 품질 요구 증대

및 개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으로 인해 가정내의 디지

털 가전기기로 확산되고 있다. 홈 네트워크란 정보의

처리, 관리, 전달및저장에있어, 가정내에설치되어

있는 각종 계산, 관리, 감시 및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을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게 해주는 구성 요소

들의 집합으로서, 데이터와 통신의 공유 및 상호이동

을가능하게하는2개이상장비(노드)의조합으로이

루어져있다. 

이러한 홈 네트워크에 의해 네트워크화된 가정 내

디지털정보기기들은기기간의기능공유, 데이터공

유, 원격제어 등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접근(Acc

ess), 오디오/비디오 스트림(Audio/Video Stream),

가정제어애플리케이션(Home Control application)

및 서비스를 비롯한 기타의 네트워크화된 장비에 애

플리케이션과서비스를분배해주는기능을수행한다.

홈네트워킹은PC, 휴대폰, 디지털TV, PDA, 게임

기등가정내정보기기간에네트워크를구축하여디

지털 데이터를 공유하고 광대역 통신을 사용하는 것

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뿐 아니

라 정보기기 사이의 통합과 운 을 위한 소프트웨어

와서비스등을포함한다. 

홈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는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

를 연결하는 홈 게이트웨이(Home Gateway), 전화

선, 전력선, 무선등가정내통신망, 정보기기를제어

하며 상호 연동시키는 미들웨어 및 홈 네트워킹 기능

이추가된정보기기등으로구성된다.

홈 게이트웨이는 홈네트워킹 구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유

무선홈네트워크기술중에서하나이상의가정내네

트워크 기술(LAN 역)과 xDSL, 케이블, 광 전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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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2> 기기 융합을 위한 홈네트워크 기술 프레임워크

컨텐츠망
서비스

홈홈

네네
트트
워워
크크

기기
술술

디디
지지
털털

컨컨
버버
전전
스스

사이버홈 디지털방송 원격의료 원격교육 서비스
비즈니스
컨버전스

디바이스
컨버전스

네트워크
컨버전스

홈서버

미들
웨어

댁내망

가입자
망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단말

홈네트워크
(댁내망)

액세스망

공개서비스게이트웨이플랫폼

API

홈서버용RTOS

홈서버플랫폼

홈클라이언트RTOS

네트워크전송프로토콜

게이트웨이플랫폼

유선홈네트워크 무선홈네트워크

PLC HomePNA
IEEE1394
USB 
이더넷

HoemRF 블루투스 무선LAN

유선액세스망 무선액세스망

PSTN PSDN xDSL FTTx HFC 위성 이동망 B-WLL

가스, 전기, 수도, 난방,
센서, 조명

오디오, DVD PC, 프린터, 냉장고

제어 AV 데이터

미들웨어
에이
전트

보안 MGT
사용자
I/FOSGi Jini Havi uPNP 멀티미디어



치 및 위성 등 하나 이상의 액세스망(WAN 역) 기

술을상호접속하거나중계하는기능을가지고있다. 

홈 게이트웨이의 상위 계층에 미들웨어 기술을 부

가함으로써 가정의 사용자에게 다양한 멀티미디어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중 RG(Residential

Gateway)는 모뎀, 라우터 그리고 스위치 기능을 통

합시켜놓은기기로, 가정내모든기기들이외부와의

통신을가능하게하는라우터(Router) 기능과각각의

홈 네트워크 기술 간의 프로토콜 변환, 원격관리, 업

그레이드및서비스작동등을처리한다. 또한외부망

과의트래픽분리를통하여보안기능을담당하며, 가

정 자동화(Home Automation) 기능 및 저전력의 에

너지관리기능까지도수행한다.

홈네트워크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디지털문화환

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특히 소비자 주거환경에

따른 실수요적인 시스템 모델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

되고있다. 또한저가의인터넷정보가전기기보급과

더불어 서비스와 장비가 동시에 공급되는 등의 소비

자 지향 시장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홈 네

트워크 주거 환경에서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 유무선

통합및전력선통신확대등기존 역들이혼재하는

상황이벌어지게되고, 따라서이에대비한법과제도

의정비가필요하다. 또한각종관련기술의표준화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가정 내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

을위한차세대네트워크를개발하여야할것이다. 

나. 무선 LAN

무선 LAN은 네트워크 구축 시 허브에서 클라이언

트까지유선대신전파(RF)나빛등을이용하여네트

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기술적인 특징은 일반 휴

대폰이 발산하는 전력보다 낮은 저전력을 사용하고

인정된 비허가 주파수 대역(license-free radio)을 사

용하게 되며, 신호간섭이 존재하는 곳에서도 수신 강

도가 강한 속성을 가지는 대역확산 기술(spread

2005 e-BusinessWhite Paper 335

4
제

편

-

비
즈
니
스

기
술

동
향

e

4

<그림 4-2-13> 홈네트워크의 개념도

홈게이트웨이

xDSL

CATV

광

HomePNA

IEEE1394

무선

PLC

액세스네트워크 홈네트워크

확산요인

·초고속통신가입자의확대

·복수PC 보유가구의증대

·네트워크를통한온라인게임활성화

·인터넷정보기기의보급이확대됨으로써프린터,주변기기, 파일

등을공유

·편리하고안락한생활, 가전원격제어및방범등생활 패턴의변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와같은정보주택법안제정

장애요인

·기존제품을대체할킬러애플리케이션제시불분명

·네트워킹을강조하지만PC를제외한제품의인터넷활용방안제시부족

·지나친기술중심의사고로소비자지향성미흡

·라이프스타일과가전제품구매패턴의변화필요

·기술표준화가미흡하며, 신규기술개발에대한기술적노후화및대체품부족

·주택시장경기와주택가격에지나치게의존

·고급주택구매자의혁신에대한미온적태도

<표 4-2-6> 홈네트워크 확산 및 장애요인



spect rum technique)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ISM 대역(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를 이

용하여저렴한비용으로통신을실현할수있으며, 사

용자들의 이동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깨끗한 실내 환

경의추구로점점이용자가증가추세에있다.

무선 LAN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으로는

설치, 유지보수, 재배치가 간편하고 단말의 이동성이

보장되며 네트워크의 확장이 용이하고 재해 시 네트

워크 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특히긴급한상황에서임시네트워크구축의필요

성이 증대되는 전시회, 세미나, 원서접수, 가건물, 건

설현장 등이나 유선 연결이 어려운 박물관, 백화점,

공장등과같은장소의케이블링문제도해결해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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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4> 무선 LAN 개념도

소소프프트트웨웨어어허허브브

액세스
포인트

액세스
포인트

액세스
포인트

새로운기술혁신

·IEEE 802.11을중심으로한무선LAN 기술의

표준화

·802.11a,802.11g,HyperLAN/2등차세대고속

무선LAN기술의지속적인개발및지원

·기술의표준화로인한부품,장비가격의지속적인하락

·보안,QoS,신호간섭,로밍등앞으로기술적보완

고객과시장의요구사항변화

·PC와같은 interface와성능에휴대전화와같은

이동성과편리함을요구하는고객들의욕구증가

·공중무선LAN 사업자등의등장

·유.무선통합작업의진전

·노트북,PDA의보급대수증가

·단말기가격이높고시장보급률이낮아

잠재시장규모가크지않음

정부와관련기관의정책

·2.4GHz 비허가대역의

개방화추세에따라정책적

진입장벽이전세계적으로

완화되고있음

·5GHz주파수대역의이용에

관한전세계적합의가지연

촉진요인

장애요인

<표 4-2-8> 무선 LAN 시장의 촉진 및 장애 요인

비교항목 무선LAN ADSL/VDSL IMT-2000

서비스 역 일부서비스지역으로제한 가정, 기업등의옥내환경 전지역

목교고객 낮은이동성을요구하는 이동성을요구하지않는 높은이동성을요구하는

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자 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자 중저속인터넷서비스이용자

통신속도 11~54Mbps 1~52Mbps 144K~2Mbps

이동성지원 정지및저속보행 고정 차량이동

사용단말기 노트북, PDA PC 이동통신단말기

서비스요금 저가(정액제, 종량제) 저가(정액제) 고가(패킷요금제)

<표 4-2-7> 공중 무선 LAN서비스와 기타 인터넷 접속 서비스들과의 비교



다. 블루투스(Bluetooth)

블루투스는 가정이나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 프

린터, 휴대폰, PDA 등 정보통신기기는 물론 각종 디

지털 가전제품을 물리적인케이블 접속없이무선으로

연결하여 양방향 근거리 통신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

술이다. 

블루투스기술은마이크와스피커로구성된헤드셋

등 휴대폰주변의 무선화(cordless)를 목적으로한매

우 간단한 근거리 통신방식으로 개발되었고, 이후 노

트북 컴퓨터와 휴대폰 주변기기의 무선화 등으로 사

용 역이확대되었다. 

블루투스 기술은 0m에서 10m까지 일대다(Point-

to-Multipoint) 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으며, 데이터

와 음성통신을 실행하는 기술로서 홈네트워킹 또는

PAN(Personal Area Network)과 무선 컴퓨터 기술

의핵심으로부각되고있다.

블루투스의 장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휴대폰

등 이동단말에 부가가치를 더하 다는 장점이 있고

케이블, 커넥터를 생략하거나 통일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간단하게 수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TCP/IP 등 네트워크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도 반

자동으로 쉽게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제할 수

있는 편리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접속기기 모두를

동시에 로벌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상호접속성을

고려한새로운유형의제품개발이용이하다.

반면블루투스확대를위하여현재극복해야할3가

지 기술요소를 살펴보면, 우선 블루투스 칩 셋이 5달

러이하로저렴해져야한다. 또한이동성이강한기기

에 적용함에 따라 저소비 전력화 기술이 마련되어야

하며, 소형화와 경량화를 통해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

록하여야한다.

블루투스를다양한용도에적용하기위한요건으로

는 음성, 화상,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전송

할수있도록하여멀티미디어환경에대응할수있어

야한다. 또한일대다접속통신과네트워크가가용되

어야하며보안측면에서도청및오접속방지가가능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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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형태 예 이점

단말기기와단말기기간 -노트북PC로무선인터넷을하는경우휴대전화와의접속 케이블을연결할

-디지털카메라의 상을PC(또는휴대전화)로송신하는경우의접속 필요가없어

-PDA와PC간에데이터를교환하는경우 이동성이높아짐

-PC와주변기기간의접속

-헤드폰스테레오와휴대전화의접속

-카네비게이션과휴대전화의접속

-PC와무선LAN단말과의접속

단말기기와고정기기간 -PC와전화회선의접속 단말을전화회선등

-레지스터와전화회선의접속 고정단자가까이배치할

-AV기기와전화회선의접속 필요가없음

고정기기와고정기기간 -오피스네트워크(SOHO 등)와전화회선/CATV회선의접속 케이블을연결할필요가

-인접네트워크간의접속 없어이동성이높아짐

<표 4-2-9> 무선접속 형태

<그림 4-2-15> 블루투스 개념도

디지털카메라

컴퓨터

스캐너

xDSL 
액세스포인트

무선전화
베이스
스테이션

PDA
휴대폰

MP3
플레이어

잉크젯프린터

가정용오디오
시스템



블루투스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선통신인 PAN(Personal Area Network)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한 블루투스 헤드셋이나 랩톱 컴

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기기의 사용이 가능하

도록 블루투스용 PC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및 무선

LAN 환경을구성하는것이다. 이중가장유망한응용

분야는 휴대폰으로, 2006년 전체 블루투스 시장의

51% 이상을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 휴대폰용 헤드셋 분야도 유망한데, 2006년

블루투스시장의17% 정도가예상되고있다. 현재블

루투스 동향을 살펴보면, 2001년 국내 형식 승인의

법적근거가되는전파기술기준이도입돼국내시장

에서 블루투스 제품의 판매가 가능해졌고, 전 세계적

으로는 블루투스 채택기기가 2000년에 400만대에서

2005년에7억대규모로고속성장이예상되고있다.

라. 디지털 TV

디지털 TV는 제작·편집·전송·수신 등 방송의

모든단계를0과1의디지털신호로처리하는TV 방송

시스템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상, 음성, 문자

등정보의종류에따라서로다른신호로처리하는아

날로그TV와대비되는개념이라할수있다. 

아날로그 방식은 전파신호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처리하며 화질과 음질이 선명하지 못하

고, 한정된 채널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디

지털TV는디지털신호를전송하게됨에따라다른전

파 등 노이즈를 쉽게 제거할 수 있어 고품질의 첨단

상을 재현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정보 및 프로그램

을여러채널을통해다양하게선택할수있다.

디지털 TV의 특징을 알아보면, 아날로그 TV에 비

해 잡음과 화면 겹침(Ghost)을 줄일 수 있고, 전송과

정에서 발생한 신호오류를 자동으로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화질과 음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방송서비

스의고품질화를실현할수있다. 

또한기존TV 1채널(6㎒)로 화수준의고화질및

CD 수준의 음질을 제공할 수 있는 HDTV 1채널 또

는 SDTV 3∼5채널의 서비스가 가능하며, 증권·교

통·뉴스 등의 부가 서비스도 가능하게 하는 등 정보

의 손실없이 신호를 압축하여 보다 많은 정보량을 전

송할 수 있다. 그리고 상·음성·데이터 신호를 동

시에 0 또는 1로 변환·처리하게 되어 테잎으로만 보

관·사용되던 TV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편집·저

장·가공·재사용할 수 있고, 필요 시 상·음성·

데이터정보량을유연하게조정할수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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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6> 인터넷 방송의 구성

코코로로케케이이션션서서비비스스// 스스트트리리밍밍호호스스팅팅서서비비스스스스튜튜디디오오

100Mbps 전용서비스

실시간전송(512Kbps)

윈도우미디어인코더
캠코더

비디오덱

소스선택
동 상관객

컨텐츠제공

생방송

윈도우미디어
서버

코코로로케케이이션션서서비비스스

DB 서버 웹서버

고객이력데이터보관
컨텐츠메타데이터보관
각종관려데이터보관

웹페이지저장
서버사이트스크립트실행
ASX 파일저장

인터넷



또한PC 등디지털화된다른통신미디어와접속·

연계사용이 용이함에 따라 TV 프로그램과 인터넷 상

의 컨텐츠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시청자가 TV를 통해

각종 생활정보를 볼 수 있는 데이터방송 서비스가 가

능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TV의 반송채널(Return

Channel)을연결하여인터넷접속및전자상거래(T-

commerce) 등 다양한 상호작용 서비스(Interactive

Service)도가능해진다.. 

디지털 TV를 위한 방송 종류로는 디지털 지상파,

유선, 위성 방송 및 지상파 디지털 오디오 방송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내 디지털 방송의 현황으로는

2002년 3월 디지털 위성방송 본방송이 시작되었고,

2003년에 케이블방송과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었다.

2006년에는 디지털방송 서비스 규모가 약 7조6,000

억원규모, 2007년디지털TV가약375만대정도가

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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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7> 인터넷 텔레포니 시스템의 구성

휴대폰

전화 팩스

PSTN

전화
팩스

PSTN

라우터

IP폰

IP폰
게이트키퍼

게이트키퍼

라우터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CO

SS7

SS7

CO

인터넷, 전용회선등의
WAN

<그림 4-2-18> 임베디드의 기술 구조

필요기능추출및
매핑

디바이스n

디바이스
컨버전스
도입

일반목적임베디드
운 체제

OSn
OS1

하드웨어1 하드웨어n

펌웨어1 펌웨어n 

소프트웨어1 소프트웨어n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Embedded OS 지원사항 내용 기대효과

실시간지원 Hard Real time이나최소한Soft Real time 수준지원 다기능수용

제품의이식성(Portability) OS의이식성, 다중Micro-processor 지원, Hardware Dependency 최소화 범용성(General Purpose)

개발의편이성 Standard Services, Vertical  Application , 개발환경 Time To Market

S/W License 판매경쟁력확보를위한원가경쟁력지원 가격경쟁력확보

<표 4-2-10> 임베디드 기술의 특성



마. 컨텐츠 제공 기술

인터넷방송은‘ 상, 음성등멀티미디어컨텐츠를

푸시(Push), 스트리밍(Streaming), 온디맨드(On-

demand), 멀티미디어 관리, 멀티캐스팅 등을 기반으

로 인터넷 또는 고속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구조’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컨텐

츠 제공기술인 인터넷 방송은 상물의 단순한 전달

뿐만 아니라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쌍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구성은 <그림

4-2-16>과같다.

인터넷 텔레포니 기술이란 인터넷을 통해 음성을

주고 받는 기술을 통칭한다. 즉, 음성의 아날로그 신

호를디지털신호로변환, 압축하고이를 IP 패킷으로

변환하여 인터넷을 통해 통신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의미하고 있다. 인터넷 텔레포니에 있어서의 신호 변

환은 게이트웨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인터

넷텔레포니시스템의구성은<그림4-2-17>과같다.

2.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

디지털 융합의 실현을 위해 디지털 기기 간의 호환

성을 제공할 수 있는 범용 임베디드 운 체제(Gene

ral Purpose Embedded Operating System)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운 체제는 실시간(Real

time) 기능의지원이필수적이다.  

임베디드운 체제는실시간기능을지원하고공개

소스 커널에 의해 운 됨에 따라 다양한 API를 지원

하여 디지털 기기의 다양한 기능을 쉽고 빠르게 구현

할 수 있다. 현재 가장 향력 있는 임베디드 운 체

제로는 실시간 운 체제(Real Time Operating

System), 윈도우CE, 리눅스등이있는데, 특성을비

교해 보면 Linux가 가장 큰 강점을 갖는 것으로 평가

되고있다.

임베디드 운 체제로서 리눅스의 장점을 살펴보면,

우선 실시간 운 이 지원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점

형 스케줄링의 지원에 따라 다기능(Multi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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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ed OS RTOS(Real Time 
WinCE Linux

Check 항목 Operating System)

메모리보호 불능 가능 가능

O/S 기능 적당 Good Good

필요메모리 적음 아주많음 많음

Open Source 점차Open Open 되지않음 Open

비용(개발/유지) 많음/적음 많음/많음 적음/적음

<표 4-2-11> 임베디드 운 체제의 특성

구분 패키지소프트웨어 임베디드소프트웨어

특징 - 사용자의요구사항및정보처리가주목적 - 종전의H/W 제어에서부가기능제공으로역할확대

- 개인및기업용범용S/W 포괄 - 특정제품에서만동작하는S/W 

- 미국의특정기업이주로독점 - 제1강자가존재하지않음

- 실시간성, 자원제한성, 고신뢰성등이심각하게요구되지않음 - 실시간성, 자원제한성, 고신뢰성

개발자측면 - S/W만을개발 - H/W에대한지식및경험필요

- 프로그래밍기술및비즈니스로직만보유 - 시스템소프트웨어기술필요

- 개발시스템과타겟시스템의환경이거의동일(OS 및CPU 등) - 같은기능이라도다양한H/W에 이식하여야함

- PC 데스크탑과같은Native 개발환경 - 호스트와타겟으로구성된교차개발환경

- 에러발생시H/W 혹은S/W내위치발견의어려움

최종사용자 - PC 데스크탑에서선택적으로운용 - 임베디드시스템H/W 상에서자동으로운 됨

측면 - HDD에저장 - 고장발생시쉽게유지보수

- CD 및Floppy로배포 - ROM에내장

- 사용자 Interaction은GUI 활용 - H/W와함께배포

- 사용자 Interaction이최종제품을통해발생

- 고장발생시제품사용이불가

<표 4-2-12>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비교



수행시신뢰성이증가하게된다. 또한사용자에익숙

한 UI(User Interface)를 제공해 별도의 적응기가 불

필요하다. 그리고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및 검증된 솔

루션이이미존재하고있으며, 이에따라안정성이증

대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공개 소프트웨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개 소스에 따라

개발용이성과확장성이제공된다.

기존의 시스템 운 체제로 활용되고 있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의 차이점, 그리

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활용 가능한 응용 분야와

기술적인 구성은 <표 4-2-12>와 <그림 4-2-19>를 참

조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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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9>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구성

디지털홈적적용용분분야야

임임베베디디드드
기기본본응응용용

임임베베디디드드
미미들들웨웨어어

임임베베디디드드
운운 체체제제

이동통신 텔레매틱스 디지털TV 포스트PC지능형로봇

임
베
디
드

소
프
트
웨
어

개
발

도
구

브라우저

멀티미디어미들웨어

편재통신미들웨어

RT/FT/시큐리티미들웨어

실시간스트리밍

분산객체관리/
이벤트처리

즉각지원분삭
RT 객체

결함탐지/복구
보안관리/
인증/증명

임베디드자바

임베디드JVM 

운 체제커널

실시간
멀티태스킹

메모리
관리

파일
시스템

통신/
동기화

디바이스
드라이버

I/O

시스템
구축/구성

저전력 빠른부팅

GUI

그래픽UI

라이브러리

ANSI C/C++ 네트워크 그래픽

멀티모달UI

임베디드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

자바플랫폼
규격시험도구

컨텍스트인식 동적재구성
모바일
에이전트

유무선
네트워크연동

애드혹그룹통신
/라우팅

능동메시징

오디오비디오API 협업

통합
개발
환경

자동
검증

소프트웨어
설계자동화

마크업
언어기술

엔진 플래시 폰트
플로그인
기술

멀티미디어
시스템

오디오/비디
오/코덱

프리젠테이션
/웹진

미디어플레이어

<그림 4-2-20>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표준 플랫폼 기술개발 단계

표준형임베디드
소프트웨어플랫폼

마이크로임베디드
소프트웨어플랫폼

나노임베디드
소프트웨어플랫폼

나노임베디드
네트워크기술

대규모센서
네트워크기술

2003년 2004년 2007년2006년

2단계1단계



현재임베디드시스템의다기능화추세로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마이크로소프트의윈도우CE와임베디

드 리눅스를 중심으로 재편 중에 있다. 2002년까지

PDA에서는 팜OS가 선두 으나, 현재는 윈도우 CE

가 이를 추월하 고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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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2>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솔루션 구성도

홈홈서서버버 스스마마트트폰폰 기상관측센서

임임베베디디드드시시스스템템

임임베베디디드드소소프프트트웨웨어어솔솔루루션션

임임베베디디드드소소프프트트웨웨어어플플랫랫폼폼

정보기기용임베디드
소프트웨어솔루션

표준형임베디드
소프트웨어플랫폼

마이크로임베디드
소프트웨어플랫폼

나노임베디드
소프트웨어플랫폼

모바일기기용임베디드
소프트웨어솔루션

개개
발발

환환
경경

및및

생생
산산
기기
술술

<그림 4-2-21>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성 기술

응
용

표표준준형형임임베베디디드드소소프프트트웨웨어어
플플랫랫폼폼

마마이이크크로로임임베베디디드드소소프프트트웨웨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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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위한 표준 플랫폼 기술 개

발은 2003년 표준형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시작으로현재단계별로진행되고있다. 각단계별기

술표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표준형 임베디드 소

프트웨어 플랫폼은 편재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가

전, 통신기기 등에 연성 실시간성을 지원하는 약 500

KB의플랫폼을의미한다. 2004년에개발된마이크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은산업기기나 항공기 등

에서 경성 실시간성을 지원하는 약 100KB의 임베디

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며, 나노 임베디드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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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4> 서비스 분야별 개발 대상 임베디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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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3> 제품별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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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통합네트워크대규모센서네트워크개별센서

단순명령형로봇

음성명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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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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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서버



어플랫폼은센서, 엑추에이터등SoC형초소형기기

에 탑재되어 제한된 컴퓨팅과 네트워킹 기능을 실시

간에 수행하는 약 10KB의 플랫폼을 의미한다. 각 표

준플랫폼의기술개발단계는<그림4-2-20>과같다.

제 4절웹서비스

본 절에서는 웹서비스의 표준화 동향을 시작으로,

웹서비스의유형별 솔루션에 대하여 애플리케이션통

합과 웹서비스 관점, 그리고 EAI 웹서비스, B2Bi 웹

서비스및포털웹서비스에대하여살펴본후, 웹서비

스의 구현패턴에 대하여 패턴별 개념을 중심으로 설

명하겠다.

1. 웹서비스 표준

현재 웹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크게 W3C,

OASIS, WS-I와 같은 민간 비 리단체에 의해 진행

되고있다. 이러한표준화기구들은개인별또는기업

별참여를통한멤버구성이이루어지며, 제정된표준

에대한강제력이존재하지않는점이특징이다. 

웹서비스의표준은처음부터이러한표준화기구에

의해서이루어진것이아니라, 기업의비즈니스적필

요에 대해 관련 업계가 부응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

으며, 이후해당기술의보급과정에서비로소표준화

기구를통한표준작업이수행되어왔다. 

이에 따라 웹서비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 활동은 민

간 컨소시엄을 통한 업계 주도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관련 업계중 IBM과 마이크로소

프트가표준화작업에가장큰 향력을가지고있다. 

대표적인표준화기구의표준화활동은다음과같다. 

가. W3C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는 1994년

10월에 창설되어 대륙별로 3개의 호스트와 13개의

사무국을 운 하는 민간 비 리단체로서, 웹과 XML

관련표준을주도하고있다. 

2000년 9월에 구성된 XML 프로토콜 활동을 시작

으로, 웹서비스기술을선도해해당기술의향상을위

하여노력하고있다. 

웹서비스아키텍처워킹그룹은웹서비스에대한공

통모델과위치등을조정하기위해구성된그룹으로,

웹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아키텍처 및 웹서비스 성공

요소 등을 설계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업체에 종속적이지 않은 기술 구조로, 웹

서비스 기술의 공통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웹서비스 아키텍처 워킹그룹에서는,

웹서비스에대한 사용 시나리오와 웹서비스 활동에서

사용되는용어의정의를수행하고있다. 

XML 프로토콜워킹그룹은웹서비스에서의메시지

교환을 위한 XML 기반의 메시징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서 2000년 9월에 구성되어 기존에 웹서비스 구

조에서 이용되던 XML 프로토콜 표준인 SOAP1.1을

기반으로이를확장한형태로2003년6월SOAP 1.2

권고안을확정하 다. 

웹서비스기술워킹그룹은웹서비스사용에필요한

인터페이스와 입출력 메시지 형식 등을 기술하기 위

한 WSDL 표준을 정의하기 위해 2002년 1월에 구성

되었다.

웹서비스구성워킹그룹은웹서비스의좀더복잡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데

이용되는 웹서비스 구성언어 표준을 주도한다. 웹서

비스에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다수의 웹서비스를

연결해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시나리오로

써, 이러한시나리오를지원하기위한많은기술이제

안되고있다. 

나. OASIS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 Information Standards)는 1993년

SGML Open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비 리 단체로

서, e-비즈니스표준의개발과적용에관한업무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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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며, XML.org 및 Cover Pages와 같은 사이트를

운 해마크업언어표준과XML 스키마정의들을제

공하고 있다. 또한 XML 기반의 로벌 전자상거래

표준인ebXML 규약중기술적인부분들에대한표준

화를진행하고있다. 

웹서비스 관련 표준화 작업은 대표적으로 IBM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한 UDDI, BPEL4WS, WS-

Security 등이 있다. OASIS에서 진행 중인 웹서비스

관련기술위원회활동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다. WS-I 

WS-I는 각 업계에서 제안하는 웹서비스 표준 기술

에 대한 구현이 상호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 웹서비스 도입을 가속화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준을 수립하지는 않지만,

계속 진화하는 표준을 현 시점에서 올바르게 적용하

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표준의 표준기구 역할을 수

행한다. 

기본 프로파일(Basic Profile)은 웹서비스 기술 표

준들 버전 정보와 함께 묶어 놓은 것으로, 해당 기술

들이 어떻게 함께 연결되어 동작되어야 하는지를 기

술한다. 또한 기술 프로파일은 표준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있지않지만, 실제적용에서발생할수있는

문제점과이에대한해결방안들을포함하고있다. 기

본 프로파일은 웹서비스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업계

에서 준수해야 할 일종의 규약으로, 기술 표준 간의

상호운 성과이용에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한다. 

테스팅도구(Testing Tool)는 프로파일에서 정의한

가이드라인에따라 구현된 웹서비스의 오류와 적합성

을 검사할 목적으로 개발/배포하는 프로그램으로 모

니터와분석기로구성된다. 

유즈 케이스와 사용 시나리오(Use case & Usage

Scenario)는 샘플 애플리케이션 워킹그룹 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예제를 통해 차후

프로파일의 개발 및 애플리케이션에 도움을 주기 위

해유즈케이스와사용시나리오를작성하 다. 

샘플애플리케이션(Sample Application) 워킹그룹

에서는 작성한 유즈 케이스와 사용 시나리오를 기반

으로 실행 가능한 응용 코드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본 프로파일 개발과 테스팅 도구 검증에 활용하고

있다. 

라. 웹서비스 표준 성숙도

웹서비스의표준은SOAP, WSDL, UDDI 등을제

외하면대부분의표준들이미성숙단계에있다. 

웹서비스 보안, 관리, 중계 관련 기술 표준에 대한

기대는상당히높은상황이다. 하지만관련기술표준

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성숙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년에서5년정도소요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웹서

비스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거나, 비즈

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은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지난후에야성숙기에도달할것으로예상된다. 

각기술계층별로세부표준현황및전망을살펴보

면, 2005년에도 웹서비스의 시나리오 비전을 구연하

기에부족함이있어보인다. 그러나보안관련기술이

정착되고 얼리 어댑터(early adopter) 시장이 형성되

기 시작하면서 웹서비스의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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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술위원회

웹서비스 TWS: Translation Web Services TC

관련 UDDI: UDDI Specification TC

WSBPEL: Web Services 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 TC

BTP: Business Transaction Protocol TC

WSDM: Web Services Distributed Management TC

WSIA: Web Services Interactive Application TC

WSRM: Web Services Reliable Messaging TC

WSRP: Web Services for Remote Portlet TC

WSS: Web Services Security TC

ebXML Business-Centric Methodology TC

관련 ebXML CPPA TC

ebXML Implementation TC

ebXML Messaging TC

ebXML Registry TC

Universal Business Language TC

<표 4-2-13> 웹 서비스 관련 기술위원회 활동



2. 웹서비스 유형별 솔루션

가. 애플리케이션 통합과 웹서비스

현재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통합은 MOM(Messa

ge-Oriented Middleware) 기반으로 구축된다. 이런

기술들이 존재하기 전의 통합 솔루션들은 RPC에 기

반을 둔 강한결합(tightly couple) 형태의 애플리케이

션이었다. 

메시지 지향적인 미들웨어는 통합 대상이 되는 애

플리케이션들과 매우 접하게 연계된다. 이런 접근

방법은 애플리케이션들을 특정 메시지 포맷과 구현

언어에 한정시킨다. 만일 메시지 포맷이 수정되면 애

플리케이션의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함께 변경되어

야 한다. 개발팀이 비즈니스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

기위해애플리케이션을수정해야만할때, 기존의애

플리케이션 통합이 깨지고 재통합 노력을 해야만 하

는악순환의원인이된다. 이런통합방식은비표준적

인 통신 프로토콜과 소프트웨어에 기초를 두고 있어

확장하기도어렵다. 

메시징 기반의 통합은 다소의 문제점이 있지만, 아

직은유용한통합방법이다. 이런메시징기반의통합

방법을 보안하기 위해서는 하부 애플리케이션과이들

사이의 통신 프로토콜을 보다 표준적인 방법으로 사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웹

서비스이다. 

웹서비스와 그 관련 개발툴에 관한 현재의 논의들

은 대부분단순하고동기식인RPC 스타일구현에관

한 것이다. 웹서비스는 개방적인 표준과 프로토콜 상

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웹서비스가 애플리케이션

통합을위한강력한접근방법이다. 

웹서비스를 이용하면, 표준 기반의 메시지들과 소

프트웨어를 통해 상이한 플랫폼들 위에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들을쉽게통합할수있다. 그러나아직

웹서비스는 기업 환경에서 신뢰성을 줄만큼 충분히

성숙되지못하 다. 

비즈니스 요구사항들의 변경에 따라 그 구현도 수

정될 필요가 있다. 엔터프라이즈급 웹서비스는 그 구

현이 업데이트될 때에도 중단되어서는 안되며, 최신

표준에 맞게 인터페이스를 업데이트함에 있어 IT 담

당자에게 많은 짐을 부과해서도 안된다. 전송 프로토

콜로서 XML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웹서비

스가 자동적으로 느슨한 결합(loose couple) 모델이

되지는 않는다. 구현 플랫폼은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서 XML 데이터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인드할 필요

가있다. 그리고이계층에서느슨한결합(Loose cou-

pling)을지원하는표준이없다. 

엔터프라이즈 컨텍스트에서는 리모트 애플리케이션

이서버부하에따라응답을위해측정불가능한긴시

간을소모할수있고, 요청이발생한시점에서서버사

용이불가능할수도있다. 그리고응답자체가밤새이

루어지는배치프로세스혹은사용자의간섭에의존할

수도있다. 통합애플리케이션은응답을기다리는동안

호출자를대기시켜둘수없다. 뿐만아니라다른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실행을 멈추고 있을 수도 없다. 엔터프라

이즈급웹서비스는비동기식실행을지원해야만한다. 

파인그레인드(fine grained) 형태의통신은애플리

케이션 통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네트워

크 대역폭의 초과 사용과 단일 개념의 동작을 위해서

도 너무 많은 요충들을 보냄으로써 발생하는 서버 부

하때문이다. 비즈니스처리레벨에가까운굵게정제

된(coarse grained) 문서를 이용함으로써, 통합 솔루

션들은 보다 낮은 비즈니스 문서의 변경 비율에서 오

는장점을취할수있다. 

웹서비스 플랫폼은 비즈니스 목표나 IT 환경을 보

다효율적인구조로전환시키는데큰역할을할것이

다. 기업내부차원에서웹서비스는기업의변화를보

다 쉽게 가능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거래 업체 간 상

호 신용인증이 가능하게 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와 새

로운 상호작용 방법을 창출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기

회가주어진다. 

나. EAI 웹서비스

기존의 정보통신기술은 하드웨어 내의 운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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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이존재하 다. 

비즈니스의요구와문제점해결은상위애플리케이

션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비즈니스의 가치는 애플리

케이션의 위치가 위로 갈수록 높아진다. 하지만 애플

리케이션과기존레거시와는거리가있고, 그상호운

을돕기위해미들웨어가등장하 다.  

하나의 시스템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볼 수

있다. 흔히 접하는 엔터프라이즈 구조에는 이러한 여

러 애플리케이션들이모여 전체적인 엔터프라이즈구

조를이루고있다.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이용하다 보니 물론 비즈니스의 업무

효율등은높아졌지만, 업무는업무간의협업과통합

환경이 필요하고, 이러한 협업들은 시스템적으로도

필요한 요소가 되면서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합이 필

요하게되었다. 

이러한 통합의 요구는 기업에 대한 고객의 기대 수

준 상승에 따라 직접 주문을 하고 주문처리현황을 모

니터하며, 프로세스 처리 과정에 참여하고 빠른 응답

시간과 미래예측 데이터 및 기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

요구등에의해발생되었다. 

또한 기업 내의 관련된 부서 혹은 업무 간 상호 연

동성 요구 증가로 시스템 간 혹은 플랫폼 간 통합, 비

즈니스로직간상호연동/흐름제어/통합등도요구되

고있다. 더구나짧아진데이터및애플리케이션수명

으로인해 e-비즈니스의경우시장과고객, 기업내부

의 다양한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반 해야 하는 특

성을보인다. 관리대상데이터및애플리케이션의증

가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의 급증은 데이터, 플랫폼,

통신 프로토콜의 추가 혹은 변경 요청이 발생할 때마

다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수정하면, 1개의 애플

리케이션변경과연관된n개의애플리케이션및데이

터를수정해야하는불편을초래하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중심의

EAI 통합은어댑터를통해애플리케이션을메시징버

스로연결시켜준다. 

이러한 방법은 통합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만, 향

후확장할경우, 예를들어새로운애플리케이션이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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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6>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구조

애플리케이션1(SAP/ERP)

엔터프라이즈포털

재무시스템

애플리케이션2(시벨/CRM)

ERP 시스템

내부애플리케이션
(자바, C/C++)

SCM 시스템

애플리케이션3(자체개발)

CRM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리거시

<그림 4-2-25> 미들웨어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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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거나 할 경우에 새롭게 추가된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아답터를 그 때마다 만들어서 제공해야 한

다. EAI 패키지 제품들은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어댑

터를제공하고있다. 

<그림4-2-28>과같이웹서비스는효율적이고다이

나믹한 통합을 가능하게 해 준다. 하지만 SI 업체의

입장에서 매출과 성능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제안

을 위해서는 EAI를 대체하는 웹서비스의 모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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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9> 기존 EAI와 웹서비스의 통합

애플리케이션1(SAP/ERP) 애플리케이션2(시벨/CRM)

웹서비스(비즈니스계층: 비즈니스프로세스, 지식관리)
EAI(BUS)

프리젠테이션계층

XML/SOAP

방화벽

프록시프록시 프록시XML/SOAP

모바일

애플리케이션4
(외부)

PC

프
록
시

EAI(BUS)

애플리케이션3(자체개발)

<그림 4-2-28> 웹서비스의 역할

애플리케이션1(SAP/ERP) 애플리케이션2(시벨/CRM)

웹서비스(비즈니스계층: 비즈니스프로세스, 지식관리)

프리젠테이션계층

XML/SOAP

프록시 프록시 프록시XML/SOAPXML/SOAP

EAI(BUS)

애플리케이션3(자체개발)

<그림 4-2-27> EAI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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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기존 EAI의 단점을 보완하는 상호보완적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형태일

수있다. 

<그림4-2-29>과같이외부시스템, 즉방화벽바깥

쪽은 B2Bi를 위한 연계와 내부 통합 시 신규개발/확

장을 위한 부분 등에 EAI와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연계 부분에 있어서도 모바일

및 이기종 간의 통합 및 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

도록한다. 

다. B2Bi 웹서비스

기업의 통합은 기업내 통합 이외에 기업간 협업 및

연계를위한통합체계를필요로한다. 기업의애플리

케이션은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Ros

ettaNet/ebXML 및eBusiness Integration으로의확

대를 위한 B2Bi를 통해 통합된 정보 및 프로세스를

통일되고, 개인화된 포털 화면 상에서 효과적으로 검

색 및 수행, 또는 기업 내 방화벽 밖으로의 연계를 안

정적으로할수있도록해야한다. 

서로다른기업간e-비즈니스시스템및애플리케이

션 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프로세스 및 데이터 통

합을 통한 상호 협력 수행을 목적으로, 단지 상호 간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는 수준

이아닌직접적인시스템간의연동을말한다. EDI별

장단점을비교하면, <표4-2-15>와같다.  

라. 포털 웹서비스

기업 차원에서 포털(Enterprise Portal)란 경 자,

임직원, 공급사, 파트너, 고객 등이 유무선 방식의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합된 방식으로, 기업 내부/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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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설명 장점 단점

웹링크 단순링크방식으로외부시스템이 비교적빠른속도빠른구현 사용자등급별관리의불편, 개인화의어려움, 

내부시스템의UI 화면으로직접 보안에취약, 확장성및상호운 성결여,  

접속하여내부시스템을사용함 각페이지가다른여러페이지들과연동됨으로

(HTML Page 제공방식) 인해HTML 페이지제공이불가능할수있음

각컨텐츠별Portlet 외부시스템의개발부담을 개인화의어려움, 외부시스템용Portlet 을

(컴포넌트화된Portlet 제공방식) 줄일수있음, 재활용성이좋음 내부에서구축하여제공해야하는부담이큼

DB Sync DB 에직접연결해데이터를조회, 입력, 빠른속도, 내부시스템에서원하는 80Port 만사용할수있음으로DB Port로

수정할수있도록함 정보를원하는형태로볼수있음 연결이불가능, 보안상DB를직접Access  

할수있도록하는것을권장하지않음

EAI 중계시스템과내부시스템간에연동을 GUI 방식의연계모듈작성툴 적용사례가많지않음, Adapter 에Custom 

위한Adapter를이용하여연계하고 지원으로생성및유지보수용이, Logic을적용하여Customizing 하기어려움, 

연계서버에서는XML 변환및전달보증 이기종데이터의교환가능, 신뢰성, 연계를위한모듈이나시스템이없는곳을

등의기능을제공함 확장성, 호환성, 안전성보장, 고려하기어려움

비동기처리, 전송실패이력관리

웹서비스 중계시스템과내부시스템간에연동을 표준(국제) 방식의연계인터페이스지원, 적용사례가많지않음

위한표준인터페이스(Proxy) 제공, 이기종시스템간의데이터교환가능, 신뢰성, 

표준XML 스키마제공및XML 변환 확장성, 호환성, 안정성, 상호운 성보장, 

그리고전달보증등의기능을제공, 비동기처리, 전송실패이력관리, 서비스

다양한프로토콜지원(IIOP, TCP/IP,  분류체계관리및서비스등록/검색관리, 

HTTP, SOAP, FTP and ETC), 서비스의 개발생산성및비용절감연계를위한모듈이나

존재여부를확인/검색/등록을할수있는 시스템이있는곳또는없는곳모두를

UDDI 제공 고려하여연계가가능,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기반의Loosely coupled 

방식으로변화에빠른대응이가능

<표 4-2-14> 통합 방법에 따른 비교



의 정보, 프로세스 그리고 트랜잭션에 접근하여 목적

에맞는업무를단일화된창구를통해처리할수있도

록해주는정보시스템이다. 

일반적인포털의관점에서포털의종류는기업포털

(Corporate or Enterprise Portal), e-비즈니스포털,

인터넷 포털(퍼블릭/메가 포털), 개인 포털(Personal

(WAP) Portal) 등이있다. 

포털은 단일화된 창구(화면)을 통해 옳바르고 다이

나믹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다양

한 채널을 통한 통합의 유연성을 갖추어 사용자 등급

별 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그래서 SSO(Single Sign

On)이나 업무 프로세스 및 관리 등 인터넷 정보기술

의총체적집합체라고할수있다. 

하지만 기업의 통합과 협업 차원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채널과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인터

페이스에한계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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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0> 웹서비스 EDI (B2Bi)

XML 메시지

XML 파싱

XML 번역기

시큐리티

로깅엔진

비즈니스프로세스

EJB CO

자바

SOAP
요청

SOAP
응답

RMI 
IIOP

UDDI

데이터베이스

웹서버

SOAP 
over 
HTTP

웹서비스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서버

장점 단점

전통적EDI 데이터보안및신뢰도높음 사용용이성의어려움

수작업으로처리하는시간과비용감소 확장성, 상호호환성낮음

많은검증과테스트로인한신뢰 고가의전용VAN 사용

사설망을이용하여데이터노출에안전

일괄처리로대규모의데이터를효율적으로전송

인터넷EDI 전통적EDI 보다거래처리를빨리처리 기 성, 인증, 데이터무결성, 송수신부인방지등의안전성

인터넷이용에대한추가비용이없음 인터넷용전문소프트웨어사용으로인한확장성, 

허브중심의모델에서거래당사자간의직접적인연결이 상호호환성에대한문제

가능한거래파트너모델로의전환이가능

웹EDI 브라우저를사용하여웹상의누구와도데이터를교환화고검색가능 문서파일을교환하는방법과HTML 폼을사용하는방법

제공 설치및유지비용이많음 HTML 은전달되는데이터의정확한의미파악어려움

XML EDI XML 을통한사람과컴퓨터모두쉽게이해가능 전통적EDI 에비해서전송량증가

설치및유지비용적음개발비용저렴 XML 저장시기존EDI 보다디스크용량늘어남

웹서비스& 시스템구조의유연성 전통적EDI 에비해서전송량증가

ebXML 사용의편리성 XML 저장시기존EDI 보다디스크용량늘어남

기존시스템의통합환경제공 이들기술을보완할기술표준화

비용효율적

<표 4-2-15> 각 EDI 별 장단점



이러한인터페이스의한계는고객의입장에서바라

보는시각으로통합, 접속, 그리고비즈니스프로세스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이 필요하다. 통합을 위한 데이

터 표준, 이기종 환경 지원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 그

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한 여러 표준이 필요하

며, 이와 같은 표준들이 현재 포털의 한계를 극복할

수있는해결방안으로제시될수있다. 

현재 포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 확

립, 통합환경 제공, 다양한 채널을 지원하는 표준 프

로토콜, 그리고표준프로세스가필요하다. 

제 5절생체인식/보안기술

1. 생체인식 기술

생체인식(biometrics)은 사람의 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인증하는 방식이다. 사람의 지문을

이용하는 방식은 잘 알려진 것이고, 홍채인식은 사람

의 눈에 있는 핏줄의 모양을 이용하여 인식하는 방식

이며, 성문(聲紋: voiceprint)인식은 목소리의 고유한

특징을 이용한다. 이외에 얼굴인식, 손금인식, 망막인

식등도사용된다. 또는사람의필체를이용한서명도

생체인식의일종으로볼수있다. 

이렇듯 생체인식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등 사람마다 다른 고유한 신체적 특성을 구별해 내는

기술로서,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 손 모양, 지문, 손등

의혈관패턴, 눈동자의망막, 홍채까지모두저마다의

모습을지니고있음이생체인식시스템의출발점이다. 

지문, 음성, 홍채, 얼굴 등과 같은 물리적인 데이터

를 다루는 생체인식기술은 ID, 패스워드 기반의 전통

적 식별수단보다는 편리성 면에서 유력한 개인인증

수단으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정보기술(IT)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태기술(BT)을 접목시킨 생체

인식이 급속히 성장하여 정보기술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되고있는것이다. 

생체인식은 이미지 또는 신호처리 등의 방식을 통

해 신원을 식별하기 위해 개인 신체의 측정으로 추출

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개인들마다

독특하고 한 개인의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 특성을 나

타내므로 주로 높은 보안수준이 요구되는 시설물에

대한 접근통제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와

같은정보시스템으로의적용이적극연구되고있다. 

가. 절차적 과정

생체인식의 첫 번째 단계는 개인의 특성이 가능한

완전하게획득되도록한다. 두번째단계는획득된생

체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특징만을 추출하되

최대한정보의손실을없애도록한다. 세번째단계는

추출된특징(biometric sample)과데이터베이스에등

록되어 있는 생체 형판 (biometric template)의 특징

을 비교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정할 변별력있는 근거

를 계산한다. 네 번째 단계는 계산된 근거를 통해 본

인 여부를 판정하되 보안성과 편리성을 감안하여 최

적의결론을내린다.  

나. 특징적 속성

생체인식기술은 안정성 측면에서 여타의 개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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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1> 미래의 포털

현재의포털

표준 통합 액세스 프로세스

낮은수준의개인화기능만제공
단순나열식웹페이지통합수준
데이터및어플리케이션의통합시가공어려움
채널추가시리소스대량투입
비즈니스프로세스통합시제한적임

웹서비스/SOA

미래의포털

다양하고높은수준의개인화기능제공
데이터/어플리케이션을빠르게통합
채널추가및상호작용요구시쉬운통합
비즈니스프로세스통합



기법보다훨씬높은기술적우위를가지고있으며, 프

로세서의 성능 향상에 힘입어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

다. 이처럼 기술 및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체 간

경쟁과 연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존 제품은 사용

자의 편리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신제품은 새로

운 애플리케이션 분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제품 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망막, 홍채, 지문은 불변

적이고 고유한 것으로 가장 큰 신뢰성과 정확성을 지

니는 까닭에 이를 이용한 생체인식기술을 High

Biometrics라고부르기도한다. 

한편 초창기 생체인식은 신뢰도가 매우 낮아서 이

러한오류의발생가능성이매우높았다. 그러나기술

이 지속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이제는 매우 높은 신뢰

도를가질수있게되었고, 이에따라생체인식기술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래에는 신뢰도를 더 높임으로

써 생체인식기술의 사용은 더욱 일반화될 것으로 보

인다. 

반면 생체인식은 대부분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오인(false positive)과 착오

(false negative) 등두가지유형으로발생한다. 

오인은 허위의 생체를 진정한 생체라고 판단하는

오류이다. 이 경우는 허위 사람을 본인이라고 인증해

주는오류이다. 반면착오는진정한생체를허위의생

체라고 판단하는 오류이다. 이 경우는 진정한 본인이

본인이라고 인증받지 못하게 되는 오류이다. 허위의

사람이 인증과정을 통과하는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인이 착오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인을 줄이는 데에

더역점을두고인증시스템을설계하여야한다. 

예를 들면 은행예금에 대한 인증이 이러한 경우라

고 할 수 있다. 오인이 발생하여 거액을 횡령당하는

것보다는 착오가 발생하여 본인의 인출시도가 거부당

하는것이낫다. 그러나만일인증을통과해서수행하

고자 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며

그 피해액이 별로 크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를 줄이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오인이 발생하여 일어날

수 있는 피해는 작은 반면, 착오의 발생으로 업무의

지장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

다. 생체인식기술의 구분별 구조

생체인식은 개인의 생리적 혹은 행동적인 독특한

특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사전에 측정한 특징과 비

교함으로써 개인의 신원을 인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따라생리측정협회(Association for Biometrics)

와 국제컴퓨터협회(International Computer

Association)는 시스템 내에 생체인식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데 사

용되는측정가능한물리적특성또는개인의행동특

성으로생체인식을정의하고, 다음두가지범주로구

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체인식기술에 고려되

어야할특성을정리하면<그림4-2-32>과같다. 

생체인식기술을평가하는지표에대하여모든종류

의 생체인식기술은 강점과 동시에 약점을 지니고 있

다. 예를들어홍채인식의경우대부분의특성은뛰어

나지만 사용자가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거부

감과 입력기의 높은 가격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

고있다. 

생체인식기술의특성상<표4-2-16>의성능지표를

모두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기술은 없으나, 각 생체인

식기술 분야에서 진보가 이루어져 사용자가 불편없이

사용할수있는많은응용제품들이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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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2> 생체인식의 분류

지문(Fingerprint) 서명인증
(signature
verification)

발화자인증
(speaker

verification)

키입력행동
(keystroke
dynamics)

얼굴(Face)

장문(Palmprint)

손모양
(Hand Geometry)

홍채(Iris),
망막(Retina)

정맥(Vein)

생생
체체
적적

특특
징징

행행
동동
적적

특특
징징



라. 기술별 특성

(1) 지문인식(fingerprint identification) 

생체인식기술가운데에서지문기반인식은많은애

플리케이션에 성공적으로 이용되어 온 가장 오래된

방법이다. 지문의골이나곡점을파악하는것으로, 지

문이같을확률이10억분의1인데다비용이적게들

어가장대중적으로쓰이고있다. 지문인식기술은보

통 지문에서 융선의 종점이나 가지들에서 발생하는

특징점(minutiae)을 추출하여 미리 입력된 데이터와

비교, 본인여부를판별하는것으로, 안전성과편리성

이높고생체인식기술중가장비용이저렴하다는특

징이 있다. 하지만 땀이나 물기가 스캐너에 배어있는

경우에러발생률이크게높아진다는점, 여러사람이

연속적으로 접촉한 곳에 자신의 손가락을 댄다는 불

쾌감, 지문이 닳아 없어진 사람도 있다는 점 등이 지

문인식시스템의한계로인식되고있다. 

(2) 얼굴인식(face recognition) 

얼굴을이용한인식방법은생체인식방법중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써 비접촉으로 자연스럽게 인식

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는 가장 뛰어나다.

그러나 사용자의 표정이나 조명의 변화에 민감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생기는 얼굴 변화 등에 약점을 가지

고 있어 아직까지는 높은 인식률을 나타내지는 못하

고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 얼굴

의 열 분포를 이용하는 방식은 얼굴 혈관에서 발생하

는 열을 적외선 카메라로 촬 하여 디지털 정보로 변

환해 저장하는 것으로, 얼굴에 외과적인 손상이 발생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시스템 구축 비

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또한 바짝 얼굴을 갖다

대지 않아도 돼 거부감이 적은 게 장점이지만, 얼굴

각도나 수염, 표정의 변화, 조명에 따라 인식률의 편

차가크다. 

(3) 홍채인식(iris identification) 

레이저에 잠시 눈을 대기만 해도 방대한 데이터베

이스에서 그에 부합하는 신원정보를 찾아 낼 수 있는

획기적인 홍채인식기술은, 눈동자의 홍채를 바코드처

럼 스캔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4개의 수학 방정식을

고안한 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존 더그먼 교수에 의

해1994년처음특허출원된것이다. 

홍채는판별인자가 30개인지문에비해 250여개나

돼99% 이상의정확도를갖는다. 홍채의주름을주파

수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 2초 내에 인식하며, 살아있

는 사람의 홍채는 미세한 떨림이 있기 때문에 도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단점은 고가이며 이용자가 거부감

을느낀다는것이다. 

망막 표면의 혈관 패턴이나 홍채에 형성되는 무늬

는 사람이 태어난 이후 만 3세 이전까지 대부분 형성

되며, 일란성 쌍둥이라도 서로 다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특별한외상이나심각한질병에걸리지않

는 한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다. 최근의 생체인식 연

구에서는 인간의 홍채가 개인간의 차이를 지문처럼

뚜렷하게특징지을수있는것으로밝혀졌다. 

특히 홍채는 눈의 표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안구 내

질병에 향을 받지 않으며 눈의 충혈과도 상관이 없

다. 망막의 모세혈관 분포 패턴과 홍채의 무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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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갖추어야할특성 Universality(보편성) 모든사람이가지고있는생체특성이어야함

Uniqueness(유일성) 같은특성을가진사람이없어야함

Permanence( 구성) 절대변화하거나변경되지않아야함

Collectability(획득성) 센서로부터생체특성정보추출및정량화가용이함

신뢰성을높이기위한추가적인특성 Performance(정확도) 시스템의정확도, 처리속도, 내구성등

Acceptability(수용도) 시스템에대한거부감을갖지않는정도

Circumvention(기만용이도) 비정상적으로시스템을속이기가용이한정도

<표 4-2-16> 생체인식기술 성능지표



색깔 등을 개인식별에 이용한 망막 및 홍채인식시스

템은 다른 생체 인식시스템에 비해 오인식률을 크게

낮출수있는장점을갖고있어고도의보안을요구하

는곳에사용될수있으나, 입력기의가격이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자동화된 홍채인식시스템은 새

롭게 획득된 홍채 패턴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출한

홍채 패턴과 비교함으로써 그것이 동일한 눈에서 나

온것인지를결정하게된다. 

(4) 정맥인식(vein recognition) 

적외선을 이용해 손등이나 손목 혈관의 형태를 인

식하는 정맥 인식은 지문 또는 손가락이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손등의 정맥

패턴이 쌍둥이조차도 그 모양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

다. 손등의 피부로부터 정맥 패턴을 추출하는 방법은

적외선 조명과 필터를 사용해 피부에 대한 혈관의 밝

기 대비를 최대화한 다음, 입력된 디지털 상으로부

터정맥분포정보를추출한다. 지문인식과같이특징

점을 좌표로 인식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혈관 모양도

비교한다. 

이 기술은 사용이 편리하면서 사용자의 거부감이

적고, 일반적으로 지문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

어인식률이높다. 또한복제가거의불가능하여가장

높은 보안성을 가지나, 아직 정맥이 사람마다 다르고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시스템의 크기가 크고 하드웨어 구성이 복잡해

지며 전체적인 시스템 비용이 매우 크다는 단점을 가

지고있다. 

(5) 음성인식(voice recognition) 

음성 인식이란 마이크 등을 통하여 컴퓨터나 음성

인식 시스템에 전달된 사람의 음성으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분석하여 미리 입력된 인식 목록에서 가장

근접한결과를찾아내는기술이다. 이기술은다른생

체인식과달리전화를이용하여신분을확인할수있

는 등 통신망을 이용해 원격 인식이 가능하며, 음성

취득 장치인 마이크가 저가이므로 시스템 가격이 저

렴하다는장점이있다. 하지만신체적, 감정적변화에

따라목소리가달라질수있고주변환경에큰소음이

있을경우에는오인식을할수있으며, 녹음기를이용

해 의도적으로 위조가 가능할 뿐 아니라 잡음으로 인

식률이떨어진다는단점이있다. 

(6) 손모양인증(hand geometry verification) 

이는 사용자 인증을 위해 손 모양을 이용하는 생체

인식기술이다. 개인의 손 모양은 신원확인에 충분할

정도로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인증을 위해 개

인의 다양한 특징과 결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신원인증분야에서많은관심을받고있다. 

손모양인식은3차원이미지상태로손의길이, 너

비, 높이를측정하는인식방법으로, 미국의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이 개인마다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약 4,000명의 손가락 형태를 분석해 만

든 것이 시작이다. 상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단순한

길이를 측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손의 다양한 특징을

추출해본인인증에대한신뢰도를높 다. 

(7) 서명인식(signature recognition) 

서명 인식시스템은 작성된 서명의 물리적 특성을

인식하는 방법과 서명하는 과정, 즉 펜의 움직임, 속

도, 압력 등을 동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보안 측면에서는 동적인 인식방법이 보다 우수한 것

으로 알려져 있지만, 필체위조 등 본인 확인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보안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

지는않다. 

(8) 생체인식기술비교

지문, 홍채, 얼굴, 정맥, 음성, 서명, 손 모양 등의

생체인식기술들이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비

교해보면<표4-2-17>과같다. 

모든 생체인식 기술이 똑같지 않고 사용된 생체인

식의 기술 특성에 따라 보안 수준은 다양하며,  어떤

생체인식 기술은 속임수를 쓰기가 더 쉽다. 고유성의

정도는다양한유형의생체인식특성간에변한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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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시스템의 50%는 높은 수준의 고유성을 갖고 있지

만, 대다수는조작이용이하다. 

정확성은 생체인식의 핵심적인 면이기에 원칙적으

로 생체인식 시스템은 모든 사기꾼들이 추적되도록,

아니면 적어도 시스템이 거부하도록주의깊게 적용되

어야하지만, 실제로이것은불가능하다. 모든운 시

스템에서 자동기술의 실패 가능성은 많은 사기꾼들이

수용되고 많은 인증 받은 이용자들이생체인식시스템

에거부됨을의미한다. 

(9) 다중생체인식(multimodal biometrics) 

정보보안, 금융서비스, 범인 색출, 정부의 대민 업

무 등 유망한 생체인식의 실제 응용 분야들은 대부분

극히낮은에러율을요구하기때문에, 단일생체특징

에 의한 인증 기술로는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킬 수

없는경우가발생한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의 생체인식 기술을 함께 사용

하여성능을향상시키고신뢰도를높이는기술, 즉단

일기술이 아니라 2∼3개의 인식 방법을 함께 사용해

단점을 보완하고 정확도를높이는 다중생체인식이제

안되어개발되고있다. 

다중생체인식시스템은 아직은 고가이지만 단독형

생체인식시스템에비해 보안성이높아 고급형 공공주

택이나 지능형 빌딩 또는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도

입이늘어날전망이다. 실제연구개발결과는최근몇

년사이에매우많이발표되었는데, 그가운데대부분

은지문, 얼굴, 화자(speaker) 인식등오래전부터사

용되어온생체특징들의조합을사용한다. 

연구 사례로는 ① 상호보완성이 뛰어난 것으로 인

식되고 있으며, 가장 일찍 시도되었고 현재까지도 가

장 많이 사용되는 다중 생체특징 시스템의 구성 방식

인얼굴 상을이용한얼굴인식과음성신호에의한

화자인식의결합, ②얼굴정지 상, 입술움직임비

디오 시퀀스, 음성을 통합하여 동적인 정보와 정적인

정보를함께이용하는시스템, ③입술움직임과음성

을 이용한 화자 인식 방법, ④ 얼굴 인식 모듈에서 출

력된상위n개의신원을지문인식으로검증하는방식

을 사용한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의 결합 등과 같이

생체특징의조합별로구분할수있다. 

마. 국내 생체인식 기술 현황

특허청에 따르면, 생체인식 기술 분야의 전체 출원

이 1998년 310건에서 2001년 599건으로 약 200%

의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생체인식과 관련

된 국내시장의 선점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 가운데 내국인 출원은 1998년 196건에서

2001년 445건으로 약 230% 증가하여 동일 기간에

약 130% 증가한 외국인 출원보다 월등히 높은 출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의 생체인식 관련 보안

업체들이 이 분야의 자체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생체인식 요소별 출원 추이는 지문인식 관련

기술이 64%로 가장 많고, 홍채 15%, 얼굴안면 8%

등의 순으로 출원되고 있으며, 지문인식과 더불어 홍

채인식 내지 안면인식 기술을 결합한 다중 생체인식

시스템도 출원되고 있어 생체인식 요소가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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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점 단점

지문 보안성이높고, 시스템비용이저렴 손상되거나건조한지문은인식곤란

홍채 복제가불가능하며, 인식률이높음 거부감이생기며, 입력기가격이고가

얼굴 거부감이적고, 시스템비용이저렴 조명의변화에민감하며, 변장에약함

정맥 인식률이높고, 사용자편의성이우수 시스템크기가크고가격이고가

음성 원격지에서사용가능하고, 비용이저렴 신체적, 감정적변화에약함

서명 사용이편하고, 입력기의가격이저렴 정확도가떨어지며, 타인의도용가능

손 모양 데이터용량이적고, 작동이간단 정확도가떨어지며, 대형시스템

<표 4-2-17> 생체인식 기술별 특성 비교



복합적으로상호 작용하는 복합기술도개발중인 것으

로나타났다. 

현재 국내 생체인식의 기술 수준은 지문인식 시스

템을 중심으로 홍채인식, 얼굴인식 시스템 등이 기술

개발되어 상품화도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인식율을

향상시키기위해 지문인식과 얼굴인식또는 지문인식

과 홍채인식과 같이 둘 이상의 생체인식 기술을 결합

한 다중생체인식기술의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전자상거래가더욱 활성화되고지식정보의 중

요성이한층강조됨에따라, 생체인식기술의적용범

위가 사회의 특정 부분이 아닌 개인생활 전역으로 확

대될전망이다.

2.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과 제도

가. 프라이버시침해 논란

생체인식의기술적사용은개인의자율성과프라이

버시(privacy)를위험에빠뜨릴수있다. 

생체인식기술의 이면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도 몰

래 수집할 수 있는 생체정보의 특성이 존재하고 있으

며, 이렇게되면개인정보수집시당사자의동의가필

수요건인 프라이버시에관한 일반원칙에위반되는 것

이다. 여기서한걸음더나아가생체정보가기존에구

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할 경우, 자신에

관한 모든 정보가 생체정보를 중심으로 통합될 가능

성이높다. 

독일에서는현재생체인식정보를입력한신분증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 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자는논의

가 일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생체인식 정보는

정부가 그 개인에 대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다른 정

보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생활권리 옹호자들은 이

런 정보가 국세청이나 보험회사 등에 의해 악용될 수

도있다며반대하고있다. 따라서애초에생체정보데

이터베이스를구축할 당시부터 당사자인 정보 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할사항이다. 

나. 생체정보의 보호지침

생체인식기술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이다. 즉 그 구

현 방법과 실현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

할 수도 있으며, 반면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도 있다.

예컨대생체인식정보의목적외사용금지, 단일한식

별자로서의 기능 금지, 생체정보와 생체인식시스템의

보호, 생체정보의저장기한제한, 제3자감사와감독,

감사 데이터의 완전 공개, 시스템의 저장 금지, 불필

요한 정보의 수집 혹은 저장 금지, 익명성의 보장, 이

용자의통제권한부여, 시스템운 을책임지는개인

이나 단체에 대한 공개, 시스템 운 상 절차에 대한

공개, 대안적인증절차의공개등원칙을수립하여구

현함으로써이러한목표를달성할수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의 권리문제에 공공의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데이터 보호와 헌법적 가치를 보호

하는것을임무로하는워싱턴D.C. 소재공익연구센

터인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에서는 생체인식 기술

보다는다른기술을사용할것을권고한다. 

만약생체정보를불가피하게사용해야하는경우에

는 ① 생체정보 원본과 대조본이 어떤 방식으로 저장

되는가 ② 도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③ 인

식과정에 오류는 없는가 ④ 어떻게 확실한 사람임을

판단하는가 ⑤ 다른 정보와 연동되는가 ⑥ 생체정보

의 이용이 사회에 미치는 향은 무엇인가 등을 사전

에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까닭은 사전 동의

나 허락없이 또는 본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추가적으

로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생체정보

를 유일한 신분증명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전 고

지없이 수집된 생체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등을 통하

여 개인의 사생활을심각하게 침해하여 프라이버시를

훼손하는결과를낳을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생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 관리할 경우, 그 유

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는이에대한제도적정비가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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