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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메가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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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대증권 TV 광고 

Desig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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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모바일 스마트 IT 실감미디어 

우리는 지금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초고속 인터넷 상승 모바일 하락 스마트 하락 실감미디어 급상승 예제 삽입ex  싸이월드 카카오톡(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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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다 1,000배 빠른 세상이 온다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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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장치 성능(MIPS) 연산력/비용의 진화 자기데이터 기억장치 용량 

DRAM 가격 트랜지스터 제조비용 무선 데이터 가격대 성능비 

Moor’s Law :  1,000배 시대는 10~15년후에  도래 

지금보다 1,000배 빠른 세상이 온다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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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배 빠른 프로세스가 있다면?  

  GUI, MPEG등의 영상처리, Excel 
등의 수치처리 

 

  Database, Search Engine 등에 
활용 

 컴퓨터에게 시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 더욱 쉽게 명령하기 위한 대화 기능 (지능형 UI) 

   - 전문가적인 견해를 묻는 조언 기능 (IBM Watson) 

   - 집사 역할을 수행하는 필터링 기능 (Decision 위임) 

  지능적으로 인간과 더욱 가까워지는 추론 가능한    
컴퓨터 두뇌 

   - HAL, Atom, iRobot … Watson (SF 소설의 로봇,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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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무선 네트워크가 1,000배 빨라지면? 

 100Mbps 인터넷은 
MPEG    동영상 5개를 동
시에 제공 가능 

  MPEG이 갖는 한계? : 
Compressed Video 

  Image? : Lossless, 
Lossy(Compressed) 

 유선 네트워크가 빨라지면 가능한 것  

   - 대용량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송 가능(길더의 법칙) 

   - Uncompressed Video  Frame간 delay ≒ 0 (120Hz) 

   - 대용량 Image의 빠른 browsing  초당 240장 넘기기  

   - 컴퓨터 I/O Bus의 분산화  Network ::= Computer  

   - Wall Screen 영상  Immersive Environment 

   - 차세대 영상  Hologram, Panoramic Video 

 Mobile 환경에서의  
Email,   Web, Video 
액세스 

 

 M2M, Mobile Cloud,                
Mobile P2M 

무선 네트워크가 빨라지면 가능한 것                       
(고속 Handover 포함) 

   - 이동 중에도 Physical World = Cyber World 완전 통합 

   - 이용 중에도 사무실 수준의 Mobile Office (No delay)  

   - 이동하는 다수 컴퓨터(Watson 류)간 지식 환경의 통합   

 사용자가 느끼는 유선과 무선의 구별이 소멸 

   - 유선에서 하는 것을 무선에서도 동일하게 수행  

  - 궁극적으로 인간이 컴퓨터를 통해 천리안(眼)을 갖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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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스토리지 용량이 1,000배 커진다면?  

문서, 영상, e-mail, 측정 
데이터의 2차 archive  

   - 메모리에 비해 상대적으
로 1,000배 이상 속도가 
느림 

 스토리지가 많아 진다면? 

   - 일생 동안의 주위 환경 archive  기억의 외부화  

   - 결과만이 아닌 과정에 대한 archive  상황 변화 기반 응용  

   - 기억이 소멸되지 않는 사회  Big Brother의 위험성 

 모든 상황을 완벽히, 영원히 기억하는 컴퓨터 두뇌 

   - 궁극적인 Big Data 환경 제공 

 Processor 처리 데이
터를 temporary 보관
하는 용도 

 메모리에서 부족한 부
분을 Hard Disk에서 보
완 

메모리가 많아 진다면?  

   - 메모리 기반 Database  실시간 의사 결정 (Watson)  

   - 대용량 시뮬레이션  개개인 단위 지구스케일 문제 해결 

   - 대규모 search  나의 archive 정보 중에서 찾기 

 지능적으로 인간과 더욱 가까워지는 컴퓨터의               
단기 기억 수단 

   - HAL, Atom, iRobot … Watson (휴머노이드, 추론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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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가 많아지고 아주 정밀해진다면?  

 환경에 대한 일부만을 sensing 

   - 환경 오염, 범죄 감시, 교통, 온도, 
습도, 기압, 폭발물 …   

 

 Database, Search Engine 등에    
활용 

전지구적인 고밀도, 고정밀 센싱을 통해 가능한 것 

   -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더 정확한 장기적인 예측  

   - 상황변화에 adaptive 한 대응  교통상황 최적화 기반 이동 

   - 테러, 반사회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  보다 안전한 사회 

   - 상세 인체정보 센싱  저비용으로 보다 건강한 사회 (예방)  

 궁극적으로 인간 오감의 전 지구적인 확장 



- 11 - 

ICT 미래상 1 (Microsoft의 미래비전  예)  

책상에 둘러진 대형 투명디스플레이를 
통해 작업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제스처인식을 통해 책상 정보와 투명  
디스플레이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어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한 
원격 다른 교실과의 협동학습 

RFID, IoT와 연계되어 매장의 품목이 
자동적으로 디스플레이 된다.  
(디스플레이는 방식은 예시임) 

두 사람이 디스플레이를 사이에 두고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이들은 회의를 하면서 가상화면을 띄워 
놓고 자동차에 새로 장착될 시트를 설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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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미래상 2 (Google, Corning, MS의 미래비전  예)  

자동차 주변의 영상을 자동차 위에  
장착된 360도 파노라마 카메라를 

통해 획득되고, 이를 인식하여 자동주행 
사물과 결합하여 조작패널이  
안경을 통해 디스플레이 됨 

GPS 정보와 실내위치정보가  
결합되어 가고자 하는 실내동선을 
안경에 비치는 대형화면을 통해 제공 

인터랙션이 가능한 수많은 정보기기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제스처 및 음성, 시선 등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동시에 활용된다. 제어된 결
과는 투명 및 입체, 홀로그램 방식으로 제공된다. 

병원에서 원격지에 있는 다른 의사와 홀로그램 
형태로 환자의 상황과 진료차트를 보면서 함께 
진단하고 환자 치료에 대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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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생태계 메가 트렌드 

Network 

Terminal 

Platform 

Contents 

주요부품 조립생산 설계/브랜드 

Market
place 

WCDMA UMTS WiMax WiFi 

LTE 

WiBro 

 프로슈머형 기술 혁신 > 수요 창출 > 참여와 공유의 라이프스타일  새로운 BM 요소잉태 

    네트워크 중심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핵심경쟁요인 이동 

C 

P 

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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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콘텐츠 제작 및 
이용환경 

실감화 기술 

차세대 웹 환경 대응 

인지 기술 등 

고품질 콘텐츠 개발 

 

3D/UD 

증강현실(AR) 

App/Web App 

스마트러닝 

사실감과 현장감 부여 
감성과 새로운 체험의 장 부여 

IT 메가 트렌드 1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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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메가 트렌드 2     Platform 

차세대 모바일 OS 

Multi-Screen 플랫폼 
기술 

정보보안 기술 

Social Media 기술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 

Mobile OS 

DDoS/금융보안 

Multi-Screen 

클라우드 컴퓨팅 SNS 

애플리케이션 성장 견인 
新인프라로서 핵심 경쟁력으로 등장 

http://en.wikipedia.org/wiki/File:Apple_iOS.svg
http://en.wikipedia.org/wiki/File:Android_robot.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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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메가 트렌드 3     Terminal 

고성능 모바일 프로세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저전력 반도체 
저전력 프로세서 

거대 데이터 분석·처리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자 친화적 UI/UX 

스마트 단말 

차세대 디스플레이 

실감 단말 

UI/UX 

단말의 지능화 
Multi-purpose Device로 진화 

빅데이터 

http://www.pcworld.com/article/219706/samsung_galaxy_s_ii_smartphone_and_tab_101_tablet_have_bigger_screens_and_dual_camera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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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메가 트렌드 4     Network 

Mobile Cloud 기술 

Giga급 유무선 통합 
인프라 기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네트워크 자원 이용 
효율화 기술 

보안 인프라 4G/B4G 이동통신 사물통신 미래인터넷 

중추-자율 지식통신 
네트워크 트래픽 급증 

트래픽 급증 NFC 

http://blogs.ec.europa.eu/neelie-kroes/files/internet-of-things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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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미래 10대 기술 

 * 

 * 

 

 * 

 * 

 * 

 * 

 

 

 

 * : GSA 기반 미래기술 

  : Mega/Micro 기반 미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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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21 



스마트 혁명의 도래 



스마트 혁명의 도래 

스마트 혁명? 

개방형 네트워크 사회로의 급격한 진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회경제적 변화 

모바일화 지능화 사람들의 참여증가 

인간중심의 소통과 

참여 증가 

사용자 맞춤형 정보와 

新서비스 등장 

스마트 혁명의 3대 핵심 키워드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등장 

상시 연결 욕구의 증가 

이동성 수요 급증 

기기의 인텔리전스 강화 

방대한 데이터의 의미 

추출 중요 

23 



기업 
국가 

개인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팩토리 

사이버 금융 

스마트 홈 

맞춤형 건강관리  

실감 체험 관광 

스마트 캠퍼스 

사회 안전망 공공 SOC 서비스 

지능형 교통 서비스 

스마트 시대가 추구하는 미래 모습 

24 



글로벌 IT 생태계 주도 및 연관 산업육성을 
위한 미래 컴퓨팅 및 네트워크에 집중 투자 

미국 NITRD 

글로벌 IT 강국으로 재 부상을 위한 기가급 미래 
네트워크 구축 

일본 UNSⅡ 

사물통신망(物聯惘) 구축을 통한 미래 네트워크 
혁신 주도  

중국 創新 2050 

사회 결속과 차세대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인터넷 구축 추진 

유럽 FP7/ICT 

 NITRD  :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UNS II  : Ubiquitous Network Society II 
 FP7/ICT : The 7th Framework Program of the European Community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ctivities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주요개발과제 :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 응용 기술 개발  

실리콘밸리-최우수 공대-헐리우드 간 제휴를 
통한 글로벌 실감미디어 산업창출  

 주요개발과제 : 사물통신망을 통한 미래 네트워크 구축  

양안 협력을 통한 첨단 기술과 제조기반 결합의 
실감 미디어 산업육성 주력 

콘텐츠와 첨단 전자산업의 강점을 실감미디어 
부문으로 확대  

 주요개발과제 : 초임장감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 

장기 미래 R&D 프로젝트를 통한 실감미디어 
기술개발 주력 

 주요개발과제 : 
미래 네트워크 인프라 및 몰입형 실감미디
어 기술 개발 

세계는 지금 – 정부 투자 현황 

25 



모바일 

강점 : 인프라보급 1위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다수의 Early Adaptor 

 

약점 : 수입장비  이용 
라우터 등과 같은 핵심 

  장비의 높은 해외 의존도  

강점 : 높은 단말 경쟁력 
짧은 단말 교체 주기 

신기술 시장 확보 용이 

 

약점   
낮은 원천 IPR 확보 

강점 : HW 기술 경쟁력 
초고속 유무선 환경 

방송통신 융합기술 선도 

 

약점 : SW 플랫폼 종속성 

애플, 구글의 스마트IT 

생태계 지배력 확대 

초고속인터넷 모바일 스마트 시대 초고속인터넷 

우리는 지금 

26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초고속 인터넷 상승 모바일 하락 스마트 하락 실감미디어 급상승 예제 삽입ex  싸이월드 카카오톡(자료 요청)



Giga KOREA 비전과 목표 



콘텐츠/서비스 1 

대용량 콘텐츠 기술 확보 

스마트 서비스 실증 사업 

플랫폼/소프트웨어 2 

차세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 개발 

3 

고성능 단말 원천기술 개발 

차세대 고부가 기술 개발 

네트워크 4 

기가급 통신 기술·장비 
개발 

테스트 베드 인프라 구축 

추진과제 

IT 생태계 전략 

비  전 

목  표 

2020년 글로벌 IT 최강국 도약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 보편화 

대용량 실감미디어 원활한 이용 

개  인 

융합 서비스 신시장 창출 

스마트 IT 기반의 업무 효율화 

기  업 

투명한 복지를 통한 사회 통합  

안전한 국가운영 시스템 확보 

국  가 

스마트 IT 환경을 활용한 스마트 혁명 주도 

미래 기가급 통신을 위해 필요한 장비, 부품,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걸쳐 세계 시장 선도 

네트워크, 단말, 플랫폼/소프트웨어, 콘텐츠/서비스 각 분야에서 관련하여 핵심 원천기술 세계 최초 개발  

Giga KOREA 비전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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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소프트웨어 

단말 

네트워크 

가상  
스포츠 체험 

홀로그램 
영상회의 

원격  
실감형 교육 

홀로그램 
스마트폰 

실감형 
스마트TV 

기가급 무선네트워크 테라급 유선네트워크 

Giga KOREA 기술 개발 영역 

콘텐츠/서비스 

슈퍼컴퓨팅 클라우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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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a KOREA 주요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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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재  미   래 (2020목표) 

네트워크 

단말 

플랫폼/ 
소프트웨어 

콘텐츠/서비스 

Giga KOREA 기술개발 단계별 목표 

안경식 3D 콘텐츠 

개인 위치 기반 서비스 

모바일 소셜 서비스 

PC 500대 규모의 클라우딩 

단일 클라우드 

유무선 통신상 정보 보호 

현재 PC 수준의 처리속도 

기가(109) 용량의 저장기능 

정전식 터치 스크린 

20Mbps 이동 통신 서비스 (LTE 기준) 

트래픽 집중시 통신 장애 발생 
(기지국, 스마트폰  문제 발생) 
* 비정상 통화 종료율 0.55%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기 

오감 체험형 홀로그램 교육 콘텐츠 

개인 의도 *  예측 기반 기반 서비스 

산업별* 융합 스마트 서비스 
* 산업별 : 교육, 의료, 복지, 여가생활 등 

* 개인의도 : 외부상황, 성향, 개인 상태 등 

PC 5억대 규모의 대규모 클라우딩 
* 엑사급(1018 ) 고성능 컴퓨팅 

이기종 다중클라우드 플랫폼 

이기종 클라우드 통합 보안 

1Gbps 이동 통신 서비스 

트래픽 폭증해도 정상 동작 

*  비정상 통화 종료율 0% 

* 10초에 영화 1편 다운로드 

스마트폰으로 홀로그램 보기 

18배 빠른 처리속도 구현 

테라(1012) 용량의 저전력 스토리지 

시각, 후각 등 복합감각 인식 시스템 

* 4Core@1.5GHz 모바일 코어 
32Core@3.5GHz 모바일 코어 

35 



인천공항 관광지 경기장 

- 실시간 통역 
- 경기 일정/티켓 구매 
- 숙박 확인/예약 

- 개인화 쇼핑 관광 정보 
- 위치 기반 서비스 
- 증강현실 기반 서비스 

- 실시간 통역 서비스 
- 오감 기반 경기 체험 
- 실시간 경기 정보 

- 오감 기반 관광정보 서비스 
- 증강현실 기반 올림픽 체험 

- 경기장 내비게이션 
- 원스톱 서비스 
- 첨단 교통 안전확보 

평창 동계 올림픽 시범 사업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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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플랫폼/SW-단말-네트워크 등 생태계 전 영역의 동반성장 촉진 

글로벌 선도형 R&D를 통한 핵심 원천기술 및 지적재산권 확보 

스마트 헬스, 스마트 교육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 

실감형 한류 콘텐츠 육성과 평창 올림픽 시연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의료, 국방, 교육, 건축, 문화와 접목하여 융합산업 동력 창출 

총 68.2조원의  생산유발과 41.6만 명의 고용창출 가능(총 13년간, ’13~’25) 

Giga KOREA 기대효과 

산업 · 경제 효과 

사회· 문화 효과 

과학· 기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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