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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순서

� IP-USN, RFID, USN 기술 비교

� IP-USN 개요

� u-시티와 IP-USN 서비스 응용

� 최근의 국내외 동향 및 진화 방행

� 질의 응답



유비쿼터스 관련

디지털-유비쿼터스시대(에니)

유비쿼터스(유비)

유비쿼터스 - 1

유비쿼터스 – 3

유비쿼터스 – 5

'유비쿼터스' 시장 2010년엔 800조원

HP가 바라본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의 시작 - 마크와이저

상상력으로 승부한다(유비쿼터스) 약50분

RFID
RFID기술 어디까지?
자동차와 유통분야에 RFID 집중 활용
유비쿼터스 시대의 미래슈퍼마켓
유비쿼터스 시대의 매장 (IBM CF)
RFID 시장이 몰려온다!
RFID 생활의 혁명
RFID - 축산

u건강
의료기기에도 유비쿼터스 바람

u패션의류
가상거울 보며 맞춤북 산다

박창규 아이패션 의류기술센터장

u교육
e-러닝 체험
유비쿼터스시대의 학습 흐름
KT, 국민로봇 시범서비스

u시티
인천 송도 신도시
동탄 '메타폴리스 마천루를 꿈꾸다‘
동탄신도시 동쪽 660만평 신도시 지정
유비파크(Ubi-Park) 미래도시 체험관

동 영 상

본 프리젼테이션 자료 출처:
DAUM.NET , NAVER.COM  ,  PANDORA.TV
정보통신부, NIA,  삼성SDS, YOUTUBE.COM 등등
http://www.mediamob.co.kr/infoland/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log&id=175457&page=1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oard&id=175441&page=1&cate=32723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oard&id=175416&page=1&cate=32723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oard&id=175417&page=1&cate=32723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oard&id=175418&page=1&cate=32723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oard&id=175421&page=1&cate=32723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oard&id=175415&page=1&cate=32723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log&id=175446&page=1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log&id=175340&page=1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oard&id=175409&page=2&cate=32723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log&id=175452&page=1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log&id=175456&page=1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log&id=175447&page=1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log&id=175349&page=1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log&id=175329&page=1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log&id=175332&page=1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oard&id=175424&page=1&cate=32723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log&id=175346&page=1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log&id=175454&page=1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log&id=175322&page=1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log&id=175411&page=1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log&id=175347&page=1
http://www.youtube.com/watch?v=V2uzo-xzta0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log&id=175369&page=1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log&id=175335&page=1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oard&id=199121&page=1&cate=32510
http://www.mediamob.co.kr/inf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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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U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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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1)

Disaster
Monitoring

Logistics, SCM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Disaster

Surveillance
Military Field

Agricultural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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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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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

� 태그와 리더기 (Tag & 

Reader),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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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특성

RFID 와 바코드

감지거리가 길기 때문에 시스템
특성이나 환경여건에 따른 적용이
손쉬움

고속 이동하는 상품의 인식 가능

수백 개의 상품 동시 인식 가능

개품 관리가 용이

읽기/쓰기 기능 및 대용량의 데이
터의 저장이 가능

비금속 재료 통과하여 인식 가능

내환경성이 우수하여 수명이 김

RFID의 특징(바코드 대비)

(01)10614141000415

1 차원 바코드

RFID 태그

2 차원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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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동작 원리

RFIDRFID

무선 주파수 기술을 활용하여

Radio Frequency

사물을 식별하는 비접촉 인식 기술

IDentification

에너지

정보

EEP Rom

안테나

RFID 리더

RFID 태그

http://www.livedio.com/ImgPool/ImgPool.aspx?MediaID=95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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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응용분야

(광우병)

http://img.news.yahoo.co.kr/picture/15/20050302/1520050302_14249729.jpg
http://kr.blog.yahoo.com/baikjinkim/3331.html
http://www.macleans.ca/topstories/canada/article.jsp?content=20040102_152152_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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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시범사업

’04년부터 900MHz, 433MHz를 중심으로 국방, 조달, 환경 등 파급효과가 큰 12개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부문 수요활성화를 위한 Best Practice 제공개 요개 요

국방부국방부국방부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수의과학국립수의과학
검역원검역원

물품관리물품관리

국방탄약관리국방탄약관리

수출입수출입 물류물류 관리관리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항공항공 수하물수하물
추적추적 통제통제수입수입 쇠고기쇠고기

추적추적 관리관리

한국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항만물류항만물류 관리관리

조달청조달청조달청

환경부환경부환경부

공군본부공군본부공군본부

강원도강원도강원도

개성개성 공단공단
기반기반 관리관리

감염성폐기물감염성폐기물 관리관리

FF--15K 15K 전투기전투기
부품관리부품관리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UU--MuseumMuseum
서비스서비스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항공항공 화물화물 관리관리

통일부통일부통일부

대관령대관령
한우관리한우관리

20042004년년 20052005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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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센서

� 센서(Sensor) : 감지기

� u-센서: 유비쿼터스 역할 감지기

� 고가 물리/화학 센서 -> 저가 물리.

화학, 바이오 센서

� 스마트먼지(CPU+센서+무선통신)

� USN(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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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센서 관련 개발 동향

- 기존 기계, 전기식 압력 센서 개발 진행 및 일부 양산대성전기/대화계전

- 실리콘 압력 센서의 구조 설계 및 제작 기술 연구경북대/만도/ KAIST

- G7 프로젝트 공동연구, KEC에서 MAP압력 센서 상용 체제 구축, 
케피코는 센서를 수입 패키지하여 전장품 모듈 공급

KEC/케피코/ KETI

압력

- Polyimide 박막, IDT 구조의 용량형 습도 센서 기초 연구연세대

- 고온용 백금 와이어형 온도 센서 연구(’97년)KRISS온도
/
습도

물리
센서

주요 내용수행 기관
센서

- 광섬유 센서 기반 도로 차량 검지시스템, 경계 감시 시스템지능정보

-대형 건물 및 국가 기반 시설의 안전 감시용진동및스트레스/스트레인
광섬유센서

현대 건설

- 히타치 제품을 모델로 지하 전력선용온도 분포 광섬유 센서LG 전선

광센서

- 에어백, 미사일용 MEMS 자이로, 가속도센서 구조 연구경북/서울대/KAIST

- 정보가전용 MEMS 자이로/가속도/지자기센서 개발 (’03년)삼 성

- GPS/HMD용 진동형 MEMS 자이로 센서구조 개발, CMOS 구동 검출
회로 시제작(’98년)ETRI

관성

- 브리지/멤브레인, 압저항/열전퇴 MEMS유량 센서 연구경북대

- 열전퇴, 진공 구조형 초소형 MEMS 유량센서 제작 (’00년)ETRI유량/
유속

- Electret 방식 MEMS 음향 센서 공동 연구KETI/부전전자

- 용량형 및 압전형 초소형 MEMS 음향 센서 시제작ETRI
음향

- 건물구조진단용 광섬유 센서 및 적외선 변위센서, 포토센서표준연/오토닉스

- 부력 측정용 MEMS 스트레인 센서, Si멤브레인, PZT (’00년)KIST변위/
변형

첨단 센서 개발

- 소형 원격 가스/수온 센서

- 대형원격 LiDAR 광센서(Light Detection and Ranging) 개발
원자력 연구소

- 130만 화소 및 200만 화소급 CMOS 이미지 센서 개발픽셀플러스

2006. 7   출처: IITA 기술정책정보단

장선호 기술역/공학박사_chans@iita.re.kr, 
이민경 연구원_leemk@iita.re.kr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SoC/부품/융합기술
전문위원실
김재준 사무관/공학박사_ jjkim@mic.go.kr / 
정보통신부 산업기술팀

국내 센서 관련 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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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측정형 인체 삽입형 혈당센서개발 중

- 질병진단용 단백질 마이크로 어레이개발 중
서울대

- 1회용(strip) 체혈형 혈당 센서 개발, 판매 중광운대

- FET방식, 광센서 방식의 혈당센서개발 중

- 혈중산소 측정용 이온센서 개발 중
경북대

- 동영상 X-선 센서, PCR 및 ARRAY방식의 단백질 센서포항공대

- Silicon상 에 Polymerase Chain Reaction 칩을 개발 중

- Spotting 기법의 DNA microa rray개발 중

- Lab. on a Chip형태의 암 진단 칩개발 중

삼성

- 바이오칩 개발용 Lab. on a Chip, Cell칩 개발 중KAIST

- 암, 바이어스진단용 lab. on a chip형DNA, 단백질 칩

- 연속측정 인체 삽입형, 혈당센서를개발 중

- 개인 SNP분석용 DNA micro array센서를 개발 중

- 고감도 Surface Plasmon Resonance센서 개발 중

ETRI

바이오
센서

- Cr 측정 중금속센서 개발광주과기원

- 전기화학 기반의 무선 환경 감시 중금속센서 개발KAIST

- 수소이온농도 및 산화환원 전위 측정용술질분석기 개발water zone

중금속
센서

- 반도체 독가스 탐지기경북대학교

- 경량 고감도 탄소섬유 방독면 개발한국화학연구원생화학
센서

- 이산화탄소 측정 모듈 개발한국바이오시스템

- 화학식 O2, CO, HCHO 및 반도체식오존, 알콜 및 연기 센서 제품화해송 산업
가스센서

화학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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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L2N

L2N

TrueMesh

Wireless 

HART

ISA SP100.11a

Xmesh

Znet

MintRoute

MultiHop LQI

CENS Route

Smart

mesh

TinyAODV

Honeywell

USN Technology Overview

http://www.zigbee.org/about/profile.asp?memberID=1365&logo=%2Fimages%2Fmember%5Flogos%2Fdust%2Egif
http://www.millennial.net/index.cfm
http://www.sensica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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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National RFID/USN Projects
(2006년도 RFID/USN 사업결과 시연 및 설명회)

[기조연설]U-Society와 RFID-USN발전방향_070228.pdf
1 [RFID 본사업] 국방탄약.pdf Establishment of ammunition management system 
2 [RFID 본사업] 항만물류효율화.pdf Port distribution effectiveness business 
3 [RFID 본사업] 감염성폐기물관리.pdf Infective wastes management system 
4 [RFID 본사업] 개성공단.pdf Passage to Gaeseong industrial park and strategic 
resources management system 
5_06년도 RFID-USN 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1.pdf
1 RFID기반 양식지능화 시스템 개발(제주)-수정.pdf
2 보건복지부_u의약품발표자료.pdf
3 [RFID시범사업] 식품안전정보관리.pdf
4 [RFID시범사업]항공화물공통인프라구축.pdf
5 [RFID시범사업]모바일RFID_SK텔레콤_윤진희부장.pdf
6 [RFID시범사업]모바일RFID_KTF_김민정팀장.pdf
1 [USN 현장시험]수질모니터링시스템.pdf
2 USN현장시험-도시기반시설관제시스템-KT컨소시엄_v2.pdf
3 [USN현장시험] 기상해양관측시스템.pdf
4 [USN 현장시험]교량모니터링 시스템.pdf
5 USN기반의 불국사 문화재 관리시스템.pdf

http://www.nia.or.kr/open_content/board/fileDownload.jsp?tn=DN_0000192&id=52996&seq=1&fl=7
http://www.nia.or.kr/open_content/board/fileDownload.jsp?tn=DN_0000192&id=52996&seq=2&fl=7
http://www.nia.or.kr/open_content/board/fileDownload.jsp?tn=DN_0000192&id=52996&seq=3&fl=7
http://www.nia.or.kr/open_content/board/fileDownload.jsp?tn=DN_0000192&id=52996&seq=4&fl=7
http://www.nia.or.kr/open_content/board/fileDownload.jsp?tn=DN_0000192&id=52996&seq=5&fl=7
http://www.nia.or.kr/open_content/board/fileDownload.jsp?tn=DN_0000192&id=52996&seq=6&fl=7
http://www.nia.or.kr/open_content/board/fileDownload.jsp?tn=DN_0000192&id=52996&seq=7&fl=7
http://www.nia.or.kr/open_content/board/fileDownload.jsp?tn=DN_0000192&id=52996&seq=8&fl=7
http://www.nia.or.kr/open_content/board/fileDownload.jsp?tn=DN_0000192&id=52996&seq=9&fl=7
http://www.nia.or.kr/open_content/board/fileDownload.jsp?tn=DN_0000192&id=52996&seq=10&fl=7
http://www.nia.or.kr/open_content/board/fileDownload.jsp?tn=DN_0000192&id=52996&seq=11&fl=7
http://www.nia.or.kr/open_content/board/fileDownload.jsp?tn=DN_0000192&id=52996&seq=12&fl=7
http://www.nia.or.kr/open_content/board/fileDownload.jsp?tn=DN_0000192&id=52996&seq=13&fl=7
http://www.nia.or.kr/open_content/board/fileDownload.jsp?tn=DN_0000192&id=52996&seq=14&fl=7
http://www.nia.or.kr/open_content/board/fileDownload.jsp?tn=DN_0000192&id=52996&seq=15&fl=7
http://www.nia.or.kr/open_content/board/fileDownload.jsp?tn=DN_0000192&id=52996&seq=16&fl=7
http://www.nia.or.kr/open_content/board/fileDownload.jsp?tn=DN_0000192&id=52996&seq=17&f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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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U.S. link of the global military 
supplies transport` project led by the 
U.S. government, also known as G-
ITV, as a part of the broader `RFID 
u-Ammunition Management System` 

‘RFID를 이용한 u국방탄약관리체계 사
업’ 중 하나인 ‘한·미 세계 군수 물자 수
송 가시화(G-ITV) 연동 시범 체계 구축’

Establishment of ammunition management system
U-국방탄약관리 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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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distribution effectiveness business 항만물류 효율화 사업

Infective wastes management system 감염성폐기물관리 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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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age to GaeSeong industrial park and strategic resources 
management system 개성공단 통행 통관 및 물류기반시스템



SaeGilRo 21

Demand Forecasting in Railway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USN based Safety Monitoring System for Railwa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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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Sensor Network/Gateway/Middleware/Remote Control

Distance of Nodes

< 50m IEEE802.15.4

Sensor Network Requirements

Gateway Requirements

Middleware Requirements

Middlewar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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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Size

Bridge Tunnel

Rail    PLC line

22,871

1,987 km

100 sensors/1 km

2,300,000 sensors

811

551 km

100 sensors/1 tunnel

81,000 sensors

3,380 km 100 sensors/1 km

338,030 sensors

3,380 km

1,338 km

33 sensors/1 km

44,174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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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Ongoing Projects, 2007년 u-City Testbed 현장시험 사업

Ulsan
태화강 중심의 u-City 테스트베드 구축

울산․아시아나
IDT

울산광역시

YeonGee
행복도시 및 연기군 u-City 테스트베드 구축

연기․행복청․
SKT

충남 연기군

KwangJu
DJ 컨벤션센터에서 여는 u-World

광주․한국공간
정보통신

광주광역시

Busan
Only 4 u-해운대

부산․KT부산광역시

ChungGaeChun
청계천 기반 u-서울 테스트베드 구축

서울․삼성SDS서울특별시

Inchun
국제비지니스 도시 u-City 테스트 베드 구축

경제청․SK건설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참고과제명
공동

컨소시엄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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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GaeChun
청계천 기반 u-서울 테스트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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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시티

� u-City

신 도 시신 도 시 주요 택지분양지구

기업도시기업도시 무안, 원주, 충주, 무주 등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 인천, 부산, 
진해 등

행정도시행정도시

혁신도시혁신도시

세종행정복합도시 등

주요 공공기관 이전도시

☞ 없어지는 농촌 자연마을 수는 약 1,1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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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개념 및 서비스
첨단 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의 제반기능을

혁신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미래형 첨단 도시

1/12

u-Health

u-Port

u-방재치안

u-시설관리

u-교통

u-환경

u-관광

특화 서비스

공통 기반 서비스

항 만

공 항

지하철/지하도

공동구

고속도로

업무단지
도 로

관광지

폐기물처리장

상업단지

주택단지
도시통합
운영센터

도시통합
운영센터

u-행정

u-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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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U-City 기술 및 서비스 모델 검증을 위한 Testbed 구축 및 현장시험 추진
(6개 과제)

u-City 서비스 표준 모델

테스트베드 구축 및 현장시험테스트베드 구축 및 현장시험

인천경제자유구역청·SK건설㈜ u-송도 국제비지니스 도시 테스트베드 구축 2,230

서울특별시·삼성SDS㈜ u-청계천 테스트베드 구축 1,458

부산광역시·KT㈜ u-해운대 테스트베드 구축 1,600

광주광역시·한국공간정보통신㈜ u-컨벤션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1,400

연기군·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SKT(주) u-행복도시 테스트베드 구축 1,400

울산광역시·아시아나IDT(주) u-태화강 테스트베드 구축 1,682

9,770

비 고

선정 과제

합 계

총사업비
(백만원)

공동 컨소시엄명 과제명



도시의 발전단계
� 도시는 고대, 근대, 현대 도시를 거쳐서 유비쿼터스 기반의 미래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는 산업혁명 이후 형성된 현대도시에서 u-City로 이동중인 단계

고대고대··중세중세

도시도시
고대고대··중세중세

도시도시
근대근대
도시도시
근대근대
도시도시

현대현대
도시도시
현대현대
도시도시

미래미래
도시도시
미래미래
도시도시

도시 특성도시 특성

인프라인프라 수로 도로, 항만 광케이블
모바일 통신

유비쿼터스
기술(RFID/USN)

기 간기 간 ~15세기 16세기~19세기 20세기 21세기

농업·상업의 발달 산업혁명 교통·정보통신의 발달 유비쿼터스 혁명

현재

1814 증기기관
1825 철도
1868 내연기관

자동차
1876 전화

1926 TV

1921 Car Phone

1957 위성통신
1969 인터넷 개발
1977 개인용 컴퓨터
1978 1세대 이동통신

1988 휴대폰 서비스
시작 (한국)

1994 인터넷 시작
(한국)

2005 DMB

2006 WiBro

2007 U-City

2007 HSDPA

정치, 군사, 
상업 도시

대도시,
거대도시

정보통신
도시

첨단 지능형
도시(u-City)

농업혁명

출처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2007. 03 .08

도시의 발전에 따른
ubiquitous 시장의 발전

uu--PersonPerson
uu--ThingThing

uu--HomeHome uu--CityCity uu--KoreaKorea

uu--국방국방
uu--환경환경 uu--행정행정

uu--복지복지
uu--교육교육uu--문화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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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Town형 u-City 사업 추진 현황

III. u-City 추진 현황

사업명사업명 사업지구사업지구 주주 요요 사사 업업 내내 용용 비비 고고

u-Starcityu-Starcity
서울 광진구
건대야구장

부지

서울 광진구
건대야구장

부지

• 아파트 (포스코) 1310세대,  실버타운 460세대
• 이마트, 백화점, 영화관, 상가 등

• 아파트 (포스코) 1310세대,  실버타운 460세대
• 이마트, 백화점, 영화관, 상가 등

• 사업기간 : 2006년 – 2008
년
• 총면적 : 3만평

• 사업기간 : 2006년 – 2008
년
• 총면적 : 3만평

Future-X

Future-XFuture-X 대전시 중구
은행동 일대

대전시 중구
은행동 일대

• 도심형 복합 타운 건설
• 호텔1개동, 아파트 4개동, 오피스텔, 백화점, 컨벤션센터 등

• 도심형 복합 타운 건설
• 호텔1개동, 아파트 4개동, 오피스텔, 백화점, 컨벤션센터 등

• 사업기간 : 2005년 – 2009
년
• 총면적 : 34만평

• 사업기간 : 2005년 – 2009
년
• 총면적 : 34만평

u-Starcity

Gwell CityGwell City
청주시 옛
대농공장

부지

청주시 옛
대농공장

부지

• 단일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
• 랜드마크 타워, 대단지 주상복합 단지, 백화점, 전문 클리닉센터, 
복합쇼핑몰, 행정기관부지와 학교, 공원 등이 조성

• 단일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
• 랜드마크 타워, 대단지 주상복합 단지, 백화점, 전문 클리닉센터, 
복합쇼핑몰, 행정기관부지와 학교, 공원 등이 조성

• 사업기간 : 2007년 – 2010
년
• 총면적 : 약 15만평

• 사업기간 : 2007년 – 2010
년
• 총면적 : 약 15만평

Gwel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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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u-강원전략계획 및 확산사업
• 강릉 u-Blue Triple City (’04- )
• 원주 기업도시 (’06-’15)
• 강원 혁신도시 (’06-’12)

• 성남 판교 신도시 (’03-’09)
• 파주 운정 신도시 (’03-’09)
• 수원 광교 신도시 (’05-’10)
•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01-’07)
• 용인 흥덕지구 택지개발사업 (’04-’08)

• 당진 경제자유구역 (’06-’12)
• 아산 신도시 (’06-’12)
• 세종도시 (행복도시) (’05-’30)
• 태안 기업도시 (’06-’10)
• 충남 혁신도시 (’06-’12)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 uBio-City (‘05-’09)
• 충주 기업도시 (’05-’11)
• 충북 혁신도시 (’06-’12)

• U-전주 (’05-’10)
• 무주 기업도시 (’06-’15)
• 전북 혁신도시 (’05-’12)

• 나주시
• 무안 기업도시 (’05-’11)
• 영암.해남 기업도시 (’06-
’16)
• 광주.전남 혁신도시 (’06-
’12)

전라남도

• u-경북 (’06-’10)
• 포항시 정보화전략계획 (’06-’10)
• 대구 혁신도시 (’05-’12)
• 경북 혁신도시 (’06-’12)

• u-Travel City (통영시)
• 유비쿼터스 체험관 (’09-’10)
• RFID를 이용한 농축수산물 이력 유통관
리 (’08-’10)
• u-울산
• 양산 u-City (’06-’10)
• 김해 u-City
• 부산 혁신도시
• 울산 혁신도시 (’05-’12)
• 경남 혁신도시 (’06-’12)

• u-제주
• 제주 혁신도시 (’06-’12)

지역별 / 도별

III. u-City 추진 현황

주요 u-City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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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사업명 사업지구사업지구 주주 요요 사사 업업 내내 용용 비비 고고

서울 상암동
DMC

(Digital Media 
City)

서울 상암동
DMC

(Digital Media 
City)

서울시 상암
새천년신도

시

서울시 상암
새천년신도

시

• 사업기간: 2001년 – 2010년
• 총면적: 상암지구내 110만평

• 사업기간: 2001년 – 2010년
• 총면적: 상암지구내 110만평

부산 u-City부산 u-City 부산시부산시 2010년까지 u-Port, u-Traffic, u-Health, 
u-Convention 등 구축

2010년까지 u-Port, u-Traffic, u-Health, 
u-Convention 등 구축 • 사업기간: 2005년 – 2010년• 사업기간: 2005년 – 2010년

인천경제자유구
역

(IFEZ u-City)

인천경제자유구
역

(IFEZ u-City)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 허브로서 국제적 경쟁력 확
보 및 2020년까지 국제 업무.교류의 Hub, 동북아 거
점 지역을 목표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 허브로서 국제적 경쟁력 확
보 및 2020년까지 국제 업무.교류의 Hub, 동북아 거
점 지역을 목표

• 사업기간: 2004년 – 2014년
• 추진계획: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인천타워 착공예정

• 사업기간: 2004년 – 2014년
• 추진계획: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인천타워 착공예정

u-서울u-서울 서울시 전
역

서울시 전
역

4대 선도사업 추진 (뉴타운 / 청계천 / u-Library / 
u-TOPIS)

4대 선도사업 추진 (뉴타운 / 청계천 / u-Library / 
u-TOPIS)

• 사업기간: 2006년부터 단계별 추
진

• 사업기간: 2006년부터 단계별 추
진

u-대구u-대구 대구시대구시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 u-헬스케어 서비스 시작, 
재래시장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 u-헬스케어 서비스 시작, 
재래시장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 추진계획: u-R&D 혁신 클러스터
Cool-Town 조성
u-LOHASZ 도시 건설

• 추진계획: u-R&D 혁신 클러스터
Cool-Town 조성
u-LOHASZ 도시 건설

정보미디어 산업단지 기반의 미디어와 엔터테인먼
트
특화 신도시 건설

정보미디어 산업단지 기반의 미디어와 엔터테인먼
트
특화 신도시 건설

u-대전u-대전 대전시대전시 u-스마트타운, u-ITS, u-R&D 클러스터, 
u-웰빙도시건설 등

u-스마트타운, u-ITS, u-R&D 클러스터, 
u-웰빙도시건설 등

• 총면적 : 534 km2

• 수용인구 : 150 만명

• 총면적 : 534 km2

• 수용인구 : 150 만명

u-광주u-광주 광주시광주시 u-문화수도를 향한 공공부문 핵심 서비스 개발
광주 Cool-Town 프로젝트 추진

u-문화수도를 향한 공공부문 핵심 서비스 개발
광주 Cool-Town 프로젝트 추진 • 사업기간: 2006년 – 2010년• 사업기간: 2006년 – 2010년

III. u-City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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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사업명 사업지구사업지구 주주 요요 사사 업업 내내 용용 비비 고고

u-강원전략계획
및 확산사업

u-강원전략계획
및 확산사업 강원도강원도

정보관광산업 정착과 u마케팅 확대, 관광과 연계된
건강산업 발전

정보관광산업 정착과 u마케팅 확대, 관광과 연계된
건강산업 발전 • 시행자 : 강원도청(u-강원정책실)• 시행자 : 강원도청(u-강원정책실)

강릉 u-Blue 
Triple City

강릉 u-Blue 
Triple City

강릉시 전
역

강릉시 전
역

도·농 복합형 도시 u전략을 통해 △자연생태 도시
△사계 문화관광 도시 △첨단산업육성도시 △미래
생활(Life) 기반도시 구축

도·농 복합형 도시 u전략을 통해 △자연생태 도시
△사계 문화관광 도시 △첨단산업육성도시 △미래
생활(Life) 기반도시 구축

• 사업기간 : 2004년 ~ (단계별 추
진) 
• 총면적 : 강릉과학산업단지 51만
평
• 수용인구 : 23만명

• 사업기간 : 2004년 ~ (단계별 추
진) 
• 총면적 : 강릉과학산업단지 51만
평
• 수용인구 : 23만명

uBio-CityuBio-City
충북 청원
군 오송일

대

충북 청원
군 오송일

대
IT와 BT의 결합형 도시IT와 BT의 결합형 도시 • 사업기간 : 2005년 – 2009년

• 총면적 : 약 140만평

• 사업기간 : 2005년 – 2009년
• 총면적 : 약 140만평

지역별 특화산업
추진

지역별 특화산업
추진

충남도 내
지역별

충남도 내
지역별

디지털 디스플레이 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첨단문화
산업, 농축산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u-산업 발굴 및
육성

디지털 디스플레이 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첨단문화
산업, 농축산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u-산업 발굴 및
육성

• 사업기간 : 2004년 – 2008년
• 수용인구 : 10만명

• 사업기간 : 2004년 – 2008년
• 수용인구 : 10만명

u-경북u-경북 경상북도경상북도
u-관광, 문화, 의료복지, 재해재난방지, u-Farming, 
도심 안전 서비스, ITS, 원격검침, 홈네트워크 사업
추진 예정

u-관광, 문화, 의료복지, 재해재난방지, u-Farming, 
도심 안전 서비스, ITS, 원격검침, 홈네트워크 사업
추진 예정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 총면적 : 575만평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 총면적 : 575만평

--
경상남도

일대

경상남도
일대

u-Travel City 구축, 유비쿼터스 체험관 설치 및
RFID를 이용한 농축수산물 이력 유통 관리

u-Travel City 구축, 유비쿼터스 체험관 설치 및
RFID를 이용한 농축수산물 이력 유통 관리

포항시 정보화
전략계획

포항시 정보화
전략계획

경북 포항
시 전역

경북 포항
시 전역 행정 및 지역정보화분화에서 첨단과학도시를 지향행정 및 지역정보화분화에서 첨단과학도시를 지향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 수용인구 : 51만명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 수용인구 : 51만명

u-울산u-울산 경남 울산
시

경남 울산
시

산업발전 및 환경개선 중심으로 u-산업/환경/교통/
환경 등의 핵심과제 진행

산업발전 및 환경개선 중심으로 u-산업/환경/교통/
환경 등의 핵심과제 진행

III. u-City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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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사업명 사업지구사업지구 주주 요요 사사 업업 내내 용용 비비 고고

--

전남 나주
시

금천면 일
원

전남 나주
시

금천면 일
원

△토양관리 u농업 응용기술 △u농업 기반기술
△농축산물 재배 및 사육환경 관리 응용기술 등 개
발

△토양관리 u농업 응용기술 △u농업 기반기술
△농축산물 재배 및 사육환경 관리 응용기술 등 개
발

• 총면적 : 200만평• 총면적 : 200만평

u-전주u-전주 전주 한옥
마을 인근

전주 한옥
마을 인근

u-전주 4대 비전 (전통문화 체험 u-기반 구축, 디지
털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 Digital Contents Complex 
조성, u-Life 실현기반 구축)

u-전주 4대 비전 (전통문화 체험 u-기반 구축, 디지
털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 Digital Contents Complex 
조성, u-Life 실현기반 구축)

• 사업기간 : 2005년 – 2010년
• 총면적 : 76363평

• 사업기간 : 2005년 – 2010년
• 총면적 : 76363평

-- 전라남도전라남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담양, 화순 등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센서네트워크산업, 순천과 목포, 담양
등지 문화관광가이드 시스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담양, 화순 등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센서네트워크산업, 순천과 목포, 담양
등지 문화관광가이드 시스템

u-제주u-제주 제주도
일원

제주도
일원

텔레매틱스 기반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전자태그(RFID)를 종합

텔레매틱스 기반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전자태그(RFID)를 종합

• 사업계획: u-Traffic, u-Museum,
u-Park, u-Coupon

• 사업계획: u-Traffic, u-Museum,
u-Park, u-Coupon

III. u-City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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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사업명 사업지구사업지구 주주 요요 사사 업업 내내 용용 비비 고고

성남 판교성남 판교

판교동
하산운동
삼평동 일

원

판교동
하산운동
삼평동 일

원

첨단 정보통신 제공 및 자연친화적 도시 구축 및
성남시내 구도심과 연계

첨단 정보통신 제공 및 자연친화적 도시 구축 및
성남시내 구도심과 연계

• 사업기간 : 2003년 – 2009년
• 총면적 : 283만평
• 수용인구 : 80412명

• 사업기간 : 2003년 – 2009년
• 총면적 : 283만평
• 수용인구 : 80412명

파주 운정파주 운정
파주시

교하읍 일
원

파주시
교하읍 일

원

친환경 첨단 자족도시, 복합문화 체험 도시건설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는데 주력

친환경 첨단 자족도시, 복합문화 체험 도시건설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는데 주력

• 사업기간 : 2003. 5 – 2009. 12
• 총면적 : 285만평
• 건설세대수 4만7천세대

• 사업기간 : 2003. 5 – 2009. 12
• 총면적 : 285만평
• 건설세대수 4만7천세대

수원 광교수원 광교 수원 용인
일대

수원 용인
일대

자족형 복합도시 구축 및 국내 최초의 생태도시 건
설
수원시의 u-Happy 프로젝트와 연계 가능

자족형 복합도시 구축 및 국내 최초의 생태도시 건
설
수원시의 u-Happy 프로젝트와 연계 가능

• 사업기간 : 2005년 – 2010년
• 총면적 : 약 341만평

• 사업기간 : 2005년 – 2010년
• 총면적 : 약 341만평

화성 동탄화성 동탄
화성시

태안읍 동
탄면 일원

화성시
태안읍 동
탄면 일원

생태도시, 성장거점단지 및 도.농.복합도시 건설
2007년 사업 완료시 국내 최초의 u-City 

생태도시, 성장거점단지 및 도.농.복합도시 건설
2007년 사업 완료시 국내 최초의 u-City 

• 사업기간 : 2001.12 – 2007.12
• 총면적 : 273.4만평
• 수용인구: 37,825세대, 120,730명

• 사업기간 : 2001.12 – 2007.12
• 총면적 : 273.4만평
• 수용인구: 37,825세대, 120,730명

용인 흥덕용인 흥덕 용인시
흥덕 일원

용인시
흥덕 일원

국내 최초의 디지털 시범도시 구축
도시내 정보인프라 격차 해소 노력

국내 최초의 디지털 시범도시 구축
도시내 정보인프라 격차 해소 노력 • 사업기간 : 2004년– 2008년• 사업기간 : 2004년– 2008년

아산 신도시아산 신도시 아산시, 
천안시

아산시, 
천안시

자족형 거점도시, 선진형 첨단복합도시
고속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도시 건설

자족형 거점도시, 선진형 첨단복합도시
고속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도시 건설

• 사업기간 : 2006년 ~ 2012년
• 총면적 : 621만평
• 수용인원 : 16만8천명

• 사업기간 : 2006년 ~ 2012년
• 총면적 : 621만평
• 수용인원 : 16만8천명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충남 연기
군

공주시 일
대

충남 연기
군

공주시 일
대

각종 행정업무를 정보화, 지능화, 통합화각종 행정업무를 정보화, 지능화, 통합화
• 사업기간 : 2005년 ~ 2030년
• 총면적 : 2,212만평
• 수용인구 : 50만명

• 사업기간 : 2005년 ~ 2030년
• 총면적 : 2,212만평
• 수용인구 : 50만명

III. u-City 추진 현황



화성 동탄 / 파주 운정 u-City 

� IT와 친수환경생태의 공존

� 디지털 격차 해소에 주력

� 공공 (u-Public), 생활 (u-Living), 

체험 (u-Experience) 부문 서비스 집중 발굴

파주파주 운정운정

개발기간 (2003. 5 – 2009. 12)

• 2008. 12 도시기반 조성공사 1단계 준공

• 2009. 12 도시기반 조성공사 2단계 준공

파주 u-서비스 고려사항

• 7대 공공분야와 3대 민간분야

• u-교통 / UIS / u-환경.물순환 / u-보건복지 / 

u-방범.방재 / u-카드 / 유무선포탈

� 국내 최초의 u-City 가 될 것으로 전망

� 수도권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

� 자연친화적, 주거, 첨단산업, 문화 복합도시

� 도시정보관제센터를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

화성화성 동탄동탄

개발전략
• 주.산.연 문화 복합도시 및 도.농.복합도시 건설

•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 주거의 다양성/쾌적성 확보

• 다양한 문화 여가 생활공간 제공

개발이익 환원
• 신도시 개발 이익은 당해지구 및 지역에 재투자

• 다양한 기반시설의 저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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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u시티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 ⓤCity, 정부 | 2008-03-25 11:14
� 스크랩 0 | 추천 0
� 국토해양부 "u시티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국토해양부가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건설업과 IT를 융합한 u시티 건설,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조기 구축 등을 통해 건설
과 교통분야를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 살리기에 역량
을 집중하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토지이용체계 등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하기 좋고 살
기 편한 국토경영-2008 국토해양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위한 7대 중점과제 실천계획으로 국토해양부는 △기업 관련 규제의 획기적인 개선 △신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교통
물류네트워크 구축 △부동산 시장안정 및 선진 주거복지 구현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공공건설
사업비 합리화 및 예산절감을 선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u시티 건설지원법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u시티 건설을 본격 추진하고 지난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국비
1044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동탄, 올해 용인 흥덕, 2009년 파
주 운정과 판교, 2010년 수원 광교, 2012년 행복도시, 2013년 송도에서 u시티를 추진해 2015년에는 230만명이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다.

또 국토해양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을 오는 6월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해 건축 인
허가 소요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5일로 줄여 사회적 비용을 연간 약 1조5000억원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치기반 서비스 및 첨단 교통물류산업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ITS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 교통정보서비스·지
능형 자동차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술의 수출자원화를 지원한다. 국가 간선도로망 ITS를 지난해 27%에서 2012
년 45%에 이르도록 구축하고, 교통정보서비스 가입자 수를 지난해 80만명에서 2012년 500만명으로 늘린다.

국토해양부는 육상·해상·항공 등을 포괄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화를 통해 물류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제
조기업 위탁 물류비의 법인세를 공제하는 등 물류전문기업 육성에 힘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에 공·항만, 내륙물류기지 등
을 연계한 무선인식(RFID) 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12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광역단위 버스운행정보 제공을 위해 지자체 버스도착정보안내시스템(BIS)을 올해 대구·울산·제주권으로, 내년에 수도
권으로 연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의 50% 정도는 국토해양부에 달려 있다. 국토해양부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물류비 개선과 관련, “앞으로 환경과 Co 문제를 감안해 도로 수송량
을 줄이고 철도와 해상으로 물류 비중을 옮겨가야 한다”면서, “물류에 관한한 동북아 선도국가가 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원
해 달라”고 덧붙였다.

http://www.etnews.co.kr/news/today_detail.html?id=200803240212


도시통합운영센터
Ⅴ. u-City 추진 성공을 위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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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LoWPAN and IP-USN Position6LoWPAN and IP6LoWPAN and IP--USN PositionUSN Position

USNUSN BcNBcN

AdAd--Hoc networkHoc network ALLALL--IP based InfraIP based Infra--
NetworkNetwork

u-Infra

시멘트 양생, 
(단일)양식장 관리
(단일) 농장관리 등

전국적 기상정보
재난재해정보 등 VoIP, IP-TV, Web,

영상전화, 이메일
전자정부 등

6LowPAN6Low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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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USN (6LoWPA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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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LoWPAN
� 6LoWPAN (IPv6 Low Power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Working Group started from March 2005

� Motivation: IP Protocol Paradigm Change
� IP connectivity for 3L (Low power, low cost, low 

bandwidth) based Ubiquitous Devices
� � IP Packet Compression and Simplification
� � IPv6 based Security Enhancement, Mobility, 

Autoconfiguration, 128bit Address space

� Official 6LoWPAN WG begun (Mar. 2005)
� 1) 6LoWPAN: Overview, Assumptions, Problem 

Statement and Goals 
� 2) Transmission of IPv6 Packets over IEEE 802.15.4 

Networks 

� � Became IETF Standards

http://www.ietf.org/internet-drafts/draft-ietf-6lowpan-problem-06.txt
http://www.ietf.org/internet-drafts/draft-ietf-6lowpan-format-08.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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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Statement

3L 
Low Cost 
Low Power Consumption 
Low Power Output

Wireless Sensor Network
IP based
an Open global standard



SaeGilRo 43

Space 
constraints

Ease of Use, 
simple 
bootstrapping

Small or no 
routing tables

Stateless 
address 
generation

Low cost

(<$10/unit)

Periodic sleep 
aware 
management, 
low overhead

Simplicity 
(CPU usage), 
low overhead

Periodic sleep 
aware routing, 
low overhead

Storage 
limitations, low 
overhead

Low power

(1-2 years 
lifetime on 
batteries)

Compatible 
with SNMP, etc

Work end to 
end from IP 
network

Seamless IP 
routing

Address 
routable from IP 
world

IP network 
Interaction

Easy to use 
and scalable

RobustScalable and 
routable to *a 
node*

Large address 
space – IPv6

High density

(<2-4? units/sq 
ft)

Low network 
overhead

Low packet 
overhead

Low routing 
overhead

Compressed 
addresses

Low bandwidth 
(<300kbps)

Network 
management

SecurityRoutingAddressingImpact 

Analysis

Challenges of IP-U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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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 May 2007
Forming the RSN (Routing Sensor Networks) work. mailing list
https://www1.ietf.org/mailman/listinfo/rsn

• May 2007
Implemented a 6LoWPAN/IPv6 Stack for TinyOS 2.0 by Matus Harvan
http://www.eecs.iu-bremen.de/users/harvan/docs/msc-thesis.pdf
Source code is available from
http://www.eecs.iu-bremen.de/users/harvan/files/6lowpan.tar.gz

• April 2007
a GPL-licenced 6LoWPAN implementation called NanoStack by 
Sensinode company
• March 2007
a Commercial 6LoWPAN implementation Primer Pack/IP for TinyOS by  
Arch Rock company

• April 4, 2007 
Internet Draft - Transmission of IPv6 Packets over IEEE 802.15.4    
Networks
http://www.ietf.org/internet-drafts/draft-ietf-6lowpan-format-13.txt

https://www1.ietf.org/mailman/listinfo/rsn
http://www.eecs.iu-bremen.de/users/harvan/docs/msc-thesis.pdf
http://www.eecs.iu-bremen.de/users/harvan/files/6lowpan.tar.gz
http://www.ietf.org/internet-drafts/draft-ietf-6lowpan-format-13.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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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TF

IEEE 802.15.4  vs 6LoWPAN

PHY
868MHz / 915MHz / 2.4GHz

MAC

Network
Star / Mesh / Cluster-Tree

Security
32- / 64- / 128-bit encryption

Application

API

ZigBee
Alliance

IEEE 
802.15.4

Customer

Silicon Stack App

PHY
868MHz / 915MHz / 2.4GHz

MAC

Adaptation Layer
Routing /Management/Transmission/

Network Layer
(IPv6)

Transport Layer
(TCP/UDP)

Application

6LowPAN
WG 

IEEE 
802.15.4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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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Wireless Networking Standards

Reliability, 
Power, Cost

Cost, 
Convenience

Speed, 
Flexibility

Success 
Metrics

1 - 100+1 - 10+1 - 100

IEEE 802.15.4 
radios are typically 
1 mW transmit 
power, vs 100 mW
for 802.11, and 
have typical 
ranges in 10s to 
100 m.

Transmission 
Range (meters)

20 - 25072011,000+
Bandwidth 
(KB/s)

255 / 65,000732Network Size

100 -
1,000+

1 - 7.5 - 5
Battery Life 
(days)

4KB - 32KB250KB+1MB+
System 
Resources

Monitoring & 
Control

Cable 
Replacement

Web, Email, 
Video

Application 
Focus

ZigBee™

802.15.4

Bluetooth™

802.15.1

Wi-Fi™

802.11b

IP-USN

802.15.4 and 
others

Market Nam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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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s of IP-based Sensor 
Networks

�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인터넷상의 다른 디바이스 (WiFi, Ethernet, WiBro, Wireless 
Mesh, HSDPA 등으로 연결가능)

� 이미 검증된 보안(Security) 기술
� 인증(Authentication), 접근제어(access control), and 방화

벽(firewall)
� Network design

� 이미 검증된 응용계층 모델 및 서비스 (Established Application 
model and service
� 소켓 API 기반의 센서 개발
� DNS, SLP

� 통합 네트워크 관리기술 (Integrated Network Management)
� Ping, Traceroute, SNMP등

� 전달계층 프로토콜 (Transport Protocols)
� End-to-End Reliable str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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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스넷 제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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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스넷 제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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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ased US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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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USN 기술 및 서비스 진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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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서비스

예: 원격감시제어

공장 안 공장 밖

장치산업

석유화학,
제철제강, 발전소,
화학섬유, 시멘트, 
상하수도 플랜트 등

비장치산업

자동차, 가전제품,
전자전기 조립 및
부품 산업,
기계가공, 조립 등

빌딩 가정 SOC 시설
개인 및

모든 사물

계장, DDC,DCS,

SPC, SCADA

PLC, SCADA, 

MES, ERP

자동제어, BAS,

IBS, PLC, 
DCS, SCADA, 
EMS

Home 
Automation

Home Network,

Home Server

RTU/MTU

Telemetry(TM/TC)

SCADA,

EMS

u-Life

건강, 교육,

u-Work

Mesh NetworkISA Standards
http://www.isa.org/

IEC-61131-3
http://www.plcopen.org/

LonWorks, BACnet
http://www.echelon.com
http://www.bacnet.org/

IP-USN

Process
Automation

Factory
Automation

유비쿼터스 컴퓨팅

http://www.isa.org/
http://www.plcopen.org/
http://www.echelon.com/
http://www.bac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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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통합 시스템 구성

설비
자동
제어

시스템

전력
자동
제어

시스템

조명
자동
제어

시스템

주차
관리
통합

시스템

화재/
방범
통합

시스템

출입
관리
통합

시스템

통합 관리 센터 시스템

IBS (Intelligent Building System)

LAN 시스템

공조 감시제어
- 냉,난방
- 온,습도 등

전력 감시제어
- 수배전반
- 부하/역률 등

빌딩 자동화
- 조명/브라인더
- 환풍 등

추차 관리
- 요금관리
- 차량관리

방제 관리
- 화재/방범
- 외곽보안 등

ID CARD
- 건물관리
- 출입통제 등

빌딩 오토메이션

BACnet, LonWorks, Etherne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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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네트워크 / 홈오토메이션

냉난방
제어

가스
제어

조명
제어

통합 관리 센터 (단지 관리실)

가정 – 원격 제어 감시

인터넷

TCP/IP, IP-USN, Wi-Fi, WiBro, 

HSDPA/HSUPA

칩입
감시

원격
검침

현관
방범

입구
자동문
제어

단지 – 원격 통제 방범

원격
차량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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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네트워크 / 홈 기지국

picoChip 3G 게이트웨이
http://www.picochip.com/solutions/femtocells

GlobalWireless's Universal Access Point 

32 users

펨토셀(femtocell: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체용 모바일폰 기지국)

Research In Motion(RIM)
BlackBerry
T-Mobile

http://www.picochip.com/solutions/femtocells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sum&id=146397&page=1
http://www.wi-fiplanet.com/news/article.php/3678016
http://www.rim.net/products/index.shtml
http://www.t-mobi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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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은 “브리지” 활용

ZigBee-over-Ethernet 브리지

게이트웨이와 브리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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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Bee-over-PowerLine 브리지

A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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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To Bridge Wireless Sensor 

Network and SCADA Systems

http://www.meshnetics.com/

Multiple External Interfaces : OPC, JAVA API, Web Services

http://www.meshne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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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MobiSensors
ttp://mobisensors.cs.pitt.edu/
모바일 센서 네트워크 응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워크숍

SensorPlanet
Péter Pál Boda, Nokia Research Center

NORS- Nokia Remote Sensing Platform 
http://opensource.nokia.com/projects/nors/index.html

SensorMap
http://atom.research.microsoft.com/sensormap/

SPARNET 
Reed Hoyt, U.S. Army Research Institute of Environmental Medicine

http://mobisensors.cs.pitt.edu/
http://mobisensors.cs.pitt.edu/files/papers/boda.pdf
http://opensource.nokia.com/projects/nors/index.html
http://atom.research.microsoft.com/sensormap/
http://mobisensors.cs.pitt.edu/files/papers/hoy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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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Sensors

http://mobisensors.cs.pitt.edu/
모바일 센서 네트워크 응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워크숍

From 15 Years of Mobile Computing Early-90s Dream of Mobile Computing

http://mobisensors.cs.pitt.edu/
http://mobisensors.cs.pitt.edu/talks/sat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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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éter Pál Boda, Nokia Research Center
SensorPlanet: Wireless Sensor Network - Manhattan Story Mashup (game)

게임 목표: 여러 사람이 휴대폰 카메라로 웹에 사진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이를 대형 전광판에
표시함으로써 글로벌/로컬/물리공간/가상공간 간의 다리 역할을 실험

http://mobisensors.cs.pitt.edu/files/papers/bod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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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S- Nokia Remote Sensing Platform 
http://opensource.nokia.com/projects/nors/index.html
NORS는 아래 Remote Sensing Architecture (N-RSA) 표준 사양으로 mobile-centric wireless sensing 플랫폼임, 

◦ NORS Platform (PPT)
◦ N-RSA Middleware and Demo Server (PPT)

http://mobisensors.cs.pitt.edu/files/papers/boda.pdf
http://opensource.nokia.com/projects/nors/index.html
http://opensource.nokia.com/projects/nors/NORS_Overview_v1.0.PPT
http://opensource.nokia.com/projects/nors/Features_v1.0.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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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Planet

노키아가 주도하는 Large-scale wireless sensor networks 연구 프로젝트임.

N800 Internet Tablet Intel Mobile Internet Devices(MIDs) 

http://www.sensorplanet.org/wsw2006/

Workshop on World-Sensor-Web (WSW'2006): 
Mobile Device Centric Sensor Networks and Applications 
A one day workshop at the SenSys'2006 conference 

http://www.sensorplanet.org/wsw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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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샘플 모델 - WSW'2006 발표 논문

1) Participatory sensing
2) MetroSense Project: People-Centric Sensing at Scale 

http://opensource.nokia.com/projects/nors/index.html
http://www.sensorplanet.org/wsw2006/6_Burke_wsw06_ucla_final.pdf
http://opensource.nokia.com/projects/nor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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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ce Metrics for Coverage Extension Using Community Collected Cell-
Phone Camera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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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Map

http://atom.research.microsoft.com/sensormap/

http://atom.research.microsoft.com/sensor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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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프로젝트
http://www.housingmaps.com/ 주택 정보
http://www.chicagocrime.org/map/ 범죄율 통계
http://www.wunderground.com/ 기후

프로젝트 설명 참고 문헌
http://www.sensorplanet.org/wsw2006/5_Nath_SensorMap_WSW2006_final.pdf

현재 Map-based 포털 사이트 즉, 구글 맵(http://maps.google.com/),
GoogleEarth(http://earth.google.com/) ⓤ 위성사진 , 와 Windows Live Local 
(http://local.live.com/)등에 API를 제공하고 있음. 

새 아이디어 tip : 이런 API는 Map 포털 사이트 뿐만 아니라, 유튜브
( http://www.youtube.com/ )와 같은 동영상 UCC 포털 사이트에서도 제공되고 있
음. 따라서, 유튜브와 센서(USN)과의 연동 또는 Map + UCC (또는 Web 2.0) + USN 
의 연동하는 다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출 될 수 있음. 
참고: 일본 한 유튜브 API로 만든 새 동영상 벤쳐 회사

http://www.housingmaps.com/
http://www.chicagocrime.org/map
http://www.wunderground.com/
http://www.sensorplanet.org/wsw2006/5_Nath_SensorMap_WSW2006_final.pdf
http://maps.google.com/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oard&id=124737&page=26&cate=32573
http://local.live.com/
http://www.youtube.com/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sum&id=134290&page=59&cate=3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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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NET 
Reed Hoyt, U.S. Army Research Institute of Environmental Medicine

http://mobisensors.cs.pitt.edu/files/papers/hoy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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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설비 및 환경관리 분야의 IP-USN 서비스

http://www.mediamob.co.kr/FDS/newBlogContent/2007/0420/infoland/��������Xֽ������|�X�IP-USN��D���.hwp


SaeGilRo 80



SaeGilRo 81

EarthScope
http://www.earthscope.org/

거대 규모의 센서망으로 대륙의 환경을 감시한다. 
A Web of Sensors, Taking Earth's Pulse 

Current Status
http://www.earthscope.org/current_status/showstatus.php?map=SW&Facility=Al
l&Instrument=All&StartDate=2000-01-01&Display=Instruments

http://www.earthscope.org/image_gallery/ImageGallery.php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log&id=150257&page=1
http://www.earthscope.org/
http://www.earthscope.org/current_status/showstatus.php?map=SW&Facility=All&Instrument=All&StartDate=2000-01-01&Display=Instruments
http://www.earthscope.org/image_gallery/ImageGallery.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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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Sense - An Open, Urban-Scale Sensor Network Testbed
CitySense News

The image above is a conceptual map of the CitySense deployment planned for Cambridge, MA.

http://www.citysense.net/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blog&id=150265&page=1
http://www.citysense.net/trac/citysense-public/wiki/City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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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Sense is an urban scale sensor network testbed that is 
being developed by researchers at Harvard University and 
BBN Technologies. CitySense will consist of 100 wireless 
sensors deployed on light poles around the city of 
Cambridge, MA. Each node will consist of an embedded PC, 
802.11a/b/g interface, and various sensors for monitoring 
weather conditions and air pollutants. Most importantly, 
CitySense is intended to be an open testbed that 
researchers from all over the world can use to evaluate 
wireless networking and sensor network applications in a 
large-scale urban setting. 
CitySense is supported by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and Microsoft Corporation.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Prof. Matt Welsh. 

CitySense NSF Proposal
http://www.citysense.net/trac/citysense-public/wiki/ProjectProposal
Sensing the Environment via Wi-Fi
http://www.wi-fiplanet.com/columns/article.php/3677221

http://www.deas.harvard.edu/
http://www.bbn.com/
http://www.nsf.gov/
http://www.microsoft.com/
http://www.eecs.harvard.edu/~mdw
http://www.citysense.net/trac/citysense-public/wiki/ProjectProposal
http://www.citysense.net/trac/citysense-public/wiki/ProjectProposal
http://www.wi-fiplanet.com/columns/article.php/367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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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2.0 Conference 2007
http://conferences.oreillynet.com/where2007/

� Presentation files will be made available after the session has 
concluded and the speaker has given us the files. Check back 
if you don't see the file you're looking for—it might be 
available later! (However, please note some speakers choose 
not to share their presentations.) 

� Economics of Mash-ups
Speaker(s): Di-Ann Eisnor
Presentation Date: 05/29/2007 
View full description 
Download presentation files

� Graphserver Lightning Talk
Speaker(s): Brandon Martin-Anderson 
Presentation Date: 05/29/2007 
View full description 
Download presentation files

� Intelligent Design of Earth Operating System
Speaker(s): Tim Foresman
Presentation Date: 05/30/2007 
View full description 
Download presentation files

http://conferences.oreillynet.com/where2007/
http://conferences.oreillynet.com/cs/where2007/view/e_sess/11945
http://conferences.oreillynet.com/cs/where2007/view/e_sess/11945
http://conferences.oreillynet.com/presentations/where2007/eisnor_where.ppt
http://conferences.oreillynet.com/cs/where2007/view/e_sess/14554
http://conferences.oreillynet.com/cs/where2007/view/e_sess/14554
http://conferences.oreillynet.com/presentations/where2007/brandon_where.ppt
http://conferences.oreillynet.com/cs/where2007/view/e_sess/11938
http://conferences.oreillynet.com/cs/where2007/view/e_sess/11938
http://conferences.oreillynet.com/presentations/where2007/foresman_where.ppt


SaeGilRo 85

OGC Web Services-Phase 4 Demonstration
http://www.opengeospatial.org/pub/www/ows4/index.html

OGC Web Services, Phase 4 (OWS-4)

http://www.opengis.org

http://www.opengeospatial.org/pub/www/ows4/index.html
http://www.opengi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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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 Deployment Status in Korea

� Exploring New Business Area

� U-City

� RFID/USN

� IPv6 based USN

National Oceanographic Research 
Institute (NORI) – 국립해양조사원

� Mobile based U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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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km

2.50km

3.83km

4.17km

4.66km

2. 83km

6.30km

5.30km

5.57km

4.19km

제주도 성산포 지역

구좌읍사무소 종달

성산포기상관측소

: IP-USN설치장소

: Wireless Mesh 설치장소

IPv6-USN Pilot Projects

Weather Monitoring Sensor Network

Source: Ajo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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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lowpan 센서 6lowpan G/W

IPv6

DualStack

Router

ConfigurationConfiguration
� Concept

6lowpan 센서 6lowpan G/W

IPv6

DualStack

Router

KORENKOREN

IPSEC VPN 

concentrator

IP Cam-CCTV

(Option/Planning)

Large Display

6lowpan 센서 6lowpan G/W

Wireless Mesh NetworkWireless Mesh Network
IEEE802.11g/2.4GHz/OFDMIEEE802.11g/2.4GHz/OFDM

WEP/AES EncryptionWEP/AES Encryption

IPv6

DualStack

Router

PC1 PC2 PC3

New AWS

New 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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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달초소

Wireless Mesh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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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해양조사원 조위관측소

WMN Detailed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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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of USN over Sungsan
Weather Center

�성산포기상관측소

- 센서노드 9개 설치

성산포 기상관측소

성산포

기상관측소 건물

기상관측

레이더나무숲

한라봉 비닐하우스

  IP-USN노드(베터리)

  IP-USN노드(상전)

  IP-USN노드(미설치)

  IP-USN 라우터

  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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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of USN over Sungsan
Weather Center II

IP-USN Sensor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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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of USN over Sungsan
Weather Center III

IP-USN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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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of USN over Sungsan
Weather Center IV

2006.11 U-infra Conference 전시 2006.11 RFID/USN 컨퍼런스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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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of USN over Sungsan
Weather Center V

기상해양 센서네트워크 관제실

http://weather.6lowpan.net/

http://weather.6lowp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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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LoWPAN Node

� 6LoWPAN Sensor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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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LoWPAN Router

� 6LoWPAN Router
� 6LoWPAN을 IPv6 네트워크와 연결

� IPv4/6 터널링 및 방화벽 기능

� SNMP 프록시 에이전트 기능

� Pxa255 arm MCU

� 64Mbyte RAM

� 64Mbyte 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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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 모니터링

해양2000호(센서네트워크 구축)

Satellite

위성

해양 2000호 IP-USN 구축

� 해양2000호 선상에 센서네트워크 구축

- 목적: 풍향. 풍속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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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2000호 IP-USN Te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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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2000호 IP-USN Test(2)

설치 내역

- 선수의 타워 상단 설치

- 풍향, 풍속 센서 1조 설치

- 예상 토폴로지
- 풍향, 풍속센서>중계노드>게이트웨

이

- 풍향, 풍속센서>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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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Bro–USN Interconnection 
Pilot Project

� KAIST 동편 기숙사내 20개의 USN구성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관내 20개의 USN
구성

� 보안센서네트워크
� 주제: KAIST및 아주대학교 학생들의 24시

간

� 센싱정보
�온도, 습도, 가속도, 초음파, 소리, 진동, 적외선

� 메인파워기반 (건물내부에 설치)



SaeGilRo 102

WiBro-USN Ro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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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ou University 동편기숙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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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ou University 산학협력관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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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ing in Ajou University 산학협력
관내 설치된 모습

Sensing for 온도,습도, 가속도, 초음파,소리,진동,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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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동쪽기숙사내 설치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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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Bro-USN연동시험망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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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y CDMA by Binary CDMA by CasurCa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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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Nano QplusQplus by ETRIby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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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FOS™ by Ai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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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iler : ARM Developer Suit v1.2

Emulator : OPENice32 A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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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유비쿼터스 시대 ?



SaeGilRo 112

Low Data Rate Wireless Evolution

� Single Chip Focus

� Parallel with 11n 

� Mobile Internet Devices

� u-City, AMR

� Environmental

� Building

� Defence & security

Second Stage
2008 2009 2010

� Wireless Ubiquitous Era

� Consumer

� Asset tracking 
supply chain

� Automotive

� $10B - $100B+ Industry

� $10 - $1 Unit Cost

Third Stage
2011   2012   2013+

First Stage
… 2005   2006 2007

� IEEE 802.15.4 Emerges

� ZigBee Emerges

� 6LoWPAN Emerges

� IP-USN Emerges

� Pilot Projects

� Research

http://www.mediamob.co.kr/infoland/frmView.aspx?list=sum&id=152457&page=1&cate=3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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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pidly increasing IP based Devices

� Trend towards Wireless

WSN, IP-USN

� OpenAPI based Mashup Business Models

� Wireless Sensors and RFID Tags growing 
rapidly

� Convergence between Telecom and IT :

� WiBro, Mobile IPTV, Embedded Database

Technology Rev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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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quitous Connectivity

Mainframe
Revolution

PC
Revolution

Internet
Revolution

1960’s 1970’s 1980’s 1990’s 2000’s 2010’s 2020’s

Device
Revolution

1 MM

10/100 MM

100 MM / 1 BM

100 BM+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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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ility   

Wireless Public Access Point,  UWA (Unlicensed Mobile Access) Femtocells, and etc  

Usebility

Link and Connection, Culture, Content, Mobile and …

Creating New Business Models by OpenAPI and Mashup

Future Network: BcN(+WiBro) + IP-U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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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Accessibility)      

Wireless Public Access Point,  UWA(Unlicensed Mobile Access) 
Femtocells 등.  

사용성 (Usebility)

Link/Connection, 문화, 콘텐츠가 주도

많은 웹 콘텐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명 사이트의 오픈
표준 API와 IP-USN을 인터페이스 시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네트워크: BcN(+WiBro) + IP-U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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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Mobile 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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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r Projects 
http://www.housingmaps.com/ House Information 

http://www.chicagocrime.org/map/ Obtaining crime data and Analysis

http://www.wunderground.com/ weather 

About this project
http://www.sensorplanet.org/wsw2006/5_Nath_SensorMap_WSW2006_final.pdf

OpenAPI

http://www.housingmaps.com/
http://www.chicagocrime.org/map
http://www.wunderground.com/
http://www.sensorplanet.org/wsw2006/5_Nath_SensorMap_WSW2006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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