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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자정부 10대 기술트렌드는...`T.H.E`
발행일 : 2017.01.12

올해 도입 50년을 맞는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인공지능(AI), 로보틱스 기술과 융합해 지능형
서비스로 거듭난다. 빅데이터78와 니치데이
터를 결합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80(IoT)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한국정
보화진흥원과 2017년 전자정부를 이끌어갈
10대 기술 트렌드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2015년부터 매년 기술 트렌드를 선정해 전자
정부 발전 정책에 반영했다.
행자부는 올해 기술 트렌드의 특징을 `더
(T.H.E) 지능화된 전자정부`로 꼽았다. 더 진화된 혁신기술(Technology Transformation), 더 행복한 국민생활(Humancentric Intelligence), 더 확장된 연결사회(Everything in Connectivity)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기존 데이터 분석·활용에 AI와 니치데이터, 로보틱스 기술 등을 더한다. AI 분야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컨
텍스트 딥러닝, 지능형 머신러닝으로 전자정부 10대 기술 트렌드에 선정됐다. 올해는 `강력해진 AI`로 로보틱스 등과
함께 전자정부 지능화를 돕는다. 웨어러블 건강보조장비와 IoT 센서를 활용한 독거노인, 취약계층 보조서비스 등이다.
니치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에 더해 개개인 소규모 데이터에 주목한 기술이다. 다양해지는 국민 요구에 맞춰, 틈새(니
치) 수요를 채운다. 클라우드는 전자정부의 지속 관심 대상이다. 지난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올해는 멀티 클라우드에
초점을 맞췄다. 퍼블릭, 프라이빗, 호스트형 등 다양한 형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동시 사용하는 방식이다.
전자정부는 스마트시티, IoT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도시 기반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가로등, 빌딩, 주차장 등 도시 기
반시설과 지능형 사물을 연계해 정보를 주고받는다. 전력소비를 줄이고 교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도시자원 활용
최적화와 시민생활 안전을 꾀한다.
행자부는 올해 처음 기술 트렌드로 선정한 블록체인을 비롯해 지능형 보안 아키텍처, 가상현실409(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전자정부에 접목한다. 공공 선도형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전자정부가 행정서비스를 넘어 새로
운 비즈니스와 시장을 창출한다.
행자부는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전자정부 발전 정책을 시행한다. 한국 전자정부는 1964년 인구통계용 컴퓨터 도입으
로 시작돼 올해 50년 역사에 접어든다. 다가올 50년 비전을 마련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기술 간 융합이 이뤄지는 환경에서 전자정부도 끊임없는 혁신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떠오르는 유망 기술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겠다”
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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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광컴퓨터 구현되나…그래핀으로 나노레이저의 컬러 바꾸는 기술 개발
발행일 : 2017.01.12

그래핀21으로 나노레이저 컬러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박홍규 고려대 교수 연구팀은 빛을 흡수
하는 그래핀 성질을 이용해 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레이저인 나노레이저 컬러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노레이저는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빛을 가두는 장치를 이용한 레이저다.
연구자들은 빛의 속도로 빠른 미래 컴퓨터인 광학컴퓨터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보, 이미지 등을 빛으로 처리하
기 위해 전자 칩에 집적시킬 만큼 소형 레이저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그래핀이 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레이저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팀은 두 나노레이저를 가깝게 위치시키고
한 쪽 레이저에만 그래핀21을 덮어서 빛이 손실
되는 부분과 빛이 발생하는 부분을 따로 분리했
다. 두 가지 색깔의 빛이 한 가지 색깔의 빛으로
바뀌는 물리적 현상을 실험적으로 최초로 관측
했다.
그래핀의 광학적 흡수 특성은 외부에서 전압을
가하면 제어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외부에서
전압을 가해 그래핀의 광학적 흡수 특성을 변화
시켰고 특이점을 전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박 교수는 “그래핀을 이용해 나노레이저의 특이점을 제어하는 물리 현상의 새로운 발견”이라면서 “레이저 빛의 특성
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어 미래 광학컴퓨터 개발 등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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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및 일본과 데이터 전송 협약 추진"
발행일 : 2017.01.11

유럽연합(EU)이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 및 일본과 데이터 전송 협약 추진에 나선다고 로이터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를 위해 EU집행위는 올해 안에 한국과 일본이 EU가 제정한 `개인 정보 보호 적절성 평가`를 마치기를 기대하고 있
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국이 EU의 `개인 정보 보호 적절성 평가`를 통과하면 그동안 한국 기업이 EU 기업과 거래할
때 사안별로 규제당국에 개인 정보 보호조치에 대해 문의하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효과가 발생, 양측 기업 간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유럽 데이터 시장 규모는 현재 577억달러 정도다. EU집행위는 “만일 장벽이 없어지면 최대 80억유로가 EU GDP에 더
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보다 앞서 EU는 지난해 미국과 개인 정보 이전을 엄격히 규제하면서 기업
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프라이버시 쉴드(사생활 보호)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EU와 미국간 연간 디지털 서비스 규모
는 2600억달러에 달한다.
EU는 미국에 이어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무역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기업간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는 무역 상대국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관행을 평가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EU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EU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12개국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먼저 한국과 일본에 이 평가를 적용함으로써 향후 다른 나라 평가의 모델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베라 주로바 EU 사법
담당 집행위원은 “개인정보보호 적절성 평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올해 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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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탑재한 '갤S8'·모듈 포기 'G6' 공개 초읽기
기사입력 2017-01-09 03:02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017년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노트7'(이
하 갤노트7)이 단종된 후 절치부심 끝에 '갤럭시S8'을 내놓는다. 홈버튼을 제거한 파격적 디자인에 자체 AI(인공지능)
서비스까지 탑재해 역대 최고 스마트폰을 만들겠단 각오다. LG전자도 작년 'G5'의 실패로 'G6'의 흥행에 사활을 걸어
야 하기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두 제조사의 전략폰에 어떤 '혁신'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갤노트7' 굴욕 '갤S8'로 씻자 AI 음성비서·홈버튼 제거=이미 업계에서는 갤S8과 G6의 스펙(사양) 및 공개 시점을
놓고 '설'(說)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사 모두 제품 정보에 대해 함구하며 내부 입단속에 나선 상태지만 지금까지 역대
최고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될 것이란 전망엔 이견이 없다.
삼성전자의 경우 '2월 부품조달→3월 양산→4월 출시'(초도 물량 1000만대 추정)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갤노트7 발화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달 중순 이후 발표된다. 이 때문에 갤S8의 공개 및 출시 시점은 갤S7 시리즈(2016년 2월
공개·3월 출시)보다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7'에서 구경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추측이다.
갤S8에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 인수한 비브랩스의 개방형 인공지능 플랫폼이 탑재된다. 기존 'S보이스'를 대체하
는 것으로 시작해 향후 개별 앱들을 대체하고, 집안 내 가전 등 사물인터넷(IoT)을 제어하는 허브로 작용할 전망이다.
갤S8에는 이 이에도 베젤이 거의 없는 풀스크린 디자인이 적용돼 물리 홈버튼이 사라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또 5인치대와 6인치대 2개 모델로 출시돼 대화면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트시리즈에만 탑재되는 S펜이
별도의 엑세서리로 판매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LG의 구원투수 'G6', 모듈 접고 방수·방진=휴대폰사업(MC사업본부)의 부진으로 6년만에 영업적자를 본 LG전자는
G6의 흥행이 간절하다. 지난해 4분기 휴대폰 영업손실은 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한다. G6의 흥행에 LG 스마
트폰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LG전자는 전작 G5와 달리 G6에 '모듈방식'을 채택하지 않기로 일찌감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방수·방진기능
과 '일체형' 내장배터리를 탑재하기로 확정했다. 공개 시기는 오는 2월 MWC 2017이 가능성이 높다. 1분기 실적에 G6
판매분이 반영돼야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출시 시기도 2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안승권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사장)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17 현장에서 "G6는
아주 이른 시점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갤S8보다 G6가 먼저 출시되면 시장선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골
드만삭스는 LG전자가 올해 G6를 500만대(G5 300만대 수준) 가량 판매할 것으로 기대했다. G6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관건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시장은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며 "삼성과 LG가 어떤 혁신을 보
여주느냐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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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8GB 초대용량 초저전력 모바일 D램 출시
발행일 : 2017.01.09

SK하이닉스는 세계 최대 용량인 8기가바이트(GB) LPDDR4X(Low Power DDR4X) 모바일 D램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
다. 이 제품은 16기가비트(Gb) 칩을 기반으로 구현됐다. 두 개의 8Gb 단품을 연결한 듀얼채널(Dual Channel) 16Gb 칩
을 4단으로 쌓았다. SK하이닉스는 조만간 출시될 최신 스마트폰에 8GB 모바일 D램을 대량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LPDDR4X는 기존 LPDDR4 대비 전력효율을 20%가량 개선한 최저 전력 규격이다. 8GB는 LPDDR4X 규격 기준 세계
최대 용량이다. 신제품은 데이터 입출력(I/O) 동작전압을 기존 LPDDR4의 1.1V 대비 0.6V로 낮춰 전체적인 전류 소모
를 줄일 수 있다. 저전력을 유지하면서도 64개의 데이터입출력구(I/O)를 통해 초당 34.1GB 데이터를 처리한다.
크기는 기존 8GB LPDDR4 패키지 크기 대비 30% 이상이 줄었으며(12×12.7㎜), 두께도 1㎜ 이하로 같은 용량 제품 중
가장 작은 면적을 차지한다.
오종훈 SK하이닉스 DRAM제품본부장(전무)은 “현존하는 모바일 D램 중 최고 성능의 제품을 고객에 공급함으로써, 모
바일 기기 사용자 경험을 최적으로 구현할 것”이라며 “향후 모바일뿐만 아니라 울트라북,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로 제
품을 확대 전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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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스스로 치유하는 물질 개발 화제
발행일 : 2017.01.09

미국 연구진이 스스로 치유하는 물질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재생능력을 가진 마블코믹스의 만화 주인공 `울버린`에서
영감을 얻었다. 미래에 자가 치유능력을 가진 로봇 제작 등 다방면에 쓰일 전망이다.
영국 온라인매체 익스프레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과 콜로라도 대학 연구진이 스스로 치유하는 인조
물질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은 개발 물질이 최초의 합성 이온 전도체라고 밝혔다. 고 이온강도 소금과 신축
성이 있는 극성 폴리머 혼합물로 구성됐다. 분자가 흘러나와 눈물·흠을 다시 붙이도록 전기 전도성을 부여했다.
물질은 원래 길이 50배까지 늘릴 수 있을 정도로 탄력이 있다. 찢어진 후 24시간 내 실온에서 완전히 치유된다.

<출처 익스프레스>
연구진은 재생 능력을 가진 `울버린`에게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공동연구자인 차오 왕(Chao Wang) 리버사이드 교수는 “재료를 만드는 것은 수 년간 퍼즐이었다”며 “우리는 그 작업
을 수행했고, 지금은 응용 프로그램을 탐색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본래 이 재료가 전기자동차 리튬 이온 배터리에 사용되길 희망했다. 이후 진행된 연구에서 미래 로봇이 자
기 치유능력을 갖추는 것 등 가능성을 열었다. 연구 결과는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에 게
재됐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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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C touts AI for latest smartphones
12 JAN 2017

Ailing smartphone maker HTC aimed to get a jump on its rivals by unveiling its U-branded devices, said to mark “a new
direction” for the company.
With a number of key rivals set to launch devices at Mobile World Congress next month – as well as some unveilings at CES 2017
last week – HTC is looking to pick up some traction in what is traditionally something of a lull in the market. However, with
reports pegging availability of the U-branded devices at mid-February, the window of opportunity will be small.
With the U line, the user is now “central to the experience of the product, where the device learns from you, listens to you,
responds to you and reflects you,” product chief Nigel Newby-House said. This is powered by what the company calls HTC Sense
Companion, which monitors user actions and pulls information from apps and the internet to provide a personalised user
experience.
Chailin Chang, HTC’s smartphone president, said: “Yes, it’s AI. We’ve put a lot of resources really developing, yes, machine
learning. But machine learning or AI will not do much without you, without learning from you.”
Two U-branded devices were unveiled: the high-spec U Ultra, described as “our first phablet device in a while”, and the lowertier U Play, which is said to offer “all the premium features of a flagship at a slightly more accessible price”.
U Ultra has a 5-inch 2560 pixel by 1440 pixel screen, with a secondary display (160 pixels by 1040 pixels) above which is
described as “a window to the AI companion”. The secondary display concept is, of course, not new – LG Electronics currently
has a dual-display device in its current line.
As with Apple and others, the company moved away from supporting the 3.5-inch headphone jack, although in HTC’s case it said
it is looking to deliver “individualised, custom-made audio” via its USonic technology. This uses a “Sonar-based audio system”
which works with the in-box headphones to deliver tailored audio.
Other features highlighted include four always-on, low-power microphones for voice input, including biometric voice unlock.
U Play sports a traditional 5.2-inch 1920 pixel by 1080 pixel display, but includes features such as Sense Companion and USonic.
Four colour variants will be available: blue, black, pink and white.
A high-spec version of U Ultra with 128GB storage and sapphire glass is in the works.
Author: Steve Cost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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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flagship smartphone to adopt new screen format
11 JAN 2017

LG Electronics is set to adopt an unusual display resolution for its next flagship smartphone, in a move said to reflect increasing
consumer demands for bigger screens.
According to a missive from its LG Display unit, the South Korean vendor will use a 5.7-inch panel with 18:9 aspect ratio and
1440 pixel by 2880 pixel resolution. This compares with 1440 pixel by 2560 pixel for standard QHD screens.
The screen will be used by LG “for its next flagship smartphone this year”.
Stating the new screen “represents LG Display’s direction on how displays should evolve”, in addition to watching
videos the company said it is “optimised for multi-tasking, using dual-screen functions”.
More than ever, the launch of LG’s next smartphone will be critical for the company. While last year’s G5 was widely hailed for
its innovative modular design, this failed to generate traction with buyers.
In addition, the company reported losses at its mobile unit in recent quarters.
Other features of the screen were also trumpeted. It is said to enable thinner and lighter smartphones due to the absence of
touch cover glass, and features a reduced bezel width compared with conventional screens.
It is also said to offer improved outdoor visibility with reduced power consumption.
Author: Steve Cost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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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Telecom earmarks $4B for AI, IoT development
11 JAN 2017

South Korea’s largest mobile operator SK Telecom (SKT) plans to invest KRW5 trillion ($4.1 billion) over the next three years to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Internet of Things (IoT) technology and services.
SKT said in a statement the investment strategy will focus on creating a “new ecosystem” for AI, self-driving cars and IoT,
Yonhap news agency reported. Research will be coordinated with SKT’s SK Broadband and SK Planet affiliates.
A part of the investment will be allocated to support local start-ups, the operator said.
At CES in Las Vegas last week, SKT said it held discussions with Samsung, Nvidia and Intel about cooperating on AI, connected
cars and IoT initiatives, according to Yonhap.
Separately, SKT announced it will invest KRW6 trillion in its 5G network by 2019, with the aim of launching commercial service in
2020. The operator is employing a two-track 5G network strategy: an evolutionary path moving from LTE-Advanced; and a
revolutionary approach pushing New Radio (NR) technology.
Rival KT said last month it will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a trial 5G network in parts of Korea by September, in preparation for
a pilot service of the high-speed technology at the 2018 Winter Olympics.
Despite KT’s ambitious targets, 5G isn’t expected to be officially ratified as a technology until 2018, with widespread commercial
launches expected from 2020.
Author: Joseph W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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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B Alliance says technology poised for success
11 JAN 2017

Many of the issues standing in the way of LTE Broadcast (LTE-B) deployment have been resolved and the industry is now poised
to drive the technology forward for further commercial launches, the LTE-B Alliance announced.
In a white paper document detailing the technical progress of LTE-B to date, the Alliance said proof of concepts have either been
completed or are underway, commercial services launched and new services are nearing commercialisation.
“Many technical trials have proved that the technology works, and that it supports multiple deployment models. Many of the
issues have been resolved, and operators, network equipment providers, middleware, chipset and device vendors now know
what is required. They can take steps now to drive LTE Broadcast forward to a successful future based on real services with
proven business cases,” the Alliance stated in its white paper.
In a recent media briefing with Mobile World Live, Mike Wright, executive director of networks at Telstra – one of the founding
members of the Alliance – said the opportunities for the technology were “enormously exciting” and expressed hopes the
technology would “come right” this year.
Commenting on the LTE-B Alliance’s research, Wright said it shows “the market potential for LTE-Broadcast is huge. Delivering
on-demand or popular content using one stream of data will free up an operator’s network and help them deliver the best
service to their customers.”
In a 2015 report, the Global mobile Suppliers Association (GSA) estimated the market for the technology could reach $14 billion
by 2020, with an estimated two billion customers using the technology. However, LTE-B has so far struggled to live up to earlier
hype, despite impressive early stadium demos at sporting events.
In its new report the Alliance also announced the first LTE-B Alliance forum will be held at next month’s Mobile World Congress.
The organisation was formed by several international operators and vendors including Verizon, Telstra, Korea Telecom, EE,
Ericsson, Nokia and Huawei in early 2016 to progress development of LTE-B technology, and membership was expanded in
September 2016.
Author:Chris Don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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