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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융합 기술의 개념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등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신기술 분야의 상승적인 결합(synergistic combination)으로
서로 다른 기술들 간의 융합을 통하여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IT, BT, NT 간의 융합]



IT 융합 기술의 개념

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기술을 통칭하는데,  
요즘에는 컴퓨터 통신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처리 기술들을 포함함
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기술을 통칭하는데,  
요즘에는 컴퓨터 통신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처리 기술들을 포함함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생체나 생체 유래물질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물질을 원자나 분자 크기의 수준에서 조작하여 분석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과학 기술임



기술적 측면의 IT 융합

서로 다른 기술 요소들이 결합되어 개별 기술 요소들의 특징들을 살려
IT, BT, NT의 기술 간 융합이 그 중심을 이룸

산업적 측면의 IT 융합

산업적 측면의 IT 융합은 타 산업의 기술이 기존 산업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사성을 가지게 되면서 형성됨

산업 내 융합(예> DVD, MP3)과 산업간 융합(예> 텔레뱅킹,온라인 쇼핑)으로
구별됨



IT-BT 융합

[IT 융합기술의 모델링과 응용 분야]



IT-BT 융합

[IT-BT 융합 기술의 국내외 현황과 기술 수준]

기존의 정보 기술을 바이오 기술과 접목하여 생물학적인 원리와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IT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술임



IT-NT 융합

[IT-NT 융합 기술의 국내외 현황과 기술 수준]

IT-NT 융합 기술은 원자 또는 분자 레벨의 나노 기술을 IT 기술에 접목하여 고성능, 
소형화, 이동성 등을 획기적으로 높인 새로운 핵심 요소 기술



NT-BT 융합

[NT-BT 융합 기술의 국내외 현황과 기술 수준]

나노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기술은 나노기술에 의한 극미세 도구를 이용하여 바이오
물질의 이송, 조작, 검출, 인식과 바이오 정보의 분석 및 재합성을 통한 생명 현상의
원리에 관련된 새로운 바이오 기술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인터넷을 이용하여 방송 및 기타 콘텐츠를 TV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임

방송과 IP 기술을 융합시킨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서비스의 한 유형임

[IPTV의 한 장면]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의 개념도]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지상파 DMB의 개념도]

셀 방송 서비스 방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뉴스, 증권 정보, 일기 정보, 음악, 드라마, 
엔터테인먼트 정보 등을 이동전화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임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위성 DMB의 뉴스와 음악 방송]



와이브로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도 높은 전송 속도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임

유선 초고속인터넷 및 무선 랜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며 이동 중에도 끊이지 않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용 환경을 제공함

[와이브로 서비스 개념도]



[와이브로 모뎀] [와이브로 모뎀을 노트북에 연결한 모습]

와이브로



RFID와 USN

[바코드로부터 RFID로의 발전 과정]

무선 주파수를 이용한 비접촉 인식장치로서 태그와 리더기로 구성된 시스템



[교육용 USN Mote]

RFID와 USN

무선 식별 시스템으로서 대상 물체에 부착된

지능 칩과 다양한 센서들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통신할 수 있는 전략기술



ITS와 텔레매틱스

도로, 차량, 화물 등 기존 교통체계의 구성 요소에다 첨단의 전자, 정보, 통신, 제어

기술들을 적용시켜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과 전체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교통

분야의 미래형 정보화 사업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와 텔레매틱스

[자동차에서 적용되는 텔레매틱스]

통신(telecommunication)과 인포매틱스(informatics)의

합성어로서 자동차 내의 단말기를 통하여 자동차와

운전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술



ITS와 텔레매틱스

[텔레매틱스 서비스의 발전 과정]



U-헬스 분야

[U-헬스 서비스의 운영]

U-헬스(U-Health)란 의료기기 및 서비스 산업에 IT, BT, NT 융합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서비스 및 기기 수준을 높이거나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을
창출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임



U-헬스 분야

[U-헬스 관련 첨단 의료기기]



커뮤니티 컴퓨팅(Community Computting)

[현재의 컴퓨팅과 커뮤니티 컴퓨팅의 비교]

유비쿼터스 지능공간(Ubiquitous Smart Space)에 분산된 다양한 서비스의
자율적인 융합을 위한 새로운 컴퓨팅 영역임



커뮤니티 컴퓨팅(Community Computting)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자동협력 모델]



인공신경(Neural Prosthests)

[융합 기술을 적용한 인공신경 시스템]

반도체 및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킴으로써 잃어버린 기능을
되살려주는 생체 전자공학 기술



인공신경(Neural Prosthests)

[인공신경 시스템의 적용 예]



M-커머스(M-Commerce)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서비스를 통칭

휴대전화나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연동하여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은행 거래, 
증권 거래 등에도 이용되고 있음

[휴대폰을 이용한
M-커머스 결제 장면]



U-City

유비쿼터스 컴퓨팅, 정보통신 기술 등을 기반으로 도시 전반의 영역을 융합하여, 
통합되고(integrated), 지능적이며(intelligent), 혁신적인(innovative) 미래형 최첨단
도시임

[U-City 구축 목적에 따른 분류의 내용 및 특징]



U-City

[U-City의 형상화]



BIS

[서울의 버스 정류장 BIS]

버스 정류장 안내기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버스 이용 승객에게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



IT 융합 기술의 발전 전망과 기대효과

[IT 융합화의 진화 방향]



IT 융합 기술의 시장 전망

[IT 융합 시장의 규모]



IT 융합 기술의 시장 전망

[U-헬스 분야의 시장 규모]



IT 융합 기술의 시장 전망

[세계 RFID/USN 시장 전망]



IT 융합 기술의 시장 전망

[국내 RFID/USN 시장 전망]



IT 융합 기술의 시장 전망

모바일 헬스케어란 환자와 의사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시간, 공간,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료 서비스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함

[세계 모바일 헬스 기기 시장 규모 전망]



IT 융합 기술의 시장 전망

[세계 모바일 의료 활성화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