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동향 추가 용어)

1.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NFV]

통신망 구성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화해서 서버 단에서 구현하는 기술. 세계 주요 통신사들
이 사업자 통신망 장비의 기능들을 가상화하여 네트워크의 유연성을 높이므로 하드웨어 장비를 줄일
수 있다.
2. 닐슨의 법칙 : Nielsen's Law
통신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매년 50%, 10년 동안 약 57배 증가한다는 이론. 재화나 서비스 거래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를 비롯한 모든 지적 생산물의 생산, 유통, 분배를 담당하는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의 진화를 설명한다.
3. 만물 인터넷 : Internet of Everything [IoE]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가 진화하여 만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미래의 인터넷. 서로 소통
하며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창출해 내는 미래 인터넷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프로세스, 데이터까지
모바일, 클라우드 등이 서로 결합된 인터넷을 말한다.
4. 사물 웹 : Web of Things [WoT]
모든 사물이 웹으로 연결되는 환경. 사물웹은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에
서 유래한 용어로 스마트 사회를 만드는 핵심 기술이다. 스마트 사회는 사람과 사물은 물론 사물과
사물간에도 소통하면서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말한다.
5. 스마트 사회 간접자본 : Smart Social Overhead Capital [SSOC]
방송, 정보통신 인프라와 스마트 그리드로 대표되는 지능형 전력/에너지망, 스마트 자동차와 지능형
교통체계(ITS)와 같은 도시나 국가 전체의 스마트 네트워크 기반 시설. 그 외에 공중위생 부문의 유
헬스(u-Health), 교육 부문의 스마트러닝, 대국민 행정(안전, 환경, 복지 등) 서비스 등 사회 제반의
기반 구조가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기반의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사물, 사물 대 사물 간의 소통과 통신이 가능해지는 초연결 사회의 사회 간접자본을 의미한다.
6. 지니 : Global Environment for Network Innovations [GENI]
미국국립과학재단(NSF)이 주관하는 기초과학 연구로 미래 인터넷 대표 프로젝트. 미래의 인터넷 탐구를
위한 네트워크 과학과 엔지니어링 기술을 선도하는 하나의 거대한 가상 연구소 체계를 갖는다.
7. 홈 에너지관리 시스템 : 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HEMS]
주택의 전력, 가스, 온수 등 에너지 소비원인 조명, 가전 기기 등을 정보통신기술로 네트워크화하고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
8. 디지털액자 : Digital frame
원하는 이미지들을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여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장치. 여러 장의 사진
을 원하는 시간 간격으로 슬라이드 쇼의 형태로 보여준다. 사진을 프린터로 출력할 수도 있다.
디지털 카메라로 녹화된 동영상 클립이나 MPEG 비디오 파일, 그리고/또는 MP3 오디오 파일 등 멀
티미디어 컨텐츠를 지원하는 액자도 있다. 대부분 텍스트 파일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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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디지털 탁자 : Digital table
테이블형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으로 기업이나 매장의 홍보, 안내 키오스크. 테이블에 터치스크린
을 장착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다양한 메뉴를 주문하는 것은 물론 결제까지 가능하며 학습, 업무,
회의, 오락에 활용되며 멀티터치와 같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기술을 통해 쉽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게 발전될 전망이다.
10. 망 연결 주택 : Connected house
가정 자동화의 진화형으로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디바이스에서도 연결되는 미래형 주택. 네트워크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로봇, 차량 등의 다양한 기기가 교육, 의료, 스마트
홈 등의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어 서비스와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이다.
11. 메타 미러 : Meta Mirror
시청중인 TV 프로그램과 연관된 정보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 단말에 연동해 실시간으로 보
여주는 애플리케이션.
12. 단축 인터넷 주소 : URL shortening
웹상의 인터넷주소(URL)를 기억하기 쉽도록 서비스 사에서 경로만 가진 간단한 구조의 URL을 제공
하는 방식.
13. 검색엔진 최적화 : Search Engine Optimization [SEO]
각종 검색 엔진에 내 글을 효과적으로 싣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웹 페이지를 구성해서 검색 결과의
상위에 오르게 작업.
14. 군집분석 : Cluster Analysis
각 대상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유사성이 높은 대상 집단을 분류하고, 군집에 속한 객체들의 유사성과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한 객체 간의 상이성을 규명하는 통계 기법.
15. 맥락 검색 : Contextual Search
단순히 입력한 검색어가 포함된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 검색
에 이용하는 기술. 검색어를 구성하는 텍스트의 맥락(Context)으로부터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추론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터넷에 존재하는 방대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대상 간의 관계에 기반을 둔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를 활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의도에 근접한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16. 수직 플랫 폼 : vertical platform
기존 플랫폼에는 없는 새로운 방식의 영역 확장을 추구하는 플랫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커머스,
미디어, 콘텐츠,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주요 영역에서 틈새를 찾아내어 새로운 룰과 서비스를 도입
하여 특정 분야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진, 뉴스, 패션 등 세부 분야별로 서비스를 제
공하는 플랫폼을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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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딥 웹 : Deep Web
일반 검색엔진으로는 검색되지 않거나 유료 데이터 뱅크에 있는 콘텐츠의 인터넷 환경.
18. 선플 : full of sunshine/sunfull
‘착한 인터넷 댓글’을 함축한 낱말. 영문은 ‘햇살 가득한(full of sunshine)’을 합친 것으로 따뜻한 인
터넷 세상을 만들자는 뜻이다.
19. 소셜검색 : Peering Agreement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의 콘텐츠처럼 이용자들이 이전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콘텐츠를 검
색하는 서비스.
20. 소셜 마이닝 : Social Mining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글과 사용자를 분석해 소비자의 성향과 패턴 등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 결
과는 판매 및 홍보에 주로 이용하며, 여론 변화나 사회적 흐름이나 트렌드를 파악하기도 한다.
21. 시냅틱 웹 : Synaptic web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인 시냅스(synapse)를 인터넷에 적용한 '인간의 뇌를 닮아가는 인터넷'. 사
람의 뇌 활동을 웹(web)에 적용하여 인터넷 상에 수많은 사이트들의 이미지, 프로필, 링크나 그룹
등과 같은 소셜 객체(social object)들이 연결되면서 매시업(mashup) 서비스가 발생한다.
22. 오픈 그래프 : Open Graph
기존의 웹사이트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연동하여 사업자와 고객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기법.
23. 개방형 뱅킹 : Open banking
어떠한 운영체제나 어떠한 브라우저에도 구속되지 않고 은행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은행의 마케팅 용어.
24. 오피니언 마이닝 : Opinion Mining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여론과 의견을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로 재가공 하는 기술. 텍스트
를 분석하여 네티즌들의 감성과 의견을 통계/수치화하여 객관적인 정보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25. 웹 마이닝 : Web Mining
월드와이드웹(www)에서 수집된 정보로부터 흥미로운 것이나 잠재적인 유용한 패턴, 프로파일, 추세,
명시적인 정보 등을 추출해서 분석하는 기법.
26. 웹봇 : Web bot
인터넷의 웹(Web)과 마이크로 로봇(robot)의 합성어. 주식시장과 경기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아주 많은 거미(Spider)를 거느리고 있다. 데이터를 수집해 오는 프로그램인 스파이더
가 스스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특정 키워드를 추출한 후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 3 -

(신기술 동향 추가 용어)

27. 반응형 웹 : Responsive Web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
28. 토르 네트워크 : Tor network
전 세계에서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가상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여러 차례 경유하면서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 흔적을 추적할 수 없게 하는 서비스. 인터넷의 지하공간으로, 차단된 사이트를 익명으로 방문할
수 있어 감시와 검열의 자유 지대이자 범죄의 온상으로 불린다.
29. 트위터봇 : Twitter bot
트위터에서 자동으로 글을 올리고 이용자가 가상의 인물이나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운영하는 계정.
직접 트윗을 발송할 필요 없이 트윗을 예약해두면 봇트윗 서버에서 정해진 시간에 자동 발송되는
서비스이다.
30. 프록시 프로그램 : Proxy program
인터넷 사용을 정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지 않고 특정한 서버를 이용해 우회하여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프록시 서버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사진, 친구목록,
주소록, 전자우편주소, 메신저 주소, 학교 또는 직장 이름, 나이, 혈액형,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1. 기가 인터넷 : Giga Internet
가입자에게 기가bps(Gbps, Giga bit per second) 이상을 지원하는 차세대 인터넷.
32. 무선 백홀망 : Wireless Backhaul network
백본(backbone)망과 서브넷(sub-net) 사이의 무선 링크.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3G/4G 이동통
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수백 Mbps 이상을 전송하는 밀리미터파 백홀 링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33. 스마트 노드 : Smart Node
트래픽의 폭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초광대역, 지능형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차세대 다목적
네트워크 장비군.
34. 데이터 캡 : data cap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Service Level Agreement)에 의해 트래픽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계약된 총
트래픽 양의 상한.
유선‧무선 인터넷 트래픽 급증, 통신시장의 성장 정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형성 및 경쟁,

m-VoIP와 통신 대체 서비스의 확산 등의 요인으로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과
도한 트래픽에 대한 '접속 차단', '트래픽 관리' 등의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35. 공공경보 시스템 : Public Warning System [PWS]
이동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난, 재해 및 기타 비상 상황을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문자로 알리는 시
스템.

- 4 -

(신기술 동향 추가 용어)

36. 온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 : Online-to-Offline business [O2O]
온라인(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에서 오프라인(매장)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마케팅 방법.
37. 감성 UX 기술 : Emotional User eXperience Technology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자의 제품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높이는 UI 기술.
ICT 제품,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 경험, 정서, 의미와 활용, 편의성, 효율성 등의 가치
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간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5가지 감각을 자동 인지하여 데이터화하고,
고객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38. 비즈니스 대시보드 : Business dashboard
자동차의 계기판과 같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솔루션.
39. 소셜 큐레이션 : Social curation
인터넷에서 다수 사용자가 자신의 취향대로 정보를 가공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
40. 스큐어모프 : skeuomorph
기능적으로 불필요한 경우라도 유사한 다른 물건에서 모방한 디자인.
그릇, 도구를 뜻하는 그리스어 스큐어(skeuos)와 모양을 뜻하는 모프(morphē) 의 합성어이다. 스마트
폰 등의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실제 셔터는 없으나 셔터 효과음으로 카메라의 셔터를 대신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 경험을 모방하여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41. 일루미룸 : IllumiRoom
방 한쪽 벽 면 전체에 시각 효과를 만들어 TV 화면이나 게임 화면의 배경을 출력하는 기술.
42. 텔레프레즌스 : Telepresence
참가자들이 실제로 같은 방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가상 화상회의 시스템.
43. P2P 금융 : Peer to peer finance
개인과 개인을 인터넷으로 직접 연결하는 금융. 전통적 의미의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이 직접적인 거래를 수행하는 금융형태를 일컫는다.
44. 사회적 협업 : Social Collaboration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조직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관, 회사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까지 모으는 것,
45. 대화식 전자칠판 : Interactive White Board [IWB]
스마트 교실 솔루션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이나 교육 콘텐츠를 전자 칠판에 출력하면 교사나 학생
들이 디지털 펜을 이용해 직접 그림이나 글씨를 쓸 수 있는 양방향 개념의 교육용 보조 기구다.
46. 크라우드 펀딩 : Crowd Funding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다수의 개인에게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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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엑소브레인 : Exobrain
두뇌 보조기구의 궁극의 형태로 사람 몸 바깥의 인공두뇌.
사람을 대신하여 학습하고 기억하며 필요 정보를 적절히 가공하고 선별해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스마트폰 이후 착용 컴퓨터(Wearable computer), 정보 안경, 스마트 시계 등의 입
는 기기가 사람의 눈과 귀와 입을 대신하여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는 새로운 감각(지
능)기관으로 등장하고 있다.
48. 아두이노 : Arduino
컴퓨터 메인보드의 단순 버전으로 이 기판에 다양한 센서나 부품 등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다. 컴퓨터
와 연결해 소프트웨어를 로드하면 동작을 하게 되므로 제어용 전자 장치부터 로봇과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서 출발한 오픈 소스라는 개념을
하드웨어 부문까지 확산시킨 것이다.
49. 옥타코어 : Octa core
한 CPU내부에 연산 처리를 하는 코어가 8개 있는 중앙처리장치(CPU).
50. 펠티에효과 : Peltier effect
서로 다른 두 금속을 결합하고 전류를 흐르게 하였을 때 서로 다른 금속의 양 단면에 온도 차가 일어
나는 현상.
51. 그래핀 : Graphene
그래핀은 현존하는 소재중 특성이 가장 뛰어난 소재이다. 두께가 0.2㎚로 얇아서 투명성이 높고, 상온에서
구리보다 100배 많은 전류를, 실리콘보다 100배 빨리 전달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기계적 강도도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지만 신축성이 좋아 늘리거나 접어도 전기전도성을 잃지 않는다. 이러한 우수한 특성 때문
에 미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휘어지는 디스플에이(Flexible Display)와 투명 디스플레이(Transparent
Display)는 물론 입는 컴퓨터(Wearable Computer)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소재이다.

52. 바이로트로닉스 : Virotronics
바이러스를 이용해 압전소자 등 다양한 전기전자 재료를 만들어내는 기술.
53. 유니버설 메모리 : Universal Memory
D램의 저비용, S램의 빠른 속도, 비휘발성 플래시메모리 등의 장점을 갖는 통합형 기억 소자.
54. 휘는 전지 : flexible battery
구부릴 수 있는 휴대용 기기의 필수 부품으로 종이에 인쇄하듯이 찍어낼 수 있는 차세대 전지로 기존
전지에 들어가는 액체 전해질 대신 필름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고분자 전해질과 전극이 되는 탄소 나노
튜브로 구성된다.
55. 멀티소스 멀티유즈 : Multi Source Multi Use [MSMU]
다큐멘터리, UCC, 지식 정보, 각종 사회 이슈 등 다양한 생활문화 소재들이 콘텐츠로 재창조되고 다양
한 경로로 유통되어 상품화하는 비즈니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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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오디오 지문 : Audio fingerprinting
음원의 일부 특징을 추출하여 저작권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원본 음원의 특징과 비교하여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
57. 타이포그래피 : Typography
편집 디자인 분야에서 활자 서체나 글자 배치 따위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시각 디자인' 전체.
58. 침입 방지 시스템 : intrusion prevention system [IPS]
침입탐지(Intrusion Detection), 방화벽(Firewall)과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차단 솔루션을 논리적으로 결
합한 시스템.
59. 킬 스위치 : Kill switch
분실한 정보기기를 원격으로 조작해 개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용을 막는 일종의 자폭 기능.
스마트폰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도난당한 스마트폰의 작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폰 도난,
분실과 불법 유통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단말기의 펌웨어나 운영체제에 탑재되어 초기화를 예방하고
원격 잠금이나 개인 정보의 삭제 기능 등이 있다.
60. 데이터 브로커 : data broker
고객의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이용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나 기업.
61. 사이버 사보타주 : Cyber sabotage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고의적으로 시스템과 데이터를 파괴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 기업이나 조직의 정
보망에 침투해 활동 거점을 마련한 후 기밀정보 수집하고 탈취하며 시스템 및 데이터까지 파괴하는 방
해공작 행위.
62. 티비싱 : Tvishing
스마트TV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스마트TV에 대한 최고 접근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 스마트TV를
해킹해 시청자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거나 해커가 해적방송을 송출하고 이를 통해 홈쇼핑 등 녹화된
화면을 띄워 자동주문번호를 자신의 번호로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금전을 가로채거나 시청자들의 사생
활을 유출시킬 수 있다.
63. 디봅스 : Devops
Development와 Operations의 합성어로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병행 및 협업하는 방식.
개발 부문, 운영 부문, 품질 관리 부서 사이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협업을 위한 일련의 방법 및 시스
템으로 적기에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는 조직의 속성상 개발과 운영은 상호 의
존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64. 기술 참조모델 : Technical Reference Model [TRM]
조직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업무 활동에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요구되
는 정보 서비스들의 집합으로 성과, 업무, 서비스, 데이터, 기술 참조모델로 구성된다. 상호 호환성 확
보를 위하여 개방형 시스템 환경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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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애자일 모델 : agile model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변경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여 생산성과 품질 향
상을 목표로 하는 협력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66. 말뭉치 : Corpus
언어 연구를 위해 텍스트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모아 놓은 언어 자료.
67. 사이버 물리 시스템 : Cyber Physical Systems [CPS]
사이버 세계(cyber world)와 물리적 세계(physical world)의 통합시스템으로 사물들이 서로 소통하며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되는 시스템. 차세대 자동차, 항공기, 신무기/전투체계, 고효율 스마트그리드,
실시간 적응형 스마트 교통체계 등 광범위한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68. 모프 폰 : Morph phone
휘는 디스플레이와 휘는 전지 등을 구현해 손목에 찰 수 있는 모양으로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휴대
폰.
69. 패블릿 : Phablet
폰(Phone)과 태블릿(Tablet)의 합성어로, 5인치 이상의 대화면 스마트폰.
70. 커넥티드 리빙 : Connected Living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기기를 연결하여 가정과 회사, 학교 등 일상생활에 편리함
을 더하는 지능형 미래 기술.
71. 블로그젝트 : Blogject
블로그(blog)와 움직이는 객체(object)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블로그.
72. 플로팅 앱 : Floating App
스마트 기기의 멀티미디어 관련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에 영상 화면을 오버레이의 팝업 창 형태로
분리 실행하는 기능.
영상 화면 팝업 창의 자유로운 이동과 멀티태스킹을 지원하여 별도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
면서 동시에 영상 화면 팝업 창을 오버레이 형태로 제공한다.
73. 스테레오스코픽 3D : Stereoscopic 3D [S3D]
두 개를 뜻하는 Stereo와 본다는 뜻인 scopic을 더한 말로 양쪽 눈의 시각 차이를 이용하여 양안
시차가 있는 한 쌍의 2D 영상을 시청자의 양쪽 눈에 각각 제시하여 3차원적인 입체감(깊이감)을 지
각할 수 있게 해주는 입체 영상 구현 기술.
74. 인형 극장 효과
3D 시청 시 사물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작게 느껴지는 현상.
75. 입체시맹 : stereo blindness
양안 시차 때문에 깊이감을 지각하지 못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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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카드보드 효과 : Cardboard effect
피사체 간의 앞뒤 위치는 제대로 표현되지만 부피감은 표현되지 못하여 여러 겹의 도화지
(cardboard)에 그린 그림처럼 보이는 현상.
77. 헐레이션 : Halation
렌즈 내부로 빛이 들어와 반사와 분산을 일으켜 영상에서 광채가 나고 그 주위에 뽀얀 달무리 같은
것이 생기는 현상.
78. 증강 방송 : Augmented Broadcasting
방송사에서 내보내는 방송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시청하는 종래의 방식을 탈피하여, 하이브리드 망을
통해 시청자가 선택하여 내려 받은 증강 콘텐츠를 방송 콘텐츠에 중첩(오버레이)시킴으로써 방송 프로
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몰입감과 만족감을 높이는 기술.
79. 녹색 터치 기술 - Green Touch Technology
통신망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녹색 터치 기술은 5세대(5G) 망의 핵심 기술로 2015년
까지 네트워크 에너지 효율을 1000배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동통신 시스템, 미래 인터
넷 등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벨 연구소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
도 구성되어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80. 디투디(D2D) 통신 - Device-to-Device communication
단말기 간 직접 통신 기술.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의 수요를 해결하고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이용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단말기 간 직접 테이터를 교환하는 기술로 3GPP에
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실내에서와 같이 신호 세기가 약한 곳에서도 강한 신호를 받는 인접한 단
말기에 직접 연결되므로 전파 도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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