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명 : 다중 플랫폼 지원 센서 노드 MAC 기술(II)

*기술내용

유비 쿼터스 컴퓨팅이 최근 IT 산업의 핵심 요소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 중심의 e-society 에서
인간•사물•컴퓨터가 융합되는 u-society 로 급속히
전환 중에 있으며, 그 중심에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이 있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은 인간 생활의 편리성, 생산성 향상, 재해 방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핵심
요소기술로서 이미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의 초고속 유•무선인터넷 인프라 기반으로 활용
기술개요
분야가 다양하며,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외 유수
대학 및 기관이 USN 기술에 대한 조기 연구 및
투자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USN 관련
기술개발은 시작 단계를 벋어나, 일부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있지만 대부분 외국 업체의 발 빠른
기술개발에 의해 시장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연구 및 개발로 핵심 기술을 확보
및 상용화를 함으로써 기술 격차를 줄임으로써 외국
업체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 방지뿐만 아니라 기술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본 기술 이전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다양한 요소 기술 중 IEEE 802.15.4-2006 기반의
다양한 플랫폼 기반에서 운용 가능한 USN 용 센서
노드 MAC 기술에 대한 것이다. 다중 플랫폼
MAC 기술은 그동안 주로 외국산 칩 벤더들이 자사의
칩에 맞춰, 제한된 기능만을 제공하는 등 제품 개발시
불편했는데 국제표준에 근거, 각각의 플랫폼을
기술이전목적 및 지원하는 다기능의 다중 플랫폼용 MAC 기술로, USN
필요성 센서 노드의 SW 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 기술이다.

본 기술이전의 목적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하여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국내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현재 표준화되고 있는 지그비
기술의 핵심 기초 기술이다.

본 기술은 USN 센서 노드에서 운용 가능한 MAC
활용방안 및
SW 기술로 다양한 응용의 기초 기술로 사용된다.
기대성과
- USN 을 위한 센서 노드, 싱크 노드 및 게이트 웨이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로 활용
- 센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감시, 관리, 정보획득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가정, 빌딩, 공장, 환경보전
등의 센싱 및 이에 수반되는 제어와 관련된 인간 생활
거의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
- 가정: 출입 관리, 침입자 확인, 가전기기 제어와
같은 가정 환경 자동화 분야 활용 가능
- 빌딩: 조명, 에어컨, 히터 등의 동작과 내근자의
상황을 연계 및 자동화하여 불필요한 빌딩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등 사무 환경 쾌적화 및 자동화 분야에
활용 가능
- 공장: 공장 내 위해 요소 감시 및 생산 설비 자동화
등 공장 자동화 분야에 활용 가능
- 환경보전: 산불, 공기나 물의 오염도 같은 원격
환경 정보 센싱 등의 분야에 활용 가능
- 의료분야: 생체 센서를 이용한 원격 환자 상태 체크
등의 분야에 활용 가능
- 수년 내에 급속한 확산이 기대되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구성 시,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요소
기술로 활용 가능

기술이전범위 다중 플랫폼 지원 센서 노드 MAC 기술은 Full

Stack 의 MAC Core 기술 및 아래와 같이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별 소스코드를 제공한다. 기술 이전시
MAC Core 기술을 기본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기술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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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차수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기술관련세부문의

USN 전송기술연구팀 김내수 (042-860-5214,nskim@etri.re.kr)

*기술이전조건

실시권 허용범위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간

착수기본료

매출정률사용료

(Initial Payment)

(Running Royalty)

중소기업

65,000 천원정

총매출액의 1.5 %

대기업

130,000 천원정

총매출액의 2.6 %

기술료조건

기술전수교육 6 개월, 1,500 천원정

기타특기사항

세부기술별 이전가능

*계약관련 세부문의

기술이전팀 최수식 (042-860-3902,sschoe@e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