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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에서는 2015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30%가 스마트워크를 

이용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워크 활성화[1][2]를 위해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연구개발이 진행중인 실감 텔레프

레즌스 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이 기술은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센터를 활용한 업무, 모바일 오피스, 회사 내에서의 이동을 최

소화하는 등의 다양한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이용만

족도를 충족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대면 업무가 가능하도록 함

으로써 스마트워크의 활성화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

상한다. 

Ⅰ. 서 론

스마트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

리하고 똑똑하게 근무할 수 있는 기술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제

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기후 

변화에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이

용한 대표적인 녹색 핵심 응용 기술(Green by ICT) [2]이다. 

본고에서는 스마트워크를 일하는 방식의 변화 뿐만 아니라 미

래 정보화 사회에서 사람들의 일과 삶에 관련한 균형을 회복하

고 창의성과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의 개

념으로 정의하고, 이 사회적 인프라를 구성하는 핵심요소 중 하

나로서 대중화가 가능하고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 가능한 실감 

텔레프레즌스 기술에 접근하고자 한다. 

Ⅱ. 보편적 실감 텔레프레즌스 기술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스마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실감 텔레

프레즌스 기술은 첫째, 구조적으로 이용자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통신망에서 적응적으로 부하를 분산 제어할 수 있는 분

산 구조의 텔레프레즌스를 고려한다. 둘째, 현재의 최신 텔레

프레즌스 기술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끊김없는 고해상도 비

디오와 실감 오디오의 제공과 원격지에서의 대면작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미디어 지연을 최대 사용자 응답시간 내로 제공하는 

실감 미디어 처리 및 제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다. 셋째, 실감 

텔레프레즌스 기술을 적정 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

한 구현기술과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가 사용

자 중심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위와 같은 개념하에서 개발이 진행중인 보급형 

실감 텔레프레즌스를 위한 분산 구조의 프로토콜 기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화면 구성 기술, 실감 오디오 기술과 끊김없는 

비디오 기술의 4가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분산 구조의 텔레프레즌스 프로토콜 

국내외의 많은 텔레프레즌스 시스템들은 <그림 1>과 같은 서

버 중심의 중앙 집중형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구조는 20년전

쯤 현재의 ITU-T SG16(멀티미디어)에서 영상회의 서비스를 

위해 제시된 기술로서 영상회의 서버가 모든 사용자 클라이언

트의 호 제어 패킷과 비디오와 오디오 패킷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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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 텔레프레즌스 기술

그림 1. 중앙 집중형 텔레프레즌스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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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구현이 용이하나 모든 트래픽이 서버에 집중되는 구

조이다. 따라서 서버가 설치된 통신노드 측에 부하가 집중되

어 설치된 노드의 통신 대역폭의 제한에 따라 최대 서비스 용량

이 제한되므로 용량의 확장성에 문제점이 있다. 본 고에서는 이

러한 서버 중심의 중앙 집중형 영상회의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분산 구조의 영상회의와 텔레프레

즌스 구조를 제시한다.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중앙 집중형 서

버의 호처리 기능과 미디어 처리 기능을 통신망에 분산하겠다

는 것이다. 이 개념에 따른 시스템의 구성은 다중접속 제어장

치(MC; Multi-point Controller), 분산 미디어 프로세서(DP; 

Distributed media Processor), 그리고 이들과 연동하는 분산 

클라이언트로 이루어진다. 다중접속 제어기(이하 MC라 함)는 

클라이언트로 부터의 호 처리 패킷을 받아 인터넷 상에서의 다

중접속 연결을 처리하고, 분산 미디어 프로세서(이하 DP라 함)

는 비디오와 오디오 트래픽을 중계하고 전달하기 위한 처리 기

능을 수행한다. 

이 구성으로 분산된 다수의 DP를 P2P 형태로 연결함으로써 

네트워크 상의 트래픽 집중, 서버 로의 부하 집중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집중형 구성에 비해 뛰어난 용량적 확장성과 

네트워크 부하분산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분산 구조의 텔레프레즌스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몇가지 전

제된 서비스 개념과 텔레프레즌스 제어 절차, 미디어 요청 절차 

및 미디어 전달을 위한 DP 구조에 대해 기술한다. 

사용자 중심의 분산 텔레프레즌스 서비스

<그림 3>은 사용자 중심의 분산 텔레프레즌스 클라이언트 화면

을 도시한 그림이다. 하단에 보이는 다수의 작은 화면 비디오는 

텔레프레즌스 회의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저해상도(QCIF)급 비디

오이다. 사용자가 수동으로 이 화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주화

자 검출을 통해 자동으로 주화자 화면으로 선택되면, 그 작은 화

면이 실시간으로 고화질의 비디오 (HD급 이상) 크기로 확대된다. 

즉, 서비스 서버가 모든 사용자들의 디스플레이 정보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에 참여한 사용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참여

자의 선택에 따른 텔레프레즌스 화면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산 텔레프레즌스 프로토콜

<그림 4>는 분산 텔레프레즌스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가 회

의에 참여하는 프로토콜을 도시하였다. 

그림 2. 분산 구조의 텔레프레즌스 구성

그림 3. 사용자 중심의 텔레프레즌스 서비스 화면

그림 4. 분산 텔레프레즌스 참여 제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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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는 MC에게 회의 참여 요청을 하고 MC는 회의에 

참여중인 클라이언트에게 새로운 참여자의 정보를 알려준다. 

MC는 새로운 참여 클라이언트의 미디어(저해상도 비디오 및 

오디오) 전송을 의한 자원을 DP에 할당하도록 요청한다. 만일 

자원(미디어 스위칭)이 정상적으로 할당되면, 클라이언트에 전

송하기 위한 미디어 제어 정보를 알려준다.

<그림 5>는 클라이언트1이 특정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2)

의 HD급 비디오를 보기 원할 때, HD급 비디오를 요청하기 위

한 제어절차이다. 클라이언트1이 MC에게 클라이언트2의 HD 

비디오 요청 메시지를 송신하게 되며, MC는 DP의 미디어 자

원 정보를 할당 후, 클라이언트2에게 HD급 비디오를 송신하도

록 요청한다. 클라이언트2로부터 송출되는 HD급 비디오는 MC

가 DP의 포워딩 테이블을 수정함으로써 설정한 경로에 따라 클

라이언트1에게 전달된다. 이때 클라이언트2는 자신이 누구에게 

HD급 비디오를 보내는지 알 필요는 없다. MC는 클라이언트2

가 HD급 비디오를 전달해 줄 것이라는 결과인 ‘클라이언트2로

부터 수신한 응답 메시지’를 클라이언트1에게 전달한다.

<그림 6>은 분산 텔레프레즌스에서 클라이언트가 탈퇴하는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탈퇴를 위해 클라이언트는 MC에게 회

의 탈퇴 요청을 하게 되며, MC는 같은 회의에 참여한 모든 클

라이언트들에게 해당 참여자의 탈퇴를 알려줌과 동시에 DP로 

하여금 탈퇴한 참여자의 관련 스위칭 자원 정보를 해제할 것을 

요청한다. 

<그림 7>에 분산 텔레프레즌스 시스템에서 다중 비디오와 오

디오의 미디어 트래픽을 중계하는 DP 장치의 구조를 나타내었

다. 사용자 모드의 DTM Connected Daemon은 MC의 미디어 

스위칭 정보를 받아서 커널 모드의 중계 테이블(Relaying table)

을 제어하는데 DP에 패킷이 입력되면 패킷의 인덱스 값을 확인
그림 5. HD급 미디어 제어 절차

그림 6. 분산 텔레프레즌스 탈퇴 제어 절차

그림 7. 분산 미디어 프로세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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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중계 테이블을 참조하여 패킷 출력정보에 따라 패킷을 전

달되어야 하는 목적지 정보로 재포맷해서 송신하게 된다.

2. 실감 오디오 기술 

텔레프레즌스에서의 오디오 입출력 환경을 보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회의 참가자는 상대방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상대

방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잡음과 스피커 출력이 마이크

로 입력되면서 발생하는 에코(회의 참여자 본인의 목소리)도 같

이 듣게 되므로 대화를 원활히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

의 텔레프레즌스에서는 상대방의 목소리만을 깨끗하게 전송하

기 위해 에코 제거와 잡음 제거, 그 상대방의 목소리를 일정한 

크기로 전송하기 위한 자동이득 제어(AGC; Automatic Gain 

Control) 기술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원격지에 있는 상대방의 이야기 소리도 같은 회

의실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오디오 신

호의 대역폭을 기존의 Narrowband(300Hz-3.4kHz)/

Wideband(50Hz-7kHz)에서 Superwideband(50Hz-14kHz) 

또는 Fullband (20Hz-20kHz) 까지 확장하고, 공간 오디오 기

술 등을 채택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3]. 

<그림 8>은 분산 구조의 실감 텔레프레즌스 서비스를 위해 

개발중인 실감 오디오 엔진 구성도이다. 기본적으로 3개의 마

이크 입력을 혼합한 후 어커스틱 에코 제거(AEC: Acoustic 

Echo Cancellation) 등의 신호처리를 한 후 G.711.1D[4] 또는 

SILK[5] 코덱으로 인코딩하여 전송한다. 그리고 원격지 상대방

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는 디코딩한 후 믹싱하여 스피커를 통

해 출력하는데 잡음 제거(NS: Noise Suppression)와 하울링 

제거(HS: Howling Suppression)는 어커스틱 에코 제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별도의 기능으로 동작시킬 수도 있다. <그림 

8>에 포함된 기능 중 활성화자 검출, 다채널 어커스틱 에코 제

거, 그리고 주화자 검출에 대해 설명한다.

 

활성화자 검출(Active Speaker Detection)

활성화자 검출은 세 개의 마이크 입력 신호를 기반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 현재 말을 하고 있는 지를 판별 하는 기능

을 의미한다. 이 활성화자 검출을 이용하면 활성화자를 중심으

로 마이크 입력신호를 믹싱하여 보다 선명하고 깨끗한 소리를 

상대방에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활성화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

여 상대편 회의실 내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게 함으로써 실감 

효과를 주게된다. 

다채널 어커스틱 에코 제거

스피커 신호가 주변의 환경에 의해 여러 경로를 통해 세 개의 

마이크로 다시 입력되어 발생하는 다채널 어커스틱 에코를 제

거하기 위한 다채널 어커스틱 에코 제거기의 구조는 <그림 9>

와 같다. 

실감 텔레프레즌스를 위한 다채널 어커스틱 에코 제거기

는 PBFLMS (Partitioned Block Frequency-domain Least 

Mean Square) 방식을 이용하여 시간 영역 적응 필터링 방

식에 비해 적은 계산량으로도 빠른 수렴속도를 제공하므로 

그림 8. 실감 오디오 엔진 구성도

-	MSD	:	Main	Speaker	Decision	 -	AGC	:	Automatic	Gain	Control	 -	VAD	:	Voice	Activity	Detection	 -	AEC	:	Acoustic	Echo	Canceller

-	ASD	:	Active	Speaker	Detection	 -	NS	:	Noise	Suppression	 -	HS	:	Howling	Su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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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ed block 프로세싱을 통해 주파수 영역 적응 필터링 

방식의 단점인 추가적인 시간 지연을 감소시켰다.

또한 2 EPM(Echo Path Model)을 기반으로 하여 더블 토크 

시 적응 필터 계수의 발산을 막고 효율적인 적응필터링을 구현

하였다. 이외에도 에코제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위해DC 블로

킹, Decorrelation 필터링 및 비선형 처리 등의 기법을 적용하

였다. 

주화자 결정(Main Speaker Decision)

주화자 검출은 여러 원격지에서 텔레프레즌스 회의에 참석했

을 경우 오디오 신호를 기반으로 어느 원격지가 회의의 주도권

을 잡고 있는지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기능이다. 이 결과는 원

격지 상대방으로부터 수신된 오디오 데이터를 믹싱하거나 회의 

참여자의 개입없이 주화면 (HD급 비디오)과 부화면(QCIF급 비

디오)을 구성할 때 사용된다. 

분산 텔레프레즌스 실감 클라이언트 기술

실감 텔레프레즌스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시스

템은 서비스 이용자의 편이성과 현장감의 극대화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

술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i) 사용자의 편이성을 제공할 수 있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User Interface Technology), ii) 

분산 네트워크 운영상에서 야기되는 네트워크 대역폭의 시변적 

상황에서도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시간 네트워크 

처리 기술, 그리고 iii) HD급 미디어 및 현장에서의 몰입도를 높

이기 위한 몰입형 미디어 처리 기술이다. 본 절에서는 실감 텔

레프레즌스 클라이언트를 위한 시스템 구성과 그 주요 핵심 기

술을 엔진화한 내용을 기술한다. 

몰입형 텔레프레즌스 미디어 계층

카메라, 마이크 및 스피커등의 미디어 입출력 장치의 물리적 

신호들을 HD급 미디어 전달을 위해 부호화 및 복호화를 담당

하는 미디어 엔진과 몰입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주화자 (Main 

Speaker), 능동화자 (Active Speaker) 감지 및 어커스틱 에코 

제거기로 구성한다. 

분산형 텔레프레즌스 네트워크 계층

분산 구조에서의 DP, MC와 텔레프레즌스 서비스 매니저 간

의 호접속 및 품질제어, 네트워크 접속등을 처리하기 위한 분

산 트랜스포트 처리를 담당한다. 시변적 네트워크 상황에서

도 실시간 미디어 전달을 위한 적응적 대역폭제어 (Adaptive 

Bandwidth Control), 그리고 미디어 패킷 손실이 발생할 경

우 이를 복구하기 위한 곡창적인 패킷손실복구 (Packet Loss 

Recovery) 기능을 제공한다.

응용 계층 (Application Layer)

사용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텔레

프레즌스 서비스의 예약과 시작, 종료 등의 응용서비스, 문서공

유, 화이트보드 (Whiteboard) 및 IM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의 

공유 (Application Sharing) 등과 같은 협업(Collaboration)기

능을 제공한다.

그림 9. 다채널 에코제거기의 구조

그림 10.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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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에서는 분산 환경에서의 실감 텔레프레즌스 클라이

언트 시스템의 계층 구조를 기반으로 한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

조를 나타내었다. 

몰입형 텔레프레즌스 미디어 엔진 기술

몰입형 텔레프레즌스 미디어 엔진은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

들을 네트워크에 전달하기 위한 부호화 및 복호화 기능을 담당

한다. 비디오 신호의 경우, 카메라입력 신호들을 부호 및 복호

에 적합하도록 컬러공간 전환기(Color Space Converter)에서 

처리한다. 슈퍼와이드밴드급의 오디오 신호는 품질향상을 위

한 어커스틱 반향신호제거기, 자동이득조절기 및 잡음제거기 

(Noise Suppressor)를 거친 후 부호화를 진행한다. 실감형 영

상을 전달하기 위해 기존 영상회의 시스템이 동질의 다자 화면

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이 미디어 엔진에서는 Full-HD급 동

영상과 동시에 작은 화면의 QCIF급의 비디오를 전송하는 듀얼

비디오 스트림 전송방식을 사용한다. 

듀얼비디오 스트림을 위해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는 

QCIF급 비디오 생성은 소프트웨어 코덱으로, 고화질의 HD급 

비디오 생성은 하드웨어 인코더를 이용하여 부호화한다. 영상

신호의 부호화 방식은 기존 H.263에 비해 40% 정도의 압축율

을 절감하고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하는 H.264 AVC 를 이용한

다[6]. 이들 영상신호는 고화질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30 프레

임율 (frame rate)을 사용하며 오디오 신호는 20ms 주기의 음

성 프레임을 0~14 KHz의 대역폭까지 부호 및 복호 가능한 슈

퍼와이드밴드급 음성코덱인 G.711.1 SWB 또는 SILK를 통해 

상위계층으로 전달된다.

분산형 텔레프레즌스 네트워크 엔진 기술

분산형 텔레프레즌스 네트워크 엔진은 트랜스포트 및 네트

워크 품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트랜스포트 

엔진으로 전달되는 영상신호는 NAL (Network Abstraction 

Layer) 형식을 가지며,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에 맞게 1,500 

바이트 크기를 가지는 작은 조각(Fragment)으로 분할된다. 이

렇게 분할된 조각들은 UDP (User Datagram Protocol) 패킷

화 되고 RTP/RTCP에 캡슐화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된다. 

네트워크 대역폭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품질 성

그림 11. 분산 실감 텔레프레즌스 클라이언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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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표(Network Quality Performance Metric)를 통해 성능

단계별 임계치와 비교하여 전송대역폭을 조절한다. 

전송대역폭의 조절은 H.264 AVC코덱의 비트율의 재조정, 전

송 프레임화 비율의 조정 및 화면해상도 변경을 통해 가능하다. 

오디오 신호의 경우 전송 대역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적응대역

폭 조정을 통하지 않고 수신신호의 패킷손실율을 구하여 그에 

따른 복구 방식을 적용하는 지능형 패킷손실 복구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망의 시변성에 대응하여 끊기지 않는 실감 오디오 텔

레프레즌스를 가능하게 한다.

응용엔진 (Application Engine)

응용엔진 (Application Engine)은 텔레프레즌스 사용자 인터

페이스 및 프레즌스 서비스등의 응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

자의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장치 개수

에 따른 다중 레이아웃을 제공하는 다중 스크린모드 레이아웃

을 사용한다. 실감 영상과 텔레프레즌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3개의 스크린을 제공하며 각 스크린의 갯수에 따라 화상회의 

시스템에서의 제공서비스 화면을 달리하여 사용자의 몰입도를 

제공이 가능하게 한다. 텔레프레즌스 참여자 중 특정 화자의 화

면을 사용자에게 최대 Full-HD급의 고품질 영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참여자의 선택적 화면품질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텔레프

레즌스 서비스의 협업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워드, 한글문서등 

다양한 종류의 문서공유(Document Sharing) 기능, 사무실 수

준의 대면작업과 동일한 수준의 실감 프리젠테이션 기능, 원활

한 화상회의 진행을 위한 화이트보드 및 인스턴트 메시지 사용

이 가능하도록 한다. 

<표 1>에 분산 구조에서 사용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서비

스 화면을 선택할 수 있는 텔레프레즌스 클라이언트의 주요 특

징을 제시하였다.

표 1.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주요 특징

주요 기능 및 기술 주요 특징

듀얼	비디오	스트림	

송수신

주화자(Main	Speaker)	:	Full-HD	alc	HD급	영

상	전송,	회의참석자	:	QCIF급	영상전송

전송대역폭
3~4Mbps	(Full-HD)

1.5~2Mbps(HD),	~200Kbps	(QCIF)

미디어	코덱

비디오	:	H.264	AVC

오디오	:	G.711.1SWB,	SILK	(광대역,	슈퍼와이드

밴드	코덱	선택	가능)

비디오	특징
다중스크린모드	지원	및	자동화면	배치

고해상도	지원	:	1920X1080p,	1280X720p

협업기능	 문서공유,	화이트보드,	인스턴트	메신저

몰입도향상	기능
어커스틱	에코제거	기능

주화자	및	능동화자	검출기능

미디어	품질제어 음성:	PLR,	영상:	채널상태	검출	제어

Ⅲ. 결 론 

스마트워크는 회사와 개인의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

시키는 동시에 미래 비즈니스와 일과 삶의 패러다임을 전환시

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인 기후변화에 정보통신 기술

이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즉, 약 

860만 명 수준의 우리나라 전체 사무직 취업자가 주 1회 스마트

워크를 이용하여 일하는 경우, 연간 휘발유 5.5억 리터를 절약

하여 4억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인 정보통신 기술적 수단으로서 스마트워크의 성공적인 보급과 

확산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중인 실감 텔레프레즌스 기술에 대

해 간략히 기술하였다. 본고에서의 실감 텔레프레즌스 기술이 

스마트워크를 위한 대면 작업의 불편함과 사용의 제약성, 고가

격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적극 기여하여 보편적 서비스로서 스

마트워크가 국내외에서 활성화되고 확산되어 대중화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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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호서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

2001년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박사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음성/오디오 신호처리  

1993년 경북대학교 공학사

1995년 경북대학교 공학석사

2011년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1995년~2000년 하이닉스반도체 주임연구원

2000년~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신호처리기술, 유무선단말기술,  

스마트워크기술

김�도�영

최�승�한

이�미�숙

강�헌�식

약   력

1978년~1982년 서울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학사 

1982년~1984년 서울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석사

1987년~ 1992년 University of Delaware,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박사 

1984년~ 1987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데이터 통신 연구실 연구원

1992년~ 1993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프로토콜  

표준센터 선임 연구원

1993년~ 2001년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부교수

1997년~ 1998년 미국 표준 기술 연구소 (NIST) 

초빙연구원

2000년~2009년 ㈜ 라오넷 대표이사

2008년~2008년 캄보디아 정보통신 자문관

2009년~ 2011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인터넷

구조연구팀 책임연구원

2012년~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인터넷 

연구단 단장

관심분야:   IP 이동성/핸드오버, SCTP, 모바일 멀티

캐스트 

2001년~2005년 ㈜콤텍정보통신 연구원

2007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2007년~ 10월 중앙공무원교육원 제52기  

신임리더과정

2007년~ 2011년 방위사업청 대변인실/ 

수출진흥과 담당

2011년~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워크 담당

관심분야:   스마트워크, 빅데이터, 미래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

전�우�직

장�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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