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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다이오드(LED)가방출하는전파를이용해

데이터를주고받는가시광무선통신(VLC Visibl

e Light Communication) 기술을 국내 중소기업

이처음상용화했다빛을통해저렴한비용으로초

고속데이터전송이가능한일명라이파이(LiFi)

기술실현에도한발짝다가섰다그동안대학연구

소등학계에서시연한사례는다수있지만실제상

용화에성공하기는처음이어서주목된다

전원부품및LED전문업체인유양디앤유(대표

김상옥)는 최근 가시광 무선통신시스템(VLC)를

개발 완료하고 국내 대형 마트에 공급했다고 7일

밝혔다

VLC는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가채택

한 국제표준 IEEE802157 규격을 일컫는다 육

안으로 보이지 않는 조명의 깜빡거림(플리커)을

응용한것이다반도체소자의일종인LED가프로

그래밍이가능하다는특성을살려통신기술로진

화시켰다빛이내는전자파에데이터를실어보낸

다 이론상 10속도를구현할수있어현재쓰는

롱텀에벌루션어드밴스트(LTEA 100)에 비해

100배가량빠르다별도통신장비가필요없어차

세대통신기술로주목받고있다

유양디앤유는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공동으

로간단한데이터를주고받을수있는VLC 시스템

을개발했다 LED조명의구동회로에칩설계기술

을이용해통신기능을삽입했다수신모듈은빛과

함께온데이터를읽어들인다

이마트는지난해고객동선을파악한뒤스마트

폰에할인상품정보와쿠폰을보내주는 세일내비

게이션 행사를실시하면서유양디앤유의 VLC 솔

루션을적용한바있다

유양디앤유는 TV용 전원 모듈과 LED 조명 사

업에서쌓은기술력을활용해이번VLC 시스템을

개발하게됐다 전력관리 반도체 회로설계 LED

조명설계기술을모두보유하고있어빠르게개발

할수있었다 김상옥사장은 박물관이나대형마

트를 중심으로 VLC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초기 단계 기술이지만 데이터 전송 효율을 높일

수있는기술개발에주력하고있다고말했다

오은지기자onz@etnewscom

데이터 나르는 LED 조명

가시광 무선통신 빛본다
유양디앤유 VLC 대형마트 공급LTE-A보다 100배나 빨라

올해대면적터치스크린패널(TSP) 시장에서본

격개화할메탈메시기술주도권을놓고전후방산

업기술진영간경쟁이치열하다결국양각방식

과음각방식중한쪽에힘이실릴것으로예상된

다메탈메시공정기술방식에따라소재장비등

후방산업의희비도엇갈릴것으로보인다

양각방식메탈메시는필름위에구리박막을입

힌후센서패턴을제외한부분을화학물질로씻어

내는원리다

삼성전기한화L&C 등웨트(Wet)코팅기반기

술을보유한기업들이상용화를추진하고있다 3

㎛ 수준의 미세 선폭 구현이 가능해 태블릿PC에

당장적용할수있다 구리를사용해면저항이낮

은것도강점이다디지타이저없이TSP자체에서

펜인식기술을구현할수있고 기존 TSP 생산설

비도활용할수있다다만포토리소그래피장비가

필요해신규투자부담이크고산화에취약한것이

단점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구리는 공기와 접촉하면 색

깔이변하거나저항값이달라지는문제가있다며

구리패턴을공기와차단할수있는별도코팅공

정이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

음각방식메탈메시는필름에롤투롤공정으로

은소재를인프린팅하는원리다투자부담이상대

적으로작아중소기업이적극적이다

최근잉크테크가메탈나노스트림이라는신소

재를개발하면서상용화가능성이커졌다센서패

턴부분에만은을써원재료부담이적은것도음각

방식메탈메시의장점이다

그러나현재기술수준으로는롤투롤공정으로

3㎛ 수준의 미세패턴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고

저항값이구리보다높은것은단점이다

은은 공기 산화는 덜 하지만 습기에 노출되면

패턴모양이바뀌어TSP불량으로이어질수있다

는점도문제다

결국미세패턴기술과양산성이관건이다 200

ppi(인치당픽셀수)이상고해상도LCD에메탈메

시TSP를부착하면센서패턴과LCD픽셀이겹쳐

져물결무늬가생긴다 모아레현상이다 지금까

지 메탈 메시 TSP가 올인원PC모니터노트북PC

등실내에서쓰는기기에주로채택된이유다

미세선폭기술이발달하면모아레현상을해결

할 수 있다 현재 공정 기술 수준은 5~6㎛ 선폭이

한계지만 3㎛로줄이면태블릿PC에쓸수있는시

인성이확보된다미세선폭을 1㎛까지줄이면스

마트폰에도메탈메시 TSP를적용할수있다 18

㎛ 이하 선폭은 사람 눈으로 아예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관계자는 메탈메시TSP는원가경쟁

력이높고플렉시블디스플레이등차세대기술에

도적용가능한만큼적극검토중이라며 양각방

식과 음각방식 중 태블릿PC에 더 적합한 특성을

갖춘소재를채택할것이라고말했다

이형수기자goldlion2@etnewscom

양각 vs 음각메탈메시 주도권 경쟁 치열

세계 선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업체인퀄컴이스마트TV시장에본격가세하면서

TV용프로세서생태계가변화할조짐이다미디어

텍삼성전자LG전자등이각축을벌이는스마트T

V칩시장과 ST마이크로브로드컴이장악한스마

트셋톱박스진영양쪽에승부수를던진셈이다

한국퀄컴(대표 도진명)은 스마트TV와 스마트

셋톱박스용 시스템온칩(SoC) 스냅드래곤802를

출시했다고7일밝혔다

스냅드래곤802는초고선명(UHD) 해상도영상

을복호화(디코딩)할 수 있고콘솔급게임그래픽

을지원한다멀티태스킹이가능하도록설계됐다

영상회의를하면서온라인게임을하거나스트리

밍서비스로영화를보면서인터넷을즐길수도있

다 HD 영상 4개를 동시에 전송받아 한 화면에서

볼수있다

안드로이드 44 킷캣(Kit Kat) 운용체계(OS)

를 지원한다 독자 기술인 헤테로지니어스 컴퓨

팅아키텍처를사용했고쿼드코어크레이트(Krai

t) 18㎓ 프로세서와 아드레노330 그래픽 프로세

서(GPU)를썼다 자사 헥사곤디지털시그널프로

세서(DSP)를 장착해돌비디지털 DTS의서라운

드사운드를처리할수있다

퀄컴이 스마트TV셋톱박스 시장에 본격 뛰어

들면서 시장 구도 변화도 예상된다 TV가 사물인

터넷(IoT)의허브로부상하고있어중앙처리장치

와통신칩을묶은통합칩이대세가되고있기때

문이다 모바일 AP 업체들은 저전력고성능 기술

역시 탁월하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연동하기

위한OS지원능력도갖췄다

스마트TV 시장은 지난 2012년 대만 미디어텍

이엠스타를인수한뒤주도권을놓치지않았다삼

성전자LG전자가 프리미엄 제품에 자사 칩을 사

용하긴했지만미디어텍시장점유율이 50%를넘

었다셋톱박스시장도브로드컴과 ST마이크로가

양분해왔다 마벨과국내업체인텔레칩스가셋톱

박스시장에일부공급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PC모바일TV셋톱박스 등 전

방위에걸쳐프로세서시장에서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며 IoT 기기에모두대응할수있는업체가

살아남을것이라고전망했다

오은지기자onz@etnewscom

진격의 모바일 AP 다음 목표는 스마트TV

고해상도 붐을 타고 저온폴리실리콘(LTPS)에

밀려나는듯했던비정질실리콘(aSi) 기판이여전

히기세를떨치고있다중저가스마트폰시장이각

광받으면서다 또 기술이 진화하면서 LTPS나 옥

사이드(산화물)TFT수준에근접하는고해상도를

구현할수있게된것도비정질실리콘기판이다시

주목받는이유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용 디스플

레이시장에서비정질실리콘기판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으며올해에도이수준을유지할것으로기

대된다

시장조사업체NPD디스플레이서치에따르면 4

7인치1280×720화소HD해상도제품중비정질실

리콘기판제품출하량은지난해1분기 40만대에서

4분기 497만대로 10배가 늘었다 올해 1분기에도

600만대가량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동일한크기와해상도의제품을LTPS기판으로

만든제품출하량은지난해 1분기 280만대 4분기

460만대올해1분기 480만대로소폭증가했다출

하량은지난해 4분기에이미역전된상태다

모바일 PC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1920×1200 해상도7인치크기제품은지난해 3분

기에는LTPS출하량이더많았지만 4분기에는뒤

집어졌다비정질실리콘기판은 350만대 LTPS는

140만대수준이다

LTPS생산능력이늘어났다고는해도중저가스

마트폰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비정질실리콘이

여전히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LTPS

공정은비정질실리콘에비해마스크수가두배이

상늘어나기때문에설비감가상각이끝나도원가

가높다

비정질실리콘은 공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수율

이좋아대형부터소형에이르기까지TFT 재료로

주로사용됐다하지만전하이동도가낮고TFT크

기를줄이는데도한계가있어 모바일용고해상도

제품에는 결정화 과정을 거치는 LTPS 기판 제품

이인기를끌었다

지난 2011년만 해도 300ppi(인치당픽셀수) 이

상은 모두 LTPS나 옥사이드 TFT로 제작됐으며

250~300ppi 수준제품도70%이상은LTPS옥사

이드의몫이었다 하지만점차TFT를미세화하는

기술이발달되면서 250~300ppi 수준의제품들은

비정질실리콘이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HD

수준 해상도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시장에서

는 비정질실리콘과 LTPS 비중이 거의 비슷해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터치스크린패널(TSP) 기술 발

전으로전체디스플레이휘도가높아진것도비정

질실리콘이다시인기를끄는이유라며LTPS생

산능력확대는최상급 디스플레이의크기를늘리

거나태블릿PC 시장을겨냥한용도가될것이라

고말했다 문보경기자okmun@etnewscom

흔들리지 않는 a-Si 기판 인기
고해상도 구현 기술 진화중저가 스마트폰 활용 활발

아드반테스트코리아(지사장 한철희)는 테라헤

르츠()분광기 TAS7500SP를서울대에공급했

다고7일밝혔다

분광기는물질이방출하거나흡수하는빛을분

산시킨스펙트럼을측정하는장치다

테라헤르츠파는 전파와 빛의 경계인 01~10

주파수범위의전자파를말한다

직진성투명성 등의 성질을 이용해 고체액체

분말물질내부를비파괴비접촉식으로관찰할수

있다생물재료연구등에쓰인다

오은지기자onz@etnewscom

퀄컴 시스템온칩 스냅드래곤802

UHD영상복호화콘솔급게임지원

TV 프로세서생태계지각변동예고

아드반테스트 서울대에 테라헤르츠 분광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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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각 방식

3 선폭 구현낮은 면 저항 강점

신규 투자 부담 크고 산화에 취약

음각 방식

원재료 부담 적어 中企 적극 도입

습기에 노출 땐 TSP 불량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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