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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융합기술(자동차,바이오,RFID 등)

7-1 레일 이동형 전 방향 카메라 기반
감시시스템
공간인지연구팀 담당자

채희성

I N N O V A T O R

본 기술은 빌딩 및 일반 주거환경에서 실시간 화상감시를 통하여 침입 및 도난 등을 감지하고, W-LAN 및 각종 통신체
계를 이용하여 관리자 및 유관기관에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레일 이동형 전 방향 카메라 기반 보안/주차관제 시스템
기술임.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시청각기반 센서융합기술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전 방향 카메라 감시 시스템
·이동영상기반 실시간 보행자 감지 추적 기술 탑재
·이동영상기반 차량검출/추적 및 차량번호판 인식 기술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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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영지역 최소화를 위한 모바일부 자동 스케쥴링 기술
·자율주행 및 원격수동제어, 기타 보안관련 영상 저장 기능 등 탑재

1. 기술 개요

·새로운 서비스 제공 가능(차량위치정보제공) 및 가격경쟁력 확보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주택, 아파트, 학교 등 일반 주거환경 시설에서 흉악범죄 예방,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지능형 보안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증가
·기존 보안 시스템은 CCTV 등 고정식 카메라 기반의 단일 센서를 이
용하여 대부분의 경우 감시 성능 저하 및 인식 부 정확성으로 인한 지
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
·주차관제시장의 경우 적절한 주차관제 솔루션이 없음(루프코어, RFID,
초음파 방식)
·기존 CCTV기반 감시용 모니터링의 경우 상시 음영지역, 수동 감시,
관리자 피로도 증가,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의 문제 발생
·기존 CCTV기반 보안 감시 분야의 경우 사건·사고가 발생 시점이 아
닌 사고 발생 후 범법자 색출 및 후처리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실시간
지능형 모니터링 필요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고정식 CCTV의 한계 극복 → 상시 음영지역 해소, 실시간 동체감지
및 지능형 모니터링
·기존 루프코어, RFID, 초음파방식의 주차관제 패러다임을 변화 시킴
 → 영상보안 및 주차관제를 동시에 실현

■ 기술의 상세 사양
개발항목
HW
(전방향 카메라 포함)

주요 내용

운용 SW

·레일 이동형 카메라 이동 및
원격 제어 기술
·이송부(모바일) 자율주행 및
스케쥴링 기술

영상처리 SW

·이동영상기반 동체감지, 침
입자감시, 상황인식 영상처
리 SW
·이동영상기반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

통합운용 시스템 SW
(관제 서버 포함)

기타

·모바일 최고이동속도:
·T레일부, 이송부(모바일) HW 2.0m/sec
·전방향 카메라 시스템
·레일부: 상시전원공급가
능, 2.5m/개

·T영상처리 성능향상 필요

·관제서버-레일 이동형 카메
라 시스템 통신 프로토콜
·영상 DVR 저장 및 이벤트 탐
색 기술
·TTA에서 제정한 국내
·관리자용 지도제작 기술 (영
3DTV 방송 규격 만족
상+CAD 도면)
·IBS, 키오스크, 스마트폰 연
동을 통한 영상 정보 제공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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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출원/
등록 구분
출원

출원국 출원(등록) 출원(등록)
(등록)
번호
년도
레일 이동형 차량탐지장치, 주차관리장치,
10-2008한국
2008
주차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
0125439
특허명

S M A R T

3.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가능

공간별 주차여부 판별

가능

불가능

차량 번호 인식

가능

불가능

주차 위치 정보 제공

가능

불가능

사고 시 책임소재 판단

음영지역 없이 24시간 저장
되는 동영상 정보 제공 가능

기존 CCTV 대체 불가능

CCTV

CCTV 음영지역 해결 가능
→ CCTV 대체 가능

시공 및 유지보수

- 초기 시공 저렴
- 시스템 구성이 간단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거의 없
음

- 초기 시공은 저렴
- 센서들의 잦은 고장으로 지
속적 유지보수 필요

장단점

·CCTV/IP Camera : 세계 CCTV 시장규모 현황 (전자정보센터 2010
년 시장보고서)
·영상 보안 시장 : Samsung SDS Journal of IT Service, "2010.09.01
융합보안시장 동향 보고서
·빌딩 통합 관리: 건설 IT 분과 발표자료 2008, ETRI
분야

국내
·2008년 2,603억원 /

주차관제 시스템

2009년 2,800억원
·출처: 시큐리티월드 통
권 147호

기술의 완성도

국외
·10년 1억달러 → 향후 5
년간 4억 달러예상
·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 2009)

■ 기술개발 완료시기

(단위: 백만원)

·2012년 10월 시제품 개발 완료
·2013년 상반기 - 차량번호판, 보행자 인식 등 영상처리성능 상용화
수준 고도화 예상

분야
세계시장

■ 기술이전 범위
·레일 이동형 감시시스템 HW
·레일 이동형 감시시스템 운용 SW
·영상처리 알고리즘

I N N O V A T O R

- 현재까지 가장 보편화된
기술
- 주차가능여부 정도의 미약한
정보 제공
- 지능형 주차관제 불가능

- 이동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능적인 주차관리 가능
- CCTV 대체 가능으로 보
안분야 비용 절감 가능
- 기존에 설치된 IT 기술과
융합 가능 (예. 홈네트워
크)
- 신축 주차장 및 기존 주차
장에도 추가 설치 가능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T E C H N O L O G Y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카메라 이용

G R E E N

개요

&

주차공간 마다 초음파 및
RFID를 설치하고
중앙서버와 연동

국내시장

CCTV/
IP Camera
영상 보안 시장
빌딩 통합 관리
CCTV/
IP Camera
영상 보안 시장
빌딩 통합 관리

2011

2012

2013

85,704,219

102,527,647

122,378,617

18,732,000
3,324,000

23,592,000
3,468,000

29,088,000
3,573,000

899,398

1,024,250

1,244,561

167,470
210,220

295,080
241,680

551,130
253,040

·옵션 별로 기술이전 가능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해당사항 없음
■ 보유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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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미래형 로봇 컴퓨터 기술
지능형에이전트연구팀 담당자

김현

I N N O V A T O R

본 기술은 개인 서비스 로봇의 특성을 갖는 새로운 개념의 컴퓨팅 단말을 제시하고 멀티 모달 상호작용을 이용한 새로
운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주변 상황을 이해하여 보다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특성을 갖고 있
음. 제시된 미래형 로봇 컴퓨터는 가정/오피스 등 생활 공간 내에서 보다 진화된 방식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Personal Companion의 역할을 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미래의 컴퓨팅 환경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인간과의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통해 지속적 관계를 갖고 성장하여,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미래형 로봇 컴퓨터 모델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미래의 우리 생활 환경에서는 기존의 PC와는 다른 형태의 컴퓨팅 기
술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
·유비퀴터스 네트워크 환경, 컴퓨터, 통신, 가전 등의 융복합화, 개인화
및 지능형 기술 등의 추세로 사용자들은 더 이상 기존 PC에 의존하지
않으며 보다 사람에게 익숙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원하는 정보들을 얻
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기기가 요구됨
·이러한 정보기기는 사용자가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가기 보다는 정보
와 정보기기가 사용자에 다가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임
·이는 더 이상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가 아닌, 네트워크 중
심의 커뮤니케이터 (Personal Communicator)와 인간 중심의 동반자
(Personal Companion)와 같은 역할과 개념이 될 것임
■ 본 기술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래의 IT 환경과 지능형 개인 서비
스 로봇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로봇 컴퓨터 (Future
Robotic Computer)를 제시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시
 청각 기반 멀티모달 상호작용
·음성 및 영상을 이용한 사람/물체 추적, 인식 및 인터랙션

■ 공간증강현실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카메라/프로젝터 기반의 정보 출력 및 인터랙션

■ 자
 율행위
·사용자 패턴 학습 및 내적 동기 기반 자율 행위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현재 유사한 개념으로 제품화된 사례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관련 연
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MIT Sixth Sense

Microsoft Surface, Kinect

Intel OASIS

EU iCub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미래 IT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동하고, 사용자와 자연스러운 인터랙션
을 통해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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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프로젝션, 두 개의 카메라, 어레이 마이크, 터치센서, 스피커 등으로 구성되
어 형태면이나 기능면에서 기존의 PC나 로봇과는 차별화되며, 보다 편리하고 지
능적인 인터랙션을 제공
-사용자 친화적 상호작용을 위한 멀티모달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능형 홈/오피스의 Mediator 단말, 차세대 PC, 디지털콘텐츠 단말,
에듀테인먼트 단말, 헬쓰케어 단말 등

-사용자 및 환경 이해를 위한 상황인지
-사용자 및 환경과의 지속적 관계를 통한 성장 및 자율행위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분야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년 2월
■ 기술이전 범위
·시청각 인터랙션을 위한 SW 플랫폼 기술

-공간증강현실 분야
-로봇 자율행위 제어 분야 등

■ 예상 수요자

·지능형 홈, 교육, u-Health 등 개발업체

·카메라/프로젝터 기반의 정보 출력 및 인터랙션 기술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카메라/프로젝터 캘리브레이션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Anamorphic Display를 위한 하이브리드 제어
-사용자 패턴 학습
-Motivation 기반 행위 제어

·상용화 시점부터 5년간 국내 시장 규모는 4,570억원, 생산유발효과
6,736억원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1,773억원 추정 (ETRI 기술경제연구
부 추정)

표준화 및 특허
■ 보유 특허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이동로봇을 위한 카메라
기반의 실내위치인식 방법
프로젝터-카메라를 이용
한 사용자 상호작용 장치
및 방법
사람 간의 대화 내용으로
부터 연관된 콘텐츠/서비
스를 추천하는 방법
지능형 로봇의 특성을 갖
는 이동형 컴퓨터 장치
기술논리 지식베이스 기반
의 로봇 작업계획생성 시
스템
논리 공간 기반의 다형 서
비스 제공 방법 및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장치

출원국
(등록)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년
도

PCT/

PCT/

2011.

한국

KR2011/008244

11.01

미국

13/333773

미국

13/326302

한국

10-2011-0140299

한국

10-2011-0138425

한국

10-2011-0033700

한국

2010-0108764

한국

2010-0110026

출원

카메라 기반의 실내 위치
인식 장치 및 방법

한국

2010-0128396

출원

디바이스 제어를 위한 제
스처/음향 융합 인식 시스
템 및 방법

한국

2010-0134081

2011.
12.21

국내시장
예측규모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유발
(누적)

Y

Y+1년

Y+2년

Y+3년

Y+4년

합계

4,525

28,958

90,495

152,032

180,990

457,000

6,669

42,685

133,390

224,095

266,779

673,618

1,756

11,236

35,112

58,988

70,224

177,316

27

176

549

923

1,099

I N N O V A T O R

출원

T E C H N O L O G Y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산업화될 경우, 세계 시장의 연간 158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 기대 (전자신문/가트너 2006.9.19 세계 PC 시장
규모, ㈜시드플래닝의 그룹 생활관련 로봇 수요예측)

·사용자 패턴 학습 및 내적 동기 기반의 자율행위 기술

실세계 물리 장치에 대한
거대 논리 공간 기반의 다
형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구축 방법
잡음 환경에서의 음향/제
스처 융합을 통한 컴퓨터
제어 방법 및 기기

G R E E N

·지능형 로봇 업체

-멀티모달 인터랙션 응용을 개발하기 위한 SW 플랫폼

특허명

&

·미래 정보 단말 개발 업체

-다양한 센서 (영상, 음성, 터치 등) 연동을 위한 SW 플랫폼

출원

S M A R T

·개별 기술은 지능형 인터랙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

기술의 완성도

출원/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새로운 형태의 컴퓨팅 단말로서 일차적 응용 분야는 지능형 로봇을
포함하는 미래 정보 단말 분야임

·기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존 PC와는 차별화된 기능 제공

등록 구분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2011.
12.14
2011.
12.22
2011.
12.20
2011.
04.12
2010.
11.03
2010.
11.05
2010.
12.15
2010.
12.23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경제적/산업적 기대효과
·로봇의 역할을 산업/제조 분야에서 일상생활에서 인간과 공존하는 형
태의 로봇 컴퓨터 모델로 제시하여 신 산업 창출에 기대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산업화될 경우, 세계시장의 연간 158억 규모의
경제적 효과 기대
-개인용 로봇 세계시장 전망과 세계 PC 시장 전망으로 예측할 때 2016년 세계 PC
시장의 8% 점유로 연간 158억불 시장 확보 및 선점 가능

※
 전자신문/가트너(2006.9.19) 세계 PC시장규모, ㈜시드플래닝의 그
룹 생활 관련 로봇 수요예측
-공경제적 기대효과는 미래로봇컴퓨터 시장규모에 생산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

※
 상용화시점부터 5년간 생산유발효과는 6,736억원, 부가가치유발효
과는 1,773억원으로 추정

(자료출처: ETRI 기술경제부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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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OPRoS 프레임워크 컴포넌트 및 태스크
실행엔진

지능로봇제어연구팀 담당자

장철수

본 기술은 QNX, RTAI 기반의 실시간 지원, 임베디드화, 안정성 강화, 기능 향상, 활용성 강화를 통한 OPROS 로봇 소
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의 신뢰성을 보장하였음. 본 기술은 보안, 방법, 국방, 물류, 제조, 환경, 공공, 복지, 홈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로봇 적용을 위한 S/W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함.

I N N O V A T O R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로봇 SW, 컨텐츠의 공용화, 재사용성 , 이식성, 확장성을 보장,
·기 개발된 로봇 알고리즘을 재활용하고, 기술과 품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
·로봇 SW의 개발, 시뮬레이션, 테스트, 베포에 이르는 전주기 로봇 SW 개발 플랫폼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 기술구성도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기 개발된 알고리즘(이동, 조작, 음성인식, 물체인식, 감성 등)을 로봇
에 쉽게 사용 가능하게 함
·일반인까지 로봇을 매우 쉽게 만들 수 있게 함
·저렴한 비용으로 DIY 로봇(예, 댁내 감시 로봇) 등 및 다양한 콘텐츠
조합을 만들 수 있어 로봇혁명의 시대를 이끄는 기술임
■ 기술의 상세 사양

·다양한 형태의 로봇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발 방법
-다
 청소기 로봇, 서비스 로봇, 제조용 로봇, 휴머노이드, 우주탐사 로
봇
 등 다양한 로봇이 공존
-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및 개발 방법론이 부재

·로봇 시스템 S/W에 관한 사용자 요구사항
- Scalable, Reusable, Robust, Reliable, Easy to develop …

·신생 및 기존 로봇 기업에 대한 로봇 S/W 개발 투자비 절감
- 빠른 S/W 개발 및 개발 인력의 전문화 필요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경쟁기술

기간

특징
·EU지원 이후에도 연구기관들이 파트너쉽을 이루어 계속적으

OROCOS

'01 - '03

로 연구개발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실시간성 및 산업용 로
봇을 위주로 개발하고 최근 ROS와의 연동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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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RTM-aist

'02 - '04

ROS

'06 설립

·일본 AIST 주도로 개발하고 컴포넌트 간의 통신과 컴포넌트
를 표준화(OMG) 시킴
·구글이 지원하는 비영리회사
·개인용 로봇을 위한 H/W와 개방형 로봇S/W를 개발함
·현재 PR2 로봇과 ROS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음
·다양한 컴포넌트 개발은 학교를 활용함

경쟁기술/대체기술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 로봇 SW 개발, 시뮬레이션, 디버깅, 배포등의 전주기 로봇 SW 개발 도구 제공
- Windows에서의 연성 실시간성 지원
- ARM, iOS, Android, QNX등에서 구동
OpenRTM-aist
- CORBA, UPNP, Raw socket등 다양한 통신 방식 지원
OROCOS

- 실시간성 지원을 위한 기능 포함
- 로봇 SW 개발, 시뮬레이션, 디버깅, 배포등의 전주기 로봇 SW 개발 도구 제공
- Windows에서의 연성 실시간성 지원

ROS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S M A R T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2년 9월말
■ 기술이전 범위

년도

OMG

표준사양
환경 변화에 따라 로봇 응용을 동적으로 배포하고 재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구성하기 위한 국제 표준 (DDC4RTC)
로봇 컴포넌트 표준(Robotic Technology Component)

50,600

69,650

11,700

16,850

25,120

(억원)

SW 플랫폼

1,170

2,530

3,770

·시장규모 산출근거: 산업연구원 '로봇산업의 2020 비전과 전략'2007.8 자료를 참고하여 S/W 플랫폼시장을 전체 로봇
시장의 최소 15%로 예상하여 산출. 단 2010년도는 10%로 예상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국가 및 과제명

로봇 컴포넌트 관리 장치 및 방법
로봇 소프트웨어간 통신을 위한 데이터 인코딩/
디코딩 장치 및 방법
로봇 응용 프로그램 가상실행 시스템 및 그 방
법
시나리오 기반 태스크 저작 방법
컴포넌트 기반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가
상 컴포넌트를 활용한 컴포넌트 조합 방법

출원국
(등록)

기간

연구비

OROCOS

'01 - '03

233,000€

BRICS

'09 - '13

10,833,713€
(약160억원)

RT 미들웨어

'02 - '04

n.a.

차세대 로봇
- 기본 요소

'05 - '07

4 M$(‘07)

유럽

차세대 로봇
'07 - '11
- 지능 RT SW

표준 제정 중

47M$
(‘07-’09)

표준 제정 완료

미국
특허명

출원(등록)번호

ROS

'06 설립

6-8M$/년
(추정)

출원(등록)
년도

한국

2011-0102570

2011

한국

2011-0112069

2011

한국

2011-0134286

2011

한국

2011-0123461

2011

한국

2011-0092553

2011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고 신뢰성 로봇 S/W의 쉽고 빠른 개발을 통한 다양한 지능형 로봇 시
장의 창

24,705

로봇 산업

동향

■ 보유 특허
등록 구분

SW 플랫폼

특징
- EU지원 이후에도 연구기관들이 파트너
쉽을 이루어 계속적으로 연구개발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실시간성 및 산업용 로
봇을 위주로 개발
- 고사양의 로봇개발을 위한 도구, 모델 및
관련 라이브러리의 구조를 사용이 편리
하도록 형식화 하고자 함
- 컴포넌트 간의 통신과 컴포넌트를 표준
화 시키고 컴포넌트를 OMG 표준으로 만
듦
- 로봇에 사용되는 기본 기능에 대한 표준
컴포넌트를 제공함
- 표준화된 모듈 및 로봇에 구현함으로써
컴포넌트들의 평가 수행
- 기 개발된 로봇 SW 플랫폼을 기반으로
로봇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컴포넌트들을 개발하고 로봇에
구현하고 검증 과제 시작
- 구글이 지원하는 비영리회사 : 개인용 로
봇을 위한 H/W와 개방형 로봇S/W를 개
발함
- 현재 PR2 로봇과 ROS를 적극적으로 마
케팅하고 있음
- 다양한 컴포넌트 개발은 학교를 활용하
고 앱 스토어의 초기 모델 제시

I N N O V A T O R

OMG

로봇 산업

(억원)
국내시장

일본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표준화 기구

세계시장

T E C H N O L O G Y

표준화 및 특허

(2016년)
개발 종료 후 3년
464,320

G R E E N

특허명
- 실시간성 강화를 위한 OPRoS 컴포넌트 모델 최적화 기술
- 경량형/스케일러블 실행엔진 기술
OPRoS 프레임웍 실시간성
- 컴포넌트 실시간 실행관리 및 제어 기술
강화 기술
- 운영체제 결합 미들웨어 기술
- 실행엔진 임베딩 기술
- 실행 환경 오류 대응 메커니즘
OPRoS 프레임워크 오류처리 기술 - 네트워크 오류 대응 메커니즘
- 프레임워크 오동작 방지 기술
- 실시간성 지원 태스크 스크립트 실행기
- 시나리오 모델 지원 및 태스크 가상 실행 기술
OPRoS 태스크 신뢰성 향상 기술 - 플러그인 함수 사이클 호출 기술
- 행동 충돌 검출 및 스케쥴링 기술
- 심볼 안정성 및 오류 검출 기술
- 레거시 프로그램 연동 기술
레거시 기술 연동 기술
- 파이선 스크립트 언어 연계 기술
- 경량형 임베디드 보드 이식 기술

(2013년)
개발 종료 후 1년
337,470

&

특허명

(2010년)
현재 년도
247,050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경쟁력
- 서비스 로봇 관련 응용 시나리오 경쟁력 존재
-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출 경쟁력
·문제점
- 로봇 개발 인력의 부족
- 로봇 SW 개발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 증가
-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인력 활용 미비
- 로봇간의 SW 이식 및 데이터 교환이 힘듦
- 수출 경쟁력이 낮음
- 한 업체에서 모든 H/W 및 S/W 검증
·외국 기업의 경쟁력 및 문제점 고려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RDS
*로봇 자체 기능 구현이 불가하고 윈도우 의존적

- 윌로우개러지사의 ROS

·경쟁력
- 로봇 업체 고유의 경쟁력 확보
*로봇 시스템, 컴포넌트, 시나리오 등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적용
*앱스토어 방식의 수익 모델 가능

- 로봇 개발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로봇 시스템 가격 하락

-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의료, 문화, 농업, 국방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서비스 개발 가능
*IT 분야 등의 다양한 인력의 수용

- Global Network로 개발된 H/W, S/W 및 로봇
의 수출 경쟁력이 높음
*인증된 H/W 및 SW를 활용

- ROPA를 통한 기업간 협업 강화

*고급개발자 대상, 일반 사용자 사용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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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자동차 번호판 인식 기술
인지기술연구팀 담당자

윤호섭

I N N O V A T O R

본 기술은 HD급 고해상도의 입력 영상에서 복수의 번호판 영역을 검출하고 인식하는 시스템 기술임.
카메라가 고정된 위치에서 동작할 뿐만 아니라 펜/틸트/줌 동작 시에도 인식하는 시스템이며 번호판 내의 문자들이 서
로 붙지 않을 정도로 기울어진 환경에서도 인식 가능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HD급 고해상도의 입력 영상에서 복수의 번호판 영역을 검출하고 인식하는 시스템
·카메라가 고정된 위치에서 동작할 뿐만 아니라 펜/틸트/줌 동작 시에도 인식하는 시스템
·번호판 내의 문자들이 서로 붙지 않을 정도로 기울어진 환경에서도 인식가능
·성능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번호판 검출율 98%이상
-번호판 인식율 95%이상 (번호판 최소 문자 크기 20x25 이상)

·입력 : RGB, (HD급 이하)
·출력 : 번호판 위치 정보 및 인식 정보

■ 기술구성도
·본 기술은 상기의 번호판 인식 기술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SW 기술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고속도로나 국내상에 과속 단속 시스템 수요 증가
-대형 건물이나 유통센터 및 주차장 등에서 주차 정산 시스템 수요 증가
-고속도로 톨 게이트에서 hi-pass 에러 및 불법 도주 차량 단속 시스템 설치 요구
증가
-전국 주요 도로 불법 주 정차 단속 시스템 수요 증가
-공공기관,기업 출 퇴근 시간 확인 및 외부 차량 안내 시스템 수요 증가

·영상 내 여러 차량 동시 검출 및 인식
·조도의 변화나 왜곡에 강인한 인식
·차량 감지 센서 없이 카메라 만을 이용하므로 시스템 설치비 감소
■ 기술의 상세 사양
·H/D 카메라 사용 추천(VGA급 이하에서도 동작)
·번호판 검출기 성능: 98%
-상/하 ±15도 좌/우 ±30도 기울음
-번호판 내 최소 문자 크기 15x20

·번호판 인식기 성능: 95%
-번호판 내 최소 문자 크기 20x25
-훼손, 왜곡 문자 포함

·지능형 방범 시스템
-주요 국도상에 범죄 차량 검거 시스템 수요 증가
-특정 범죄 사건 발생시 주요 도로상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용의차량 이동 추적 시
스템 수요 증가
-경찰차에 탑재되어 이동식 범죄 차량 조회 수요 증가
-일반 버스 등에 탑재되어 버스 전용 차선 위반 단속 및 불법 주차 단속 시스템 수요
증가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고정식의 경우 한 차선당 카메라 한대 설치 필요
·조도의 변화나 왜곡에 강인한 인식
·차량 감지 센서 없이 카메라 만을 이용하므로 시스템 설치비 감소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HD급 영상에서 실시간 인식 (1~5 frame/second)
·주/야간 번호판 검출 및 인식
·인식이 어려운 크기의 번호판도 검출

·영상 내 여러 차량 동시 검출 및 인식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고정식 번호판 인식 시스템
이동식 번호판 인식 시스템

본 기술의 우수성
-2개 차선이상 동시 처리 가능
- 차량 감지 센서 H/W 불필요
- 설치비 감소
- 기울어진 번호판 검출 및 인식 가능
- 훼손, 왜곡된 문자 검출 및 인식 가능
- 응용시스템 저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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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2년 하반기
-신형/구형 번호판 인식 시스템 완료 : 2012년 10월

■ 기술이전 범위

S M A R T

·국내 자동차 번호판 자동 검출 및 인식 기술
-국내 번호판 자동 검출 라이브러리
-국내 번호판 자동 인식 라이브러리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성

표준화 및 특허

이전기술의

/서비스

(천원)

비중(%)

5,000

40%

·자동차 번호인식 기술의 경우 특별한 표준화 동향 없음
■ 보유 특허
출원/
등록 구분

특허명
자연영상 특정 문자/숫
자열 학습을 통한
자동차 번호판 인식 시
스템 및 방법

출원(등록)
출원(등록)번호
년도

IP20100676
미국/한국 (20100086215)

주차장
출입관리

b. 시장 환경 면: 2011년 이

아파트/연

b. 시장 환경 면: 2013년 이
10,000

40%

출입관리

주정차

시스템

주차 관리 시스템

톨 게이트 감시

- 주요 도로 불법 주 정차 단속 시스템
- 교통 혼잡로 불법 주 정차 단속 시스
템

- 유통 업체 차량 주차 요금 및 입 출
입 관리 시스템
유통업체/회사
- 대형 건물 차량 주차 요금 및 입 출
입 관리 시스템

도로공사

b. 시장 환경 면: 2010년 이
30,000

40%

- Hi-pass 오작동 처리 시스템
- 톨비 미 징수 인식 시스템

후 연간 천억 예상

2011

c. 기타: 가격보다는 정확도
에 치중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I N N O V A T O R

경찰청/구청

2011

에 치중
a. 가격 경쟁력 면: 유사

위반

예상 제품/서비스 예상 수요자(층)
주요 적용 내용
- 고속도로나 국도변 과속 차량 단속
과속 및 범죄차량 단속
경찰청
- 국도변 범죄 차량 조회 및 단속
시스템
불법 주 정차 단속

신호위반,

후 연간 오백억 예상
c. 기타: 가격보다는 정확도

범죄차량,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2011

에 치중
a. 가격 경쟁력 면: 유사

구소/기업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후 연간 백억예상
c. 기타: 가격보다는 정확도

출원중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판매가능시기

한점
a. 가격 경쟁력 면: 유사

T E C H N O L O G Y

출원

출원국
(등록)

잠재적/현재적 경쟁자와 가
격,시장 등에서 경쟁상 유리

G R E E N

예상단가

&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예상 제품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비용의 절감
-차량 감지 H/W 장치 불필요
-차선당 하나씩 설치할 필요 없음
-라이센스 당 가격 저렴

·활용도 향상
-불법 주 정차 단속, 주유소등 활용도 향상
-기타 범죄 차량 추적이나 사람의 수작업이 필요한 작업 대치 가능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국내외 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과거 약 10% 정도였으며, 최근 성장률
이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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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모바일 매쉬업 WebApp 콘텐츠 제공
기술

공간정보기술연구팀 담당자

김재철

본 기술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매쉬업 콘텐츠를 직접 저작이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 매쉬업
WebApp 콘텐츠 제공 기술임.

I N N O V A T O R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스마트폰 환경에서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매쉬업 콘텐츠를 직접 저작이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 매쉬업 WebApp 콘
텐츠 제공 기술 개발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전략적 기술로서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의 중요성 대두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 기술구성도

※Top 10 Strategic Technology Areas for 2009~2012, Gartner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각 앱스토어에 맞춰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작업이
2014년 경에는 대부분 사라지고 HTML5와 브라우저로 플랫폼에 구애 받지 않는
개방적 웹앱 개발환경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Gartner, 2010.10)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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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모바일 매쉬업 WebApp 저작도구 시스템
·2013년 4월(예정)

■ 기술이전 범위
-모바일 매쉬업 WebApp 저작/배포 인터페이스 기술
-모바일 매쉬업 WebApp 저작 엔진 기술
-모바일 매쉬업 WebApp 런타임 기술

S M A R T

·주요기술 내용

·제품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G R E E N

-모바일용 매쉬업 WebApp 저작도구 (AppDrone me v1.0)

&

-PC용 매쉬업 WebApp 저작도구 (AppDrone pro v1.0)

T E C H N O L O G Y
I N N O V A T O R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성장 전망(Gartner, 2010, 12)

·2011년 글로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177억건으로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고, 2014년에는 다운로드 1,850억건, 시장매출도 58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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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USN기반 차량검지시스템(U-VDS)
자동차인터랙션기술연구팀 담당자

김도현

본 기술은 초소형 지자기센서와 저전력 MCU, 무선 RF 칩, 배터리 등이 탑재된 센서노드를 도로에 설치하여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 주요교통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장비 대비 50% 이상의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본 기
술은 신호제어,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등 지능형교통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음.

I N N O V A T O R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초소형 지자기 센서와 저전력 MCU와 무선 RF 칩, 배터리 등이 탑재된 센서노드를 도로에 설치, 교통량, 속도, 점유
율 등 주요교통정보를 수집하고 기존 장비(루프검지기 등) 대비 50% 이상의 가격경쟁력을 USN기반 차량검지 상
용화 시스템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지능형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은 도로와 차량
등 기존 교통의 구성요소에 첨단의 전자,정보,통신 기술을 적용시켜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행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과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위한 교통부문의 정보
화 사업임
·본 기술은 이러한 ITS 분야의 신호제어, 교통소통, 교통사고 회피, 자
동단속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는 교통량, 점유율, 속도 등의 실시
간 도로 상황정보를 센서를 통해 수집하여 분석,제공하는 기술임
·루프검지기, 영상검지기, 열선방식 결빙 장치 등 기존 Traffic
Surveillance & Detection 기술은 우수한 성능을 기반으로 ITS 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으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여 전
국적인 확산이 어려워 ITS 적용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주요 고속도로, 국도, 시가지도로 등 전국적인 도로망을 대상
으로 ITS 인프라 구축 및 확대가 용이한 고신뢰성, 저비용의 교통정보
수집 기술이 필요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기술의 상세 사양
·USN기반 차량검지시스템은 센서노드, 릴레이노드, 베이스스테이션,
AGENT로 구성됨

-U-TSD 센서노드 : 차량 검지 장치
-U-TSD 베이스스테이션 : 교통정보 생성 및 제공 장치
-U-TSD 릴레이노드 : 센서노드와 베이스스테이션 연계 장치
-U-TSD AGENT : U-TSD 운영 장치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루프검지기는 차량실체를 반영하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차량 운
행 정보를 수집하나 설치 및 유지보수 효율성이 떨어지고 차량 및 계
절적인 요인으로 단선이 잦음
·영상검지기는 영상 처리 알고리즘에 따른 다양한 신뢰성 있는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루프검지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
나 도로 및 환경에 따른 영향을 받으며 초기 비용이 고가
·루프검지기, 영상검지기 등 기존 차량검지 시스템 시장에 USN 기반
차량검지 시스템이 경쟁 기술로 참여하게 되어 다양한 차량검지 시스
템간 경쟁 관계 형성
·본 기술은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위해 초소형 지자기 센서와 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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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MCU와 무선 RF 칩, 배터리 등이 탑재된 센서노드를 실 도로 환경
에 설치하여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 주요교통정보를 수집하는 시스
템으로 기존 장비(루프검지기 등) 대비 50% 이상의 가격경쟁력을 갖
추고 있음
기술의 완성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USN기반 차량검지시스템(U-VDS)
-U-VDS 센서노드 (H/W, S/W, 하우징)
-U-VDS 릴레이노드 (H/W, S/W, 하우징)
-U-VDS 베이스스테이션 (H/W, S/W, 하우징)
-U-VDS AGENT

구분
운용 SW

표준화 및 특허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25
46
5,202
2,376

139
51
6,351
2,808

154
55
7,599
3,291

169
59
8,856
3,789

184
64
10,000
4,248

197
68
16,977
4,650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교통정보 수집시스템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과
센터간 데이터 전송 형식이 필요하고, 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통정보 수집시스템 관련 표준화는 해당 사항 없음
■ 보유 특허

등록
등록
등록
등록

출원국
(등록)

특허명
매설식 무선 차량검출장치와 이에 대한
제어방법
차량 검출장치, 차량 검출장치의 운영 방법 및
액세스포인트 설치 방법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의 시각 동기화 방법
차량 검출 방법

출원
(등록)
번호

출원
(등록)
년도

대한민국 1106071

2012

대한민국 1000956

2010

대한민국 0932270
대한민국 0921002

2009
2009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ITS 서비스 분야 중 교통관리최적화, 교통정보유통활성화, 여행자 정
보고급화, 대중교통활성화, 화물운송효율화, 차량 및 도로 첨단화 분
야 등에 활용 가능
·지능형 주차장 관리 시스템, 어린이 안심서비스, 굴곡도로 및 운전자
시계 확보가 어려운 도로에 대한 텔레매틱스 및 안전운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시장 확대 가능

·선진국들은 에너지 효율화, 신흥개발국가들은 저비용 ITS 신기술 수
요가 커지고 있음
·ATMS 분야의 신기술인 U-TSD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선점을 미국
이 주도하고 있으며 상용화를 통한 사업화를 신속히 진행 중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 시장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 후발 국가의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사업화 성공 시 세계 ITS
시장 개척이 가능함
·ATMS 세계 시장의 10% 점유 시 약 6,000억 가량의 수출효과를 기
대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국내 USN 및 ITS 전문기업들이 세계적 선
도기업화를 촉진할 수 있음
·ITS 장비제조업체는 장비비, 설치비, 유지보수비가 감소하여 기존 기
술 대비 50%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음
·USN 분야의 전문기업들은 USN 기술의 사업화 판로 개척으로 안정
적인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U-TSD 기술은 저가의 장비 및 유지보수 비용과 설치 용이성으로 u교통 인프라 구축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며, 광의의 도로 구간을 대상
으로 교통정보 수집구간을 확대 할 수 있음
·고속도로 6개 차선별로 루프검지기 2식, 센서노드 2식 설치를 기준
으로 기존 제품 대비 50%이상 가격경쟁력이 기대됨

I N N O V A T O R

출원/
등록
구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T E C H N O L O G Y

운용 SW

ITS
ATMS
ITS
ATMS

G R E E N

·세계 ITS시장은 연평균 9% 성장률을 보이고, 미국이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
·중국, 동남아, 중남미 시장 등 신흥개발국가는 비교적 높은 연평균
15% 성장
·ITS 시장에서 ATMS(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분야가
36% 이상의 시장 규모 차지

&

·2012년 1월 ~ 5월 : 대전 테스트베드 현장 시험
·2012년 5월 : U-VDS 시제품 개발 완료
·2012년 5월 : ITS 성능평가 검증 완료
·2012년 6월 ~ 10월 : U-VDS 상용화 시제품 개발 완료 예정
■ 기술이전 범위

S M A R T

■ 기술개발 완료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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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만성 콩팥병 조기 진단용 배뇨분석
기술
바이오센서연구팀 담당자 홍종철

I N N O V A T O R

본 기술은 만성 질환자들의 신장이상 모니터링을 위한 분석 기술로 배뇨 중 크레아티닌과 마이크로 알부민을 동시 측
정하여 이상 유무를 판별하는 저비용, 고감도의 조기진단 일회용 카트리지와 리더 기술임. 사용 편의성이 높고 고감도
분석기술이므로 가정용, 실버 타운, 헬스 케어 센터 등은 물론 병원에서도 이용 가능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발색반응을 통한 배뇨 중 크레아티닌 농도 측정
·시약 반응에 의한 투과도 저하를 통한 마이크로알부민 농도 측정
·일회용 플라스틱 카트리지
·소형 배뇨분석 리더 (소형, 경량의 마이크로펌프와 LED-PD 광학계 사용)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 위한 블루투스 통신 모듈

1. 기술 개요

■ 임상적 배경

기술개발의 필요성
■ 사회적 배경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신장질환 위험군

·만성질환자의 신장질환 조기진단용 가정 내 U-헬스 상시 모니터링
·일회용 플라스틱 카트리지, 소형 카트리지 리더
·저가 + 고감도
■ 기술의 상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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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국내 기술 현황
세계 기술 현황
국내에는 아직 소형, 일회용 마이크로 노르웨이 Afinion사, 독일 Simens사에

1조 8000 억 원에 달할 전망 (출처: ETRI, 국내 u-health 시장 조사
보고서)
·국내 바이오센서 시장 규모는 2007년 500억원에서 2013년 1,024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기업이 없음

·신장이상 진단용 키트의 경우 현재 국내 해당 제품 시장 형성 전임
·노르웨이 Afinion사, 독일 Simens사에서 마이크로알부민/크레아티닌
진단장치 출시
·2010 년 헬스케어 관련 세계시장은 300억 달러 (출처: 삼성경제
연구소, CEO Information, 2004)

장치를 개발하여 제품 출시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2012년 12월
■ 기술이전 범위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본 기술은 기존의 스트립 방식의 측정보다 고감도로 신장 이상의 조
기 진단이 가능하며, 기존의 병원진단 방식보다 저가로 지속적인 모
니터링을 가능하게 함
·본 기술은 아직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이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선도적인 두 회사에서만 유사한 기술을 개발, 제품판매에 나서고 있
는 시장 초창기로 시장 선점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바이오 관련 시장 규모의 빠른 증가세로 매출 증대에 큰 기여 예상
·본 기술 중 소형 배뇨분석 리더의 경우 LED-PD 광학계와 마이크로
펌프를 사용하여 저가로 공급 가능
·본 기술 중 일회용 플라스틱 카트리지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과 초음
파 용착으로 제작되므로 대량 생산에 적용 용이

I N N O V A T O R

·사출 성형 마이크로알부민 배뇨분석 플라스틱 카트리지 제작 기술
·배뇨 중 마이크로알부민 정량검출 기술
·배뇨 중 크레아티닌 정량검출 기술
·마이크로알부민 배뇨분석 플라스틱 카트리지 판독기 제작 기술
·관련 특허 실시 권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T E C H N O L O G Y

■ 기술개발 완료시기

4. 기대효과

G R E E N

기술의 완성도

&

본 기술의 우수성
사출 성형에 의한 플라스틱 카트리지의 제작이
병원 진단 시스템
가능함으로써 일회용 카트리지의 단가가 저렴하
(혼탁도 검사)
며 정밀 측정이 가능
활성 고분자 이용 특이적 항원-항체 반응이므로
노르웨이 Afinion사,
형광체와의 불필요한 화학반응 및 고가/대형 광
독일 Simens사 진단 장치
학 장비를 회피 가능

S M A R T

알부민 배뇨분석 시스템을 상용화한 서 마이크로알부민/크레아티닌 진단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바이오센서 세계 시장 규모는 2009년 약 67.2억불에서 2016년에
는 144.2억불 규모로 연평균 16.4% 성장 예상 (Analytical Review of
World Biosensors Market, Frost & Sullivan, 2010)
·u-헬스 국내시장은 2015년까지 서비스 및 장비시장을 포함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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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현장진단용 초고속 혈액 전처리칩
바이오센서연구팀 담당자

김완중

I N N O V A T O R

본 기술은 일회용 플라스틱칩에서 30초 이내에 전자동으로 혈액 한두방울에서 혈구와 혈장을 분리할 수 있어 유-헬스 서
비스의 핵심 기기인 현장진단기기 사용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혈액의 혈구/혈장 분리를 누구나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본 기술은 각종 질병의 조기진단, 만성질환자의 건강 모니터링등 현장에서 혈액검사가 필요한 모든 서
비스에 활용 가능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T E C H N O L O G Y

■ 기술개념
·일회용 플라스틱 칩에서 30초 이내에 전자동으로 혈액 한두방울에서 혈구와 혈장을 분리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전처리 하는 기술로 유-헬스 서비스의 핵심 기기인 현장진단기기 사용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혈액의 혈구/혈장
분리를 누구나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랩온어칩* 기술
(*랩온어칩:

검사실에서 수행하는 분석과정을 전자동으로 수행하는 명함 크기의 소형 칩)

S M A R T

&

G R E E N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기술의 상세 사양

·미래에는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산
·고령화의 진전 및 개개인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비한 기술 확보가
필요
·현장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질병을 조기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
·보통신기술의 킬러 애플리케이션 분야로서 라이프케어 관련 신규시
장이 크게 확대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인허가 기관에서의 채혈과정 없이 현장에서 누구나 자신의 혈액 한두
방울 채취로 검사를 가능케 해줌
·혈구/혈장 분리 시간 최소화 <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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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기술의 완성도

기술도입효과

■ 기술개발 완료시기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2012년 10월

·혈액검사 기반의 현장진단키트에 모두 적용 가능
·일회용 플라스틱 칩 기반 기술로 저가 및 생산성 증대
·특화된 혈액 전처리칩 장착에 의한 제품의 부가가치 대폭개선

■ 기술이전 범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I N N O V A T O R

·2009년 말 세계 바이오센서 시장 규모는 약 67.3억 달러로 2003년
이후 연평균 9.5% 성장
·2009년 이후 2016년 까지 연평균 11.5% 증가하여 2016년 144.2억
불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T E C H N O L O G Y

·혈액 검사 기반의 현장진단기기의 시료 전처리
·보건소, 개업의원용 소형 질병진단 기기의 시료 전처리
·u-City, Silver Town 등에서의 u-Healthcare 서비스
·만성질환 관리, 응급상황 감시, 건강관리 등의 의료 서비스
·맞춤형, 개인화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선진화된 진료 서비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다양한 개인화된 의료 건강서비스

G R E E N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S M A R T

·혈구 응집을 통한 전처리 가속 기술 (특허 실시권)
·자기력 구동형 혈장 분리 기술 (특허 실시권)
·미세 구조 내 알부민 흡착 제거 기술 (특허 실시권)

<글로벌 바이오센서 시장 성장 추이 (단위:백만불)>
출처 : "바이오센서 글로벌 시장 동향 분석", KIMM 2011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현장진단기기 시장은 체외진단 시장(2007년 370억불)의 35% 차지
·끊임없는 과학기술적 혁신이 계속적인 새로운 테스트 개발을 촉진 시
킴
·로쉐, 지멘스, 아보트 등 소수의 대형 업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
·체외진단기기 전분야에서 지속적인 통합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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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새주소 및 구역번호 인식 기술
주소정보연구팀 담당자

정선화

본 기술은 새롭게 도입되는 새주소 제도를 위한 새주소/구역번호 판독 및 우편주소 DB 종합 관리 기술임.

I N N O V A T O R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새롭게 도입되는 새주소 제도를 위한 우편물에 기재된 새주소/구역번호 판독 기술 개발 및 이를 위한 우편주소 DB
종합 관리 기술 개발

G R E E N

■ 구역번호 판독 기술 개발 필요

S M A R T

1. 기술 개요

&

T E C H N O L O G Y

■ 기술구성도

기술개발의 필요성
·구역번호 판독과 함께 現 우편번호와 판독과의 구분 필요
■ 새주소 우편물 증가에 따른 새주소 판독 기술 개발 필요
·도로명 주소 표기의 다양성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주소 구분 환경에 기반 한 주소정보 관리 체계 필요
·우편주소 DB의 구조 및 내용 정비를 통하여 표준 우편주소 DB 구축
마련
■ 구역 번호나 주소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연영상 문자인식 원천
기술 확보
·자연영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숫자/문자 인식기로의 확장 가능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다양한 표기의 새주소 우편물을 인식하여 자동구분 처리
·현재 우편번호와 새롭게 도입되는 구역번호를 구분하여 인식하여
처리

·
주소영역추출, 문자열분리, 문자분할 등의 영상분석 기술
·숫자, 영문자, 특수기호, 한글 등의 문자인식 기술
·주소사전 기반 주소해석 기술, 일반(주소사전 미 활용) 주소해석 기술
·새주소, 번지주소, 새주소 및 번지주소 혼용 기입 해석 기술
·우편번호 판독 기술, 바코드 (3 out of 5, 4 state 등) 판독 기술
·새주소 및 번지주소 매칭 기술, 주소 DB 설계 및 관리 기술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스마트 폰 등에 어플로 제공되는 명함 인식 기술
·자동차 번호판 인식 기술
·구글 Goggles의 영어 문자 인식기술
·다양한 주소 표기를 처리하는 상용화된 한글주소인식 기술은 ETRI만
보유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명함 인식 기술

·다양한 숫자/문자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도록 학습 및 확장에 용이
기타 주소 인식 기술

■ 기술의 상세 사양

본 기술의 우수성
- 200~300dpi 저품질 영상에서의 주소 및 우편번호 인식
- 초당 5통 이상의 고속 주소 인식
- 수년간의 현장 테스트를 통한 성능 안정화 수행
(주소판독률 85%, 우편번호판독률 95%)
cf. 상용화된 순로구분기 및 서장구분기에 탑재 운영 중

·이진화, 영상회전, 기울기보정, 잡영 제거 등의 영상전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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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2012년 말에 완료 예정
·완료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상용화 제품에 탑재되어 활용 예상

■ 해당 기술이 우편물 자동구분기의 핵심 모듈로 탑재

■ 기술이전 범위

·2013년까지, 전 도시지역 우체국에 순로구분기 보급
-순로구분기의 평균 대당 가격은 1억원 이하

-도로명에 대한 문자인식기 모듈
-다양한 표기에 대한 새주소 해석 기술 모듈
-새주소 사전 설계 및 생성 모듈

·구역번호 판독 시스템 개발

도입완료
도입계획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4대
(29대)

5대

40대
52대
30대
30대
31대
(69대) (121대) (151대) (181대) (212대)

&

-5자리 구역번호 판독 모듈

도입
현황
보급
수량
(누계)

-구역번호 및 現 우편번호 판별 모듈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대체 및 개조를 통해서 소형통상구분기에 주소인식 기능 탑재
·소형통상구분기의 평균 대당 (대체)가격은 7억원 이하

·순로구분기
·서장구분기
·연속 등기 우편물 처리 시스템
·무인 창구 접수 시스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3대
8대

13대
3대

15대
-

11대
6대

42대
17대

대체
개조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T E C H N O L O G Y

■ 우편 자동화 분야

G R E E N

-우편번호 사전 설계 및 생성 모듈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S M A R T

·새주소 판독 시스템

·주소 및 우편번호를 인식하는 구분기; 순로구분기, 소형통상구분기
■ 순로구분기의 연도별 보급 동향

■ 한글주소인식시스템 개발을 통해 순로구분기 국산화 성공

■ 새주소 및 구역번호 판독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및 상용화
■ 문서 자동화 분야
·명함 인식 시스템
·보험 청약서 등 각종 주소 정보 처리 시스템
·은행 전장표 인식 시스템 (필기 문자 인식)

·작년까지 누적 기술이전 10.7억원 달성
·올해 우편자동화 및 문서자동화 분야 등에 2.5억 규모 예상
■ 새주소 및 구역번호 판독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및 상용화
·스마트 폰 상에서 문자/기호를 인식하는 수요 대처 가능

I N N O V A T O R

·순로구분기 국산화를 통해 총 900억원 절감 효과 달성
■ 체계적이고 정비된 주소 관리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

■ 기타 분야
·반도체 검사
·차량 번호판 인식
·휴대폰 카메라 기반 문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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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가축질병진단용 귓속 삽입형 모듈 및
모니터링 시스템
지역산업융합기술개발팀 담당자

박형준

본 기술은 가축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RFID 센서칩을 가축 귀에 삽입하고, 주기적으로 체온을 측정기에 송신하거
나 리더기로 측정하여 측정된 체온을 바탕으로 구제역 및 기타 질병 발생 여부를 조기 파악함으로써 질병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임.

I N N O V A T O R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가축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RFID 센서칩을 가축의 귀에 삽입하고, 주기적으로 체온을 측정기에 송신하거나 리
더기로 측정하여 측정된 체온을 바탕으로 구제역 및 기타 질병 발생 여부를 조기 파악함으로써 질병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RFID와 체온감지센서가 결합된 테그 및 리더기
-가축 및 농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화
-질병발생과 관련한 모니터링 및 방역을 위한 플랫폼 구축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부터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
-두달여 만에 288만 마리의 가축 매몰, 9개 시도 71개 시군 5,062 농장이 매몰
피해
-약 1조 7천억원의 정부 예산 부담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기존 생체주입형 RFID 문제점을 해결 가능
-가축 생체적 이상 발생 가능성(종양 원인 및 염증 질환)
-가축 체내에서 유실 및 파손 시 소비자의 안전성 위협
-RFID 센서의 재활용 가능성이 힘듬
-생체주입을 위해서는 고가의 바이오글래스 재질을 적용 해야함

■ 기술의 상세 사양
·기술의 특징
-귓속 삽입형 무선센서태그 모듈(RFID+temp.sensor)
-Passive(센서태그)+블루투스 혼용 RFID 전송기술

·주요기술
-귓속 삽입형 RFID 센서태그 설계기술
-RFID 리더 블루투스 전송 미들웨어 및 스마트폰앱 제작기술
-측정범위 : > 20 Cm (passive RIFD: 135 kHZ)
-온도정밀도 : <0.5 °C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열화상카메라

·부착형 RFID 센서 칩 문제점을 해결 가능
-정확한 온도측정 불가(센서의 고정이 힘듬)
-귀, 입, 코 등에 삽입시 가축에게 이물감 갖게 되어 불안감 유발
-외부에 돌출되어 파손 가능성이 큼

기술의 특징

* 배리칩
-현재 상용화된 국내 RFID칩 적용
어려움 제품 대부분이 물류/이력
추적 시스템에 적용되다보니
RFID제품의 소형화가 시급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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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대두됨 (소형화된 RFID칩 기술은 수입에 의존)

비용절감

·고급 어종 양식관리 시스템 구축적용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참치와 같은 고급어종 관리 시스템으로 해양어업자원 관리, 유지에 유리

경쟁기술

·본 기술을 적용한 신규 제품 출시 가능

본 기술의 우수성

열화상 카메라
- 열화상 카메라비용이 비쌈
- 진단하는 농장주의 주관적판단
- 미세한 측정이 불가능
배리칩
- 주입후 기기 손상시 제검 불가능 및 생물학적
피해가능(악성 종양 및 염증유발)
- 무선송수신장비와의 송수신문제
- 단순 이력정보만 판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와 온도센서를 이용한 정

-미아 찾기 서비스
-노인 복지관련 서비스

확하고 객관화된 온도측정 정보 취득가능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가축의 RFID 이력뿐 아니라 온도 측정도 가능하
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중앙관제 서버와 양방향
통신서비스 제공

기술의 완성도

·RFID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계시장규모는 2008년 22억 달
러 수준에서 2015년까지 약 315억불로 예상됨
·RFID 세계시장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8년(52억 5
천만 달러)과 비교하여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분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2년 6월 말
■ 기술개발 일정
과제성
과지표

3월
4월

6월
7월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동물 RFID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관련 산
업 육성을 위하여 RFID 태그와 판독 시스템의 적합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KS규격을 추가로 제정 하고, 애완동물의 원격진료, 야생동물
관리, 수산자원 관리, 유전자 관리를 통한 품종 개량 등으로 활용 분
야를 크게 확대해 나갈 계획임
·일본의 경우 SO 11784/11785 국제표준규격에 적합한 호환 전자칩
장착 대상 동물(말, 개, 고양이 등 수입 외래동물 및 애완견 등에 적
용 의무화)
·EU는 ISO 11784/11785 국제표준규격에 적합한 호환 전자칩 장착
대상 동물(소, 양, 염소 등 가축에 적용 의무화)
·미국도 ISO 11784/11785 국제표준규격에 적합한 호환 전자칩 장착
대상 동물 (소, 들소, 양, 돼지 등 가축에 적용 의무화)

■ 기술이전 범위
·귓속 삽입형 모듈 설계 및 제작 기술

4. 기대효과

표준화 및 특허

기술도입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SO 11784 & 11785 동물의 피부에 마이크로 칩을 주입하는 무선
주파수 식별 (RFID)의 규제 국제 표준이며 미국, 일본, EU등이 ISO
11784/11785 국제표준규격에 따라 검역법을 강화하고 있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08.01.27)됨에
따라, 서울시 등 2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전자
칩(RFID)을 활용하여 애완동물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
처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KS규격을 전면 개정(’08.06)한다
고 발표하였음
※ 생체 주입형 마이크로전자칩(RFID) : 바이오유리캡슐로 만들어진 쌀알 크기의 초소형 RFID 전자칩
을 주사기로 애완동물의 몸체 내부에 직접 삽입

■ 보유 특허
출원/

특허명

등록 구분
출원

귓속 접속 온도 및 식별정보 모니터
링 기술

출원국
(등록)
한국

출원(등록)
번호
10-20110082646

출원(등록)
년도
2011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가축 전염병 방지를 위한 축산관리 시스템 구축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부터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
-두달여 만에 288만 마리의 가축 매몰, 9개 시도 71개 시군 5,062 농장이 매몰
피해
-약 1조 7천억원의 정부 예산 부담

I N N O V A T O R

-귓속 삽입형 모듈 금형 시작품 제작 계획서
-RFID 리더 통신 미들웨어 및 스마트 폰용 앱 소스
-귓속 삽입형 모듈 시험계획서, 절차서, 결과서

T E C H N O L O G Y

5월

1. 공동연구 산업체 공모 선정
2. 요구사항 도출 (요구사항 정의서)
1. 센서모듈구조설계 (설계서)
2. 관련 부품선정
1. RF송신기/수신기 구조 및 레이아웃 설계
2. 센서모듈 설계 및 제작
1. RF송신기/수신기 제작
(시제품)
2. 귓속삽입형 기구부 설계(설계서)
1. RF송신기/수신기 제작
(시제품)
2. 귓속삽입모듈용 기구부 제작
1. 귓속삽입모듈 시작품 제작
2. Q-mark 인증을 위한 시험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
3. Q-mark 인증
1. 기술이전
(기술이전 계획서)

G R E E N

2월

가축질병진단용 귓속삽입형 모듈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1월

[표 1] 세계 RFID 시장 규모

S M A R T

■ 기술개발 완료시기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상황실 (2011년1월27일 기준)

■ 구제역 및 기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최소화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소 사육두수
2,422,000
돼지 사육두수
9,426,000
소계

10,000원
24,220
94,260
118,480

센서 단가
15,000 원 20,000원
36,330
48,440
141,390
188,520
177,720
236,960

25,000원
60,550
235,650
296,200

※ 2007년~2009년 소,돼지 평균 사육두수에 센서비용만 적용하여 산정

·예상매출
매출액
규모

(단위 : 억원)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145

242

905

1,427

1,804

※ 2013년 소의 30%, 2014년 소의 50%, 2015년 소의 70%, 돼지의 30%,
2016년 소의 100%, 돼지의 50%, 2017년 소의 100%, 돼지의 70% 적용 가정

-축산분야는 IT 융합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RFID/USN 기술을 적용하면 국내
농업축산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부족 문제들을 해결 할 것으로 기대됨
-구제역 및 기타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방역, 보상, 환경보전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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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모바일 센서게이트웨이 및 OGC호환
센서데이터 전달 플랫폼
그린IT서비스연구팀 담당자

이병탁

I N N O V A T O R

본 기술은, 도시의 건물공간 및 가로등공간, 이동체공간 등의 센서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통합관제하기 위
한 센서게이트웨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에 관한 것이다. 주요 구성 요소는, “모바일 센서게이트웨이” 및
“모바일 센서게이트웨이 확장모듈”, “OGC호환 센서데이터 전달 플랫폼” 기술임.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모바일 센서게이트웨이: 하드웨어 회로도, 리눅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모바일 센서게이트웨이 확장모듈: 하드웨어 회로도, 전용 운영체제

S M A R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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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C호환 센서데이터 전달 플랫폼: 게이트웨이 탑재용 OGC호환 센서데이터 전달 플랫폼 SW, 센서정합 SW, 서
버 탑재용 테스트 SW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지원
·소형화, 경량화, 저전력화된 모바일 센서게이트웨이로 이동체 적용
가능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최근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사물지능통신 분야가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수익구조가 정체되어 있는 국내외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모델

■ 기술의 상세 사양

로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분야에 많은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의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사물통신 센서게이트웨이는, 이동통
신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규격을 따른 모뎀을 장착
하고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수집하여 모뎀을 활용해서 서
버로 전달하는, 단순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센서게이트웨이에서 지능적인 데이터 가공 처리를 수행하여, 데이터 압축
과 이에 따른 통신대역폭 감소, 서버로의 부하 집중 감소, 실시간 상황인
지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연산처리를 지원하는 센서게이
트웨이가 필요하다
·본 기술 이전물을 통해, 차세대 사물지능통신에서의 센서게이트웨이 및
센서모듈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관제 솔루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M2M 단말은 시장 초기 상태로, 기존 특정 단말에 추가적으로 M2M
모듈을 장착해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M2M 단말은 단순 기능을 수행하는 모델
로, 이동통신 모뎀을 장착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서버에 전달해주는
단순 기능 제공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기존 M2M 단말에 비해 고성능 연산처리가 가능하여, 단계적으로 센
서게이트웨이 기반 지능화 기능 탑재 가능하여, 고부가 M2M 서비스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본 기술은 고성능 M2M 단말을 지향하고 있으며, 기존 M2M 단말에
비해 고성능 연산처리가 가능하여, 단계적으로 센서게이트웨이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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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 기능 탑재 가능하여, 고부가 M2M 서비스 지원
·소형화, 경량화, 저전력화된 모바일 센서게이트웨이로서 이동체에 적
용 가능
·다양한 통신인터페이스, 센서 연동 기능 지원
·센서웹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확장 유연성 지원
기술의 완성도
·2013년도 2월
■ 기술이전 범위

·세부기술명 : 모바일 센서게이트웨이 확장모듈
-하드웨어 회로도, 전용 운영체제, ETRI 시험절차서 및 시험결과서, 시제품 2개

·세부기술명 : OGC호환 센서데이터 전달 플랫폼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
·IETF COAP: 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

3.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건물 통합 관제용 지능형 통합 단말, 이동체 관제 단말, 도시 시설물
관제 단말 등

I N N O V A T O R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건물 통합 관제용 솔루션 시장 진출
·도시 통합 지능형 관제 시장 진출
·지능형 M2M 관제 시장 진출

T E C H N O L O G Y

-게이트웨이 탑재용 OGC호환 센서데이터 전달 플랫폼 SW 소스, 센서정합 SW
소스, 서버 탑재용 테스트 SW, ETRI 시험절차서 및 시험결과서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G R E E N

-하드웨어 회로도, 리눅스/안드로이드 운영체제, ETRI 시험절차서 및 시험결과서,
시제품 2개

4. 기대효과

&

·세부기술명 : 모바일 센서게이트웨이

·리서치 기관 Mogan Keegan은 전 세계 M2M 단말기가 2009년 1억
1천만 대에서 2013년에는 4억 2천만 대로 연평균 약 40%(CAGR)로
급성장 예상

S M A R T

■ 기술개발 완료시기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국내 M2M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09년 말 146만이며, 시장은 1조 4
천억원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가입자는 10배 증가한 1,450
만을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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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OSEK/VDX 기반 차량 전장용 운영체제
기술 V3.0 (Qplus-Auto OSEK Edition V3.0)
자동차IT플랫폼연구팀 담당자

이은령

I N N O V A T O R

본 기술은 OSEK 운영체제는 국제 표준인 OSEK/VDX 규격을 준수하는 차량용 실시간 운영체제로 우선순위 기반의
선점형 실시간 스케줄링 기능을 지원하며 응용SW 개발자들이 쉽게 응용을 개발할 수 있도록 표준 API를 지원하는
기술임.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OSEK 운영체제는 국제 표준인 OSEK/VDX 규격을 준수하는 차량용 실시간 운영체제로 우선순위 기반의 선점형
실시간 스케줄링 기능을 지원하며 응용SW 개발자들이 쉽게 응용을 개발할 수 있도록 표준 API를 지원함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자동차 전장의 다양화, 복잡화로 기존 전장 SW 기술의 한계에 직면
-현재 전장 SW는 공통 규격 없이 완성차 업체의 요구에 따라 개발, 납품되므로
제품별개발비용이 크게 소모됨

·세계 자동차 선진국은 표준화된 차량 전장용 플랫폼 기반의 구조 설
계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독일의 VECTOR사, Electrobit사 등에서 OSEK/VDX 기반 차량 전장용 임베디드
SW 플랫폼을 개발 및 상용화 함
-칩벤더에서 칩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AUTOSAR 표준에 적합하도록
칩의 구조를 확장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완성차 업체 및 전장 업체의 니즈 충족
-완성차 업체 : 해외 수출차량에 대한 OSEK/VDX 및 AUTOSAR 국제 표준 플랫폼
적용요구에 대한 충족
-전장 업체 : 완성차 업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표준 운영체제 적용 및
MCAL 적용으로 SW 품질 보증 및 개발기간 단축 및 비용 감소
-임베디드 교육시장 : OSEK/VDX, MCAL 응용기술교육이 용이, 국제 표준 기반
전장 개발 인력 양성 요구 충족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OSEK/VDX OS 2.2.3 표준규격을 준수하며, OS 설정 및 활용을 위한
개발도구 제공으로 개발 편의성 제공
·TTA GS(Good Software) 인증 획득
·MBTech 국제 적합성인증 획득
·차량용 MCU의 HW 드라이버 지원
-Freescale : MPC560xP series(e200x0 Core), S12(X) Core
-Infineon : XC23xx series(C166SV2 Core)

■ 기술의 상세 사양
·OSEK/VDX 표준 규격 기반 차량용 운영체제 기술
-OSEK OS 2.2.3(커널) / OSEK COM 3.0.3(내외부 통신) / OIL 2.5(환경설정) 표준
규격지원
-MISRA (Motor Industry Software Reliability Association)-C 규칙 준수
-OSEK OS, COM 규격의 모든 Conformance Class 지원

·우선순위 기반의 선점형 실시간 스케줄링 기술
·차량용 MCU H/W 지원 ( MCU, GPT, EEPROM, ADC, PWM, SCI, SPI,
DIO, ICU, PORT)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Elektrobit(3Soft)사의 tresos : 독일 자동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인 Elektrobit사의 OSEK OS로 OSEK Time 기능을 제공하고, EB tresos
Studio 개발도구를 제공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Vector사의 osCAN : 독일 Vector사의 OSEK OS 로 CANoe osCAN
Library, High Resolution Timer, Time Analyzer 등의 개발도구를 제공함
·AUTOSAR MCAL 표준 API 규격을 따르는 MCA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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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등)
-차량 진단 기능을 제공하는 ECU 혹은 기타 외부 전자장치
본 기술의 우수성

OSEKCore는 OSEK/VDX specification 2.2.2를 준수하나
OSEKCore(tresos)

·본 기술 적용으로 차량 전장용 임베디드 SW 재사용성 증가로 인한
원가절감 및 응용 개발기간 단축 가능

Qplus-Auto OSEK Edition은 OSEK/VDX OS 2.2.3, OSEK OIL
2.5, OSEK COM 3.0.3을 준수함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OsCAN은 OSEK/VDX OS 2.2, OSEK COM 2.2.2, OSEK OIL
2.3 준수하나 Qplus-Auto OSEK Edition은 OSEK/VDX OS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2.2.3, OSEK OIL 2.5, OSEK COM 3.0.3을 준수함
Chip Vendor에 의한
MCAL 기술

본 기술은 AUTOSAR MCAL 표준규격을 준수하며, 칩 공급사
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함

차량 전장 SW
차량 전장 OS
(3%)

본 기술은 차량 전장의 선행 개발시 사용이 용이함

2014
26,805.29
1,297.27
804.16

3년간 합계
76,366.26
3,515.93
2,290.99

국내

31.53

35.03

38.92

105.48

세계
시장점유율(국내: 10%, 국내
세계: 1%)
합계

7.24
3.15

7.63
3.50

8.04
3.89

22.91
10.54

10.39

11.13

11.93

33.45

·2012년 8월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Qplus-Auto OSEK Edition V3.0(OSEK OS 소프트웨어)
-OIL 기반 시스템 생성도구 및 설정도구 포함

·Qplus-Auto OSEK Edition V3.0 사용자 설명서(개발자용)
·AUTOSAR MCAL R3.1 표준규격 준수 Device Driver 제공

4. 기대효과

-Microcontroller Driver : GPT(API - S12X Series), MCU,
-IO Driver: SPI, ICU, PWM, ADC, DIO, PORT 드라이버 제공

기술도입효과

표준화 및 특허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OSEK OS(ISO 17356-3) 표준은 AUTOSAR OS에 포함됨

·R4.1의 발표 대신, 2012년 말까지 R4.0.4에서 후위 호환성에 대한 부
분을 보강 중
■ 출원/
보유 특허
등록 구분
출원
출원
출원
출원

특허명

CAN기반 네트워크의 ID 변환 알
고리즘
이동평균법을 이용한 채널 선택
알고리즘
자동차 네트워크 통신 동기화 방
법
차량 내 전자제어 시스템의 이중
화 장치 및 방법

출원국

출원(등록)

출원(등록)

(등록)

번호
10-2009-

년도

국내
국내
국내/미국
국내

0092878
10-20090119246
10-20090116852
1010220

2009

I N N O V A T O R


·OSEK OS 표준은 2005년 이후 표준 개정작업은 하지 않는 상태임

·차량 전장용 임베디드 SW 재사용성 증가로 인한 원가절감 및 응용
개발기간 단축 가능
·외산 차량 전장용 SW 플랫폼 활용 대비 저렴한 개발 비용
·국제 표준규격 기반 전장용 운영체제 기술인 Qplus-Auto OSEK
Edition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제품 사용에 대한 기술지원, 상
용화 지원 등이 용이
·중소형 전장업체에서 국제 표준규격을 준수하는 전장 개발로
GLOBAL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음

T E C H N O L O G Y

·OSEK/VDX, AUTOSAR 표준 기반의 SW 플랫폼 해외 상용제품 출시
(Vector, Electrobit 등)
·오디오, DVD, DMB, 내비게이터 등의 인포테인먼트 분야의 전장제품
을 차종별로 개발 (현대오토넷)

■ 기기술이전 범위

G R E E N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
25,431.97
1,167.66
762.96

&

기술의 완성도

2012
세계 24,129.00
국내 1,051.00
세계
723.87

S M A R T

OsCAN(Vector)

2009
2009
2011

3.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차량 ECU용 운영체제로서 차량용 전장 및 시스템의 핵심 운영체제로
사용 가능
-자동차 바디, 섀시, 파워트레인 영역의 ECU 내 적용
-FlexRay, CAN, LIN 통신을 지원하는 통신 게이트웨이에 적용
-OSEK/VDX 표준 기반 재사용 가능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적용
-차량의 수동/능동 안전 시스템(ABS, TCS, ESP, ESC, LDWS, LKS, PCS 등)
-운전자 편의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바디 제어 전장(후방카메라 시스템, SCC, 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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