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W 콘텐츠

1-1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 양태 기반 휴먼 소셜 관계
휴먼컴퓨팅연구실  담당자  강동오

본 기술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사용 양태를 기반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자간의 친밀도 등의 사회적인 관계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임. 본 기술은 온라인 쇼핑, 소셜 게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스마트 소셜 서비스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PC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 간의 사용 양태를 상호 연동 종류 별로 인식/기록하고 이를 분석하여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자 간의 친밀도 등의 사회적 관계를 추출하는 기술

■ 기술구성도

스마트 디바이스 간
사용 양태

스마트 디바이스 간 사용 양태 기반
사용자 소셜 관계 추출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의 고성능화 및 다양성으로 인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개인의 멀티 디바이스 활용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스마트 디바이스의 사용 양태 인식 및 기록

 ·개인이 여러 개의 스마트 디바이스(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에 사용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자의 소셜 관
계를 바탕으로 디바이스 연결 등의 스마트 서비스가 요구됨

  - 스
 마트 디바이스의 상호 연동 인식 및 기록
 ·스마트 디바이스의 사용자 소셜 관계 추출
  - 스
 마트 디바이스 상호 연동 기록 분석
  - 사
 용자간 친밀도 추출

 ·멀티 디바이스를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멀티 디바이스의 서비스
에 있어서 사용자가 개입해야 하는 설정이 최소화되는 무설정 방식일
필요가 있음

■ 기술의 상세 사양

 ·최근에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교류를 나누기 보다는 스마트 디바이스
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친밀도를 형성하여 서로 밀접
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음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 양태 인식 SW

 ·
휴먼 소셜 관계와 마찬가지로 개별 서비스들에도 소셜 관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서비스의 실행에 있어서 사용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 방식의 스마트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

 ·지원 스마트 디바이스
  - 안
 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태블릿
  - 스마트 디바이스의
사용 양태 인식 기록
 ·사용자간 친밀도 추출 SW
  - 스
 마트 디바이스 사용
양태 분석
  - 사
 용자간 친밀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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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소셜 네트워크 추천 서비스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Google

  - 스마트 디바이스 간의 사용 양태 분석을 통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의 연결을 추천하는 서비스

  - Gmail ID를 이용한 동일 사용자의 디바이스 간 즐겨찾기 등의 디바이스
사용 정보 공유

  - 가정에서의 N-스크린 서비스, 업무에서의 가상회의 서비스, 학교에서의
스마트 학습 등의 다양한 장치 협업 서비스에 적용 가능

 ·카카오톡

  - 활용예: 디바이스 간의 연결이 많은 사용자 간의 메신저 서비스의 가입
을 추천

  - 주
 소록 기반 사용자 연결 추천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Google
카카오톡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본 기술의 우수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동일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 기반의 디바이스 간
정보 공유 가능
·디바이스 간 상호 연동 기반 사용자 디바이스 연결 추천 가능

 ·세계 미들웨어 무선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4년 약 52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 약 89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트너 2012 자료 기
반)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의 전세계 시장 규모는 2012년 7억불에서 2019
년 24억불로 성장 예상(산업기술로드맵보고서, 2011)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대상 디바이스의 연결 서비스 및 IoT/M2M 관련 신규시장 확대할 경우
M2M의 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은 2020년에 약 3,500억불로 성장 전망
(GSMA 2012)

 ·2014년 11월 (12월 중 기술 이전 추진)
■ 기술이전 범위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 양태 기반 사용자 친밀도 추출 SW

 ·전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는 2013년 2,000억불에서 2022년 1조
2,000억불로 성장 전망(NIA, 2013)

  - 안
 드로이드용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 양태 인식 에이전트
  - 스
 마트 디바이스 사용 양태 저장 프로그램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스
 마트 디바이스 사용 양태 분석 프로그램

 ·Apple은 AirDrop이나 AirPlay를 이용하여 기기 간의 콘텐츠 및 파일을
손쉽게 공유하는 서비스 기술을 제공

  - 사
 용자 친밀도 추출 프로그램

 ·Google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에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
반의 안드로이드 빔을 통하여 기기 간의 무설정 연동 기술을 시도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독자적인 디바이스 간 상호 연동 인식에 대한 표준화는 진행이 되지 않
고 있으며, 전반적인 디바이스 상호 연동에 대한 표준에 포함되어 진행
중임
 ·홈네트워크을 위하여 UPnP(Universal Plug and Plya) Forum은 UPnP
AV Architecture를 제정하였으며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에서 채택함
 ·ETRI에서 개인화 라이프로그 관련 국내 단체 표준을 제안함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출원

소셜 관계를 이용한 데이터 공유 장치 및 방법

한국

출원

스마트 디바이스 통합 방법 및 그 장치

한국

20130045400
20130091478

2013
2013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디바이스 무설정 연동 서비스
  - 가정에서의 N-스크린 서비스, 업무에서의 가상회의 서비스, 학교에서의
스마트 학습 등의 다양한 장치 협업 서비스에 적용 가능
  - 활용예: 디바이스 간 문서 파일의 교환이 많은 사용자의 디바이스 간에
공유 폴더 서비스를 제공함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그룹 관계 기반의 친구 관계 추천 기능
제공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디바이스 빅뱅에 따라 증가한 다수의 스마트 장치 간의 데이터의 교환,
응용 및 서비스의 연계 실행, 컴퓨팅 자원 공유 등의 무설정 연동을 위
한 미들웨어로 활용되어 디바이스 서비스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며 디
바이스 관리 비율이 감소 가능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 양태로부터 추출된 휴먼 소셜 관계를 이용한 무설
정 장치 간 연동 기술은 가족 간 자동 결제 서비스, 회사 내에서의 원격
결재 서비스 등의 사람들 간의 사회, 경제적 관계를 활용하는 새로운 형
태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을 통한 매출 증대 효과 가능
 ·스마트 장치들 간의 자원 공유 기능 등을 활용한 클라우드 및 응용 서비
스 개발자 및 사업자, 단말 개발자, 네트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
기 협업 서비스 오픈 마켓 조성 등의 4G 시대의 킬러 서비스 에코시스
템 구축 가능
 ·개인 및 커뮤니티의 스마트 장치 간의 데이터/서비스/자원의 융합, 공
유, 협업 등의 특화된 기능으로 스마트 장치 제조사의 경쟁력 확보 활용
기대
 ·소셜 기반의 디바이스 연결 서비스는 기존 단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연동 서비스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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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초고해상도 HEVC 비디오 코덱 SoC 기술
차세대OS연구실  변경진

본 기술은 UHD급 초고해상도 영상의 데이터 전송량을 줄이기 위해 영상을 압축 복원하는 차세대 비디오 코덱 SoC 기술로
압축효율은 H.264/AVC 코덱 대비 2배 이상임. 본 기술은 4K급 해상도이상의 UHD TV, 디지털 STB, 스마트 디바이스,
초고선명 네트워크카메라, 차량용블랙박스, 스포츠캠 등 초고해상도 코덱 기술이 필요한 응용시스템 제작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UHD급 초고해상도도 영상의 데이터 전송량을 줄이기 위해 영상을 압축 복원하는 차세대 비디오 코덱 SoC (System on Chip) 기술
·4K/8K UHD 초고해상도 비디오 병렬처리* HEVC HW 코덱 기술

■ 기술구성도

H.264/AVC HP 대비 압축효율 2배이상
HEVC

HEVC

비디오 압축
(100:1이상)

비디오 복원

*싱글코어 코덱 (디코더/인코더) IP를 이용한 멀티코어 병렬처리 기술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4K/8K급 초고해상도 콘텐츠 및 대형 디스플레이 장치 진화
 ·4K급 이상 초고해상도 차세대 영상코덱 표준화 완성 (HEVC*/H.265**,
2013.01)

 ·SW HEVC 코덱 대비 실시간 저전력 처리 가능
 ·싱글코어 IP를 이용한 4K/8K급 초고해상도 멀티코어 병렬처리 기능
 ·저전력소비를 위한 SW 제어 부호와 option (configuration) 제어 기능
■ 기술의 상세 사양
 ·HEVC 인코더 상세 사양
 ·HEVC 디코더 상세 사양

기술의 특징 - HEVC 인코더
Category

Specification

Profile & Level

HEVC Main profile @ 5.0

Max.performance
Max. bitrate
Operation freq. for max.  

*ISO/IEC 23008-2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ITU-T H.265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H.264/AVC High Profile 대비 압축효율 2배 이상
   → H.264/AVC 코덱 대비 스토리지 절감으로 응용시스템 저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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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x1080p @ 60fps (Single-core)
4096x2160p @ 30fps (Dual-core)
Main tier (25 Mbps)
300 MHz (2,000 Cycles/LCU*)

Main system bus

AMBA AXI 128bit

Mem. interface

DDR3 (3GB/s of 12.8GB/s, BW < 40%)

Ref. HM version

HM-13.0

GoP Structure

Low delay P (IPPPP…) with #1 ref frame
·Max LCU Size: 32x32

Features

·Search Range(X/Y): ±64.25/±32.25
·CU size, inter/intra Decision → Simplified RDO**
·Tile based parallel processing

Size Estimation
(To be developed in 2014 4Q)

*LCU : Large Coding Unit
**RDO: Rate Distortion Optimization

< 3M Gate Count (except internal memory)

기술의 특징 - HEVC 디코더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Category

Specification

Profile & Level

HEVC Main profile @ 5.0

Max.performance

4096x2160p @ 60fps

Max. bitrate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초고해상도 비디오 코덱을 적용한 멀티미디어 응용시스템

160Mbps (High tier)

Operation freq. for max.  

200MHz (Quad-core) or 400MHz (Dual-core)

Main system bus

AMBA AXI 128bit

Mem. interface

DDR2/3

Ref. HM version

HM-11.0
·Fully synthesizable
·No extra ILF* for tile & WPP** boundaries
·Separable multi-core structure

Features

·Single-core max. performance
- 1080p60 or 2160p15 @ 200MHz
- 1080p120 or 2160p30 @ 400MHz

Size

< 1.4M Gate Count (198.9KB internal memory)

(already developed in 2013)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세계시장 규모
 ·세계 비디오 디바이스 시장 ‘14년 세계판매량 규모는 약 438억불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전망 (연평균 24% 성장률)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4K/8K (Level 5.2 이상) 초고해상도 콘텐츠 및 UHDTV 디스플레이 출현
  - 기
 존 H.264/AVC가 처리하지 못하는 초고해상도 영상을 HEVC가 대체
 ·VP9 코덱은 처리속도 빠르나 객관적 화질면에서 열화
  - H
 EVC는 초고선명 영상, VP9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합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Category
H.264/AVC 코덱
VP9 코덱

Specification

<2014 Gartner CE Semiconductor Revenue Forecast - US $M> 출처: Gartner, 2014.01

-압축 효율 2배 이상
-4K(4096x2160) 해상도 (Level 5.2) 이상 영상처리 가능
-압축효율 2.3 배 이상
-동일비트레트상에서 1.5dB 이상 PSNR 객관적 화질 우위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 4Q)

<Total Consumer Video Devices Market- Unit M> 출처: Frost & Sullivan, 2013.03

 ·2014년 12월, HEVC 코덱 IP 확보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기술이전 범위
 ·4K UHD급 HEVC 병렬처리 HW 코덱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 동향

 ·Ref. SW 설명서/HW 상세설계서

 ·블랙박스, 스포츠캠, 초선명 네트워트 카메라 HEVC 응용시스템시장 ‘14
년 국내판매량 규모는 약 5조 전망, 연평균 20% 성장률 (출처: IMS, Yano
Research, 2013)

 ·검증/성능측정 참조소프트웨어 소스코드
 ·SoC 제작용 하드웨어 RTL 소스코드

·2014년 4K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UHDTV 시험방송으로 HEVC 코덱
에 대한 수요 급증

 ·HEVC 코덱 FPGA 검증플랫폼 제공

·국내 대기업 및 팹리스 업체 중심으로 4K급 HEVC 코덱을 개발중

표준화 및 특허

  - 4K 디코더는 양산 중이나 인코더가 통합된 코덱은 아직 개발 미미

■ 관련 기술(HEVC)의 표준화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ISO/IEC MPEG and ITU-T의 공동조직인 JCT-VC* 에서 표준화 추진
 ·제 12차 제네바, JCT-VC 미팅에서 국제표준(FDIS**) V1 완성 (2013.01)

 ·제 17차 발렌시아, JCT-VC 미팅에서 국제표준(FDIS) V2 완성 (2014.04) :
RExt*** 표준완료
■ 보유 특허 (국제 16건/국내 23건)
출원/
등록구분
등록
등록
등록

특허명
고속움직임 탐색장치 및 그 방법
고효율 비디오 코딩 내 분수 움직임 추정
스킵 장치 및 방법
방향성예측에 따른 고속화면내 예측모드
판정 방법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비디오 코덱 시장은 외산 SoC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군들이 점유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미국
미국
미국

8451901
20130054350
20130141599

2013
2013
2013

  - 경쟁력있는 솔루션을 제공, 국내개발 업체의 시장진입에 기여
 ·HEVC 표준화 완료 ('13) 이후 시장 도입기 →외산 경쟁제품 대비 차별화된
핵심 IP제공으로 성장기에 가격경쟁력 확보
 ·HEVC 코덱 SoC 기술로 국내개발 업체의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
 ·상용화 기술개발 초기부터 개발기관과 수요기업이 협력가능
  - 공동으로 요구사항 정의, 상용화에 주력하여 시장상황에 부합한 제품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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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이퍼 커넥션 기반 자원공유 기술
모바일서비스플랫폼연구실  담당자  이경희

본 기술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다양한 통신 환경을 이용하여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가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사용자 및 서
비스 대상을 검색하고 검색된 대상 간에 자원을 공유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관리, 디바이스 및 서비스 검색, 서비스 제어 등을
통한 사용자간 유용 자원 공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생성하는 D2D 환경에 최적화된 통신 기술
-D
 2D 환경에서 운영 가능한 통신 프레임워크
-네
 트워크 접속 전에 네트워크 내 유용 장치, 사용자, 서비스 등 자원의 목록 확인 가능
-카
 메라를 통한 직관적인 통신 대상 인식 및 연결 가능

■ 기술구성도

MP3
Player
Service
Profile
작성기

Service1

Command

분석기

Server

Service2

Service1
Profile

Service
Life-Cycle
관리

Service
Profile
분석기

AG UI
Service2
Profile

Service3
Profile

Command

Command

작성기

Client

작성기

Service Manager
장치 검색

서비스
검색

사용자
검색

장치 연결

네트워크 관리

서비스
연결

사용자
연결

연결 관리

Connectivity Manager

Hyper Connection Framework

1. 기술 개요

용하여 하이퍼 커넥션 서비스를 제공
 ·카메라를 통한 직관적인 대상인식기술을 이용하여 근접디바이스간 자동
연결지원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근접 모바일 서비스 요구 증가 및 D2D 통신 인프라 확대

 ·P2P 통신 연결 전에 네트워크 내의 유용 장치, 사용자, 서비스의 정보 검색
가능

·IoT 세상이 도래하면, 수많은 IoT 장치간 통신 요구 증대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생성하는 D2D 환경에 최적화된 통신 미들웨어 제공

·D2D를 이용한 다양한 디바이스간 자원 공유 요구 증가

■ 기술의 상세 사양

·근접한 IoT 장치간 통신 기술과 스마트 단말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지능
서비스와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요구 증대
Choongbum
MP3 player
Play Stop
Resume
exit

<카메라를 통해 원하는 사람과 통신을 연결>
서버

<D2D 및 카메라를 통한 사용자 인식>

<인식 사용자 정보 및 서비스 공유>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D2D 통신 프레임워크로 Wifi, Wifi-direct 등의 다양한 근접 통신매체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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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Fservice>
<name>MP3 player</name>
<owner>Choongbum</owner>
<ip>192.169.0.12</ip>
<port>8080</port>
<function>
<name>play</name>
<command>0</command>
</function>
<function>
<name>stop</name>
<command>1</command>
</function>
<name>exit</name>
<command>3</command>
</function>
</HCFservice>

<통신연결 전 사용자, 디바이스, 서비스 검색>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퀄컴의 P2P 미들웨어: AllJoyN

■ 차량 내 멀티 디바이스간 공유 서비스

  - 디
 바이스 종류 및 무선 프로토콜에 상관없이 P2P 통신을 지원하는 소프
트웨어 프레임워크
  - 멀
 티 플레이어 게임, 그룹웨어, 멀티미디어 공유, 근접 기반 서비스 응용
분야에 적용 예정

인포테이먼트
테블릿

블랙박스
하이퍼 커넥션 프레임 워크

외부기기

 ·애플의 서비스 디스커버리 프로토콜: Bonjour
  - 같
 은 네트워크  - 제한된 사용 (terms-of-limited-use) 요구 조건 하에서
배포

스마트폰

OBD

스마트워치

<차량 내 근접 디바이스 탐색 및 연결>

예1)내 폰에서 택시 네이게이터 예2) 개인 모바일 디바이스로
차량 상태 점검 및 기록
에 목적지 직접 전달

■ 그룹간 자원 공유 서비스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
경쟁기술
AllJoyN
Bonjour

스마트폰

주변 사용자 인식(D2D & 카메라)
공유자원 디스플레이(증강현실)

본 기술의 우수성
·Alljoyn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미들웨어를 사용

서비스 요청(상대 or 서버)

·Wi-Fi Direct 표준규격을 변경하지 않고 접속 이전 디바이스 및 서비스 검색 지원

서비스 실행(Drag&Drop )

·Bonjour 규격을 적용하여 확장성 제공
·사용자 및 서비스 검색, 서비스 제어 가능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년 11월 기능 구현 및 테스트
 ·2014년 12월 기술 개발 완료

<D2D/카메라를 이용한 사용자 인식> <사용자 유용 자원 디스플레이>

<서비스 실행>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국내 모바일 서비스(비음성 분야) 시장 전망은 2013년 18조 7,279억 전망(한국IDC)
[표 1] 국내 모바일 서비스(비음성분야) 시장 전망 (2008~2013) (단위: 십억원)

 ·2015년 01월 기술 이전 시작
■ 기술이전 범위
 ·하이퍼 커넥션 기반 D2D 서비스 프레임워크
  - W
 ifi, Wifi-Direct 및 BLE 통신 등 지원
  - D2D 기반 Connectionless Service 및 Device Discovery 기술
  - 사용자 및 서비스 관리 및 지원 도구
 ·자원 공유 및 서비스 실행 기술
  - 서
 비스 및 디바이스 정보 공유 및 제어 기술
  - 사용자 및 상황인식 기반 자원 및 서비스 관리 도구

·SMS : 2009년 대비 연 12.1% 성장으로 2013년 8,072억원
·MMS : 2009년 대비 연 21.3% 성장으로 2013년 1,206억원
·기 타 : 2009년 대비 연 11.7% 성장으로 2013년 3조 1,979억원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EEE 802.11aq
  - A
 P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를 진행중임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IEEE 802.15 PAC(Peer Aware Communications)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근
 접 거리에 위치한 디바이스 및 서비스의 효율적인 발견을 위한 표준
화를 진행중임

·D2D 통신을 통한 직접통신에 의한 데이터 요금 절감 및 네트워크      
트래픽 감소

 ·DLNA, UPNP

·사
 용자 및 유용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개인 단말 및 주변 장치 활용도 증대

  - 유
 무선 환경에서 다양한 장치간 인터페이스를 위한 표준화
  - D
 2D 환경이 아닌 LAN 환경을 대상으로 함

·개인 단말에 개인 데이터를 소유함으로써 데이터 접근 용이 및 데이터
보완 증대

 ·OMA CD(Contents Delivery)

·개인 정보를 자동 공유함으로써 지인관리 및 접속 용이

  - C
 D(Contents Delivery): 콘텐츠를 단말로 전송하기 위한 Push/Pull 기술
  - D
 M(Device Management): 모바일 단말 및 응용 서비스 관리 프로토콜
및 메커니즘 정의
  - 이
 동 통신 단말을 대상으로 함

·스
 마트폰의 미들웨어로 본 플랫폼을 탑재하면 동종 플랫폼 및 주변     
장치를 쉽게 공유함으로써 단말기 판매 증대
·개
 인정보 및 서비스 관리를 통신사에서 제공하면 통신사 가입자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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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마트 기기의 이기종 멀티코어 기반 10배 빠른
웹가속 SW플랫폼 기술
임베디드SW플랫폼연구실  담당자  정영준

본 기술은 이기종 멀티코어 기반 스마트 기기를 최적 활용하기 위한 고성능/에너지 효율형 OS, 웹 응용을 실행할 수 있는 웹 생
태계 연동 기술, 멀티코어 지원 개발 도구를 세계적으로도 앞선 기술로 제공함. 본 기술은 이기종 멀티코어를 사용하는 최신 스
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TV와 같은 스마트 기기를 최적 활용할 수 있도록 SW플랫폼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웹 기반으로 편리
하게 응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차세대 스마트 기기용 이기종 멀티코어 기반 10배 빠른 웹가속 SW 플랫폼 기술

■ 기술구성도
·웹가속 위한 멀티코어 최적 스택 제공

기술구성도

기술개념도

1. 기술 개요

25
Relative Performance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향후 임베디드용 CPU는 멀티코어가 대세
·임베디드용 멀티코어는 전세계적으로 시장초기이며 이기종 멀티코어로
발전 중

Core

Core

SMP (Same CPUs)

Core

Core

Core

Core

Core

GPU

GPU

Core

GPU

GPU

SMP + GPU AMP(Little-Big CPUs + GPU)

·멀티코어 전용 SW 기술 개발 요구는 확산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도 연
구 초기 단계
·네이티브 플랫폼 대비 낮은 성능 한계 극복으로 다양한 응용 확보 가능
한 웹가속 기술 필요

20
Superphone

15
10

MidRange

5
0
2009

EntryLevel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출시 : ’11 년 ARM, nVidia , 삼성전자 , TI

 쿼드코어

CPU : ‘12 년 출시예정

 옥타코어

GPU : '14 ~ '15 년 출시예정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이기종 멀티코어 기반 OS, 웹 가속 최적 SW스택 및 개발 도구
■ 기술의 상세 사양
 ·멀티코어 전용 OS 기술
  - 고성능 자원관리(utilization 20% 이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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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듀얼코어

  - 에너지 효율형 자원관리(20% 이상 전력효율 개선)
  - CPU-GPU 통신 성능 개선(10% 이상 성능 향상)
  - 이기종 멀티코어 라이브러리(OpenCL) 지원
 ·멀티코어 활용 웹 생태계 연동 기술
  - GPU활용 웹코어 기술(WebCL)

GPU, DSP 등 이기종 멀티코어 표준화를 추진중임 현재 v1.1
 ·이기종 멀티코어 기반 웹 지원 기술: Khronos Group의 WebCL을 통해
Javascript를 OpenCL에 binding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현재 draft 단계
 ·웹 지원 기술: W3C를 통해 HTML5 관련 표준화 추진 중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 웹/네이티브 응용 지원 기술
 ·멀티코어 지원 개발 도구 기술
  - 병렬 프로그램 개발 IDE

특허명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출원

멀티코어 기반 성능 개선 자원관리 기법

미국

2013

출원

웹/네이티브 응용 관리 응용프레임워크 기법

한국

2013

  - 병렬 프로그램 분석 도구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이기종 멀티코어 기반 중소기업향 스마트 기기의 최적 SW플랫폼으로
활용 가능
·차세대 스마트 기기용 교육 및 개발용 보드
·차세대 네비게이션 스마트 IVI
·응용 콘텐츠(광고) 저작용 플랫폼
·보급형 단말, 네비게이션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스마트TV용 STB 및 서비스

 ·현재 데스크톱 및 서버용 이기종 멀티코어 기술은 있으나 임베디드용으
로 웹가속을 지원하는 SW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차세대 하이엔드 스마트 기기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AMD OpenCL
Framework
Nvidia Cuda

본 기술의 우수성
·임베디드용 이기종 멀티코어 SW플랫폼 기술로는 앞설 수 있음
·Cuda는 서버, 데스크톱 등에 CPU와 GPU간 이기종 멀티코어 활용 방법을
제공하나 본 기술은 OpenCL기반으로 스마트 기기에서 CPU, GPU, DSP에
적용 가능한 기술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적용 가능한 국내 정보 기기용 임베디드SW 시장은 ’15년 30조원 이상으로 예측        
[그림 1]                                                             [그림 2]

국내 정보 기기용 임베디드SW 시장 (2009~2015)   주요
중소기업향 스마트 기기별 국내시장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최종 기술 개발 완료 시기: 2014년 11월 30일
■ 기술이전 범위
 ·이기종 멀티코어 기반 임베디드OS
  - 고성능 자원관리 기술
  - 에너지 효율형 자원관리 기술
  - CPU-GPU 통신 성능 개선 기술
  - 이기종 멀티코어 라이브러리 기술(OpenCL/GL ES)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중소기업의 스마트 기기에도 멀티코어 적용 확대 중임
·HW빠른 변화, 스마트 기기의 짧은 생명 주기로 인해 멀티코어 SW플랫
폼 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웹 가속 SW 플랫폼 기술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GPU활용 웹코어 기술(WebCL/GL)

·차세대 스마트 기기용 교육 및 개발용 보드: 전세계 40개국 10,000대  
이상, 50억원 이상 매출 예상

  - 웹/네이티브 응용 지원 응용 프레임워크 기술
·이기종 멀티코어 기반 개발도구 기술
  - 병렬 프로그램 IDE 기술
  - 병렬 프로그램 분석 도구 기술
표준화 및 특허

·차세대 네비게이션, 스마트 IVI: 국내외 판매 100만대 이상, 매출 3,000
억원 이상 목표
·응용 콘텐츠(광고) 저작 플랫폼: 국내외 50개 이상의 Media Rep, 광고대
행사 고객확보 매출 10억이상 목표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보급형 단말, 네비게이션: 글로벌 판매 15,000대 이상, 매출 75억원    
이상 목표

 ·리눅스 기반 멀티코어 기술: 다양한 연구계로부터 Linux Foundation을
통해 글로벌 커널 mainline 화 추진

·스마트TV 단말 및 플랫폼 활용 서비스 사업화: 국내외 ebook 시장 포함
95억원 이상 목표

 ·이기종 멀티코어 지원 기술: Khronos Group의 OpenCL을 통해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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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MOS 기반 77GHz Phase Array 차량레이더
시험시제품 기술
RF/Analog SoC연구실  담당자  정영준

본 기술은 차량용 ADAS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에 적용되고 있는 77GHz 장거리용
레이더 (LRR) 및 단거리 레이더(SRR)의 레이더 모듈의 크기를 소형화, 저가격화를 목표로 개발중인 77GHz 대역 CMOS 차량
레이더 시험시제품 기술임. 77GHz 대역에서 넓은 방위각을 갖는 근거리 레이더와 좁은 안테나 빔 폭의 출력이 필요한 장거리
레이더 응용에 동시 지원 가능한 다기능 차량레이더 기술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차량용 ADAS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에 적용되고 있는 77 GHz 장거리용 레이더 및 단거리
레이더를 통합하여, 레이더 모듈의 크기를 초소형화 할 수 있는 77 GHz 대역 CMOS Multi-Radar Sensor 기반 차량레이더 시험시제품
기술

■ 기술구성도
·어레이 안테나
·CMOS 송신/수신 칩  
·멀티레이더 신호처리  

77GHz CMOS
4ch Rx

77GHz CMOS
Tx

(77GHz 안테나, CMOS 송/수신 칩 및 레이더 신호처리 보드)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CMOS Multi-Radar Sensor 응용 개념도)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IT융합에 의한 새로운 시장 창출

 ·CMOS 송/수신 칩으로 저가격화

- 자동차시장의 판매 정체에 따른 새로운 수요창출 필요 공급초과

·Si - chip 기술에 의한 고집적화

  - 첨단안전기능을 통한 새로운 수요 증대 도모 전장품비용 비중40% ('14)

·차량용 레이더 센서와 신호처리 개발

  - 레이더센서 부착을 정책적 목표로 추진 2010 미국자동차 평가기준

·소형 LTCC 안테나 및 CMOS 칩의 모듈화

  - 거대한 차량용 Radar 센서시장 선점 전략 추구

■ 기술의 상세 사양

※ '14년 60 억불, '16년 110억불,  '20년 200억불 (Strategy Analytics '13)

 ·CMOS기반 77GHz Phase Array 차량레이더 시험시제품 기술

※ '14년 차량가격의 40%가 전장품에서 도출될 것으로 예상

  - Detection Range (LRR/SRR) : 200 m/ 60 m

 · 시장의 니즈

  - FoV (Field of View) (LRR/SRR) : ±10° / ±45°
Feature

- Integration of CMOS Rx, Tx
- Signal Processor
- LTCC substrate
- Phase Array Antenna
- Strip Line 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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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채널 Multi-Radar System 구현)
안테나+RF Module (뒷면)

신호처리 Module
앞면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융합센서를 이용한 첨단 차량 안전 주행 시스템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기술 준비도 (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목표
  - 고집적 CMOS Multi Radar Sensor 기술은 2014년 시작품 개발
·부품 제작 기술 및 시스템 통합기술 확보 (2014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4ch. 통합 수신 및 송신 IP칩 개발 완료

■ 해당 제품/서비스 세계시장 규모

  - LRR용/SRR용 안테나 개발 완료

 ·시장 규모 및 경제적 기대효과

  - 차량전방충돌 감지 알고리즘 및 시스템 설계 완료
  - 8ch. 소형/저전력레이더 시스템 제작
  - 정밀측위기술 가능 실차테스트 시스템 및 주행로, 실도로 테스트 완료

  - 세계시장 규모 : '14년 60 억불, '16년 110억불, '20년 200억불 (출처:
Strategy Analytics '13)

·2014년 6월 : TRL 6 단계

  - 국내시장 규모 : '14년 2,400 억, '16년 4,420억, '20년 7,620억 (세계시장의
4%)

  -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IT 융합에 의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저가격 Solution

  - Multi-Radar Sensor: 실차 환경 실험

 ·첨단안전기능을 통한 새로운 수요 증대 도모

■ 기술이전 범위

 ·레이더센서 부착을 정책적 목표로 추진

 ·CMOS 송/수신 칩 설계 회로도, 레이아웃 및 관련 문서

전장품비용 비중 40% ('14)

2010 미국자동차 평가기준

 ·거대한 차량용 Radar 센서시장 선점 전략 추구

 ·77GHz Phase Array안테나 설계 회로도, 레이아웃 및 관련 문서

  - '14년 60 억불, '16년 110억불, '20년 200억불

 ·차량레이더 시험 보드 설계 레이아웃 및 관련 문서

  - '14년 차량가격의 40%가 전장품에서 도출될 것으로 예상

 ·CMOS기반 77GHz Phase Array 차량레이더 시험시제품

 ·현재 레이더 센서 시스템은 약 >$500으로 상대적으로 고가
 ·대량보급을 위한 $100이하의 저가격화 → CMOS 기술이 절대적으로 유리

표준화 및 특허

최근에는 Infineon이 SiGe을 이용한 칩셋을 공급 중이나 $500로 여전히 고가임

■ 관련 기술(HEVC)의 표준화 동향
·현재 77 & 79GHz 주파수 대역에서의 LRR 및 SRR 국제 표준 진행 중임.
·향후 차량용 레이더 기술의 주파수 분배는 2023년 76~81GHz 로 예측되
며 Bandwith 또한 ~1GHz 대역 전망됨.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현재 최고급 차량에 한정부착 (GaAs, SiGe 모듈기술)
    → 중소형 차량까지 보급형 장착 (CMOS SoC 기술)
■ CMOS 레이더분야는 선진기관과 같이 연구시작
    →원천기술 확보가능 (시스템관련 PCT 특허출원, 국제특허: 16건 출원, 국
내특허: 12건 출원)
■ 최종목표: 저가격, 저전력소모, 소형이 개발 목표
■ 레이더 신호처리용 CFAR, Digital Beam Forming 신호처리 기술
■ 레이더 신호처리 검증 시뮬레이터를 개발 및 Test 플랫폼 개발

■ 보유 특허 (국제 16건/국내 23건)
국제특허: 16건 출원, 국내특허: 12건 출원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밀리미터 대역에 동작하는 Radar On a Chip
시스템 집적화 구조

한국

20110086009

2011.8.26

출원중

Radar On Chip system operating
at Millimeter-wave frequency

미국

IP
20110747

2011.8.11

출원중

Radar On Chip system operating
at Millimeter-wave frequency

독일

IP
20110747

2011.8.11

출원

유니버셜 베이스밴드 트랜시버구조

한국

10-20090071841

2011.7.18

출원중

Universal Baseband architecture
for Transceiver

미국

IP
20110609

2011.7.11

출원

■ 기대효과: '16년 110억불 세계시장, 2,400억 국내시장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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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송신기 효율 향상을 위한 ET
(Envelope Tracking) 기술
RF/Analog SoC연구팀  담당자  박문양

본 기술은 현재 스마트 폰 등 모바일 단말기에 점차 적용되기 시작하는 ET(Envelope Tracking) 기술 중 송신부 BB회로와 연
결되는 ET(Envelope Tracking) Algorithm 기술로서 표준화된 ET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ET Modulator와 Power Amplifier를
조합하여 단말기의 최대 전력 소모부분인 송신단의 효율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단말기의 소비전력을 절감 할 수 있는 기술로
서 모바일 단말 시스템 개발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Mobile-phone의 송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PA의 소모전력이 매우 큼
·ET (Envelope tracking) 기술을 적용하여 송신기의 효율을 증대
·단말기의 사용시간 증가 또는 상대적으로 작은 Battery가 사용

■ 기술구성도

종

래

구 성 도

ET 적용
구 성 도
ET 적용을 통한 power saving

1. 기술 개요

■ 송신소모전력의 절감
·
Fixed DC supply 방식에서의 송신을 위해 필요한 전력 외에

기술개발의 필요성
■ Smartphone or Mobilephone 소모전력 증대 및 효율 감소
 ·As PAPR* goes up → PA efficiency goes down
 ·Band fragmentation → broadband operation → even lower efficiency
 ·RF PA is a dominant consumer of energy in handsets today
  

→ 모바일 기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송신소모전력을 대폭 절감 함
으로써 Battery 사용시간 증가
→ Fixed DC supply 방식 대비 8 ~10 % 효율 개선 효과

ET technology support ecosystem

Standard

Launched

PAPR (dB)

Fixed supply Efficiency (typ. %)

GSM

1991

0

65

WCDMA

2003

3.4

45

HSUPA

2008

6.5

35

LTE

2010

8

30

* PAPR : peak to average power ratio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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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되는 전력을 새로운 ET 방식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전력 소비

Fixed DC Supply

■ 기술의 상세 사양

ET & DC modulator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의 상세사양 2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Qualcomm 2013 ET 기술이 적용된 PAM 출시
·SAMSUNG 2013 갤럭시 note3 ET 기술 적용
  - Smartphone PA efficiency increase → ET Increases Battery Life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ET 기술은 Baseband, RFIC, PAM 모듈과 연동관계를 유지 해야 하는
기술로서 사용 단말 시스템 및 주파수 밴드에 맞춰 사양 및 특성을 변화
시켜 적용해야 함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4G+ Mobile Handset 시장은 2013년 19,788 M$, 2016년 42,976M$로
연평균 46.7%의 성장이 예상됨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APT (Average Power
Tracking) 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APT 대비 6 ~ 8 % PA 효율 개선

PAM 시장 점유율

ET with LUT 기술

·복잡도 감소,
(Envelope tracking with Look-up
·작용 PA에 따른 LUT 수정하여야 하나, 본 기술은 수정이 필요 없음
Table 기술 : nujira 사)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ET 기술은 Baseband와 PMIC, PA 등과 연동 되어야 하며, 주파수 밴드
가 41개로 다양해진 상황에서 BB와 연동되는 부품들은 BB 주파수와 전
력 요구수준에 맞춰 사양을 변화시킴,

 ·2014년 7월 (과제 종료 시점)
■ 기술이전 범위
 ·Envelope Tracking signal generation block code
 ·DPD(Digital predistotion) code
 ·Technical Doc.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eTrak

SM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ET 기술 적용으로 Battery 소모전력 감소를 통한 사용시간 증가
  - 4G LTE/LTE-A 의 경우 ET 기술을 통한 효과 증대
 ·ET 기술과 DPD 기술의 조합으로 고출력에서의 성능 향상
  - 단말기 송신 성능향상

  : Specification for Analog Reference Interface for Envelope Tracking

 ·종래 고가의 화합물반도체 PA의 ET 기술 적용으로 CMOS PA 대체 가능

  :  mipi alliance

  - 단말기 cost 절감 효과

■ 보유 특허
 ·작성 및 출원중, 완료 후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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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ignature-less 호스트 이상행위 탐지 엔진
네트워크보안연구실  담당자  김익균

본 기술은 시그너쳐 기반 악성코드 탐지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호스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위 이벤트 정보를 데이
터 마이닝 방법에 적용하여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기술로써, 알려지지 않은 신종/변종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있음. 본 기술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침입탐지 시스템 등 사이버 해킹 공격 대응 시스템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제로데이 악성코드 탐지가 가능한 Signature-less 호스트 이상행위 탐지 엔진
·Windows API 후킹 방식을 통한 실시간 행위 이벤트 정보 수집 모듈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활용한 악성/정상 행위 모델 생성
·실시간 행위 이벤트 수집 모듈과 비정상 행위 탐지 모듈의 통합을 통한 호스트 이상행위 탐지 엔진
·악성코드 동적 분석을 위한 샌드박스 기반 비정상행위 탐지 엔진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3.20 사이버테러 등 최근 보안 사고들은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지능형
지속 위협(APT)과 같이 고도화/지능화된 공격이 등장하고 있음
■ 방화벽이나 침입방지시스템(IPS), 망분리와 같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
한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인프라 단에서 구축되고 있음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기존 Signature 기반 악성코드 탐지의 한계인 신종/변종 등 제로데이 악성
코드 탐지
 ·기존 비정상 행위 탐지(Anomaly Detection)의 문제점인 오탐지율 향상

■ 그러나, 최근 많은 보안 위협들이 악성코드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 PC
를 보호하기 위한 Endpoint 단에서의 보안 대책이 필요함

 ·대용량 데이터기반 신뢰성 향상 및 실시간 처리를 위한 알고리즘 경량화

■ 호스트 PC에서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기존의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이미 알려진 악성코드의 시그너쳐를 기반으로 탐지하여 신종/변종 악성코드 대
응에 한계가 있음

 ·기존 signature 기반 악성코드 탐지 기술과 통합이 가능한 Stand-alone형
패키지화 가능

■ 시그너쳐를 사용하지 않고 악성코드의 행위를 분석하여 탐지하는 비정상 행
위 탐지 기술은 기술적인 성숙도가 낮아 상용화 제품에 적용되지 못함
■ 따라서, 신종/변종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Signature-less 호스트 이상행
위 탐지 기술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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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다수의 비정상 행위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으로 탐지 성능 향상

■ 기술의 상세 사양
항목

내용

성능사양

호스트 행위
이벤트 수집 기술

·API 후킹을 통한 실시간 호스트 행위 이벤트     
수집 기술
·수집속도 : 100건/초 이상
·악의적인 프로세스 강제종료 방지를 위한 자체   
보호 기술

특성인자 선택 및
프로파일링 기술

39종 이상의 특성인자 정의
·프로세스 별 행위 이벤트 프로파일링 기술

실시간 비정상행위
탐지 기술

·오탐률 : 5% 이하
·상황별 다수의 비정상행위 탐지 알고리즘 개발
·미탐률 : 5% 이하
·
실시간 비정상 행위를 위한 알고리즘 경량화
·탐지속도 : 10건/초 이상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카스퍼스키랩의 제품은 악성 코드 차단 기능과 함께 PC의 모든 파일 활
동을 모니터링하고, 방대한 화이트리스트 DB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제
어 기능을 통합하여 ‘제로-데이’ 공격에 대응 
·시만텍은 네트워크 접근제어, 애플리케이션 제어, 안티바이러스, 안티스
파이웨어, 데스크톱 방화벽, 디바이스 제어와 같은 다양한 보안 기술들을
하나로 통합한 보안 솔루션 제공
 ·ESET 제품군은 루트킷 탐지에 특화된 안티스텔스, 평판 기반 분석 클라
우드 시스템인 ESET Live Grid 기능 등 강력한 성능을 제공. 또한, 안티
피싱, 방화벽, 안티스팸, 익스플로잇 블로커, 향상된 메모리 스캐너, 네트
워크 취약점 보호, 장치 제어 등 다양한 보안 기능 제공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
경쟁기술
카스퍼스키랩
(러시아)

·데이터 마이닝 기반 다중 탐지 알고리즘 제공(제로데이 악성코드 탐지)

■ 통합보안관제 : 호스트 기반 침입탐지 모듈
■ SIEM : 호스트 기반 빅데이터 로그 분석 모듈
Signature-less 호스트 이상행위 탐지 기술은 통합 보안관제, 침입탐지 시스
템, SIEM 장비 등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원천 핵심기술임

 ·국내 바이러스 백신 시장은 ’13년 880억 규모이며, 세계시장 점유율
은 미미함
[표 1] 세계 Endpoint 보안 시장 규모(2007~2012) (단위: 억불), 출처 : IDC

·기존 시그너쳐 또는 화이트/블랙 리스트 기반 탐지 한계 극복

ESET

■ PC 보안 : 비정상 프로세스 탐지 모듈

 ·세계 Endpoint 보안 시장은  '17년 약 64억불 전망 (연평균 9.1%대       
성장률)

·호스트 PC의 행위 이벤트 기반 비정상 행위 탐지

·데이터 마이닝 기반 다중 탐지 알고리즘 제공(제로데이 악성코드 탐지)
·호스트 PC의 행위 이벤트 기반 비정상 행위 탐지

(체코)

■ 침입탐지 시스템 : 호스트 기반 침입탐지 모듈, 샌드박스 기반 탐지 모듈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본 기술의 우수성
·기존 시그너쳐 또는 화이트/블랙 리스트 기반 탐지 한계 극복

·호스트 PC의 행위 이벤트 기반 비정상 행위 탐지

(미국)

    행위 탐지 모듈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기존 시그너쳐 또는 화이트/블랙 리스트 기반 탐지 한계 극복

시만텍

■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 제로데이 악성코드 탐지, 행위정보 수집, 비정상

·데이터 마이닝 기반 다중 탐지 알고리즘 제공(제로데이 악성코드 탐지)

기술의 완성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성장률

시장규모

41.92

46.04

50.31

54.96

59.79

64.73

9.1%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기술개발 완료시기

 ·세계 바이러스 백신 시장은 AVAST, MS, ESET, Symantec 등 10개 미만
기업이 85%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이전가능 (예상)시기 : 2014년 11월
■ 기술이전 범위
 ·비정상 행위 탐지를 위한 특성인자 선택/프로파일링 기술

 ·국내 바이러스 백신 제품은 탐지 성능 평가에서 세계수준에 미치지 못하
고 있으며, 대부분 외산 바이러스 탐지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 기술의존
도가 높음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활용한 Signature-less 기반 실시간 비정상 행위
탐지 기술

 ·침입탐지 시스템의 경우, 대용량 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이버 공격
대응 시스템인 SIEM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음

 ·API 후킹 방식을 통한 호스트 행위 이벤트 실시간 수집 기술

 ·악의적인 프로세스 강제종료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자체 보호 기술
 ·고성능의 호스트 행위 이벤트 수집 및 비정상 행위 탐지 통합 기술

기술도입효과

표준화 및 특허

■ 바이러스 백신의 국내 시장은 국내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 이하임. 기존 제품들의 문제점인 신종/변종 악성코드
탐지 기술의 확보를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 향상이 가능함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해당사항 없음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특허명
수집된 이벤트 정보 기반 악성코드 탐지 장치
및 방법

4. 기대효과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

2014-

2014-

0012280

02-03

■ 세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선도 기업과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를 통해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기술의존도 감소
■ 호스트 PC에서 발생하는 행위 이벤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의 확보는 보안로그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SIEM 시장으로 사업영
역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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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odbus 기반 제어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어플라이언스 기술
제어시스템보안연구실  담당자  나중찬

본 이전기술은 파이프라인 등의 주요기반시설을 겨냥한 멀웨어 서비스거부 공격, 비정상적 공정제어 등으로부터 제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목표로 하는 산업용 네트워크 보안기술에 관한 것임.
본 기술은 제어 어플리케이션 수준의 부정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심층방어 기술로써, 석유, 가스, 식용수 등의 다양한
주요기반시설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본 기술은 주요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제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목표로 하는 산업용 네트워크 보안기술에 관한 것임
·본 기술은 대표적인 제어 프로토콜인 모드버스 분석 기반의 제어시스템 인트라넷 부정접근을 방지하는 기술임

■ 기술구성도
감시제어

필드
디바이스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제어시스템이 점차 공개된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이
버 침해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에 대한 부정접근방지를 효율적으로 제공함
 ·(효율성) 모드버스에 특화된 부정접근방지 기능을 제공함
 ·(기능 확장성) 산업용 제어시스템 부정접근방지 플랫폼을 제공함
 ·(품질보증) SW 검증을 통한 안정성, 보안성 국제표준 규격을 준용함
■ 기술의 상세 사양

 ·파이프라인시설과 같은 주요기반시설의 제어시스템은 일반 IT 시스템과 비
교해 볼 때 폐쇄성, 자원의 특수성, 운용 가용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보안솔루션 사용의 어려움이 있음

 ·비인가 명령어 접근제어 기술

 ·최근 주요기반시설을 목표로 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제어
시스템 인트라넷에 대한 침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에 관심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부정접근방지 정책관리 기술

■ 기술 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기술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요기반시설 제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시스템 인트라넷의 세부영
역별 또는 제어기 수준 단위의 모드버스 방화벽 시스템 기술을 제공하며,
이는 산업제어시스템의 부정접근방지 기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전망됨

 ·프로토콜 이상탐지 기술
 ·비정상 명령어 탐지 기술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비교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가용성) 고의적인 행위뿐 아니라 비고의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는 여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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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계층의 접근제어 : Modus 헤더기반 (Function code, Unit ID)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제어기와의 통신 시 통신계층(L2~L7) 단위의 다단계 다중 필터 구조

■ 해당 제품/서비스 세계시장 규모

·제어프로토콜 헤더 및 데이터 기반의 비정상 트래픽 패턴 탐지 기능

 ·세계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시장은 평균 10.4%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
으로 예상되며, 2018년 26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Modbus/TCP 세션 추적을 통한 패킷 위변조 등을 통한 injection 공격 차단

 ·국내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시장은 2009년 652억원 수준에서 2018년
2,49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

기술의 완성도

< 세계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시장 전망 >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 4Q)
 ·기술성숙도(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 단계 : (   5   )단계
 ·기술개발 완료에 따른 판매 가능 시기 : 2014.10
■ 기술이전 범위
 ·Function code 기반의 비인가 명령어 접근제어 기술
 ·제어 프로토콜 이상탐지(Sanity Check) 기술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CAGR

H/W

641.1

689.8

742.3

798.7

859.5

7.60%

S/W

321.5

365.7

415.9

473.1

538.1

13.70%

서비스

780

870.5

971.4

1,084.10

1,209.80

11.60%

계

1,742.60

1,924.70

2,125.80

2,347.90

2,593.20

10.40%

(단위: 억원)

< 국내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시장 전망 >

 ·서비스거부공격 대응을 위한 비정상 제어명령어 탐지 기술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 부정접근방지 정책 관리 기술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CAGR

 ·기타 기술문서들 및 소스 코드

H/W

384.7

455.3

552.3

718.9

825.1

21.00%

  - IndusCAP-Modbus 요구사항 정의서
  - IndusCAP 시스템 설계서 (Modbus 부분)
  - IndusCAP-Gate 시스템 상세설계서 (Modbus 부분)
  - IndusCAP-Modbus 시험계획 절차서

출원

425.8

516.6

27.90%

722.7

975.7

1,161.40

25.50%

계

1,045.60

1,270.30

1,581.60

2,113.10

2,489.50

24.20%

국내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시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제품이 전무하며
외산 제품 의존도가 높음 (국내)

■ 보유 특허 (국제 16건/국내 23건)

출원

309.5

574.5

■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시장은 제어시스템에 특화된 전문보안기업들이 시
장 점유율이 높음 (국외)

표준화 및 특허

출원

241.4

468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모드버스 접근제어 및 비정상 트래픽 탐지 라이브러리 C Source Code

출원

192.9

※ 참고자료: ICS Cyber Security Worldwide Outlook(ARC2010)

  - IndusCAP-Modbus 시험결과보고서

출원/
등록구분

S/W
서비스

출원국
(등록)

특허명
제어시스템 프로토콜 상의 비정상 트래픽
탐지 방법
산업제어 시스템의 부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및 그 방법
스카다 네트워크에서의 접근 제어 장치
및 그 방법
Method for detecting abnormal traffic
on control system protocol

한국
한국
한국
미국

출원
출원
(등록)번호 (등록)년도
20130032212
20130071138
20130068861
13/933822

2013년
2013년
2013년
2013년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이전
적용 제품 예상단가
기술의
/서비스
(천원)
비중(%)

판매가능
시기

·가격경쟁력면: 기존제품 대비 가격 20%절감                                                               

IndusCAP-

- 고가의 일반 네트워크 장비에 비해 특정             

Modbus
/ 제어시스템

잠재적/현재적 경쟁자와 가격,
시장 등에서 경쟁상 유리한 점

4. 기대효과

3,000

70

부정접근방지
서비스

제어시스템 영역 단위로 적용 가능함으로써,                                                              2014.10
비용 절감
·시장환경면: 2014년 이후 연간 20억 이상 예상)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해당 기술의 수명주기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시장 초과수익 달성 가능
  - 외산 선도제품을 대체함으로써 무역역조 해소 가능
  - 제어시스템의 보안사고에 대한 비용지불 절감 가능
 

기술이 적용되는 산업분야

<제어시스템을 사용하는 국내 주요기반시설 현황> <제어시스템을 사용하는 국내 주요기반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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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MTM기반 스마트 단말 보안 기술
모바일보안연구실  담당자  전용성

본 기술은 스마트 환경에서 스마트 단말내의 정보유출 방지 및 비 인가된 사용자의 불법접근을 차단하는 하드웨어 기반 보안 핵
심 기술임. 본 기술은 인증, 지불•결제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스마트 단말 환경에서 악성코
드 실행 방지, 악성코드 확산 방지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인증, 지불•결제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스마트 단말 환경에서 스마트 단말의 정보유출 방지       
및 비인가된 사용자의 불법접근을 차단하는 MTM기반 보안 핵심 기술 개발 ㈜ MTM (Mobile Trusted Module)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장착
되어 스팸, 해킹 등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모바일용 정보보안기술로서 사용자 인증을 비롯해 플랫폼인증, 기기인증, 데이터 보호 등 보안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TCG 표준 모바일 보안 하드웨어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공격 방어로 침해 확산 방지 제공
■ 기술의 상세 사양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스마트 서비스 환경에서 스마트 단말 보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스마트
서비스용 모바일 환경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모바일 악성코드 등 새로운
모바일 위협의 확대가 예상됨
·스마트 단말 중심의 서비스 확대와 보안 위협의 증대는 기존 S/W기반의
보안 솔루션으로는 한계가 있음
·특
 히,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 등장과 시장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방형
플랫폼이 주요 해킹의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스마트 단말 보안 플랫폼 기술 개발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개방형 스마트 단말 환경에서, 모바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최고 수준의
안전성 제공
·악의적 수단(악성코드, 해킹 등)에 의한 스마트 단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모바일 백신으로 탐지가 어려운 시스템 레벨의 Rootkit/Boot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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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국내 스마트 단말용 보안 기술은 안티 바이러스, 방화벽 기능, 다바이스
잠금 기능 등과 같은 단품형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MDM으로 스마트
단말을 제어하는 비교적 초기 단계의 기술 수준임
 ·국외의 경우, ARM(TrustZone), Intel, Global Platform 등에서 하드웨어 기
반의 스마트 단말용 보안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
며, 안전한 스마트 단말 서비스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인프라에 대
한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본 기술의 우수성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TrustZone 기술 >

< MTM 기반 보안 기술 >

·메인 프로세서 내에 일반실행환경과 보안실행

·스마트 단말에 별도로 장착하여 단말의 보안    
  - 보안을 위한 완벽한 해결방안 제공

 ·인터넷 보안 : 스마트 모바일 단말 환경에서 악성코드 실행 방지, 악성
코드 확산 방지 등의 기능을 탑재하여 사용

  - 기술 종속 없이, 국가차원의 독립적인 보안   

 ·구매,지불 : 신뢰보안모듈을 모바일 단말에 탑재하여 구매, 지불시 사용

기능을 담당

환경의 두 개의 분리된 실행환경을 제공
  - 보안을 위한 완벽한 해결방안이라기 보다는     
하드웨어 기반의 구조 확장
  - A R M 사 의 프 로 세 서 에 내 장 된 기 술 로 ,            

기능 구현 가능

 ·기업보안 : 모바일 오피스 환경 및 원격 근무 환경에서 각종 전자결제와
이메일 등을 위한 사용자 인증 수단으로 사용

특정벤더에 기술의 종속 발생

기술의 완성도

 ·교육, 자산관리 : 맞춤형 원격 교육, 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한 인증,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등에 활용

■ 기술개발 완료시기
세부기술

완료시기

보안기능 추상화 및 미들웨어 관리 기술  

2014년 상반기

암호 및 컨텍스트 관리 기술  

2014년 상반기

단말 무결성 측정 및 검증 기술

2014년 상반기

MTM 및 보안서비스 실행엔진 기술  

2014년 상반기

MTM 암호 및 저장관리 기술  

2014년 상반기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세계시장 규모
 ·2014, 2015년의 세계시장 매출액은 연평균 성장률 23.6%를 적용하여
추정 (Gartner 2009.11)
 ·2011~2015년 국내 스마트 단말 시장 매출액은 디지털타임즈(ROA 자
료인용)의 2010년 국내 스마트 단말 판매대수에 세계시장 성장률을 가
정, 대당 가격은 $320(Canalys 2008), 1달러당 1,100원 적용

■ 기술이전 범위

 ·국내 모바일 시장규모는 세계 보안시장 대비 모바일 보안시장 비율을 국
내 보안시장에 적용하여 추정 (IDC Worldwide Mobile Security 20092013 Forecast and Analysis)

 ·보안기능 추상화 및 미들웨어 관리 기술
  - 보안정책 및 미들웨어 설정/관리 기능
  - 보안 응용 서비스 지원 기능
  - 보안 기능 추상화 API 제공 기능
 ·암호 및 컨텍스트 관리 기술
  - MTM Internal Key 기반 데이터 암/복호화 지원 기능
  - MTM 보안기능 사용을 위한 컨텍스트(세션연결) 관리 기능
  - MTM 동시 접근 제어용 미들웨어 기능

국내

국외

 ·단말 무결성 측정 및 검증 기술
  - 단말 무결성 측정 및 검증 기능

4. 기대효과

  - 무결성 검증 정보 통신 및 제어 기능

기술도입효과

  - 무결성 측정 및 검증 구조 관리 기능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MTM 및 보안서비스 실행엔진 기술
  - 메시지 관리 기능
  - MTM 실행엔진 기능
  - 보안서비스 실행엔진 기능
 ·MTM 암호 및 저장관리 기술
  - MTM용 암호 알고리즘 기능 - 공개키/대칭키 암호, 해쉬함수 등
  - MTM용 저장관리 기능
표준화 및 특허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출원
출원
출원

특허명
Secure Execution Method and Apparatus
for Protecting Privacy on Mobile Devices
Secure Storage and Management Method
for USIM data based on MTM
신뢰 보안 플랫폼 모듈(MTM)을 이용한 애플
리케이션 인증 및 관리 방법
MTM기반 서비스 보안장치 및 방법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미국

13/846780

2013.03.18

미국

13/904664

2013.05.29

한국
한국

10-20130125490
10-20130159315

2013.10.21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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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음성인식기반 대화형 영어학습 기술 (지니튜터)
음성처리연구실  담당자  박전규

본 기술은 원어민 교사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어 말하기 연습을 수행하며, 영어 표현 학습, 문법 및 발음 교정 등을 제공받
을 수 있는 음성언어기술 기반 영어 학습 서비스 기술이다. 본 기술을 기반으로 발음 정확도 및 유창성 측정, 다양한 영어 표현
학습 등이 가능하여 공인영어시험의 말하기 평가를 대비하는 학습 SW 및 개인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학습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어 말하기 연습을 수행하며, 영어 표현 학습, 문법 및 발음 교정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음성언어기술            
기반 영어 학습 서비스
  - 영어학습 요소 중 말하기 학습에 중점을 둠
  - 발음 클리닉(pronunciation clinic) 및 표현/대화 학습(think & talk, look & talk)으로 구성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 기술의 상세 사양

기술개발의 필요성
■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도한 외국어 사교육비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하여 외국어 원어민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지능형 학습 서비스가
필요함
■ 연간 15조원에 달하는 영어 관련 사교육비는 국가 및 가정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이 필요함
■ ICT 기술 및 교육 분야의 융합서비스 창출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추구하며 창의적 과학기술 융합 인재 육성에 기여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발음 클리닉: 발음 평가 신뢰도 향상 및 수준별 피드백 제공 (한국인 발
음 특성 반영)
 ·기존 서비스는 음성인식 기반의 간단한 발음평가 수준이며, 피드백 및
대화처리 기술 등은 난이도가 높아 상용서비스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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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존 음성인식 기반의 영어학습 SW는 주어진 문장 또는 원어민의 음성
을 반복 발성하는 형태임. 따라서 따라 읽기 또는 역할 수행 (role play)
와 같이 제한된 형태의 학습 기법이 사용되고 있음.
 ·보다 고도한 수준의 도구인 Rosetta Stone 등의 경우 비원어민의 특성을
음성 인식 및 분석 과정에 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컴퓨터 주도의 일방
적 학습법이 사용되고 있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 표현 및 대화 학습 (Think & Talk, Look & Talk)
본 기술의 우수성

·Rosetta Stone: 콘텐츠의 학습 목표에 따라 주어진 다양한 단어 또는 문형을     
Rosetta Stone
(미국)

음성인식 기법을 사용하여 학습
·지니튜터: 컴퓨터와 사용자간 대화형태로 원어민과 대화를 하듯이 음성인식      
및 대화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학습
·Native Accent: 주어진 고정된 콘텐츠의 학습 문형에 대해 따라 읽기를 통해   

Native Accent
(미국)

 ·주어진 학습 콘텐츠에서 설정된 다양한 원어민 수준의 표현을 학습하고
상황에 맞는 문장 또는 패턴을 학습
·학습자가 발성한 문장으로부터 자동으로 문법 및 표현의 오류를 검출하
고 교정용 피드백을 제시
·사용자 발성 문장에 대한 문장 또는 표현의 충실도와 유창성을 측정

발음 점수 측정 및 교정을 위한 일반적인 학습 방법 제시
·지니튜터: 비원어민이 자주 틀리는 음소 또는 음소 그룹에 대해 고도한 음성인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식 및 분석 기술에 따라 사용자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시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언어학습의 세계시장 규모: 2011년 $58.2 Billion (Ambient Insight
Premium Reports)

 ·2014년 11월



■ 기술이전 범위
 ·대화형 영어 음성인식을 위한 SDK 및 그 지침서
  - 음
 성인식 SDK (Object Code 또는 라이브러리 제공)
  - 대화처리 SDK (Object Code 또는 라이브러리 제공)
  - SDK/API 개발자용 지침서 및 예제 코드
·주어진 영어 학습 콘텐츠를 기반으로 학습용 콘텐츠 생성을 지원하는 저
작 도구(Authoring Tool)
  - W
 indows 및 Web 기반의 저작도구
  - 사
 용자 지침서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특이 사항 없음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보유 특허

 ·국외: Rosetta Stone은 전세계적으로 약 20개 언어를 대상으로 언어를
자가학습할 수 있는 패키지를 출시하여 서비스 중임 (온/오프라인 솔루
션 판매)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출원

발음 수준에 따른 발음 평가 장치 및 그 방법

한국

출원

외국어 학습자의 발음 평가 장치 및 방법

한국

출원

비문형적 어휘 모델 기반 음성 인식 방법

한국

출원

화자 그룹 기반 음성인식 장치 및 방법

한국

출원

언어모델 군집화 기반 음성인식 리스코링 기술

한국

20110135892
20110135888
20120130140
20110135919
출원중

2011

 ·국내: GnB English, 청담어학원 등의 주도로 음성인식에 기반하는 영어
학습용 콘텐츠를 온오프라인 학원 프랜차이즈를 통해 공급중임.

2011
2012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2011

■ 영어 회화 훈련 서비스 관련 온오프라인 솔루션 구축

2014

 ·영어 교육용 학습/평가 서비스
 ·공인 영어시험의 학습 서비스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영어 공교육 지원 서비스를 위한 온오프라인 솔루션 구축
 ·영어 외화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
 ·수업용 또는 방과후 학습용 영어 교육 콘텐츠

■ 발음 클리닉
 ·원어민의 실제 발음 또는 원어민의 일반적인 발음 특성과 비원어민 학습
자의 발음을 비교하여 발음 평가 점수를 제시
 ·비원어민이 자주 틀리는 또는 구분이 어려운 음소 또는 음소 그룹에 대
한 보다 정교한 수준의 교정용 피드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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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지식학습 기반 한중/중한 대화체 자동번역 기술
언어처리연구실  담당자  김창현

본 기술은 도메인 특화가 용이하고 언어확장이 가능한 지식학습 기반의 한중/중한 대화체 자동번역 기술이며, 기계학습 기반의
언어분석과 표준화된 번역지식 기반의 변환/생성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번역의 성능을 향상시켰음. 자동통역, 채팅, 어학 학습용
등 중국어 대화체 자동번역 응용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스마트 디바이스 등에서의 중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학습 기반의 한중/중한 대화체 자동번역 원천기술 개발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세계화 및 국제화가 가속되면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자동 번역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

 ·도메인 특화를 위한 분석기 튜닝의 용이성 - 기계학습 및 언어분석    
지식 제어에 의한 한국어 및 중국어 분석기 성능 향상 가능

·다양한 번역 요구에 개인간의 글로벌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고품질
의 중한 자동번역 서비스가 필요함

 ·번역 성능 향상을 위한 번역 지식 튜닝의 용이성 - 한/중 대역 패턴    
및 구조화된 번역메모리 추가로 인한 번역 성능 개선 가능

·최근, 국내에서는 중국과의 교류(무역, 관광객 등)가 활발해지면서 중국
어 자동번역에 대한 수요 급증

 ·사용자 맞춤형 지식 구축 지원: 사용자 사전 및 번역메모리에 의한     
사용자 맞춤형 자동번역 기능 지원
■ 기술의 상세 사양
 ·자동번역 지식 관련: 한중/중한 번역지식 DB
 ·자동번역 엔진 관련: 지식학습 기반 한중/중한 자동번역 기술의 라이브
러리 및 API (Windows용 및 Linux용)
 ·기타: 사용자 사전 및 번역메모리(Translation memory) 추가 기능 지원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한중/중한 대화체 자동번역 기술은 국내외 최고 수준의 번역품질
- 대화체 문장 대상의 고성능 한국어/중국어 대화체 문장 분석 기술
  - 대화체 문장이 갖는 다양한 언어 현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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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지식학습 기반의 번역패턴 획득이 가능한 중한 자동번역 기술
- 한국어/중국어에 대한 번역 패턴으로 번역 성능 개선
- 어휘를 포함하는 번역 패턴으로 이종언어 간의 번역 성능 향상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Google 통계기
반 한/중
대화체 자동번역

본 기술의 우수성
·Google의 SMT 기반의 자동번역 시스템과 비교하여 대화체 문장에 대한 번역
15~20% 이상의 성능 우위를 보임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년 하반기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기술이전 범위
 ·자동번역 지식 관련: 한중/중한 번역지식 DB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자동번역 엔진 관련: 지식학습 기반 한중/중한 자동번역 기술의 라이브
러리 및 API (Windows용 및 Linux용)

 ·세계 자동통번역 시장은 2010년 118억 달러에서 2015년 213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기타: 사용자 사전 및 번역메모리(Translation memory) 추가 기능 지원
자동번역 시장(M$)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일본 NICT를 중심으로 ITU-T에서 네트워크 기반의 자동통역 시스템   
관련 표준화 진행
 ·ETRI 주도로 ITU-T SG2에서 자동통역 시스템 관련 표준화 진행
 ·ETRI 주도로 ISO SC35에서 대면 상황 음성통역 시스템 관련 표준화   
진행
■ 보유 특허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1,867

12,936

14,375

16,202

18,453

21,341

(출처: WinterGreen Research Inc., Jan 2011)
번역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지역화, 번역메모리 구축, 전문통번역, 사내/정부 번역 등의 분야에
서 자동번역 시장이 2015년 213억 달러로 성장 전망 (출처: WinterGreen Research Inc., Jan 2011)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Google, IBM, Systran 등 영어 기반 소수기업의 전세계 다국어 자동번역
시장을 과독점하고 있음
  - G
 oogle은 Chrome 11에서 HTML5의 음성입력 API를 기반으로 60여개
언어에 대한 모바일 음성번역 서비스 제공
  - IBM은 LionBridge 와 함께 9개 언어에 대한 특화 자동번역 서비스를 통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등록

구조화된 번역 메모리 기반 자동 번역 방법 및 장치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국내

1266361

2013

미국

8401839

2012

한 시장 점유 확대

패턴기반 자동번역 방식과 통계기반 자동번역 방식
등록

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자동번역 장치 및 방법과 그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여행 및 관광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국제회의와 일반 대화 등에 이르기
까지 자동통번역 분야에 적용 가능
※ETRI에서는 지니톡(GenieTalk) 한/중 자동통역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2013.12), 1일 사용문장 제한한 시범서비스 버전.

 ·한류에 기반하여 스마트 폰 자동통역, 어학 학습, 채팅 자동번역 등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중국 시장 진출 가능
 ·스 마트 폰의 통/번역 SW, 다국어 SNS SW, 문자인식/증강현실          
자동번역 SW 등 자동통번역 약 1조 시장 창출 가능
  - 스
 마트 폰 모바일 디바이스 pre-load 2천억원, 서버형 2천5백억원,   
맞춤형 서비스 4천8백억원
 ·자동번역 기술이 적용된 외국어 교육도구 개발로 외국어 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으로 기대
  - 어
 학연수와 유학비용으로 해외에 지출된 돈이 4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영어 사교육비만 연간 10조원이 훨씬 넘는 등 엄청난 규모의 외국어  
교육비가 부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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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듀얼OS관리기술(Qplus-hyper)
차세대OS연구실  담당자  변경진

본 기술은 하나의 시스템에 두 개 이상의 운영체제를 동작시키는 기술로 자동차의 전자장치, 네트워크 장비에 적용되어 동일한
기능을 더 적은 개수의 장비에서 구현 가능토록 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하나의 시스템에 두 개 이상의 운영체제를 구동하여 하드웨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적용 시나리오 (1)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최근 멀티코어 지원 차세대 시스템 SoC의 등장으로 성능적인 장벽이     
없어지고, SWaP (공간, 무게, 전력) 절감에 관한 요구가 많아짐
 ·기존의 성숙된 OS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차세대 핵심 OS인
듀얼 OS 기술 개발을 통하여 네트워크/IVI 장비 등에 적용하여 고부가가치
시장에 진입
  - 자
 동차 전자장치의 ECU 개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단축 시키고 원가를 절감
하기 위한 가상화 기술이 주목 받고 있음 (10년새 ECU수 두 배 증가)

적용 시나리오 ()
 ·HEVC 디코더 상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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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최신 임베디드 프로세서의 가상화 지원 기술을 활용하여 성능 개선
 ·다수의 코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단점을 최소화 하는 게스트os 스케줄
링 및 인터코어 통신 기술
 ·가상화 기반 스냅샷 부팅 기술을 통한 구동시간 단축
■ 기술의 상세 사양

 ·관련 표준화 단체는 없으며 각 기업 및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있음
■ 보유 특허 (국제 16건/국내 23건)
출원/
등록구분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특허명

출원

차량용 대화 보조 장치

출원

가상 머신 구동 방법 및 가상 머신 구동 시스템

국내/

10-2014-

국제

0024978

국내/

10-2014-

국제

0042421

2014
2014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자동차 IVI 시스템 통합

경쟁 기술 현황 및 비교
 ·Windriver Hypervisor & IVI

  - L CD 디스플레이 기반 대쉬보드 디스플레이, 앞좌석의 네비게이션/엔터테
인먼트 디바이스,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디바이스, 제어 통신 프로그램의
통합 제어 시스템으로 활용

 ·Green Hills Integrity Multivisor  

·하나의 무선 AP에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를 제공

 ·Sysgo Pike OS

  - 비
 용 절감 및 보안성을 위한 무선 Access Point 통합

■ 안전 우선 시스템을 타겟으로 하는 하이퍼바이저

■ Qplus-Hyper와 경쟁 기술 비교
 ·대다수 모놀리틱 커널 기반의 type-1이나 Sysgo가 마이크로 커널로
Qplus-HYPER 같은 방식
 ·ARM 기반의 하드웨어 가상화 지원 전가상화는 Qplus-HYPER가 유일하게
지원 중
Qplus-HYPER

Windriver

GreenHills

Sysgo

지원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전가상화

전가상화/반가상화

전가상화/반가상화

반가상화 (Para)

ARM 프로세서
가상화 지원
ARM 프로세서
가상화 지원
ARM 프로세서
가상화 지원
ARM 프로세서
가상화 지원

type-1

type-1

type-1

type-1

마이크로 커널

모놀리틱 커널

모놀리틱 커널

마이크로 커널

arm

x86/arm/ppc 등

x86/arm/ppc 등

x86/arm/ppc 등

ARM 프로세서
가상화 지원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세계시장 규모
 ·세계 시장 규모 추정: Accenture Perspectives on In-Vehicle Infortainment
Systems and Telematics 자료(80 billion 중 38% core solutions,
CARG:17%)
·국내 시장 규모: ETRI 자료 (2015년 스마트카 123억달러 중 IVI 비중 35%.
다시 core solutions 38% = 16.3억달러, CARG: 10%)
년도

2015년

2017년

2019년

세계 시장 규모

35,568

48,689

66,650

국내 시장 규모

17,930

21,695

66,650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5년 2월

수요처

국명

수요량1)

관련제품2)

MDS테크놀로지

대한민국

-

자동차용 IVI

현대자동차

대한민국

-

자동차용 IVI

기아차동차

대한민국

-

자동차용 IVI

■ 기술이전 범위
 ·듀얼 OS 관리자 프로그램 (소스 or 바이너리)  
  - 하
 드웨어 추상화 기능
  - C
 PU/IO 스케줄러
  - 인
 터코어 통신
  - 스
 냅샷 부팅/복구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비용 절감 효과 및 생산성 증대 효과

 ·듀얼 OS 통합 개발 환경

  - 자동차의 여러 전자시스템을 하나의 장치에 통합하여 비용 절감 뿐 아니라
단순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듀얼 OS 실행 환경 설정

 ·기존 기술 개선

  - 디바이스 접근 제어 설정

  - 최신 모바일 AP 특성을 활용한 기술을 통해 기존 가상화 기술의 상용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게스트OS의 성능 문제를 최소화

  - 하드웨어 접근 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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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해상교통관제 정보 연계 및 교환 기술
모바일보안연구실  담당자  전용성

본 기술은 이기종의 교통관제시스템간에 데이터 교환기술로써 기존 기술 보다 리소스 사용량 및 처리 속도를 향상하였음.
본 기술은 교통관제시스템간의 표적 정보 공유/교환 서비스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해상교통관제시스템에서 나오는 AIS, 레이더 영상과 융합표적정보 등을 VTS간 정보교환 표준 프로토콜인 IVEF                         
(Inter VTS Exchange Format) 형태로 변환
·V
 EF 데이터를 Parsing 하고 데이터를 각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API 형태로 제공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윈도우/Linux/모바일 환경 호환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e-Navigation의 도입 등에 따라, 교통정보의 대한 공유의 필요성이   높
아지고 있음
·해상교통관제시스템에서도 효율적인 관제를 위해서는 해상교통정보의
교환이 필요한 실정
·교통관제시스템간의 표적에 대한 상황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기술로써
e-Navigation 구축과 효율적인 교통정보 운영에 필수적임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국외에서는 OpenIVEF 프로젝트를 통해 IVEF SDK를 배포하고 있음
 ·OpenIVEF는 시험적 형태로 추진되어 현재 표준과 일부 상이하고,     
라이선스정책상 사용의 제약이 존재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IVEF 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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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모듈 포함(기존 OpenIVEF에는 보안 모듈이 포함안됨)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기존 기술 보다 리소스 사용량 및 IVEF 데이터 처리 속도를 단축

·2014년 5월

·자체 보안모듈을 통해 IVEF 데이터를 암호화

 ·이전가능 예상 시기 : 2014년 하반기

■ 기술의 상세 사양

■ 기술이전 범위

·JAVA API

 ·2IVEF API Code

·XmlPullParser 기반

 ·IVEF 처리 Sample Code

·AES 암호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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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술의 우수성
·기존 OpneIVEF 대비 25% 성능 향상

표준화 및 특허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해상 교통 데이터 공유를 위한
개방형 웹 서비스 방법

한국

2014002855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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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관제시스템에 응용
 ·모바일 해상교통상황모니터링 시스템에 응용
 ·웹기반 선박위치모니터링 시스템에 응용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세계시장 규모
 ·세계 VTS 시장규모는 e-Navigation이 실현되는 경우, VTS 시스템
이 e-Navigation의 육상국으로서 서비스될 것이며, e-Navigation
의 핵심 육상국으로 추가 설치 구축을 고려하면, 2010년에서 2020
년까지 누적한 세계시장 규모는 약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u-VTS 기술개발 및 광해역 무선통신인프라 구축사업 기획 연구 최종
보고서)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국내에는 동해항에 VisSim, 울산/마산항에 ATLAS, 그 외 VTS센터에는
NorControl의 VTS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15개 VTS센터가 운용중임
 ·해경관할로 이전된 연안관제를 위한 다수의 관제센터가 신규 구축될   
예정임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향후 구축되는 해상교통관제시스템내에 해상교통정보교환시스템 적용
·향후 e-Navigation 구축시 국내 해상교통정보교환시스템 시장 선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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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차세대무선랜 침해방지 기술
ICT 융합보안 연구실  담당자  김신효

본 기술은 802.11n/ac 등 차세대 무선랜의 채널 본딩 및 MIMO 등 다중 채널 환경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격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무선지문을 기반으로 MAC 주소 위변조 디바이스를 분석, 탐지하는 센서와 센서로부터의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무선 해킹 공격에 대한 연관성을 고속으로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대응/차단하는 서버를 포함하는 무선침해방지시스
템(wTPS)으로써, 자사 무선네트워크를 감시하고 보안 위협의 탐지 및 차단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차세대 무선랜 상의 보안 위협을 감시/분석,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
·802.11n/ac 상의 채널 본딩 및 MIMO 등 다중 채널 환경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격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무선지문을 기반으로 MAC
주소 위변조 디바이스를 분석, 탐지하는 센서와
·센서로부터의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무선 해킹 공격에 대한 연관성을 고속으로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대응/차단하는 서버를
포함하는 무선침해방지시스템(wTPS)

■ 기술구성도
·센
 서 (HW플랫폼 및 SW엔진)
  - 스
 마트 채널 스케줄링 및 실시간 공격 단말 차단
  - 다
 계층(PHY-MAC) 동시 모니터링 및 무선지문 학습을 통한 단말식별
·무선위협관리서버
  - 대
 시 보드, 네트워크 분석 정보 등 시각화를 통한 무선 환경 관리 및 위협 제어
  - 복
 합 위협공격 등 무선 공격 연관성 분석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정부는 무선랜 해킹 및 민감정보 유출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제도/관리
적인 수준의 안전한 무선랜 이용 수칙을 발표, 기술적 조치 부재로 무선
랜 해킹 방지에 한계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국내 WIPS는 에어타이트, 아루바, 시스코 등의 국외업체가 70% 이상 선
점하고 있으나,
 ·MAC 주소 복제를 통한 불법 디바이스의 해킹 위협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음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경쟁기술

기술의 특징
■ 기술의 상세 사양

본 기술의 우수성
·WIPS 센서에 내장한 무선지문 기반으로 기존 WIPS에서 취약한 MAC

에어타이트 WIPS

위장 및 복제 디바이스 탐지 가능
·무선망 감시(WIPS)와 모바일 단말 관리(MDM)간 보안정보 공유를 통한
정교한 디바이스 보안관리 및 단말제어를 통한 위협 대응 기능 고도화

* WIPS : Wireles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 MDM : Mobile Devi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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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년 10월경
 ·이전가능 예상 시기 : 201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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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이전 범위
 ·무선침해방지 센서
  - 센서 엔진  :
 ‥ 스마트 채널 스케줄링 및 실시간 공격 단말 차단 모듈
‥ 다계층(PHY-MAC) 동시 모니터링 모듈
‥ 무선지문 학습을 통한 위장디바이스 식별 모듈
  - 센서 HW 플랫폼 (무선지출 추출 모듈 내장)
 ·무선위협관리 서버
  - 대
 시 보드, 네트워크 분석 정보 시각화를 통한 무선 환경 관리 및 위협
제어 모듈
- 복합 위협공격 탐지 및 디바이스 상세 분류 모듈
  - 서버 보안 정책 및 센서 관리 모듈
  - 통합 보안 관리를 위한 MDM 서버와의 보안 이벤트 공유 모듈 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세계시장 규모
 ·해당제품/서비스 규모(무선네트워크 및 모바일 보안 제품)는 2015년
1800억 수준 이고 연평균 56% 수준의 성장율을 보이는 고성장 제품/서
비스군임.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EEE 802.11그룹과 Wi-Fi Alliance는 무선랜 PHY/MAC 전송 규격, 상호
운용성, 빠른초기 링크 셋업(Fast Initial Link Setup) 등 무선랜 표준화 진
행
  - G
 bps급 초고속 무선랜 표준화 최종 완료 단계, 1Gbps급 WAVE1 장비
출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성장율

무선네트워크 보안 제품

213

375

660

1,161

76.00%

모바일 보안 제품

264

367

509

707

38.90%

합계

477

742

1,169

1,869

* 무선/모바일 보안 제품 시장('국내 정보보안산업 실태조사' KISA, 2012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무선침해방지센서 시스템은 에어타이트를 선두로 아루바, 시스코, 에어
마그넷 등의 업체가 국내외 시장 선점
 ·하지만, MAC 복제를 통한 불법 접속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솔루션은 전
무 상태임

  - 무
 선랜 보안 표준(WPA/WPA2, MFP 등) 완료
  - F ILS(802.11ai)표준화 진행중(‘16년 완료 예정)
→ 무선 네트워크의 잘못된 설계/설정/관리 등으로, 보안표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보안 취약점은 존재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향외산 무선랜 침해방지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 및 기술 경쟁력이 있는
무선랜 보안 제품화 가능
·무선랜 보안 컨설팅 도구로 활용 가능
  - 무
 선 네트워크에서 공격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보안 취약점을 검사
  - 취
 약점 분석 대상 무선네트워크의 약점을 미리 파악하여 경보하여, 해
커가 이를 악용하기 전에 해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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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3D 페이셜 아바타 생성 및 분장
/특수분장 시뮬레이션 기술
인터랙티브입체영상연구실  담당자  김진서

본 기술은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3D 페이셜 아바타를 생성하고, 아바타에 분장/특수분장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하여 연극,
영화, 방송, 공연에서 요구되는 분장/특수분장 효과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인간의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컴퓨터 화면에 표현할 수 있는 3D 페이셜 아바타 모델과 가상의 분장/특수분장      
도구를 활용하여 연극, 영화, 방송, 무대 공연에 요구되는 분장/특수분장 효과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특징
■ 기술의 상세 사양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페이셜 스캐닝 시스템

 ·무대 공연, 콘서트, 영화 등 제작 시 배우 분장/특수분장 효과 가시화

  - 3대의 고화질 DSLR 카메라를 이용한 스테레오 3D 모델 복원기술

  - 문제점: 모든 등장인물의 분장 효과를 손으로 그려서 결정하는 전통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정 및 재 분장이 번거로워 다양한 분장 효과  
적용이 어려움

  - 외부 광원 차단을 위한 구조물 및 3종의 조명 (일반광, 편광, UV)
  - 3D 촬영 박스, 스테레오 카메라 모듈, 3D 모델 생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로 구성

  - 필요성: 작품 내용 및 무대 환경이 고려된 배역 선정을 위한 분장 시뮬레
이션 도구 개발이 필요하며, 손쉬운 수정 및 재 분장 작업이 가능한 최적의
맞춤형 시뮬레이션 도구 개발이 필요함
·게임, 엔터테인먼트에서 사실감 넘치는 고품질의 아바타 캐릭터
  - 문제점: 현재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외형상 유사한 아바타를 생성
하여 사용하고 있음
  - 필요성: 자신과 동일한 얼굴을 갖은 아바타를 생성하여 게임 만족도와   
몰입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페이셜 아바타 생성 기술 개발이 필요함

·
분장/특수분장 시뮬레이션

·분장/특수분장 교육 현장에서의 현실감 있는 실습 도구

- 액정 태블릿 기반 실감 인터랙션

  - 문제점: 소수 전문가의 수작업에만 의존하고 있어 기술 전수가 어렵고,  
종이/마네킹 등을 이용한 반복 연습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 어려움

  - 멀티스펙트럼 기반 다층광학적 분장효과 재현

  - 필요성: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분장 실습을 위한 현실감 있는                        
실습 도구 개발이 필요하며, 재사용이 가능하고 전문가의 분장방법을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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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 페이셜 아바타 가시화 및 분장/특수분장 GUI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한국

20120143999

2012.12

출원

영상 처리 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영상  처리
장치

한국

20120145937

2012.12

출원

3차원 얼굴 스캐닝 장치

한국

20120146863

2012.12

출원

영상에 화장 효과를 재현하는 방법

한국

20120146866

2012.12

출원

화장품 추천 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장치

한국

20120145965

2012.12

출원

분장 아바타 생성 장치 및 그 방법

한국

20130002021

2013.01

출원

가상 분장 방법 및 장치  

한국

20130008498

2013.01

출원

다중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의 처리 방법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VISIA (피부분석)
DI3D (3D 얼굴생성)
TAAZ (헤어)
EZFACE,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시뮬레이션)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본 기술의 우수성

■ 시스템 활용 분야

·얼굴 3D 모델 생성과 피부 분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수행 가능
·고급형 DSLR 3대를 이용한 3D 페이셜 스캐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천만원대로 개발
·3D 페이셜 아바타에 특수분장 재료(헤어/수염) 자동 합성
·헤어/수염 모델 DB를 이용한 스타일링 및 다양한 각도에서 시연 가능
·3D 모델의 자유로운 이동 및 회전 기능을 이용한 실제와 동일한 분장 가능
·실제 분장에서 사용되는 화장품 및 분장 도구 재현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시장 규모
 ·국 내 분장관련 종사자는 2009년 6,500명으로 추정되며, 관련 교육
기관 수는 대학교 26개교와 미용전문대학 98개교를 포함 총 1,027
개이며, 시장 규모는 1,560억 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출처] : 네일 및 메이크업 관련 미용 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2009, 한국보
건산업진흥원
 ·메 이크업 관련 종사자는 약 4만 3백여명으로 미용실, 예식업체,화
장품 및 영상, 무대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프리랜
서로 일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수는 6천 5백여명으로 추정됨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기술이전 범위

 ·2 010년 공연시장 규모는 2009년보다 29% 성장한 것으로 추정
되며, 입장표 판매액 2,155억원, 공연 편수 7,261개로 예측됨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0-12-22

 A. 스펙트럼 기반 컬러 재현 기술
    B. 화장품 페인팅 기술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공연 예술 관련 업체 수는 662 → 732
→ 772개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종사자수는 9,037 → 6,513 →
9,392명, 매출액은 287,925 → 230,366 → 267,556백만원, 관객 수는
2,836 → 2,381 → 3,168만명으로 추정됨
[출처] : 2010 공연예술실태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2010.11

    C. 3D 분장 시뮬레이션 GUI
    (A+B+C). 3D 분장 시뮬레이션 기술
보유 특허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출원
(등록)번호 (등록)년도

출원

APPARATUS AND METHOD FOR
PRODUCING MAKEUP AVATAR

미국

13/754222

2013.01

출원

APPARATUS AND METHOD FOR
VIRTUAL MAKEUP

미국

13/754202

2013.01

출원

APPARATUS AND METHOD FOR CREATING
3D FACE MODEL FOR SKIN ANALYSIS

미국

13/789571

2013.03

출원

피부분석을 위한 3차원 얼굴 모델 생성 장치
및 그 방법

한국

20120094619

2012.08

출원

삼차원 지오메트릭 정보를 활용한
가상 메이크업 장치

한국

20120102803

2012.09

출원

분광 분포를 이용한 피사체 컬러 재현 장치
및 방법

한국

20120114299

2012.1

출원

측정 데이터를 이용한 메이크업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

한국

20120124309

2012.11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개발 기술에 의한 콘텐츠(콘서트, 드라마, 영화, 공연, 무대예술 들) 품질  
향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문화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여 콘텐
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제작 사전 준비 및 제작 과정에서 분장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50% 이상의 생산성 증대와 20%의 제작비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새로운 기법의 분장/특수분장 스타일을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재교육이 가능하고, 일반인이 개인 학습용으로도
활용이 가능
 ·분장/특수분장 시뮬레이션 원천 기술을 뷰티산업(웨딩, 네일, 메이크업 등)
에 활용할 경우 문화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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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4K/3D 디지털사이니지 기술
모바일콘텐츠연구실  담당자  이정수

본 기술은 4K/3D 디지털사이니지 제작관리 시스템과 디스플레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작관리 시스템은 콘텐츠의
인코딩, 송출, 및 스케줄링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고, 콘텐츠의 배치 및 레이아웃 설정을 통해 디스플레이단에 콘텐츠 출력 형
태를 조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웹 기반으로 제작되어 인터넷이 허용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원거리의 디스플레이 장치
컨트롤이 가능하며, 콘텐츠를 디스플레이단에 송출하고 제어하는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음.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사이니지
콘텐츠의 출력 시스템으로서, 콘텐츠의 디코딩, 플레이어, 및 플레이어를 제어할 매니저로 구성되어 있고, 4K/3D, 4K, 2K콘텐
츠의 조합 플레이에도 활용될 수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제작관리 시스템 : 기존 Full-HD급 디지털사이니지 대비 4배 이상 선명한 고해상도 4K 사이니콘텐츠에 실제감과 몰입감을           
더하기 위한 4K/3D 사이니지 콘텐츠의 인코딩 및 콘텐츠 디스플레이 스케줄링을 비롯한 원격 디스플레이 장치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
·디스플레이 시스템 : 고해상도 4K콘텐츠 좌/우 영상의 실시간 디코딩 및 3D 콘텐츠 플레이어 그리고 이 플레이어를 제어하기 위한
매니저로 구성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현재 HD 혹은 Full-HD급 영상이 주류인 디지털사이니지를 대체하고, 4K
및 4K/3D 지원이 가능한 대규모 병렬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사용자들에게 광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실감성과 몰입감을 제공
하는 차세대 디지털사이니지 서비스가 필요

 ·저비용으로 구축 가능한 옥외광고 시스템으로 광고효과의 극대화 기대
 ·4K/3D콘텐츠의 스트리밍 처리 및 디스플레이
■ 기술의 상세 사양
 ·
4K/3D 디지털사이니지를 위한 인코더 모듈 (40Mbps, PSNR 35dB이상)

 ·디 지 털 사 이 니 지 시 장 은 전 세 계 적 으 로 매 년 2 9 % 씩 급 성 장 하
는 분야이며 한국의 경우도 연 30%씩 급성장하는 신산업 분야임                         
(출처: 디지털사이니지 시장동향 2011, 한국 디지털사이니지 협회)

 ·4K/3D 디지털사이니지를 위한 실시간 스트리밍 모듈 (40Mbps지원)

 ·고해상도 디지털사이니지의 경우 콘텐츠 제작, 전송 관련 기술 부족으로
단순 멀티 디스플레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여 업계에서는 기존 HD급
을 넘어서는 고해상도 디지털사이니지 기술 개발 요구가 높음

 ·4K/3D 디지털사이니지 플레이어 (2K~4K/3D 콘텐츠 플레이 및 플레이어
멀티로딩,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 언패키징 및 디코딩 기술)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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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HD급 콘텐츠보다 4배 이상 선명한 고화질 콘텐츠인 4K 콘텐츠를 3D
로 구성하여 고선명, 고화질을 바탕으로 한 실감성 및 몰입감 유도하는  
콘텐츠 인코딩, 디코딩 및 재구성하여 이를 재생하는 플레이어

 ·4K/3D 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 스케줄링 및 원격장치 모니터링 기술
 ·4K/3D 디지털사이니지를 위한 디코더 모듈 (실시간 30fps)

 ·4K/3D 디지털사이니지 디스플레이를 위한 플레이어 매니저 모듈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인코더(H.264/AVC)

항목 촬영장비
·ARRI
·SI
4K ·Thomson
·SONY
·RED ONE

H/W기반

S/W기반

디코더(H.264/AVC)

H/W기반

S/W기반

디스플레이

·NHK(일본)
· NHK(일본)
· CMO(대만)
· MainConcept
·NTT(J2K)
· MainConcept · NTT(J2K)
· Christie(미국)
· KDDI(일본)
·SONY(AVC-HD) · KDDI(일본) · Sony (AVC-HD)
· Toshiba (일본)
·InfoPIX (J2K)
· InfoPIX (J2K)
· 삼성, LG

출원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광고 전달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디지털사이니지 시스템 (Apparatus and
method for digital signage system using smartphone)

국내/
미국

20130040435
/-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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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4K/3D 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   4K/3D 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의 압축율을 높이면서도 콘텐츠의 품질을
인코딩 기술
35dB이상으로 유지하는 고품질/고압축의 소프트웨어 H.264코덱  
4K/3D 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 4K 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의 인코딩 기술과 연계하여 40Mbps 대역폭
의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
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전송
4K/3D 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   4K/3D 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를 30fps로 실시간 디코딩할 수 있는
디코딩 기술
H.264코덱
4K/3D 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 2K 콘텐츠 4개 조합하거나 4K~4K/3D 콘텐츠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 매니저 기술
제어하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터랙션에 응답할 수 있는 매니징 기술

기술의 완성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기술개발 완료시기

■ 해당 제품/서비스 세계시장 규모

 ·2013년 12월

·세계 디지털사이니지 하드웨어(DID)시장규모는 '08년 39억 달러에서' 12년
73억 달러 이상으로 매년 29%의 성장이 예상되며, 대수 기준으로 연평균
40% 성장 전망

■ 기술이전 범위
 ·디지털사이니지 제작관리 시스템  
  - 4
 K/3D 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 인코딩 모듈
  - 4
 K/3D 디지털사이니지 실시간 전송 모듈
  - 4
 K/3D 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 관리, 스케줄링, 모니터링 모듈
 ·디지털사이니지 디스플레이 시스템
  - 4K/3D 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 디코딩 모듈
  - 4K/3D 디지털사이니지 플레이어 모듈
  - 4K/3D 디지털사이니지 플레이어 매니저 모듈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디지털사이니지의 콘텐츠 포맷, 관리, 전송 및 분배 처리 기술 및 단말기
기술이 솔루션 업체별로 지능화된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디지털사이니지 관련하여 표준화된 기술이 없어서 시스템 구축 시 비용이
낮아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Digital Signage Project Planning)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한국은 2008년 삼성에서 82인치 120Hz 4K LCD 패널을 출시했으며 2011
년 세계정보디스플레이 학회에서 70인치 240Hz 4K LCD 패널로 BIS      
어워드 수상

·일본에서는 2007년 6월 디지털사이니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전송 가이
드라인/효과 측정과 광고 지표 책정, 단말기 개발, 표현방법 연구, 새로운
콘텐츠 표현 형태의 연구 및 검증, 소규모 점포용 시스템의 표준화 및 저작권
처리 룰, 윤리규정, 개인정보 보호룰을 책정하여 표준화를 추진

·LG는 84인치 4K 3D LCD 시제품 개발 (2010), 이외에도 레드로버에서 4K
3D 모니터 (2011), TV Logic에서 4K LCD (2010) 개발 하여 국내에서도  
자체 기술력으로 4K급 LCD 패널들이 개발되고 있음

·1936 년 미국에서 설립된 소매 시장 마케팅을 위한 글로벌 연합 기관인
POPAI (Point of Purchase Advertising International)는 RFI(Request For
Information)를 업계에 요청하고 2008년 2월 규격을 정의

·벨기에 Barco에서는 4K급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디지털사이니지용 프로젝터
2011년 출시

·POPAI가 정의한 공개 규격 문서로는 콘텐츠 포맷에 관한 정의, 디지털사이
니지 처리 단말 장치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 표현의 데이터 구조에
대한 정의,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치와 디스플레이 단말 장치 간의 인터페
이스를 규정함

·일본 Sharp에서는 2011년 5월22일 8K급 LCD 모니터를 세계 최초로 출시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보유 특허 (국제 16건/국내 23건)
출원/
등록구분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특허명

출원중

멀티패널 디스플레이를 위한 피씨 클러스터 기반
디지털사이지니 시스템 (PC cluster based digital
signage system for multi-panel display)

국내/
미국

20120146875
/-

2012년

출원중

디지털사이니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상황인식
및 광고 효과 분석 장치 및 그 방법 (Context
aware services and advertisement analysis
services based on digital signage system)

국내/
일본

20120144002
/-

2012년

·대기업 (삼성전자 , LG, 현대아이티, CJ) 들의 시장 진출과, 기존 디스플레
이 산업에 근간을 둔 중견기업(비티씨정보통신 등), 대형통신사(KT) 등 다양
한 분야/규모의 기업들이 디지털사이니지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고해상
도 영상 콘텐츠 기반 사이니지 산업 창출로 사이니지 산업 전체의 시장규모  
및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
·방송, 영화, 콘텐츠, 기기제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창출로  관련           
산업과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통한 동반 성장이 가능하며, 특히 차세대    
성장 동력과 연계한 산업간 파급효과 극대화
·고해상도 영상 콘텐츠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의료,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
의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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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Pre Association Message 기반 로컬 푸쉬 전송
기술
모바일서비스플랫폼연구실  담당자  이재호

최근 모바일 시장이 커짐에 따라 근접기반 모바일 서비스 요구가 증가 하고, 인프라 망의 용량 부족 현상이 나타남. 이에 따라
모바일 사용자 또는 소규모 상인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통신 인프라 없이도 주변 기기로 광고 가능한 로컬 푸쉬 전송 기술
을 개발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모바일 사용자 또는 소규모 상인은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통신 인프라 없이도 주변 기기로 광고 가능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수신 단말의 개수 제한 없음 (브로드캐스팅 메시지)
·소규모 상공업자가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전송내용을 계속 변경 가능

기술개발의 필요성

·별도의 네트워크 설정 없이 광고 수신 가능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기술의 상세 사양



·PAM(pre-Association Message) 서비스 시스템
연구 배경
·근접기반 모바일 서비스 요구 증가
·인프라 망의 용량 부족
·개인 정보 보호 및 로컬 동기화 요구 증가

필요성
·디바이스 밀집도가 높고 잦은 이동환경에서
·직관적으로 주변장치와 연결하는 기술 필요
·D2D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한 로컬 푸쉬 광고 기술 필요

  - 통
 신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 없는 메시징 서비스 가능
  - 송
 신기-to-단말, 단말-to-단말 통신 가능
  - A
 ndroioid 4.1에 포팅 완료
  - 별
 도의 통신 인터페이스 불필요(기존 Wi-Fi 인터페이스 활용 가능)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A
 P를 활용하여 주변 100m 반경 내의 스마트폰으로 광고 정보 전송 가능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이동 중 광고 가능 (디지털 광고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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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특징

No

·송신기-to-단말
  - 평
 상시: 주변 시설물로부터 광고 메시지 수신
  - 위
 급시: 재난 경보 메시지 수신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1

네트워크 연결 없는 데이터 전송

한국/미국

13/594123  

2012

2

지향성 통신을 이용한 통신 대상 선택  및 이를 이용한 무선통신 방법

한국/미국

13/633389

2012

3

Wi-Fi Direct 기반 로컬 광고 시스템

한국

2013-0021142

2013

·단말-to-단말
  - 단
 말 소지자가 능동적으로 광고 메시지를 송신 가능
  - 재
 난 경보 메시지 중계(서비스 영역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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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퀄컴의 P2P 미들웨어: AllJoyN
  - 디
 바이스 종류 및 무선 프로토콜에 상관없이 P2P 통신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 멀
 티 플레이어 게임, 그룹웨어, 멀티미디어 공유, 근접 기반 서비스 응용
분야에 적용 예정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은 4.5억달러 정도이며 시장규모는 매년 증가하
고 있는 상태임

·인터렉티브 마케팅 솔루션: BT-Pusher, iSign
  - 블
 루투스 기반 근접 광고 솔루션: BT-Pusher
  - W
 i-Fi 기반 근접 광고 솔루션: iSign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AllJoyN

BT-Pusher, iSign

본 기술의 우수성
·Alljoyn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미들웨어를 사용함
·Wi-Fi Direct 표준규격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 가능함
·서비스 이용을 위해 특정 사업자 서버의 가입과 로그인 과정 필요
·광고를 수신 받기 위해 사용자의 네트워크 설정이 필요함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년 9월 테스트 및 문제점 보완
·2013년 10월 기술 개발 완료
·2013년 12월 기술 이전 시작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국내) 근접 모바일 서비스
  - L GU+ 의 딩동 서비스: 1Km 반경 내의 상점 정보 제공
 ·(국외) 근접 마케팅 솔루션: iSign, BT-Pusher
  - 블
 루투스와 Wi-Fi를 이용하여 쿠폰 정보 전송                              
(캐나다:1400spot, 미국: 시험 중)
  - 미
 국 Placecast 사의 ShopAlerts 서비스는 사전 등록한 업체의          
서비스 제공 지역에 접근하면 모바일 할인쿠폰과 세일 정보를 제공

■ 기술이전 범위
·PAM(Pre Association Message) 기반 스마트 커넥션 로컬 푸쉬 기술
·인스턴트 커넥션 프레임워크: AP/스마트폰 지원
·로컬 푸쉬 프레임워크
  - 로
 컬 푸쉬 메시지 수신 클라인트 기술
  - 로
 컬 푸쉬 메시지 서버 및 컨텐츠 생성 도구 기술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대형 마트 전단지 대체 효과
  - 대
 형 마트의 광고지  발행비용 절감: 30억/년 예상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백화점 등 점포 밀집 지역에서도 AP를 활용한 로컬 광고
  - 모
 든 점포에 AP를 설치할 필요가 없음
  - 실
 시간 상품 정보 수신

 ·IEEE 802.11aq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광고 지원

  - A
 P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를 진행중임

 ·스마트폰을 사용한

 ·IEEE 802.15 PAC(Peer Aware Communications)

개인 광고

  - 근
 접 거리에 위치한 디바이스 및 서비스의 효율적인 발견을 위한       
표준화를 진행중임

 ·버스, 택시 사업자를

■ 보유 특허

  - 소
 규모 사업자들을

·국제 특허 3건 외 국내 특허 6건

통한 이동식 광고
위한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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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CMOS 레이더 (근거리, 고해상도)
- 감시정찰, 바이오 응용
SW콘텐츠연구소  담당자  박필재

UWB 방식의 CMOS IBR(Impulse Biometric Radar)은 표적의 위치 및 자세, 호흡 등의 생체적 특성을 탐지하는 감시정찰 레이
더 센서의 핵심 기술로서 감시 정찰 및 인명 구조 등의 업무에서 사람/동물 등을 탐지 및 식별할 수 있는 기술임. 정확한 거리 및
위치 측정이 가능한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므로 민수용 응용분야가 다양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전자파를 송신하여 물체에 반사된 신호를 수신하여 수신신호로 부터 물체의 특성 (움직임, 전자파 반사특성)을 파악하는 기술
·바이오메트릭 레이더는 인체에 의해 반사된 전자파 신호의 파형 및 위상 변화를 검출하며 인체의 신호분석 (호흡, 심박)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CMOS기반의 고정밀 근거리 레이더

 ·근거리 고해상도 레이더 기술 및 응용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특화가능

 ·근거리의 물체의 미세움직임에 대하여 측정, 추적 센서

  - 신호처리 기술

 ·의료용: 비접촉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심장박동, 호흡 등 생체적 특성

  - 시스템 솔루션 제공: 레이더 칩, 신호처리 S/W, H/W

 ·감시경계 및 정찰에서 은폐/엄폐되어 있는 인명을 탐지, 식별 및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감시정찰망용 레이더 센서
  - 바이오메트릭 레이더 센서(칩) 및 신호처리 기술
  - 감시정찰망의 탐지대상 판별기능 부여
 ·의료용 바이오 센서
  - 비접촉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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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구분

현재 기술

레이더

·단일부품기반의 레이더 모듈

·단일칩 레이더센서는 가격, 전력소모면에서 우수함

단일칩

·신호처리 DSP 독립

·SoC기술 접목가능

·많은 전력소요

·민수용 (의료용)으로 응용가능

·정지상태의 심박측정센서

·Clutter 제거기술

·은폐,엄폐대상 검출불가

·SoC 구현하여 저가격화 도모

·CW기술이용

·UWB기술 이용

기술개발
신호처리
기술개발

기술의 우수성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감시정찰 센서네트워크: 국방체계화 실시 예정
  - 민
 군과제 (방사청) 감시정찰센서네트워크망 과제의 센서로 사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 비
 접촉이 요구되는 (화상, 중환자) 환자의 생체신호 모니터링
 ·의복에 embedded된 레이더 (군화: mine detection)

기술의 완성도

 ·Low-cost radar (근거리 < ~ 2m, resolution ~ cm)

■ 기술개발 완료시기

 ·저가격 변위 측정센서정

 ·2012년 prototype 시제품
  - R
 F 레이더 송수신기, 신호처리 (DSP) 기술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2013년 시제품

■ 해당 제품/서비스 세계시장 규모

  - 레
 이더 시스템 보드 (레이더 센서, 신호처리DSP, 안테나)

 ·전체   UWB 시장 중 센서 분야의 낙관적 시장으로 국한, Practel,
Inc.,2006

  - 감시정찰망 연동기능
 ·고해상도 레이더 송수신기 설계기술

 ·2013년부터의 성장률은 가정 (초기 40%의 급격한 증가에서 중장기적
으로 15% 유지)

  - 고
 해상도 레이더 수신기, 송신기, 레이더 제어용 디지털 설계

 ·2009~2012 : 사업기간은 매출액 발생이 없다고 가정

  - 0
 .13-mm CMOS 기술

 ·2013년부터 세계시장 0.2% 점유를 기점으로 2017년은 12% 점유

■ 기술이전 범위

(단위: 백만불

 ·고해상도 레이더 신호처리 기술
  - 목
 표물 검출, 특성 추정, 판별
 ·레이더 시스템
  - 레
 이더칩, DSP, 안테나를 포함한 stand-alone 시스템 보드
표준화 및 특허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세계시장  

1,770

2,500

3,250

3,900

4,680

5,616

6,458

7,427

8,541

41%

30%

20%

20%

20%

15%

15%

15%

성장율
예상매출액

9

112

194

520

1,025

점유율

0.20%

2.00%

3.00%

7.00%

12.00%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4. 기대효과

·관련표준 없음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국내

기술도입효과
특허명

송신 반복주파수를 수신기 PLL입력으로 이용하는
높은 거리분해능력 펄스레이더 수신기 (출원)

출원국
(등록)
한국

국내

선택적 자극을 이용한 사람동물 식별장치(출원)

한국

국내

시간-인터리빙 방식의 펄스신호 복원장치 (출원)

한국

국내
국내
국제

초광대역 임펄스 레이더를 사용하여 사람의 걸음
주파수를 추정하는 방법 (출원)
초광대역 임펄스 레이더 시스템에서 사람 및 네발
동물 식별방법 (출원)

출원
출원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
한국

송신 반복주파수를 수신기 PLL입력으로 이용하는
높은 거리분해능력 펄스레이더 수신기 (출원)

국제

선택적 자극을 이용한 사람동물 식별장치 (출원)

국제

시간-인터리빙 방식의 펄스신호 복원장치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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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SNS 포렌식 데이터 시각화 기술
암호기술연구실  담당자  김건우

본 기술은 포렌식적인 목적으로 SNS 데이터를 활용하여 용의자와 주변인 간의 인적관계 파악, 대화내용 추적 등이 가능함.
또한 수집된 SNS 데이터(Facebook)를 분석이 용이한 시각화 데이터로 변형하고, 1인이 아닌 다수의 인물에 대한 소셜
연관관계 도출하여 국가 사법 기관의 국가 과학수사 기술력 증대 및 컴퓨터 범죄, 해킹, 회사기밀 유출 등 컴퓨터,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율적 분석 수단법 제공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수집된 SNS 데이터(Facebook)를 분석이 용이한 시각화 데이터로 변형
·1인이 아닌 다수의 인물에 대한 소셜 연관관계 도출

- N명의 소셜 사용자간의 숨어있는 커뮤니케이션 분석
·연관성을 시각화 기법을 통해 표현함으로 의미 있는 포렌식 정보 제공
·SNS 이벤트 타임라인 제공

■ 기술구성도
·SNS 포렌식 데이터 수집 시스템

- Web 기반 SNS 포렌식 데이터 수집
- SNS 포렌식 데이터 공통 데이터 컨테이너
·SNS 포렌식 데이터 시각화 분석 시스템

-D
 ynamic Graph Modeling 시스템
-S
 NS Data Timeline Modeling 시스템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과거에 커뮤니티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던 유저들이 개인을    
중심으로 한 SNS로 이동해옴에 따라 이를 통해 생성, 전파되는 대용
량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각 개인 또는 그룹 내 영향력, 관심사, 성향     
및 행동패턴을 분석하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음
 ·포렌식적인 목적으로는 SNS 데이터를 활용하여 용의자와 주변인 간의
인적관계 파악, 대화내용 추적 등이 가능하며, 최근 미국에서 facebook,
My Space, twitter, linkedIn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획득된     
정보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있음
 ·SNS 포렌식 데이터 시각화는 방대한 SNS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이     
용이한 형상으로 도시화함으로써 단순한 데이터 나열만으로는 볼 수 없
었던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음
 ·SNS 데이터를 분석 대상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이해하고, 이를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분석과 연계하여 연관관계 및 통신내역 분석 시각화
기능이 요구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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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SNS 포렌식 수집도구와 시각화 분석도구를 분리하여 각각 기술이전   
및 통합이전 가능
·SNS 상호작용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로 표현
·하나의 시각화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복수의 SNS 사용자 간의 데이터
분석 가능
·통합 분석을 위한 공통 데이터 포맷을 제공하여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및 기타 SMS 데이터 파일(CSV) 등을 로드하여 통합 분석    
가능
·수집되는 SNS 데이터 이벤트가 다양하고 시간대 별로 사용자 행위 표현
가능
·시각화 분석시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필터링에 의해 행위의 세부 분석
가능
■ 기술의 상세 사양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SNS 포렌식 도구를 이용한 컴퓨터 포렌식 시스템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경쟁기술은 다수의 SNS 사용자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지
않음
 ·데이터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어 통계정보, 인적관계 분석, 통합 분석을
지원하지 않음
 ·연간 라이선스 비용 등의 유지비용이 높음

 ·다수의 SNS 사용자들 행위들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포렌식 분야
 ·해킹, 회사기밀 유출, 컴퓨터 범죄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 지원    
서비스
 ·기업기밀 누출 방지, 회계부정 방지, 비밀 데이터 통제관리 방안에 적용

 ·행위 분석을 위해서 기존 기술은 사용법이 어렵고 인터페이스가 복잡함

 ·다양한 지적재산권 보호, 내부정보 유출 방지, 회계 감사 등 민간 서비스
분야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시각화 기법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분야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i2 Analyst Notebook

- 웹
 기반 동작방식으로 동시에 여러명의 분석관이

- 증거

데이터중 단일 SNS 사용자 데이터 시각
화에 적합

동시에 사용가능함
- SNS

데이터 수집과 시각화 분석을 분리하여 사용

- 복잡한 유저 인터페이스와 도구 조작의 어려움

편의성을 높임
- 수집된

SNS 데이터에 대한 통계정보, 인적관계 분
석, 통합 분석 지원
- Keyword

검색, 데이터간의 interaction 계산 가능
- 포렌식

도구 사용자가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전 세계 디지털 포렌식 관련 SW 시장은 2010년 $48억에서 연평균
11%씩 증가하여 2016년에는 $82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이전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SW 부분의 해외시장 규모는 2012년
$16억에서 2016 년에는 $24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시장 규모
는 2012년 981억원에서 2016년에는 1,490억원으로 증가 예상

타겟 인물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동일 인물로 설
정하거나 관련없는 인물들을 삭제 가능함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년 02월
■ 기술이전 범위
[Worldwide Legal Discovery Infrastructure 2009-2013 Forecast,IDC,2009 국내 시장은 IDC의 전 세계
시장 예측 규모 중 5% 점유 예측

 ·SNS 포렌식 데이터 수집 기술
  -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SNS 데이터 수집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둘 이상의 어카운트 데이터에 대한 통합 분석 설계 기술
  - 포렌식 툴로서의 증거 보존 설계 기술

 ·시장을 선도하는 SNS 포렌식 제품은 i2 Analyst Notebook과 X1 Social
Discovery이 대표적임

 ·SNS 포렌식 데이터 시각화 분석 기술

 ·웹 기반의 본 기술과는 달리 독립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존재함

  - SNS 포렌식 데이터 시각화 공통 데이터 포맷 설계 기술

 ·국내 인터넷 범죄 수사센터,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기관들은 해외에서 개발된 컴퓨터 포렌식 절차 및 기술을 사용

  - Dynamic Graph를 이용한 시각화 분석 기술
  - Timeline을 이용한 시각화 분석 기술
 

4. 기대효과
표준화 및 특허

기술도입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구글, 야후, 마이스페이스 등 22개사는 오션소셜 Foundation을 구성하
였고 오션소셜은 소셜 프로그램을 위한 웹 공통 API를 제공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웹 사이트와 연동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가능함
·OMA 는 모바일 단말과 소셜 네트워크 서버들 사이의 통신 방법에 관한
표준화를 진행중임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출원

특허명
소셜 네트워크 포렌식 장치 및 이 장치의
SNS 데이터 분석 방법
데이터 시각화 장치 및 방법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한국

2012-0134290

2012

한국

2011-0135928

2011

 ·널리 사용되는 X1 Social Discovery 는 연간 라이선스를 지불하는 상용
도구로서 유지 비용이 큼. 하지만, 본 기술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 도구를
분리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 가능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다수의 분석관이 SNS 포렌식 수집 및 시각화
분석 시스템에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멀티 카피의 도구 구입이 필요없음
 ·본 기술의 시각화 데이터 포맷 및 시각화 모델링 방식을 다른 포렌식  
분야에도 적용 가능
 ·포렌식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로 검찰, 경찰, 국방 등 국가    
사법 기관의 국가 과학수사 기술력 증대
 ·컴퓨터 범죄, 해킹, 회사기밀 유출 등 컴퓨터,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율
적 분석 수단법 제공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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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기중기 훈련 시뮬레이션 기술
가상현실연구실  담당자  조동식

본 기술은 산업 공정의 기중기 플랫폼을 가상의 환경으로 구성하여 현업의 기중기 훈련 작업을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훈련하는 기술로써 가상현실 기반으로 사용자의 체감을 극대화하고 현장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본 기술은 다양
한 산업체의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기중기 훈련 시뮬레이션 기술" 은 산업 공정의 기중기 운송 플랫폼을 가상의 콘텐츠 환경으로 구성하여 현업의 기중기 훈련 작업을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훈련하는 기술임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기중기는 조선, 제철, 항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주요    
기자재로 고위험성 및 고난이도 운영 능력이 필요하므로, 가상 환경에서
다양한 실감 훈련효과를 체득 가능한 가상현실 기반 훈련 시뮬레이터가
필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가상 환경에서 사용자의 체감을 극대화하고,
현장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가상현실 콘텐츠가 필요
 ·사고 위험 없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훈련하도록   
하는 체험 기술이 필요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는 산업현장에서 숙련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훈련 시스템 필요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다양한 작업 시나리오를 선택하여 임의의 작업 조건에 대응하는 가상현실
기반 검증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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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시스템 활용 도입 장벽을 낮추고, 현장과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한 실제 도구와 인터페이스를 구동하고 멀티 스크린 환경의 입체 가시화
를 표현하여 몰입감 제공
·훈
 련 시뮬레이션 효과를 증대하고, 결과 평가를 즉석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결과 저장 및 분석
■ 기술의 상세 사양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다양한 작업 시나리오를 선택하여 임
의의 작업 조건에 대응하는 가상현실
기반 검증 시뮬레이션 환경 제시

·GlobalSim: 항만물류용 크레인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하고, 반구 타입
디스플레이 플랫폼상에서 구동, 6축 시뮬레이터 상에서 운용되고 있음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 제공 서비스

·K
 raneSim: Offshore 크레인 콘텐츠 제공, 성능 모니터링 및 playback  
기능 지원함

  - 몰입형의 가상현실 환경을 제시하기
위해 멀티 스크린 환경의 가시화를
표현하고, 입체 화면을 제시

·토탈소프트뱅크: 컨테이너 크레인 시뮬레이터를 개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홍보관에 설치하여 방문자로 하여금 항만하역장비 운전 체험 제공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각 현장의 작업 환경을
고려치 않은 일괄적인
단일 콘텐츠 저작 툴 제공
Predefine
단편적 콘텐츠 정보 제공
사용자 tracking
환경 미적용

본 기술의 우수성
-작
 업자, 메가블록 등 현장 상황 반영 장애 요소 회피 교육 제시
-물
 류 운송과 차별화된 제철, 조선 산업 공정의 마그네틱 리프트 운송
콘텐츠 제공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작
 업개수, 작업 위치 등 사용자 맞춤형 구동 환경 제공
-작
 업 시나리오 선택 기능 포함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향후 매 5년간 추정)

-사
 용자 Head 트래킹 기반 콘텐츠 정밀 가시화 기능
-O
 ff-Axis 기반 멀티 스크린 기하 보정

관련 제품 / 서비스

-다
 채널 3D 입체 가시화

시장

2013

2014

2015

2016

2017

해외

183

208

237

269

306

국내

4685

5105

5564

6065

6613

가상현실 기반 교육 서비스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 출처: 세계시장 - CyberEdge The Market for Visual Simulation/Virtual Reality Systems,
          6th ed.2004, 2008 해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9. 1  
           국내시장 - 2010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 기술은 2013년 2월 개발 완료된 기술임
■ 기술이전 범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산업 공정 기중기 시뮬레이션 S/W
  - 마그네틱 방식 충돌 기반 철판 운송 작업  및 신호등 기반 현재 운송  
상태 제시 S/W
  - 작업 시나리오 선택 및 장애물 콘텐츠 제시 S/W
  - 기중기 물리 시뮬레이션 S/W

 ·해당 기술은 최근 이러닝(e-Learning) 시장이 성장과 함께 가상현실   
콘텐츠의 교육 효과에 대한 기대로 교육, 훈련 부분으로 확산되고 있음
 ·가상현실의 구현 및 가상현실과의 상호작용 기술 등 가상현실 체험과  
관련된 기술 발전은 향후 교육 분야를 포함한 전체 가상현실의 체험을
응용하는 시장 부분의 빠른 성장을 기대하게 함

  - 작업 결과 Text 저장 및 작업 결과 평가 툴

4. 기대효과

 ·실감 인터페이스 기반 크레인 동작 상호작용 S/W
  - 조이스틱 및 실감 버튼 기반 콘텐츠 구동 S/W

기술도입효과

·다채널 디스플레이 입체 가시화 장치 및 S/W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다채널 기반 기중기 훈련 장치 및 head 추적 기반 시점 가시화 S/W

 ·본 기술은 기중기 훈련을 실물 기반의 산업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가상
환경에서 실시함으로써 실물 장비 구입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표준화 및 특허

 ·고위험성 및 고난이도 운영 능력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 훈련을 실시함
으로써 훈련 부족 및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산업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이에 따른 사고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본 기술과 관련된 표준화 기구 없음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예상 제품/서비스의 예상 매출액(생산/판매부터 향후 매 5년 간 추정)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한국

2012-0120926

2013.10.30

3차원 정보 기반의 화물 이동 경로 탐색
장치 및 방법

(단위: 억 달러, 억원)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예상 제품 / 서비스

시장

2013

2014

2015

2016

2017

해외

0.18

0.63

1.9

2.96

3.99

국내

46.85

102.12

278.24

545.94

991.96

가상현실 기반 교육 서비스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가상 크레인 훈련 서비스
-산
 업 공정의 기중기 운송 플랫폼을 가상의 콘텐츠 환경으로 구성하여 현
업의 기중기 훈련 작업을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훈련
 ·가상현실 기반 작업 시뮬레이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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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모바일 단말용 PAM (Pre-Association Message)
기반 로컬 푸쉬 기술
모바일서비스플랫폼연구실  담당자  이재호

본 기술은 근접 모바일 서비스 요구 증가로 디바이스 밀집도가 높고 잦은 이동환경에서 디바이스 간 접속의 불편함 개선
필요 대두됨. 따라서 모바일 사용자 또는 소규모 상인은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통신 인프라 없이도 주변 기기로 광고 가능한
기술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모바일 사용자 또는 소규모 상인은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통신 인프라 없이도 주변 기기로 광고 가능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연구배경
  - 근접 모바일 서비스 요구 증가
  - 개인 정보 보호 및 로컬 동기화 요구 증가
 ·기술의 필요성
  - 디바이스 밀집도가 높고 잦은 이동환경에서 디바이스 간 접속의 불편함
개선 필요
  - 직접통신을 활용한 효율적인 로컬 푸쉬 광고를 지원하는 모바일 플랫폼
기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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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단말 소지자가 능동적으로 광고 메시지를 송신 가능
‥ 재난 경보 메시지 중계(서비스 영역 확장) 가능

기존

항목

기존 개념

연결 대상 개수

정지 상태에서 주변 기기와 비교적

및 접속 시간

긴 시간 동안 연결 유지

발견 대상

(로컬 푸쉬)

개발 기술
정지 및 이동 중 잦은 접속 및 해제

프린터, 프로젝터, TV, 오디오 등

모바일 단말에서 서비스를 직접 생성하고

고유한 서비스 제공 디바이스

상호 교환 (Personal Service Broadcaster)

제한 없음(IP 기반 응용)

비교적 작은 메시지(500 ~1000 bytes )

전송 사이즈
응용 배포

개발기술

사용자의 앱 스토어 검색을 통한 설치

사용자 개입이 최소화된 응용
및 콘텐츠 로컬 푸쉬

·사용자는 유효 AP 정보 제공 및 인스턴트 커넥션 서비스 제공
  - 방
 문자는 방문기관의 AP를 간편하게 접근 및 사용 가능
·지역 정보 안내를 위한 지도 제공 서비스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로컬 지역(무선랜 반경 내)의 스마트폰으로 광고 정보 전송 가능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이동 중 광고 가능 (디지털 광고지 기능)
·소규모 상공업자가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전송내용을 계속 변경 가능
·별도의 네트워크 설정 없이 광고 수신 가능
■ 기술의 상세 사양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현황
 ·퀄컴의 P2P 미들웨어: AllJoyN
  - 디
 바이스 종류 및 무선 프로토콜에 상관없이 P2P 통신을 지원하는 소
프트웨어 프레임워크
  - 멀
 티 플레이어 게임, 그룹웨어, 멀티미디어 공유, 근접 기반 서비스 응용
분야에 적용 예정
 ·인터렉티브 마케팅 솔루션: BT-Pusher, iSign

·PAM(Pre-Association Message) 서비스
  - 통
 신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 없는 메시징 서비스 가능

  - 블
 루투스 기반 근접 광고 솔루션: BT-Pusher
  - W
 i-Fi 기반 근접 광고 솔루션: iSign

  - 송
 신기-to-단말, 단말-to-단말 통신 가능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AllJoyN

BT-Pusher, iSign

본 기술의 우수성
-A
 lljoyn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미들웨어를 사용
-W
 i-Fi Direct 표준규격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 가능
-서
 비스 이용을 위해 특정 사업자 서버의 가입과 로그인 과정 필요
-광
 고를 수신 받기 위해 사용자의 네트워크 설정이 필요함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 A
 ndroid 4.2.x/4.3 지원
  - 별
 도의 통신 인터페이스 불필요(기존 Wi-Fi 인터페이스 활용 가능)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구현
  - 송
 신기-to-단말
‥ 평상시: 주변 시설물로부터 광고 메시지 수신
‥ 위급시: 재난 경보 메시지 수신

 ·2013년  8월 테스트 및 문제점 보완
 ·2013년 10월 기술 개발 완료
 ·2013년 12월 기술 이전 시작
■ 기술이전 범위
 ·PAM(Pre Association Message) 기반 스마트 커넥션 로컬 푸쉬 기술
 ·인스턴트 커넥션 프레임워크

  - 단
 말-to-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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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안
 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태블릿
 ·로컬 푸쉬 프레임워크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향후 매 5년간 추정)

  - 로
 컬 푸쉬 메시지 수신 클라인트 기술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은 4.5억 달러대이며 시장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임

  - 로
 컬 푸쉬 메시지 서버 및 컨텐츠 생성 도구 기술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EEE 802.11aq
  - A
 P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를 진행중임
·IEEE 802.15 PAC(Peer Aware Communications)
  - 근
 접 거리에 위치한 디바이스 및 서비스의 효율적인 발견을 위한       
표준화를 진행중임

보유 특허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국제 특허 3건 외 국내 특허 6건

 ·(국내) 근접 모바일 서비스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

네트워크 연결 없는 데이터 전송

미국/한국

13/594123  

2012

미국/한국

13/633389

2012

한국

2013-0021142

2013

-

지향성 통신을 이용한 통신 대상 선택
및 이를 이용한 무선통신 방법
Wi-Fi Direct 기반 로컬 광고 시스템

출원
출원
(등록)번호 (등록)년도

  - L GU+ 의 딩동 서비스: 1Km 반경 내의 상점 정보 제공
 ·(국외) 근접 마케팅 솔루션: iSign, BT-Pusher
  - 블
 루투스와 Wi-Fi를 이용하여 쿠폰 정보 전송 (캐나다:1400spot, 미국:
시험 중)
  - 미
 국 Placecast 사의 ShopAlerts 서비스는 사전 등록한 업체의 서비스
제공 지역에 접근하면 모바일 할인쿠폰과 세일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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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대형 마트 전단지 대체 효과
  - 대
 형 마트의 광고지 발행비용 절감: 30억/년 예상
 ·백화점 등 점포 밀집 지역에서도 AP를 활용한 로컬 광고
  - 모
 든 점포에 AP를 설치할 필요가 없음
  - 실
 시간 상품 정보 수신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광고 지원
 ·스마트폰을 사용한 개인 광고
 ·버스, 택시 사업자를 통한 이동식 광고
  - 소
 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솔루션 제공

■ 스마트폰과 AP를 연계한 로컬 광고 모델

106

1-22 몰입 디스플레이 기반 인터랙티브모션 시뮬레이터
가상현실연구실  담당자  조현우

본 기술은 180˚ 화각의 몰입형 디스플레이 앞에서 사용자의 제스처에 따라 콘텐츠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뮬레이터 시스템 기술임. 본 기술은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에 참여하는 차세대
테마파크, 체험형 가상현실 게임, 기능성 교육 콘텐츠 제작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1 80˚ 실린더형 곡면 디스플레이 앞의 모션 플랫폼에 앉은 사용자의 제스쳐를 kinect로 인식하여, 그에 따라 디스플레이에 프로젝션
되는 3D 영상과 사용자가 앉은 모션 플랫폼의 움직임을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기술

■ 기술구성도
·하
 드웨어 구성 : 몰입감 증대를 위한 180˚ 곡면 디스플레이, 3D 영상을 위한 프로젝션 시스템, 사용자 제스처 인식을 위한 kinect,   
네트워크 기반의 모션 플랫폼
·소
 프트웨어 구성 : 제스쳐 인식 프로그램, 모션 플랫폼 제어 프로그램, 곡면 프로젝션 warping 프로그램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사용자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닌 참여와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 증대
 ·3D/4D 콘텐츠에 대한 몰입도를 더 높이고자 하는 가상현실 시장의 니즈
 ·값비싸고 새롭게 기능을 익혀야 하는 특별한 도구 없이 사용자의 자연스
러운 몸짓(제스처)만으로 인터랙션 하고 싶은 사용자 경험 요구

■ 기술의 상세 사양
 ·멀티 프로젝션 입체 영상 출력용 실린더 디스플레이 기술
  - 이동이 가능한 실린더 스크린 프레임
  - 6채널 프로젝터를 이용한 멀티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 프로젝터 간 기하 왜곡을 수정하기 위한 기하 보정 및 중목 영역에 대한
seamless 연결
  - 렌더링 클러스터 시스템 중앙 제어 S/W
 ·사용자 모션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 체감형 시뮬레이터 기술
  - 사용자의 모션에 따라 영상, 음향과 함께 모션이 연동되는 3축 1인승
모션 플랫폼 및 저작 환경
  - 시뮬레이터 제어(모션 데이터 제작/편집) 도구 개발
  - 저작 편의성을 높인 스트립트 기반 데이터 프로토콜 정의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일방적인 콘텐츠 소비가 아닌 콘텐츠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제스쳐를 인식하여 콘텐츠와 모션 플랫폼의 움직임이 제어됨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존 영화관의 4D 극장 및 테마파크의 4D 체험관의 모션 플랫폼은 정해
진 시나리오에 따른 영상 정보에 맞추어 움직임
  - 콘텐츠-사용자 사이의 인터랙션은 전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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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4D 극장 및 4D 체험관의

사용자의 제스처에 따라 실시간으로 3D 콘텐츠(영상)와 모션 플랫폼

모션 플랫폼 시스템

 ·세계 테마파크 시장 '17년 약 32억불 전망(연평균 3.8%대 성장률)
 ·국내 테마파크 시장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며,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2위임        

의 움직임이 변화하여 연동하는 인터랙티브 시스템

기술의 완성도

[표 1] 테마파크 시장 규모(2013~2017) (출처 : Global Industry Analysts Inc. 2012)           (단위: $)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년 2월 : 시제품 수준
 ·상용화 소요기간 : 1년~2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세세계 시장

27.4

28.4

29.5

30.6

31.8

3.8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군용 시뮬레이터에 주로 활용되던 몰입형 실감 체험 환경 제공 기술은
수 십 억대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그 동안 일반에 상용화하기  
어려웠음
 ·다양한 주제의 스토리텔링과 연계한 체험 전시관이 지자체들의 주도로
다수 신설되었으며, 관광 및 레저 산업 확대로 지속적 수요 증가가 기대됨

■ 기술이전 범위
 ·곡면 스크린 제작 및 렌더링 클러스터 기반의 3D 영상 프로젝션 기술

4. 기대효과

 ·제스처 인식 기반의 영상/모션 플랫폼 실시간 제어 기술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E곡면스크린 와핑 및 동기화 기술(Warping)은 스크린의 크기 및 형태의
제약을 벗어난 다양한 체험 전시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함
 ·기존의 4D 콘텐츠가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불가한 수동적인 콘텐츠    
인것을 탈피하여 마치 게임과 같이 실시간에 변화하는 차별화된 콘텐츠
활용이 가능해 지속적인 흥미를 유도함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6축 Stewart Platform이 관련 하이엔드 시장의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수요가 많지 않아 각 제작사별로 독자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활용중임
 ·ITU-T는 2010년 7월 SG16 산하에 Q.5를 설립하여 Telepresence 시스
템에 대한 표준화 진행 시작, 주로 다지점 비디오 제공 및 호환성 확보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음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특허명
모션 시뮬레이터 제어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모션 시뮬레이터 시스템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

10-20120145852

2012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입체 콘텐츠
 ·하나의 3D 입체 공간 상에 사용자들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3D 입체 콘텐츠의 제공이 가능   
■ 체험형 4D 전시관 및 체감형 게임
 ·개인 혹은 다수 체험형 4D 전시관 및 상영관에 적용이 가능
 ·기존의 4D 체험관은 항상 고정된 시나리오로 콘텐츠가 진행되어 흥미
유발이 제한적이나, 본 기술은 인터렉티브한 콘텐츠 운영으로 더 현실감
넘치는 재미를 제공
 ·인터렉티브 4D 체험 기술 및 입체 디스플레이 확장 기술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로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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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관람을 위한 4D 체험관의 경우, 일반 영화관의 2배의 입장료를  
받고 있어 수익성이 훨씬 높게 나옴  
  - 기존 4D 콘텐츠는 시간에 따른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반해 제안
기술은 상당기간 유지가 가능함
 ·개인 및 소그룹을 위한 특화된 4D 체험관 구성이 가능하여, 좁은 공간을
활용한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함
  - 일반 4D 상영관은 고가의 시설비와 장치가 필요하나 제안 기술은 다양
하고 소형화된 구성으로 초기 투자의 최소화 및 활용도 극대화를 기대
할 수 있음   

1-23 자동통역용 대화체 일본어 음성인식 기술
자동통역연구실  담당자  김상훈

본 기술은 일본어 음성을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로 자동통역, 대화시스템 등에 활용이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언
 어장벽에 의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언어로부터 다른 언어로 통역해 주는 기술 중 일본어 음성인식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세계화로 언어소통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

·여행 전영역 일본어 음성인식 가능

  - 국내 방문 관광객의 최대 애로사항은 언어소통 (한국관광공사 제공)

·단말, 서버 버전 동시 지원 가능

  - 한류 등 국제간 교류확대로 한/중/영/일 자동통번역 수요 증대

·실시간 수행이 가능한 빠른 응답 속도

·5년내 파급효과가 가장 큰 기술로 자동통번역 선정(2007,IBM)

■ 기술의 상세 사양

  - 자동통번역 기술은 현재 발아기 단계이나 5~10년 후 주류기술로 예측
(가트너)

 ·14만 단어급 일본어 음성인식 가능

  - 2020년 일본 자동통역 시장규모 총 10조원 예측 (일본 UFJ총합연구소,
2006)
·스마트폰, PDA, 전자사전 등 고성능 휴대형 기기 대중화
  - 자동통역용 모바일 CPU 개발 계획 발표 (인텔: CES 2008)
  - 개인 단말기 고성능화로 자동통역 엔진 탑재 가능
·인식/번역 상용화 성공으로 자동통번역 실용화 가능성 가시화
  - 세계최초 특허문서 한/영 자동번역 상용화 성공 (2005)
  - 한국어 음성인식 네비게이션 상용화 성공 (2008)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일본 NICT 인식엔진 기술, 미국 뉘앙스 인식엔진 기술과 경쟁
·대체기술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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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NICT 인식엔진
미국 뉘앙스 인식엔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본 기술의 우수성
일본 내 최고 기술을 보유한 기관. 도코모와 협업하여 자동통역 기술을
시범서비스 하고 있는 등 우수성 입증함
세계최고의 음성인식 기술을 보유. 전세계 15개 국 이상 음성인식   
기술 보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일본내 자동통역 시장의 경우 2020년에 10조 형성 예상. 그 중 음성인식
시장은 1/10을 고려한다면 1조원 시장 형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기술의 완성도

 ·국외 시장 동향

■ 기술개발 완료시기

  - 최근 애플의 SIri를 통해 대화형 음성인터페이스 기술이 적용됨

 ·2013.8 : 시제품 수준 완성
 ·2014.2 : 상용수준 완성

  - 미국 뉘앙스사는 일본 NTT 도코모 자동통역 기술에 대화체 음성인식
기술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기술이전 범위

 ·국내 시장 현황

 ·14만 단어급 일본어 인식엔진 라이브러리
 ·API sample 코드

  - 스마트폰, 스마트TV, 로봇, 자동차 등에 음성인터페이스 기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시장전망은 매우 밝음

표준화 및 특허

  - 국내에서도 삼성, LG등 음성인식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세계시장에서 제품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6축 Stewart Platform이 관련 하이엔드 시장의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수요가 많지 않아 각 제작사별로 독자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활용중임
 ·ITU-T는 2010년 7월 SG16 산하에 Q.5를 설립하여 Telepresence 시스
템에 대한 표준화 진행 시작, 주로 다지점 비디오 제공 및 호환성 확보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음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번역메모리를 활용한 자동통역기

한국

2011-0057618

2011

출원

음성인식 오류 수정방법 및 장치

한국

2011-0060206

2011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입체 콘텐츠
 ·최근 구글, 애플 등 음성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서비스에    
음성인식기술을 적용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휴대폰 일부 모델에 소규모의 문장에 대하여 음성
인식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자동통역, 대화형 정보검색, 딕테이션, 오디오 인덱싱 등 음성언어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사용자 수요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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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한일 자동통역 서비스를 통한 언어소통 해소 및 한국내 일본 관광객 유치
 ·일본인 대상 대화정보검색서비스 제공 및 기술 수출 기대
 ·한, 영, 일 음성인식 기술 확보로 다국어 음성인식 기술로 확대됨에 따른
신시장 창출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4. 기대효과

1-24 4K/3D 디지털시네마 기술
모바일콘텐츠연구실  담당자  정연정

본 기술은 디지털시네마 서비스를 위한 4K/3D 디지털시네마 마스터링 및 상영 기술로서 GPU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기반
기 술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범용 하드웨어 (PC)에서 고속의 4K/3D급 디지털 시네마 마스터링 및 상영이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DCI규격을 지원하는 디지털시네마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한 JPEG 2000 인코더/디코더, 마스터링, 상영 기술
·일반적인 HW 상에서 초고속 인코딩을 통해 4K/3D급 디지털 콘텐츠를 빠른 시간에 생성  및 실시간 디코딩(Left/Right 각각 24FPS)
을 통해 4K/3D급 디지털 콘텐츠 재생
·디지털시네마 마스터링 단계에서 디지털시네마 콘텐츠인 4K/3D 및 4K HFR(48fps)급 DCP 및 KDM 생성 기술

■ 기술구성도
·4K/3D급 JPEG2000 인코더 및 디코더 모듈
·DCP 마스터링 모듈
·KDM 생성 및 발급 모듈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DCI 규격을 준수하는 JPEG 2000 인코더/디코더,  DCP(Digital Cinema
Package),  KDM(Key Delivery Message)은 디지털 시네마에 있어 핵심   
기술임
 ·영 화산업구조가 디지털시네마로 전환되면서, QuVis, Doremi, GDC,
Christie, Barco 등의 고가 외산 장비 및 솔루션을 도입함에 따라 기술적,
산업적 해외 종속성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디지털시네마 마스터링 장비와 상영     
장비를 국산화하여 보급 및 수입 대체가 필요하며, 전세계 디지털시네마
장비 시장에 진출을 위한 기반 기술 필요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저가의 시스템 구축 가능: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로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하드웨어에서 DCI 규격을 준수하여 4K/3D급 및 4K HFR(48fps)급 디지털
시네마 마스터링 가능
 ·
디지털시네마 콘텐츠의 안전한 배급을 하기 위한 KDM 및 DCP 관리 가능
 ·디지털시네마 마스터링의 경우 영화 후반 작업 통합 및 디지털시네마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외산의  
경우 하드웨어기반의 솔루션 형태로 공급되어 각 영화 작업 단계가 단절되
어 있는 상태로 본 기술은 SW 소스레벨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 디지털시
네마 작업에 대한 통합 개발이 용이함
■ 기술의 상세 사양
 ·DCI 규격 JPEG2000 Digital Cinema 프로파일 지원
 ·DCI 규격 4K/3D 고속 인코딩 및 디코딩
  - 평
 균 24fps 이상 인코딩 속도, Left/Right 각각 24fps 실시간 디코딩 속도
  - N
 VIDIA GPU 및 Windows XP 64bit Edition 사용

기술의 특징

111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DCI 규격 DCP 및KDM 기술
  - 디
 지털시네마 콘텐츠 배포를 위한 암호화된 4K/3D DCP 생성 가능
  - D
 CI 규격의 4K HFR(48fps) DCP 생성 지원
  - 디
 지털시네마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암호화된 4K/3D DCP 구조에 따라
KDM 발급 가능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디지털 시네마 마스터링 시스템
 ·디지털 시네마 및 방송용 편집 장치

  - Issuer 및 Recipient 관리를 통해 KDM 발급 가능

 ·디지털 시네마 및 방송용 디지털 미디어 저장장치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산업 분야의 범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는 디지털시네마 시장 주도권    
확보 및 자국의 고유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시네마를 산업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대규모의 전략적 R&D 연구 및 육성사
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국가와 기관들이 활발히 디지털 시네마
분야를 연구하고 있음.

  - 디
 지털 시네마 및 방송용 편집 장치

  - 디
 지털시네마 분야

  - 유럽 : EDCF, DSN, World Screen, Cinema-Net Europe, DCEN,
THALIA,ORPHEUS
  - 미국 : DCI, CineGrid
  - 일본 : 4K Pure Cinema, DCCSDP, COSME, Ultra-HD System
  - 중국 : DCI를 근간으로 하되 자국의 상황에 맞는 보안기술 개발 적용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 디
 지털 시네마 및 방송용 디지털 미디어 저장장치
 ·제품/서비스의 장점
  - S
 W기반으로 영화 후반 작업 통합 가능
  - 저
 가의 시스템 구축 가능: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로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하드웨어에서 4K/3D급 디지털 시네마 마스터링 및 상영 가능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전 세계 영화산업 규모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 2
 006년에 812억 달러에서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1년에
는 1천 33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SW기반으로 영화 후반 작업 통합 가능
Dolby, Doremi, Qube

저가의 시스템 구축 가능: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로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하드웨어에서 고속으로 4K/3D급 디지털 시네마 마스터링 및 상영 가능

  - 2
 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평균 11억 8천만 달러로 세계 8위 수준
 ·전 세계 디지털시네마 서버 장비 시장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 4Q)
 ·2013 년 12월

  - 2
 010년 19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국산장비 시장은 2.8천억원 시장을 형성
(자료 출처 콘텐츠 진흥원, 국내 CT 시장 현황, 2010)

 ·기술 개발 진행 정도 :  20%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 동향

 ·이전가능 (예상)시기 : 2013년  12월
■ 기술이전 범위

 ·DCI는 사실상 디지털시네마 표준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산업영
향력 확대를 위해 국제 표준화 진행

 ·4K/3D급 디지털시네마를 위한 JPEG2000 인코더 모듈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및 소스를 제공함

 ·허리우드가 위치한 북미를 중심으로 확산 추세, 전세계 도입 현황의 80%
이상을 차지

  - G
 PU 기반 4K/3D급 JPEG2000 인코더 라이브러리 및 소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적극으로 디지털시네마를 선도하고 있음

 ·4K/3D급 디지털시네마를 위한 JPEG2000 디코더 모듈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및 소스를 제공함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 G
 PU 기반 4K/3D급 JPEG2000 디코더 라이브러리 및 소스
 ·4K/3D 및 4K HFR(48fps) 디지털시네마를 위한 DCP 마스터링 통합 모듈,
KDM 생성 및 KDM 발급 모듈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및 소스를 제공함
  - D
 CP 마스터링 통합 모듈 라이브러리 및 소스

 ·4K/3D 및 4K HFR(48fps) DCP와 KDM이 작성되어 고해상도의 3D  및
HFR 디지털시네마 적용 가능

 ·DCI (Digital Cinema Initiatives): DCI는 Disney, Fox, Sony Pictures,
Universal Studios등 7개 주요 스튜디오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로 디지털  
시네마에 관한 표준규격을 만드는 것임
 ·DCI가 사실상 디지털시네마 표준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산업영
향력 확대를 위해 국제 표준화 진행
 ·SMPTE는 각 가치 사슬간에 전달될 데이터와 전송방법 및 품질 측정기준
을 표준화하기위해 25개 항목을 정의함
■ 보유 특허

출원
출원
출원

특허명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 기반 ＪＰＥＧ2000 인코딩/
디코딩 장치 및 방법
이기종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시 색변환을 위한
데이터 구조 및 방법
디지털시네마 컨텐츠 생성 및 재생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디지털시네마컨텐츠 생성 및 재생 장치

기술도입효과
 ·디지털시네마를 위해 후반작업장에서 디지털시네마 콘텐츠를 생성 및 상
영하는데 활용 가능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HEVC)의 표준화 동향

출원/
등록구분

4. 기대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K
 DM 생성 및 발급을 위한 라이브러리 및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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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영화산업 규모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
한국
한국

20120087867
20110130138
20100114541

2012
2011
2010

 ·디지털시네마 서비스에 적용하면 기술적, 산업적 해외 종속성 감소는 물론
저가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여, 국내 소규모 독립영화관을 대상으로 한
DCP/KDM 배급 및 한국형 디지털시네마 시장 창출 가능
 ·국내 영화의 불법복제 피해 감소를 줄임으로써 국내 영화산업의 건전한 생
태계 조성할 수 있음
 ·디지털시네마 서비스에서 디지털시네마 콘텐츠의 안전한 배급을 위한
DCP 및 KDM 제공 가능

1-25 가상 공간 멀티 터치 인터랙션
가상현실연구실  담당자  김용완

사용자의 3차원 fingertip 좌표를 추적하여 사람의 손끝이 허공에서 움직일 때 착용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시화되는 가상 객체
에 닿았는지 여부를 인지하고, 이에 따른 진동 피드백을 제공하는 실감 가상 공간 멀티터치 인터랙션 기술임. 본 기술은 Natural
UI를 적용하고자 하는 교육, 체험형 전시 및 테마파크 등의 분야에서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시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S
 ee-through 타입의 개인 착용형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를 착용하여 가상 공간의 객체를 실제 물체와 같은 감각으로 터치할 수 있도록
손가락 끝점 3차원 추적 및 터치 피드백을 제공하는 가상 공간 멀티터치 인터랙션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3D 공간 터치 인터페이스 기술의 정밀화 요구 증가

·기존 2D 터치 장치보다 발전된 3D 공간 상에서의 터치 인터페이스 기술
제시

  - 기존 리모컨, 키보드 및 마우스와 같은 입력장치들은 추가 장치를 필요로
하거나 직관적이지 못함
  - 맨손으로 콘텐츠 제어가 가능한 제스쳐 기반 3D 공간 터치 인터페이스로
고정밀 손가락 끝점 추적 및 멀티터치 인식 기술 개발이 필요
·사용자의 시각과 일치하는 실감 가상 공간 인터페이스

·고정밀 손가락 움직임 추적을 통한 보다 정밀한 핸드 인터랙션 기술   
제시
·사용자의 핸드를 추적하여 실사-가상 3D 객체 간 물리적 상호작용을  
사실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AR 융합 인터랙션 기술을 제시

  - 기존 제스쳐 기반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인 동작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용자가 가상의 물체와의 접촉 여부를 정밀하게 인식하지
못함

■ 기술의 상세 사양

  - 가상 터치 스크린을 형성하고 이를 see-through 기반 착용형 입체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시화함으로써 사용자는 눈으로 가상 물체의 입체
감을 느낄 수 있는 실제 3차원 공간에서와 같은 실감 가상 터치 상호작용
기술에 대한 요구가 있음

·공간 터치 지원 환
경 메쉬 데이터 생성 기술                                          
(RGB-D 카메라 기반 실측 데이터 복원
율 95% 이상)

·가상 터치에 대응하는 촉각 터치 피드백 제시 필요

·실사-가상 환경 융합 가
상 인체 상호작용 기술                                           
(깊이맵 기반 실시간 높이맵 생성, 실 객
체 높이 정보 반영, EGD 연동)

  - 제스쳐 기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터치 여부에 대한 시각적 피드백만을
제공하나 실감 인터페이스를 위해서는 실제와 동일하게 촉각 피드백도
제공되어야 함

 ·멀티터치 지원 손가락 트래킹                                             
(Fingertip 3차원 추적, 멀티 터치, 진동 피드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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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Microsoft Kinect는 PC 및 Xbox에서 별도의 추적 센서 장착 없이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여 콘텐츠와 상호작용이 가능함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기 출하량, '16년 기준 최소 3,920만대에서 최대                                                                                      
1억 7,100만대까지 증가 전망 (CT인사이트,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12)       

·Microsoft Surface는 여러 명이 동시에 학습·협동 작업이 가능하도록
대형 터치 스크린에 제스쳐 조작 방식의 컴퓨팅 장치임

[그림 1] 전 세계 웨어러블 디바이스 출하량 전망                                              (단위: 억원)
(IMS Research, 2012)

·워싱턴 대학은 특정 마커 패턴을 인식하여 가상 객체와의 가시화 및 인
터랙션이 가능한 ARToolkit 라이브러리를 배포 중임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Microsoft Surface
AR Toolkit
Microsoft Kinect

본 기술의 우수성
기존에는 2D 실제 평면 상에서만 터치 조작이였으나, 본 기술은 허공 상에서
의 3D 공간 터치 인터랙션이 가능
기존에는 단순 마커 기반의 가상 인터랙션이였으나, 본 기술은 사용자의 핸
드에 기반한 실사-가상 객체 간의 융합 인터랙션(Miniature AR)이 가능
기존에는 Whole-Hand 방식의 위치 추적 방식이였으나, 본 기술은 정밀
손가락 기반 위치 추적이 가능 (오차 1cm 이내)

 ·모바일 게임의' 10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7.1% 증가한 85억 6,900만
달러 기록
 ·모바일 인터넷과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해 휴대폰 보급 성장세 유지
[표 1]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단위: 백만달러)
(해외게임산업동향,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11~13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년 8월 실험실 수준 기술 개발 완료 예정
 ·2013년 12월 시제품 수준 기술 개발 완료 예정

모바일

매출액

6,102

7,315

8,569

10,020

11,589

13,367

게임

성장률

22.8%

19.9%

17.1%

16.9%

15.7%

15.3%

16.0%

■ 기술이전 범위
·손
 가락 3차원 검출 S/W 모듈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진
 동 기반 멀티터치 제스쳐 인식 S/W 모듈

 ·구글 프로젝트 글래스

·공
 간 터치 지원 환경 메쉬 데이터 생성 S/W 모듈

  - Google은 ’12년 4월 프로젝트 글래스 공개

·실
 사-가상 환경 융합 가상 인체 상호작용 S/W 모듈

  - 터치, 음성 등의 인터렉션 기술 이용

·3
 D 공간터치/실사-가상(Miniature AR) 인터랙티브 콘텐츠 S/W 모듈

  - 단순한 정보 제공용 글래스
 ·소니 스마트와치
  - 안드로이드 OS 연동하여 각종 작업을 손목시계
에서 실행함

표준화 및 특허
■ 보유특허

  - 터치 인터페이스 탑재
출원/
등록구분
출원
출원

특허명
제스처 인식 기반 사용자 상호 작용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이종 디스플레이 연동 인터랙티브   
콘텐츠 전시 장치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한국

2011-0053410

2011

  - Nike는 '12년 1월 손목 착용형 스포츠 디지털
기기 Nike 퓨얼 플러스 퓨얼밴드 출시

한국

2012-0135868

2012

  - 사용자 운동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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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퓨얼밴드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기술적 차별성
  - 착용형 디스플레이, 가상 터치 인식 및 피드백 제시 기술을 통합한
기존에 없던 가상 공간 멀티터치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가상현실에  
대한 실감도를 증진하여 타 제품과 차별화됨으로써 고객의 소비 욕구를
자극해 매출 증대가 기대됨
 ·파급효과
  - 보다 편리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첨단 전시
및 체감형 테마파크에 적용 가능하므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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