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융합기술

2-1 인공표식기반 위치시스템 구축 기술
3D인지플랫폼 연구실  담당자  이재영

본 기술은 바닥 부착형 인공표식을 사용하여 임의의 실내외 환경에서 cm 급의 위치정밀도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인식 시스템
구축 기술임. 본 기술은 자율주행 무인로봇의 위치인식, 작업장에서의 무인로봇의 위치인식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바닥 부착형 표식 + 영상 위치인식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무인차량 및 무인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위치인식
이 전제되어야 하나 기존의 기술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함

 ·표식 + 카메라 만으로 cm 급의 위치시스템 구축 가능
 ·저가 GPS 센서와 결합하면 임의의 넓은 범위의 위치시스템 구축 가능
 ·위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통합 솔루션 제공
■ 기술의 상세 사양
 ·위치오차: 평균 3.3cm (최대 9cm)

■ 기존 위치인식 방법의 문제점

 ·각도오차: 평균 0.3도 (최대 0.8도)

 ·위치 센서 방식

 ·처리속도: 100 fps 이상 (i7, VGA)

-저
 가 GPS: 10m 내외의 위치오차

 ·오인식율: 0%

-고
 가 GPS: 높은 건물 근처에서는 위치가 튀는 문제가 있음
 ·영상인식 방식
-환
 경변화에 따라 성능변화가 큼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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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립중앙과학관 로봇셔틀 서비스 적용 예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대부분 고가 GPS 기반의 위치인식 시스템을 사용
 ·골프장 등에서는 지자기센서를 이용하여 위치인식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고가 GPS 기반

본 기술의 우수성
·고가 GPS(천만원대)를 사용하지 않고도 일반 카메라 + 저가 GPS(5만원대)

위치인식
지자기센서 기반

만으로 cm 급의 위치정보 제공
·전원공사 등의 부가적인 인프라작업 없이 임의의 환경에서 바닥에 마크를 부

위치인식

착한 후 마크 위치만 측량하면 바로 위치시스템 활용이 가능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5년 2월
■ 기술이전 범위
 ·위치시스템 구축 통합 솔루션
-마
 크 디자인
-마
 크 영상인식 SW
-위
 치융합 SW
-위
 치시스템 구축 매뉴얼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에서의 무인으로 운행되는 탈것(놀이, 볼거리)
 ·공장자동화를 위한 무인로봇의 위치인식
 ·소형 UAV(비행체)의 위치 랜드마크로 활용 (이착륙장, 거점)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경제적 비용으로 안정적인 위치 솔루션을 제공
 ·카메라, 표식, 저가GPS(10만원대 이하) 만으로 위치시스템 구축
 ·부가적인 인프라 작업 없이 표식 부착 및 표식 측량만으로 위치시스템
구축이 완료
■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무인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창출이 가능함
 ·GPS 음영 등의 문제가 없으며 cm 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30hz 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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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포장/조립/검사용 물체인식기술
인간로봇상호작용연구실  담당자  김계경

본 기술은 카메라로 획득한 영상으로부터 물체 영역 검출과 물체 내부 특징을 추출하여 물체의 유형이나 자세 각도를 추정할 수
있는 물체 인식 기술로써 실제 생산 현장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부품 검사나 포장 조립 공정 등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주변 조명 영향이나 다양한 물체 형태에 대해서 강인하게 물체 영역을 검출하고 인식할 수 있는 물체 인식 기술
·안정된 물체 인식 성능 및 실시간 처리 기능 제공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물체 인식 기술은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서 단순 반복 작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작업자의 집중력 저하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어 왔음

 ·시각 센서 기반 물체 인식 및 자세 추정
 ·조명 영향이나 다양한 물체 형태에 대해서도 강인한 물체 특징 검출
 ·안정된 인식 성능 및 빠른 처리 속도 제공
 ·다양한 물체 종류에 적용 가능
■ 기술의 상세 사양

 ·주로 여러 가지 부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공장에서 부품의 양ㆍ불량품   
을 식별하거나 부품을 실장하는데 사용됨
 ·그러나, 생산 환경에 따라 변하는 조명 영향이나 인식 대상 물체의 다양    
한 형태를 인식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이 미흡하여 실제 물체 인식 기   
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워 산업 현장에 물체 인식 기술 적용은 활발
히 이루어지지 못함

부품인식

부품 자세 추정

 ·최근, 영상 인식 기술의 발전, 생산 라인 구축 비용 절감 및 다품종 변량    
을 생산하는 셀 생산 방식의 도입으로 인하여 실제 산업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물체 인식 기술이 절실히 요구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작업 상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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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조립 검사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기존의 시각 기반 물체 인식 기술은 주변 조명 영향 및 다양한 물체 종
류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안정된 인식 성능을 제공하지 못하였음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생산 라인의 물체 종류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물체 인식 알고리즘을 개
발하여 적용하는데 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됨

 ·부품 양/불량 검사 시스템

 ·부품 검사/포장/조립 공정 등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이 어렵고 특정 적용
분야에 한정되어 개발됨

 ·부품 포장 시스템
 ·부품 조립 시스템
 ·생산 라인 공정 자동 시스템으로 확장 가능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생산 라인 부품 분류 시스템

 ·무인 자동 검사 시스템으로 확장 가능

본 기술의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우
 수한 영상 전처리 기능 / 물체 내부 특성 최대한 보존
Halcon 상용 영상

·물
 체 인식 기능 / 안정된 인식 성능

처리 라이브러리

·실
 시간 처리 가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머신 비전 시장 '18년 약 20억불 전망(연평균 10%대 성장률)

·다
 양한 물체에 적용 가능

 ·물체 인식 시장이 머신 비전 시장 매출의 1%를 차지한다면 2백만불의
매출이 예상됨

기술의 완성도

 ·머신 비전에서 물체 인식 시장의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 기술개발 완료시기
 ·복잡형상물체 인식 및 자세 추정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로봇 구동을 위한 비전 기반 물체 인식 기능 개발 완료
 ·인식 대상 물체 종류에 적합한 조명 조건 및 시각 센서 선택    
 ·기술 이전 후, 6개월 이내 상용화 가능
 ·2015년 2월 기술 개발 완료
■ 기술이전 범위
 ·영상 전처리 SW 소스 코드 및 기능 설명서
 ·물체 특징 추출 SW 소스 코드 및 기능 설명서
 ·물체 인식 라이브러리 및 기능 설명서
 ·물체 자세 추정 기능 SW 소스 코드 및 기능 설명서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경쟁 국내 제품/서비스 없음

표준화 및 특허

 ·경쟁 해외 제품 -HALCON 영상처리 라이브러리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해당 사항 없음

4. 기대효과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기술도입효과
특허명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출원

부품을 인식하기 위한 장치 및 그 방법

한국/
미국

10-20110139610

2011

 ·단순 반복 작업 부담 최소화 및 작업자들의 집중력 저하로 인한 생산성    
저하 개선

출원

센서를 이용한 작업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작
업 시스템

한국/
미국

10-20120109982

2012

 ·공장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

출원

물체 피킹 시스템, 물체 검출 장치 및 그 방법

한국/
미국

10-20140029137

2014

 ·안정된 생산 공정으로 생산 속도 개선
 ·타 생산공정으로의 확장성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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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성별/연령 인식 기술
인간로봇상호작용연구실  담당자  김계경

본 기술은 사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얼굴 인식 응용 기술로써 주변 조명 영향 및 복잡한 배경
환경에서도 시각 센서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성별 및 연령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시각 센서로부터 획득한 영상에서 얼굴 영역을 검출한 다음 얼굴의 특징 정보를 추출하여 분류기를 사용하여 성별과 연령을         
구별해냄
·실제 환경에서 얼굴 영상을 획득하여 성별 및 연령 인식을 하는 경우, 주변 조명 영향, 복잡한 배경, 사용자 비협조 환경 등의 요인으
로 인하여 얼굴 검출, 특징 추출 및 분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차 요인을 최소화 하여 안정된 인식 성능을 보장하면서 실시간 처리
가 가능함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최근 시각 센서를 이용한 인식 기술은 산업 현장의 자동 생산 라인 구축
에서부터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얼굴 인식 기술은 사용자 편의성, 사후 처리 용이, 데이터 획득의
간편성 및 비접촉성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다른 생체 인식 기술보다 더    
활발히 연구되어온 분야임
 ·사용자의 얼굴 영상을 획득하여 성별이나 연령을 인식함으로써 그 응용
의 폭을 더욱 더 확대시켜 사용자 서비스 향상, 맞춤형 광고, 얼굴 인식
자판기, 입장객의 통계 자료 집계 등과 같은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에 활
용되고 있는 실정임
 ·시각기반 얼굴 인식 기술을 응용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는 사용자의 정
보를 미리 등록하지 않고서도 전방에 있는 사용자 특징 정보를 자연스
럽게 획득한 다음 특징 정보를 추출하여 인식한 결과를 이용하여 개별
사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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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사용자 편의성, 데이터 획득의 간편성 및 비접촉성 등의 장점으로 인하
여 다른 생체 인식 기술보다 적용분야가 더 다양함
 ·기존의 얼굴 인식 응용 기술에 비해 조명 및 주변 환경 요인에 강인한    
특성을 가지므로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한 안정된 인식 성능 및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장점 보유
■ 기술의 상세 사양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최근,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연령 및 성별
인식 기술 활용에 대한 움직임은 활발한 편이나 인식 기술 성능은 미흡
한 실정임
 ·다양한 연령대 인식 기능이 제공되지 못하여 사용자 서비스 활용 폭이
좁음
 ·사용자의 머리 형태, 옷차림 정보 등 사용자의 외형 정보를 이용하여 성
별 및 연령 인식을 시도함으로써 안정된 인식 성능을 보장할 수 없으며
기술 개선 확장성이 낮음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스마트 디바이스에서의 연령별 맞춤형 서비스
·연령별 인구 통계 조사
 ·맞춤형 광고
 ·얼굴 인식 자판기
 ·청소년 금지 사이트나 제품 판매 단속기
 ·얼굴 인식 성능 개선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본 기술의 우수성
·다
 양한 연령층에 대한 인식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서 활용의 폭이 넓음
·실
 제 환경에서의 인식 성능 및 실시간 처리 기능이 제공됨

올라웍스

·기
 존의 얼굴 인식 성능 개선에 활용 가능
·인
 식 성능 개선 및 적용 분야에 대한 확장성이 높음
·사
 용자 서비스 수준의 기존 기술 개발에 비해 수익 창출 모델로 확장    
가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2015년 국내 얼굴 인식 시장이 491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그 가운데
1%의 얼굴 인식 응용 시장 매출이 일어날 경우, 5억원 정도의 매출 발
생이 예상됨
 ·2015년 전세계 얼굴 인식 시장이 16.5억불로 예상되며, 그 가운데 1%         
의 얼굴 인식 응용 시장 매출이 일어날 경우, 1.65만불 정도의 매출 발
생이 예상됨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성별 및 연령 인식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스포츠 시뮬레이터 환경에서의 사용자 맞춤형 운동 모델 제시를 위한        
서비스 기능 개발 완료
 ·인식 환경에 적합한 조명 및 시각 센서 환경 셋팅

 ·모바일 생체 인식 시장이 2013년 4600만불, 2018년 50억불이 예상되
는 경우, 1% 정도의 얼굴 인식 응용 시장 매출이 발생할 경우에 0.5억불
의 시장이 예상됨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경쟁 국내 제품/서비스 없음

 ·기술 이전 후, 6개월 이내 상용화 가능

 ·경쟁 해외 제품/서비스 없음

 ·2015년 2월 기술 개발 완료
■ 기술이전 범위

4. 기대효과

 ·영상 전처리 SW 소스 코드 및 기능 설명서

기술도입효과

 ·성별/연령별 얼굴 특징 추출 SW 소스 코드 및 기능 설명서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성별/연령 인식기 SW 소스 코드 및 기능 설명서

 ·사용자 맞춤형 운동 기능 제공으로 인한 개인 건강 증진   
 ·맞춤형 광고, 얼굴 인식 자판기, 입장객의 통계 자료 집계 등과 같은 사
용자 맞춤형 서비스로의 활용으로 인한 수익 창출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청소년 금지 사이트나 제품 판매 단속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장비 설치
경비 절감

 ·해당 사항 없음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
년도

출원

가버 특징과 SVM분류기를 이용하여 위변조
얼굴을 인식하기 위한 시스템 및 그 방법

한국
미국

2011-0139605
13/565022

2011
2012

출원

승마 시뮬레이터 사용자의 의도인식 장치
및 방법

한국

2014-0004438

2014

출원

승마시뮬레이터에서의 사용자 식별 및 자세
인식 시스템

미국

14/031531

2013

출원

승마 시뮬레이터 및 승마 시뮬레이션 방법

한국

2012-0108476

2012

출원

상호작용을 이용한 스포츠 시뮬레이터 및
그것의 구동 방법

한국

2012-0151067

2012

등록

대상 물체 검출 시스템 및 그 방법

한국

0651034

2004

등록

시스템 자동제어용 제스처 인식 장치 및 그
방법

한국

0692526

2005

등록

동적 카메라에서 움직이는 사람 검출 및 추
적하는 방법  

한국
미국

2004-0103033
7688999

2004
2005

 ·공항이나 주요 관광지에서의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외화 수익  
창출
 ·얼굴 인식 시스템과 같은 타 인식 시스템으로의  확장성 용이로 인한   
개발 경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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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용 FSK 시스템 기술
WPAN응용 연구팀  담당자  신철호

본 기술은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수용가 지역에서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유틸리티 정보를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양방향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하면서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스마트 그
린 홈(Smart Green Home) 개발의 핵심 기술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스마트 그린 홈(Smart Green Home) 개발의 핵심 기술인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용 SUN FSK 시스템 기술에 관한 것으로 크게
FSK RF Transceiver 기술, FSK 모뎀 기술 및 MAC 기술로 이루어져 있음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지하실이나 반지하 또는 복
잡한 건물 주변과 같이 전파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유틸리티 관련
정보를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높은
링크 마진과 Scalable한 전송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저가격/저전력의 비
면허 무선 전송기술이 필요함

 ·주파수 혼잡도가 낮고 전파전파 특성이 우수한 900MHz 대역 이용

 ·IEEE802.15.4g 표준 기반의 스마트 유틸리티 무선 전송기술은 2.4GHz
ISM 대역의 전파전파 특성 및 타 무선 서비스와의 간섭영향을 고려하여
900MHz 대역을 사용하여 Scalable한 전송속도와 열악한 전파 환경에
서도 높은 링크 마진이 확보되어 멀티홉 기능의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
한 저가격/저전력의 비면허 무선 전송기술로 부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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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1Km정도의 서비스 반경 제공으로 스마트 그리드 망 구성을 단순화하여
설치 비용 및 운용 비용을 절감
■ 기술의 상세 사양
 ·IEEE802.15.4g SUN 표준 기술로 채택된 MR-FSK 무선통신시스템을
TSMC 0.18um MPW 공정으로 개발  
-전
 송거리 1Km@50Kbps
-제
 공 데이터 전송율 : 50,150,200 Kbps
- IEEE802.15.4-2006 MAC 표준 기반의 SUN MAC 구현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A
 nalog PLL 방식의 RF Transceiver 구현
-F
 lash Memory 내장된 RF+Modem+MAC 통합형 SoC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S
 ize : 4.8mm X 4.4mm die size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P
 ackage : 64 pin QFN 타입으로 제작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유틸리티 사용량을 무선으로 검침하는 AMI 및
BEMS에 활용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센서네트워크, 홈오토메이션, 홈네트워크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경쟁기술로 Z-wave 또는 Zigbee가 검토될 수 있으나, 응용서비스 반경
이 100m 미만이고,국내에서 비면허로 사용할 수 있는 900MHz 대역에
서 채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SUN 기술은 응용서비스 반경이 1Km 정도이고, 국내 비면허 주파수 대
역인 900MHz 사용을 위해 채널 간격을 200KHz와 400KHz 제한하여
최대 32개 채널을 확보할 수 있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기
 술적 측면 : 주파수 혼잡도가 낮고 전파전파 특성이 우수한 900MHz

Zigbee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대역 이용
·사
 업적 측면 : 1Km정도의 서비스 반경 제공으로 스마트 그리드 망 구성
을 단순화하여 설치 비용 및 운용 비용을 절감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상용화 시점인 2015년 10% 시장점유에서 매년 10% 추가 시장 점유가
예상됨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년 2월
■ 기술이전 범위
 ·MR-FSK SUN RF 기술
-F
 SK-SUN RF 송신부 기술
-F
 SK-SUN RF 수신부 기술

 ·MR-FSK SUN Baseband Modem
-F
 SK-SUN Modem 송신부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F
 SK-SUN Modem 수신부 기술

 ·900MHz 대역 MR-FSK SUN 호환 칩을 Ti, Analog Device사 등이 개발
하여 판매 중에 있음

 ·MR-FSK SUN MAC 기술

 ·국내의 경우, 900MHz대역의 MR-FSK SUN 칩을 전적으로 외산제품
에 의존하고 있으며, ETRI에서 900MHz MR-FSK SUN SoC를 개발하여  
국내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 중

-M
 R-FSK SUN MAC 하드웨어
-M
 R-FSK SUN MAC 소프트웨어 기술

표준화 및 특허

4. 기대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본 기술은 IEEE802.15.4g SUN에서 2012년 4월에 표준 완료되었음

■ 아
 직 시장에서 주도권이 확립되지 않은 SUN 국제 표준 기술 조기 개발
로 시장 주도 가능함

 ·본 기술은 TTA에서 2012년 12월에 국내 표준안으로 채택됨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특허명
유틸리티 정보 무선 송수신을 위한 SUN FSK
무선 수신 방법 및 장치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

20130064280

기술도입효과

■ 최
 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센서네트워크, 홈오토메이션, 홈
네트워크 등 응용분야가 다양하여 시장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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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용 OFDM 시스템 기술
WPAN응용 연구팀  담당자  신철호

본 기술은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수용가 지역에서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유틸리티 정보를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양방향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하면서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스마트 그
린 홈(Smart Green Home) 개발의 핵심 기술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스마트 그린 홈(Smart Green Home) 개발의 핵심 기술인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용 SUN FSK 시스템 기술에 관한 것으로 크게
OFDM RF Transceiver 기술, OFDM 모뎀 기술 및 MAC 기술로 이루어져 있음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지하실이나 반지하 또는 복
잡한 건물 주변과 같이 전파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유틸리티 관련
정보를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높은
링크 마진과 Scalable한 전송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저가격/저전력의   
비면허 무선 전송기술이 필요함

 ·주파수 혼잡도가 낮고 전파전파 특성이 우수한 900MHz 대역 이용

 ·IEEE802.15.4g 표준 기반의 스마트 유틸리티 무선 전송기술은 2.4GHz
ISM 대역의 전파전파 특성 및 타 무선 서비스와의 간섭영향을 고려하여
900MHz 대역을 사용하여 Scalable한 전송속도와 열악한 전파 환경에
서도 높은 링크 마진이 확보되어 멀티홉 기능의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
한 저가격/저전력의 비면허 무선 전송기술로 부각됨

 ·1Km정도의 서비스 반경 제공으로 스마트 그리드 망 구성을 단순화하여
설치 비용 및 운용 비용을 절감
■ 기술의 상세 사양
 ·IEEE802.15.4g SUN 표준 기술로 채택된 MR-OFDM SUN 시스템을    
2 chip 솔루션으로 개발  
-전
 송거리 1Km@100Kbps
-제
 공 데이터 전송율 : 100 ~ 1,600Kbps
- IEEE802.15.4-2006 MAC 표준 기반의 SUN MAC 구현
-G
 lobal Foundry 0.13um MPW 공정의 Modem/MAC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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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 Size : 2.080mm X 3.000mm, Package : 68 pin QFN 타입
-T
 SMC 0.18um 공정의 RF Transceiver Chip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Size : 2.65mm X 2.75mm, Package : 100 pin TQFP 타입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유틸리티 사용량을 무선으로 검침하는 AMI 및
BEMS에 활용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경쟁기술로 Z-wave 또는 Zigbee가 검토될 수 있으나, 응용서비스 반경
이 100m 미만이고, 국내에서 비면허로 사용할 수 있는 900MHz 대역에
서 채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센서네트워크, 홈오토메이션, 홈네트워크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

 ·SUN 기술은 응용서비스 반경이 1Km 정도이고, 국내 비면허 주파수   
대역인 900MHz 사용을 위해 5개 채널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멀티   
미디어 전송 응용이 가능하도록 최대 1.6Mbps 데이터 전송율 제공이
가능함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기
 술적 측면 : 주파수 혼잡도가 낮고 전파전파 특성이 우수한 900MHz

Zig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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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역 이용
·사
 업적 측면 : 1Km정도의 서비스 반경 제공으로 스마트 그리드 망 구성
을 단순화하여 설치 비용 및 운용 비용을 절감

 ·상용화 시점인 2015년 10% 시장점유에서 매년 10% 추가 시장 점유가
예상됨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년 2월
■ 기술이전 범위
 ·MR-OFDM SUN RF 기술
-O
 FDM-SUN RF 송신부 기술
-O
 FDM-SUN RF 수신부 기술

 ·MR-OFDM SUN Baseband Modem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O
 FDM-SUN Modem 송신부 기술

 ·900MHz 대역 MR-OFDM SUN 칩에 대한 판매 제품은 아직 없음

-O
 FDM-SUN Modem 수신부 기술

 ·ETRI에서 900MHz MR-OFDM SUN 칩을 Modem/MAC SoC와 RF 2칩
으로 개발하여 국내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 중

 ·MR-OFDM SUN MAC 기술
-M
 R-OFDM SUN MAC 하드웨어

4. 기대효과

-M
 R-OFDM SUN MAC 소프트웨어 기술

기술도입효과
표준화 및 특허

■ 아
 직 시장에서 주도권이 확립되지 않은 SUN 국제 표준 기술 조기 개발
로 시장 주도 가능함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본 기술은 IEEE802.15.4g SUN에서 2012년 4월에 표준 완료되었음
 ·본 기술은 TTA에서 2012년 12월에 국내 표준안으로 채택됨

■ 최
 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센서네트워크, 홈오토메이션,   
홈네트워크 등 응용분야가 다양하여 시장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큼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등록

티브이 화이트 스페이스를 이용한 스마트 유틸
리티 네트워크 통신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한국

1314119

2013

등록

주파수 영역 확산을 사용하는 ＯＦＤＭ 규격
에서의 프레임 생성 방법 및 장치

한국

1303553

2013

127

2-6 NFC를 이용한 무전지 생체신호 감지모듈 기술
IoT센서응용연구실  이강복

본 기술은 스마트폰을 인체에 근접하여 체온과 심전도 정보를 추출하여 앱을 통해 확인하는 기술임. NFC 기술을 활용하여 별도
의 배터리가 필요 없는 생체신호 측정 모듈을 구현함으로써 인체에 쉽게 부착할 수 있게 소형으로 제작가능하며, 동작수명을 배
터리와 무관하게 연장할 수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NFC 기술
- 근거리 무선인식 혹은 무선통신 기술
- 10cm 이내의 짧은 전송거리
- 0.1초 이내의 통신설정 시간
- 배터리가 불필요한 수동형 동작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노인성 심장질환·만성질환 환자수의 증가
-고
 령화 사회에 따른 국내외 심장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 환자의 수가 증
가하고 있는 추세임
-본
 연구 과제들 통한 NFC를 활용한 패치형 심전도 측정 장치는 무전원으
로 소형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착용감이 좋고, 또한 사용자가 필요한 시간
에 언제든지 심전도 측정이 가능함
 ·웰빙, 웰니스를 비롯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
-전
 세계적으로 점차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웰빙과 웰니스와 같은 건
강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관리를 위한 지출비
용구조가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즉,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관리
형태로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
 ·스마트폰의 획기적인 보급에 따른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의 확장
-스
 마트폰의 획기적인 보급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가 가능하게
해 주는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목표제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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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C 기반의 무전지 생체신호 측정용 패치
-N
 FC 기술을 활용한 생체신호 측정기에서의 전원 공급
-무
 전지 생체신호 측정기의 구현
-맥
 박/심전도/체온 등의 생체신호 측정
-스
 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 및 전송 구현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특징
인체에 부착 가능한 패치 형태의 초소형
생체신호 모니터링 모듈

배터리가 필요 없는 무전지 형태의
생체신호 모니터링 모듈

목표 수준
·직경 5cm 이내의 크기
·무게 15g 이하
·인체에 부착 가능한 구조
·배터리 없이 RF 신호로 동작
·배터리 수명과 무관함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연계 서비스
·심전도(ECG 1 채널)

다양한 생체신호에 대한 모니터링 모듈

·맥박정보
·체온(피부 표면 온도)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일상 생활중에서 생체신호 모니터링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유사 제품들의 개발되고 있으나, 착용방식, 측정방식, 배터리 수명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사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적용 제품/서비스의) 경쟁우위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년 9월 시제품용 패치 개발 완료(ETRI)
 ·2014년 12월 인체부착을 위한 패치 성능 개선(기술이전 기업)

 ·시판되고 있는 패치형 무선 생체신호 측정 장치의 경우 모두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과제의 결과물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NFC를 통해서 무선으로 전송되는 RF 신호로부터 전원이 공급됨
 ·NFC를 통하여 전원이 공급되므로 타 제품들에 비해 데이터의 전송거리
는 상대적으로 짧으나, 내부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부피와 무게를
매우 작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장시간 착용하여 사용하는데 적합함

 ·2015년 03월 건강관리용 앱 및 콘텐츠 개발 완료(기술이전 기업)

 ·제품의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일회용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의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음

■ 기술이전 범위

■ 경쟁우위 지속가능성

 ·하드웨어 설계에 관한 일체의 기술

 ·본 연구 과제를 통하여 개발할 NFC 기술을 활용한 생체신호 측정 장치
를 사용할 경우에, 별도의 측정 장치와 전용 서버가 필요하지 않으며, 작
고 가벼운 형태의 패치를 가슴에 부착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패치 주
위에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심전도와 맥박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
므로 제품의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사용 편의성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2014년 12월 사용제품을 위한 디자인 및 금형 개발(기술이전 기업)

 ·생체신호를 이용한 심전도, 맥박, 체온 정보 추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연동을 위한 앱 소프트웨어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건강상태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 가능한 모바일 헬스케어 제품으로 판매

 ·NFC 기술을 활용한 생체신호 측정 기술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으
므로 향후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N
 FC 기반의 무전지 생체신호 측정 패치(NFC Patch)의 가격을 저가화하
여 일반인들이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함
-심
 전도와 체온 측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헬스케어 콘텐츠와 접목하여
일반인들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제품으로 판매함
- Information 과 Entertainement 기능을 제공하는 연계서비스 가능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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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초박형 Flexible RFID 금속 태그 기술
사물인지연구실  담당자  최원규

본 기술은 곡면 금속 물품에 부착 가능한 초박형 Flexible RFID 태그 기술로서, 본 RFID 태그는 임의의 형상을 갖는 금속 물품에
부착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유연한 재질을 이용하여 박형으로 RFID 금속 태그를 구현함으로써 자동생산이 가능하게 하여
생산단가를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이다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임의 형상의 금속 구조에 부착 가능한 Flexible 금속 태그
·저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초박형 구조의 태그
·금속 환경에서 4m 이상의 인식거리를 얻을 수 있는 안테나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RFID 시장이 금속물질의 자재 관리 분야로 확대되면서 기존 금속 태그
사용에 대한 한계가 드러남

 ·기존의 세라믹 또는 PCB 재질의 견고한 금속 태그를 유연성 있는
Flexible 태그로 바꿈으로써 금속 환경의 RFID 응용 분야를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음

 ·기존의 금속 태그는 주로 세라믹 또는 PCB를 재질을 사용하는 견고한
형태의 태그로서 평면 구조의 금속 자재에만 부착가능
 ·또한 대량, 자동 생산 공정을 구축하기가 어렵고, 생산단가가 높아서 일
반 기업에서 대량으로 부착하여 RFID 기술을 사용하기에는 부담
 ·위와 같은 기존 금속 태그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면서 유연성을 갖는
Flexible 금속 태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초박형 Flexible RFID 금속 태그는 유연성을 갖기 때문에 곡면 형상의 금
속 자재에 부착이 가능
 ·또한 Flexible 금속 태그는 일반 라벨 태그와 같이 유연성을 갖기 때문에
태그 프린터에 의한 자동 생산이 가능
 ·금속 태그를 자동 생산함으로써 태그 생산단가를 낮추어서 수요자의 부
담을 줄일 수 있는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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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RFID 태그가 부착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금속 물품의 형상이 매우 다양
할 수 있음. 즉, 다양한 곡률의 곡면 형상을 가질 수 있음
 ·Flexible 금속 태그는 금속 표면 곡률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부착이 가
능하며, 이는 태그 부착 환경에 대한 고민을 덜어 줄 수 있음
 ·유연성을 갖는 Flexible 금속 태그는 태그 프린터에 의한 자동 생산이 가
능하여 태그의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음
■ 기술의 상세 사양
 ·곡면 금속 표면에 부착 가능하고, 자동 생산이 가능한 UHF대역 초박형
Flexible RFID 금속 태그 기술

태그 크기

101 x 28 x 0.8mm³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인식 거리

4m 이상 (리더 송출 전력 4 Watt EIRP 기준)

 ·철도, 항공, 자동차, 조선 산업에 적용

응용 분야

임의의 곡률을 갖는 금속 표면 부착

-각
 산업의 주요 부품 이력관리를 위해 부품에 부착

Higgs, Monza series 상용 칩

-주
 요 부품의 유지보수 및 교체시기를 효율적으로 관리

태그칩

■ 철강 산업에 적용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냉
 연 코일등 주요 산업에 쓰이는 철강 관리를 위해 철강에 부착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Omni-ID(미국)는 Impinj Monza칩을 사용하여 곡면 형상에 부착 가능한
Flexible 금속 태그를 개발 완료
-기
 술력과 독점성을 이용하여 태그를 고가에 판매하고 있음

 ·Confidex(핀란드)는 Impinj Monza칩을 사용하여 Flexible 금속 태그를 개
발 완료
 ·Xerafy(중국)는 Alien Higgs칩과 Impinj Monza칩을 사용하여 Flexible 금
속 태그를 개발 완료
 ·국외 시장에서는 Flexible 금속 태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상기
주요 3사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두고 분쟁 하고 있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Omni-ID (미국)

·인식거리 4m기준으로 본 기술의 태그가 소형임

- IQ Tags
Confidex (핀란드)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U HF대역 수동형 RFID 금속 태그 시장은 3억 88백만 달러 규모                 
(2015년) (LF/HF/UHF대역 전체 수동형 RFID 태그 시장 규모에서 금속
태그 시장은 10% 산정)

·본 기술에 의한 태그가 2mm 적음

 ·2020년에는 8억 28백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인식거리 4m기준으로 본 기술의 태그가 소형임

 ·주로 항공, 철도, 자동차, 선반 산업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

- Silverline

·본 기술에 의한 태그가 12mm 적음

Xerafy (중국)

·인식거리 4m기준으로 본 기술의 태그가 소형임

- Metalskin

·본 기술에 의한 태그가 10mm 적음

기술의 완성도

[표 1] 세계 UHF대역 수동형 RFID 금속 태그 시장규모 (2014~2020)
    (단위: $million)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31

388

450

518

581

719

828

<Source: IDTechEx report “RFID Forecast, Players & Opportunities 2014-2024>

■ 기술개발 완료시기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2014년 10월 31일

 ·국내 기업에서는 생산 설비 투자 및 연구 개발 부담으로 제품에 대한   
생산 전무

■ 기술이전 범위
 ·곡면 금속 응용 태그 안테나 모델링 기술
 ·Flexible 금속 태그 안테나 설계 기술

 ·국외에서는 금속 태그 시장의 성장을 예측하고 미국, 필란드, 중국 중심
으로 개발 완료

 ·Flexible 금속 태그 제작 기술

 ·국외 3사는 서로 해당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유를 주장하고 있음

 ·태그 안테나 설계 도면 및 특허실시권

4. 기대효과

표준화 및 특허

기술도입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기
 존 고가의 금속 태그의 생산 방법을 자동화함으로써 특수 태그 생산
공정을 단순화 할 수 있고, 이는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음

 ·해당 사항 없음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출원
(미국 출원
예정)

특허명

출원국
출원
(등록) (등록)번호

유연한 RFID 금속 태그

한국

2단 급전 슬릿을 가진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및 제조 방법

한국

20140002403
20100121964

출원
(등록)년도

■ 철
 도, 항공 산업 등에서 쓰이는 주요 부품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부
품 노후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2014.1.8

■ 복
 잡한 제조 환경에서 인력에 의한 부품 관리 오류율을 낮추고, 관리 효
율성을 높일 수 있음

2010.12.2

■ R
 FID 시장이 철도, 항공 산업 등의 금속 제조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고용
창출을 통한 사회 공헌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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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중 미디어 실감전송시스템 기술
(M2BC : Multi-media Multi-device BroadCasting)
융합기술미래연구팀  담당자  허재두

본 기술은 여러 형태의 영상 콘텐츠를 실감SW 편집 도구를 통해 실감효과가 추가된 다중 미디어를 생성한 후 MPEG-2 포맷으
로 Gbps급 미디어게이트웨이를 통해 전송하여 사용자의 다중디바이스를 통해 재생함과 동시에 실감메타 데이터를 부가하여
재현함으로써 콘텐츠의 생동감을 제공하는 기술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기존 단일 미디어 중심 IPTV 서비스에서 사용자에게 사실감, 몰입감을 위해 실감 효과 메타데이타를 포함한 다중미디어를 인터넷 기
반 방송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체험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엔
 터테인먼트 중심의 실감미디어 서비스를 재활치료 등의 국민생활 Life
UP을 위한 보급형 서비스로 융합
-실
 감 미디어 및 실감 서비스 기술 개발을 통한 4D 산업활성화, 선순환 실
감 ICT 생태계 구축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수입 제품에 의존하는 소형 실감 재현 디바이스의 국산화
-국
 내 게임,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외산 실감 재현 디바이스
(예, amBX)의 국산화
-스
 마트 단말과 연동할 수 있는 도킹형 실감 재현 디바이스의 개발 → 게
임, 콘텐츠 시장의 창조적 변화 주도
 ·실감효과를 이용한 실감형 콘텐츠 저작툴 기술 개발
-M
 PEG IS(International Standard) 선도를 통한 실감미디어 저작, 편집 도구 개발
-실
 감미디어 보급을 방해하는 턴키(turn key) 시스템 방식을 탈피한 개방형
실감방송 시스템 기술
 ·실감형 전정재활치료 서비스 등의 융합형 콘텐츠 서비스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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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다중미디어 기반 실감효과 메타데이터 편집 기술
-다
 수의 미디어를 로딩하여 실감효과를 편집하고 다중미디어·다중실감효

과 메타데이터를 퍼블리싱하는 다중미디어 편집 SW

 ·가상 환경을 이용한 전정재활 시스템 및 실감 재현 장치 개발
-재
 활을 위한 콘텐츠로 게임을 이용하여 재활 환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능
동적인 재활 치료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기
 존의 2D 게임 콘텐츠를 3D로 구성, 다면 스크린에 출력하여 재활 효과
를 극대화

 ·~2014년 7월 31일

-이
 동 환경을 지원하는 도킹형 실감 재현 장치 개발 (2종 이상)

■ 기술이전 범위
 ·M2BC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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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IS 기반의 4D 실습 키트 및 교재 개발
-실
 감효과 재현 및 피드백을 실습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실습 키트 및 교
재 개발 (실감미디어 저작 기술의 불모지 탈피)
-콘
 텐츠 제작 기술이 생명인 실감미디어를 확산 보급할 수 있도록 대학별
실감미디어 학과 개설 및 인력 양성 교재 활용
-개
 인의 감각, 경험 중심의 실감미디어가 아닌 국제표준화된 실감효과 표
현 기술을 이용한 공통된 실감미디어 생성
-3
 D 콘텐츠 인증을 확장한 4D 콘텐츠 인증을 반영한 안전한 실감미디어
제작 기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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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통합 소포구분 운영SW시스템
물류프로세스연구팀  담당자  최용훈

본 기술은 유럽 표준 CEN/TS 15448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접수정보 연계, 비디오 코딩, 구분 통계, 상태 모니터링, 목적지
결정, 구분계획 편집 기능을 제공하여 소포우편물 구분을 위해 필요한 운영 프로세스를 통합한 S/W 시스템을 제공함. 본 기술
은 우정사업본부의 노후된 소포구분기/대형통상구분기 장비 도입 및 민간/국외 물류택배업체의 소포구분기의 운영 SW로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통신규격
-운
 영SW시스템 내 통신: 유럽표준 CEN/TS 15448 표준인터페이스 사용
-P
 LC/SW간 통신: TCP/IP, Modbus 인터페이스 사용
·단위기능 모듈화
  - 우정사업본부 소포업무 프로세스를 단위기능별로 모듈화하여 개발 (필요 기능별로 취사 선택 사용 가능)
-소
 포구분기 관리를 위한 고장진단 모니터링 기능 제공
·CORBA 구조 지원
-단
 위기능 추가가 용이하여 시스템 확장성 제공
-기
 능별로 이질적인 개발환경 지원 (CGS, MES - C#, OMS - Java, SPM - Jbuilder 등)

■ 기술구성도
·HW 제작사(Vanderlande, Crisplant, Beumer 등) 의존성 탈피
·이기종 PLC 지원이 가능토록 PLC/SW간 국제표준 통신 프로토콜 사용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증가하는 소포물량의 자동 처리를 위한 고속 소포구분기 필요
-전
 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포 시장 확대

-한
 국형 표준화된 운영 SW 시스템 수요 증가
수요처

국명

수요량

관련제품

우정사업본부

한국

26대

CrisPlant, Beumer, Vanderlande 등

CJ-GLB, 대한통운 등

한국

10대

CrisPlant, Vanderlande 등

미국우정(USPS) 등

해외

100대

CrisPlant, Simense, Interroll 등

-시
 간당 2만통 이상 구분 가능한 기술 필요
 ·도입비용과 유지보수비용 절감을 위한 국산 소포구분 기술 확보
-현
 재 외산 장비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한 국내 독자 기술 확보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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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포구분기 관련 산업 육성 및 국내.외 소포구분기 시장 개척
-우
 정사업본부의 기도입된 장비의 노화로 인해 교체 수요 발생
-신
 설 집중국 및 우편물류센터의 신규 장비 도입 수요 발생

■ 기술이전 범위
 ·2013년: ICG, OMS, DDS, SPM, CVS, SCU, MES, VCS, VCD, SMS, DRS
-2
 013년 하반기 기술이전 가능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2
 014년 소포구분기 사업의 경우 현장 설치 지원 가능 (기간 1~2개월)

기술의 특징

-2
 015년 이후 사업의 경우 상용화 교육 지원 가능 (기간 1~2개월)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시간당 2만통 이상 처리가 가능한 고속/고효율 소포구분 운영SW 시스
템 개발을 위한 국내 독자 기술 확보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H/W 제작사 종속성 탈피 및 유지보수 절감을 위한 유럽 표준 인터페이
스 기술 지원

 ·유럽표준기구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약칭: CEN)

 ·우정사업본부 소포구분 업무 프로세스를 세분화하여 단위기능별 모듈화

    P
 ostal services - Open standard interface between image controller and
enrichment devices (OCRs, video coding systems, voting systems)

 ·민간택배 응용서비스로 쉽게 커스트마이징 가능
기술의 상세 사양
■ 기술이전범위

-C
 EN/TS 15448 표준인터페이스 규격 (초안 2006년, 수정 2007년)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

물품 구분기 처리용량 증대를 위한 고효율 인덕
션 시스템 및 그에 관한 방법

한국

20120102807

2012

출원

우편물 길이 측정값과 크로스벨트 엔코드 값을
이용한 소포 리센터링 방법 및 그에 관한 시스템

한국

20120109323

2012

-포
 함: ICG, OMS, DDS, SPM, CVS, SCU, MES, VCS, VCD, SMS, DRS
-미
 포함: DMU, IPP, BCR, SDS, RMS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우정사업본부의 소포구분기 적용
·우정사업본부의 대형통상구분기 및 국내외 민간물류업체 소포구분기 적용 가능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원)

        [표 1] 국내외 소포구분기 시장규모 (2011~2019)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국내에서는 소포 운영관리 시스템 및 소포 자동구분 처리 통계관리      
시스템 등 관련 소프트웨어 설계기술은 확보한 수준
 ·소포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단위 기술 확보한 상태
 ·미국, 독일, 네덜란드 우정의 경우 자동화 성능 개선을 위해 오버헤드    
스캐닝 솔루션, 차세대 카메라인식기술(싱귤레이터 솔루션용)을 도입함

구분

2011년

2016년

2019년

세계시장규모

100,000억

300,000억

500,000억

한국시장규모

1,000억

3,000억

5,000억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주요 국내시장: 우정사업본부,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현대택배 등
 ·주요 국외시장: 유럽, 미국, 동남아 우정 등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주요 국내사업자: LG CNS, ㈜대성 L&A, ㈜PTK, ㈜JNDK 등
경쟁기술
소포운영관리 SW 시스템

본 기술의 우수성
·국제 인터페이스 표준기술(CEN/TS 15448) 탑재 지원 및 특정업체
기술 종속성 및 의존성을 탈피한 표준 시스템임
·단위 기술 통합 검증 및 Cross-belt 타입 지원을 위한 소포 처리 기
술 성능이 실제 특송기간 운영을 통해 검증됨

운영관리 단위 기술

 ·주요 국외사업자: Vanderlande, Simense, Beumer, Crisplant 등

·업무프로세스를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단위기능 모듈화를 통한 확장
성 및 이식성 제공
·소포구분기 관리를 위한 고장진단 모니터링 기능 제공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신규 소포구분기 도입비용 감소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국
 산화 이후, 대당 도입비용: 외산 80억 → 국산 55억
 ·연간 100억 규모 국내 소포 자동구분 시장 개척 및 산업체 육성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국내 유지보수 가능한 소포구분기 도입 규격으로 활용

 ·상용 소포구분기로 확장하기 위한 모델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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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물품 분류기 제어 기술
물류프로세스연구팀  담당자  최용훈

본 기술은 물품분류기 제조사에 상관없이 제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소포와 캐리어의 동기화를 위한 인입벨트 속도 가변
제어, 부품 및 장비 고장진단, 상/하위 장비에 대한 통신 알고리즘을 제공함. 본 기술은 우정사업본부의 노후된 소포구분기 교체
및 신규 장비 도입 및 민간/국외 물류택배업체의 소포구분기, 공항물류의 수화물 구분기, 대형통상구분기 등에 적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인입 알고리즘
-가
 변 속도 제어: 벨트 가변을 이용해서 소포 인입 성능 향상
-가
 변 벨트 구간 내 소포 3개 이상 동시 처리
-인
 덕션 기계처리 성능 시간당 5,000개 이상

·기능별 모듈화 및 확장에 대비한 메모리 설계
-트
 랙 구동, 인입, 구분, 통신, 모니터링 및 고장진단 등 기능별

모듈화
-인
 입구 및 구분구, 트랙 확장 및 캐리어 추가 등에 대비한 메

·엔코더 기반 위치 제어
-제
 조사별 독립적으로 제어 기술 적용을 위한 엔코더 별도 제
작하여 적용
-엔
 코더 기반 위치제어를 통해 기계식 물품분류기에도 제어 기

술 적용 가능
·현장 검증 된 제어 기술
-인
 입/구분, 자동/수동 모드, OHS 제어 및 통신, 상위 시스템

통신 등 현장에 직접 적용되어 검증된 제어 기술

모리 확장 설계

■ 기술구성도
·HW 제작사(Vanderlande, Crisplant, Beumer 등) 의존성 탈피
·PLC 브랜드에 독립적으로 제어 기술 적용 위한 국제표준 통신 프로토콜 사용(Profibus, Modbus 등)

1. 기술 개요

국명

수요량

우정사업본부

한국

26대

CrisPlant, Beumer, Vanderlande 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CJ-GLB, 대한통운 등

한국

10대

CrisPlant, Vanderlande 등

 ·증가하는 소포물량의 자동 처리를 위한 고속 물품분류기 필요

미국우정(USPS) 등

해외

100대

CrisPlant, Simense, Interroll 등

기술개발의 필요성

-전
 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포 시장 확대

  - 시간당 1만통(초당 3통) 이상 구분 가능한 기술 필요
 ·도입비용과 유지보수비용 절감을 위한 국산 소포구분 기술 확보
-현
 재 외산 장비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한 국내 독자 기술 확보 필요성 대두
-국
 산 제어 시스템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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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관련제품


·물품분류기 관련 산업 육성 및 국내.외 물품분류기 시장 개척
-우
 정사업본부의 기 도입된 장비의 노화로 인해 교체 수요 발생

  - 신설 집중국 및 우편물류센터의 신규 장비 도입 수요 발생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기술의 특징

 ·Fieldbus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시간당 1만통 이상 처리가 가능한 고속/고효율 물품분류기 개발을 위한
국내 제어 기술 확보
 ·기능별 모듈화 및 확장에 대비한 메모리 설계
 ·PLC 브랜드에 독립적으로 제어 기술 적용 위한 국제표준 통신 프로토콜
사용(Profibus, Modbus 등)
 ·국산 PLC를 사용하여 유지보수 절감 및 PLC 구매 비용 절감
 ·부산우편집중국에 설치된 Crossbelt Sorter에 제어기술을 적용하여     
현장 검증됨
■ 기술의 상세 사양

-생
 산 현장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가능 로직 제어기(PLC)나 개인용 컴퓨터

(PC) 기반의 하드웨어 통신 제어 시스템
-산
 업 현장을 뜻하는 'Field'와 통신을 뜻하는 'Bus'의 합성어로, ISO와 IEC가

11개 필드버스를 표준으로 정의하고 ISO 15735란 규격을 만듦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출원

우편물을 자동으로 구분하기 위한 시스템 및 그
방법

한국

10-20130018422

2013

출원

우편물 구분 시스템

한국

10-20120109323

2012

출원

우편물 구분 시스템

한국

10-20120109322

2012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우정사업본부의 소포구분기 적용
 ·우정사업본부의 대형통상구분기 및 국내외 민간물류업체 소포구분기  
적용 가능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국내에서는 최근에 부평우체국에 Crossbelt Sorter, 동서울우편집중국에
E-Tray Sorter 등 시간당 1만통 이상의 고속 Sorter 가 설치되었음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표 1] 국내외 소포구분기 시장규모 (2011~2019)

(단위: 원)

 ·미국, 독일, 네덜란드 우정의 경우 자동화 성능 개선을 위해 오버헤드    
스캐닝 솔루션, 차세대 카메라인식기술(싱귤레이터 솔루션용)을 도입함

구분

2011년

2016년

2019년

세계시장규모

100,000억

300,000억

500,000억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한국시장규모

1,000억

3,000억

5,000억

경쟁기술
제어 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H/W 제조사에 비 종속적이며, 국산 PLC 를 사용하여 유지보수 비용 절감
·인덕션 기계처리 성능 시간당 5,000 이상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주요 국내시장: 우정사업본부, CJ-GLS, 대한통한 등
 ·주요 국외시장: 유럽, 미국, 동남아 우정 등
 ·주요 국내사업자: LG CNS, ㈜대성 L&A, ㈜PTK, ㈜JNDK 등

기술의 완성도

 ·주요 국외사업자: Vanderlande, Simense, Beumer, Crisplant 등

■ 기술개발 완료시기
단계
1단계(2013년)

2단계(2014년)

내용
·트랙 제어, 구분, 인입 등 운영에 필요한 필수 제어 기술 확보
·필수 제어 기술 외 부품 및 장비 모니터링 및 고장 진단 알고리즘
·고속 인덕션 제어 알고리즘

■ 기술이전 범위
 ·물품 분류기 트랙, 인입/방출 제어 기술
 ·물품 분류기 통신 관련 제어 기술
 ·물품 분류기 부품 및 장비 모니터링 및 고장 진단 기술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신규 소포구분기 도입비용 감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 국산화 이후, 대당 도입비용: 외산 80억 → 국산 55억
 ·연간 100억 규모 국내 소포 자동구분 시장 개척 및 산업체 육성
 ·국내 유지보수 가능한 소포구분기 도입 규격으로 활용
 ·상용 물품분류기로 확장하기 위한 모델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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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무인우편 접수배달 통합기 운영 및 제어 SW시스템
스마트포스트연구팀  담당자  나동길

본 기술은 무인우편 접수배달 통합기를 통한 접수/수령, 수집/배달, 운영관리, 외부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을 포함한 운영 SW
와, 무인우편 접수배달 통합기를 구성하는 라벨프린터, 높이, 면적 측정 센서 등 H/W 모듈과의 인터페이스 및 제어를 위한 제어
SW를 제공함. 본 기술은 우정사업본부의 무인우체국 구축사업에 도입되는 무인우편 접수배달 통합기의 운영 및 제어 SW로 활
용 가능함. 또한 향후 민간 택배사의 접수배달 거점의 무인화 기기의 운영 및 제어 SW로 활용이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우편용 접수배달 통합기 운영 및 제어기술
-우
 편용 접수배달 통합기 개발에 필요한 운영 S/W, 통합제어

S/W 및 접수정보 자동획득 기술을 포함  
·접수배달 통합기 운영 SW
-무
 인우편 접수배달 통합기를 통한 우편물 접수에 필요한 정보

입력, 무게산출 및 부피산정을 통한 요금 산정, 카드 및 현금
방식의 요금결제 및 공통접수함 상태확인 및 개폐를 위한 SW
기능 모듈
-무
 인우편 접수배달 통합기를 통한 우편물 수취에 필요한 배달

-우
 체국 수집업무 담당자를 통한 접수우편물 정보확인 및 수거

를 위한 SW 기능
-무
 인우편 접수배달 통합기에 배달우편물을 우편종별 서비스

유형별로 배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SW기능 모듈
·통합 제어부 S/W
-우
 편물 무게측정기, 부피측정기, 결제수단 (현금, 신용카드),
레이블 출력기, 접수배달함 제어시스템 과의 Interface 및 운영
S/W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우편용 접수배달 통합기의 통합
제어 관련 모듈

상태 메시지 기반 우편물 도착정보 확인, 배달우편물 존재유
무 확인을 위한 SW기능 모듈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우편물 접수 및 배달을 지원하는 접수자동화 기기 필요
  - 소포 2호 이상의 우편물 접수가 가능한 접수자동화 기기 필요
  - 거주지 주변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우편배달 무인화 기기 필요
 ·접수정보 자동획득 필요
  - 받는 사람의 주소 및 이름 정보를 자동획득하여 접수편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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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물 접수시간 단축을 통해 접수자동화 기기 이용 확대 필요
 ·우정사업본부의 무인우체국 구축에 따른 접수자동화 요소기술 확보
-업
 무에 ICT를 활용하여 무인우체국 설치·운영을 통한 고객편익 증진과

우정사업의 경영개선 기반 마련을 위해 무인우체국 구축 추진
-유
 동인구 밀집지역 및 소형우체국 재배치 지역 중심으로 무인우체국을 설

치함으로써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우정사업의 수익성 증대
와 보편적 서비스 제공
-무
 인우체국 구축을 위한 접수자동화 기기로 우정사업본부의 도입 수요

발생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표준화 및 특허
■ 보유 특허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우편물 접수 및 배달이 동시에 가능한 무인우체국 요소 자동화 장비 개
발을 위한 국내 독자 기술 확보
 ·H/W 제작사 종속성 탈피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기능 지원
 ·접수 소포우편물의 높이 및 면적 자동측정을 통한 요금산정 기능 지원

출원/
등록구분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특허명

출원

무인우편 접수 운영관리 장치 및 제어 방법

한국

10-20140004436

2014

출원

다양한 우편물에 대한 크기 측정 및 우편물 정보
획득

한국

10-20140004437

2014

 ·수취인 주소 및 이름 등 접수정보 자동획득
 ·바코드 기반의 수령고객정보 자동연계 지원
 ·고객의 접수 및 우편물 수령 과정에서 고객편의를 고려한 프로세스 설계
및 UI 구현
 ·우정사업본부 접수/배달 업무 프로세스를 세분화하여 단위기능별 모듈화
 ·민간택배 응용서비스로 쉽게 커스터마이징 가능
■ 기술의 상세 사양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우정사업본부의 무인우편 접수배달 통합기 적용
 ·국내외 민간물류업체 접수/배달 자동화 기기 적용 가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기술이전범위

[표 1] 국내외 소포구분기 시장규모 (2011~2019)

-우
 편용 접수배달 통합기 S/W P/G (Source Code 포함)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단위: 원)

‥ 무인우편사서함 운영관리 관련 UI 및 제어부 연계 I/F

세계시장규모

1,000억

1,200억

1,400억

‥ 무인우편사서함 서비스 관리를 위한 e-Post 및 PostNet과의 연계 I/F

한국시장규모

140억

140억

210억

‥ 통상, 소포 우편물 접수, 배달, 수거, 수령 관련 UI 및 통합 제어부 연계 I/F

-통
 합제어 S/W P/G (Source Code 포함)
‥ 소포 투입상태 및 면적측정을 위한 영상처리 기반 모듈 및 I/F
‥ 보관함 개폐 제어를 위한 I/F 모듈 포함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주요 국내시장: 우정사업본부,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현대택배 등

‥ 현금 및 신용카드 기반 정산을 위한 I/F 모듈 포함

 ·주요 국외시장: 유럽, 미국, 동남아 우정 등

-접
 수정보 자동획득 모듈 (Source Code 미포함)

 ·주요 국내사업자: 해당기술의 적용사례가 없음

‥ 수신인 주소 정보 획득 모듈 (등기통상 규격우편물 대상)

 ·주요 국외사업자: 해당기술의 적용사례가 없음

‥ 수신인 이름 정보 획득 모듈 (등기통상 규격우편물 대상)
-우
 편용 접수배달 통합기 관련 기술문서
‥ 무인우편 접수배달 통합기 H/W 개념 설계 자료 포함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신규 도입되는 우편용 접수배달 통합기 시장 선도

 ·국내에서는 무인우편 자동화 기기 기반 접수기술은 확보한 수준

  - 국내 시장의 70% 점유 시 도입년도 예상 매출 49억

 ·우편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배달업무 자동화 기기 부재

 ·민간 물류사의 접수/배달 거점으로의 시장 확대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 국내 시장의 30% 점유 시 향후 5년간 누적 예상 매출 630억
 ·동남아 등 신흥 개발국으로의 물류시스템 수출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 해외 시장의 10% 점유 시 상용화 도입 5년후 예상 매출 200억

·소
 포2호 이상의 우편물 접수 및 배달 기능 지원
무인우편 접수기술

·접
 수정보 자동획득, 부피자동측정 등 고객편의 제공
·특정업체 기술 종속성 및 의존성을 탈피한 설계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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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운전부하관리시스템 V3.0
융합기술연구소  담당자  윤대섭

본 기술은 차량, 운전자, 환경 등으로 부터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운전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운전부하 판단
기술입니다. 지능형자동차나 스마트자동차, 보험산업, 상용차량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차량, 운전자, 환경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운전자의 운전부하를 정량화하고,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술과 운전자 정보제공
지능형 인터페이스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운전자 친화형 지능형 HVI(Human Vehicle Interface) 통합 시스템 개발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운전자의 운전부하
 ·기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의 운전부하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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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운전부하 관리 시스템 V3.0은 14개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

 ·운전부하 산출 및 저장 모듈 : DWPT 정보 관리, 운전자 기본 정보 관리,
차량 기본 정보 관리 모듈에서 온 데이터와 차량 행동 및 거동정보 I/F
모듈로부터 온 데이터를 분석하여 운전부하를 산출하고 저장하여 관리
하는 기능
 ·운전상황 유추 모듈 : GPS, 센서정보를 통해 차량행동 및 거동정보를
수집한 후,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운전과제(운전행동)을 분석하는 기능
 ·운행 요약 정보 모듈 : 운행종료시 운전자의 스마트폰으로 운행하는   
동안의 주행정보와 운전부하 정보를 요약해서 문자 메시지로 송신하는
기능
 ·스마트폰 연계 모듈 : 차량내 단말과 스마트폰을 블루투스로 연동하여,
운전부하가 임계치 이상일 경우 전화를 차단하거나, 운행종료시 운행요
약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송신하고, 스마트폰의 상태정보를 단말에 송신
하는 기능
 ·내비게이션 연계 모듈 : WMS v3.0을 내비게이션과 연동하는 기능
기술의 완성도
■  본
 기술은 운전자의 운전부하를 운전자의 심리적 특성, 차량 조작 정보(차
량 내 in-dash 단말 기반 차량 정보 활용), 주변 환경 정보와 같은 멀티요
인을 고려하여 측정하고 정량화하여 관리하는 기술임
■  기
 존 경쟁기술 대비 개량된 부분
 ·기술적 측면 : 기존의 Motorola 사에서 운전부하를 차량속도 및 조향
각, 기어 위치만을 고려하여 산출한 것에 비해 멀티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운전부하의 정확도 및 객관성을 확보한 기술임
 ·사업적 측면 : 운전자 요인, 차량요인, 환경 요인 등 멀티요인을 고려
한 운전부하 산출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지능형 정보제공 시스템이
나 지능형 차량 시스템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확장성을 확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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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을 제어하는 Polite Phone 기술을 개발
 ·Saab, Volvo, Renault 사
   - 워
 크로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실차량에 처음으로 장착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현황
 ·이 외에도 운전자의 운전부하 관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
외 산업체는 Bosch-BMW, Delphi, Ford, Fiat, GM, Nissan, Renault,
Toyota, Visteon 등이 있음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 백만달러)
관련 제품
/서비스
운전부하 관리
시스템 V3.0

시장

1차년도
(2013)

2차년도
(2014)

3차년도
(2015)

4차년도
(2016)

5차년도
(2017)

해외

5,622

6,236

6,850

7,464

7,624

국내

192

214

237

282

285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의 시장 규모 (Global Insight, 한국산업연구원 산업경제 재인용)의 10%로
추정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
 (高)안전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분야에 직접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운
전자 안전 및 편의를 증가시키고 자동차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경쟁
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운
 전자의 운전부하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본 기술은 국가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관련 기술 개발은 기술 난이도가 높은 기반 기술로써 국
내 자동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교
 통사고 원인의 90% 이상이 운전자의 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감안할
때, 운전자의 운전부하를 산출하여 관리할 수 있는 본 개발 기술은 교통
사고로 유발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직접적으로 절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지능형자동차, 보험산업, 상용차량 관련 산업 등

국외 관련 제품 및 서비스
■ 국외 관련 제품 및 서비스
 ·Motorola 사
   - 차
 량 속도, 조향각, 기어 위치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운전자의 운전부하

를 계산하고, 운전부하의 상태에 따라서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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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Ad-hoc 네트워크 LB(Location Based) NMS 기술
융합기술연구소  담당자  유대승

본 기술은 해상광대역통신시스템(MariComm System)에서 해상이동통신국(MariStation)들에 대한 통합 관리/운영 서버 기술
로 세부적으로는 애드혹 네트워크의 모니터링, 망관리, 장애관리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해상통신 외에 애드혹 네트워크가 적용
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해상의 통신 스테이션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위치에서의 통신 품질을 정량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
의 Ad-hoc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NMS 개발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Ad-hoc 네트워크를 위한 신개념 LB(Location based) NMS
 ·해상 광대역 망은 통신 스테이션간 Ad-hoc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매 순
간 위치 및 망 구성변동
 ·통신 스테이션의 상태 정보를 바탕으로 Ad-hoc 네트워크 구성 정책에
동적 반영
  - 상태 정보를 이용한 통계 분석 필요
-통
 신 스테이션간 사용 WiFi 채널 선택, 안테나 각도 등에 대한 동적 정책

설정

142

 
·기존 NMS는 위치 기반의 Ad-hoc 네트워크의 관리에 부적합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LB(위치 기반) NMS는 3 종류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

국외 관련 제품 및 서비스
■ 국외 관련 제품 및 서비스
·H
 P, IBM, BMC, CA 등이 NMS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나, 고정 장비 대
상의 망 관리 기능이 주요한 기능으로 LB NMS와 같이 위치 기반 망 관
리와 통계 분석을 통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임
 ·정보 수집 및 원격 설정 모듈
  - N
 MS 관리 대상인 이동형 통신 장비의 위치 정보, 통신 Link 상태, 장애 정
보 및 기타 센서 정보 수신
  - 관
 리 대상 장비에 대한 원격 설정
 ·통계 분석 모듈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 억원)
관련 제품
/서비스

  - 통신 Link 상태 정보를 이용한 위치, 시간에 따른 통신 품질 등의 분석
 ·WEB 기반 GUI 모듈

1차년도
(2011)

2차년도
(2012)

3차년도
(2013)

4차년도
(2014)

5차년도
(2015)

LB NMS

99

103

109

118

126

NMS

990

1030

1090

1180

1259

LB NMS

  - 지도상의 위치 기반 정보 및 상태 정보 출력
  - 시
 간, 위치에 따른 통계 분석 출력

시장

국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관리 시스템 시장 규모(IDC 2011)의 10%로 추정

  - 통신 장비 상세 정보 조회 및 모니터링

4. 기대효과
기술의 완성도

기술도입효과

■ 본
 기술은 이동형 통신 장비를 대상으로 한 위치 기반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한 기술임

■ 이
 동형 통신 장비로 구성된 Ad-hoc 네트워크에 대한 LB(Location
Based) NMS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기
 존 경쟁기술 대비 개량된 부분

■ 이
 동형 통신 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위치 정보와 조합하여 분석하
여 통신 장비의 설정을 원격지에서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바
탕으로 최적의 Ad-hoc 네트워크 통신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
 술적 측면 : 이동형 통신 장비가 증가하는 현 추세에서 위치 기반의 네
트워크 장비 관리가 가능함
·사
 업적 측면 : 기존 NMS가 네트워크 장비의 상태 정보만을 수집한 반면,
이동형 통신 장비 대상의 LB NMS의 경우, 통신 품질 정보, 위치 정보와
같은 다양한 상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가공하는 경
우 무선 통신망 셀 플래닝, 장애관리, 기후 변화 등과 같이 다양한 정보를
부가적으로 제공 가능함

■ 위
 치 및 시간에 따른 상용 무선 통신망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용 무선 통신망의 셀 플래닝(Cell Planning)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
 동형 센서 장비를 대상으로 한 NMS로 구성할 경우, 시간/장소에 다양
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사용 가능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이동형 통신 장비 대상 망 관리, 통신 품질 측정 등의 부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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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직류 전력선 통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에너지IT기술연구실  이일우 실장

본 기술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모듈 단위의 에너지 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직류형 전력선 통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로
서, HomePlug Green PHY 지원(IEEE1901 호환) 전력선 통신 기술임. 태양광 모듈의 전압, 전류, 온도 측정 기술과 전력선 통
신 연결 기술, 노드 형상 관리 기술, 모듈 상태 정보 전송 기술과 모듈 상태 정보 수집 관리 기술을 포함한다.
본 기술은 태양광 모듈 정션박스 프리미엄 제품. 태양광 발전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및 전력선 통신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모
든 분야(에너지기기/장치 연동) 시스템 개발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 기술적 특징

·신재생 발전 에너지 자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상세 모니터링  수
요 대두

·HomePlug Green PHY 지원 전력선 통신(IEEE1901 호환)

·모니터링을 위한 추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인한  보
급 제한

·태양광 모듈 단위 모니터링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스
 마트기기를 통한 사용자 접근의 용이성 및 사용의 편리성 필요
·본 기술로 개발된 전력선 통신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은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계층 구조에 적합하고 모듈 단위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가능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 스마트기기 앱 기술 접목 가능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직병렬 계층 구조에 적합
·추가적인 통신 선로 없이 태양광 모듈 정션박스에 플러그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모듈 단위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유지관
리 향상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고급화로 국제경쟁력 및 시장점유율 제고
·관리가 부재한 태양광 주택의 발전 효율 상승을 통한 전력수급
개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신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에너지 장치 간 통신 필요성 대두
  - 모
 듈단위 태양광 발전시스템 모니터링 기술

 ·에너지 기기 (신재생, 저장장치, 전기차 등) 확산에 따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

  - 에너지 저장 장치 통신 기술

  - 별
 도 추가 비용없이 기존 전력선을 통한 정보/통신 채널 확보 가능

  - DC 배전의 에너지 장치 간 통신 인프라 기술

  - 에너지 장치 구축의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있는 솔루션 제공
■ 기술의 상세 사양
 ·기술 개발 단계 : 시제품(Prototype)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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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태양광 모듈 정션박스 (junction box) 프리미엄 제품

 ·목적 : 급증하고 있는 에너지 장치와의 효과적인 통신 수단 확보

 ·태양광 발전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 태
 양광 모듈의 직병렬 구조에 적합한 모니터링 기술

 ·전력선통신 기술이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너지 기기/장치 연동)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계층 구조에 적합한 네트워크 기술

■ 사업성

  - 노
 드 간 네트워크 형상 관리 기술

(단위 : 백만불, 억원)

  - 에너지 저장/소비/생산 장치간 통신 인프라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기존 경쟁기술 대비 개선/개량된 부분
  - 기
 술적 측면 : 추가 통신 선로 불필요, Plug-in 장착 가능
  - 사업적 측면 : 태양광 모듈의 프리미엄 제품화(경쟁력 제고)

관련 제품
/서비스

시장

1차년도
(2014)

2차년도
(2015)

3차년도
(2016)

4차년도
(2017)

5차년도
(2018)

태양광

해외

83,000

95,000

106,000

110,000

124,000

발전시스템

국내

4,150

4,750

5,300

5,500

6,200

전력선 통신

해외

3,580

4,280

5,090

6,020

7,100

기술

국내

170

191

167

184

175

“Solar PV Market Forecasts: executive summary”, Naviant Research, 2013 3Q
“Power Line Communications System Market”, MarketsandMarkets, 2012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국내외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시제품 시스템(HW, SW) 개발 완료

■ 태양광 시장 규모

  - 성능 향상 (전송거리, QoS 등)을 위한 보완 기술 개발 추진 중

[1] 세
 계시장규모는 “Solar PV Market Forecasts: Executive summary, Naviant Research, 3Q,
2013”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국내시장규모는 세계시장 규모의 0.5%로 적용하여 산출함

■ 기술이전 범위
 ·직류 전력선통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 직류 전력선통신 하드웨어 기술

제품/서비스

  ‥ HomePlug Green PHY 지원(IEEE1901 compliant)
  ‥ 전력선 통신 하드웨어 모듈
  ‥ 직류 전압/전류/온도 측정 기능

2014

2016

2018

세계 시장(백만불)

83,000

10,600

12,400

국내 시장(억원)

4,150

5,300

6,200

  ‥ 시리얼 통신 기능

■ 전력선 통신 시장 규모

  ‥ 이더넷 통신 기능
  - 직류 전력선통신 소프트웨어 기술

[2] 세계시장규모는“Power Line Communications System Market, MarketsandMarkets, 2012”  
    를 근거로 하였으며, 국내시장규모는 세계시장규모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함

  ‥ IP 네트워크 기반 DC-PLC 통신 연결 기능
  ‥ IP 기반 DC-PLC 노드 형상 관리 기능

제품/서비스

  ‥ DC-PLC 기반 태양광 모듈 상태 정보 전송 기능
  ‥ 태양광 모듈 상태 정보 수집 주기 관리 기능

세계 시장(백만불)

2010

2011

2012

3,580

5,090

7,100

716

1,018

1,420

국내 시장(억원)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4. 기대효과

 ·IEEE
  - IEEE 1901 Broadband-PLC, IEEE 1901.2 Narrowband-PLC,

기술도입효과

·ITU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G.hn, G.9960, G.9961, G.9972. G.9955, G.9956

 ·모듈 단위 모니터링을 통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고급화

·PLC Alliance

  - 저가의 중국산 시스템 대비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 강화

  - PRIME, G3-PLC, HomePlug, HD-PLC,

  -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확산 사업 등 정부 정책/시장 활성화에 따른   
수요 확대

■ 보유 특허

- 프리미엄급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통한 신규 국내외 시장 개척
출원/
등록구분
출원

출원

특허명
직렬 DC 배선에 적합한 전력선 통신 장치
태양광 모듈의 상태정보 수집 장치 및 형상   
관리 방법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

한국

20130041244
20140006676

2013

2014

 ·저용량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유지관리 확대
  - 50 kW 이하 발전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보급 활성화
  - IT 기술과 타 산업분야의 융합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
 ·DC PLC 기술의 확대 적용
  - 홈, 건물 등의 DC 배전 보급 시 통신 인프라 백본 기술로 활용
  - 에너지 저장 장치(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통신 기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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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 건물 등의 센서/액추에이터의 통신 기술로 활용
  - 전기자동차의 서브 버스 기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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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고출력 펨토초 레이저 장치
바이오메드연구팀  담당자  송동훈

본 기술은 추가적인 외부 증폭없이 단일 레이저에서 수백 나노줄의 펄스에너지와 100펨토초 미만의 펄스폭을 얻는 콤팩트형
고반복률 펨토초 레이저 개발 기술임. 본 기술은 초정밀 반도체 혹은 소재 가공/마킹, 대면적 AMOLED 혹은 Flexible 디스플레
이의 극미세 리페어, 의료 영상/수술 등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일반적인 펨토초 펄스를 형성하는 커렌즈 모드잠긴 기술 이용
·레이저 공진기의 길이를 늘림으로써 펄스 에너지 증가( 펄스에너지 Ε∝ 공진기 길이)
·홀이 뚫린 두 개의 반사거울을 이용하여 내부에서 시계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레이저 빔이 돌면서 공진기의 길이를 늘림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스펙트럼 가변 펨토초 레이저 장치 (옵션기능)
■ 기술의 상세 사양
사양

펨토초 레이저

스펙트럼 가변 장치 장착
(옵션기능)

Pulse energy

> 300 nJ

> 250 nJ

Pulse duration (FWHM)

< 100 fs

~ 30 fs

>1.4 W

> 1W

Bandwidth (FWHM)

> 7 nm

> 30 nm

Repetition rate

4.26 MHz

4.26 MHz

Peak power

> 3 MW   

> 7 MW

M2

< 1.3

< 1.3

Laser dimension

120 cm x 60 cm x 15 cm

170 cm x 60 cm x 15 cm

Mode-locked output power
(average power)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콤팩트한 펨토초 레이저 장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고출력 펨토초 단일 레이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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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해외 상위 메이저
회사 (모델)
Coherent
(Mira HP)
Spectra Physics
(Tsunami HP)

펄스 에너지

방식

50 나노줄

커렌즈 모드잠김 기술

30 나노줄

커렌즈 모드잠김 기술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본 기술의 우수성

  (단위 : $Million)

·커렌즈 모드잠김 기술을 이용하며, 레이저 전체크기는 콤팩트
커렌즈 모드잠김 기술을 이용한

하게 만들고, 스펙트럼 가변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출력은 기

펨토초 펄스 발생

존의 상용 레이저의 펄스 에너지에 비해 수배~수십배의 높은
에너지를 지닌 펨토초 펄스 발생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1월에 개발완료하고 2013.04월에 Laser Phys Lett.에 게재함
 ·송동훈 외 5인“A compact Kerr-lens mode-locked Ti:sapphire
oscillator with 330 nJ soliton-like pulses,” Laser Phys. Lett. 10
(2013.04)
■ 기술이전 범위
 ·상용제품으로 개발이 가능한 범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전세계 레이저 시장은 현재 약 10조원수준이며, 해외 메이저 기업이 시
장의 80% 이상 점유하고 있음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1990년대 초에 펨토초 레이저가 출현하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고
출력 펨토초 레이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현재는 전체 레이저 시장
의 약 1% 수준임

 ·없음.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처 : Strategies Unlimited, The Worldwide Market for Lasers Market Review and Forecast
         (January, 2012)

특허명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출원

고출력 극초단 펄스 레이저 장치

한국

출원

High power ultra-short laser device

미국

출원

레이저 시스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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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08151
14264307
20140011009

2014
2014
2014

 ·시장제품의 추세에 따라 첨단 재료가공공정(스마트폰), 초정밀미세가공
공정(반도체), 정밀마킹, 디스플레이 극미세 리페어(AMOLED), 의학영상
수술(라식수술)등의 정밀성과 안정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수요가 꾸준
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의 응용 시장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기대됨
 ·국내에서도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첨단 재료가공기/마킹기 혹은 의학
수술치료기등이 판매되고 있으나, 펨토초 레이저는 전량 수입하여 사용
되고 있음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고출력 펨토초 제작 원천 기술 보유하게 됨. (현재 국내보급된 상용 펨토
초 레이저는 전량 수입)
 ·스마트폰등 산업의 발달에 따라 제품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매우
광범위 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의 광원으로 펨토초 레이저가 유일함
 ·본 기술이 적용된 레이저는 수입 상용 펨토초 레이저에 비해 홀이 뚫린
두 개의 반사거울만 추가되고 에너지는 수~수십배 증가하고 레이저 크
기는 콤팩트함으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
 ·수입 상용 펨토초 단일 레이저의 경우, 약 2억원 정도하며, 이를 증폭할
경우 그 비용은 크게 상승하고 이를 다룰 전문인이 필요하여 산업 전반
적으로 확대되는데 제약이 되고 있으므로, 본 기술을 이용하면, 증폭하
거나 전문인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생산제품의 원가를 절감하
는 효과를 지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입 펨토초 레이저를 본 기술이 적용된 펨토초 레
이저로 대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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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3D 유방초음파 CAD
의료영상연구실  이수열

기존 유방암 검출용 CAD(컴퓨터보조진단) 기술은 주로 정확도가 높지 않은 엑스선유방촬영술 영상에서 유방종양을 검출하는
데 비해, 본 기술은 매우 정확한 3차원 유방초음파 영상에서 유방종양을 자동검출하고 양악성을 분류해줌. 본 기술은 유방암 조
기 진단을 유도하여 국민행복에 기여할 것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3D 유방초음파 영상을 자동 분석한 후, 의사의 진단을 보조
  - 2차원 또는 3차원 유방초음파 영상에서 유방 종양 자동 검출
  - 검출된 종양에 대한 양악성도를 정량적 수치로 제공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유방암 환자의 증가
  - 세
 계 여성암 1위는 유방암이고 매년 3% 이상 증가 ('10년, 200만명 발생)
  - 국
 내 유방암 환자 연간 14,000명 이상 발생, 연평균 7% 증가 ('10년)
  - 국
 내 여성암 사망률 2위는 유방암
 ·현행 엑스선 유방촬영술의 문제점
  - X
 -ray 사용으로 피폭 부작용
  - 치
 밀형 유방에서 종양 검출 어려움
 ·현행 2D 초음파 유방촬영의 문제점
  - 오
 랜 검진시간
  - S
 onographer 숙련도에 의존
 ·(니즈) 신속/정형화/정확한 검진 도구
  - 신
 속/정형화된 3D 유방초음파 스캔 필요
  - 3
 D breast CAD로 검진 정확도 향상 가능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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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기존) 유방초음파 CAD는 2차원 영상에 한정
 ·(기존) 기술은 종양 자동 검출 기능은 없고, 의사가 선정한 영역(병변) 분
석 수행
·(본 기술) 2D 및 3D 초음파영상에서 유방 종양 자동 검출 가능
 ·(본 기술) 2D 및 3D 초음파영상에서 유방 종양 양악성 분류 가능
 ·(본 기술) 의사의 개입이 필요 없고, 의사에 참고의견 제시
■ 기술의 상세 사양
 ·기술 구성
  - 2
 D/3D 유방 종양 검출 SW 모듈
  - 2
 D/3D 유방 종양 경계 검출 SW 모듈
  - 2
 D/3D 유방 종양의 양성/악성 분류 SW 모듈
 ·기술 성능 (확보한 임상 영상 DB 기준)
  - 2D 유방 종양 검출률: 91% @1.0FP/케이스
  - 2
 D 유방 종양 분류 정확도: 0.92 (AROC)
  - 3D 유방 종양 검출률: 96% @0.8FP/케이스
  - 3
 D 유방 종양 분류 정확도: 0.94 (AROC)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R
 ·ImageChecker    (R2
사)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유방 종양/미세석회화 자동 검출 SW

 ·제품

  - 엑스선 유방촬영 영상용 (2D)

  - 1안) 2D/3D 유방초음파 촬영기와 연동된 유방 종양 검출/분류 SW

R
 ·B-CAD    (Medipattern
사)

  - 2안) 독립된 gateway 형태의 유방 종양 검출/분류 SW

  - 자동 유방 종양 경계 분할 (2D 유방초음파)

  - 3안) PACS 시스템의 부분 기능 형태의 유방 종양 검출/분류 SW

  - 병
 변 분류 보조 기능

 ·서비스

R
 ·iView    (캐드임팩트
사)

  - 치밀형 유방에 특화된 유방암 검진 서비스

  - 자동 유방 종양 경계 분할 (2D 유방초음파)

  ‥ 기존 엑스선 유방촬영술(mammography)로 검진하기 어려운 치밀형 유      

  - 병변 분류 보조 기능

방을 가진 여성에 특화된 유방암 검진 서비스에 활용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ImageChecker

B-CAD, iView

  - 고위험군 여성을 위한 유방암 정기검진 서비스
  ‥ 고위험군 인자를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 차원의 유방암 정기   

본 기술의 우수성

검진 서비스에 활용

·엑
 스선 피폭이 없는 초음파 영상 활용
·자
 동 병변 검출 가능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2
 D 및 3D에 모두 적용 가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기술의 완성도

 ·세계 유방촬영기 시장 '17년 약 48억불 전망(연평균 15%대 성장률)

■ 기술개발 완료시기

·초
 음파 유방촬영기 시장 '17년 약 5.3억불 전망(연평균 11%대 성장률)

 ·2D 유방초음파 기반 종양 자동 검출 및 분류 SW

[표 1] 세계 유방촬영기 시장규모 (2012~2017) (단위: 억불), 출처: MaMa 2013

  - 종양 검출 SW 개발 완료 (2011년 6월)
  - 종
 양 분류 SW 개발 완료 (2011년 6월)

 ·3D 유방초음파 기반 종양 자동 검출 및 분류 SW
  - 종양 검출 SW 개발 완료 (2012년 12월)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시장규모

26

31

35

38

42

48

15%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종양 경계검출 SW 개발 1차 완료 (2013년 7월)

 ·엑스선 유방촬영술 대체 기법 개발 활발

  - 종양 분류 SW 개발 1차 완료 (2013년 7월)

  - Digital breast tomosynthesis, 광영상(photoacoustic 등) 기법 등

  - 종
 양 경계검출 및 분류 SW 개발 완료 (2014년 1월)
  - 개발 기술의 범용성 테스트 완료 (2014년 6월)

 ·자동 3D 유방 초음파 스캐너 개발 활발

■ 기술이전 범위

  - 상용제품: U-system(ABUS), Siemens(ABVS)

 ·유방초음파 CAD SW

  - 개발중: 서강대 등

  - 2D/3D 종양 자동 검출 SW 모듈

4. 기대효과

  - 2
 D/3D 종양 경계 자동 검출 SW 모듈
  - 종양 양악성 분류 SW 모듈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표준화 및 특허

 ·서비스 제공자 (병원)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정
 확한 검진 수단 확보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영상 표준화 기구

  - 새
 로운 서비스 모델 및 수익 모델 확보

  - DICOM

  - 오
 진율 감소로 후속 분쟁 비용 절감

■ 보유 특허

 ·제품 제공자 (기업)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
도

출원

초음파 신호를 이용한 검사조직 검출 장치 및
방법

한국

20100091626

2010

출원

영상에서 종괴의 경계 검출 방법

한국

20100116311

2010

출원

병변 특성 계산 장치 및 그 방법

한국

20110117756

2011

출원

Apparatus and method for detecting
examination tissue using ultrasound signal

미국

13/086220

2011

등록

Method of segmenting lesions in images

미국

8655039
B2

2014

13/470198

2012

출원/
등록구분

출원

Lesion feature calculating device and method
thereof

미국

  - CAD 기술로 3D 유방초음파 장비의 임상적 효용성 증대 및 장비 시장   
활성화
  - 기
 존과 차별화된 제품으로 시장 활성화
 ·개인
  - 위
 양성률을 낮추어 불필요한 후속 검사비 절감
  - 조
 기 유방암 검진으로 적기 치료 및 생존률 향상
 ·국가
- 정확한 조기 검진으로 공공의료비 절약 가능
  - 국
 민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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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USN기반 교통정보/지능형주차 시스템
(U-VDS 시스템)
자동차인터랙션연구실  담당자  김도현

본 기술은 초소형 지자기센서와 저전력 MCU, 무선 RF 칩, 배터리 등이 탑재된 센서노드를 도로에 설치하여 교통량, 속도, 점유
율 등 주요교통정보를 수집하거나, 주차장 내 빈 주차공간을 검지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장비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쉬우
며 유지보수가 용이함. 본 기술은 신호제어,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등 지능형교통시스템 및 공용주차장, 도심노변 주차장 등에
활용할 수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초소형 지자기 센서와 저전력 MCU와 무선 RF 칩, 배터리 등이 탑재된 센서노드를 도로에 설치,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 주요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기존 장비(루프검지기 등) 대비 50% 이상의 가격경쟁력을 USN기반 차량검지 상용화 시스템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기술의 상세 사양

 ·지능형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은 도로와 차량 등 기
존 교통의 구성요소에 첨단의 전자, 정보, 통신 기술을 적용시켜 교통시설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행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과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위한 교통부문의 정보화 사업임

·U
 SN기반 교통정보/지능형주차 시스템(U-VDS 시스템)은 센서노드,     
릴레이노드, 베이스스테이션, AGENT로 구성됨

 ·본 기술은 이러한 ITS 분야의 신호제어, 교통소통, 교통사고 회피, 자동단
속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는 교통량, 점유율, 속도 등의 실시간 도로
상황정보를 센서를 통해 수집하여 분석·제공하는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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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프검지기, 영상검지기, 열선방식 결빙 장치 등 기존 Traffic Surveillance
& Detection 기술은 우수한 성능을 기반으로 ITS 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으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여 전국적인 확산이 어
려워 ITS 적용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주요 고속도로, 국도, 시가지도로 등 전국적인 도로망을 대상으로
ITS 인프라 구축 및 확대가 용이한 고신뢰성, 저비용의 교통정보 수집 기
술이 필요함

센서노드

베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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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노드

AGENT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초
 소형 지자기 센서와 저전력 MCU와 무선 RF 칩, 배터리 등이 탑재된
센서노드를 실 도로 환경에 설치

루프검지기 / 영상검지기

·교
 통량, 속도, 점유율 등 주요교통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장
비(루프검지기 등) 대비 50% 이상의 가격경쟁력 상승
·기
 존 차량검지 시스템 시장에 USN 기반 차량검지 시스템이 경쟁 기술
로 참여하게 되어 다양한 차량검지 시스템간 경쟁 관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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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완성도
 ·2013년 1월 ~ 3월 : U-VDS 상용화 시제품 개발 완료

 ·세계 ITS시장은 연평균 9% 성장률을 보이고, 미국이 세계 시장의 40%
를 차지

■ 기술이전 범위

 ·중
 국, 동남아, 중남미 시장 등 신흥개발국가는 비교적 높은 연평균 15% 성장

 ·USN기반 교통정보/지능형주차 시스템(U-VDS 시스템)

 ·ITS 시장에서 ATMS(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분야가
36% 이상의 시장 규모 차지

■ 기술개발 완료시기

  - U
 -VDS 센서노드 (H/W, S/W, 하우징)
  - U
 -VDS 릴레이노드 (H/W, S/W, 하우징)

구분

  - U
 -VDS 베이스스테이션 (H/W, S/W, 하우징)
  - U
 -VDS AGENT

2013년

2014년

2015년

세계시장

ITS

169

184

(억불)

ATMS

59

64

197
68

국내시장

ITS

8,856

10,000

16,977

(억원)

ATMS

3,789

4,248

4,650

표준화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교통정보 수집시스템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과 센터
간 데이터 전송 형식이 필요하고, 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통정보 수집시스템 관련 표준화는 해당 사항 없음

 ·선진국들은 에너지 효율화, 신흥개발국가들은 저비용 ITS 신기술 수요
가 커지고 있음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등록

매설식 무선 차량검출장치와 이에 대한 제어방법

한국

1106071

2012

등록

차량 검출장치, 차량 검출장치의 운영 방법 및
액세스포인트 설치 방법

한국

1000956

2010

등록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의 시각 동기화 방법

한국

0932270

2009

등록

차량 검출 방법

한국

0921002

2009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ITS 서비스 분야 중 교통관리최적화, 교통정보유통활성화, 여행자 정보
고급화, 대중교통활성화, 화물운송효율화, 차량 및 도로 첨단화 분야 등
에 활용 가능
 ·지능형 주차장 관리 시스템, 어린이 안심서비스, 굴곡도로 및 운전자 시
계 확보가 어려운 도로에 대한 텔레매틱스 및 안전운전 서비스 등 다양
한 서비스 시장 확대 가능

 ·ATMS 분야의 신기술인 U-TSD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선점을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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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국내 USN 및 ITS 전문기업들이 세계적 선도기
업화를 촉진할 수 있음
 ·ITS 장비제조업체는 장비비, 설치비, 유지보수비가 감소하여 기존 기술
대비 50%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음
 ·USN 분야의 전문기업들은 USN 기술의 사업화 판로 개척으로 안정적인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U-TSD 기술은 저가의 장비 및 유지보수 비용과 설치 용이성으로 u-교
통 인프라 구축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며, 광의의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교통정보 수집구간을 확대 할 수 있음
 ·고속도로 6개 차선별로 루프검지기 2식, 센서노드 2식 설치를 기준으로
기존 제품 대비 50%이상 가격경쟁력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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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7-16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용 무선 전송 칩셋
WPAN응용연구실  담당자  신철호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시키는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와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스마트 홈네트워크가 융합된 지능형 그린
홈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Scalable한 전송속도와 높은 링크 마진을 제공할 수 있는 보장되는 IEEE802.15.4g/ SUN 표준 기반
의 저가격/저전력 무선 전송시스템 칩 셋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유틸리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무선 네트워크     
  - 유
 틸리티 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정보 공유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 S
 UN(Smart Utility Network)  =  NAN(Neighborhood Area Network) + HAN(Home Area Network)
  - 유틸리티 서비스 사업자 중심으로 IEEE802.15에서 SUN 통신표준 제정 추진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IEEE802.15.4g에서 SUN 통신 PHY-Layer 표준 제정

 ·AMI 구축에 적합하도록 전송거리를 1Km 정도로 확장

  - Z igBee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PHY-Layer 표준 완료(2012. 4)

 ·간단한 구조의 FSK 전송기술과 멀티패스에 강한 OFDM 전송기술 제공

  - 저속·저전력 IEEE802.15.4 MAC 보완

 ·각국의 비 면허 주파수 사용을 위해 다양한 채널 간격 제공
■ 기술의 상세 사양
 ·Scalable한 전송속도 제공(40~1,000Kbps)
  - F SK 시스템 : 50 ~ 200Kbps
  - OFDM 시스템 : 100 ~ 800Kbps
·다양한 채널 간격 제공
  - F SK 시스템 : 200 ~ 400KHz
  - OFDM 시스템 : 200 ~ 1200KHz
·열악한 전파환경에서도 Mesh Routing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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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현 Zigbee PHY 인 IEEE 802.15.4 PHY 기술
 ·무선 LAN 기술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전
 송 거리 확장 : 1Km 정도의 서비스 반경을 제공

IEEE 802.15.4 PHY

무선 LAN

·주
 파수 혼잡도가 높은 2.4GHz 대역 대신에 900MHz 대역 사용
·저
 속/저전력 시스템인 FSK 전송 방식과 고속/고신뢰 시스템인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O
 FDM 전송 방식을 응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 가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전
 송 거리 확장 : 1Km 정도의 서비스 반경을 제공

  - AMI 시장은 연평균 24.3%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시장 확대 중

·주
 파수 혼잡도가 높은 2.4GHz 대역 대신에 900MHz 대역 사용
·세
 계 각국의 주파수 기술 기준에 맞게 다양한 채널 간격 제공

기술의 완성도

  - 한국전력은 2020년까지 1조 4,740억을 투자하여 1,800만 가구에 대한
스마트미터를 보급할 예정   
  - 해
 외 AMI 시장은 2009년 64억 달러에서 2013년 153억 달러에 이를 것
으로 전망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2년 4월 표준 완료
 ·2014년 2월 :
  - MR-FSK SUN 통신 SoC 개발
  - M
 R-OFDM SUN 통신 SoC 개발
  - S
 UN 테스트베드 개발
■ 기술이전 범위
 ·MR-FSK  SUN  SoC  
  - A
 DPLL MR-FSK SUN SoC(Flash Memory 내장형)
  - N
 Fractional PLL MR-FSK SUN SoC  (Flash Memory 외장형)
 ·MR-OFDM  SUN  SoC(테스트 칩)
  
표준화 및 특허

[출처]“Asia Pacific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AMI) Market”, Frost & Sullivan,  2010,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지식경제부, 2010(SBI Reports 재인용), 환율 1,100원 적용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IEEE802.15.4g에서 2012년 4월에 표준 완료

 ·무선 센서네트워크 망을 구성함에 있어, 2.4GHz 대역을 사용하는 기
존 Zigbee PHY를 넓은 서비스 반경과 혼신이 적은 900MHz 대역 SUN
PHY로 대체함으로써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스마트그리드와 연계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홈네트워크 서비스 창출
  - 넓은 전송거리를 이용하여 AMI 서비스 기능 확장
  - 독
 거 노인 등 관리 대상자의 활동량 및 위험요소 감지와  통보를 통한 효
율적인 복지 서비스 구현
  - 공장 자동화, 작업장   위험물 관리, 에너지 관리 등의 센서네트워크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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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차량-IT기반 융합서비스 핵심S/W기술
자동차IT융합연구실  담당자  이정우

국내 차량-IT 관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S/W 컴포넌트와 플랫폼 기반으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이에 따라 재사용
가능한 핵심 공통 컴포넌트 고도화 기술과 에코드라이빙 S/W 기술, 보험연계 서비스 단말 기술, 택시통합 단말 및 서버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IT 응용 S/W 기술, 에코드라이빙 S/W 기술로 구성된 차량-IT기반 융합 서비스 핵심 S/W 기술 개발. 본 기술을
통해 타 산업(보험, 물류 등)과의 융합이 활발해지고, 이들 융합서비스 기반의 새로운 신 성장 산업 창출이 가능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차량-IT 기반 융합 서비스 및 솔루션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사용 가능한 핵심 공통 컴포넌트 고도화 기술
과 에코드라이빙 S/W 기술, 보험연계 서비스 단말 기술, 택시통합 단말 및 서버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IT 응용 S/W 기술, 에코드라이
빙 S/W 기술로 구성된 차량-IT기반 융합 서비스 핵심 S/W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도메인 지식이 있는 4,200개의 자동차 관련 회사 이외에 해당 기술과
경험이 없는 22,600개의 IT 기업이 차량-IT 융합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
고 싶지만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음
·차량-IT 서비스 및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은 많은 자동차 회사의 다
양한 차량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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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개발 및 이를 위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있음
·국가별/지역별 상이한 환경/안전 규제 강화,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에 따
른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개발원가 상승, 모델 주기 단축 등의 문제해결
을 위해 검증된 S/W 컴포넌트 기반 응용 S/W의 개발로 효과적인 대응
필요
·국내 차량-IT 관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S/W 컴포넌트와 플
랫폼 기반으로 차량-IT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최신 S/W 개발 기법의
도입을 통한 S/W 개발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차량-IT 수요자협의회(15개 업체 이상)의 요구 사항 반영 및 시범적용
(5개 업체 이상)을 통한 검증된 차량-IT용 공통 컴포넌트 개발

Embedded Software Platform for Distributed Automotive Environment
Management”)
 ·MS사는 차량용 INFOTAINMENT 시스템 개발용으로 Microsoft Auto 플
랫폼을 출시하여 음성인식 기반의 API 등을 제공하고 GPS 및 블루투스   
지원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OSGi-UPnP Software
Platform

특정 환경(Java VM, OSGi)에 제한적이지 않으며, 차량 센서의 단순한 연동
수준이 아닌 S/W의 재사용성을 고려해 개발된 차량정보 지원 컴포넌트로서
다양한 응용 서비스 구현시 활용 가능

Microsoft Auto는 인포테인먼트에 특화된 시스템이고 CAN, MOST만을 지원
Microsoft Auto

하는 상용 제품이나 본 시제품은 CAN, K-Line 등의 시장에서 활용되는 차내
망을 지원하고 다양한 무선통신망(WCDMA, WLAN, DSRC, WAVE)을 지원

■ 기술의 상세 사양
 ·차량-IT 응용 S/W 기술
  - 상황인지 기반 다중통신(WCDMA, DSRC, WAVE 등) 지원 및 GPS 연동
컴포넌트
  ‥ WCDMA, DSRC, WAVE, WLAN 등 다양한 무선 통신망이 사용될 수 있
는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통신망을 선택 알고리즘(신호세기, 사용자 선호
도, 가격정보, 데이터 전송속도)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최적의 맞춤형 서비
스를 제공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구분

단
계
5

시작품 단계

정의
차량-IT용 공통 컴포넌트 개발
(분석/설계/구현/시험/유효성 확인)

개발연차

·핵심요소기술 시작품
·핵심요소기술 상세 설계서
·핵심요소기술 시험서

1차년도
2차년도

(11.5.31)
6

시스템 통합/시험/검증

7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 차
 량 외부 네트워크 (CDMA/WCDMA) 연동 컴포넌트
  ‥ CDMA/WCDMA 망과 연동을 통해 텔레매틱스 서비스 프로토콜 사용을  
지원

결과물

제품화 단계
(12.5.31)

·차량-IT용 공통 컴포넌트
시작품

1차년도
2차년도

·차량-IT용 공통 컴포넌트
시범 서비스

3차년도

·현장 시스템 시험서

  - 보
 험연계 서비스 단말 기술
  ‥ 각종 차량 및 운행정보 기반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차량 및 운행 데이터
수집, 분석, 제공
  - 택
 시 통합 단말 및 서버 기술
  ‥ 택시들의 운행 데이터 수집과 운전 패턴 분석을 통한 차량진단, 친환경
경제운전, 안전운전, 예방 점검 관리 지원

■ 기술이전 범위
 ·A. 기술명 : 차량-IT 응용 S/W 기술
  - 상
 황인지 기반 다중통신(WCDMA, DSRC, WLAN, WAVE 등) 지원 및 GPS
연동 S/W 컴포넌트 고도화 기술
  - 차
 량 외부 네트워크(CDMA/WCDMA) 연동 S/W 컴포넌트 고도화 기술

 ·에코드라이빙 S/W 기술

  - 보
 험연계 서비스 단말 기술

  - 에
 코드라이빙 S/W 모듈 기술

  - 택
 시 통합 단말 및 서버 기술

  ‥ 차량 친환경 경제 운전을 지원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차량 연비, CO2배
출량, 공회전 정보를 제공해주며 차량의 예방 점검 및 차량 안전 운전 관
리를 지원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급출발/급제동, 도로과속, 급가속, 급감속
등의 정보를 지원하는 기술

 ·B. 기술명 : 에코드라이빙 S/W 기술

 ·차내망(CAN, K-LINE) 연동 컴포넌트
  - C
 AN과 K-LINE 차량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 결과를 제공
 ·모바일 장치 연동 컴포넌트
  - 블
 루투스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바일 장치가 차량 내부 네트
워크 CAN 프로토콜을 통해 다양한 차량 정보(차량주행정보, 진단정보 및
센서정보 등)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모바일 응용 서비스 프로그
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공통 인터페이스 제공(해당 컴포넌트 사용시
개발기간이 80% 이상이 단축됨)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에
 코드라이빙 S/W 모듈 기술
  - 차
 량 내부 네트워크(CAN, K-LINE) 연동 S/W 컴포넌트 고도화 기술
  - 모
 바일 장치 연동 S/W 컴포넌트 고도화 기술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TTA PG 310, ITS Korea에서 차량통신 및 네트워킹 응용서비스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 하고 있음
 ·T TA 전파통신기술위원회(TC3) 산하 텔레매틱스/ITS프로젝트그룹
(PG310) 정보통신단체표준 2건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국내/국제

차량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검증 방법 및 그  
시스템

한국/
미국

20090119963/
12/853672

2009

국내/국제

차량 정보 제공 장치 및 방법

한국/
미국

20100099978/
13/271762

2010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VAN(Vehicle Area Network: 차량 영역 네트워크) 범위내의 센서 뿐
만 아니라 차량 내 connectable한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와의 네트워크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게이트웨이 통합 플랫
폼 (EURASIP Journal on Embedded Systems Volume 2009, “An

출원
출원
(등록)번호 (등록)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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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

차량 통신 인증 방법

한국/
미국

20100128564/
13/323086

2010

국내/국제

시스템 환경 관리 장치 및 관리 방법

한국/
미국

20100133658/
13/332807

2010

국내/국제

차량의 복합 고장을 예측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한국/
미국

20110025497/
13/284780

2011

국내

차량 내부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차량 안전
진단 및 인명구조 방법과 그 장치

한국

20110045341

2011

통신망 선택 장치 및 방법

한국/
미국

20110135871/
13/560611

2011

국내/국제

조원), 부가가치의 10.9% (28조원)를 차지하며 세계 5위(07년)의 생산
량을 점유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 산업임(자동차공업협회,
2007)
 ·국내 ITS 시장은 2010년 7조 3,800억원에서 완전 대중화가 예상되
는 2020년에는 14조 7,8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현대오토넷,
2007.7)
 ·2015년 까지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시스템의 확산 및 정착으
로 지능형자동차 시스템의 세계 시장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까지 전체 자동차생산증가율을 상회하는 상승세가 이어
질 것으로 전망
 ·자동차 IT 국내 융합시장은 2008년 1.8조원에서 2018년 5.7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고, 자동차제조사, 자동차 부품사, IT업체들 간의 융합기술
개발이 활발히 전개 중(전자통신동향분석, 2008)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차량-IT 융합 산업은 지능형 자동차, 텔레매틱스 및 네비게이션 시장 외
에 자동차 전장시장, 자동차 배터리 시장, ITS 시장, 자동차 산업과 IT가
접목되어 창출되는 자동차 산업 기반 컨버전스 시장(물류, 홈 네트워크,
보험, 환경, 의료 등)도 포함되므로 시장 규모가 매우 큼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제공하여 중복개
발을 방지하고, 개발 비용 절감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의 강화
 ·검증된 컴포넌트의 재사용으로 차량-IT 융합 서비스를 개발하므로 개발
기간의 대폭적인 단축 및 개발 비용의 절감(현재의 자동차 모델당 차량
정보 수집 비용 평균 300만원, 개발 기간 22-35일에서 컴포넌트 사용
시 대폭 감소 예상)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세계 차량-IT 융합 시장(지능형자동차, 텔레매틱스, 네비게이션) 규모는
'11년 1,620억 달러 규모에서 '18년에는 2,419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IT Insight, 2009.06)
주요지표

미래성

성장성

2011

2013

2015

2018

세계시장규모(억불)

1,620.97

1,905.22

2,112.48

2,418.99

한국점유율(%)

비계산

5.04

비계산

6.55

수출액(억불)

18.72

24.73

30.84

35.98

성장률(CAGR, %)

비계산

18.42

비계산

9.46

생산액(천억 원)

132.768

182.559

233.514

301.484

부가가치(천억 원)

62.894

86.481

110.619

142.817

고용효과(명)

비계산

76,374

비계산

126,126

  - 상기 항목은 지능형자동차 + 텔레매틱스 + 네비게이션 등을 포괄
  ‥ 미래성 지표 시장은 세계 보급/출하 및 국내 내수시장을 의미
  ‥ 성장성 지표는 산업연관표의 유발계수(텔레매틱스 분야 적용) 사용하였  
으며, 직접 및 간접효과를 모두 포함
  - 시장 추계에 활용된 기초 시장통계자료는 다음과 같음
  ‥ 지능형자동차 : Global Insight 및 KIET(2007.4) 및 동 자료이용 추계
  ‥ 텔레매틱스 : 세계 시장은 TRG(2007), 국내시장은 텔레매틱스 시장전망,
ETRI(2007.1) 활용
  ‥ 네 비게이션 : Morgan Stanley Research,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Credit Suisse(2006.9), 전자신문(2008.7.31) 등의 자료 이
용하여 추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체 제조업 고용의 8%(22만 명), 생산액 1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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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산업 내 중소기업(4,200개)은 물론, 차량-IT 서비스 및 제품 개발
에 관심이 있으나 전문 지식이 없는 많은 IT 회사(22,600개)들의 시장진
입이 용이해지므로 국내외 차량-IT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
 ·검증된 공통 컴포넌트의 재사용과 저작도구를 통한 쉽고 빠른 차량-IT
융합 서비스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차량-IT 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인
자동차 산업의 보수성과 IT의 신속성의 갭을 줄여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
치 증대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적 효과
·OEM사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빠른 수집주기(10ms~20ms)가 가능한
Vehicle CAN 정보(속도, RPM, TPS, 브레이크 등) 연동 컴포넌트를 제공
하여 블랙박스 업체들이 고성능 제품을 개발가능
 ·WCDMA, DSRC, WAVE, WLAN 등 다양한 무선 통신망이 사용될 수 있
는 환경에서 이동중인 차량에 통신망 선택 알고리즘(신호세기, 사용자
선호도, 가격정보, 데이터 전송속도 등)을 사용하여 가장 적합한 망을 결
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인지 기반 다중통신 지원 컴포넌트를 활
용하여 맞춤형 서비스의 실현
 ·개발된 S/W 컴포넌트의 재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객체지향 방법론
및 UML 기법을 S/W 개발 프로세스에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데이터 마이닝 기술(차량 데이터 정규화 및 신경망 기법)을 이용한 고장
예측 기술을 활용하여 선진 OEM사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
 ·국내의 낙후된 자동차 S/W 개발 현장에 선진 자동차 OEM사의 최신 자
동차 임베디드 S/W 개발방법인 MDA(Model Driven Architecture) 지원
도구를 도입 적용하여 개발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차량-IT용 공통 컴포넌트와 플랫폼을 이용하여 타 산업(보험, 물류 등)과
의 융합이 활발해지고, 이들 융합서비스 기반의 새로운 신성장 산업 창
출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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