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방송통신융합분야

1-1 하이브리드 DMB 망 연동 게이트웨이 기술
모바일방송연구실 담당자

윤정일

본 기술은 지상파 DMB 망과 무선통신망을 연계한 Hybrid 모바일 네트워크 상에서, 망 연동을 통해 연속적으로 비디오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기술로 음영지역이나 건물 내부로 이동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통신망을 통해 끊김 없이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지상파 DMB 비디오 서비스를 방송과 통신의 이종 망 연동을 통해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망 전환 시 끊김 없이 비디오 서비스
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통융합 이종 망 연동 비디오 연계(seamless) 서비스 게이트웨이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시대에 고도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이용환경이 구축되고, 관련 산업의 획기적인 성장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이 대두됨
·스마트폰과 앱 스토어로 촉발된 무선망 개방으로 디지털방송 시장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Connected TV, TV Appstore 등의 상품이 등장
하고 있어 방송망을 활용하는 신규 서비스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지상파 DMB 및 WiFi, 3G 등의 무선통신망의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 모델 적용이 가능한 수
신 플랫폼 구조 제시
·이종 망을 통해 전송되는 동일 컨텐츠 스트림에 대한 동기화 기술 제공
을 통한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
■ 기술의 상세 사양
·지상파 DMB 방송 스트림 처리 기술
- 지상파

DMB 서비스/앙상블 전송을 위한 ETI 프레임 디코딩/인코딩
- ETI
 신호 입출력 인터페이스

·또한 국내 IT 산업의 대표 기술인 DMB와 WiBro, 3G/4G 등의 무선통신
망의 융합을 통해 Hybrid 결합서비스 개발 환경 조성 및 상용화 기반 구
축이 요구됨

·망 연동 비디오 스트림 동기화 및 스트리밍 출력 기술

·따라서 스마트폰 및 모바일 인터넷의 급성장에 의한 방통융합형 스마트
모바일방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 사항이 증대됨에 따라 스마트 모
바일 방송 관련 앱 및 이를 지원하는 서버의 개발이 필요함

·스트림 검색 및 접속 관리 기술

- 연속적인

스트림 수신을 위한 비디오 스트림 타임스탬프 처리
- 신속한

망 전환을 위한 스트리밍 속도 제어
- 효율적인 스트림 검색을 위한 DB 및 버퍼 구조
-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른 서비스 구분 및 접속 관리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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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MBC/SBS, KBC는 pooq 및 K player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지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상파 방송 콘텐츠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상기의 서비스는 웹뿐만 아니라 앱 형태로도 제공하여 Wi-Fi, 3G 망을
통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T-DMB 와 무선통신망이 연계된 Hybrid 모바일 망에서의 연동 서비스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망
 상황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지속 시청이 가능한 망 연동 비디오 연계
서비스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Pooq/K player

경쟁 기술은 모든 콘텐츠를 무선 통신망으로 전송하여 접속자
증가에 따른 QoS 보장이 안되고 통신 사용료의 증가를 유발시
키는 반면, 본 기술은 방송망과 통신망을 같이 사용하여 서비스
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에 의한 통신 요금을 최소화 시킴

- 하이브리드

DMB 망 기반의 3D/고화질 서비스에도 적용 가능함
- 방송

프로그램 북마크 기능을 통한 프로그램 이어보기, SNS 연계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기술의 완성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기술개발 완료시기

스마트 모바일방송 단말기 산업의 경제적 기대효과

·2013년 6월
■ 기술이전 범위
·하이브리드 DMB 망 연동 게이트웨이 설계 기술
·하이브리드 DMB 망 연동 게이트웨이 S/W
·하이브리드 DMB 망 연동 게이트웨이 기능 검증 App (안드로이드 기반)

(단위: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생산유발효과

1,250

1,893

2,574

3,076

3,148

11,941

부가가치유발효과

329

498

677

809

828

3,142

고용유발효과

411

623

847

1,012

1,036

3,929

[출처] : '05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를 이용하여 무선통신단말기 부문의 유발계
수를 산출하고, 이를 국내 매출액에 반영하여 경제적 기대효과 산정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망연동에 필요한 주요 기능 정의가 포함된 지상파 DMB 통합 API 표준
화 관련내용이 TTA에서 작성한 2012년 ICT 표준 전략 맵 내의 DMB 파
트에 반영됨
·상기의 내용은 2012년부터 차세대방송포럼 및 TTA 모바일 방송 분과
(PG801)에서 표준화 추진 중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비디
오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한국

10-20120042856

2012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모바일 방송 시장에서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방송통신 융합된 다
양한 서비스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음
·KBS를 포함한 지상파 DMB 방송사들은 현재의 방송망을 통해서는 기존
DMB를 송신하고 통신망을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 단말기에서
이를 합성하여 DMB 화질을 VGA 급까지 증대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여
2013년 말 서비스 도입을 계획 중임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스마트 모바일 Hybrid 방송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IT 산업의 대표 기
술인 DMB 및 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방형 Hybrid 모바일 방송
시장 초기 선점 및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 확보
·방송 수신 감도에 따른 망 연동 비디오 연계 서비스를 통한 방송 음영지
역 감소 효과
·수익 모델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DMB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DMB 관련 신규 시장 창출로 인한 수익 증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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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용량 UHDTV 방송 콘텐츠 전송 기술
케이블방송연구실 담당자

정준영

본 기술은 디지털 방송망에서 전송 방식의 변경 없이 복수의 방송 채널을 결합하여 전송용량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기존 방송
전송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4K/8K UHDTV, 다시점 3D 등의대용량 방송 콘텐츠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 시스템
기술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여러 개의 방송 채널을 결합하여 전송 용량을 향상시키는 방송 전송 기술
·대용량 콘텐츠 전송을 위한 채널 분배 및 결합 시스템 설계 및 구현
·DOCSIS 규격 전송 장치 없이 대용량의 방송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하여 MPEG-2 TS 계층에서 채널 결합 기술 적용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방송 미디어의 진화
- 방송

미디어가 고화질, 고해상도의 실감 미디어로 진화하고 있음
- 2012년

이후, 기존 풀HD보다 4배의 해상도를 가지는 4K UHDTV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UHDTV 방송 관련 시장의 선점을 위해 UHDTV 방송 서비스
개시 시기를 대폭 앞당긴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방송 채널 결합 기술로 논리적인 광대역 채널을 구성하여 대용량 방송
콘텐츠 전송 가능
·전송 방식 변경 없이 기존 전송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비용 효율적인
대용량 방송 콘텐츠 전송 시스템 구축 가능
■ 기술의 상세 사양
·다시점 3D 및 UHDTV 방송 등 대용량 콘텐츠 전송을 위한 채널 분배 및
결합시스템 설계 및 구현
·DOCSIS 기반 전송 장비 없이 대용량의 방송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하여
MPEG-2 TS 계층에서 채널 본딩 적용

·케이블 망을 위한 대용량 방송 콘텐츠 전송 기술

·기존의 전송 장비와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전송용량의 증가 가능
(200Mbps 이상)

- 케이블망을 통해 다시점 3D, UHDTV 등의 대용량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요소 기술 개발 필요

·채널 분배와 채널 결합으로 인해 전송상에 발생하는 지연 및 지터를 최
소화 할 수있는 알고리즘 적용

- 케이블

망의 한정된 전송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용량 방송
콘텐츠 전송 기술 개발 필요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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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식보다 2배 정도 성능이 좋은 HEVC 표준 승인이 완료되었으나,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제품은 2013년 이후 출시될 전망임
·단일 채널의 전송 대역폭을 30%이상 향상시킨 DVB 표준 방식을 적용
한 UHDTV실험 방송을 진행하고 있음

·UHD 콘텐츠의 품질을 위해 YUV4:2:2, 60fps 이상의 영상 전송이 필요하
며, 경쟁기술을 적용하더라도 단일 채널을 통한 전송이 어려울 수 있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케이블 기반 대용량 UHDTV 방송 서비스 전송 시스템

본 기술의 우수성

·여러 개의 방송채널을 결합시켜 논리적인 단일 광
단일 채널의 전송용량을
대역 채널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
향상시키는 전송 기술
·기존 방송 전송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DVB-T2, DVB-S2, DVB-C2 등)
전송 용량 향상 가능
·Full HD, 4K, 8K 방송의 동시 전송 가능

기술의 완성도

- 다시점

3D, UHDTV 대용량 콘텐츠 송신을 위한 방송 채널 분배 시스템 및
수신을 위한 방송 채널 결합 시스템
- 전송

방식 변경 없이 기존 전송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비용 효율적인
대용량 방송 콘텐츠 전송 시스템 구축 가능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기술개발 완료시기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기술 개발 진행 정도 : 80%

·중국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2013년 4K UHDTV 50만대 이상, 2016년
에 700만대 이상 출하 전망 (Display Search, 13/01)

·이전가능 (예상)시기 : 2013년 12월
■ 기술이전 범위

·국내 UHDTV 시장은 본 방송이 시작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2020년에 연 매출 1조 2천 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 (ETRI 산업분석연구
실, 13/01)

·대용량 UHDTV 방송 콘텐츠 전송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기술
- 채널

결합 전송 시스템 설계 문서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채널

결합 시스템 S/W 설계 문서 및 소스 코드

·전 세계 TV 제조업체 및 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초고화질 UHDTV에 대
한 기대감 고조

- 시험시제품

회로도 및 기구물 도면
- PCB

제작 관련 파일, 부품 데이터 시트 등 기타 관련자료

·한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방송사들이 UHDTV 관련 시험방송을 실시하
고, 향후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며 UHDTV 시대의 도래를 예고

표준화 및 특허

·UHDTV는 글로벌 방송업계의 차세대 유망 방송서비스의 조기 실현을
위한 영상 압축 기술과 전송 기술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TTA 산하 케이블방송 프로젝트 그룹(PG803)에서 표준화 추진 예정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출원

4. 기대효과
특허명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 초고화질 방
송 송수신 방법 및 장치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한국

10-20120000259

2012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본 기술개발을 통해 개발되는 시스템은 방송 전송 시스템에서 대용량 방
송 콘텐츠 전송을 위한 채널 결합 시스템으로 사용됨
·이를 기반으로, 전송 방식의 변경 없이도 3D 다시점, 4K/8K UHDTV 방
송 등을 위한 대용량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전송 시스템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으며, 고품질의 실감미디어 방송서비스의 상용화를 통한 새로운
수익 모델의 창출로 인한 수익 증대가 예상됨
·실감미디어 방송서비스의 상용화로 단말 제조사나 플랫폼 개발사에게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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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HFC망용 고효율 변복조 구현 기술
스마트케이블방송연구팀 담당자

라상중

본 기술은 HFC망의 유한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본 기술은 기존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ITU-T J.83의 전송규격 대비 30% 이상의 전송효율을 향상하였음. 본 기술은 3DTV, UHDTV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 전송, 인터
넷, 게임, 교육, 홈쇼핑과 같은 양방향 서비스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현재의 북미 및 국내 디지털 케이블 전송방식 대비 30%이상 전송 효율을 향상시켜 UHDTV와 같은 초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경
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구성도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현재 국내 케이블 전송방식으로 널리 사용중인 OpenCable 방식(ITU-T
J.83B)은 90년대 초반에 개발된 것으로 6MHz 채널 당 약 38.8Mbps까
지 전송 가능
·케이블 망을 이용한 전송 대역폭은 최대 864MHz (선택적으로
1002MHz까지)까지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서비스 전환, HD 방송서비스
증가, VoD 서비스 등 개인 방송서비스 확대, 3D/UD 콘텐츠 등 대용량
고품질 신규서비스 도입 등으로 전체 케이블 주파수 자원은 부족할 것
으로 예상됨
·케이블 망에서 스마트, HD/3D/UD 등 다양한 신규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 콘텐츠 개발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가 가치를 높임
·주파수 이용 효율 향상으로 얻어지는 여유 주파수 자원을 통해 VoD 서
비스 등 개인 방송 서비스의 활성화, 고화질 비디오 서비스, Smart 기반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부가적인 시장 창출이 가능함

HFC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기존 대비 30% 이상 단위대역 전송속도 개선
·방송통신융합환경을 고려한 신호프레임
·채널 및 전송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적응형 구조
·DVB-C2 규격 지원
■ 기술의 상세 사양
·고효율 변복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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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4096QAM 고차변복조, 케이블 환경에 적합한 동기 및 등화 기술
- 수신율

향상을 위한 송신 MER 개선 및 고효율 복조 자동이득제어 기술
- 가변대역

송/수신 지원을 통한 주파수 자원 이용 효율 개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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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 채널 부복화 기술

·기존의 대역 제한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UHDTV, 다시점 방송 등
의 대용량 고품질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스템 인프라로 활용

- 연속적인

스트림 수신을 위한 비디오 스트림 타임스탬프 처리
- 신속한

망 전환을 위한 스트리밍 속도 제어
- LDPC + BCH 기반 부복호화 기술

·한정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VoD 서비스 등 개인 방송 서비
스, 고품질 신규비디오 서비스

- 최대

70Mbps 데이터 입력에 대한 채널 부복호화 처리 기술

·헤드엔드 변조기

- MPEG

TS 및 IP 데이터 수용하는 적응형 사용자 데이터 처리

·셋탑박스

·스트림 검색 및 접속 관리 기술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유럽에서는 기존 DVB-C 보다 30% 이상 전송효율을 높인 DVB-C2 전
송 규격표준화가 진행되어 완료 단계에 있음

·국내시장: H/E(변조기 및 부호화기)와 단말기(복조기 및 복호화) 부분으
로 예측('13년 30%, 이후 10%씩 증가 가정)

·1024 QAM과 같은 고차 변조 및 다중 반송파 기술이 Broadcom에서 주
도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Terayon에서 고차변조 관련한 채널추정/등
화, 동기/보상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세계시장: OpenCable 시장은 미국 시장으로 한정하였으며, 국내 CATV
투자비용 ('03년부터 5개년도 평균) 대비 미국 투자 비용을 근거로 추정함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고효율 변복조의 하드웨어 성능 개선
·고효율 복조 자동이득제어 구조
·수신율 향상을 위한 송신 MER 개선
·가드 밴드를 이용하여 데이터 및 파일롯 효과적 할당
·Pipe-Line Processing LDPC 부호화 구현
·Fast Partial Parallel LDPC 복호화
·High Order QAM Constellations Demapping 처리를
위한 Fast LLR 알고리즘

DVB-C2 구현기술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년 10월

H/E와 단말기 시장

(단위: 백만원)

구분

(2012년)
현재년도

(2015년)
개발 종료후 1년

(2017년)
개발 종료후 3년

생산유발효과

-

429,000

2,145,000

고용유발효과

-

10,900

53,600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국내에서는 케이블TV 채널수의 포화 및 post HD 방송에 대비하기 위해
제안 기술에 대한 사업자의 수요는 있으나, 그 동안 고차 변복조 기술을
포함하여 고효율 전송 기술에 관한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최근 해외에서는 Smart TV, 양방향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효율적 제공
및 고화질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디어 접근 게이트로서의
헤드엔드 장비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을 통해 고용량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송 미디어 전송 기술에 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음

■ 기술이전 범위

4. 기대효과

·HFC망용 고효율 변복조 기술 실시권
·HFC망용 고효율 변복조 구현 기술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표준화 및 특허

·케이블 망에서 스마트, HD/3D/UD 등 다양한 신규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 콘텐츠 개발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가 가치를 높임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TU-T SG9
- 차세대

케이블 전송기술에 대한 신규 표준화 아이템 선정 (2011년 3월)
- 차세대

케이블 전송기술 요구사항 권고서 AAP Consent (2012년 4월)
- 차세대

케이블 전송기술 규격 권고서 신규 표준화 아이템 선정 (2012년 4월)
·IEEE
- EPoC(EPON

over Cable) 기술 표준화 시작 (2012년 5월)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물리계층 채널결합에 따른 데이터 및 파일롯 할
당 방법

한국

20110012225

2011

출원

케이블 망에서 직교주파수분할다중 수신기의 하
드웨어 복잡도를 줄인 심벌 타이밍 방법 및 장치

한국

20110126073

2011

·주파수 이용 효율 향상으로 얻어지는 여유 주파수 자원을 통해 VoD 서
비스 등 개인 방송 서비스의 활성화, 고화질 비디오 서비스, Smart 기반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부가적인 시장 창출이 가능함
·고효율 변복조 기술 개발을 통해 그 동안 대부분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던
디지털 케이블 방송 관련 장비 및 핵심 부품의 기술종속 탈피가 가능함
·고효율 변복조 관련한 핵심 기술 및 IPR을 조기에 확보하여 케이블 관
련 주요기술 규격인 OpenCable 및 DOCSIS 3.0 이후의 표준화 및 기술
을 주도함으로써 고효율 전송 방식을 제공하는 방송 장비 및 핵심 부품
에 대한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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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열 스피커어레이를 이용한 대화면홈씨어터
사운드 기술 (SoundWindow™)
오디오연구실 담당자

장대영

본 기술은 2열 스피커어레이를 이용하여 5.1채널 이상의 다양한 멀티채널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대화면 홈씨어터 제품을
위한 가상 멀티채널 음장 형성 기술로써, 파면음장합성(Wave Field Synthesis)기술을 응용하여 정확한 전방 음상감과 자유로
운 측/후방 음상감을 제공할 수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재현하고자 하는 파면(Wave Front)을 2열 스피커어레이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표현하는 파면음장합성(WFS; Wave Field System)에
기반하여 표현
·측후방 채널의 경우에는 집중 음원(FS; Focused Source) 기술을 이용하여 표현
- 반사면이 있는 경우: 반사면에 집중 음원을 위치
- 반사면이 없는 경우: 청취자 주위에 직접 형성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가정 및 극장에서의 실감 오디오 재현의 필요성 증대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3DTV 및 UHDTV와 같은 고실감 방송과 Blu-ray와 같은 대용량 멀티미
디어 저장매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존의 5.1/7.1채널 수평 서라운드 오
디오 시스템이 10개 이상의 오디오 채널(예: NHK 22.2, TTA/USC 10.2,
AURO 10.1)을 가지는 입체적인 오디오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음

·기존 사운드바 기술의 한계

- 일반

가정에서 5.1채널 이상의 오디오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개별 스
피커를 설치하는데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채널수가 증가할 경우
이러한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
·사운드바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
- Yamaha사의

사운드바(Soundbar)와 같이 하나의 스피커 어레이를 이용하
여 간편하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5.1채널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들
이 출시되고 있음

- 머리전달함수

기반: 최적 서라운드 음장을 제공하는 청취영역이 협소하
며 음질이 왜곡됨
- 빔포밍

기반: 전방채널 표현력이 떨어지며 반사면이 적절하지 못한 공간
에서는 활용 불가능
·본 기술의 독특한 점
- WFS기반

전방채널 표현: 원음장과 동일한 파면을 형성
- FS기반

측후방채널 표현: 반사면이 있을 경우 빔포밍과 유사한 성능, 반
사면이 없을 경우에도 측후방채널 모사 가능
- 2열
 어레이 재현: 수평방향 뿐만 아니라 수직방향의 공간 음향 형성

- 향후

5.1채널 이상의 오디오 신호(예: NHK 22.2, TTA/USC 10.2, AURO
10.1)를 지원할 수 있는 실감 오디오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됨

■ 기술의 상세 사양

- IMS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전세계 사운드바 시장 규모는 해마
다 70% 정도로 성장하고 있음

·스피커어레이, 공간 설정 기능: 다양한 스피커어레이 형태 및 공간에 적
용 가능

·오디오 신호 입력 기능: 5.1, 7.1, 10.1, 22.2채널 등 다양한 오디오 입력

·스피커어레이 신호 생성기능: 실시간 스피커어레이 신호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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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빔포밍 기반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야마하

YSP-5100 제품이 대표적이며 다수의 스피커(40채널 이상)를 사용
- 전방채널 표현력이 떨어지며 반사면이 적절하지 못한 공간에서는 활용
불가능
·머리전달함수 기반
- 마란쯔

ES7001, 야마하 YAP-101 대표적이며 소수의 스피커(최소 2개)로
도 구현 가능
- 최적

서라운드 음장을 제공하는 청취영역이 협소하며 음질이 왜곡됨
- 통계를

통한 평균 머리전달함수를 이용하므로 사용자가 느끼는 음장감의
편차가 존재함
·5.1채널 오디오 신호를 직접 스피커로 인가하는 제품

- 기존

홈씨어터 시스템이 스피커 설치에 대한 불편을 하나의 사운드바 스
피커로 대치 가능
- 홈씨어터

시스템(DVD/Bluray, 앰프, 스피커) 패키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 가능
·UHDTV와 같은 대화면 TV를 위한 스피커 시스템
- 초박형

LCD TV의 음질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
- TV에

배치한 스피커어레이를 이용하여 서라운드 오디오 및 3차원 오디오
까지 표현 가능
·소극장/공연장용 스피커 시스템

- LG전자

HLX55W, B&O Beolab 7.1 등

- 소규모

영화 상영 및 공연 장소 혹은 교육용 시청각실의 스피커 시스템

- 서라운드

음장감을 제공하지 못함

·스튜디오용 모니터링 시스템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 멀티채널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는 교육장 및 스튜디오의 멀티채널 오
디오 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빔포밍 기반

·넓은 유효청취영역(Sweet Spot) 제공
·전방 음상 표현능력 우수
·반사면이 없는 경우에도 측후방 채널 표현 가능
·넓은 유효청취영역 제공
·높은 음질 성능 제공

머리전달함수 기반

·스피커어레이를 이용하는 사운드바 홈씨어터 시스템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사운드바 제품 시장 규모(http://futuresource-consulting.com)
- 2011년

250만대 판매(2010년에 비해 두배 성장)

기술의 완성도

- 북미:

2016년까지 전세계 사운드바 제품의 2/3가량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

■ 기술개발 완료시기

- 유럽:

2010년 전세계 사운드바 제품의 20%가 소비되었으며, 북미에 비
해서는 느린 속도로 성정할 것으로 예상

·2014년 2월
■ 기술이전 범위
·오디오 신호 입력 모듈, 스피커어레이/공간 설정 모듈, 스피커어레이 신
호 생성모듈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패키지
·MAX/MSP 기반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능 포함

- 일본: 제품은 주도하고 있으나 시장규모는 크지 않으나(2010년의 경우
전세계 시장의 8%) 유럽의 절반 정도까지는 성장할 것으로 예측
·사운드바 제품 시장 예상
- IMS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전세계 사운드바 시장 규모는 해마
다 70% 정도로 성장하고 있음

·소스코드 개발환경
- MATLAB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C

·홈씨어터 패키지 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사운드바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매년 70% 이상씩 성장 중

- MAX/MSP

·야마하, 마란쯔 등 일본 업체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음
표준화 및 특허

·국내 LG전자, 삼성전자, 아남전자 등에서도 관련 제품 개발 중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2010년부터 5.1채널 이상의 High-order 멀티채널 오디오 신호의 부호
화와 재현방식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2013년 7월 RM0(Call For Proposal) 선정 예정
·멀티채널 오디오 및 객체 오디오 부호화 및 재현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기술과 관련이 높음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 공개되지 않은 특허: 1건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음장합성 신호의 다운믹싱 장치 및 방법

한국

20100130817

2010

출원

라우드스피커를 사용한 음장재생 장치 및 방법

한국

20090122015

2009

출원

멀티채널 오디오 재생 장치 및 시스템

한국

20090119780

2009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수직음상 표현이 가능한 입체 서라운드 음장 재현
성능
·빔포밍의 최대 약점인 반사면이 없는 환경(우리나라 거실과 같이 한 면
이유리창이고 다른 면은 부엌으로 개방되어 있는 구조)에서도 적용 가능
·빔포밍 원천특허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로열티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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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멀티 프로젝션 기반 파노라마 렌더링 시스템
감성미디어연구실 담당자

차지훈

본 기술은 대화각·고품질 파노라마 동영상을 여러 대의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원통형 스크린에 재생하는 기술로서, 마치 현장에
서 직접 시청하는 듯한 사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함. 또한 재생되는 파노라마 영상에서 사용자 선호영역을 확대하여 출력함으로
써 보다 다양한 파노라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본 기술은 전시, 문화공연, 감시정찰 등 광시야각 서비스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시청자에게 사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하는 대화각·고품질 파노라마 영상을 여러 대의 프로젝터로 Seamless하게 재생하고, 시청자 선
호영역 확대가 가능한 파노라마 렌더링 시스템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이용한 자동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손쉬운 파노라마 재생
환경 구축이 가능함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사용자 선택에 따른 선호영역을 확대하여 재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대
화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방송서비스에 선행하여 영화, 전시, 체험관 등의 분야에서 보다 현실감
있는 광시야각 파노라마 콘텐츠 수요 확대

■ 기술의 상세 사양

- Multi-projection,

multi-panel 등의 장치발달로 광시야각 동영상 미디어 재
생환경의 급증
- 스포츠,

공연, 광고, 보안 및 군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노라마 수요 증대
·광시야각 파노라마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획득-제작-전송-소비의 미
디어 체인에 대한 접근성 용이 필요

·8K급 대용량 파노라마 영상의 멀티 프로젝션을 통한 실시간 재생기술
·스틸카메라를 이용, 스크린 모양에 의한 영상왜곡, 멀티 프로젝션에 의한
중복영역 처리 및 서로 다른 광량에 의한 왜곡을 자동으로 보정하는 기술
·파노라마 영상에서 사용자 선호영역을 확대하여 매칭/재생하는 기술

- 파노라마

콘텐츠의 쉬운 작업환경 제공
·특정 국외 기업 중심의 파노라마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국내시장 잠식
해소 및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성 대두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여러 대의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8K 파노라마 콘텐츠를 Seamless하게
실시간 재생 할 수 있으므로 현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음
·복수의 프로젝터간 영상보정 및 중복영역 처리를 위하여 스틸카메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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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Manual 캘리브레이션 기반 multi projection solution(Nova, WATCHOUT)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기반 multi projection solution(Christie)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Manual 캘리브레이션 기반
multi projection solution

·전문가의 수작업을 요하는 캘리브레이션 작업에
비해 빠른 시간 내 파노라마 재생 환경 구축 가능
·Network Time이 아닌 동기화 카드를 사용하여 정확
한 영상 동기화 가능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기반
multi projection solution

·평면 뿐 아니라 곡면 형태의 스크린 캘리브레이션
및 렌더링 지원

기술의 완성도

파노라마 카메라 및 빔프로젝트기반 렌더링시스템 시장규모 (단위: 억불, 억원)
시장

2017

2018

2019

2020

2021

해외주1)
국내주2)

17
6,557

32
12,166

59
22,329

107
40,830

195
74,575

주 1) 카메라 리그의 경우 리그 한 셋트의 가격을 2017년 2억에서 2021년 1.5
억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
주 2) 빔프로젝터 렌더링 시스템의 경우 셋트의 가격을 2017년 4억에서 2021
년 3억으로 하락할 것으로 가정함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년 11월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기술이전 범위

·스웨덴 Dataton은 멀티프로젝션 기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시스템인
WATCHOUT을 개발

·멀티 프로젝션 기반 파노라마 렌더링 시스템 기술

·독일 프라운호퍼 HHI time lab에서는 immersive cinema라는 명칭으로
DLP 프로젝터 7대를 연동하여 7K 크기, 180도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기
술을 개발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또한 ISO/IEC JTC1 SC29/WG11 MPEG 에서는 파노라마 콘텐츠와 같
은 대용량 콘텐츠의 전송을 위하여 MMT(Mpeg Media Transport) 표준
화를 진행 중
■ 보유 특허

·유럽 FP7의 FascinatE project에서는 고화질 파노라마 기술 및 ROI 응용
서비스 기술을 개발 중
·국내에는 ETRI, KAIST 등에서 실사기반 파노라마 기술 개발 중

4. 기대효과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멀티프로젝터 시스템에서 한대의 스틸
카메라(이미지)를 이용한 컬러보정 장치
및 방법

미국

13/658039

2012

출원

케파노라마 영상내의 증진된 관심영역
(ROI) 서비스 제공을 위한 레이어드 파
노라마 영상 생성 및 재생 장치

한국

20120111599

2012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효과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멀티프로젝터 기반 실시간 파노라마 동영상 렌더링 시스템

·(기술적)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의 방송통신 인프라, 휴대단말 및 TV
기술을 활용, 다양한 파노라마 서비스 창출 가능 및 관련 IPR 핵심기술
확보 가능
·(기술적) 파노라마 기반 실감형 서비스 및 콘텐츠와 인간중심의 UI/UX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융합형 기술기반 기술 확보 가능
·(경제적) 국외 기술을 사용하는 국내 포털 및 서비스업체의 비용 절감 및
문화, 광고, 교육, 군사, 보안 등의 국내 파노라마 관련 신규 서비스/장비
시장 활성화 기여
·(경제적) 고품질 인터랙티브 비즈니스 콘텐츠 제공 및 가상기업, 가상기
업망 등의 인터넷 비즈니스 대두에 따른 사이버 경제활동 활성화 가능

■ 기술이 적용되는 서비스
·대화각 디지털 갤러리 서비스
·디지털 산책 및 라이브 파노라마 서비스
·군사, 보안 등 대화각을 요구하는 관제 모니터링 서비스
·전시, 공연 등 대규모 장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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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파노라마 동영상 획득 및 생성 시스템
감성미디어연구실 담당자

차지훈

본 기술은 대화각·고품질 파노라마 동영상을 생성하기 위하여 마치 하나의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멀티 카메라를 이용, 사람이
보는 시야각 이상의 화각을 동시에 촬영하여, 하나의 파노라마 동영상으로 생성하는 기술로 마치 현장에서 시청하는 듯이 사실
감과 몰입감을 향상할 수 있는 실감영상 기술임. 본 기술은 전시, 문화공연, 감시정찰 등 광시야각 중심의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시청자에게 현장감 제공을 극대화 하기 위한 넓은 화각(180도)의 고품질(high resolution) 파노라마 동영상 획득·생성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대화면 스크린의 대중화 및 3D, UHD와 같은 실감미디어 경험을 토대로
보다 사실적이고 현장감을 지원하는 실사 기반 고품질 파노라마 수요
확대중임
·현재 파노라마 서비스 산업 전반적으로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이 외산 기
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외산 기술의 국내시장 잠식 해소 및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성 대두
·파노라마 기술은 대용량 방송통신망, LED/대화면/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분야 발전의 동인 역할 및 광고, 교육, 군사, 공연, 관광 등 다양한 타 산
업 분야에 활용도가 높음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여러 대의 카메라로 광시야각(180도)을 고품질로 촬영할 수 있어, 실내
멀티 모니터뿐만 아니라 실외 대형광고판, 전시장 등에서 시야를 가득
채워줌으로써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고품질의 파노라마 동영상
을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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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시차(parallax)를 최소화 하
기 위하여 거울을 이용한 멀티 카메라 구조체를 사용하여 극복하여
Seamless한 파노라마 동영상 획득 및 생성이 가능함
■ 기술의 상세 사양
·거울을 이용하여 대화각을 촬영하는 멀티카메라 구조체로 근거리 시차
최소화 지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의 멀티카메라 보정 기술을 활용한 멀티카
메라 정렬 기능 지원
·멀티카메라로부터의 고품질 대용량 콘텐츠를 사용한 실시간 Seamless
파노라마 동영상 생성 지원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Computer Graphic 기반 파노라마 콘텐츠
·저품질 파노라마 획득 방법 (Immersive, PointGrey)
·고품질 파노라마 획득/생성 (독일 HHI)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실시간 파노라마 동영상 스티칭 시스템
■ 기술이 적용되는 서비스

본 기술의 우수성

Computer Graphic
기반 파노라마 콘텐츠

·많은 수작업을 요하는 CG 기반 기술에 비하여 실사 기
반의 파노라마 동영상을 빠른 시간에 획득 가능
·CG 가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현실감이 떨어지나, 실사
기반의 파노라마 동영상은 현장에 소속되어 있는 듯한
몰입감 제공

저품질 파노라마 획득 방법

·상대적으로 저품질(2400x1200,360도)의 획득시스템에
비하여 방송 동영상 수준의 고품질 지원

고품질 파노라마 획득·생성

·세계 최고 기관인 HHI의 생성 기술(6Kx2K)보다 고품질
파노라마 콘텐츠(7Kx2K) 획득·생성 지원

·대화각 디지털 갤러리 서비스
·디지털 산책 및 라이브 파노라마 서비스
·군사, 보안 등 대화각을 요구하는 관제 모니터링 서비스
·전시, 공연 등 대규모 장치 서비스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파노라마 카메라 및 빔프로젝트기반 렌더링시스템 시장규모 (단위: 억불, 억원)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년 11월

시장

2017

2018

2019

2020

2021

해외주1)
국내주2)

17
6,557

32
12,166

59
22,329

107
40,830

195
74,575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의 멀티카메라 정렬 기술

주 1) 카메라 리그의 경우 리그 한 셋트의 가격을 2017년 2억에서 2021년 1.5
억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
주 2) 빔프로젝터 렌더링 시스템의 경우 셋트의 가격을 2017년 4억에서 2021
년 3억으로 하락할 것으로 가정함

·고품질 대용량 파노라마 콘텐츠 생성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기술이전 범위
·거울을 이용한 근거리 시차 최소화 멀티카메라 구조체 기술

·디스플레이의 약진 등으로 기존 이미지, CG, 저화질 동영상 파노라마에
서 실사기반의 고화질 파노라마로 현장감 있는 시청환경으로 변화 가속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프라운호퍼 HHI(독일), FasinatE(EU), Immersive Media, CBC (캐나다)
등 국외를 중심으로 고화질 파노라마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 중

·또한 ISO/IEC JTC1 SC29/WG11 MPEG 에서는 파노라마 콘텐츠와 같
은 대용량 콘텐츠의 전송을 위하여 MMT(Mpeg Media Transport) 표준
화를 진행 중

·국내에는 ETRI, KAIST 등에서 실사기반 파노라마 기술 개발

■ 보유 특허

4. 기대효과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실감 파노라마 영상 생성을 위한 3D
데이터 포맷 생성/소비 방법

한국

20120029962

2012

출원

3차원 모델뷰 기반의 멀티카메라 모
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

한국

20120145947

2012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근거리 시차 최소화 파노라마 카메라 릭(Rig) 시스템
·파노라마 동영상 획득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효과
·(기술적) 국외기술에 뒤쳐진 실사기반 파노라마 동영상 산업 전반에 핵
심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UI/UX, 인식 분야 등 실감산업의 기술적 우
위 선점
·(산업적) 현장감이 있는 새로운 실감미디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여 방
통융합망, LED·대화면 비평면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서비스 생태계
전반의 관련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동인 역할
·(경제적) 국내 기술 개발로 인한 로얄티 수입이 가능하고, 광고, 교육, 군
사, 문화공연 등 타 산업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류문화 콘텐
츠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3D 이후 실감미디어 산업의 기폭제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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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용자 자유도 허용 정밀 시선추적 기술
감성미디어연구실 담당자

차지훈

본 기술은 TV 시청거리에서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TV 시청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판독할
수 있는 원거리 시선추적 기술임. 본 기술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어, 게임 인터페이스, 광고효과 분석 등 다양한 응용 어플리
케이션에 활용이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높은 사용자 움직임을 허용하며 바라보는 것 만으로 TV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자유도 허용 정밀 시선추적 기술 개발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UI패러다임에 있어 시청자의 편의성 및 현실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이 부각되고 있음
·시선은 다른 감각기관에 비해 민감하고 빠른 반응속도를 보이므로 시청
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인터랙션 수단으로 활용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용
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음
·손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미디어 소비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 향상

■ 기술의 상세 사양
·시선추적 시스템
- 소형

광각카메라 2대 및 협각카메라 1대 사용
‥ 소형 광각카메라 2대 및 협각카메라 1대 사용
‥적
 외선 조명 2개: 940nm 대역, 조사각 : ±20˚
■ 시선추적 구동 S/W 모듈
- 추적거리

: 3m
- 사용자

자유도 : ±45X45 cm
- 정확도

: ±0.8°

·스마트TV를 통해 노출된 광고 효과 모니터링, 홍채 정보 기반 본인 인증
을 통한 스마트 TV 금융결제 및 시청 연령 제한 기능 등에 응용 확장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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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추적거리 3m의 원거리 시선추적 기술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사용자의 전방향 움직임 시 시선 위치 보정 기술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턱을 괴고 있는 사용자 시선추적을 위한 Z축 회전에 강인한 얼굴 추적
기술

·Sweden Tobii
- 다양한

형태의 시선 추적 장치를 개발 중이나 대부분 근거리용 (<80Cm)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시선추적 장치임
- 시선

추적 하드웨어 외에 수집한 시선 추적 정보 분석 도구 개발에도 집중
·Germany SMI
- PC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근거리용 (<80Cm) 시선추적장치

·사용자 시선 이동 분석에 기반한 광고 효과 모니터링

- 시선

추적 장치가 부착된 헬멧을 착용하고 시선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기술(eyeDriver) 개발
·U.S.A. EyeTech

·시선과 제스처를 연동한 차세대 게임
·장애인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운전자의 시선 정보 분석을 통한 운행 보조 서비스

- 근거리

PC제어 (<60cm)
- 원거리

TV제어 (<250cm), 좁은 사용자 움직임 허용 범위(±18x10cm)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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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EyeTech

EyeTech의 시선추적 기술은 2.5m이내, ±18x10cm 움직임 범위하
에서만 동작이 가능하나, 본 기술은 세계 최초로 3m 추적거리에서
±45x45cm의 높은 사용자 움직임 하에서도 동작이 가능한 시선추
적 기술임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국내 시장에서 시선 추적 기술은 TV응용, PC응용 및 차량응용에 적용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는 '17년 78억원 규모에서 '22년
1,099억원 규모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CAGR

TV응용
PC응용
차량응용
합계

78
78

95
173
119
387

123
204
168
494

173
235
252
659

285
356
352
993

328
360
411
1,099

36.2%
20.1%
39.4%
69.6%

·세계 시선추적 기술의 응용시장 규모는 '17년 5천6백만$ 에서 연평균
64%의 고성장세로 '22년 6.7억$ 규모로 성장 전망

·2014년 1월
■ 기술이전 범위
·사용자 자유도 허용 정밀 시선추적 시스템 하드웨어 설계서
- 시선추적용

고해상도 PTZ 카메라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CAGR

56

268

332

428

623

666

64.0%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시선추적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실제 제품화
가 이루어지는 방법들은 2차원적인 영상 분석 방법을 데스크탑 컴퓨터
의 일반모니터 환경을 대상으로 구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근거리 고정
형 기술이며, 장애인을 위한 입력 보조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음

·사용자 자유도 허용 정밀 시선추적 소프트웨어 및 상세설계서
·사용자 설명서

·EyeTech Digital Systems (www.eyetechds.com)에서 개발한 TM3는 마
우스를 대용한 시각 마우스로써 적외선 광원을 이용하여 눈동자의 위치
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눈 깜박임으로 클릭을 할 수 있게 개발되
었음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MPEG-V Part 5. (Data Formats for Interaction Device)
- 시선

추적을 위한 데이터 포맷 기술을 중심으로 2nd edition MPEG-V 표
준화 과정에 기고
- FDIS

of ISO/IEC 23005-2 Control Information, 23005-5 Data Formats for
Interaction Device 2nd Edition에 채택
■ 보유 특허
특허명

구분

시선추적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LED
 조명

출원/등록
구분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실감 파노라마 영상 생성을 위한 3D 데이터
포맷 생성/소비 방법

한국

20120029962

2012

출원

3차원 모델뷰 기반의 멀티카메라 모니터링 시
스템 및 방법

한국

20120145947

2012

·2013년 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스마트폰에서 눈이 페이지 하단
에 닿으면 화면이 내려가는 `아이스크롤링` 기능과 눈동자를 인식해 동
영상을 재생 혹은 정지할 수 있는 `스마트 비디오` 기능을 탑재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은 개략적인 시선위치 분석만으로 충분히 제공 가
능한 것으로써 메뉴 조작을 위한 정밀 시선 위치 분석 기술과는 다소 거
리가 있음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기존 시선추적 장치들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원천기술이 외국에 있어 응
용 장비의 개발에 한계를 보이는 실정이므로, 저가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고객에게 어필하여 외국 제품을 대체함으로써 국내 제품 점유율을
늘릴 뿐 아니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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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감성콘텐츠 저작/편집 도구
감성미디어연구팀 담당자

안충현

본 기술은 4D 감성콘텐츠의 제작을 위해 AV를 분석하여 AV와 함께 감성정보를 포함하는 프레임을 추출 제시함으로써 효율적
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향상하였음. 본 기술은 4D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실감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의 제작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본 기술은 고품질 영상과 더불어 시청자에게 풍부한 감각 체험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에 대한 감성정보의 저작 및 편집을 쉽게
하기 위한 저작 기술임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4D 시네마에서와 같이 대부분 수입 제품이나 소수의 국내 업체에서 기
술 및 제품을 개발 중임
·4D 실감효과 표현을 위한 저작도구 개발 및 4D 실감효과 제어 엔진 분
야에 앞으로 원천 기술 선점

·콘텐츠 제작의 효율화
·MPEG-V를 만족
■ 기술의 상세 사양
·영상, 오디오 및 자막의 분석을 통한 감성특징 정보 추출 기술
·감성 정보량의 감성효과 변환 기술
·네트워크를 통한 주변 재현 디바이스와의 연동 기술
·WISWIG 방식의 사용자 GUI

·4D 실감효과에 대한 사용자 개인 선호도나 실감효과 장치 및 센서의 성
능 등을 저작할 수 있는 저작 도구의 개발로 개인 선호도와 장치 성능을
감안한 적응 엔진의 원천 기술 선점
·시청자가 마치 화면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입체
적으로 보고, 느끼고, 즐기는 사용자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4D 상영
관의 증가 추세

후각재현장치(프로토타입)

·단순 방송 시청에서 감성과 재미를 추구함에 따라 방송통신 서비스가 단
순한 기능 및 성능 고도화를 넘어 오감 및 감성 기술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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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벨기에 Alterface사의 5Di는 High definition 3D image뿐만 아니라 4D를
넘어서 관객의 의자나 극장의 바닥이 실제로 움직이는 느낌을 주는 5차

원 인터액티브 시네마 솔루션으로 이 5Di 기술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엔
진을 개발해 현재 Slato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

- 국내

4D 관련업체는 영세한 수준으로 업체간 과다경쟁 및 정보교류 부족
으로 유사기술에 중복 투자되고 있는 실정

·Salto는 인터액션 엔진으로 3D Studio Max, Adobe Phtoshop, Adobe
Premiere 등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툴들을 이용해 제작된 영상이나 음
향, 영화 3D Scenes 등의 기존 콘텐츠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액
션 어플리케이션 제작 소프트웨어임

- 실감

콘텐츠가 단순히 극장과 TV방송용 뿐만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 각
종 공연장 등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는 인식 부족으로 양질의 콘텐츠
제작 개발 미흡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Alterface사, Slato

AV를 분석하여 부터 감성효과를 제시할만한 장면을 자동추출 하고,
해당 장면에 대한 감성정보 효과량을 사용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콘
텐츠 제작시간을 단축

- 기존의

오감미디어 제작 방법은 수작업 형태의 미디어 저작환경을 저작
자가 미디어를 여러 번 보면서 적절한 장면을 찾아내고 수작업으로 실감
효과를 입력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효율화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기술개발 완료시기

·약 376억달러('09년 기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화장품산업 세계시장동
향, '10. 12)에 달하는 향수산업과 정보통신서비스를 연결함으로써 감성
정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창출

·2014년 2월

·2020년경 세계 시장규모는 약 6조 달러에 이를 전망

■ 기술이전 범위

- 다중감각 통신 분야는 다양한 냄새를 생성 및 재현하는 기술 등의 개
발 완료로 '20년경에는 0.9조 달러의 시장 형성 전망(ITU Association of
Japan, '05)

기술의 완성도

·비디오, 오디오 및 자막 분석을 통한 감성정보 추출 모듈
·감성 정보량의 감성효과 변환 기술
·네트워크를 통한 주변 재현 디바이스와의 연동 모듈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WISWIG 방식의 GUI 저작도구 S/W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에서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간의
인터페이스 규격인 MPEG-V(ISO/IEC 23005) 표준화를 진행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4. 기대효과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에서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간의
인터페이스 규격인 MPEG-V(ISO/IEC 23005) 표준화를 진행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Part 3 : sensory information 은 light, spray, scent, kinesthetic motion,
tactile 등의 effect를 전달할 수 있는 XML 스키마를 정의

·3D 영상에 의자진동, 바람, 수증기, 향기, 조명효과 등이 추가된 4D 영
화관이 활성화되는 등 실감 미디어가 본격적으로 상용화 되는 추세

·Part 5 : part 3의 정보를 실제 액츄에이터로 전달하거나(Device
Command), 혹은 sensor 를 통하여 감지된 정보를 표현하는(Sensed
Information) 데이터 포맷을 정의

·현재 4D 극장 시스템은 비디오 및 오디오를 포함한 컨텐츠에 별개의 실
감, 오감 효과 디바이스들을 시간적으로 동기화시키는 시스템을 운영.
따라서 제작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시스템이 복잡한 고비용 구조임

·Part 6 : 특정 시간(Timestamp) 에 직접 액츄에이터를 제어하기 위한 정
보이며, part 3 에서는 실제 방송 시청 환경과는 상관없이 저작자 측면
에서 방송 콘텐츠에 필요한 실감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정의

·2D보다 두 배의 요금에도 불구하고 평균 객석 점유율 79%로 일반 상영
관에 비해 높은 객석 점유율을 보이는 4D는 다양한 체험으로 스마트폰
이나 태블릿 PC가 흡수해 간 관객들을 극장에 오게 함

■ 보유 특허

·4D 영화는 보통 10~20 일간의 공정을 거쳐 완성되는데 영화관측이 제
작사나 배급사로부터 영화 파일을 받으면 4D 프로그래머와 4D 스크립
터가 모여 장면 별로 어떤 특수효과를 사용할 지 결정하고 각 장면별 시
놉시스 초안이 완성되면 4D 제작팀은 각 특수효과를 어느 시점에 사용
할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을 수행함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등록

오감데이터 동기화 전송장치 및 그
방법과 그를 이용한 실감형 멀티미
디어 데이터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한국,미국

20030079865
(0581060)

20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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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도입효과

·4D 제작은 기본적으로 영화 자체에 충실하게 보조적인 효과를 덧입히는
것으로 영화의 이야기와 감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4D 프로그래머가 수십 번 영화를 반복해서 봐야 하는 수고를 완전히 없
앨 수는 없으나 실감효과를 자동 추출하여 실감효과의 이벤트 포인트를
제시함으로써 작업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음. 이로 인해 4D 영화 제
작 시간 단축 및 비용 절약에 도움 될 것으로 예상됨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4D 영화와 같은 체감형 콘텐츠 제작
·후각 테라피와 같은 AV와 감성정보가 동기화되어 제공되는 미디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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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D/3D 혼용방송서비스 지원을 위한
MPEG-2 TS 스위칭 기술
영상미디어연구실 담당자

조숙희

본 기술은 2DTV 인코더에서 나오는 출력 MPEG-2 TS와 3DTV 인코더에서 나오는 출력 MPEG-2 TS를 입력 받아 사용자 입력
또는 시스템의 예약 입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의 입력에서 다른 입력으로 변환 출력할 수 있어, 기존 HDTV 채널에서 DTV
방송과 3DTV 방송의 혼용서비스에 활용 가능.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2DTV 인코더에서 나오는 출력 MPEG-2 TS와 3DTV 인코더에서 나오는 출력 MPEG-2 TS를 입력 받아 사용자 입력 또는 시스템의
예약 입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의 입력에서 다른 입력으로 변환 출력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지상파 양안식 3DTV 상용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HDTV 기존 채널에서
DTV방송과 3DTV 방송이 혼용된 서비스 방식

·HDTV 채널에서 DTV 와 3DTV 혼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존 DTV 비
디오의 끊김이나 블록킹 현상 없이 seamless하게 스위칭 지원

- 방송사는

3DTV 방송 콘텐츠 송출에 있어서, 기존 DTV를 시청하는 시청
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DTV 및 3DTV 스트림을 절체하여 송
출하여야 함

·기존 1개 HDTV 채널에서 1개의 프로그램 및 복수개의 프로그램을 혼용
하여 서비스에 활용 가능함

- DTV와

3DTV 스트림을 절체하는 순간 비디오의 끊김이나 블록킹 현상 없
이 seamless하게 스위칭할 수 있는 3DTV 전송스트림 스위칭 기술 필요

■ 기술의 상세 사양
·스위칭 출력 제어
·DTV 및 3DTV MPEG-2 TS 역다중화
·MPEG-2 TS 스위칭을 위한 DTV 및 3DTV 전송스트림의 시간정보 분
석 및 처리
·기존 DTV 비디오 seamless 스위칭을 위한 비디오 처리
·MPEG-2 TS 재다중화

2D/3DTV 혼용방송 서비스에서의 TS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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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기존 MPEG-2 TS 스위칭 기술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인코더 비트율 제어 시스템 기술

·제품

- 인코더에서

출력되는 비트율을 자동으로 변동시키는 기술
- 인코더의

비트율 변동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DTV 와 3DTV 스트
림 각각에 할당된 비트율로 부호화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현재 개발된 제품은 seamless 스위칭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MPEG-2 TS 스위칭 기술 DTV 및 3DTV 혼용서비스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Seamless 스위칭이 가능하도록 비디오 처리 기술 개발

- 방송사에서 사용하는 송출서버 등의 방송장비에 적용될 수 있음
·서비스
- 기존 1개 HDTV 채널에서 DTV 및 3DTV 혼용서비스
- 기존

1개 HDTV 채널에서 1 개의 프로그램 및 복수개의 프로그램 혼용
서비스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년 6월
■ 기술이전 범위
·2D/3D 혼용방송서비스 지원을 위한 MPEG-2 TS 스위칭 기술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5

2016

국내 시장규모

13,117

68,205

86,568

세계 시장규모

758,471

3,943854

5,005,667

국내시장출처 : 전자통신동향분석 26권 제3호 "방송장비산업의 현황 및 전망" (2011.06)
세계시장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 R&D 발전전략 (디지털 TV/방송)" (2010.09)

- S/W 소스
- H/W VHDL 소스코드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H/W 회로도

·국내 TTA 및 ATSC 에서 3DTV 방송 표준 완료

- 관련 특허 통상 실시권

·2011년~2012년 3D 방송 실험 방송 진행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MPEG-2 Systems 표준(1994)
- 전송스트림 스위칭에 필요한 규격을 포함하고 있음
·한국 및 미국 ATSC 3DTV 방송 표준화 완료
- 한국: TTA, 지상파 3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제정(2011. 12)
- 미국: ATSC S12에서 3DTV 방송 표준 제정 (2012. 12)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3DTV 방송 시, 본 기술은 기존 HDTV 채널에서 DTV 방송과 3DTV 방
송이 시간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방송프로그램이
3DTV 콘텐츠가 아니어도 스트림 송출에 문제가 없어 3DTV 방송 상용
서비스 도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본 기술은 간단한 하드웨어 logic 및 소프트웨어 모듈 형태로 적용이 가
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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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Full-HD HEVC 실시간 코덱 기술
영상미디어연구실 담당자

석진욱

본 기술은 AVC 이후 차세대 비디오 코덱으로 주목 받고 있는 HEVC 표준을 Full-HD 급 동영상에 적용하여 부복호화 하는 기술
로서, 특히 데이터 전송 대역폭의 제약을 받는 모바일 환경에서 압축효율이 높은 HEVC를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적용하고자 할
때 활용 가능한 기술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구성도

■ 기술개념
·압축률이 우수한 HEVC로 Full-HD 동영상을 실
시간으로 부호화하는 기술
·모바일 환경에서 압축률이 우수한 HEVC로 부
호화된 영상을 전송 받아 실시간으로 복호화하
여 재생하는 기술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실감미디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 특히 비디오
영상에 대해 고화질을 요구하는 추세임
·고화질 콘텐츠는 데이터 용량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에 기존의 비디오
압축 표준인 AVC의 압축성능 보다 향상된 압축기술이 필요함
·AVC 부호화 대비 2배 이상의 압축성능을 보이는 새로운 비디오 압축
표준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가 2013년 1월에 완료됨
·압축성능이 우수한 HEVC 기술이 멀티미디어 서비스 전반에 걸쳐 AVC
를 대체할 것이라 예상됨

입력
출력
성능
비트율
OS
지연시간

HD-SDI, YUV4:2:0, 8bit
DVB-ASI, MPEG-2 TS
30fps @1920x1080
4~6Mbps
Windows 7
500msec 이하

IP 네트워크, MPEG-2 TS
RGB 4;4:4
30fps @1920x1080
4~6Mbps
안드로이드 젤리빈 Ver. 4.1
2sec이하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Allegro HEVC S/W 인코더 (프랑스)
- HD720P 지원
·Ericsson HEVC S/W 인코더 (스웨덴)
- HD720P 지원
·Mitsubishi HEVC H/W 인코더 (일본)
- Full-HD@60P 지원 (INTRA Only)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 FPGA

기반 Prototype

기술의 특징

·HHI S/W 디코더 (독일)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HEVC는 높은 압축률을 제공하므로, 주로 이동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우선 도입할 것으로 예상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비트율 전송대역폭 내에서 Full-HD
서비스가 가능한 고품질 모바일 용 실시간 코덱 개발
■ 기술의 상세 사양

시스템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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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

Mitsubishi HEVC H/W 인코더
Full-HD HEVC 실시간 인코더

ARM 기반 Full-HD HEVC
실시간 디코더 기술

Intel CPU기반 S/W 솔루션

ARM Core 기반
Embedded S/W 솔루션

본 기술의 우수성

·본 기술은 Full-HD HEVC 실시간 인코딩 지원
Allegro HEVC S/W 인코더
·Full-HD 영상에 적합한 율제어, 전처리등으로 우수한 화질
Ericsson HEVC S/W 인코더
·ETRI 독자 인코딩 기술로 우수한 HEVC 인코딩 결과 제공

HHI HEVC S/W 디코더

·본 기술은 INTRA 외에 INTER 인코딩도 지원
·Main Profile 지원으로 방송 서비스에 적합
·경쟁기술은 PC 기반 기술인, 본 기술은 모바일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ARM Core 기반 Embedded S/W 솔루션임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년 글로벌 IPTV 가입 가구 수가 1억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연평균 성장률 34.5% 성장률)

·2013년 8월

·2017년에는 IPTV 가입 가구 수가 1억 8,100만 가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세계 IPTV 가입 가수 수 추이 (2013-2017) (단위: 만 가구)

■ 기술이전 범위
·Full-HD HEVC 실시간 인코더 모듈 (S/W 기반)
- Full-HD급

입력 영상을 받아 실시간으로 부호화하여 TS로 출력하는 장치
(1080p@30fps)
‥H
 D-SDI 규격 지원
·ARM 기반 HEVC 실시간 디코더 모듈 (S/W 기반)
- ARM

프로세서 탑재한 모바일 기기환경에서 Full-HD급 동영상 TS를 입력
받아 실시간으로 복호화하여 재생하는 장치 (1080p@30fps)

[출처] : Pyramid Research(2013.03)

‥안
 드로이드 젤리빈 Ver. 4.1 지원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2012년 말 국내 IPTV 가입자가 600만 명을 돌파

표준화 및 특허

·2009년 1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가입자 수 급성장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TU-T VCEG과 ISO/IEC MPEG 기구가 합동으로 JCT-VC를 결성하여
표준화 완료

·국내 IPTV 서비스는 스마트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도입이 늦은 편이었으나, 연평균 성장률 51%로 빠른 속도로 확산
·현재 가입자 수로 OECD 회원국에서 3위에 이르고 있음

- H.264/AVC

대비 약 2배의 부호화 성능 달성

·2017년에는 IPTV 가입 가구 수가 1억 8,100만 가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2013.1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IPTV는 2009년~2011년 3년가 정보통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국민경제
전체의 총 5.4조 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부가가치 1.6조원을 창출하였다
는 보고가 있음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고속 부호화 모드 예측을 위한 직교변환
계수 차이의 확률 변수 분포를 이용한 임
계값 설정 방법

한국

20120029155

2012

출원

블럭모드 결정 시 화면 내 부호화 모드에
대한 조기 종결방법 및 장치

한국

20120006167

2012

3년간 누계 53,528

출원

비디오의 화면분할 병렬 부호화시 비트
율 제어 방법

한국

20120022546

2012

[출처] : 세상을바꾸는 IPTV, KT경제경영연구소, 2012.12.03

IPTV의 경제적 파급효과(20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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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항목

생산(억 원)
전산업

정보통신산업 기타산업

35,954

17,573

고용(명)

부가가치
(억 원)

전산업

16,139

15,661

정보통신산업 기타산업

7,486

8,175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HEVC Mobile HD 인코더 (Full-HD 3~4Mbps/ HD 1~2 Mbps)

·기존 기술 개선 정도

·HEVC IPTV/VoD 인코더 (Full-HD 4Mbps/ HD 2 Mbps)

- 현존

720P급 혹은 그 이하가 주류인 네트워크 기반 영상 서비스를 FullHD급으로 확장

·HEVC 이동식 중계기 (Full-HD 4Mbps : 기술이전 아이템)
·HEVC 기반 MMS (Full-HD 4Mbps, MPEG-2 16Mbps) 등
■ 기술이 적용 산업 분야
·Full-HD 영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기반 모바일 서비스 분야
·신속한 기동이 필요한 중계 방송 분야
·3D 방송, MMS등 부가 영상이 필요한 신기술 기반 방송 분야

- 기존

Full-HD IPTV 서비스의 패킷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서비스 가능
- 기존

SD급 영상서비스 제공에 불과한 3G 네트워크 영상 서비스를 HD급
으로 확장
·비용 절감 효과
- 기존
 대비 절반의 비트율로 HD급 영상 서비스가 가능하여 네트워크 투자비 절감

■ 본 기술의 장점 및 개발 기술의 중요성

- S/W

솔루션으로 기존 H/W를 사용하여 HEVC 인코딩 시스템 구축 가능
하여 H/W 구매비 절감

·S/W기반 Full-HD HEVC 실시간 인코더로서 H/W 기반 인코더 대비 가격 경쟁력

·생산성 증대 효과

·비선형 디지털화 되고 있는 방송 시스템 전 분야에 적용 가능

- 기존
 대비 저렴한 네트워크 사용 비용의 Full-HD 영상 서비스로 생산성 증대

·모바일 영상 서비스 분야에 있어 최고 핵심 기술

- 모바일

기반 영상 송출 시스템 개발 가능으로 생동감 있는 콘텐츠 제작을
통한 생산성 증대

-저
 비트율 제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실시간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술

·매출 기여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저렴한

비용의 Full-HD 영상 서비스 확장으로 통신사 및 방송사 등 콘텐
츠 제공자들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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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4K UHD HEVC 인코더 기술
영상미디어연구실 담당자

석진욱

본 기술은 AVC 이후 차세대 비디오 코덱으로 주목 받고 있는 HEVC 표준을 4K UHD 급 동영상에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부호화
하는 기술로서, 향후 UHDTV 서비스에 적용하고자 할 때 활용 가능한 기술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 기술구성도

·4K 실시간 방송을 위해 4K 영상과 5.1 ch 오디오를
영상 입력 보드를 통해 받고 이를 범용 H/W에서 S/
W로 HEVC-ES 와 오디오 ES를 실시간으로 생성한
후, TS로 다중화 하여 낮은 지연 시간에서 실시간으
로 송출하기 위한 인코더 기술 개발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송 서비스 가능
- 위성, 케이블, IPTV등 모든 매체에서 4K UHDTV 서비스가 가능
■ 기술의 상세 사양

·HD급 영상 서비스의 보편화 및 HD급 방송 기술 개발 이후 새로운 방송
기술 및 프리미엄급 서비스에 대한 관심 급증
- 일본 NHK는 1995년 부터 차세대 HD 방송 기술로서 8K급 Super high
Vision 기술을 개발하고 2006년 부터 일반에게 공개하기 시작
- 일본
 NHK/영국 BBC는 2012년 7월 런던올림픽에서 8K 위성중계 시범서비스
·4K급 UHDTV 상용 서비스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급증
- 8K의 경우, 기술 개발 측면이 강하나, 4K의 경우 디지털 시네마를 비롯
실제 소비자 가전 부분에서 실용 가능성이 높아 선진 각국 및 업체들이
기술 개발에 매진
- 한국 KBS는 ETRI와 공동으로 세계 최초 2012년 9월 4K HEVC 기반
UHDTV 공중파 실험방송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Allegro HEVC S/W 인코더 (프랑스)
- HD720P 지원
·Ericsson HEVC S/W 인코더 (스웨덴)
- HD 720P 지원

- 프랑스는 4EVER 프로젝트를 통해 학계-산업계 및 국책 연구기관이 공동
으로 참여하는 4K UHDTV 방송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13년 현재 시험방
송에 들어갔음

·Mitsubishi HEVC H/W 인코더 (일본)

- 미국의 Netflix는 1~2년 내 4K 스트리밍 서비스 계획

- FPGA

기반 Prototype

- Full-HD@60P 지원 (INTRA Only)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경쟁기술
Allegro HEVC S/W 인코더
Ericsson HEVC S/W 인코더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4K UHDTV 서비스를 기존 디지털 방송 시스템 위에서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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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술의 우수성
·본 기술은 Full-HD HEVC 실시간 인코딩 지원
·Full-HD 영상에 적합한 율제어, 전처리등으로 우수한 화질
·ETRI 독자 인코딩 기술로 우수한 HEVC 인코딩 결과 제공
·본 기술은 INTRA 외에 INTER 인코딩도 지원

Mitsubishi HEVC H/W 인코더

·Main Profile 지원으로 방송 서비스에 적합
·S/W 기반으로 저렴한 가격

- 기존 MPEG-2 기반 디지털 방송의 영상 비트율인 17.6 ~ 23 Mbps이하
에서 서비스 가능 화질인 PSNR 35dB 이상의 실시간 인코딩

기술의 완성도

- 기존 ATSC 영상 비트율인 19.7 Mbps에서 4K UHDTV 공중파 실시간 방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년 12월말에서 2014년 2월초

·간편한 유지 보수 및 성능 향상과 새로운 서비스 접목 가능

-H
 EVC 인코더 DLL S/W

·4K UHDTV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술

- 인코더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모듈을 모두 통합하여 MOCK-UP을 제외한
준 완성품 형태로 기술 개발 완료

- 4K
 UHDTV를 위한 저 비트율 제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실시간성을 보장하
는 핵심 기술

■ 기술이전 범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4K HEVC 인코더 S/W 소스코드
- 4K
 HEVC 인코더 DLL 소스코드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4K
 HEVC 인코더 입력 영상 기본 전 처리기 (기본 색상변환, 노이즈 필터)
S/W 모듈

·국내 UHDTV 시장은 '15년 이후 본 방송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25년에 4조 7백 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 HEVC

지원 TS 다중화기 S/W 모듈

·세계 UHDTV 시장은 4K 및 8K를 포함하여 '18년에는 연 매출 303억 달
러 규모에 이를 전망

- 4K
 HEVC 인코더 제어 시스템 S/W 소스코드

국내 UHDTV 시장 전망

·4K HEVC 인코더 S/W 라이브러리
- 4K
 HEVC 인코더 DLL
- 4K
 HEVC 인코더 입력 영상 기본 전 처리기 라이브러리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8

2021

2024

2027

2030

매출액

3,192

8,627

35,768

43,493

31,297

25,910

[출처] : ETRI (2009 5), "차세대 방송 수용자 반응 조사 보고서”

- HEVC

지원 TS 다중화기 S/W 라이브러리

세계 UHDTV 시장 전망

- 4K
 HEVC 인코더 제어 시스템 S/W 라이브러리
표준화 및 특허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1,090

1,207

1,795

2,788

17,107

25,466

30,359

[출처] : In-Stat(2009. 10), "The Market Opportunity for Ultra-High Definition Video"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TU-T VCEG과 ISO/IEC MPEG 기구가 합동으로 JCT-VC를 결성하여
표준화 완료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국외동향
- RED-One은

2007년 부터 디지털 시네마용 4K 카메라 출시

- H.264/AVC

대비 약 2배의 부호화 성능 달성
- 2013.1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완료

- Sony는

2012년 F65 4K 카메라 출시, 이후 Canon, JVC등에서 4K 카메라를
경쟁적으로 출시 중

·TTA/차세대방송표준포럼에서 UHD 방송을 위한 서비스 시나리오, 요구
사항 정의, UHD 영상/오디오 신호규격을 2011년까지 제정함

·국내동향

-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UHD 실감미디어 방송 발전전략(안)"이 수립 확정
되면, 국내 표준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출원

출원

출원

특허명
고속 부호화 모드 예측을 위한 직교변환 계수 차이의 확
률 변수 분포를 이용한 임계값 설정 방법
블럭모드 결정 시 화면 내 부호화 모드에 대한 조기 종결
방법 및 장치
비디오의 화면분할 병렬 부호화 시 비트율 제어 방법

출원국
(등록)
한국

한국

한국

출원
(등록)번호
20120029155
20120006167
20120022546

출원
(등록)년도
2012

2012

2012

- 프랑스

ATEME은 2013년 9월 Full-HD급 실시간 HEVC 인코더 출시 계획
- L G 전자는 2012년 8월 84인치 4K UHDTV 출시 이후 65/55인치까지 라인업 강화
- 삼성전자는

2013년 CES 에서 110/95/85 인치 4K UHD LCD 디스플레 전시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기존 기술 개선 정도
- 현존

720P급 혹은 그 이하가 주류인 네트워크 기반 영상 서비스를 FullHD급으로 확장
- 기존

Full-HD IPTV 서비스의 패킷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서비스 가능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4K UHDTV HEVC 방송용 실시간 인코더 (12~17.6Mbps/ max 25
Mbps @30Hz)
·지상파/케이블/위성 4K UHDTV 방송 서비스
·네트워크 기방 4K UHDTV 스트리밍 서비스
■ 기술이 적용 산업 분야
·4K UHDTV HEVC 영상 방송/전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미디어 분야
·4K를 비롯한 HEVC 영상 제작이 필요한 미디어 제작 분야

- 기존

SD급 영상서비스 제공에 불과한 3G 네트워크 영상 서비스를 HD급
으로 확장
·비용 절감 효과
- 기존

디지털 영상 서비스 시스템 위에서 4K UHDTV 서비스가 가능하여
투자비 절감
- S/W

솔루션으로 기존 HW를 사용하여 HEVC 인코딩 시스템 구축 가능하
여 H/W 구매비 절감
·생산성 증대 효과
- 기존

대비 저렴한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4K UHDTV 영상 서비스 제공으
로 생산성 증대

·3D 방송, MMS등 부가 영상이 필요한 신기술 기반 방송 분야

- 모바일

기반 영상 송출 시스템 개발 가능으로 생동감 있는 콘텐츠 제작을
통한 생산성 증대

■ 본 기술의 장점 및 개발 기술의 중요성

·매출 기여도

·S/W기반 4K HEVC 실시간 인코더로서 H/W 기반 인코더 대비 가격 경쟁력

- 저렴한

비용의 4K UHDTV 영상 서비스 제공으로 통신사 및 방송사 등 콘
텐츠 제공자들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비선형 디지털화 되고 있는 방송 시스템 전 분야에 손쉽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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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비정형 데이터 컨텍스트 추출 및
시맨틱 태깅 기술
스마트미디어플랫폼연구실 담당자

박원주

본 기술은 정형 데이터로부터 웹, SNS의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의미적으로 유사성을 분석하여 정형데이터에 시맨틱 태깅을
가능하게 함. 이를 통해 링크드 데이터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웹 데이터를 의미적으로 연관관계를 태깅함으로써, 지
식베이스 구축을 가능하게 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컨텍스트를 추출하고, 공공 데이터 등의 정형 데이터와 의미적으로 연관관계를 부여하고 태깅하는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되었던 데이터들에 대한 의미기반의 활
용을 위해 Linked Data기반의 웹 응용과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음
·Data Government등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 정보들을 공개하고
활용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음
·Linked Data와 같은 공개된 정형데이터를 중심으로 관련된 웹/SNS등의
데이터를 찾아내고 이를 의미기반으로 표현하고 활용 가능하게 하는 기
술이 필요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정형데이터와의 의미적 관련성을 한국어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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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플랫폼 기반의 구현을 통해 클라우드 등 분산환경에서의 활용
성 증대
■ 기술의 상세 사양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GATE(Ontotext)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영문데이터에

대한 Linked Data기반의 의미연결 기술제공

·웹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축적하는 지식구축 엔진

- 문장의

패턴 등을 통해 문장내의 객체들을 인식하여 이를 Linked Data의
객체들과 의미관계 부여

·Linked Data 형태로 표현된 정형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검색 서비스

·시맨틱어노테이션 도구(솔트룩스)
- 온톨로지의

객체들을 사전으로 활용한 문장으로부터의 개체명 인식 수행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GATE

한국어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의미연결 수행
Linked Data에 객체들이 가진 컨텍스트 추출 및 오브젝
트간의 의미관계 활용을 통한 시맨틱 태킹 도구 제공

시맨틱어노테이션 도구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기술의 완성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시맨틱 웹 시장 예상 국외 매출액 전망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년 11월 -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의 컨텍스트 추출 및 정형 데이터
와의 의미적 연관관계 분석, 시맨틱 태깅 도구를 이용한 의미관계를 부
여한 태깅 기술
■ 기술이전 범위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의 컨텍스트 추출 및 제공 기술

구분

R&D
연계
매출
현가
(NPV)

·정형데이터 기반의 비정형텍스트 시맨틱 태깅 기술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낙관적

21,006

22,376

23,836

24,873

25,955 118,047

합계

중립적

12,603

13,426

14,302

14,924

15,573

70,828

비관적

9,002

9,590

10,216

10,660

11,124

50,591

낙관적

14,347

13,894

13,455

12,764

12,108

66,568

중립적

8,608

8,336

8,073

7,658

7,265

39,941

비관적

6,149

5,955

5,766

5,470

5,1289

28,529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표준화 및 특허

·2009년 시맨틱 웹 기술업체 Sindice는 sig.ma라는 이름의 Linked Data
검색 서비스 시작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Semantic annotations in OGC standards

·2012년 5월 구글은 Knowledge Graph라는 이름의 정형데이터 기반 서
비스 발표

-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공간정보 국제표준총회)
- 글로벌 공간정보 산업부문의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 기구
- 공간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에서 시맨틱 어노테이션 기술에
대한 Best Practice 로 발간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2012년

9월 승인, 2012년 10월 발간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정형의 Linked Data를 중심으로 웹/SNS등으로부터의 비정형 데이터의
컨텍스트를 분석하여 추출하고, 시맨틱 태그를 포함한 지식베이스를 구축

■ 보유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출원
(등록)번호 (등록)년도

출원

정형데이터기반 비정형데이터 의미적 연결 방
법 및 시스템

한국

-

2013년
출원예정

출원

공공 링크드 데이터 기반 지식 자산 플랫폼 방
법 및 시스템

한국

-

2013년
출원예정

·비정형 데이터의 컨텍스트 추출 기술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고객 분석 가능
·구축된 지식베이스를 통한 지식기반의 서비스(검색/통계, 이슈분석) 및
고객 만족형 서비스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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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스테레오 비젼 영상 센서의 거리
정확도 향상 기술
스마트미디어플랫폼연구실 담당자

심재철

본 기술은 단거리 구조광 센서의 정확도가 높은 depth map 영상을 이용하여 장거리 스테레오비젼 센서의 거리 측정 정확도를
향상시켰음. 혼합 현실, 영상 인식, 제스춰 인식 등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정확한 단거리 센서 정보를 바탕으로 스테레오 비젼의 정확도 향상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존 상용 제품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구현
■ 기술의 상세 사양

기술개발의 필요성

·Kinect 등 기존 상용 depth camera 연동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중/장거리 거리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응용 분야가 존재

·PC에서 30 Frame/sec
·10m 거리에서 기존 대비 100% 정확도 향상

- 증강현실,

제스춰 인식 등
·센서에 따른 특성이 존재
- 저렴한

경량 구조광 방식 센서는 정확한 반면 거리 범위에 제약이 있음
- 스테레오

비전 센서는 거리제약이 없는 반면 정확도에 제약이 있음
·중/장거리 응용을 지원하기 위한 경량의 저렴한 해결책 필요
- 대형응용에서는

정확한 구조광 센서를 다수 설치하여 이용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마커 기반 모션 캡쳐 시스템
- 높은

정확도와 거리를 보여주지만, 별도의 마커 필요
·시스테레오 비전

- 가격

및 복잡도 측면에서의 어려움 존재

- 주변

환경에 따른 성능 변화가 심하고, 낮은 정확도와 밀도
거리

경량 구조광
단거리

스테레오 비전
단/장거리

정확도

높음

낮음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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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광 센서
-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낮은 밀도로 인해 단거리에 적합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마커 기반 모션 캡쳐

마커 없이 높은 밀도

스테레오 비전

기존 스테레오 비전에 비해 향상된 정확도

구조광 센서

장거리에 잘 대응

기술의 완성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기술개발 완료시기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2013년 12월 - 실험실 수준

·세계 HMD 시장은 '16년 약 2억불 전망

·2014년 12월 - 시제품 수준

·세계 증강현실 응용 시장 '16년 약 50억불 전망(연평균 100%대 성장률)

■ 기술이전 범위

증강현실 응용 시장 규모 (2012~2016)

·Depth map Enhancement S/W
·Depth map Enhancement 기술 문서
·관련 특허 실시권

시장규모

(단위: 백만불)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

276

463

849

1,886

5,156

107.9%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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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th camera 시장은 세계적으로 소수 제품의 독과점 상태
·고가의 장거리 depth camera 사용 혹은 저가의 단거리 depth camera
를 다수 사용하여 대규모 공간용 응용을 구현

·증강 현실 HMD
- 저렴한

비용으로 장/단거리에 대한 거리 측정 정확도 향상
·제스춰 및 물체 인식 기반 콘텐츠/서비스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장거리

및 대형 공간에서 요구되는 센서의 수 절감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설치

위치 상의 제약 완화

·기존의 스테레오 비전의 정확도를 향상
·HMD 등의 경량화에 유리
·고가의 장거리 구조광 센서를 저렴한 단거리 구조광 센서와 스테레오 비
젼으로 대체함으로써 비용 절감
·대형 공간에서 요구되는 센서의 수를 줄여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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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스크린간 협업을 위한 웹 콘텐츠
이동 및 결합 기술
스마트미디어플랫폼연구실 담당자

조기성

본 기술은 N-스크린 환경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웹 콘텐츠를 원하는 스크린(단말)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하나의 협업 캔버스
스크린에서 다수개의 웹 콘텐츠들이 이동/결합하여 스크린간 협업이 가능한 기술임. 본 기술은 스마트워크 또는 스마트러닝
등의 사용자간 협업이 가능한 멀티 단말 응용서비스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N-스크린 환경에서 웹콘텐츠 구성 요소를 식별하여, 사용자
가 선택한 콘텐츠를 스크린의 특성에 맞게 이동·결합·소
비하는 협업 서비스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개인의 스크린 보유 및 소비 환경 변화(N-스크린)

·N-스크린 환경에서 사용자가 HTML5 기반 웹 콘텐츠를 원하는 스크린
으로 Drag & Drop 방식으로 이동하고, 하나의 스크린에 이동된 웹 콘텐
츠 조각을 결합 할 수 있어 단말간 또는 사용자간 협업을 지원

·Cross-Platform
대응을 위한 웹
앱 소비 인프라
요구, 스크린과
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협업서비스 인
프라 환경 제공
: (예) 스마트 e러닝, 정부(공공)
기관 지방 이전
에 따른 스마트
워크

·본 기술의 웹 기반 Core Framework은 현재 Chrome/안드로이드 브라
우저 환경에서 구동되나, 타 브라우저로 확장이 용이
■ 기술의 상세 사양
·데스크탑용 협업 클라이언트 기술
- 구동환경

: Chrome 브라우저 17.0 버전 이상
·모바일 협업 클라이언트 기술
- 구동환경

: 안드로이드 4.0 버전 이상
·협업 스크린 기술
- 구동환경

: Chrome 브라우저 17.0 버전 이상
·협업 서버 기술
- 구동환경

: NodeJS, MySQL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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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제품
- 스마트

e-러닝 플랫폼
-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플랫폼
- 스마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제품/서비스의 장점
- 전자

칠판과 같이 다수 사용자가 참여한 협업 스크린상에 콘텐츠들을 이
동하고 결합하여 사용자 참여형 인터랙티브 교육 서비스를 제공 가능함
- 공공

디스플레이에서 Select → Transfer → Play의 단순한 동작으로 사용
자가 원하는 웹 콘텐츠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동 및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 제공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 스마트워크,

모바일 오피스 등 스크린간 또는 사용자간 협업이 가능한 멀
티단말 응용서비스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클라우드/DLNA 기반
멀티스크린 서비스 기술

·미디어뿐만 아니라 웹 콘텐츠의 연속적 실행을
위한 컨텍스트 동기화 지원
·스크린간 웹 콘텐츠 이동 지원
·부분 웹 콘텐츠 결합을 통한 사용자간 협업 환경 지원

웹 콘텐츠 이동 및 결합 기술

·웹 콘텐츠의 컨텍스트 동기화 지원
·스크린간 웹 콘텐츠 이동 지원
·이동된 사용자간 콘텐츠 결합 지원
·스크린 특성에 따른 최적화된 콘텐츠 소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N-스크린이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산한
결과 N-스크린 시장 규모는 '12년 130.8억불에서 '15년 163.0억불, '18
년 171.1억불, '20년 164.7억불로 성장할 전망임
세계 N-스크린 시장 전망치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웹 콘텐츠 이동 및 결합 기능(1차) : 2012년 12월 개발 완료
·웹 콘텐츠 검색 및 멀티 디바이스간 결합(2차) : 2013년 12월 개발 완료 예정

(단위: 억불)

구분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중립적 전망

130.8

163.0

171.1

164.7

낙관적 전망

261.6

326.0

342.2

329.4

* N-스크린 시장은 Gartner의 스마트폰 매출액 전망 자료, In-Stat의 Netbook,
Smartbook, Mini-note 출하 대수 전망, DisplaySearch의 스마트TV 출하대수
전망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함

·기술개발 진행 정도 : 70%
·이전 가능 (예상) 시기 : 1차 기능(현재), 2차 기능(2013년 12월)
■ 기술이전 범위
·협업 클라이언트(데스크탑/모바일)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협업 스크린 기술

·스마트단말용 앱스토어 S/W(SDK 및 M/W) 시장은 국외시장이 2015년
8.6억달러 규모에서 2020년 10.8억달러 규모로(CAGR 6.3%), 국내시장
은 2015년 541억 규모에서 2020년 815억 규모로(CAGR 10.1%) 성장
전망 (출처: Gartner(2011.1) 등 자료기반 ETRI 기술경제연구부 추정)

·협업 제어 서버 기술
·모바일 원격 이동 제어 기술
표준화 및 특허

4. 기대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W3C Web and TV IG는 2011년에 종료된 Home Network TF의
Multiscreen의 연장으로 second screen 관련 use case 및 관련 표준
제정 논의를 재개, 2013년 W3C 워크숍을 개최하여 추진할 계획임
·2012년 5월 ITU-T에서 디지털사이니지를 위한 별도의 신규 Question
설립을 한국에서 제안하여, 11월 WTSA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었으며,
디지털 사이니지를 다루는 Question(Q.14)이 신설되어 멀티 스크린간
Interaction을 중심으로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임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출원

특허명

Inspector Script 삽입을 통한 웹 콘텐츠의 컨텍
스트 정보 추출 및 복원 장치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한국

20110126285

2011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스마트워크, 모바일 오피스, 디지털사이니지 등 스크린간 또는 사용자간
협업이 가능한 멀티단말 응용서비스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기술임
·기술수입이나 완제품 형태의 시스템 도입 대비 기술이전을 통한 제품 개
발 시 가격 20% 절감 효과
·본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단말(스마트폰 및 스마트TV) 및 애플리케이
션(모바일광고, 통합커뮤니케이션) 시장은 본 기술 개발 종료 1년 후인
2015년 기준으로 국내의 경우 500억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며, 세계 시
장의 수출효과는 약30억불 규모로 전망함 (출처: IDC 2011. 본 기술의
적용 규모를 전체 시장 규모의 1%로 가정하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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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소셜 정보 기반 콘텐츠 추천 기술
스마트미디어플랫폼연구실 담당자

유초롱

본 기술은 IPTV, 스마트 TV, SNS 등으로부터 소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관심 모델 및 선호도를 추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 기술구성도

·TV 시청 이력, SNS 이력, 소셜 관계, 소셜 트렌드 등 소셜
정보를 고려하여, 확장된 사용자 관심 모델 및 선호도를 추
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컨드 스크린 (Second-Screen)을
통해 콘텐츠 추천/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온라인

콘텐츠 및 도메인 DB를 이용한 도메인-토픽-키워드 간 의미 관
계 모델 구축
- 사용자

관심 키워드를 활용한 콘텐츠 추천 및 상품 광고 서비스 적용 용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의 이용 증가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에 따른 소셜 미디어 서비스 시장의 급성장
·TV 시청 이력 중심의 기존 추천/광고 기술을 넘어 소셜 관계, 소셜 트랜
드, SNS 이력 등의 소셜 정보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
·기존 IPTV 수익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SNS의 장점을 결합하기 위한
미래형 TV 서비스 모델인 “Social TV” 기술 개발이 필요
·사용자 인터랙션 수용 및 기존 TV 환경 제약 극복을 위한 세컨드 스크
린 (Second-Screen) 기반 서비스 제공 환경 필요
■ 기술의 상세 사양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기술의 상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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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편성표 제공 기술 (KT Olleh 서비스 기반)
- 개인

프로파일과 시청이력, SNS 정보를 고려한 사용자 선호 기반 콘텐츠
추천 서비스 제공

·SNS 단문 기반 사용자 관심 분석 기술

- 방대하고

복잡한 편성 정보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 만을 선별하
여 "나만의 편성표"생성

- Twitter,

Facebook, 블로그 등 SNS 단문 기반 사용자 관심 분석 및 키워드
추출 서비스 제공

- 상용

IPTV STB (KT Olleh) 기반 서비스 개발/연동으로 향후 상용화 용이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IPTV 또는 Smart TV 콘텐츠 제공자 (Content Provider)의 콘텐츠 소비
촉진 전략에 활용
- 콘텐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개인화 서비스 기술에 적용
- 콘텐츠

연동형 맞춤 광고 제공을 통한 수익 모델 창출
·TV 연동형 Second-Screen 단말 및 응용 서비스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Second-Screen

기반 응용 서비스 신규 개발 가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방송 프로그램 메타데이터 기반 TV 콘텐츠 검색 서비스 제공 (다음+CJ
헬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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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데이터

키워드 기반 콘텐츠 검색 수준

국내 Social TV 서비스 매출액 추이 및 전망

·TV와 블로그, 카페 등 커뮤니티 연동 서비스 제공 (기존 Smart TV)
- TV를

통해 채팅, 블로그, 카페 등 커뮤니티 접속 기능 수준
·콘텐츠 연동형 TV 광고 서비스 제공 (기존 IPTV)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IPTV 서비스 시장

4,251

6,004

7,829

9,460

10,728

11,608

Social TV 서비스 시장

1,700

2,402

3,132

3,784

4,292

4,644

- 채널

또는 VoD 구매 시, 해당 콘텐츠와 사전에 연계된 TV 광고 제공 수준
세계 Social TV 서비스 매출액 추이 및 전망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콘텐츠 검색/추천
/광고 기술

·시청 이력 외 SNS, 소셜 트렌드, 소셜 관계를 고려하여 사용자
관심 모델 확장에 따른 만족도 향상 가능
·주제별 관심 모델 체계 구축에 따른 사용자 모델 정확도 향상

TV 기반 서비스

·Second-Screen 기반 사용자 환경 제공을 통한 사용자 인터랙션
증대 및 프라이버시 보장, 그리고 타 응용과의 융합이 원활함

기술의 완성도

구분

2010

2011

IPTV 서비스 시장

213,600

280,800

Social TV 서비스 시장

85,440

112,320

2012

2013

(단위: 억원)
2014

2015

369,600 460,800

574,800

735,744

147,840

229,920

294,297

184,320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Alcatel의 AmigoTV, AT&T의 CollaboraTV, Motorola의 Ambient Social
TV 등, IPTV 서비스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IPTV 에 SNS
개념을 적용한 기술 개발을 진행 중
·Apple은 Apple 중심의 페쇄형 환경 및 최적화된 seamless UX 제공을
통해 콘텐츠 소비 환경을 일체화하는 전략 구사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2년 10월 - 핵심 기능 개발 완료 및 기능 모듈 시험

·Google과 Apple은 모두 Smart TV를 통해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
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모든 단말을 연결하는 N-Screen
서비스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2012년 12월 - 통합 기능 개발 완료 및 서비스 통합 시험
·2012년 12월 이후 -기술이전 및 상용화 추진
■ 기술이전 범위
·소셜 정보 기반 사용자 관심 모델 및 선호도 추출 프로그램

4. 기대효과

·Android(Second-Device) 기반 Social TV App 프로그램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표준화 및 특허

·최근 전세계적으로 크게 주목 받고 있는 SNS를 TV에 접목함으로써 차
세대 Social TV 서비스의 핵심 요소기술 확보 및 서비스 모델 개발 선도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출원

특허명

User interest pattern modeling server and
method for modeling user interest pattern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소셜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개인화
추천 및 광고를 통한 콘텐츠 소비 촉진 및 신규 BM 창출

미국

2013294894

2013

·소셜 정보 기반의 개인화 추천, 양방향 타겟 광고 등의 핵심 요소 기술
확보를 통해 IPTV 및 Smart TV 서비스 환경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
·TV를 매개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Second-Screen을 포괄하는
멀티스크린 환경에서 통합된 개인화 서비스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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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웹 연결 다중 카메라 기반 객체중심
다중 촬영 시스템 기술
방송미디어클라우드연구실 담당자

정일구

본 기술은 개인 방송 사업자가 저가의 웹 연결 다중 카메라로 다양한 영상을 획득하여 조합할 수 있고, 시청자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객체 중심의 카메라 촬영 영상을 다양한 시점에서 시청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송 시스템 기술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 기술구성도

·개인 방송 사업자는 저가의 웹 연결 다중 카메라로
다양한 영상을 획득하여 조합할 수 있고, 시청자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객체 중심의 카메라 촬영 영
상을 다양한 시점에서 시청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송
시스템 기술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엄 방송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시청자가 관심 장면을 다양한 시점에서 시청해 볼 수 있다는 점
■ 기술의 상세 사양

·방송 서비스 시장이 기존 주요 방송 사업자 중심의 고가 방송용 다중 카
메라 기반 방송 서비스에서 점차 소규모 개인 방송 사업자 중심의 저가
웹 연결 다중 카메라 기반 방송 서비스로 증가되는 추세
·시청자는 기존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단방향 시청 시점에서 벗어나 다양
한 시청 시점으로 관심 객체를 시청하고자 하는 욕구 증가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소규모 방송 사업자에게 저가의 웹 연결 다중 카메라를 조합하여 프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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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세계시장 : '13년 7억$에서 연평균 37.3%의 고성장률로 '21년 87.8억$
규모로 성장 전망
·국내시장 : 연평균성장률 40.7%로 '21년 3천4백 억원에 이를 전망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출처] : MarketsandMarkets(2012.10), IDC(2011.7), ETRI(2013.1) 등
기반 ETRI 산업전략연구부 추정

·2013년 12월 시제품 개발 1차 완료 예정
·2014년 2월까지 시제품 유지보수 관리 예정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기술이전 범위
·웹 연결 다중 카메라 기반 다중 촬영 영상미디어 획득 기술
·웹 연결 다중 카메라 기반 다중 촬영 영상미디어 생성 및 관리 기술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4. 기대효과

■ 보유 특허

기술도입효과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국제/
다중 카메라 촬영 영상미디어 저장 및 관리 기술
국내 특허

미국/
일본/EU

미정

2013년
9월 출원
예정

국제/
다중 카메라 촬영 영상을 위한 관심객체 추적 및
국내 특허 메타데이타 연동 기술

미국/
일본/EU

미정

2013년
9월 출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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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이 기술을 활용하여 스포츠, 드라마, 공연 등에서
의 다양한 시점에서의 중요 장면 재현(replay)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적 프리미엄 방송 부가 서비스 이윤 획득
·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저가 웹 연결 다중 카메라를 이용한 소규모 개인
방송 서비스 사업을 용이하게 도입 가능
·영상을 통한 보안, 감시 관리 서비스 사업자는 공공인프라 감시, 치안,
재해 예방 등 객체중심 영상 감시 및 관리가 용이하여 사회 보안, 감시
관리 서비스 장치 제공
·방송 광고 및 홈 쇼핑 서비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관심 상품 중심 광고
및 쇼핑 연계 영상 부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적 프리미엄 광고
소비 및 홈 쇼핑 판매 활성화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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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WiBro기반의 모바일 멀티홉 릴레이 기술
모바일미디어응용기술연구실 담당자

박지수

최근 모바일 시스템의 성능 향상, 이동형 중계기능으로 군 작전범위 확대가 됨에 따라 WiBro 기반의 모바일 멀티홉 릴레이 기
술을 개발함. 이에 따라 효율적인 무선 커버지리 확대를 통한 유지 비용 절감 이동형 릴레이를 통한 셀플랜닝(cell-planning)
및 갑작스런 무선 데이터 증설 비용의 절감 무선 데이터 용량 확대에 기반한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사업자 수익률의 개선을 이
룰 수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WiBro 서비스 영역 확장 & 셀 Throughput 증대
·IEEE 802.16j 규격 기반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 기술의 상세 사양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모바일 시스템의 성능 향상
- 저렴한

투자비용으로 서비스 영역 확장
- 단말의

서비스 품질 향상
·군 통신 생존권 확보
- 이동형

중계기능으로 군 작전범위 확대

항목

성능

표준 규격
프레임 구조

· 다중 홉 릴레이 민/군용 규격 개발(IEEE 802.16j 기반)
· Non-transparent frame
· DL/UL 비율: 가변
· Access Zone/Relay Zone: 가변
· 반경 6 Km 이상
· 호 처리 기능 및 트래픽 처리 기능
· MRS(이동중계기)의 그룹 핸드오버 지원
· MRS 이동간 중계기능 지원
· 2홉(Hop) 이상 중계 지원

듀플렉싱
통달거리
MAC기능
이동성 지원기능
중계홉수

·신규 시장 창출
- RS는

아날로그 중계기를 대체하고, 신규시장 확보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3GPP/LTE 릴레이
- IEEE802.16j의

기술과 매우 유사함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기존

LTE 환경에 RN(Relay Node)을 추가하는 형태로 Relay 기능 수용 예
정임

·Mobile WiMAX/WiBro 기지국의 서비스 영역 확장

- 고정형

릴레이 기술을 우선 고려하여 표준화가 진행 중임

·아날로그 중계기 또는 ICS중계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중계기능

·펨토 셀

·가변 TDD, 가변 채널 중계기능 보유로 다양한 응용서비스 가능

- 유선

백홀을 통한 네트워크 접속으로 이동형 서비스에 제약이 있음
- 밀집된

공간에서 노드간 네트워크 구성 및 제어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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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3GPP/LTE Advanced Relay

Femto Cell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본 기술의 우수성
·IEEE 802.16j로 규격 표준화 완료 및 기술 선점성
·가변 TDD 기술 적용을 통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 가능
·상용 WiBro/ Mobile WiMAX과의 호환성 지원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WiBro용 Relay Station
- 이동통신망의

서비스 영역 확장 및 고품질 전송링크 확보로 인한 서비스
범위 확장 및 통신망의 신뢰성 향상

·무선 백홀을 통해 이동 환경 지원
·RN를 이용한 자유로운 네트워크 구성 가능
·상용 WiBro 망과의 호환성 지원

·WiBro 기반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
·WiBro기반 이동형 멀티홉 중계기

기술의 완성도

- 이동통신망에서

사용자의 통신용량 증가, 셀 반경 확장 등에 활용

■ 기술개발 완료시기

- OFDMA/TDD방식의

무선접속 기술을 사용하는 3GPP/LTE 시스템에 적용

·2013년 12월 13일

- WiBro/Mobile

WiMAX 시스템의 경제적인 구축

■ 기술이전 범위
·Mobile WiMAX/WiBro 용 기지국

- 전술이동통신

기지국 및 릴레이 역할 수행에 따른 군 작전 활동 범위 및
군 통신망의 생존성 향상

- 모뎀

및 채널코덱

·아날로그 중계기 대체

- MAC

·Mobile WiMAX/WiBro 용 릴레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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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뎀

및 채널코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MAC


·세계 WiBro 기지국 장비 매출액 전망

·Mobile WiMAX/WiBro 용 단말

·릴레이 장비는 전체 기지국 장비의 30% 이상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모뎀

및 채널코덱
- MAC


세계 WiBro 기지국 장비 시장규모 (2013~2017) (단위: 백만달러)

·개발용 DM

시장

2013

2014

2015

2016

2017

WiBro

5,554

5,529

5,204

4,797

3,877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모바일 릴레이 기술에 대한 표준은 IEEE 802.16m 및 3GPP/LTE에서 표
준화 작업을 진행 중임

·국내·외 주요 수요처

·IEEE 802.16m 에서는 IEEE 802.16j와 호환성 있는 규격을 개발 중에 있음

- 군용

(TICN)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삼성전자, LG전자에서 릴레이 통신에 관한 특허
를 주로 출원하고 있으나 국외 업체들에 비해 그 특허 출원 수가 상대적
으로 적은 상태임

·IEEE 802.16 및 WiMAX forum 통하여 표준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음

·릴레이 기술에 관해서 퀄컴 주도하에 미국, 일본기업에서 많은 특허가
최근까지도 다수 출원되고 있음
■ 보유 특허

- KT/SKT/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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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프리앰블을 이용한 가변 TDD 타임슬
롯 길이 추정 기법

한국

20120078939

2012

출원

순환 지연을 이용한 부가데이터 송수
신 방법

한국

20120099414

2012

출원

협력통신 기반의 이동통신 시스템 및
방법

한국

20120111941

2012

출원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하향링크의 불
연속 신호 전송 제어 방법

한국

20120107662

2012

출원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HARQ 피드백
영역 정보 제공 방법

한국

20120114525

2012

·이동 통신 사업자의 경우
- 효율적인

무선 커버지리 확대를 통한 유지 비용 절감
- 이동형

릴레이를 통한 셀플랜닝(cell-planning) 및 갑작스런 무선 데이터
증설 비용의 절감
- 무선

데이터 용량 확대에 기반한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사업자 수익률의
개선
·군 전술 이동 통신의 경우
- 효율적인

무선 커버지리 확대를 통한 유지 비용 절감
·기지국 장비 제조업체의 경우
- 기지국

장비 시장에 새로운 수요 창출로 수익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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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GPU 기반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 가상화 기술
클라우드미디어네트워킹연구팀 담당자

이현우

본 기술은 텔레스크린, 3D게임 등 다양한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에 대하여 화면 캡쳐, 인코딩 및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하여 스
마트TV, PC 기반 단말 대상으로 가상화 기반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임. 본 기술은 저지연 실시간 응용에 대하여 화
면 스트리밍 기반의 가상화 서비스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다중 GPU를 활용하여 텔레스크린, 3D 게임 등 실시간 미디어 서비스를 가상화하여 낮은 성능의 스마트 기기 환경에서 다양한 고품
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하나의 GPU에서 동시에 다수의 사용자에게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
·고성능 미디어 부호화 및 스트리밍 전송을 통해 낮은 지연 특성을 갖는 텔레스크린 및 게임 가상화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고객
- 가상화

기반의 클라우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 가
 상화 기반 텔레스크린 및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 가상화 기반 n 스크린 서비스 제공
- 클라우드

기반 고해상도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시장의 니즈
- 낮
 은 사양의 단말(스마트TV 등) 환경에서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 제공 필요
‥ 가상화 기반 클라우드 미디어 서비스 기술 수요 증가
- 고
 성능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 요구
‥ 낮은 지연의 가상화 서비스 기술 및 GPU 최적화를 통한 클라우드 시스템
성능 최적화 요구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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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3D 화면, 오디오 캡쳐 및 사용자 단말 입력 redirection
·GPU를 이용한 고속의 비디오 압축 기반 화면 처리
·네트워크 상황을 고려한 적응적 게임 등 응용서비스 스트리밍
·다수 사용자 동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세션 제어
·다중 게임 실행과 게임간 빠른 전환이 가능한 게임포탈 시스템
■ 기술의 상세 사양
·구동OS: Windows 환경(windows 7, 2008 server)
·멀티 세션 Scene Capture 기술DirectX 게임 scene capture 및 4게임 동
시 멀티 세션 지원
·멀티 세션 기반 H.264 부호화 기술
- GPU를

활용한 고속 H.264 부호화 기술
- 4게임

동시 멀티 세션 부호화 지원: Video Rates: 약 8Mbps ~ 4Mbps
- Frame

Rate: 30, 45, 60 모두 지원 가능(default: 45)
- High

Profile@4.1 및 baseline, main 지원
·UI 포탈을 통한 게임 서비스 접근
- 3D
 UI 포탈 프로토타입 제공. 사용자 별 다중 게임 동시 실행 및 빠른 전
환 가능
·실험실 환경에서 약 120~ 130 ms 서비스 지연 달성 (스마트TV단말 기준)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가상화 기반 thin client 기술 활용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게임 뿐만 아니라, 3D rich app 등 새롭게 도입되는 고사양 서비스 제공
에 활용

·nVIDIA GRID
- 다수의

GPU가 내장된 서버와 nVIDIA VGX hypervisor 기술이 적용된 클
라우드 미디어/게이밍 플랫폼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특징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시스템당 20개의 그리드 서버로 구성. 각 서버당 Kepler 구조의 12개

·클라우드 게임 시장 규모는 2014년경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각각 3억
3,200만 달러와 7,900만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Screen Digest,
2010)

GPU 탑재 (총 240GPU)
‥ Xbox360 700대와 맞먹는 3D 그래픽 성능 (GPU 당 2.91 Xbox)
‥ VGX hypervisor: 게임 성능에 따라 GPU 자원 할당 가능

북미와 유럽의 클라우드 게임 매출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동시 사용자 수: 서버당 최고 36개의 게임 스트림 가능 (평균 GPU 당
3 게임 스트림)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항목

ETRI

nVIDIA

GPU당 사용자 수

4

3

Gaikai

1

Latency

≤ 130 ms

130 ms

150 ms

기타

저비용 구조

고가 솔루션(GRID)

-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년 12월 : 완료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기술이전 범위

·LG U+는 2012년 클라우드 기반 게임 오픈 마켓인 C-Games 출시하여
IPTV, PC, 패드 등을 통해 게임 서비스 제공

·서버 기술

·CJ헬로비전은 2012년 케이블 TV를 통해 클라우드 주문형 게임 서비스 출시

- DirectX

게임 화면 및 오디오 캡쳐 모듈 S/W

·Ubitus는 Verizon과 2012년 LTE 휴대폰 게임 클라우드 상용 서비스 제공

- GPU를

이용한 H.264 기반 고속 부호화 및 전송 모듈 S/W

·nVIDIA는 GRID 솔루션을 통해 GPU 기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솔루션 제공

- 다중

게임 세션 관리 모듈 S/W

·AMD는 CiiNOW와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솔루션 관련 제휴

- UI
 포탈 프로토타입 모듈 S/W
·클라이언트 기술
- 가상화면

수신 및 재생 클라이언트 S/W
‥ PC 및 스마트TV 단말 클라이언트
‥ 사용자 입력 이벤트(게임 콘트롤러/키보드/마우스) 처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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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효과
·고가의 외국 솔루션 도입 비용에 비해 저가의 가상화 솔루션 구축 가능
·가상화된 서버 시스템에 서비스 적용만으로 다양한 단말에 동시 서비스
론칭 가능함
·가상화 기술을 통하여 저가형 단말에서 고품질의 rich app 서비스 제공 가능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파편화된 다종 단말 및 플랫폼 OS 환경에 동시에 서비스 지원 가능

·클라우드 기반 텔레스크린/게임 등 미디어 서비스

- 멀티스크린

융합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함

- GPU

를 활용한 고성능의 게임 부호화 및 저지연 스트리밍 기술

- 동일한

품질의 UI/UX 제공 가능하고, 고품질의 신규 서비스 적용 비용 절
감 효과

·가상화 기반 원격 서비스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제어 서비스)
- 고품질

화면 부호화 기능
- 네트워크

상태 적응적 고품질 원격 화면 전송 기술

·플랫폼 (예, 안드로이드) 가상화 적용으로 단말에서 멀티 플랫폼 기반 응
용 서비스 제공에 활용

·가상화 기반 실시간 미디어 연동 부가 서비스
- 가상화

기반의 AV 연동 mesh-up 서비스 및 n 스크린 서비스
·원격화면 전송 핵심 요소 기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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