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M A R T

&

T E C H N O L O G Y

I N N O V A T O R

2012-08-24 오후 12:59:33

간지.indd 17

G R E E N

5.차세대컴퓨팅,사이버보안분야

5-1 원거리 얼굴 식별 및 대용량 얼굴 DB
검색 기술
휴먼인식기술연구팀 담당자

이한성

본 기술은 CCTV 카메라 영상에서 검출된 얼굴정보와 출입통제기 등을 연계하여 보다 자연스럽게 출입시설
여 대용량 DB로부터 유사 얼굴을 고속 검색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음.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원거리에서 실시간 입력되는 영상으로부터 얼굴을 추출하여, 개인을 식별/인증 및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
·세부 기술은 얼굴 특징추출, 출입자인증, 대용량 얼굴검색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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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인을 인증/식별하는 기술임. 또한, 사진, 모바일기기 등 다양한 형태로 입력되는 얼굴영상을 이용하

■ 기술구성도
·얼굴 특징추출 기술
- 조명변화에 강인한 특징추출
- 포즈/가림에 강인한 특징 추출
- 얼굴 템플릿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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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얼굴 식별/검색 기술
- 클라이언트/서버 환경
- 대용량 얼굴 DB 학습 기술
- 경량 얼굴인증 기술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얼굴인식 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사용자 편의성애 대한 요구가 증가
함에 따라 비강압적/비협조적 인식 환경에서의 얼굴인식을 위한
기술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조명변화, 포즈변화 및 가림에 견실한 특징추출

·얼굴인식은 정보획득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사용자 인증 및 출입통제
등의 전통적 보안분야 뿐만 아니라 HRI, 범죄수사, 미아 찾기, 엔터테
인먼트 등의 분야에서도 폭 넓은 응용 분야를 확보하고 있음
·얼굴인식 응용분야의 다양화에 따라, 근접 거리에서의 얼굴인식/인증
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의 얼굴인식을 위한 기술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미아 찾기, 범죄수사 등의 응용 분야가 대두되면서, Aging문제
의 해결에 대한 요구 및 조명변화, 포즈변화, 가림 등 영상획득 환경
의 변화에 대응하는 얼굴인식 기술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특히, 엔터테인먼트 응용 분야의 경우, 인터넷 상의 많은 영상 자료를
이용하는 특성과 더불어, 대용량의 얼굴 DB 검색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음

·Aging에 강인한 템플릿 추출 모델
·10,000명(40,000장) 이상의 대용량 얼굴 DB 학습 및 검색 모델
·임베디드 플랫폼 및 모바일 단말을 고려한 고속/경량의 알고리즘 제공
·SDK로 제공되어 다양한 응용 및 서비스에 활용 가능
■ 기술의 상세 사양
·얼굴 식별/인증 엔진
- 조명변화, 포즈변화 및 가림에 견실
- 고속/경량의 알고리즘 제공
- SDK로 제공 다양한 응용 및 서비스에 활용
·대용량 얼굴검색 엔진
- 등록 시점과 검색 시점상의 시간차에 강인한 검색
- 1만 명 (40,000장) 이상의 대용량 얼굴 DB 검색
- (정면얼굴/Rank5) 기준 90% 이상의 검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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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미국 L1 Identity Solutions 社의 FaceIt SDK, L1 Identity Tools SDK
·독일 Cognitec社사의 FaceVACS 얼굴인식 제품군
·일본 NEC社의 NeoFace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본 기술의 우수성
경쟁사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로써, 경쟁사 제품은 이미 성능
이 인정되었으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본 개발 기술이 우위에 있으며, 한국
인의 얼굴특성에 보다 적합하게 튜링되어 있음

Cognitec社
FaceVACS
얼굴인식 제품군

Cognitec은 세계 최고수준의 얼굴인식 성능을 기반으로 지능형 영상보안 솔
루션을 개발하였으며, 3VR 등에 플러그인 가능한 얼굴인식 엔진을 공급하고
있으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본 개발 기술이 우위에 있으며, 한국인의 얼굴
특성에 보다 적합하게 튜링되어 있음

NEC社 NeoFace

경쟁사의 경우 Solution 형태로만 제공하나, 본 개발 기술의 경우 SDK로 제
공되어 기술 활용도가 높음

예상제품/
서비스

이전 기술의
비중

원거리 얼굴인식
기반의 미아 찾기/
범죄자 검색
시스템

90%

경쟁상
유리한 점

판매
가능 시기

·외산 제품에 대비 60%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음
·인식 성능 최적화 도구 지원으로 사용자 환경에
따른 최적화 가능

2012~
2015

·세계 보안분야 중 얼굴인식 관련 시장은 2015년 16.52억불로 예측
·세계적으로 얼굴인식 기술은 보안분야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모바
일 서비스 등 다양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기술개발 완료시기 : 2012년 11월 이전
·이전가능 (예상)시기 : 일부 기술은 현재 이전 가능
■ 기술이전 범위

원거리
얼굴식별 엔진

대용량
얼굴검색 엔진

관련제품/서비스

원거리 얼굴 식별 기술

조명변화, 포즈변화 및 가림에 견실한 얼굴 식
별 기술 및 SDK

원거리 얼굴 인증 기술

원거리에서 검출된 얼굴영상을 이용하여 출입
통제 환경 등에서 신분증 사용자와 동일인 여
부를 확인하는 기술

대용량 얼굴 학습 기술

대용량 데이터 핸들링 및 학습이 가능한 얼
굴학습 기술

대용량 얼굴 검색 시스템

얼굴등록, 얼굴검색, 얼굴학습의 기본 기능
외에 DB 관리 등의 세부 기능으로 구성된 대
용량 얼굴검색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기반
로비폰 기술

경량 얼굴 영상 획득 기술, 경량 얼굴 등록/
인증 기술, 경량 얼굴 검출/인식 기술 기반의
로비폰 기술

모바일 얼굴 검색 시스템

모바일 연동 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 단말
기를 이용한 얼굴 검색 시스템

얼굴 인식

시장
해외
국내

(단위: 백만불, 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75
849
1097
1352
1652
89
120
211
331
491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얼굴인식 시스템 기술은 여권/비자, 출입국관리, 전자금융 등 분야로 활
용 확대
·얼굴인식 카메라, 얼굴인식 스마트폰 등 기존의 소형/모바일 단말 시장
뿐만 아니라, CCTV/NVR 등 영상보안제품으로 그 시장 범위가 확대
·엔터테인먼트 분야, 범죄자 검색 분야, 모바일 서비스 분야에서 대용량
얼굴검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4. 기대효과
표준화 및 특허

기술도입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ISO/IEC JTC1 SC37과 ITU-T/SG17 등에서 다양한 표준화 작업이 진
행되고 있음
·국내의 경우 TTA PG505, KBA 등에서 관련 표준이 진행되고 있음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출원(등
번호
록)년도

등록

얼굴 검색 시스템을 위한 특징 추출 및 갱신
방법

미국

7949158

2011

출원

얼굴 특징 추출 장치 및 그 방법

대한민국

20100103600

2010

출원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 방법, 장치 및 패턴
인식 방법

대한민국

20100114368

2010

등록

얼굴 특징 추출 장치 및 그 방법

미국

7853049

2010
2009
2007

출원

얼굴 인식 장치 및 방법

대한민국

20090108441

등록

얼굴 인식 인증 방법 및 장치

대한민국

714112

I N N O V A T O R

얼굴인식
응용 기술

기술 설명

T E C H N O L O G Y

[표 1] 얼굴인식 보안분야 국내외 시장 규모
본 기술의 우수성

G R E E N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기술의 완성도

세부 내용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S M A R T

경쟁기술
미국 L1 Identity
Solutions 社의
FaceIt SDK

·기술 적용 제품 및 서비스
- 임베디드 얼굴인식 기반의 출입통제 시스템
- 모바일 단말용 얼굴인식 시스템
- 얼굴인식 기반의 사람 검색 시스템
- 얼굴인식 기반의 지능형 CCTV/DVR/NVR
- 원거리 얼굴인식 기반의 미아 찾기, 범죄자 검색, 치안 방범 시스템
- 전자앨범, 모바일 얼굴검색 서비스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서비스
- 원거리

얼굴인식 기반의 VIP 고객 검색 시스템 등 FA-CRM 분야의
서비스

·외산 기술의 국내 기술 대체 및 수출 효과는 약 1800억 원으로 추정
됨 (2015년까지 추정치임)
·외산 얼굴인식 엔진 및 솔루션들은 이미 그 성능이 입증된 제품들이
많으나, 고가의 라이선스 비용과 기술지원 미비로 국내업체가 사용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국내 기술을 이용할 경우, 라이선스 비용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적극
적인 기술지원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를 기대
·영상보안 시장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지능형 영상분석 엔진 등 소프
트웨어 시장으로 그 비중이 확대 기술 선점을 통한 시장 선점 기대
·임베디드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얼굴인증 기능을 탑재한 소형/모바
일 제품 등의 출현 및 바이오인식 시장 확대 기대
·여러 운영체제 환경 지원을 통하여 얼굴인식을 이용한 다양한 시스
템 보안제품 개발이 예상됨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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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원거리 다수얼굴 검출/추적 기반
출입자 분석기술
휴먼인식기술연구팀 담당자

고종국

본 기술은 고해상도 CCTV 카메라 영상에서 다수사람 얼굴을 검출하고 연속적으로 추적하여 출입자의 수

I N N O V A T O R

및 성별/나이를 추정 분석하는 기술임. 본 기술은 지능형 CCTV 감시 서비스, 원거리 얼굴인식, 미아 찾기 서
비스 및 출입자 정보기반 마케팅 서비스 분야에 활용 가능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T E C H N O L O G Y

·출입문을 통과하는 다수 사람들의 얼굴정보를 연속으로 검출하여 성별/나이의 얼굴정보 수집 분류, 사람수 카운팅
및 사람식별 등의 응용 서비스를 위한 고해상도 다수사람 감지 및 연속 얼굴검출 기술

S M A R T

&

G R E E N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2011년 전 세계 영상보안 시장규모는 116.73억불로 추정되며 지능
형 영상보안(성장률 29.4%) 및 얼굴인식(성장률 40.6%)등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CCTV 환경에서 사람 검출, 추적, 검색 등 얼굴정보의 활용도가 높아
관련 영상보안 업체들의 얼굴 검출/인식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
고 있음
·영상보안 시장 외에 산업 및 공공시설에서의 출입자들에 대한 성별,
나이, 사람 수 등의 통계정보 분석을 통해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본 기술을 영상보안 환경에 적용할 경우 영상보안 업체의 경쟁력 제
고뿐만 아니라, 얼굴인식 업체의 제품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고해상도 CCTV 영상에서의 실시간 다수사람 얼굴검출 기술
·중복된 얼굴탐지를 방지하는 연속적인 얼굴추적 기술
·출입자들의 성별/나이 추정 분석 및 사람수 카운팅을 통해 맞춤형 광고
및 마케팅을 위한 통계정보 제공 기술
■ 기술의 상세 사양
·고해상도 영상기반 다수사람 얼굴 검출 기술
- 검출영상에서 정면얼굴 분류
- 다수사람 얼굴검출 성능: 90%이상, 검출속도: 50ms
·고해상도 영상기반 다수사람 얼굴 추적 기술
- 얼굴검출 후 연속적 얼굴 추적을 통한 중복된 얼굴 탐지 방지
- 사람의 가림 극복을 통한 정확한 사람수 카운팅
- 다수 얼굴추적 정확도 : 85% 이상, 다수얼굴 추적 속도: 40ms
·출입자 성별 및 나이 추정 기술
- 얼굴영상정보 기반 사람의 성별(남/여) 분류 및 연령대 추정
- 처리속도: 초당 20 장/Single Core
- 정확도: 8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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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NEC FA Solution: CCTV 환경의 입력영상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탐지
하고 추적하여 전시/저장 후에 사람의 성별 및 연령대 통계정보를 제
공함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NEC FA Solution

ObjectVideo

단순이 움직이는 사람에 대한 검출/추적을 통한 감시 기
능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검출 추적하여 얼굴정보기반
의 감시 식별 및 출입자 통계분석 기능들을 제공함

·백화점, 대형유통 광고 업체
·경찰청, 보안 경비업체

·지능형 로봇 서비스

·로봇 관련 업체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세계 영상보안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1.8%, 국내 영상보안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3.0%로 예상됨
·원거리 사람인식 관련 기술의 2011년 세계 시장규모는 2011년 4조
원를 넘고 국내 시장규모는 2,500억 원을 넘는 상황임
[표 1] 원거리 사람인식관련 기술의 국내외 시장규모 및 전망

■ 기술개발 완료시기

(단위: 백만원)

년도

2011년

2015년

2017년

·2012년 11월 이전

세계 시장 규모

4,330,700

11,399,300

17,161,900

·이전가능 (예상)시기 : 일부 기술은 현재 이전 가능

한국 시장 규모

260,464

1,426,300

2,720,100

■ 기술이전 범위
·원거리 다수사람 얼굴검출/추적 기반 출입자 분석 통합 시스템 S/W
·원거리 다수사람 얼굴검출/추적 기술 S/W
·얼굴정보기반 나이추정 기술 S/W

·원거리 사람인식 기반의 지능형 영상보안 시장은 세계적으로 도입기에
있으나 성장속도가 높아 3년 후의 목표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성장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쇼핑센터, 백화점등의 대형 상업시설이나 전문점, 이벤트 홀 등에 방문
자를 파악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방문자 분석 조사서
비스의 성장이 예측됨

·출입자 카운팅 기술 S/W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통상 실시권

4. 기대효과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기술도입효과

·국제 표준화기구인 ISO/IEC JTC 1 산하 SC37에서 바이오인식 기술
에 관한 국제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얼굴 데이터표준이 IS로 채
택되는 등 다양한 표준이 진행되고 있음
■ 보유 특허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사람인식 기반의 지능형 영상보안 기술은 카메라, 지능형 감시 시스
템, 보안관제 산업 등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IT 전반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등록)
년도

·CCTV/DVR 장비의 지능화를 통하여 지능형 영상보안 및 사용자친
화형 바이오인식 분야 분야의 세계시장 주도 및 점유율 확대가 기대됨

출원

얼굴 영상을 이용한 나이 또는 성
대한민국
별을 추정하는 방법 및 장치

20110114151

2011

출원

시선 트래킹을 위한 눈 검출 장치
대한민국
및 그 방법

20100117134

·인가/비인가 이동궤적 추적, 사람의 비정상행동 인식 등 기존기술과
성능적으로 차별화된 새로운 응용 서비스의 개발이 기대됨

2010

출원

얼굴 검출을 위한 특징점 검출 방
대한민국
법

20090124090

·미아방지, 범죄자 검색, 국가 시설물 보호 등 그 활용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이를 통한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2009

0809431 (KR)
7929734 (US)

2008
2011

08-0131783
12/484644

2008
2009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등록

가림 현상에 강인한 눈 검출 방법
및 장치

대한민
국,
미국

출원

얼굴 포즈 변화에 강인한 다수 얼
굴 검출 방법 및 그 장치

대한민
국,
미국

I N N O V A T O R

·얼굴정보기반 성별추정 기술 S/W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T E C H N O L O G Y

기술의 완성도

·고객 맞춤형 광고 서비스
·CCTV 환경에서의 얼굴식별기반
범죄자/미아 검색서비스

G R E E N

본 기술의 우수성
고해상도 영상에서 실시간 사람의 얼굴을 검출하고 얼굴의
앞/뒤/좌/우 포즈변화에도 강인한 연속적 추적을 통한 중
복된 얼굴탐지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함

·지능형 CCTV 감시 서비스

&

경쟁기술

예상 수요자 층
·CCTV 업체
·보안 경비 업체
·대형 산업시설 업체

S M A R T

·ObjectVideo: 카메라 영상에서 움직이는 객체들에 대해 검출 및 추적
을 통해 이상행동관련 분석을 수행하는 지능형 영상감시 솔루션을 제
공함

예상제품/서비스

·대량의 CCTV 정보의 검색을 통해 u-City, u-Airport, u-Transport
등 대규모 융합보안 응용 시스템 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기대됨
·출입자의 통계분석을 통한 실시간 맞춤형 광고 및 마케팅 산업의 시
장 고급화 및 얼굴정보기반 분석을 통한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활성
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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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고정-PTZ 카메라 연동기반 사람/얼굴
추적 기술
휴먼인식기술연구팀 담당자

문대성

본 기술은 고정 카메라와 PTZ 카메라를 마스터-슬레이브 모델로 구성함으로써, 원거리 객체 검출/분류/추적을
위한 고정 카메라 영상에 대한 배경 모델링, 객체검출 등 광역뷰 분석과 PTZ 카메라 제어를 통한 얼굴 영상 검

I N N O V A T O R

출 등 대한 근접뷰 분석을 수행하는 기술임.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T E C H N O L O G Y

·CCTV 환경으로부터 획득된 영상의 분석을 통한 배경과 객체의 분리, 사람 검출/추적을 수행하는 원거리 사람 식
별 및 검색 엔진의 전처리 모듈
·고정 카메라와 PTZ(Pan-Tilt-Zoom) 카메라를 상호 연동하여 원거리(5m 이상)에서 사람의 상세정보(얼굴)를 검출
하는 기술
·스마트카메라 등 임베디드 환경에서 동작 가능한 경량화된 사람 검출/추적 기술

S M A R T

&

G R E E N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사람인식 기술을 포함한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노동
집약적인 영상감시 환경의 효율성 극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카메라 제조업체, DVR 업체, 영상 감시 업체 등에서는 비정상 행동
탐지, 원거리 사람 식별, 보행자 탐지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탑재
된 제품 개발이 시도하고 있음

·실시간 동작을 위해 배경 생성을 기반으로 관심영역을 축소한 후 사람
을 검출/추적
·다수의 사람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해 다중 알고리즘을
단계적으로 적용
·다중 특징 히스토그램 기반 원거리 실시간 다수 사람 추적 기술
·고해상도(HD 급) 영상에서 다수 사람 검출/추적이 가능하도록 고속 필
터 개발
·스마트 카메라에서 사람 검출/추적이 가능하도록 알고리즘 경량화

·사람/얼굴 검출/추적 기술은 다양한 응용 서비스에서 공통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원천 핵심 기술임

·고정 카메라와 PTZ 카메라를 상호 연동하여 사람크기 변화에 강인한
사람 및 얼굴 검출/추적

·다양한 환경(실내외, 사람크기, 카메라 종류 등)에서 사람/얼굴을 검
출/추적하는 기술은 고 난이도 기술임

·사람 이외의 다양한 객체 검출/추적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엔진

·따라서, 다양한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고성능(검출률, 실시간)의 원
거리 사람 검출/추적 기술을 요구하고 있음
·본 기술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경량화된 사람 검출/추적 핵
심엔진으로 원거리 사람 검색/인증을 위해 고정-PTZ 카메라 동기화
기반의 사람/얼굴 검출 기술을 포함하고 있음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기술의 상세 사양
항목
배경 생성 기술
실시간 사람
검출 기술

실시간 사람
추적 기술

고정-PTZ 연동
통합 기술

내용

성능사양

·실시간 배경 생성 기술

·배경과 객체 분리율: 90% 이상

·고정카메라 기반 실시간 다수 사람
검출
·고해상도 영상 기반 다수 사람 검출
·임베디드 환경 기반 사람 검출
·고정카메라 기반 실시간 다수 사람
추적
·고해상도 영상 기반 다수 사람 추적
·임베디드 환경 기반 사람 추적
·고정-PTZ 카메라 동기화
·고정-PTZ 카메라 기반 사람 검출/
추적 통합
·PTZ 기반 사람 얼굴 검출/추적

·원거리 사람 검출률 : 95%이상
·사람 검출속도 : 20fps 이상
·고해상도 영상 사람 검출률: 85%
이상
·사람/얼굴 추적율: 90% 이상
·사람/얼굴 추적속도: 24fps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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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지능형자동차/보안서비스로봇/모바일기기/무인비행체/HCI 응용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고정-PTZ 카메라 연동기반 사람/얼굴 추적 기술은 통합 보안관제,

·ioimage(이스라엘)는 지능형 영상보안을 위하여 위험상황에 대해 실
시간 감시/경보/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디오 분석 엔진 및 유지관
리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비디오 인코더와 카메라를 제공하고 있음

지능형 자동차, 산업시설보호 등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원천 핵심기술임

·ObjectVideo(미국)는 영상보안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토털
솔루션에서부터 비디오 분석 칩, 지능형 엔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갖추고 있음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ioimage

ObjectVideo

본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시장규모 및 향후 전망

&

·높은 정확도의 얼굴 검출 및 추적
- 경쟁사에 비해 얼굴검출 및 인식 등 영상 보안의 신뢰도를 높
일 수 있음
·고정-PTZ 연동 및 원거리 얼굴인식 기술과 통합이 가능
·높은 정확도의 얼굴 검출 및 추적
- 경쟁사에 비해 얼굴검출 및 인식 등 영상 보안의 신뢰도를 높
일 수 있음
·고정-PTZ 연동 및 원거리 얼굴인식 기술과 통합이 가능

■ 지능형

영상보안 (연평균 성장률 29.4%) 및 얼굴/귀 모양 인식(연평균
성장률 40.6%) 등의 원거리 사람인식 관련 시장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S M A R T

경쟁사명

■ 2011년

영상보안 세계 시장규모116.73억불, 바이오인식 세계 시장
규모 54.25억불로 추정

G R E E N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 2012년 10월
·이전가능 (예상)시기 : 2012년 11월
·조명/배경 모델링 기반의 적응형 배경생성 기술
·다중 알고리즘 기반 원거리 실시간 다수 사람 검출 기술
·다중 특징 히스토그램 기반 원거리 실시간 다수 사람 추적 기술
·임베디드 환경 기반 경량화된 사람 검출/추적 기술
·고정-PTZ 카메라 동기화 기반의 사람 및 얼굴 검출/추적 통합 기술

·원거리 사람인식 기반의 바이오인식 및 지능형 영상보안 시장은 세계
적으로 도입기에 있음 . 그러나 기존 영상보안 제품의 대부분은 지능
형 시스템으로 빠르게 대체되어, 3년 후의 목표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성장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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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및 특허
·해당사항 없음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등록)
년도

출원

포즈에 따른 다중 타겟 컬러 히스토그램
을 이용한 사람 추적 방법 및 장치

대한민국

2012-0006393

2011

출원

원거리 사람 식별을 위한 다중 카메라
기반의 얼굴영상 획득 장치

대한민국

2011-0006392

2011

출원

이동 객체 추출 영상 처리 방법

대한민국

2011-0130611

2011

출원

객체 영상 획득 장치 및 방법

대한민국

2010-0131557

2010

등록

두 대의 카메라를 이용한 이동물체 추
적 장치 및 방법

대한민국

656345

2006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세계 영상보안 및 바이오인식 시장은 2014년 약 30조원 시장으로 성
장이 예상되며, 이중 원거리 사람인식과 직접 관련된 지능형 영상보
안 및 얼굴 인식 등의 세계 시장규모는 9.4조원 규모로 추정됨
·따라서, 본 기술로 2014년 세계 시장의 1%만 추가 확보되어도 1,081
억원의 시장 확대가 기대되며, 기술 개발 후 6년간(최소 기술수명주
기) 수입대체 효과는 1조2천5백억 원, 수출은 7천6백억 원 규모로 추
정됨

I N N O V A T O R

·영상보안 시장은 2014년 약 30조원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사람
인식기반의 영상보안 기술을 통한 수출 및 수입대체 효과는 약1조원
규모로 추정됨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T E C H N O L O G Y

■ 기술이전 범위

(단위: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① 관련매출액

748

1,168

1,861

3,006

2018년
4,956

②생산유발효과

1,183

1,848

2,944

4,756

7,840

③고용유발효과
(명/10억)

5,086

7,942

12,655

20,441

33,701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스마트카메라/임베디드 플랫폼 : 지능형 카메라, 영상인식 전처리 모듈

※ 산출 근거(매출액 기준)

·사용자 친화형 사람 식별/검색 : 출입통제, 미아식별, 위험인물색출

① 과제결과물관련 매출액: 시장분석 부분 (예상시장 총 매출액 산정 결과) 참조

·산업시설보호 : 출입자 검색, 이동궤적 추적, 비정상 행동패턴 인식

② 생산유발효과 : 매출액 x 생산유발계수(1.582) 적용

·어린이보호구역 : 등/하교 자녀안심 서비스, 안전위협 예측 및 대응
·무인 방범 시스템 및 서비스 : 무인정찰, 안전위협 검색, Video
Forensic

(한국은행, 2003 산업연관표 참조)
③ 고용유발효과 : 매출액 x 고용유발계수(6.8) 적용
(한국은행, 2003 산업연관표 참조)

·통합 보안관제: 전자신분증 연동 검색, 객체 검출/추적, 안전구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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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역적 협력기반의 통합보안제어 기술
융합보안연구팀 담당자

김종현

본 기술은 독립적인 도메인간의 보안정보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임.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적
으로 ISP와 같은 독립적인 도메인들이 다양한 보안정보를 안전하게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핵심
기술임. 다양한 수준의 보안정보 전달 기술 제공하며, 각 도메인별 시스템 성능과 보안정보 분석 능력, 프라이

I N N O V A T O R

버시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공유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을 제공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사이버테러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전역적 협력대응 기반의 통합보안제어 기술" 개발
·전역적(CSIRT/ISP/백신업체 등) 자동협력대응 프레임워크 구축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협력기반의 정보공유 기술, 사이버공격 예·경보 기술, 자동대응(추적) 기술 개발

■ 기술의 필요성 및 적용효과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ISP와 같은
독립적인 도메인들이 다양한
보안정보를 안전하게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
요한 핵심기술임
·다양한 수준의 보안정보 전
달 기술 제공: 각 도메인별 시스템 성능과 보안정보 분석 능력, 프라이
버시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공유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을 제공함
■ 보안상황 정보 분석 기술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보안정보 공유 프로토콜 기술
·본 기술은 독립적인 도메인간의 보안정보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임
- 보안정보 전달알고리즘
‥ 보안정보: 상황전파문, 보안로그데이터, 악성코드탐지정보, 봇넷탐지
정보
- 공유정책 제어 및 집행 알고리즘
‥ 공유정책: 마스킹, 요약, 필터링 등 3개 정책
- 프로토콜상태 모니터링 알고리즘 : 에이전트와의 통신상태정보 제공함

·본 기술은 전역 네트워크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로 속성 정보별 연관성
분석을 통한 네트워크 보안상황 인지
및 대응을 목표하는 기술임
·2011년도에는 공격징후 연관성
분석 및 예상 공격 패턴 분석을 통한
협력 대응 기술 개발 예정
■ 기술의 필요성 및 적용효과
·보안정보 분석은 전역 네트워크의 연관성 분석에 필요한 기술임
·전역 네트워크에서 연관성 분석을 위하여는 이종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정책 및 장치가 요구됨
☞ 특허 : 정량적 보안 정책 평가 장치 및 방법
·공격 전조증상을 위한 공격 유형 분석 및 추적기술을 적용할 경우 도메인간 정보공유
체제에서 실시간 공격자의 근원지를 추적할 수 있는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기술 방
안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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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개념

전역 네트워크 보안상황 시각화

·전역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보안상황을

출원/등록
구분
출원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네트워크의 공
출원

격상황, 좀비PC 및 C&C 서버 의 확산 현황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등록)
년도

한국

2010-0134108

2010

한국

2010-0107238

2010

전역 네트워크 보안상황 제어 장치 및
방법
네트워크 도메인간 보안정보 공유 장
치 및 방법

을 3D 시각화 엔진과 지리정보를 연계하여
시각화 함으로써 네트워크 보안 상황을 직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관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기술

·7.7 DDoS 공격 등 국가 인터넷침해사고 재발방지 시스템에 활용

■ 기술의 필요성 및 적용효과

·사이버공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대응 및 예·경보 시스템에 활용

·네트워크 공격상황 시각화 (공격종류, 지역별, ISP별 공격상황인지기능 제공)

·전역 네트워크 보안관리 시스템의 핵심기술 확보 및 참조모델로 활용

제공)

·ISP사업자의 보안구축 비용 절감 모델 제시 및 안정적인 인터넷 망 운영에 활용

S M A R T

·좀비PC 현황 및 이벤트 연관성 시각화(좀비PC 분포현황과 공격이벤트와의 연관성

·국내 .외 사이버테러 대응 공조체제 구축에 활용

·보안 이벤트를 지역별, ISP별, 공격 종류별로 시각화하여 발생하는 공격에 대하여 각
ISP
·3D 시각화 엔진과 지리 정보를 연계하여 전역 네트워크의 보안 상황을 직관적으로

&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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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선도국 및
기업/연구소

보안상황 모니터링
기술

미국 ArcSight

자동차단 정책 생
성 및 전파 기술

미국 Cisco

협력대응 보안정보
공유 프레임워크

일본 NiCT

구분

기술격차(년)

상대적 수준 (%)

현재

1.1

70

23,212
490,475

(2008 년)
2년 전

(2009 년)
1년 전

(2010 년)
현재년도

100

2

60

년도

종료연도

0.5

90

현재

1.1

70

경쟁사명

수출 규모

2,412

8,206

27,955

수입 규모

16,676

25,467

47,295

·2010년→2014년간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 : 13.5%(전세계), 4.7%(국내)
본 기술의 우수성

국내 최초로 국가 CSIRT/ISP/백신업체 간의 실시간 공조를 위한 보안정
보공유 프로토콜 및 공격탐지 및 대응정책 전파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네
트워크상의 사이버테러를 전역적 관점에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함
사전 공격 전조증상 연관성분석 기술은 공격 준비단계에서 발생되는 공
격징후 이벤트를 수집/분석하고 네트워크 이벤트와 보안 이벤트간의 유
기적인 상호연계성을 분석하여 사이버공격이 확산되기 전 조기 탐지가
가능함

·향후 3년후 목표시장의 성숙단계 : 도입기(공격근원지 추적), 성숙기(통합보안제어)
출처: Forecast: Security Market, Worldwide, 2009
(Gartner 2009. 4)

■ 수요자 분석

기술의 완성도

수요처

국명

관련제품

■ 기술개발 완료시기

ISP사업자, 망 관리 보안업체

한국

통합보안관제 및 네트워크관리 제품

인터넷 침해대응센터,
백신개발업체, 사이버안전센터

한국

보안관제시스템 및 종압보안관리시스템.
정보공유시스템 및 침해사고대응시스템

·'10.12: 전역적 정보공유 프레임워크 및 보안상황 인지(S/W)
·'11.12: 네트워크 위협 사전인지/분석 및 공격 근원지 추적 시스템(S/W)
·'12.12 : 단일패킷 공격의 근원지 추적 시스템 및 COSMOS 상용시제품(S/W)

■ 기술이전 범위
·공격상황 시각화 프로그램, 좀비 PC현황 및 공격연관성 프로그램

4. 기대효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사회적 파급효과

·보안정보공유 프로토콜 프로그램, 보안정보공유 프로토콜 GUI

·국가 침해사고 긴급대응체계 고도화 및 인터넷 서비스 신뢰성 확보

·COSMOS 서버/에이전트 프로그램, COSMOS 에이전트 관리 GUI

■ 경제적 파급효과

·시스템 설계서, 개발문서, 기술문서 및 특허

·약 1,03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189억원의 최종수요 생산유발 효과 기대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 N N O V A T O R

사이버공격 예.경보 기술

18,099
410,147

0

100

(2015 년)
개발 종료후 3년

12,361

현재

0

(2013 년)
개발 종료후 1년

331,568

종료연도

종료연도

(2010 년)
현재년도

세계 시장 규모
한국 시장 규모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보안관제기술

년도

T E C H N O L O G Y

주요 기술분야

G R E E N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구분

직접투자로 인한 효과

최종수요 발생으로 인한 효과

생산유발효과(억원)

1,037

4,189

부가가치 유발효과(억원)

363

1,467

·사이버보안에 대한 정보공유 프레임워크 및 관련 메커니즘 기술의 국제표준화 작업
을 ITU-T Q.4/17 표준화 작업반에서 추진하여 제정함(X.1500)
·멀티 도메인 간 협업을 위해 IETF INCH(INCident Handling) WG에서 침해사고 데이터
형식인 IODEF(Incident Object Description and Exchange Format), 침해사고 추적 프
로토콜인 RID(Real-time Inter-network Defense) 표준화를 진행 중임

·약 500 ~ 1,000억원의 피해억제 효과기대
※ 7.7 DDoS 공격으로 인해 363억~544억원의 피해 발생 ('09.7, 현대경제연구원)

·정보통신기술협의회(TTA) 사이버보안 프로젝트 그룹(PG503)에서 사이버위협 공격
에 대한 타 보안 솔류션과 연동/전송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안(TTAK.KO12.0076)을 제정함

■ 보유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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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이종 SNS를 위한 크로스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술
소셜컴퓨팅연구팀 담당자

박종열

본 기술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활용하는 플랫폼 기술이고 SNS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도메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함으

I N N O V A T O R

로써 사용자에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에 활용 가능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T E C H N O L O G Y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폐쇄형 구조로써 서로 상호 연동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이종 SNS간의 상호 연동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크로스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능은 이종 SNS 간의 연동을 통하여 각 SNS을 사일로로 편성하고 이들간의
연동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S M A R T

&

G R E E N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SNS 관계 기반 추론 시스템
·크로스 Social 데이터 연동 API
■ 기술의 상세 사양

·초기 기술 개발 단계에 있는 Social 미디어 서비스 기술 개발을 통해
u-컴퓨팅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아키텍처 설계에서부터 구현에 이르
기까지의 원천기술을 확보가 필요함
·국내에서는 업체들의 상대적 폐쇄성에 따라 Social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상태이므로 본 과제를 통하여 공통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Open API를 통한 Social 미디어 서비스 간 데이
터 호환성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는 기반 기술 확보가 필요함
·세계 최고의 인터넷 환경에서 장소/사회적 관계 기반의 미디어 서비
스를 기반으로 u-컴퓨팅 환경에서의 새로운 산업 창출을 개발하여
미래 전략 산업화 추진이 예상됨
·다양한 형태의 이종 SNS를 통한 수집되는 정보의 활용성의 증대와
새로운 정보 창출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함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크로스 Social 미디어 시맨틱 데이터 분석
·크로스 Social 미디어 데이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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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경쟁기술
빅 데이터 분석기술
보유 업체

본 기술의 우수성
·이종 SNS을 통한 데이터 수집 기술
·소셜 데이터를 통한 시맨틱 기반 정보 검색 및 추론 기술
·사용자 관심의 POI 기반 소셜 미디어 생성과 평판 정보 분석 기술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S M A R T
&
G R E E N

■ 기술이전 범위

T E C H N O L O G Y

·장소/사회적 관계 기반 크로스 Social 미디어 플랫폼
- 크로스 Social 미디어 시맨틱 데이터 분석
- 크로스 Social 미디어 데이터 검색
- SNS 관계 기반 추론 시스템
- 크로스 Social 데이터 연동 API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Social Media Club : 사람과 조직과 관련한 hCard, 캘린더와 이벤트
관리를 위한 hCanendar, 의견, 등급(Rating) 관련 VoteLinks, 검토와
관련한 hReviw, Social Networks의 XFN, 태깅과 관련한 relation-Tag
등 다양한 분야의 Microformat 표준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소셜 활동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제공
방법

출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공간 지향
적 소셜 매거진 제공 방법 및 장치

출원 국 출원(등록)
(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한국

20110121378

2011.
11.21

한국

20120009141

2012.
01.30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세계 SNS 시장 규모 2009 년 53 억 달러, 2012 년에는 104 억 달러
전망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61.3%가 SNS 이용자
·향후 인터넷 이용자 중 95.4%가 SNS 이용할 것으로 예상

I N N O V A T O R

·W3C(World Wide Web) : Sematic Web 관련 WG(POWDER WG, RDF
DA WG 등), Web Services 관련 WG(Semantic WS WG, SA for WSDL
WG 등), Ubiquitous Web Application WG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

·모바일 소셜 커뮤니티 사용자 현재 5천만명, 2011년까지 1.74억명을
증가할 전망

4. 기대효과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도입효과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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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층 동박 직물 회로 보드 기술
웨어러블컴퓨팅연구팀 담당자

손용기

본 기술은 직물기재에 직접 전자회로를 구현하여 유연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직물제품과 잘 융화할 수 있는 직
물 회로보드 기술로서, 직물(섬유)을 이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융합 응용 제품을 개발하는데 활용 가

I N N O V A T O R

능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기존 Rigid 또는 Flexible PCB 기반으로 구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물기재에 직접 전자회로를 구현하여 유연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직물제품과 잘 융화할 수 있는 직물 회로보드 기술로 섬유 IT 융합 제품 개발에 핵심 요소 기술임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 기술의 상세 사양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최근 섬유 산업에 IT 기술의 접목으로 지식 집약적인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웰빙의 추구, 소비자 니즈
의 다양화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더불어 IT 기술과 의류가 융합된
컨버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섬유와 IT기술을 융합하기 위해서는 유연하되 전자회로의 내구성과
전도성이 우수한 직물 회로 보드 기술이 필요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유연한 직물기재에 위에 전자회로를 구현하며, 프린팅 기법에 비해
굽힘 내구성이 우수함
·기존 Flexible PCB 기반의 제품과 같은 전기 전도도 특성을 가지며,
기존 PCB 제조 공정으로 제작함
·직물 기재 특성으로 유연성 및 착용성이 기존 PCB 제작 제품보다
우수함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세계최고/경쟁 기업, 기술
■ Fraunhofer IZM
·전자소자가 실장된 기존 Flex PCB
(연성회로보드)와 전도성 사를 이용
하여 자수기법으로 직물에 회로를
구성하고 연결하는 기술 개발
(2005년)

ETRI 수준(현재)

현재수준
·동박전사 기법을 이용하여
직물에 회로보드 기술 개발
■ 필립스
·층간접합 기술을 이용하여
·경쟁기술은 현재 신축성을 가진 고
다층 직물 회로보드 기술
분자 회로보드이나 단층으로만 구
개발
현이 됨 전도성 사로 직조된 직물에
·유연성을 가지면서 직물에
LED를 전도성 접착제로 직접 본딩
편리하게 실장할 수 있는 접
하는 방법으로 직물기반 디스플레이
착형 직물 전자소자 패키징
를 개발(2005년)
(e-Sticker) 기술 개발
■ STELLA project (EU)
·동박패턴 에칭 기술을 이용하여 고
분자기재에 회로보드 개발(2008년)

차별성
·기존 F-PCB보다 유연
하면서도 직물과 융화
가 잘 되는 직물 회로보
드 구현

·기존 LED 패키지가 아
닌 직물기반의 회로에
적합한 직물 전자소자
패키지 개발

·경쟁기술은 현재 신축
성을 가진 고분자 회로
보드이나 단층으로만
구현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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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완성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1년 12월 시제품 수준으로 기술개발 완료 상태
·상용화 시, 추가 연구 필요
- 방수 기능
- 인장 강도 (신축성) 향상

S M A R T

■ 기술이전 범위
·동박전사 기법을 이용한 단층 직물 회로보드 제작 기술
·층간 연결 기술을 이용한 다층 직물 회로보드 제작 기술
·다층 동박 직물 회로 보드 제작에 필요한 핵심 특허 2건

&

·기술 개발 기술 문서

기술도입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T E C H N O L O G Y

·유럽에서 웨어러블 컴퓨팅 분야를 중심으로 OWCG(Open Wearable
Computing Group)과 IFAWC(International Forum in Applied Wearable
Computing) 포럼이 결성되었으나, 실제 표준화 활동은 미비함
■ 보유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
년도

출원

직물 회로 기판 제작 방법

한국

20110031431

2011

출원

직물 회로 기판 및 이의 제조 방법

한국

20110101024

2011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직물기반의 LED 디스플레이 및 유연한 입력/출력 장치
·컴퓨팅 기능을 내장한 지능형/기능성 직물응용 제품
- 야간 위치 알림 등산복, MP3 자켓, 자동온도 조절 방한복, 자전거용
진행 방향 표시 자켓 등
■ 시장성
·직물 디스플레이 기술은 의복, 인테리어, 홍보사인, 위험상황 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며, 특히 디지털 직물 전광판은 설치 및 이
동이 용이하여 시장 진입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이전기술은 직물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직물에 전자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직물 회로 보드 제작 기술로 직물(섬유)을 이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융합 응용 제품을 개발하는데 활용 가능함
■ 의류, 생활 섬유 제품, 레저스포츠 용품, 근로복 등에 IT기능을 부여하
여 2차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정체되어 있는 섬유분야의 고급화 및 다
양화를 추진할 수 있어 매출 신장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I N N O V A T O R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G R E E N

표준화 및 특허

■ 생활 전반에 응용이 가능하며, 삶의 방식 변화 및 신산업 및 신기술
창출을 통한 고용의 파격적 증대,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직물 회로보드 기술은 섬유 IT 융합 제품 개발의 핵심 요소이므로 다양
한 형태로 IT 기술의 접목을 시작하는 시장형성기에 차별화된 기술로
시장 선도 및 직물기반의 다양한 분야로 적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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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프로젝션 컴퓨터를 이용한 증강현실 서비스
및 맨손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스마트인터페이스연구팀 담당자

정현태

본 기술은 종이 책 위의 혼합된 정보를 맨손 또는 디지털 펜으로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 기술로

I N N O V A T O R

서, 편의성과 몰입감을 높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기존 스탠드 조명을 대체하는 프로젝션 스탠드,
유아를 위한 인터랙티브 미디어북, 학교/학원 등의 교육용 시스템 등에 활용 가능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T E C H N O L O G Y

·실제 종이 책 위에 빔프로젝터로 디지털 콘텐츠를 출력하여 인쇄정보와 디지털 정보를 자연스럽게 혼합하고 맨손
으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북 서비스
·종이 책 위의 혼합된 정보를 맨손 또는 디지털 펜으로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 기술

S M A R T

&

G R E E N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프로젝션 컴퓨터 기반의 서비스는 실사물 위에 디지털 정보를 투사하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서비스 모델임
- 기존의 콘텐츠(일반 PC 또는 아이패드 등과 같은 태블릿 PC 용)에서
제공하기 힘든 실 사물과 디지털 콘텐츠의 혼합을 통한 증강현실 서
비스로 새로운 시장 창출
- 실제 사물에 디지털 정보를 효과적으로 투사하기 위한 고정형 및 착
용형 하드웨어 플랫폼 기술 개발 필요
- 스탠드형 플랫폼 및 착용형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편리하
게 하여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
스 기술 개발 필요

■ 기술의 상세 사양
·라이브 북 서비스
- 시스템 구성: 스탠드형 시스템(프로젝터, 카메라(VGA), 적외선 레이저)
- 시스템 요구사항: Windows XP 이상, 1.6GHz 듀얼코어 이상
·맨손 인식기
- 실시간 손끝 추적
- 투사 영상, 배경, 피부색에 영향 없음
- 인식률: 96% (< +- 0.7cm)
- 시스템 요구사항: Cortex-A8 1GHz 이상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인쇄본 책 위에 디지털 콘텐츠를 표현하여 편의성과 몰입감을 높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서비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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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13년에는 12조 8천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콘텐츠

·기존 증강현실 책
- 아날로그/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디스
플레이상에서의 융합
- 마우스, 마커, 책 움직임을 이용한 인터
랙션

·현실세계에서 아날로그/디지털 콘텐츠
융합
·융합 콘텐츠와 직접 맨손으로 인터랙
션

·Light Touch
- 맨손 인터랙션 , 임베디드 시스템
- 고정된 평면 손끝 터치만 가능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저연
산 기술
·맨손 인터페이스(손끝 추적, 터치, 핸드
제스처)
·빠른 응답시간
·피부색 및 광원 변화에 안정적
·평면 터치 및 허공 손끝 추적 가능

·Light Touch
- 소형(10인치 화면)
- 테이블 고정형, 전방에 시스템 배치

·테이블 고정형
·10~15인치 화면 크기 조정 가능
·전방/상단 배치 가능

·국내 디지털 콘텐츠 중, 모바일 AR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게임, 디지
털 영상, e-learning, 정보 콘텐츠, 온라인 출판, 디지털 콘텐츠 솔루션
분야가 각각 3.6%, 1.1%, 2.9%, 6.2%, 4.1%, 12.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13년에 이들 분야의 총 시장규모는 9조 9,156억원
으로 성장할 전망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내수 시장 규모는 '12년에 약 2조원 규모에서 '16년 7.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내(억원)

50,840

82,318

115,518

150,702

188,183

국외(M$)

23,936

39,875

56,576

74,460

93,393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2년 8월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액(억원)

3,601

5,892

8,269

10,787

13,330

< 모바일 프로젝터 적용 제품의 수출 전망 >
* 출처 : 2006 산업기술평가원, Micro Projection Display 산업기술동향 분석

·기술 문서
·HW 설계도 및 회로도
·영상인식 알고리즘 및 S/W

4. 기대효과

·국내특허 실시권

기술도입효과
표준화 및 특허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콘텐츠 제작 업체와 시청각 교재 개발을 통한 콘텐츠 사업화
·백화점 및 쇼핑몰에서 증강현실 기반 상품전시를 활용한 매출 확대
효과

■ 보유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
년도

출원

인쇄매체 기반 혼합현실 구현 장치 및
방법

대한민국

20110057559

2011

출원

인터랙티브 증강현실 구현 시스템 및
증강현실 구현 방법

대한민국

10-2012020726

201202-29

·테이블 게임 등 서비스에 접목

I N N O V A T O R

·해당사항 없음

T E C H N O L O G Y

■ 기술이전 범위

G R E E N

< 모바일 프로젝터 적용 제품의 시장 전망 >
* 출처 : 2006 산업기술평가원, Micro Projection Display 산업기술동향 분석

기술의 완성도

&

플랫폼

개발 기술

S M A R T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행기술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기존 스탠드 조명을 대체하는 프로젝션 스탠드
·증강현실 북의 개선된 서비스인 라이브북 서비스
·학교/학원 등의 교육용 시스템
·유아를 위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북
·백화점/쇼핑몰 등의 광고 전단지
·오프라인 매장의 증강현실 기반 상품 전시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09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08년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9조 5
천억원 규모로 전망했으며, '08년부터 '13년 까지 연평균 8.0%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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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웹캠 장치의 가상화 처리 기술
기상화플랫폼연구팀 담당자

권은정

본 기술은 저가의 단말 외부 입력 장치를 서버의 가상 장치로 생성, 단말이 아닌 서버 상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I N N O V A T O R

수행하게 함. 최종 사용자는 저가의 단말을 통해 화상회의, 영상 통화 서비스 이용 가능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저가의 단말 외부 입력 장치를 서버의 가상 장치로 생성
·단말이 아닌 서버 상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함

T E C H N O L O G Y

·최종 사용자는 저가의 단말을 통해 화상회의, 영상 통화 서비스 이용 가능

S M A R T

&

G R E E N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서비스 사업자(e.g : 방송서비스 사업자)는 저가의 단말을 활용하
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응용서비스를 단말의 사양에 무관
하게 자체의 서버를 구축하여 용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함

·저가형 단말에 저가형 USB 웹캠을 이용한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시스템 제공
·세션 분리 기반의 USB 웹캠 가상 드라이버 제공 기술
·압축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USB 웹캠에 대한 데이터 압축 제공 기술
■ 기술의 상세 사양

·저가의 단말의 자원 이용률을 높이지 않기 위해 외부 입력 장치로
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단말이 아닌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이 필요함
·따라서, 사업자는 사용자가 저가의 단말을 이용하더라도 클라우드
상에서 화상회의, 영상 통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 창출 및 가입자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 기술로 필
요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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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국내 대체 기술 없음
·해외 OEM License 형태로 제공되는 솔루션은 고가이며 본 기술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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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기술적으로 열세

·저가 단말, 저가 웹캠을 통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용이

·저가의 단말에 포팅되어 서비스 되어 상용 수준의 안정성 제공함

■ 제품 / 서비스에 미치는 중요성

·저가형 단말에 탑재되어 성능 면에서 우수함

·클라우드 기반 다양한 형태의 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요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기존 단말, 저가형 단말 및 저가형 외부 입력 장치 연동 기술을 통한
ROI 증대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웹캠 장치에 대한 사용자 별 세션 분리 기술 지원함
·세션 분리 기술
·저가 단말에서 저가 웹캠에 대해 상향 데이터 압축 전송으로 네트워
·데이터 압축 전송 기술
크 효율적인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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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1

2012

2013

68.3

81.3

102.1

148.8

Management

1.6

2.3

3.9

7

Platform Infra

2.7

4.4

6.6

12.4

단위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업계는 USB Redirection 이라는 기술로 USB 외부 입력장치에 대한
가상화 처리 기술을 제공하여 클라우드 상에서 주변장치를 연결한 서
비스 제공 증가 추세

■ 기술이전 범위
·STB 웹캠 Redirection 처리 상세 설계서
·서버 가상 드라이버 처리 상세 설계서
·STB(Cloud STB, Legacy STB) 소스 프로그램

·표준 기술 부재 및 해당 기술의 국산 솔루션 부재로 외산 솔루션 의지
도가 높음

·서버 소스 프로그램
·이전 기술에 대한 기술 문서, 메뉴얼

4. 기대효과

표준화 및 특허

기술도입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기술적/경제적 기대효과
·경쟁 기술 우위 및 기술의 국산화

·Management 측면에 대한 DMTF(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에 의한 스펙 release(2009)

·단말 장비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클라우드 기반 고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현실적으로 제품 솔루션은 3RD Party 개별적인 기술에 의해 개발되
고 있는 추세임

■ 기존 기술 대비 제품 경쟁력 강화

■ 보유 특허

·타 기술 대비 세션 별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 구조

·성능 우수 : 초당 15fps 처리 가능

I N N O V A T O R

·USB Redirection에 대한 원격 전송 프로토콜 (예: Remote Desktop
Protocol)에 대한 확장 스펙이 Microsoft사에 의해 release되었음

T E C H N O L O G Y

·국내 대형 IPTV 사업자인 KT의 경우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STB 및 서버간 정합 규격서

G R E E N

·리눅스 서버 버전 (optional, 추가비용 요구 됨)
- 2012년 10 월

&

·윈도우 서버 및 리눅스 STB 타겟
- 2012년 8월

2010
Business Service
(Device Virtualization 포함)

S M A R T

·320 x 240 입력에 대해 12fps 처리
·성능 및 상용화 수준의
·저가형 Thin Client에 포팅 되어 상용 서비스 제공 수준임
안정성 제공
·사운드와 함께 제공 용이함

■ 원가 절감/생산성 증대 기대효과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
년도

출원완료

원격 디바이스 인식을 통한 데이터 처리
지연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 및 장치

국내

20120029537

2012

출원 준비중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위한 가상화 처리
기술 및 장치

-

-

-

·클라우드 STB를 위한 thin client 기술 배포 용이
·저가형 단말을 통한 사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기존 Legacy STB 대상 서비스 실시를 통한 사업자의 가입자 확보
유지 및 증대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STB(리눅스 STB) 및 가상화 서버 /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
·STB(리눅스 STB) 및 가상화 서버 / 클라우드 기반 영상 통화 서비스
■ 제품/서비스의 장점
·저가형 단말 대상 화상회의 및 영상 통화의 한계점 극복
- 펌웨어, 전용 웹캠 및 드라이버 개발 등 고민 해결
- 서버 상에서는 사용자 세션 별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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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윈도우 서버에서 고속 원격화면 전송기술
가상화플랫폼연구팀 담당자

신일홍

본 기술은 윈도우 터미날 서버에서 고속 원격화면 전송을 지원하고 MPEG 4 스트리밍 기술과 화면 고속 처리
기술을 결합하여 원격 접속시 원활한 화면 interaction이 가능케 함. 고속 원격화면 제공 기술, 클라우드 방송

I N N O V A T O R

시스템 등에 활용 가능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T E C H N O L O G Y

■ 기술개념

S M A R T

&

G R E E N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모바일 단말과 다양한 기기의 사용 확대로 저사양 단말에서 고품질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임

·고속 원격화면 전송으로 Cloud Application의 원활한 서비스

·기존의 Settop box (STB)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움
- CPU, Memory 등의 제약

·O/S, H/W 에 독립적인 App 실행환경 구축
- iOS에서 원격화면 접속으로 Flash, Silver-right 등의 실행 가능
·단말의 교체 없이 새로운 서비스 제공 가능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존의 STB에게 새로운 신규 서비스
의 제공이 가능함

·기존의 STB, 단말 등에는 MPEG4 Decoder 탑재

·STB에서 웹브라우징 서비스, 동영상 시청 서비스, 게임 서비스 등
의 사용자 요구가 확대일로임

■ 기술의 상세 사양

·원격화면 전송 기술은 클라우드 시스템의 핵심 기술
·원격화면 전송 기술은 윈도우 RDP 프로토콜을 주로 사용
- 높은 Bitrate 요구, 동화상등의 고화질 서비스에 부적합
·RDP를 이용한 원격접속시 Frame-rate, Latency 등에 문제 발생

·App agent S/W 설치로 편리한 원격화면 접속 가능
·동영상 서비스 (Gom, Youtube등) 15 Hz 이상의 원활한 원격 화면 전송
·Windows Server 2008 에서 약 50 명 정도의 동시접속 지원
·720p 화면 전송으로 고화질 Desktop 화면 표현
·User 당 5Mbps 내외의 Network Traffic 발생 (RDP >40Mbps)

·고품질의 동영상, 풀 브라우징 서비스를 위한 고속 원격화면 전송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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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동영상 Codec을 기반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이식성 확보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Microsoft RDP protocol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전세계 클라우드 시장 '12년 약 1500억불 전망(연평균 20%대 성장률)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12년 1조 6천억원으로 성장 예측
[표 1] 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 (2007~2012)

(단위: 억불)

비고

2011

2012

2013

국외

1524

2133

2563

2014
3434

국내(억원)

13040

16250

19525

25480

※출처 (IDC, KEIT)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기술의 완성도

·MS RDP, Citrix XEN, VMWARE 등의 미국 기업이 전세계 시장을 주도

·2012년 8월 완료

·국내에서는 App 단위 (브라우저)의 가상화 시도가 많음

·Windows Server 2008에서 시험 성공

·국내 대부분의 업체는 요소기술인 원격화면 전송보다 서버관리
solution에 치중함

·저 사양 STB 단말에 Agent S/W 탑재 (Broadcom 7424)

·3D 그래픽 원격전송은 NVIDIA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시제품 수준 달성
■ 기술이전 범위

4. 기대효과

·MPEG4 ES Encoder S/W
·Windows 서버용 고속 화면 처리 S/W

기술도입효과

·Client Agent S/W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고화질 저 Latency 원격 화면 전송기술로 Cloud 서비스 확산 가능

·표준화 동향 없음

·서버는 S/W 모듈로 구성되어 확장성 용이

■ 보유 특허

·단말 의존성제거로 신규 서비스의 Launch 가 용이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
년도

출원

원격화면정보 전송을 위한 동영상 부가정
보 오버레이 동영상 변환 방법 및 장치

한국

20120045780

2012

·O/S에 비 의존적인 클라우드 App 실행 환경 제공으로 S/W의 재사용
용이

I N N O V A T O R

·Cloud 시스템의 도입으로 단말의 능력에 비의존적인 App 서비스
가능

표준화 및 특허

T E C H N O L O G Y

■ 기술개발 완료시기

G R E E N

Windows RDP Protocol

·15 Hz 이상의 원활한 원격 화면 지원
- RDP 720p 동영상 화면 전송시 약 3Hz
·RDP의 1/10 이상의 Network traffic 경감
- 5 Mbps vs 40 Mbps
·전용 RDP Client가 불필요
- (단말의 MPEG4 Decoder를 사용하여 프로토콜 의존성 제거)
·저 Latency ( < 120 ms ) 실현
- RDP의 경우 과도한 CPU 사용으로 Latency가 (100~5000 ms)
·Simple 한 Agent S/W 구조로 확장성 확보
- RDP의 경우 전용 S/W를 구현해야 하며 Platform 당 이식에 어려움이
많음

&

본 기술의 우수성

S M A R T

경쟁기술

·본 기술도입으로 낮은 Network traffic 을 활용한 WAN 단위의 서비스
가능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 고품질 원격화면 전송 기술
- 모바일 단말용 원격 PC 제어
- 모바일 단말용 Full Browsing Service
- 다양한 고품질 (15 Hz, 720p), 저 Latency용 고속 원격 화면 전송 서
비스에 적용가능
■ 기술의 중요성
- 원격화면 전송의 핵심 요소 기술로 활용
- 저 Latency 실현으로 사용자 Experience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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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Omni10 플랫폼 기술
넷컴퓨팅융합연구팀 담당자

박종대

본 기술은 플로우 기술 및 DPI 기술을 기반으로 유무선 융합 서비스, 차세대 보안, 개인 맞춤 서비스 및
SDN(Software Defined Network) 등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개발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통합 공통 플랫폼

I N N O V A T O R

기술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 주기 및 생산 가격을 50%이상 단축 할 수 있음.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옴니플로우 기술'은 L2 ~ L7 패킷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플로우 기반 기술로써, 차세대 네트워크장비 기술의 핵심임

T E C H N O L O G Y

·Omni10 플랫폼은 상용 네트워크 프로세서 및 상용 멀티코어 CPU를 이용하여 '옴니플로우 기술' 을 구현한 저가형
플랫폼이며, 네트워크 S/W (Data Plane, Control Plane, System Plane)를 플랫폼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기술이전 업
체는 국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음

G R E E N

■ 기술구성도

Omni10 플랫폼 S/W 구성도

S M A R T

&

Omni10 플랫폼 H/W 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패킷을 세션 별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플로우 기술 및 패킷에 대한 특
성 추출을 위한 패킷의 응용 레벨까지의 검사(DPI)는 차세대 방송.통
신 융합장비의 필수적인 기능임

·ETRI가 단독으로 IPR을 확보한 플로우 처리 기술 적용

·차세대 Carrier Network 장비나 스마트 그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
스 등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나, 국내 네트워
크 장비 업계의 경우, 생산 기반에 대한 핵심기술이 부족한 실정임
·본 기술은 플로우 기술 및 DPI 기술을 기반으로 유무선 융합 서비스,
차세대 보안, 개인 맞춤 서비스 및 SDN(Software Defined Network)등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개발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통합 공통 플랫
폼 기술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 주기 및 생산 가격을 50%이
상 단축할 수 있음

·플로우 기반 10Gbps 급 성능의 엔터프라이즈급 네트워크 장비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개발된 초저가형 플랫폼
·S/W 측면 :
- Flow Engine용 Data Plane S/W 확보 가능
- Flow와 DPI 연동구조 S/W 확보 가능
- 상용화 수준의 공개 소스 기반 System S/W 확보 가능
·H/W 측면 :
- 기존

상용 네트워크 장비와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 있는 플랫폼 확보
가능
- 상용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통한 DPI 및 Flow 처리 기술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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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Dimension

- 멀티미디어 세션 보더 컨트롤러
- 모바일 VPN (Virtual Private Network) 게이트웨이
- 기업형 경계 라우터 등
- IPS, IDS
- WiFi-Controller

제원

300 mm(L) x 390 mm(W) x 2 mm(T) - 18 Layers

프로세서

네트워크 I/F

제어 플레인

성능

Multi-core 내장

Multi-Core Processor

Cavium’s CN5860 x 2EA

Network Processor

EZChip’s NP-4 x 1EA

1000Base-SX/LX/ZX/T

10 Ports/interface

10GBase-SR/LR/ER

1 Port/interface

OS 커널

Linux 2.6.27

Routing

Open Routing Suite(XORP)- IPv4

시스템 플레인

XORP 기반 확장
- Event 전달구조 및 Trace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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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S Control

QoS Manager/Agent/CLI 기능

Flow Forwarding

Flow Forwarding 지원
가변 필드를 이용한 Flow 인지

QoS Control

AR, GR, MR

Flow-Based Packet Forwarding

10 Gbps (Full Duplex)

Deep Packet Inspection(DPI)

5 Gbps (Full Duplex)

처리 Flow 수

100 만개 (확장 가능)

·프로세서 네트워크 장비 시장 규모는 2009년 8,300억을 예상하고 있
으며, 2012년 1.1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전체 통신장비 시장과 마찬가지로, MSPP, 스위치 등 전통적인 네트
워크 장비군의 성장률은 정체되거나 하강 추세에 있는 반면, Network
Access Controller, Session Border Controller 등 통신 사업자의 비즈니
스와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차세대 통신장비 시장의 성장이 예상됨
[표 1] 플로우 프로세스를 탑재하는 네트워크 장비 시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국내

·System S/W : IPInfusion ZebOS

2010년

2011년

2012년

Layer 4-7 Switch

826

899

975

1,051

6

Gateway

633

699

776

869

9.4

1,397

1,759

2,104

2,876

36.7

107

121

135

149

13.1

Edge Router

2,479

2,889

3,256

3,479

11.9

Carrier Ethernet

914

1,051

1,199

1,238

12.8

MSPP

1,960

1,803

1,640

1,476

-7.6

합계(억원)

8,315

9,221

10,083

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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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술의 우수성

IPInfusion ZebOS

·ETRI 독자 기술인 플로우 기반 패킷 처리 기술(Data Plane) 보유 및 제공
·오픈 소스인 XORP 기반으로 확장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상용 수준의 라우
팅 프로토콜(Control Plane) 저가 제공
·멀티캐스트 이벤트 등 향상된 시스템 플레인(System Plane) 기능 기본
제공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6~12개월 상용화 소요기간 필요
■ 기술이전 범위
·Omni10 H/W 기술
·OmniFlow용 System S/W 기술 (세부분야별 별도 기술이전 가능)
- OmniFlow Data Plane S/W 기술
- OmniFlow System Plane S/W 기술
- OmniFlow Control Plane S/W 기술
표준화 및 특허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최근 급증하는 네트워크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버젼스 서비스 증가
는 트래픽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제어의 필요성을 요구하며, 이를 위
하여 플로우 기술 및 DPI기술이 본격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플로
우 기반 이용자 단위의 정책 제어를 지원하는 플로우 기술은 보유하
지 못하고 있음
·Broadcom, Cavium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프로세서 및 하드웨
어 플랫폼을 이용하여 방화벽이나 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등 특정 목적에 맞는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Carriergrade 네트워크 장비 및 고성능 멀티미디어 서비스 장비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네트워크 기술이 없으므로, 대부분 외산 솔루션
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정밀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트래픽 자체의 세밀한 QoS 제어
및 경로 제어를 위한 트래픽 교환, VPN을 위한 보안 제어 등을 요구
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

I N N O V A T O R

·2013년 2월 시제품 완료 예정

※출처 : IDC 2007(Network Access Control), IDC 2008(Network Access Control
를 제외한 나머지)

T E C H N O L O G Y

Network Access Control
Session Border Controller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CAGR1)

G R E E N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단위 : 억원)

2009년

&

구분

S M A R T

데이터
플레인

Main CPU

·2010년부터 "통신장비 개발 보급용 Flow Processing Engine 기술 개
발" 과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빠른 시간 내에 시스템 적용이 가능
하도록 하는 통합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가입자 인지 플로우별QoS 제공 방법

한국/
미국

13/299618

201111-18

출원

공평한 대역 할당 기반 패킷 스케줄링 방법 및 장치

한국/
미국

13/301350

201111-21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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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술의 우수성

·독자적 H/W 기술 보유
기존 기술 개선 정도 ·독자적 플로우 관리 Data Plane 기술 보유 (ETRI IPR)
·오픈소스인 XORP Control Plane 기술 개선 (안정화 및 성능 향상)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비용절감효과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개발 비용 50%이상 절감

·플로우 기반 네트워크/보안 장비
- NAC (Network Access Controller)
- 미디어 게이트웨이
- 비디오 스위치

생산성 증대 효과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개발 기간 50%이상 단축

매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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