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융합기술(자동차,바이오,RFID 등)

7-1 차량-IT기반 융합서비스 핵심S/W기술
자동차IT융합연구팀 담당자

권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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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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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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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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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VAN(Vehicle Area Network : 차량 영역 네트워크) 범위내의 센
서 뿐만 아니라 차량 내 connectable한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
스와의 네트워크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게이트웨이 통합 플랫
폼 (EURASIP Journal on Embedded Systems Volume 2009, "An
Embedded Software Platform for Distributed Automotive Environment
Management" )
·MS사는 차량용 INFOTAINMENT 시스템 개발용으로 Microsoft Auto 플랫폼
을 출시하여 음성인식 기반의 API 등을 제공하고 GPS 및 블루투스 지원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 기술의 상세 사양
·차량-IT 응용 S/W 기술
- 상황인지 기반 다중통신(WCDMA, DSRC, WAVE 등) 지원 및 GPS 연동
컴포넌트
‥ WCDMA,

DSRC, WAVE, WLAN 등 다양한 무선 통신망이 사용될 수 있
는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통신망을 선택 알고리즘(신호세기, 사용자 선
호도, 가격정보, 데이터 전송속도)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본 기술의 우수성

특정 환경(Java VM, OSGi)에 제한적이지 않으며, 차량 센서의 단순
OSGi-UPnP Software
한 연동 수준이 아닌 S/W의 재사용성을 고려해 개발된 차량정보 지
Platform
원 컴포넌트로서 다양한 응용 서비스 구현시 활용 가능

Microsoft Auto

Microsoft Auto는 인포테인먼트에 특화된 시스템이고 CAN, MOST
만을 지원하는 상용 제품이나 본 시제품은 CAN, K-Line 등의 시
장에서 활용되는 차내망을 지원하고 다양한 무선통신망(WCDMA,
WLAN, DSRC, WAVE)을 지원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 차량

외부 네트워크 (CDMA/WCDMA) 연동 컴포넌트
‥ CDMA/WCDMA

망과 연동을 통해 텔레매틱스 서비스 프로토콜 사용을 지원

구분

- 보험연계

서비스 단말 기술
‥ 각종

차량 및 운행정보 기반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차량 및 운행 데이터
수집, 분석, 제공
- 택시

통합 단말 및 서버 기술
‥ 택시들의

운행 데이터 수집과 운전 패턴 분석을 통한 차량진단, 친환경
경제운전, 안전운전, 예방 점검 관리 지원
·에코드라이빙 S/W 기술
- 에코드라이빙

S/W 모듈 기술
‥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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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품단계
(11.5.31)

단
계

정의

결과물

차량-IT용 공통 컴포넌트 개발 · 핵심요소기술 시작품
5 (분석/설계/구현/시험/유효성 · 핵심요소기술 상세 설계서
확인)
· 핵심요소기술 시험서
6 시스템 통합/시험/검증

제품화 단계
7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12.5.31)

개발연차
1차년도
2차년도

· 차량-IT용 공통 컴포넌트
시작품

1차년도
2차년도

· 차량-IT용 공통 컴포넌트
시범 서비스
· 현장 시스템 시험서

3차년도

■ 기술이전 범위
·A. 기술명 : 차량-IT 응용 S/W 기술
- 상황인지

기반 다중통신(WCDMA, DSRC, WLAN, WAVE 등) 지원 및 GPS
연동 S/W 컴포넌트 고도화 기술

- 차내망(CAN,

K-LINE) 연동 컴포넌트

- 차량

외부 네트워크(CDMA/WCDMA) 연동 S/W 컴포넌트 고도화 기술

‥ CAN과

K-LINE 차량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 결과를 제공

- 보험연계

서비스 단말 기술

- 모바일

장치 연동 컴포넌트

- 택시

통합 단말 및 서버 기술

‥ 블루투스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바일 장치가 차량 내부 네
트워크 CAN 프로토콜을 통해 다양한 차량 정보(차량주행정보, 진단정보
및 센서정보 등)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모바일 응용 서비스 프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공통 인터페이스 제공(해당 컴포넌트
사용시 개발기간이 80% 이상이 단축됨)

·B. 기술명 : 에코드라이빙 S/W 기술
- 에코드라이빙

S/W 모듈 기술
- 차량

내부 네트워크(CAN, K-LINE) 연동 S/W 컴포넌트 고도화 기술
- 모바일

장치 연동 S/W 컴포넌트 고도화 기술

203

표준화 및 특허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TTA PG 310, ITS Korea에서 차량통신 및 네트워킹 응용서비스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 하고 있음

·세계 차량-IT 융합 시장(지능형자동차, 텔레매틱스, 네비게이션) 규모는
'11년 1,620억 달러 규모에서 '18년에는 2,419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IT Insight, 2009.06)

·TTA 전파통신기술위원회(TC3) 산하 텔레매틱스/ITS프로젝트그룹
(PG310) 정보통신단체표준 2건

주요지표

■ 보유 특허
출원/
등록 구분

2011

2013

2015

2018

세계시장규모(억불)

1,620.97

1,905.22

2,112.48

2,418.99

한국점유율(%)

비계산

5.04

비계산

6.55

수출액(억불)

18.72

24.73

30.84

35.98

성장률(CAGR, %)

비계산

18.42

비계산

9.46

생산액(천억 원)

132.768

182.559

233.514

301.484

부가가치(천억 원)

62.894

86.481

110.619

142.817

고용효과(명)

비계산

76,374

비계산

126,126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한국/
미국

2009-0119963/
12/853672

2009

국내/국제 차량 정보 제공 장치 및 방법

한국/
미국

2010-0099978/
13/271762

2010

국내/국제 차량 통신 인증 방법

한국/
미국

2010-0128564/
13/323086

2010

국내/국제 시스템 환경 관리 장치 및 관리 방법

한국/
미국

2010-0133658/
13/332807

2010

차량의 복합 고장을 예측하기 위한
국내/국제
장치 및 방법

한국/
미국

2011-0025497/
13/284780

2011

‥ 미래성

지표 시장은 세계 보급/출하 및 국내 내수시장을 의미

차량 내부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차량 안전진단 및 인명구조 방법과
그 장치

한국

2011-0045341

2011

‥ 성장성

지표는 산업연관표의 유발계수(텔레매틱스 분야 적용) 사용하였
으며, 직접 및 간접효과를 모두 포함

한국/
미국

2011-0135871/
13/560611

2011

국내/국제

국내

특허명

차량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검증 방
법 및 그 시스템

국내/국제 통신망 선택 장치 및 방법

미래성

성장성

- 상기

항목은 지능형자동차 + 텔레매틱스 + 네비게이션 등을 포괄

- 시장

추계에 활용된 기초 시장통계자료는 다음과 같음
‥ 지능형자동차

: Global Insight 및 KIET(2007.4) 및 동 자료이용 추계
‥ 텔레매틱스

: 세계 시장은 TRG(2007), 국내시장은 텔레매틱스 시장전망,
ETRI(2007.1)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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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비게이션 : Morgan Stanley Research,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Credit Suisse(2006.9), 전자신문(2008.7.31) 등의 자료
이용하여 추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체 제조업 고용의 8%(22만 명), 생산액 11.1%(75
조원), 부가가치의 10.9% (28조원)를 차지하며 세계 5위(07년)의 생산
량을 점유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 산업임(자동차공업협회,
2007)
·국내 ITS 시장은 2010년 7조 3,800억원에서 완전 대중화가 예상되
는 2020년에는 14조 7,8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현대오토넷,
2007.7)
·2015년 까지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시스템의 확산 및 정착으
로 지능형자동차 시스템의 세계 시장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까지 전체 자동차생산증가율을 상회하는 상승세가 이어
질 것으로 전망
·자동차 IT 국내 융합시장은 2008년 1.8조원에서 2018년 5.7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고, 자동차제조사, 자동차 부품사, IT업체들 간의 융합기술
개발이 활발히 전개 중(전자통신동향분석, 2008)
·차량-IT 융합 산업은 지능형 자동차, 텔레매틱스 및 네비게이션 시장 외
에 자동차 전장시장, 자동차 배터리 시장, ITS 시장, 자동차 산업과 IT가
접목되어 창출되는 자동차 산업 기반 컨버전스 시장(물류, 홈 네트워크,
보험, 환경, 의료 등)도 포함되므로 시장 규모가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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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제공하여 중복개
발을 방지하고, 개발 비용 절감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의 강화
·검증된 컴포넌트의 재사용으로 차량-IT 융합 서비스를 개발하므로 개발
기간의 대폭적인 단축 및 개발 비용의 절감(현재의 자동차 모델당 차량
정보 수집 비용 평균 300만원, 개발 기간 22-35일에서 컴포넌트 사용
시 대폭 감소 예상)
·자동차 산업 내 중소기업(4,200개)은 물론, 차량-IT 서비스 및 제품 개발
에 관심이 있으나 전문 지식이 없는 많은 IT 회사(22,600개)들의 시장진
입이 용이해지므로 국내외 차량-IT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
·검증된 공통 컴포넌트의 재사용과 저작도구를 통한 쉽고 빠른 차량-IT
융합 서비스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차량-IT 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인
자동차 산업의 보수성과 IT의 신속성의 갭을 줄여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
치 증대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적 효과
·OEM사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빠른 수집주기(10ms~20ms)가 가능한
Vehicle CAN 정보(속도, RPM, TPS, 브레이크 등) 연동 컴포넌트를 제공
하여 블랙박스 업체들이 고성능 제품을 개발가능
·WCDMA, DSRC, WAVE, WLAN 등 다양한 무선 통신망이 사용될 수 있
는 환경에서 이동중인 차량에 통신망 선택 알고리즘(신호세기, 사용자
선호도, 가격정보, 데이터 전송속도 등)을 사용하여 가장 적합한 망을 결
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인지 기반 다중통신 지원 컴포넌트를 활
용하여 맞춤형 서비스의 실현
·개발된 S/W 컴포넌트의 재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객체지향 방법론 및
UML 기법을 S/W 개발 프로세스에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데이터 마이닝 기술(차량 데이터 정규화 및 신경망 기법)을 이용한 고장
예측 기술을 활용하여 선진 OEM사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
·국내의 낙후된 자동차 S/W 개발 현장에 선진 자동차 OEM사의 최신 자
동차 임베디드 S/W 개발방법인 MDA(Model Driven Architecture) 지원
도구를 도입 적용하여 개발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차량-IT용 공통 컴포넌트와 플랫폼을 이용하여 타 산업(보험, 물류 등)과
의 융합이 활발해지고, 이들 융합서비스 기반의 새로운 신성장 산업 창
출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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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차량 센서 값의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고장 예측 기술
자동차IT융합연구실 담당자

권오천

현재의 원격 차량 진단 시스템과 차량 정보 제공시스템은 차량 내 세부 장치의 고장 상태를 제공할 뿐 고장에 대한 예측 정보는
제공하지 못함. 따라서 차량 내부 네트워크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차량 센서 값들을 기준으로 차량 이상 데이터를 주기
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 할 수 있는 차량 데이터 기반 고장 예측 및 이상 데이터 관리 기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처리 비용절감,
신속한 사후 처리 가능.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차량 내부 네트워크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차량 센서 값들(엔진 및 트랜스미션정보 등)을 기준으로 차량 데이터간의 상관관
계나 차량 이상(고장) 조건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량 고장을 예측하고, 차량 이상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 할 수 있는
차량 데이터 기반 고장 예측 및 이상 데이터 관리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원격 차량 진단 시스템과 차량 정보 제공시스템은
단순한 센서의 측정 값을 통해 차량 내 세부 장치의 고장 상태를 제공할
뿐 고장에 대한 예측 정보는 제공하지 못함

·기존 차량 진단은 고장이 발생한 이후 DTC 등을 서버로 전송하면, 서버
에서 분석 및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본 기술은 인공신경
망과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하여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고장의 발생 확
률을 구하고, 위험도가 높은 고장의 경우 효율적인 회귀분석을 통해 추
이변화를 예측하여 차량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고장 예측 기술

·차량 이상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의 경우 차량의 단일장치에 의한 이상상
태를 측정하여 서비스하는 것으로 차량 장치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이상상태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하는 기술이 필요한 실정
·기술 이전 기술(차량 센서 값의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고장예측 기술)
은 차량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기
법을 적용하여 차량이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하고 모니터링 하여 고장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고장 발생 시점을 예측하여 운전자
와 관리자가 신속하게 차량의 이상상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
공하는 기술 개발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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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 기술의 상세 사양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차량 고장 예측 기술
- 인공신경망

기술을 적용하여 차량 고장에 대한 학습을 통해 위험도를 예
측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추이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실시간 차량 데이터기반 고장 예측 기술
- 차량

데이터의 집중현상을 분석하는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한 차량 이
상 상태 모니터링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실차로부터 수집되는 과거와 현재 데이터의 특성 및 제약조건을 분석하
여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10개 주요 고장에 대하여 고장의 발생 확률을
구하고 고장 발생 시점에 대한 예측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고장
예측 핵심 S/W 기술

·세계 차량-IT 융합 시장(지능형자동차, 텔레매틱스, 네비게이션) 규모는
'11년 1,620억 달러 규모에서 '18년에는 2,419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IT Insight, 2009.06)
주요지표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2011

2013

2015

2018

세계시장규모(억불)

1,620.97

1,905.22

2,112.48

2,418.99

한국점유율(%)

비계산

5.04

비계산

6.55

수출액(억불)

18.72

24.73

30.84

35.98

미래성

차량의 모든 상태(정상 및 이상)에 대한 클러스터를 생성함으로써 단일
고장의 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고장은 물론 이상 상태의 상세내용 및 고장 발생 확률을 구할 수 있음

Agink MineFleet

성장성

기술의 완성도

단계

기존연구단계

2

실험단계

3

비계산

18.42

비계산

9.46

생산액(천억 원)

132.768

182.559

233.514

301.484

부가가치(천억 원)

62.894

86.481

110.619

142.817

고용효과(명)

비계산

76,374

비계산

126,126

- 상기

항목은 지능형자동차 + 텔레매틱스 + 네비게이션 등을 포괄

■ 기술개발 완료시기
구분

성장률(CAGR, %)

정의

결과물

개발연차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정립

· 차량 센서데이터와 주요
고장과의 상관관계 분석
· 고장 예측 알고리즘 개발
및 특허 출원

2차년도
3차년도

기본성능 검증

· 차량 이상 데이터
모니터링 S/W 개발
· 차량 시뮬레이터와 실차를
통한 알고리즘 시험

2차년도
3차년도

‥ 성장성

지표는 산업연관표의 유발계수(텔레매틱스 분야 적용) 사용하였
으며, 직접 및 간접효과를 모두 포함
- 시장

추계에 활용된 기초 시장통계자료는 다음과 같음

■ 기술이전 범위

‥ 지능형자동차

: Global Insight 및 KIET(2007.4) 및 동 자료이용 추계
‥ 텔레매틱스

: 세계 시장은 TRG(2007), 국내시장은 텔레매틱스 시장전망,
ETRI(2007.1) 활용
‥ 네비게이션 : Morgan Stanley Research,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Credit Suisse(2006.9), 전자신문(2008.7.31) 등의 자료
이용하여 추계

·차량 센서 값의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고장 예측 기술
-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차량 고장 예측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실시간

차량 데이터기반 고장 예측 기술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체 제조업 고용의 8%(22만 명), 생산액 11.1%(75조
원), 부가가치의 10.9% (28조원)를 차지하며 세계 5위(07년)의 생산량을
점유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 산업임(자동차공업협회, 2007)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국내 ITS 시장은 2010년 7조 3,800억 원 에서 완전 대중화가 예상되는
2020년에는 14조 7,800 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현대오토넷, 2007.7)

·해당사항 없음
■ 보유 특허
출원/
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국내

차량 내 센서 및 환경, 의료 정보를 통한 운
전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법

한국

2012-0043396

2012

국내/국제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차량 고장 예측 방법

한국/
미국

2011-0025497
13/284780

2011

국내
(국제출원중)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차량 이상상태 모니터
링 방법

한국/
미국

2012-00475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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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성

지표 시장은 세계 보급/출하 및 국내 내수시장을 의미

·2015년 까지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시스템의 확산 및 정착으
로 지능형자동차 시스템의 세계 시장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까지 전체 자동차생산증가율을 상회하는 상승세가 이어
질 것으로 전망
·자동차 IT 국내 융합시장은 2008년 1.8조원에서 2018년 5.7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고, 자동차제조사, 자동차 부품사, IT업체들 간의 융합기술
개발이 활발히 전개 중(전자통신동향분석, 2008)
·차량-IT 융합 산업은 지능형 자동차, 텔레매틱스 및 네비게이션 시장 외
에 자동차 전장시장, 자동차 배터리 시장, ITS 시장, 자동차 산업과 IT가
접목되어 창출되는 자동차 산업 기반 컨버전스 시장(물류, 홈 네트워크,
보험, 환경, 의료 등)도 포함되므로 시장 규모가 매우 큼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차량 데이터 기반 고장 예측 기술은 해외 OEM사도 이제 시작단계라 해당 기술의 조기 사업화
로 세계 경쟁력 확보 가능
·잠재적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운전자에 대한 안전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으므로 국가적으로 사고처리 비용(2010년 기준 1조 679억 원) 절감 가능
·긴급 및 위험상황 발생시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사후 처리 가능
·차량 데이터 기반 고장 예측 기술은 원격 차량 관리 및 유지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으리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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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AUTOSAR 기반 차량제어기 S/W 플랫폼
자동차IT융합연구실 담당자

이주철

본 기술은 차량제어기 (ECU) 에 탑재되는 S/W 플랫폼 기술로써, 차량전장응용개발을 위한 국제표준인 AUTOSAR R3.1 규격
을 준수하여 개발되었음. 해당 플랫폼 기술은 AUTOSAR 의 계층화 구조를 구현하여 하드웨어 추상화를 실현하였으며, 플랫폼
설정도구를 통하여 플랫폼 세부기능의 튜닝 및 특정기능의 추가삭제가 가능함. 본 기술은 AUTOSAR R3.1 규격을 준수하여 개
발한 차량용 전장응용이 탑재될 ECU에 적용할 수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각 차량제조사 납품용 차량전장응용개발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한
기술표준의 개발 (AUTOSAR)
·현대 차량용 ECU 에서 쓰이는 거의 모든 기능을 모듈화하여
(BSW : Basic SoftWare) 플랫폼을 구성함
·플랫폼의 계층화 구조로 추상성을 제공하여 하드웨어 의존성을 낮춤
·각 플랫폼의 기능이 컴포넌트로 개발 되어, 타겟 ECU의 설정에 따라
서 요구되지 않는 기능은 제거할 수 있음 (모듈화)
- ECU

설정도구를 통하여 각 모듈 설정가능
·C 언어를 사용하며 컴파일러 추상화 기능을 적용하여 이식성이 좋음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국내의

전장 부품업체들이 유럽의 자동차 회사로부터 AUTOSAR 적용요
구를 받고 있음
·이러한 국내 완성차 업체 및 전장 부품업체의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차량 전장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공급이 요구됨

·차량 전장용 플랫폼의 국제표준 (AUTOSAR)에 대한 해외 주요 완성차
업체에서의 AUTOSAR 실차 적용이 확대되고 있음
- BMW,

Daimler 등은 2008년부터 특정 모델(BMW X5 시리즈)에 부분 적용
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모든 차량에 확대 적용을 공식화
·국내 완성차 업체 및 부품업체도 해외 수출 및 국내 기술 자립의 측면에
서 국제 표준 기술력 확보가 강조되는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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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AUTOSAR R3.1 규격을 구현

■ 보유 특허

·하드웨어를 추상화하고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하였기 때문에 차량전
장응용 개발의 중복투자방지 및 재사용성이 높음

출원/
등록 구분

·개발지원도구를 통하여 플랫폼의 설정이 용이하며, 자동 소스 생성을 지원함

출원중

AUTOSAR기반 범용 CAN Transceiver 설정에 관한 방
법 (The Method for AUTOSAR based on general CAN
Transceiver configuration)

-

-

2012

출원중

AUTOSAR 내부행위 설정 도구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for editing AUTOSAR Internal Behavior)

-

-

2012

출원중

Variant를 지원하는 AUTOSAR 설정도구 및 그 방법
(AUTOSAR Configuration Tool and Method Implementing
Variant)

-

-

2012

·해외업체와 비교해 전장개발의 특성상 필요한 밀접한 기술지원 제공 용
이 (비용절감)
■ 기술의 상세 사양
·관련 표준 : AUTOSAR R3.1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특허명

·사용언어 : C (Compiler Abstraction 구현)
·사용컴파일러 : Tasking Vx-toolset for C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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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AUTOSAR R3.1 기반 차량용 ECU BSW 플랫폼 S/W

·독일 Vector사 DaVinci 제품
- BSW

플랫폼 : Microsar

- 향후

AUTOSAR R3.1 이 적용될 시 해당 표준을 기반으로 작성된 응용이
탑재될 ECU의 기반 플랫폼으로 적용 가능

- 시스템

설계 도구 : DaVinci System Architect, Network Designer

·AUTOSAR R3.1 BSW 설정 및 소스생성을 위한 설정도구

- ECU

설계 도구 : DaVinci Developer, MICROSAR EAD

-본
 플랫폼 기술을 적용 시 요구되는 각 BSW 모듈 설정 및 튜닝을 위한 개발도구

·독일 dSPACE사 SystemDesk 제품
- 시스템

설계와 ECU 일부 설정 그리고 RTE 생성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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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Eletrobit사 EB Tresos 제품

AUTOSAR R3.0 기반 전장 S/W 개발지원도구 및 플랫폼 (단위 : 백만 불, 억원)

- ECU

설계 및 코드 생성 기능 포함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Vector Microsar/
Davinci

· 최대한 AUTOSAR 표준을 준용하여 개발하여, 호환성이 높음
· 시스템 설정과 ECU 설정을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위저드 기능을
지원함
· 하나의 설정도구 상에서 시스템 및 ECU 설정 가능 (통합)
· 국산기술이므로 차후 지원 및 비용 면에서 매우 유리함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년 상반기
■ 기술이전 범위
·AUTOSAR R3.1 기반 BSW 플랫폼 모듈들
- Communication

Stack
- Memory

Stack
- OS
 및 I/O Driver
표준화 및 특허

관련 제품/서비스

시장

1차년도
(2013)

2차년도
(2014)

3차년도
(2015)

4차년도
(2016)

5차년도
(2017)

AUTOSAR R3.0 기반 전장
S/W 개발지원도구 및 플랫폼

해외

800

900

1,100

1,300

1,500

국내

80

90

110

130

150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독일의 Vector사는 DaVinci AUTOSAR 툴 세트를 개발하여 프로토타입
형태로 상용화 추진
·독일의 dSapce사는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AUTOSAR R2.1 규격
호환 시스템 설정도구와 ECU 환경 설정도구인 SystemDesk를 상용화
·핀란드의 Eletrobit 사는 2006년 AUTOSAR 1.0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
AUTOSAR 3.0까지 지원하는 자동차용 임베디드 S/W 개발을 지원하는
통합형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음
·Telelogic사는 UML과 SysML기반의 AUTOSAR 모델링 툴인 Rhapsody
를 제공(시스템 디자인 툴, 시스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AUTOSAR RTE, ECU 다이어그램 툴 제공)
·BMW사는 자체 AUTOSAR 개발 도구인 ORPHEUS를 개발, ORPHEUS는
ECU환경에 적절한 RTE 코드생성도구로서 바디 ECU에 적용
·현대/기아자동차는 AUTOSAR 프리미엄 회원으로 등록하고, AUTOSAR
표준화에 발맞추어 바디와 새시 분야에 AUTOSAR 표준화 대응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AUTOSAR R4.1.1 이 2013년 3/15
에 릴리즈 됨
·이 표준에는 28개의 새로운 컨셉이
포함됨
·이 버전은 R4.0.3 을 포함하며 그 이
전 버전은 더이상 별도로 유지되지 않음
·향후 2013년 10월에 R4.1.2 가 예정되어 있으며 새로운 컨셉을 포함한
R4.2.1 이 계획되어 있음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향후 차량전장업계에서 주도가 예상되는 AUTOSAR 기술을 적용함으로
써 부품의 해외수출 시 유리
·각 OEM 별 고유 플랫폼에 맞추어 중복 개발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사용
성이 높아져 비용절감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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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HMI 기술
자동차IT융합연구실 담당자

류재홍

본 기술은 GENIVI 국제표준 플랫폼에 오픈소스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하고, 이를 구동하기 위해 3D UX/UI와 멀티모
달 UI 기술을 연동시켜 운전자의 안전성 및 이용편의성을 향상시켰음. 또한, 소프트웨어공학센터의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거쳐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확보하였음. 본 기술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기본 응용 플랫폼 및 확장 응용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시장확산

·GENIVI 표준 플랫폼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2008년

50만대 → 2015년 650만대(Frost&Sullivan)

·운전자 편의성 및 안전성 증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기술 변화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거쳐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

- CD/카세트/라디오

→ 스마트카

■ 기술의 상세 사양

·글로벌 시장 트렌드의 변화

·GENIVI 표준 플랫폼 기반

- 임베디드

시스템 → 스마트폰 및 외부기기 연동 시스템

- Cassini

플랫폼 이식 완료 (우분투 11.04 버전 기반 플랫폼)

·기술복잡도 증가

- 플랫폼

교체 활용 가능

- 특정업체

종속적 플랫폼의 산재, IT 기술의 융합 요구

·인포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 탑재

·GENIVI 국제 표준 플랫폼 활성화

- 태스크

매니저, 차량용 웹 브라우저, 차량용 맵 서비스, 웹 저장소 연동 서
비스, 차량관리, GENIVI indexing 엔진, GENIVI CE Device 매니저

- GENIVI

국제 표준 기반 플랫폼 요구
‥ 오픈소스

플랫폼 기반의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스템
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장 확대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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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스마트 폰 연동 기술 탑재
- CE4A

표준 터미널 모드, 확장 API 기술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AUTOSAR 연계 소프트웨어 진단(DLT) 서비스 기술 탑재
- RTE
 에뮬레이터, SWC 에뮬레이터, DLT-데몬, OS 에뮬레이터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술 탑재

■ 개발 시 완성차 업체 양산 대비 개발

- 3D HMI UX/UI 기술

·완성차 업체의 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제품개발

- 조그셔틀,

음성인식, 터치 기술

- 완성차

업체의 품질 요구사항 만족한 제품 개발 추진
·국내 적용과 더불어 국제화 (I18N) 추진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국내 완성차 업체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개발/시험/상용화 추진 및 해외
현지생산 공장을 대비한 국제화 적용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MS의 Windows CE

■ 해외 완성차 업체의 양산 적용과 플랫폼 고도화

- 모비스

- UVO 시스템 기아차에 탑재

·해외 완성차 업체의 양산 차종 적용

·안드로이드 플랫폼

- BMW,

PSA 등 해외 완성차 업체 양산 차종 적용

- 컨티넨탈

- CES2011에서 AutoLinQ 전시

·IVI/안전/통신 통합 플랫폼 개발

- SAIC

- Roewe 350에 안드로이드 2.1 탑재, 차이나 유니콤의 3G 통신방
식 지원

- IVI와

더불어 안전시스템에 플랫폼 확장 적용

- 현대자동차

- CES 2011에서 하이브리드 스마트카 HUD를 발표

- 차량

통신용 플랫폼으로 확대
- 2020년 ADAS 플랫폼으로 활용 예상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MS의 Windows CE

기존 상용 제품 대비 사용 플랫폼은 리눅스 기반의 GENIVI 의 개방
형 플랫폼을 사용하여 비용 측면을 절감하고 특정업체 종속성을 탈
피한 개방형 오픈 소스의 장점을 그대로 적용 할 수 있음

안드로이드 플랫폼

안드로이드는 현재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다운로드 가능한
어플에 대해서 주목을 끌고 있으나 안드로이드는 어플을 지원하기
위해 메인 OS와 동시에 실행되는 지원 OS가 될 것으로 전망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자동차 IVI 시장 (Frost & Sullivan)
- 유럽시장

: 400만대 (11년) → 500만대(13년), CAGR 15.5%
- 북미시장

: 430만대 (11년) → 530만대(13년), CAGR 15 %
·국내 시장 점유율(예측)

기술의 완성도

- 2014년 20% 시장점유-> 2016년 50% 이상 시장 점유목표

■ 기술개발 완료시기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2013년 6월

·단순 거치형 네비게이션에서 차량 내 외부 연결성을 제공하는 인포테인
먼트 시스템으로 시장 변화

■ 기술이전 범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차량용 IVI 시스템과 함께 스마트 폰 응용서비스 시장의 폭발적 증가 예상

·3D HMI UX/UI 디자인

·차량은 완성차 업체와 부품협력업체간 강력한 가치사슬 체계 구축

표준화 및 특허

4. 기대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GENIVI ( GENEVA In-Vehicle Infotainment )

기술도입효과

·오픈소스 기반의 차량 멀티미디어 표준 S/W 플랫폼 (2009년 3월)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BMW, Intel, PSA, ARM, Visteon 등의 창단 멤버주축

·시장창출

·자동차 산업별 회원사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산업 표준화 진행

- 2016년 국내외 7천억 매출

·표준 규약은 Compliance 4.0까지 release(2013.04)

- 국내 50% 시장 점유

·기본 플랫폼 7번째 버전 Foton release(2013.04)

- 해외 시장 개척 (BMW, PSA)

■ 보유 특허
출원/
등록 구분

·플랫폼 확산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 상용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인포
테인먼트 플랫폼으로 활용

출원

네비게이션 도로맵 정보를 이용한 차량간 통신 방법

한국

2012-0124853

2012

출원

M2M 차량 이벤트 전파 게이트웨이 구조 및 방법

한국

2012-0119423

2012

출원

임베디드 응용에서 AUTOSAR 서비스 설계 기법

한국

2012-0062072

2012

출원

차량 속도를 이용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입력 제
어 방법

한국

2012-0109930

2012

- 자동차 시장 + 모바일 시장 통합 생태계 조성

출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화면 조작용 입력 장치

한국

2012-0107726

2012

- 신규 일자리 창출(2015년 약 2천명 이상)

출원

주변 정보 수집을 이용한 네비게이션 정보 제공 장치
및 방법

한국

10-20120123927

2012

출원

음영 지역 정보 수집을 이용한 주차 안내 장치 및 방법

한국

10-20120123928

2012

- ADAS, V2X 통신용 단말 플랫폼으로 활용
·산업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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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USN기반 교통정보/지능형주차시스템
(U-VDS 시스템)
자동차인터랙션연구실 담당자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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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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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기술의 상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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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N기반 교통정보/지능형주차 시스템(U-VDS 시스템)은 센서노드, 릴레
이노드, 베이스스테이션, AGENT로 구성됨

·본 기술은 이러한 ITS 분야의 신호제어, 교통소통, 교통사고 회피, 자동
단속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는 교통량, 점유율, 속도 등의 실시간 도
로 상황정보를 센서를 통해 수집하여 분석·제공하는 기술임
·루프검지기, 영상검지기, 열선방식 결빙 장치 등 기존 Traf fic
Surveillance & Detection 기술은 우수한 성능을 기반으로 ITS 분야에 널
리 적용되고 있으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여 전국적
인 확산이 어려워 ITS 적용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음

- U-VDS 센서노드 : 차량 검지 장치
- U-VDS

베이스스테이션 : 교통정보 생성 및 제공 장치
- U-VDS

릴레이노드 : 센서노드와 베이스스테이션 연계 장치
- U-VDS

AGENT : U-TSD 운영 장치

센서노드

릴레이노드

베이스스테이션

AGENT

·따라서, 주요 고속도로, 국도, 시가지도로 등 전국적인 도로망을 대상으
로 ITS 인프라 구축 및 확대가 용이한 고신뢰성, 저비용의 교통정보 수집
기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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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루프검지기 /
영상검지기

· 초소형 지자기 센서와 저전력 MCU와 무선 RF 칩, 배터리 등이 탑재된
센서노드를 실 도로 환경에 설치
·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 주요교통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장비(루프검지기 등) 대비 50% 이상의 가격경쟁력 상승
· 기존 차량검지 시스템 시장에 USN 기반 차량검지 시스템이 경쟁 기술
로 참여하게 되어 다양한 차량검지 시스템간 경쟁 관계 형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세계 ITS시장은 연평균 9% 성장률을 보이고, 미국이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

기술의 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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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 완료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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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월 ~ 3월 : U-VDS 상용화 시제품 개발 완료
■ 기술이전 범위
·USN기반 교통정보/지능형주차 시스템(U-VDS 시스템)

구분

- U-VDS 센서노드 (H/W, S/W, 하우징)
- U-VDS

릴레이노드 (H/W, S/W, 하우징)
- U-VDS

베이스스테이션 (H/W, S/W, 하우징)
- U-VDS

AGENT

2013년

2014년

2015년

세계시장
(억불)

ITS

169

184

197

ATMS

59

64

68

국내시장
(억원)

ITS

8,856

10,000

16,977

ATMS

3,789

4,248

4,650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선진국들은 에너지 효율화, 신흥개발국가들은 저비용 ITS 신기술 수요가
커지고 있음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교통정보 수집시스템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과 센
터간 데이터 전송 형식이 필요하고, 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므
로 교통정보 수집시스템 관련 표준화는 해당 사항 없음

·ATMS 분야의 신기술인 U-TSD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선점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상용화를 통한 사업화를 신속히 진행 중

4. 기대효과

■ 보유 특허

기술도입효과
출원/
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등록

매설식 무선 차량검출장치와 이에 대한 제
어방법

한국

1106071

2012

등록

차량 검출장치, 차량 검출장치의 운영 방법
및 액세스포인트 설치 방법

한국

1000956

2010

등록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의 시각 동기화 방법

한국

0932270

2009

등록

차량 검출 방법

한국

0921002

2009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 시장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 후
발 국가의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사업화 성공시 세계 ITS 시장 개
척이 가능함
·ATMS 세계 시장의 10% 점유 시 약 6,000억 가량의 수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국내 USN 및 ITS 전문기업들이 세계적 선도기업
화를 촉진할 수 있음
·ITS 장비제조업체는 장비비, 설치비, 유지보수비가 감소하여 기존 기술
대비 50%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음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ITS 서비스 분야 중 교통관리최적화, 교통정보유통활성화, 여행자 정보
고급화, 대중교통활성화, 화물운송효율화, 차량 및 도로 첨단화 분야 등
에 활용 가능

·USN 분야의 전문기업들은 USN 기술의 사업화 판로 개척으로 안정적인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U-TSD 기술은 저가의 장비 및 유지보수 비용과 설치 용이성으로 u-교
통 인프라 구축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며, 광의의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교통정보 수집구간을 확대 할 수 있음
·고속도로 6개 차선별로 루프검지기 2식, 센서노드 2식 설치를 기준으로
기존 제품 대비 50%이상 가격경쟁력이 기대됨

·지능형 주차장 관리 시스템, 어린이 안심서비스, 굴곡도로 및 운전자 시
계 확보가 어려운 도로에 대한 텔레매틱스 및 안전운전 서비스 등 다양
한 서비스 시장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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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통합 운전부하 관리 시스템
자동차인터랙션연구실 담당자

윤대섭

본 기술은 운전자의 운전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특성 및 태도 정보와 운전자의 행동 정보를 차량내부 센싱장치 또는 스
마트폰에 내장된 자이로/가속도 센서 등을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한 후 운전부하를 산출하고 정량화하여 이를 제공함으로써 운
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지능형 자동차 서비스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통합 운전부하 관리 시스템의 기능

■ 기술개념
·'통합 운전부하 관리 시스템' 기술은 운전자의 운전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운
전자의 특성 및 태도정보와 운전자의 행동 정보를 차량내부 센싱장치 또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자이로/가속도 센서 등을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 후 운전
부하를 산출하고 정량화하여 이를 관리함으로써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구분

기능명칭
GPS 정보, 자이로 센서 정보,
가속도 센서 정보 수집 기능

데이터 입력 기능

운전 성향 설문 정보 입력 기능
운전자 기본 정보 입력 기능
차량 기본 정보 입력 기능

■ 기술구성도

운전 성향 설문 정보 분석 및 관
리 기능
데이터 분석 기능

운전자 초기 운전부하 산출 및
저장 기능
주행 중 운전자 운전부하 산출
및 저장 기능
운행 정보 관리 기능
차량 궤적 정보 표출

데이터 표출 기능

실시간 통합/세부 운전부하 표
출
운전 행동 정보 표출
운전부하 및 주행정보 이력 표
출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운전자의 운전부하

·단말기의 설문정보를 통해 기존 운전성향에 대한 주관적 운전부하를 분
석하여 기본 데이터로 삼고, 주행 중 운전자의 주요 행동(회전/U턴/급가
감속등)을 반영하여 운전부하를 분석하여 제공

-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의 운전부하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의 필요성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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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운전자의 운전부하를 계산하고, 운전부하의 상태에 따라서 외부에서 걸
려오는 전화에 대한 응답을 제어하는 Polite Phone 기술을 개발하였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Motorola 사
- 차량

속도, 조향각, 기어 위치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운전자의 운전부하를
계산하고, 운전부하의 상태에 따라서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응
답을 제어하는 Polite Phone 기술을 개발
·Saab, Volvo, Renault 사
- 워크로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실차량에 처음으로 장착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현황
·이 외에도 운전자의 운전부하 관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
외 산업체는 Bosch-BMW, Delphi, Ford, Fiat, GM, Nissan, Renault,
Toyota, Visteon 등이 있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운전자의 운전부하를 운전자의 심리적 특성, 차량 조작 정보(차량내부
센싱장치, 스마트폰 내장 센서 등 활용), 주변 환경 정보와 같은 멀티요
인을 고려하여 측정하고 정량화하여 관리하는 기술임

·또한, Saab, Volvo, Renault사는 워크로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실차량
에 처음으로 장착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현황임
■ 국내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동향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차선이탈방지 시스템을 지난
2010년에 국내업체가 개발하여 현대자동차에서 적용하였으나, 운전자
의 특성 및 태도, 행동 등을 기반으로 운전부하를 산출하고 관리하기 위
한 시스템이 장착된 사례는 없음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유리한 점
·Motorola 사의 운전부하는 차량 속도 및 조향각, 기어 위치만을 고려함
·ETRI에서 개발한 '통합 운전부하 관리 시스템'은 운전자의 기본적인 특
성 및 태도, 주행 중 차량/운전자 상태 정보 및 GPS 정보 등을 수집하여
운전부하를 분석함
·Motorola 기술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운전부하를 제공할 수 있음

·기존 경쟁기술 대비 개량된 부분
- 기술적

측면 : 기존의 Motorola 사에서 운전부하를 차량속도 및 조향각,
기어 위치만을 고려하여 산출한 것에 비해 멀티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운
전부하의 정확도 및 객관성을 확보한 기술임
- 사업적

측면 : 운전자 요인, 차량요인, 환경요인 등 멀티요인을 고려한 운
전부하 산출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지능형 정보제공 시스템이나 지능
형 차량 시스템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확장성을
확보하였음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세계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의 시장 규모(Global Insight, 한국산업연구원
산업 경제 재인용)의 10%로 추정
(단위 : 백만달러)
관련 제품/서비스

통합 운전부하 관리 시스템

시장

1차년도
(2012)

2차년도
(2013)

3차년도
(2014)

4차년도
(2015)

5차년도
(2016)

해외

5,622

6,236

6,850

7,464

7,624

국내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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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282

285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2014년 2월

·HVI(Human Vehicle Interface)를 포함한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의 국내시
장은 2020년 약 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Global Insight)

■ 기술이전 범위

·본 기술이전 대상 기술은 운전자 중심의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을 개발하
기 위한 기반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낙관적인 시장전망을 예상함

·소프트웨어 부문
- 운전부하

산출 알고리즘 소스
- 운전부하

관리 시스템 소스

4. 기대효과

·관련 특허

기술도입효과

·관련 기술문서
- TDP

(요구사항정의서, 구조/상세설계서, 알고리즘/인터페이스 정의서, 시
험 절차 및 결과서, 개발자/사용자 매뉴얼 등)
- TM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과
·운전자의 졸음운전, 부주의 행동 등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중요 원인이
므로 운전자의 인지적 부하와 주의를 관리하고 최적화하여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기술 필요
·"통합 운전부하 관리 시스템" 기술은 운전자의 운전행동 및 운전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통합 운전부하 및 세부 운전부하
를 산출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지원하는 기술임

표준화 및 특허
■ 보유 특허
출원/
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차량의 주행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한국

20120130987

2012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국외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동향
·Motorola사에서는 차량 속도, 조향각, 기어 위치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본 기술은 고(高)안전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분야에 직접 적용됨으로써
운전자 안전 및 편의를 증가, 자동차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
고에 크게 기여 가능
·운전자의 운전부하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본 기술은 국가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기술 난이도가 높은 기반 기술로써 국내 자동차의 브랜
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음
·본 기술을 통해 운전자의 운전부하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함
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적
은 교통 환경에서 국민의 이동성을 보장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간접적으로 절감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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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RFID기반 공급망 서비스 이벤트 관리 기술
IOT연구실 담당자

황재각

RFID 기반 공급망에서 물류/유통 정보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에 대한 공통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EPCglobal 표
준을 준수하는 표준네트워크와 연계 공급망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계층의 사용자가 비즈니스를 위한 물류/유통 정보 (서비스 레벨의 이벤트)로 가공하여 제공.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본 기술은 RFID 기반 공급망에서 물류/유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될 수 있는 공통 서비스들에 대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공급망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계층의 사용자가 비즈니스를 위하
여 공통으로 요구하는 물류/유통 정보 (서비스 레벨의 이벤트)로 가공하여 제공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기업은 유통/물류망에 RFID기술을 도입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를 하기
위해 물류/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데이터를 획득, 저장, 조회하
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RFID기반 공급망 서비스 이벤트 관리 기술(SLE : Service Level Events)
은 다양한 산업군 공급망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서비스 기능을 모듈화하
여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이 추가될 경우 기존의 플랫폼 구
조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일관된 서비스 제공 체계를 유지

·기업별로 서로 상이한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조회를 갖는 다양한 정보시
스템들이 구축되어 기업들 간의 물류 정보를 공유 및 교환하는데 어려
움이 있고 대두
·사용자의 정보 접근 어려움
- EPC

IS, EPC DS 쿼리 시스템 여전히 어려움
·플랫폼들의 서비스 인터페이스 어렵고, 상이함
- 서로

다른 S/W 및 플랫폼 서비스
·RFID 시스템 구축의 비용 효율성 감소

·응용 서비스 개발자/사용자는 물류/유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
·응용 서비스 사용자는 이러한 물류/유통 정보시스템의 다양한 데이터 포
맷과 데이터 접근 방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일관된 방법으로 물류/유통 정
보 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물류/유통 기반의 응용 시스템을 쉽게 구축
·물류/유통 공급망의 실시간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공급망의 효율화, 물
류/유통 비용의 절감, 고객의 서비스를 극대화
■ 기술의 상세 사양
·SLE 시스템은 SLE 시스템 구조를 가지며 RFID기반 공급망의 공통 서비
스인 아래 모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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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출고관리

서비스, 재고관리 서비스, Track & Trace 서비스, 회수관리 서비스
- 상품정보관리

서비스, 유효기간 서비스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공급망 체인에서 다자간 물류 협업시 RFID 데이터 이벤트 처리 및 교환
을 위한 정보 시스템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RFID 기술 발전과 u-SCM, u-City, u-Health, u-Environment 및 u-국
방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들의 등장에 따라, RFID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에 대한 국내외 시장은 매년 큰 폭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세계 RFID 리더 시장규모는 2011년 약 31억불 수준에서 2015년 약 64
억불로 예상되며, RFID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시장은 2011년 약 98억불
에서 약 316억불 수준으로 전망됨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업은 유통/물류망에 RFID기술을 도입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를 하기
위해 물류/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데이터를 획득, 저장, 조회하
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필요
·기업별로 서로 상이한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조회를 갖는 다양한 정보시
스템들이 구축되어 기업들 간의 물류 정보를 공유 및 교환하는데 어려
움이 대두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다양한 산업군 공급망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서비스 기능을 모듈화하여
물류 / SCM 솔루션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이 추가될 경우 기존의 플랫폼 구
조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일관된 서비스 제공 체계를 유지

·국내 RFID 리더 시장규모는 2011년 약 4천 2백억원 수준에서 2015년
약 6천 9백억원으로 추정되며, RFID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시장은 2011
년 약 1.4조원에서 약 6.7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국외 기술 동향
- 현재

ISO/IEC와 EPCglobal에서 RFID 데이터 이벤트 처리 및 교환 부분에
대한 표준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급망 고도화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해 RFID
기술 적용이 늘어나면서, 공급망 정보 가시화에 대한 연구 개발이 추진
‥ Oracle,

SAP, IBM, Microsoft 등 전통적인 IT 기업을 중심으로 RFID 기술
을 통합한 공급망 가시화 제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수익 모
델을 확보한 솔루션 연구 개발에 주력

■ 기술개발 완료시기

‥ 일본

MTI는 RFID 기술 기반으로 국제 해상, 항공 물류 운송에 대한 SCM
고도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히다찌에서도 제3국 제조 기반의
3PL 솔루션 기술을 개발 중

·2012년 3월 기술개발 완료

·국내 기술 동향

■ 기술이전 범위

- ETRI, 부산대 LG히다찌, 코리아컴퓨터, 핸디소프트를 비롯한 국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에서는 RFID 미들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 개
발을 활발히 진행

기술의 완성도

·기술문서
관리번호

문서명

R&D 프로세스

TM201109374 SLE(ServiceLevelEvent)요구사항 정의서
TM201205105 RFID기반 공급망 서비스 이벤트 기술 상세설계서
TM201205037

RFID기반 공급망 서비스 이벤트 기술 시험절차
서/결과서

TM201205108 RFID기반 공급망 서비스 이벤트 기술 사용자 매뉴얼
관리번호

기술자료 명칭

PG20120510

‥ ETRI, 부산대학교, LG히다찌, LGCNS, 삼성SDS, 아시아나IDT 등 14
개 국내 기관에서 RFID 미들웨어 및 장치 관리, 데이터 처리 등에 대한
EPCglobal 소프트웨어 기술 적합성 인증을 획득

상세설계(시스템)
통합시험

‥ 지식경제부는 RFID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 물류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URECA(국내물류), UPLUS(유통물류), UGLP(국제물류) 등을 추진

사용자 안내서
R&D 프로세스

무선인식기술 기반 공급망 서비스 이벤트
관리 기술

비고

요구사항 정의

비고

구현 S/W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표준화 및 특허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현재 "무선식별 태그/센서 기반 공급망 플랫폼의 응용 서비스 인터페이
스(RUCFS-0006, 2012.12)" RFID/USN 융합협회 표준 확정
·TTA 표준 제안 (TTAK-KO-06-221, 2013.1 )
■ 보유 특허
출원/
등록 구분

출원

특허명

공급망 관리를 위한 RFID 기반의 공
통 서비스 플랫폼 모델링 방법

출원국
(등록)

출원(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한국

10-2012-0118941

2012

·응용 서비스 개발자/사용자는 물류/유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
·응용 서비스 사용자는 이러한 물류/유통 정보시스템의 다양한 데이터
포맷과 데이터 접근 방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일관된 방법으로 물류/유
통 정보 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물류/유통 기반의 응용 시스템을 쉽
게 구축
·물류/유통 공급망의 실시간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공급망의 효율화, 물
류/유통 비용의 절감, 고객의 서비스를 극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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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RFID 인프라 원격관리 시스템 기술
IOT연구실 담당자

황재각

RFID 인프라 관리 시스템 기술은 RFID 인프라 자원(RFID 리더, RFID 미들웨어, RFID 데이어 저장소)의 동작 상태를 실시간 모니
터링하고 장애 발생을 감지 및 자율 대응을 수행하는 RFID 기반 물류정보 동기화 서비스의 기반 기술.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본 기술은 글로벌 공급망 현장의 원격 무인 거점에 구축된 RFID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공급망 관리상의 다자간 물류 프로세
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RFID 인프라 설비 및 물류 프로세스의 장애나 이상 상태에 의해 발생한 물류정보 오류를 조기에 검출
하고 보정하는 기술임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물류 공급망에 있어 각 물류거점 내의 상품 입출고 및 자산관리를 위해 RFID 리
더, 미들웨어, RFID 데이터 저장소(예 : EPCIS) 등의 RFID 인프라 환경이 구축
·각 물류거점에 구축된 RFID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
수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장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작업시간 지연을 비롯한 많은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
- 원격지

SCM 장비(RFID 리더 등)의 오류 발생 시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SCM의 Data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물류의 흐름이 단절되거나 지연
되는 피해가 발생(RFID 도입활용지원단 운영위원회 제기, 2009.3월)
·물류거점의 특정 RFID 리더의 오류 발생시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인지하
지 못해 공급망에서 수집된 물류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관
련된 물류의 흐름이 단절되거나 지연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RFID 인프라 관리 기술의 필요성 요구되고 있음

로세스를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여 RFID 인프라의 장애 또는 이상 상태
에 의해 발생한 물류정보의 오류를 조기 감지하고 보정 및 복구
■ 기술의 상세 사양
·RFID 미들웨어에 연동된 RFID 리더의 동작 상태 및 장애 이벤트 모니터링 기능
·RFID 미들웨어의 동작 상태 및
장애 이벤트 모니터링 기능
·RFID 리더 또는 RFID 미들웨어에
서 수집한 정보에 기반한 장애 발
생 여부 판단 기능
·RFID 리더 또는 RFID 미들웨어에
서 발생된 장애에 대한 자동 대응
기능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RFID 장치에 대한 원격제어 및 장애 모니터링 기술은 현재 기초 연구 단계에 있음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물류 거점에 구축된 RFID 기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와 물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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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를 비롯한 Auto-ID Labs 관련 대학(http://www.autoidlabs.org/)에서
는 학술적인 연구를 진행 중임
- 지능형

RFID 리더 장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향상된 성능의 장치에서 표준화
규격 기반의 S/W 기술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경량화 기술 연구가 요구되며,
또한, 지능화된 RFID 인프라에 적용할 수 있는 RFID 기술 개발 또한 필요함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오류)로 인한 판매기회 손실액이 세계 규모로 볼 때 연간 219조원에 달
함 (Mighty Card, 2008년9월)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경쟁기술 없음

· 원격지에 설치된 RFID 리더, 미들웨어, 응용과 같은 RFID 인프라를 실시간으
로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장애 감지 및 복구
· RFID 인프라와 관련한 물류정보 동기오류 발생의 사전 예측 및 조기 경보
· 물류정보 흐름에 대한 실시간 물류정보 동기오류 검출 및 자율 보정, 자율 보
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복구 대책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본 기술 개발을 통한 '지능형 RFID 인프라 실시간 원격관리 시스템'의 예
상 결과물은 RFID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시장과 관련되어 있음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RFID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계 시장 규모는 2008년 22억불
수준에서 2015년에는 약 316억불로 예상됨

·2013년 3월 기술개발 완료

세계 RFID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시장현황

■ 기술이전 범위
연도

·프로그램
등록번호

등록일

관련 모듈

1

RFID 미들웨어 관리 컴포넌트

명칭

S-2011-001890

2011.03.30

MMC

2

RFID 인프라 관리 공통 데이터

S-2011-009953

2011.12.15

MMC, RMCC

3

전파식별 인프라 장애 관리

S-2012-024941

2012.12.07

RMCC

4

전파식별 인프라 장애 관리 웹 응용

S-2012-024940

2012.12.07

RMCC

·기술문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2.2

41.5

68

97.9

133.1

166.2

260.4

315.8

RFID 리더 시장

8.5

9.7

12.1

16.6

23.4

23.2

23.8

25.1

SCM 소프트웨어 시장

45.7

48.7

51.8

55.2

59

63.1

67.5

72.2

[출처] : RFID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시장과 RFID 리더 시장에 대한 전망치는 지식경제부
(RFID/USN 산업 지형도 분석 및 산업육성 전략, 2009) 자료를 근거로 함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명칭

등록번호

비고

1 12MC2610-TDP-04-120921-요구사항정의서

TDP-04-120921

2 12MC2610-TDP-05-130205-RFID인프라관리기술시험결과서

TDP-05-130205

3 12MC2610-TDP-07-130326-RFID인프라관리설계서

TDP-07-130326

- 원격

모니터링, 장치 제어, 데이터 복구 등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수동
형(Passive) 및 능동형(Active) RFID 장치 기술 개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현재 RFID 장치 원격관리 및 제어에 관련한 표준 인터페이스 규격이
EPCglobal과 ISO/IEC를 통해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ETRI가
주도적으로 참여
- RFID

리더 장치 관리와 관련하여, RFID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제 표준안인
ISO/IEC 24791은 RFID 리더 장치 관리(Device Management, ISO/IEC
24791-3)을 담고 있으며, EPCglobal에서 규격화된 장치 발견 및 초기화
(DCI, Discovery Configuration and Initialization) 기술을 수용함
■ 보유 특허
특허명

·국내 기술 동향
- 원격

장치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이 결합된 지능화된 RFID 장치 기술 개발
은 미진한 상황이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국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가 KIC, LG히다찌, ETRI, 부산대학교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

표준화 및 특허

출원/
등록 구분

RFID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시장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RFID 기반의 물류정보 동기화 장치

한국

10-2012-0122202

2010

출원

RFID 시스템 관리 방법 및 그 시스템

한국

10-2011-0106542

2011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글로벌 거점 상의 RFID 인프라 관리 (e.g., 물류 시스템 운영 기업, 3PL
기업, 글로벌 생산체계를 갖는 산업체, 수출입 업체 등)
- 원격지에

설치된 RFID 리더, 미들웨어, 응용과 같은 RFID 인프라를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장애 감지 및 복구
- RFID

인프라와 관련한 물류정보 동기오류 발생의 사전 예측 및 조기 경보
- 물류정보

흐름에 대한 실시간 물류정보 동기오류 검출 및 자율 보정, 자율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복구 대책
·현재의 RFID 기술만으로는 글로벌 거점에 산재해 있으며 다양한 설치
환경(특히, 물류 현장은 다소 열악한 환경에 처함)에서 운용되고 있는
RFID 설비에 대한 실시간 동작 상태 및 장애 파악이 불가능하여, 장치
장애 및 오류 상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물류정보 오차(물류정보 동기

- 유로지스넷은

물류 인프라를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및 조치를 원격으
로 관리 할 수 있는 양방향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함
·국외 기술 동향
- RFID 리더의 원천기술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대량생산 및 저가격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제품 차별화 및 신기술 선도를 위해 RFID 장치의 지능
화 소프트웨어 및 원격제어 기술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Reva

Systems, Impinj, Intemec, Alien 등 900㎒ 대역의 수동형 RFID 리더
장치 개발 선도 기업에서는 RFID 리더 장치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및 장
치 제어 기술 등의 지능형 RFID 리더 시스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Savi,

Evigia, SAIC 등 433㎒ 대역의 Active RFID 선도 업체들은 자체적인
리더 프로토콜에 기반한 RFID 장치 지능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RFID

장치에 대한 원격제어 및 장애 모니터링 기술은 현재 기초 연구 단
계에 있음
‥ MIT를

비롯한 Auto-ID Labs 관련 대학(http://www.autoidlabs.org/)에서
는 학술적인 연구를 진행 중임
‥ 지능형

RFID 리더 장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향상된 성능의 장치에서 표준화
규격 기반의 S/W 기술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경량화 기술 연구가 요구되며,
또한 지능화된 RFID 인프라에 적용할 수 있는 RFID 기술 개발 또한 필요함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효과
·본 기술을 통해 기존 RFID 기반 물류 서비스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기회손실 비용 및 RFID 인프
라 운용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음
- 물류정보 오차로 인한 판매기회 손실액은 세계 규모로 볼 때 연간 219조원에 달함 (Mighty Card.
2008.09월)
·RFID 인프라 관리 기술을 통해 글로벌 환경에서의 RFID 인프라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
의 물류 주체들이 갖는 RFID 인프라 설치, 운용상의 어려움 및 유지 보수의 비용 부담을 제거하
여, 글로벌 물류 실시간 관리의 설치·운영 편의성을 기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기존 RFID 기반
물류 서비스의 신뢰성을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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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프로그램어블 NFC 센서 카드플랫폼
서비스 기술
사물통신센서연구실 담당자
IoT플랫폼연구실 담당자

박지만
박동환

본 기술은 다기능 NFC 태그 장치 기반의 스마트상품권, 창작 캐릭터, 생활형 센서 감성 체크카드, 등을 산업 전반의 IT 기술 기
반으로 융・복합 제품을 개발하고, 스마트 폰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시스템 구축하여
신시장 창출과 더불어 관련 산업의 사업화를 이루고자 함. 이를 통해 산업 원천 기술에 의한 융・복합 기술 활성화 및 사업화와
융・복합 제품개발에 의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 시스템 구축 할 수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본 기술은 다기능 NFC 태그 장치 기반의 스마트상품권, 창작 캐릭터, 생
활형 센서 감성 체크카드 등을 산업 전반의 IT 기술 기반으로 융·복합
제품을 개발하고, 스마트폰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클
라우드 기반 모바일 시스템 구축하여 신시장 창출과 더불어 관련 산업의
사업화를 이루고자 함

■ 기술구성도
·본 기술 개발은 센싱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 정보 기반의 USN 서
비스 플랫폼을 위한 네트워크할 수 있는 각각의 보급형 센서 노드를 활
용하는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본 기술의 시스템 구축은 생활형 센서(온도, 습도, 조도, 등)와 NFC 태그
칩과 융합하여 모바일 컨텐츠 서비스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됨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상용 부품을 활용한 다품종/소량 상용 제품을
개발에 유리함

·현재, 대부분의 NFC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 시장은 이동 통신 중심의 결
제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본 개발 기술은 새로운 NFC
응용 서비스 시장으로, 다기능 NFC 태그(NFC 센서 태그, NFC 캐릭터
태그, 융합 서비스 컨테츠, 등)를 이용한 응용 모바일 서비스가 필요

- 별도의 칩 제작하지 않고 NFC 센서 카드를 개발할 수 있음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센서 태그와 연동하는 모바일 단말기
는 센서 정보와 개인 생체 정보를 융합한 감성 홈서비스, 사물에 부착된
센서 태그에 의한 안전 관리를 동반한 고객 감동 서비스 등을 실현하기
위한 스마트한 NFC 센서 태그가 요구
·NFC 센서 태그 기반의 멀티밴드 기능을 탑재하여 모바일 단말기에 내
장된 와이파이(WiFi), 블루투스(Bluetooth)와 서비스를 실현하므로 한 층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 NFC 센서 태그 기술이 요구

- MCU

FW에 의한 다양한 센서를 부착 가능함
·NFC 모바일 단말기와 연동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와 센서 데이터의 실
시간 위치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음
·각종 다양한 형태의 상용 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별도의 건전지를 시용하
지 않는 에너지 하베팅 기술에 의한 센서카드 기술(무전원 센서 카드 기술)
■ 기술의 상세 사양
·H/W : 프로그램 어블 NFC 센서 카드 기술 개발
- NFC Tag 칩, MCU, 센서에 의한 하드웨어 설계 및 구현 기술
·S/W : 응용 서비스 기술 개발
- 센서 카드 탑재용 F/W 설계 및 구현 기술
- NFC 모바일 앱 설계 및 구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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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NFC

프로토콜, ISO 15693 RFID Tag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서비스 분야 및 제품 특징

·기존에 능동 센서 태그는 건전지를 사용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 비용이 있음

- 스마트 폰의 NFC 에 의한 서비스 제공

·칩에 의한 제작할 경우, 제작 비용이 고가이며, 소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음

- 헬스카드, 교통카드, 금융카드, 등에 센서를
부착하여 서비스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특정한 응용에 적합한
대량 생산을 실시

·사용법

본 기술의 우수성
다품종/소량 생산에 유리하여, 중소 기업의 다양한 NFC 액세서
리 제품에 유리

칩 제작에 따른 개발시간
다품종을 제작에 따른 시간 소요가 적음
소요가 큼

1. 센서 태그를 스마트 폰에 접근
2. 스마트폰의 앱을 터치
3. 온도, 습도, UV, 조도, 등을 화면에 표시
4. 개인
 바이오 정보와 연동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기술의 완성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년 12월에 상용 수준의 기술을 완료할 예정임
■ 기술이전 범위
·H/W : 프로그램 어플 NFC 센서 카드 설계 및 구현 기술
·S/W : 센서 카드 탑재용 F/W 설계 및 구현 기술, NFC 모바일 앱 설계
및 구현 기술

구분

·특허 : 관련 특허 2건 정도
·기술문서 : 3건(요구사항 정의서, 설계 및 구현서, 시험절차 및 결과서, 등)
·시제품 : NFC 센서 카드(보드, 보드관련 자료 일체(문서, 파일))

2013년

2016년
(개발종료 후 1년)

2018년
(개발종료 후 3년)

국내 시장규모

0.5조 원

1.2조 원

2조 원

세계 시장규모

15.96억 달러

18.16억 달러

19.69억 달러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NFC 사업의 구성은 플랫폼, 제조사, 통신사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이에, 2012년부터는 연관된 사업이 성장세로 들어가며, 2013년부
터는 광범위한 영역 포함한 큰 성장세로 이어질 전망
·따라서 본 기술도 동반 성장이 예상되며,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수십
~수백억 규모의 센서카드 플랫폼 시장이 예상
표준화 및 특허

4. 기대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기술도입효과

·본 기술에 있어서, 표준화 기술로 제안을 고려하고 있음
·국내외적으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몇 년 동안 침체된 RFID 시장이 물류/
유통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의(의약품[한미약품], 의류[나이키], 먹거리[양
주태그] 등) 모바일 연동 서비스에 의해 시장 활성화가 꿈틀거리고 있음
·최근 들어, 사물 센서·통신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어, 신시장의 태동기가 발생할 시점에 와 있음
■ 보유 특허
출원/
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센서 데이터 획득 방법

한국

20110115940

2011

출원

센서 태그 시스템 장치 및 그 응용 방법

한국/
미국

2012013055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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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효과
·생활형, 농/축/수산 관리 산업형 등 융·복합 제품개발에 의한 고객 중
심의 서비스 시스템 구축 예정
- 다
 양한 응용 분야에 따른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하여 고객 감성 서비스에 기여
- 캐릭터의

스마트폰 디지털 콘텐츠, 글로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발판
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
- 실생활

환경 분야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여 사회적 노약자를 안전 보호하
므로 안전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음
- 지역·국가

특정화된 NFC 상품 캐릭터는 고객 만족의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 원천 기술에 의한 융·복합 기술 활성화 및 사업화
- NFC

관련 다양한 제품 개발로 인한 부품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중소
기업에 사업화하기 적합한 기술 개발로 융합 원천기술과 결합한 신시장
창출과 수출이 예상됨
- 특히

일본 등의 큰 수출효과가 기대되므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고
용인력 창출효과도 기대

- 신용카드

형태에 온·습도 센서, RFID Tag 칩, MCU를 부착한 형태

- 융·복합

기술에 의한 부가가치가 향상된 NFC 캐릭터 산업의 다양한 응
용 서비스를 창출 기대

- 온·습도(0~100%RH,

-40~120℃), 조도, UV

- 다품종/소규모

생산 동향에 따른 상용 제품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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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빅데이터 기반 대용량 RFID 정보 서비스 기술
IoT플랫폼연구실 담당자

이호성

공급망 관리와 투명한 유통에 대한 요구 증대가 증대되고, 기존 관계형 DBMS 기반의 EPCIS 솔루션의 제약에 따라서
EPCglobal EPCIS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기반의 대용량 이벤트 데이터 관리 기술 개발함. 본 기술은
글로벌 상호 호환성 활성화 하며, 원하는 조건의 데이터를 Real-time 이내에 조회가 가능할 수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EPCglobal EPCIS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기반의 대용량 이벤트 데이터 관리 기술
- 강화되는

공급망 및 유통망 관리 요구와 이에 수반하는 데이터 폭증에 대응

■ 기술구성도

Data Query
·BDF 기반 EPCIS 정보요청
·SLE 또는 직접 질의 요청 가능
Data Capture
·저장/응답을 위한 데이터 수집
·물류/유통망에서 이벤트 수집
BDF Distributed DB
·대량 이벤트 데이터 분산 관리
·Master/Slave Cluster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시장 양상 변화

·공급망 및 유통망 관리의 요구사항 변화에 따른 대용량 이벤트 데이터
수용을 위한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제공

- 공급망

관리와 투명한 유통에 대한 요구 증대
‥ 개별

물품 단위의 공급망 관리에 대한 필요성 인식

·글로벌 물류 정보 공유를 위한 국제 표준 인터페이스 제공

‥ 유통

과정의 투명화를 위한 정책

■ 기술의 상세 사양

- 데이터

폭증

·EPCIS 표준 인터페이스 기반의 이벤트 데이터 수집 및 조회

‥ 향후

공급망 및 유통망 관리에 관한 데이터 폭증 예상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기반의 대용량 이벤트 데이터 관리

·기술 요구 변화

·분산 클러스터 모니터링

- 기존

관계형 DBMS 기반의 EPCIS 솔루션의 제약
‥ 기존

EPCIS 솔루션은 관계형 DB로 구축
‥ 수직

확장만 가능한 구조로서 성능 향상 방안에 제약
‥ 데이터

폭증시 성능 저하, 구축 및 운영 비용 과다 지출

·EPCIS

- 대량

물류/유통 이벤트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 관리 기술 필요

·ALE

‥ 경제성

확보

·R-DB

‥ 확장성과

Real-time 성능 확보
‥ 국제

표준 인터페이스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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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 원재료

및 제품 가공 과정 및 환경 정보 제공
- http://www.industrysolutio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EPCIS
(EPC Information Service)

· 기존기술 : Stand-alone 형태의 Server로서, EPC 기반으로 수집된 정보
의 저장 및 제공에 초점, 대용량 데이터 처리 불가
· 본 기술 : 개별물품 단위의 공급망 관리와 투명한 유통망 지원을 위한
대용량 이벤트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제공이 가능

ALE
(Application Level Event)

· 기존기술 : 비즈니스에서 리더가 특정 태그에 대해 수행하는 동작을
추상화된 지시와 관련 조건으로 기술하기 위한 규격
· 본 기술 : 비즈니스 외에 소프트웨어 시스템 수준의 동작 및 요구 조건에
따른 이벤트 기술 규격을 수용

R-DB (Relational DB)

· 기존기술 : 관계형 DB는 확장 및 호환에 있어 비용면에서 불리
· 본 기술 : 저비용으로 대용량 이벤트 데이터의 확장과 호환 제공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년 9월
■ 기술이전 범위
·기본 기술이전 (One System = Three Components)
- Data

Query + Data Capture + BDF 기반 분산 DB
- 소요

기간 : 3 개월 (Legacy System 연동 및 안정화 기간은 별도)
·컴포넌트 별 기술 이전
- Data

Query
‥ 소요

기간 : 2 주 (legacy system 연동 및 안정화 별도)
- Data

Capture
‥ 소요

기간 : 2 주 (legacy system 연동 및 안정화 별도)
- BDF
 기반 분산 DB

·고부가 가치 제품 유통 보안
- 복잡한

공급망 환경에서의 고부가가치 제품의 도난 및 분실 예방
- 사고
 발생시 TPO (Time, Place, Occasion: 시간, 장소, 원인) 즉시 파악과 대응
- http://www.industrysolutio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2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RFID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계 시장 규모는 2008년 22억불
수준에서 2015년에는 약 316억불로 예상됨
세계 RFID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시장현황 (2008~2015) (단위 : 억불)
연도

RFID 서비스 및 소프트
웨어 시장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2.2

41.5

68.0

97.9 133.1 166.2 260.4 315.8

RFID 리더 시장

8.5

9.7

12.1

16.6

23.4

23.2

23.8

25.1

SCM 소프트웨어 시장

45.7

48.7

51.8

55.2

59.0

63.1

67.5

72.2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기존 동향은 RFID 기술 및 시장의 성숙과 폐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인
해 EPCIS 솔루션 판매 시장이 취약
·글로벌 물류 가시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식품 및 의약 분야에
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로, 대용량 물류/유통 이벤트 데이터 지원을
위한 기반이 부각

‥ 소요

기간 : 8 주 (legacy system 연동 및 안정화 별도)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GS1/EPCglobal 동향
- 2007~2008년에

걸쳐 ALE, EPCIS 표준 제정 및 공표
·2012년, GS1/EPCglobal은 EPCIS의 후속 표준화 개시
- 새로운

버전의 EPCIS 표준을 위한 작업반을 GSMP 내에 신설
‥ http://www.rfidjournal.com/articles/view?9961

■ 보유 특허
·2013년 2건 출원 예정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데이터와 성능 증가목표에 따른 단계별 투자가 가능한 비용 합리성
·Commodity Hardware에서 운용 가능한 비용 효율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의 수용이 가능한 적재 확장성
·장비 추가에 따른 처리 성능의 선형적 확장성
·원하는 조건의 데이터를 Real-time 이내에 조회 가능한 성능
·EPCglobal EPCIS 국제표준 인터페이스 지원으로 글로벌 상호 호환성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물류망 관리 및 유통망 투명성 요구 분야
- 물품

이력 관리, 재고관리 등의 SCM 서비스
- 유통망

가시성 (Visibility), 일치성 (Integrity), 투명성(Transparency) 서비스
·식품안전 및 의약품 분야 안전 정보 서비스
- 원산지와

소매 단계 사이의 유통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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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시맨틱 USN 정보처리소프트웨어 기술
IoT플랫폼연구실 담당자

박동환

본 기술은 다양한 센서 정보를 의미기반의 시맨틱 정보로 가공하고,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센서 값으로부터 이벤트 정보를 추론
하여 서비스와 사용자에게 제공함. 본 기술은 생활센서기반 개인화 서비스, 센서 LOD 플랫폼, 센서기반 상황인지 서비스, 실시
간 센서 정보 제공 포털 등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다양한 센서 정보를 등록하고, 속성 등 메타데이터를 시맨틱 정보 표현 방식으로 가공하여 저장하며,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센서 데이
터를 NoSQL 기반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생활밀착형 초소형 센서와 스마트 폰 내장/연결형 센서의 보급으로 인
해 센서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개발되고 있으나, 센서정보의
공유와 센서정보 의미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화된 영역에서의 센
서정보 활용에 머무르고 있음

·전세계적인 정보공개 운동에 부합하는 시맨틱 정보 기반 Linked Data
플랫폼의 기반 기술임

·영국, EU, 미국을 비롯한 수십여 국가에서 개방형 정부, 투명한 정부를
위해 국가 / 지·자체별로 수집한 각종 센서 정보(대기환경, 수질환경
등)을 시맨틱 정보로 가공하여 개방하고 있음

·센서 정보로부터 파생되는 상황인지, 이벤트 감지, 개인화 서비스의 기
반 기술로 활용 가능

·사물과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되고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음에 있어, 각 사
물과 센서의 속성, 기능에 대한 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
맨틱 정보 표현 방식을 통한 정보의 상호 운용성 제공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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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빅데이터 성격이 강한 센서데이터 저장 관리를 위한 NoSQL 기반 센서
데이터 저장소 제공

■ 기술의 상세 사양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제품은 '센서, 센서노드, 게이트웨이'를 포함하며, 기존 USN 기기/서비스
시장을 기반으로 도출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W3C SSN Ontology : 웹 표준화 기구인 W3C에서의 시맨틱 센서 네트
워크 온톨로지로 OGC 센서웹 기술을 기반으로 함
·COSM (구, pachube)은 다양한 센서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웹 기반 플
랫폼을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W3C SSN Ontology

복잡하여 잘 사용되지 않는 OGC SWE를 기반으로 한 온톨로지
가 아니라, 센서네트워크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로부터 추론되는
상황/이벤트에 대한 확장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함

OSM (구 Pachube)

독립적인 1개의 센서를 웹기반 플랫폼에 연결하지 않고, WPAN
기반 센서네트워크와 고사양 센서노드가 경량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에서의 활용이 가능함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COSM, SensorClound와 같은 일부 웹기반 센서정보 클라우드 플랫폼이
상용화되어 서비스 제공
·시맨틱 센서 정보 및 시맨틱 IoT 정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W3C, EU FP7
등에서 시맨틱 정보 처리가 주요 이슈로 개발 중임
·영국, EU, 미국, 호주 등 개방형 Open Government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국가 인프라와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시맨틱 정보 표현 방식으로 웹상
에 개방하여, 여러 사용자와 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 개발을 독려

·2013년 12월
■ 기술이전 범위
·시맨틱 센서 정보 처리 S/W
- NoSQL

기반 센서정보 저장/관리 저장소
- 시맨틱

센서정보 변환/저장 기술
- 센서정보

기반 실세계 이벤트 추론 기술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TU-T F.OpenUSN "Requirements and functional architecture for open
USN service platform" → 표준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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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센서 정보의 시맨틱 표현/센서 온톨로지 구축은 선행기술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최근 하드웨어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과 S/W 성능개선으로 인
해 더 이상 시맨틱 기술이 느리고 쓸모 없는 기술이 아니라 실생활에 직
접 활용할 수 있은 기술이라는 점이 이미 LOD 서비스를 통해 입증됨
·개인화 서비스와 상황인지를 위해 개별 서비스마다 센서 온톨로지/센서
네트워크 온톨로지/이벤트 온톨로지를 모델링하고 온톨로지를 구축하
지 않고, 공통되고 표준화된 온톨로지를 활용하고 모델을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가능해지며, 온톨로지간 상호 연동이 가능함
·센서의 특성에 맞는 NoSQL 기반 센서정보 저장/관리 기술을 통해 실시
간으로 측정하여 전송되는 수많은 센서정보의 저장/관리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으며, 기존 RDB를 이용하여 수용이 어려운 센서데이터도 처리
및 시맨틱 정보로의 표현이 가능함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시맨틱 센서 정보 포털
- 개인화된

센서 정보와 공공/개방형 센서 정보를 개인의 특성에 맞게 최적
화하여 제공하는 정보 포털
·개인 맞춤형 웰니스 서비스
- 거주지/근무지/자동차

등 개인 일상 생활 환경의 수집과 개인 건강 정보
의 수집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웰니스 정보를 추론, 제공하는 서비스
·센서정보 제공 LOD 서비스
- 센서정보를

제공하는 LOD (Linked OpenData) 서비스로 RESTful 질의를
처리하는 SPARQL Endpoint 및 센서정보/값 제공 LOD 서비스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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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적층 다량인식 스마트 RFID게임 시스템
사물인지연구실 담당자

박찬원

최근 불법으로 복제/제조된 비인증 게임칩이 유통되고, 게임칩 이동 관리가 대부분 수동/육안 구분으로 비효율적 관리 시스템
이 이루어짐. 이에 따라 불법 게임(카지노) 칩의 유통을 차단하고 게임 칩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RFID 시스템 기술 개발.
본 기술을 통해 게임 현금 거래 보안성 강화, 정산의 신속성,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고용 창출을 통한 사회 공헌과 산업의
조기 정상화 궤도 진입을 할 수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불법 게임(카지노) 칩의 유통을 차단하고 게임 칩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RFID 시스템 기술
·다량의 RFID 태그 일괄 인식 및 인접영역 구분 인식을 위한 안테나 기술
·시스템 운용 및 네트워킹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게임(카지노) 매장에서 현금 역할을 하는 게임칩은 칩 관리 뱅크, 게임
테이블, 환전소 등으로 수시로 이동/관리됨

·RFID 태그가 내입된 게임(카지노)칩 개발 (게임칩 Identification 확인)

·최근에는 불법으로 복제/제조된 비인증 게임칩이 유통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이 흐려지고, 게임 산업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국내 게임(카지노) 시장은 게임칩 이동 관리가 대부분 수동/육안 구분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른 게임칩 관리의 투명성 부재로
인한 부정시비가 지속되고 있음
·게임(카지노) 업체에서는 게임칩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서 감시시스템
강화와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 게임칩 유통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상기와 같은 게임(카지노) 시장의 불법 게임칩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여, 게임 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IT 원천 기술, 특
히 RFID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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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게임 테이블에 RFID 리더 시스템을 설치하여, 불법 게임칩이 게임에 베
팅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지함으로써 불법 게임칩 사용자를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음
·게임칩 환전소에 설치된 RFID 시스템은 불법 게임칩을 현금화하려는 시도를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차단함으로써, 부적절한 현금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
·게임칩의 주요 유통 경로에 RFID 시스템을 적용하여, 게임 사업장에서
불법 게임칩의 유통 상태를 중복하여 체크함으로써 불법 게임칩의 유입
을 근원적으로 차단
■ 기술의 상세 사양
·게임(카지노) 사업장에서 게임(바카라)응용, 게임칩 관리(Banker)응용 및
환전 응용에 사용될 수 있는 HF대역 RFID 기술
·밀집되어 있는 다수의 RFID 태그 (100개 이상) 일괄 인식

표준 Protocol

ISO 18000-3 Mode 3 (Gen2)

인식성능

게임응용(베팅/트래이존): 25/100개 이상
환전존 응용: 100개 이상
뱅커존 응용: 100개 이상

인접 영역 구분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게임(카지노) 산업 응용 RFID 시스템

영역간 거리: 10cm 이상

- 블랙잭/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 자동화 서비스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게임산업의

게임칩 실시간 추적 및 불법 게임칩 유통 차단 서비스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카페테리아 산업 응용 RFID 시스템

·Magellan Technology(호주)에서는 게임(카지노)응용에 사용 가능한 RFID
태그(칩)/리더, 게임칩 보관 트래이를 개발하여 게임 영업장에서 일부 활용
- PJM(Phase

Jitter Modulation)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원천 기술 독점

- 카페테리아

자동 계산 및 구매 음식 칼로리 관리 서비스
- 카페테리아

자동 식기 관리 서비스

- 다양한

게임 응용에 적합한 안테나 기술 보유
·NXP(네덜란드)에서는 다량의 밀집되어 있는 태그를 인식하기 위한 HF
대역 RFID 태그칩 개발
- ISO
 18000-3 Mode 3 (HF Gen2) 표준 준수
- 응용

서비스에 적합한 태그칩 공급
게임(카지노)산업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카페테리아 산업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Magellan Technology
: PJM 기술

Magellan은 PJM 기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성능을 제공
하지만 HF Gne2 표준을 따르지 않은 독점 기술임. 따라서 고가
의 제품이면서 범용성이 떨어짐. 본 기술은 표준을 준수한 저가
의 범용 시스템으로서 가격대비 우수한 성능을 기반으로 게임 산
업 진입에 유리

NXP는 HF Gen2 표준을 준수한 다량 인식용 태그 칩을 제공하지
NXP
만, 게임 응용 서비스를 위한 다른 기술은 개발 초기 단계임. 본
: ISO-18000-3 Mode 3
기술에서는 NXP에 비해 우수한 RFID 안테나 기술과 리더 기술을
표준 준수
바탕으로 다양한 응용 분야를 위한 시스템 제공 가능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년 11월 30일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국내 카지노 시장 규모는 약 2조3000억원 대로 추정
·카지노 게임칩 시장 : 약 14억 달러 (1조7000억원)
·국내 카지노 분양 총 매출은 국내총생산(GDP)의 0.19% (기획재정부)
·전 세계 카지노 매장은 약 5,500여 곳이며, 총 55조원의 시장으로 예측
세계 Security/Safety 관련 RFID 태그 시장규모 (2013~2019)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369.0

1533.3

1661.8

1557.7

1665.8

1600.4

1600.4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기술이전 범위
·게임(카지노)칩 내입 RFID 태그 기술
·카지노 게임 응용, 뱅커 응용 및 환전 응용 RFID 리더 안테나 기술

·국내/외적으로 불법 게임칩의 영업장 유입으로 사업 실적 및 사업 투명
성이 훼손되고 있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RFID 기술을 카지노 산업
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
·전 세계 카지노 시장은 마카오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지아 등 동남
아시아를 중심으로 급성장 중임

·게임(카지노) 응용을 위한 RFID 리더 기술
·게임칩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

·마카오 베네시안에 이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 리조트 월
드 세토사, 말레이시아 겐팅 등은 하루 평균 수만에서 10만명의 이용객
이 출입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SO 18000-3 Mode 3 (HF Gen2) 표준 준수

4. 기대효과

■ 보유 특허

기술도입효과
출원/
등록 구분

출원

특허명

루프 안테나

출원예정 HF대역 RFID 게임 응용 안테나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한국/
미국

2012-0107399/
출원 진행 중

2012
2013(예정)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게임(카지노) 산업에 RFID를 비롯한 IT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게임 산업
의 투명성 확보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게임 현금 거래 보안성 강화, 정산의 신속성,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짐
·불법 게임칩이 영업장에 유입되는 부정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
·고용 창출을 통한 사회 공헌과 산업의 조기 정상화 궤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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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시각장애인용 맞춤형 시각정보안내시스템
인간로봇상호작용연구실 담당자

윤호섭

본 기술은 시각장애인용 맞춤형 시각정보 안내시스템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정보를 청각정보로 변환하여 안내함. 개발된 시스템은 지하철 역 시각정보(기호, 문자, 숫자) 안내시스템, 인도/보도 안내
시스템, 버스번호 안내시스템, 만남 예약자 안내시스템 등 총 4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내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장소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는 것

에서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여 TTS로 안내를 제공
·모자 형태의 두 개의 카메라가 장착된 입력장치와 일반적인 테블릿 PC
만 요구하므로 시각장애인들이 저가로 구매 가능함
·모든 안내 정보는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전달함

·시각장애인들이 시청이나 도서관, 학교 등의 공공장소나 만남 장소로 이
동할 때, 안내인의 도움이 필요
·안내인의 도움이 어려울 땐 맹인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가격이 비
싸고, 관리가 어려우며, 고난이도의 훈련이 필요하므로 극히 제한된 장
애인만 활용 가능

■ 기술의 상세 사양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번호 안내 중

·통계청에 의하면 국내의 시각장애인의 수는 25만명에 이르며, WHO는
전세계적으로 4천 만 명의 시각 장애인이 존재한다고 함
·첨단 IT 융합기술을 이용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
·도로에서 인도 보행 안내 중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시각장애인이 이동 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장소(지하철역, 버스역,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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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지하철 역에서 출구 번호 안내 중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시각장애인용 시각정보 안내시스템
·유사한 응용 안내시스템
·얼굴을 인식해서 만남 예약자 안내

- 지능형

자동차용 교통 표지판 자동인식 시스템
- 지능형

자동차용 보행자 자동검출 시스템
- 무인

자동차용 시각정보 안내시스템
- 지능형

로봇용 시각정보 안내시스템
·향후, 자연영상 문자인식으로 확대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상 번역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자연영상

문자인식을 이용한 광고판 인식 시스템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자연영상

문자인식을 이용한 메뉴판 인식 시스템

·기존의 GPS 정보나 RFID, 초음파 등을 이용한 안내시스템은 안내들 원하는
장소에 설치, 유지 보수가 필요하며, 비교적 고가이면서도 정확도가 낮음

- 인식된

정보와 인터넷 정보를 융합한 종합 안내 시스템

·구글 글래스, MS 스마트 안경 등은 장애인들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
비스들이 시연되었으나, 시각장애인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지는 않음
·현실적으로, 기 개발된 정도의 수준과 유사한 결과를 갖는 경쟁기술이
출시된 바 없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GPS, RFID, 초음파를 이용한 · 시스템 설치, 보수 ,유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위치 파악 및 정보 안내
· 인식 정보의 정확도 및 장애인의 활용 만족도 높음
구글 글래스, MS스마트 안경

· 장애인에 특화된 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모자형 입력장치
를 구글 글래스 등으로 대치 가능 한국 지형에 맞는 서비
스 제공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국내 시각장애인이 25만명 이므로 80%가 사용 한다고 가정하고 제품의
가격을 10만원으로 가정할 때, 200억 예상
·해외 시각장애인이 4천만명 이므로 80%가 사용 한다고 가정하고 제품
의 가격을 100불로 가정할 때, 40억불 예상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경쟁 국내 제품/서비스 없음
·경쟁 해외 제품/서비스 없음

기술의 완성도

4. 기대효과

■ 기술개발 완료시기
·현재 지하철 정보안내, 버스 번호안내, 얼굴인식 안내 프로토타입 개발완료

기술도입효과

·대전지역의 지하철, 버스 번호 정보에 맞춰 개발됨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효과

·기술이전 후, 6개월 이내 상용화 가능

·시각 장애인의 보행을 보조하기 위한 맹도견의 경우 훈련시간이 길어 수
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나, 본 기술의 개발 결과로 장애인의 외출을
도울 수 있는 무인기기 개발이 가능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안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음

·보도/인도 안내 시스템의 경우 보완 필요(2014. 6월 예정)
·최종 2014년 6월 5차년도 개발 종료
■ 기술이전 범위

·시각 장애인이나 노인을 보조할 수 있는 시각보조 장치로서 복지 산업
에 활용될 수 있으며, 도로를 따라 주행하며 교통 표지판을 보고 상황에
맞는 판단이 가능한 무인 자동차, 비서용/개인용 로봇, 교육용 및 산업용
로봇 개발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이 가능함

·지하철 정보 안내시스템 S/W 소스코드 및 설명서
·버스 번호 안내시스템 S/W 소스코드 및 설명서
·보도/인도 안내 시스템 S/W 소스코드 및 설명서

·시각 센서 및 신소재 개발 산업과 연계하여 영상처리 및 패턴인식 기술
을 응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로서 무인 기기뿐 아니라 지능형 환경 인지
산업 및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음

·얼굴 인식 안내시스템 S/W 라이브러리 및 설명서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해당 사항 없음
■ 보유 특허
출원/
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정보 안내 시
스템

한국

20120107563

2012

출원

Information guiding system for the
visually-handicapped in subway stations

미국

출원 중

2013(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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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모바일 지식 서비스를 위한 지식스토어 기술
지식융합서비스연구실 담당자

박윤경

본 기술은 모바일 단말로 개인 경험 행동 등을 자동으로 수집/관리하며, 사용자 경험과 전문지식들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적
합한 지식으로 가공해서 제공하는 기술임. 본 기술은 개인의 디지털 라이프 로그, 헬스케어 서비스, 개인 및 소셜 관계에 기반
한 추천 서비스, 의료관련 전문지식 서비스 등 지식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의 지식제공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모바일 사용자의 경험과 전문가의 지식을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맞는 실시간 지식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
식스토어를 구축하는 핵심 기술
- 모바일

단말로 개인 경험·행동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개인경험 수집·관리 프레임워크 기술
- 사용자

경험·전문지식들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맞춤 지식으로 가공하는 맞춤지식 융합엔진 기술
- 누구나

쉽게 지식 서비스를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맞춤 지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 기술의 상세 사양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개인 경험 수집 관리 기술 :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 (ETRI), LifeLogOn (서
울대), MIThril (MIT), MyLifeBits (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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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자신이 경험을 수집 하고 의미화 함에 따라
Major 데이터 보유사의 참여가 제약이 되지 않음

시장 참여 요구

다양한 유통 채널 제공을 통한 Major 보유기관의 참여
촉진이 가능

개인정보 보호를

사용자가 자신의 Privacy 수준을 제어 하고 자산화함
으로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응

위한 지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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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어떠한 가치와 바꿀 것인지를 스
스로 결정

·사용자 맞춤형 융합 지식 생성 기술 : 보쌈 (ETRI) HBC (솔트룩스), 큐
로보 (시맨틱스), SOCAM (싱가폴국립대), YAGO (MPI), Wolfram Alpha
(Wolfram Research), Watson (IBM)
·맞춤형 지식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 심심이 (이즈메이커), Siri (애플),
Qwiki (Qwiki)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비스를 제공 가능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 다양한 형태의 개인활동을 포괄하는 개인경험에 기반한 통합 모델
개인 경험 수집
· 개인정보, 연락처, 일정, 메일, SNS, 센서, 미디어 데이터 수집 관리
관리 기술
· 사용자 환경 설정 지원
· 스마트폰만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
· 주석을 자동으로 생성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활용
사용자 맞춤형 융합/지
가능성을 극대화
식 생성 기술
· 연관 관계 구조화를 통한 의미 확장
· 유통이 가능하도록 개인 경험을 의미화
· 특정 지식과 관련된 텍스트, 이미지, 지도, 사운드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맞춤형 지식 서비스
· 사용자가 지식 시각화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인터페이스 기술
슬라이드 영상 형태의 지식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공유 가능
·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토리를 가진 포괄적 지식 형태로 제공

‥ 사례1)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앱 + 개인경험 수집기 : 개인 경험 수집기
가 제공하는 시간, 공간, 날씨, 상황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가에게 맞춤
곡 서비스를 제공
■ 개인경험 검색 서비스
·개인경험 질의 처리 기능 (3차년도에 기능이 추가/확장됨)
- 지식스토어에

저장된 개인경험에 대한 시공간 검색 및 분석 기능을 활용
하는 서비스
- 기본

탑재된 분석 기능 (경로, 시간, 장소, 시공간추론 및 연관성분석) 및
키워드 확장 활용

기술의 완성도

‥ 사례2)

검색질의 : 주말에 강남역 근처에서 20대 남자들이 주로 가는 장소

■ 기술개발 완료시기

‥ 사례3)

검색질의 : 여행 중 1시간 전 부터 현재까지 나의 이동 경로와 유
사한 경로를 포함하는 개인경험 찾기

·개인경험 지식화 기술 : 2014.02.
·지식 분석 엔진 기술 : 2014.02.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지식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기술 : 2014.02.
■ 기술이전 범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개인경험 지식화 기술

·국내 모바일 지식서비스 관련 시장
'17년 약 2조5천억원 전망

- 모바일에서

수집된 데이터에서 개인 경험지식 생성 및 관리 기술

·해외 전체 시장 규모는 국내 시장의

- 개인

행동 분류 기술

비중이 10%미만으로 볼 수 있음
통상적 서비스 시장 규모 기준

·지식 분석 엔진 기술
- 다수

개인경험간의 연관성 및 시공간 분석
- 지식분석

플러그인 프레임워크 기술
·지식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기술
-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지식 분석 엔진 API를 통하여 지식을 요청하고 결과
를 시각화하는 인터페이스

시장규모
모바일 클라우드
모바일 지식 응용 서비스
차세대 데이터 마이닝
사용자(UX) 행동/경험 기반 서비스
소계(억원)

2014
26
2,330
872
137
3,365

2015
33
2,913
1,091
175
4,212

2016
81
6,246
2,444
386
9,157

2017
244
16,739
6,844
1,056
24,883

2018
298
21,292
9,199
1,374
32,163

2019
355
26,331
12,020
1,728
40,434

2020
362
27,911
13,462
1,883
43,618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사업자의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 확대
- 이동통신사(SK텔레콤,

KT)나 카드업체에서 확보한 고객 개인정보를 분석
하여 이를 상권분석이나 제품마케팅에 활용함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세계 24개 주요 통신사를 중심으로 세계 통합 앱스토어 구축을 목표로
WAC (Wholesale Applications Community)를 설립하고 앱 개발을 위한
WAC 스펙 정의

- 페이스북에서

개인 위치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로 확대
- 카카오톡에서

개인 생산 콘텐츠를 유통하는 서비스를 최근에 시작함
- 개인이

자신의 콘텐츠를 쉽게 저작하여 유통할 수 있는 e-book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증가함 (예: 북씨, 바이드앱)

·W3C에서는 시맨틱 웹(Semantic Web) 관련 기술에 대하여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RDF-S(RDF Schema), OWL(Web Ontology
Language) 등의 온톨로지 언어 등을 표준화하고 있음

·DAP 표준 : 애플리케이션에서 디바이스의 자원 (GPS, 센서, 주소록, 일정, 카
메라 제어, 배터리 정보, 갤러리, 파일 시스템 등)의 대한 접근 API 표준화 추진

■ 보유 특허

·W3C DAP WG: Device API 표준과 HTML5의 마크업 간의 연동 표준화 추진

출원/등록
구분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특허명

출원
출원

온라인 스토어의 지식상품 거래 방법

한국

10-2012-0130627

2012

지식 서비스 제공 방법

한국

10-2012-0146694

2010

출원

지식 서비스 동기화 방법 및 장치

한국

10-2013-0008284

2013

출원

개인정보 거래시스템 및 방법

한국

10-2013-0008874

2013

출원

통신 단말기, 장소 관리 서버 및 장소
정보 검출 방법

한국

10-2013-0008872

2013

출원

지식제공방법 및 장치

한국

10-2013-0009415

2013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개인경험 수집기 탑재 모바일 앱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기존 모바일 앱에 개인경험 수집기를 탑재
- 개인경험(시공간

이력)을 기존 모바일 앱 기능에 통합 함으로써 맞춤형 서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기술적 효과
·개인 경험의 수집/구조화/관리를 통하여 개인경험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모바일 지식서비스 플랫폼 기
술을 확보
·외국 대기업 비해 국내에서는 핵심 기술 보유 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본 기술의 도입시 국내의 지식서비스
시장의 리더로 도약
·네트워크 구축·운영 측면의 경쟁력은 뛰어 나지만 지식서비스 구현에 대한 핵심 기술이 없어 외국계 기
업의 국내 시장 잠식 위협에서 탈피
■ 경제적 효과
·모바일 환경에서는 다양한 라이브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어 현장 중심의 즉시적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맞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져 본 기술을 활용한 지식서비스 제공업체의 매출 증대
·모바일과 웹과 데이터가 융합되어 개인 맞춤형 지식 서비스는 국내 중소형 광고, 서비스 등 사업자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 제공
·지식정보산업이 '13년(6조)에서 '16년(14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기술은 성장하는 지식정보산
업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서 급격한 매출 증대 및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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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5m정밀도의 위치기반서비스지원 플랫폼 기술
위치/항법기술연구실 담당자

이양구

본 기술은 GNSS, WiFi, NFC,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자이로, 가속도, 고도, 지자계)를 활용하여 주변환경에 따라 최적의 위치
를 결정하는 보행자 항법임. 이에 따라 다양한 측위 리소스, 즉 이동통신네트워크, WLAN, UWB, RFID, ZigBee 등을 복합적으
로 활용하여 실내외 Seamless 측위 정보 제공을 위한 리소스의 제작, 설치 및 운용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실내 및 실외에 상관없이 5m 급 고정밀의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LBS(Location Based Service] 플
랫폼 개발
·GNSS, WiFi, NFC,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자이로, 가속도, 고도, 지자계)를 활용하여 주변환경에 따라 최적의 위치를 결정하는 보행
자 항법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개방형 LBS 플랫폼 및 관제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실내 및 지하 공간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위치정보 활용
범위가 실외에서 실내로 확대됨

·기존 차량 수집 대비 위치DB 정확도 향상

·공공 서비스에서의 위치정보 활용 방안이 점차 확대되며,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됨

·위치DB 및 Fingerprint DB 동시 구축 가능

·스마트폰의 측위 자원(WCDMA, WiBro, WiFi, GPS)을 활용하여 실내외
구분 없이 정밀하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함

■ 기술의 상세 사양

·이동통신 3사의 Wi-Fi AP 설치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범국가적 Wi-Fi AP
위치 DB 구축 및 국가 LBS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함

·고정밀도의 AP 위치 DB 및 Fingerprint DB 관리 기능

·동적 수집을 통해 수집시간 및 인건비 절감
·단말 기반 측위 지원
·전국 규모 실내 AP 스캔 정보 관리 기능

·실내외 측위 기술의 정확도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CAD 도면을 기반
으로 손쉽게 실내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저작툴 개발이 필요

- 사용자

위치 기반 AP 위치 DB 제공(건물/영역 단위)

·고비용의 위치 DB 구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및 전용 수집장
치 기반의 고속 수집 기술이 필요함

·스마트폰용 저용량 2D/3D 실내지도 및 POI 정보 관리 기능

- 서버

기반 위치 측위 결과 제공(추정 좌표)
- 실내

지도 실시간 업데이트 지원
·GUI 기반 플랫폼 관제 시스템 제공
- AP
 수집 현황 및 위치 DB/Fingerprint DB 가시화
- 위치

DB 자동/수동 갱신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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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AP 위치DB 자동생성/보정/갱신 기술의 특징

보행자용 인프라 자동 수집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내 위치 인식 기술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개인위치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사용자 단말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
해서는 단말기반 위치인식 기술이 필수적임

·실내지도 및 PDR 기술을 활용하여 보행자의 위치 기반으로 Wi-Fi 스캔정
보를 수집

·특히 Wi-Fi AP 위치DB 같이 작은 크기의 DB는 단말기반 위치인식 기술
을 구현하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

·기존 정적 수집기술과 비교할 때, 동적 수집을 통해 수집시간을 줄여서
수집비용을 절감

·실내에 설치된 Wi-Fi AP의 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추정하여 위치DB로 생성함

·기존 차량 수집기술과 비교할 때, 실내 수집을 통해 고정밀 Wi-Fi 위치
DB 또는 Radio map 생성

·생성된 Wi-Fi AP 위치DB는 스마트 폰 등에 전송하여 단말기반 위치추정에 활용함

■ 기술의 상세 사양

■ 기술의 상세 사양

·동적 수집위치 정확도

·수집데이터의 다차원 분석 기능

- 100m

이동 시 5m 위치오차 이내

·전파모델 분석을 통한 Wi-Fi AP

·동적 Wi-Fi 스캔정보 신뢰도

배치확률 추정및 AP별 환경속성 추정 기능

- 정적 Wi-Fi 스캔정보와 유사

·Wi-Fi AP의 이동 등을 감지하여 위치DB 보정 및 갱신 기능
·빌딩 별 위치DB 관리 및 AP별 버전관리 기능
이종인프라 FP DB 생성 및 서버 측위 기술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고속이동용 인프라 자동 수집 기술의 특징

·기존의 정적 수집방식에서 탈피한 동적 수집 기반 FP DB 자동 생성 기술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기존기술 대비 훨씬 효율적이고 빠른 FP DB 생성을 가능케 하여 광역에
서 FP 기반 위치인식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함

·Segway와 같이 실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고속이동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인프라 측정정보 획득

■ 기술의 상세 사양

- 단위 면적 당 수집 시간 및 비용 최소화
■ 기술의 상세 사양

·동적 수집 기반 FP DB 생성 방식
- 수
 집장치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한 지점에서 계속하여 인프라 정보를 수집
할 필요 없이 계속하여 이동하면 특정 지역에 대한 FP DB를 자동으로 생성
·위치 DB와 연계한 향상된 FP 기술

·고속 스캐닝 모듈 / 고속 이동체 항법 장비 / 자동 수집 App으로 구성
·실내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며 10Hz 이상의 빠른 주기로 주변 인프라 정
보를 획득함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SKT : GPS>Wi-Fi>pCell>Cell로 우선순위를 정해 T API, T MAP 등에서 위
치정보 제공

·미국 Skyhook wireless사는 차량 기반 수집기술을 통해 GPS 위치와 Wi-Fi
스캔 정보를 수집하여 Wi-Fi 위치DB를 생성

·KTnet : 서울 COEX에서 Fingerprint 기반 위치인식 서비스를 제공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Skyhook : 차량을 이용한 war-driving 방식으로 Wi-Fi AP의 위치를 광
범위하게 수집하고 GPS 신호가 안잡히는 실내에서도 Wi-Fi 기반 대략
적인 위치를 제공
·Google : 자체 구축한 안드로이드 Location 패키지를 통해 GPS, Wi-Fi,
3G network DB 등을 이용하여 위치정보 제공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경쟁기술

기술 특징 및 우수성

미국
Skyhook Wireless사

·실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고속이동체를 이용
하므로 구석구석까지 인프라 측정정보를 수집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른 매우 정확한 Wi-Fi AP의 위치추정이 가
능함
·보행항법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실내에서 고정밀 위치
DB 또는 Radiomap 생성이 가능함

단말기반 WiFi 측위 기술
기술 특징 및 우수성

SKT : 우선순위/하이브리드 ·이종 측위 자원 밀결합 측위 기술 지원
측위 기술
·단말 프로그램의 변경 없이 서버 측위 기술 고도화 가능
Skyhook : war-driving 기반 ·경쟁기술에 비해 Wi-Fi AP 위치정밀도 및 추정위치 정
Wi-Fi AP위치DB 구축/제공 기술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Fingerprint DB보다 DB의 사이즈가 작아 단말기반 위치
인식에 유리하고 기술의 확장성이 용이함
Ktnet : Fingerprint DB 구축/제공
·동적 수집 기반 방식이므로 특정 지역에 대한 DB 구축
기술
시간이 매우 적게 소모되며, DB 구축 비용이 최소화 되
고, 광역 서비스도 가능함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매우 간단하면서도 비교적 정확히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알고
리즘
- 위치

DB만 확보될 경우 상용 Smart-phone에서 별다른 Aiding 정보 없이
Stand-alone으로 동작하여 사용자의 위치인식이 가능함
- Cell-ID

방식과 같은 기존의 다른 저 복잡도 위치인식 알고리즘 보다 월등
한 정확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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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상세 사양
■ 기술의 상세 사양
·수신된 AP 의 중간 지점으로 사용자
의 위치를 인식하는 Centroid 기법을
고도화 한 알고리즘
·사용자의 수신 신호 감도(RSSI)를 이
용하여 사용자와 수신된 AP들의 상
대적인 거리를 대략적으로추정
·가까이 있는 것으로 추청된 AP의 위
치에 가깝도록사용자의 위치 계산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단말기반 WiFi 측위 기술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GPS, Wi-Fi 등 실내외 인프라 기반 측위가 불가능한 환경에서 스마트폰
내의 센서(가속도계, 자이로, 지자기계, 고도계 등)만을 활용하여 3차원
보행자 항법을 수행하는 기술임
·보행자 운동상태에 따른 최적의 PDR 기술 제공
·고도계를 활용한 고도정보 제공
■ 기술의 상세 사양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이동거리 오차
- 100m

이동 시 5m 위치오차 이내
·3차원 측위 정보 제공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실내 측위 시 인프라 기반 측위(예 : Wi-Fi)와 센서 기반 측위의 상호보
완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에서 장시간 동안 고정밀/광역의 측위
정보 제공 가능

경쟁기술

기술 특징 및 우수성

실내외 연계 DB 구축 기술

실외 지도 상의 좌표와 방위를 일치시켜 실내외 연계 데이
터 구축 및 서비스 지원

서버기반의 실내 지도
DB 구축 기술

DB 구축 전문가 또는 사용자가 다중으로 실내지도 데이터
업데이트 가능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 기술의 상세 사양

·2013년 8월

·최대 측위 커버리지 (TBD)

■ 기술이전 범위

·장시간(TBD) 이동 시 최대 위치오차

·5m 정밀도의 위치기반서비스 지원 플랫폼 전체 및 세부 기술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국내 이동통신회사는 Cell ID 기반 측위 방식이나 삼변측량 방식을 활용하
여 측위 정보를 제공
·스웨덴 SenionLab사는 스마트폰 내 센서 및 Wi-Fi 정보들을 활용하여 실
내에서 측위 정보를 제공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기술 특징 및 우수성

·Cell 반경과 관계없이 비교적 정확한 위치 인식이 가능하고,
국내 이동통신사 측위 방식
전파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음
·실내 수평 위치 뿐만 아니라 고도(또는 층)정보까지 제공가능
스웨덴 SenionLab사
·보행자의 다양한 보행특성을 고려한 PDR 기술을 제공
측위 방식
단말 별로 상이한 센서 측정오차 및 Wi-Fi RSSI 수신특성을
고려한 범용적인 복합 측위 기술을 지원

스마트 실내지도 저작 기술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Cad 파일 > 3D 데이터의 실시간 변환
·실외지도와의 연계를 통한 Seamless한 DB 구축
·서버기반의 실시간 업데이트 가능한 DB 구축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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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용

이종 인프라 자동수집 기술 : 수집하고자 하는 실내지도를 제공
받아 수집예정경로를 수동/자동으로 생성한 후 해당 경로를 따라 이동하
면 보행자 추측항법을 이용하여 수집 위치 및 주변 이종인프라 측정정보
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응용프로그램
- 고속이동용

인프라 자동 수집 기술 : Segway와 같이 실내외에서 빠른 속
도로 이동할 수 있는 고속이동체를 활용하여 인프라 측정정보 획득하는
장치 및 응용프로그램
- Wi-Fi

AP 위치DB 자동생성/보정/갱신 기술 : Wi-Fi AP 자동수집 장치(또
는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전송 받은 수집데이터(이종인프라 측정정보)를
수신 및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로드하여 이종인프라의 위치를 추정
및 위치DB에 저장하는 LBS 플랫폼 기술
- Fingerprint DB 자동생성 기술 : Wi-Fi AP 자동수집 장치(또는 응용프로그
램)으로부터 전송 받은 수집데이터(이종인프라 측정정보)를 이용하여 이
종인프라의 Fingerprint DB를 자동 생성하고, 저장하는 LBS 플랫폼 기술
- 서버

기반 측위 알고리즘 : 생성된 위치DB 또는 Fingerprint DB를 이용하
여 서버에서 사용자 단말의 위치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서버
에서 사용자 단말의 위치를 계산하는 LBS 플랫폼 기술
- 단말

기반 Wi-Fi 측위 알고리즘 : 위치인식 서비스 가능지역에서 해당지
역의 위치DB를 내려받고, 이를 이용하여 Wi-Fi 스캔을 통해 단말기반의
위치인식을 수행하는 알고리즘
- 항법용 PDR 기술 : 보행수/보폭 추정 기술, 센서기반 방향 추정 기술,

Map Matching 등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보행자 환경에서 센서 기반으로
3차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 Wi-Fi/PDR

복합 측위 기술 : WiFi의 WCL(또는 FP)과 PDR을 결합하여 복
합 측위 결과를 제공하는 기술
- 스마트

실내지도 저작 기술 : CAD나 Floor map으로부터 최소한의 보정
을 통해 표준화된 실내지도를 저작하는 응용 프로그램
- 개방형

LBS 플랫폼 관제 기술 : 위치DB, Fingerprint DB, 지도 DB 등을 포
함하는 LBS 플랫폼을 모니터링 하는 응용 프로그램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세계 시장 규모는 Gartner, Forecast : Consumer Location-Based
Services, Worldwide, 2010.6 자료의 2008-2014년 전망치를 토대로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을 이용하여 추정
[출처] : 국내 시장 규모, 국내LBS업체들의 수출입 규모는 한국정보통신진흥
협회의 LBS기술 및 시장동향 연구보고서 (2010)를 근거
(단위 : 백만원)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OMA LOC WG에서 LBS 표준 작업이 수행 중이며 OMA 1.0, OMA 2.0,
OMA 3.0을 통하여 GPS와 네트워크 측위 관련 표준화 작업을 수행 중
·TTA의 LBS PG 내에서 LBS 산업협의회, 이동통신 3사, 단말 제조사, 포
탈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LBS 정보DB 구축 및 공동활용을 위한 관련 표
준화가 진행 중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출원

실내 수집위치 자동생성 및 이종인프
라 측정정보 수집 방법 및 그 장치

한국

20120079960

2012-07-23

출원

위치인식 용 이종 인프라 위치DB 자동
생성/보정/갱신 기법

한국

20110107582

2011-10-20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년도

2011년

2014년

2016년

세계 시장 규모

2,787,365

8,180,063

12,526,077

세계 시장 규모

1,395,993

2,124,389

2,814,392

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수출 규모

7,856

11,476

15,991

수출 규모

43,939

46,230

50,596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미국(유럽)등에서 통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위치서비스
가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LBS 및 관련 장비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2009년 이후 세계 LBS시장이 연간 100%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
일 것으로 예상
·2012년 기준 약 1조 6,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LBS산업은 연평균
약 15.1%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국내외 인터넷 포털 업체들은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생활 밀착형 서
비스, 광고 서비스, m-Commerce 서비스 등을 전개 중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위치기반서비스 App 또는 기존 LBS 플랫폼 내에 고정밀/광역 위치인식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단말 사용자의 증강현실 서비스, 실내외 보행자 네
비게이션, 위치기반 모바일 광고, 위치기반 SNS 서비스, 위치기반 검색
서비스 등에 활용 가능
·위치DB 또는 실내외 지도DB의 다운로드 패킷 사이즈 당 과금을 통한
유료화나 위치기반 광고 제공을 통한 무료 제공 가능
·미래 인터넷 서비스, 지식 기반 서비스, 텔레매틱스 서비스, 그린 ICT 서
비스 등에서 활용 가능
·TTA의 LBS PG 내에서 LBS 산업협의회, 이동통신 3사, 단말 제조사, 포
탈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LBS 정보DB 구축 및 공동활용을 위한 관련 표
준화가 진행 중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생활 밀착형 서비스, 광고 서비스, 모바일 커
머스 등 고정밀 위치와 융합한 각종 신규사업의 등장에 기여
·TTA의 LBS PG 내에서 LBS 산업협의회, 이동통신 3사, 단말 제조사, 포
탈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LBS 정보DB 구축 및 공동활용을 위한 관련 표
준화가 진행 중
·트위터, 페이스북, 포스퀘어등 새롭게 부각하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등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 서비스에 활용
·경찰, 물류, 관광, 상거래, 독거 노인관리 등의 공공 영역에서 활용 가능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다양한 측위 리소스, 즉 이동통신네트워크, WLAN, UWB, RFID, ZigBee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실내외 seamless 측위 정보 제공을 위한 리
소스의 제작, 설치 및 운용비용을 절감
·실내지도 DB 관리 및 실내지도 제작비용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스마트폰의 급증으로 인한 LBS 수요에 빠르게 대처 가능
·다양한 LBS를 메쉬업하여 위치기반 및 지도기반으로 표현해줄 수 있는
각종 LBS 시장 선점 가능
·개발 기술을 적용한 LBS 플랫폼이 점차적으로 해외기술을 대체하여,
'15년∼'21년 동안 10∼3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
[국내 LBS 고정밀 위치측위시스템 및 LBS 플랫폼 관련 매출액은 기술수명주기
인'15년∼'21년간(7년간) 총6,006억원('10년 현가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구분

국내
해외

고정밀 위치 측위 시스템
LBS 플랫폼
고정밀 위치 측위 시스템
LBS 플랫폼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CAGR
('15'19)

10%

15%

20%

25% 30%

35% 38%

31.6%

2%

5%

7%

12% 15%

18% 20%

65.5%

·대규모 사고, 지진, 홍수, 해일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 시 정확한 위치를
기반으로 생존자 확인, 응급 구조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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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용 무선 전송 칩셋
WPAN응용연구실 담당자

최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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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유틸리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무선 네트워크
- 유틸리티

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정보 공유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 SUN(Smart

Utility Network) = NAN(Neighborhood Area Network) + HAN(Home Area Network)
- 유틸리티

서비스 사업자 중심으로 IEEE802.15에서 SUN 통신표준 제정 추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IEEE802.15.4g에서 SUN 통신 PHY-Layer 표준 제정
- ZigBee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PHY-Layer 표준 완료(2012. 4)
- 저속·저전력

IEEE802.15.4 MAC 보완

·간단한 구조의 FSK 전송기술과 멀티패스에 강한 OFDM 전송기술 제공
·각국의 비 면허 주파수 사용을 위해 다양한 채널 간격 제공
■ 기술의 상세 사양
·Scalable한 전송속도 제공(40~1,000Kbps)
- FSK
 시스템 : 50 ~ 200Kbps
- OFDM

시스템 : 100 ~ 800Kbps
·다양한 채널 간격 제공
- FSK
 시스템 : 200 ~ 400KHz
- OFDM

시스템 : 200 ~ 1200KHz
·열악한 전파환경에서도 Mesh Routing 보장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AMI 구축에 적합하도록 전송거리를 1Km 정도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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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현 Zigbee PHY 인 IEEE 802.15.4 PHY 기술
·무선 LAN 기술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 전송 거리 확장 : 1Km 정도의 서비스 반경을 제공
IEEE 802.15.4 · 주파수 혼잡도가 높은 2.4GHz 대역 대신에 900MHz 대역 사용
PHY 17pF±4pF · 저속/저전력 시스템인 FSK 전송 방식과 고속/고신뢰 시스템인
·OFDM 전송 방식을 응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 가능
무선 LAN

· 전송 거리 확장 : 1Km 정도의 서비스 반경을 제공
· 주파수 혼잡도가 높은 2.4GHz 대역 대신에 900MHz 대역 사용
· 세계 각국의 주파수 기술 기준에 맞게 다양한 채널 간격 제공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2년 4월 표준 완료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AMI 시장은 연평균 24.3%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시장 확대 중
·한국전력은 2020년까지 1조 4,740억을 투자하여 1,800만 가구에 대한
스마트미터를 보급할 예정
·해외 AMI 시장은 2009년 64억 달러에서 2013년 153억 달러에 이를 것
으로 전망

·2014년 2월 :
- MR-FSK

SUN 통신 SoC 개발
- MR-OFDM

SUN 통신 SoC 개발
- SUN

테스트베드 개발
■ 기술이전 범위
·MR-FSK SUN SoC
- ADPLL

MR-FSK SUN SoC(Flash Memory 내장형)
- N Fractional PLL MR-FSK SUN SoC (Flash Memory 외장형)
·MR-OFDM SUN SoC(테스트 칩)

[출처] : "Asia Pacific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AMI) Market", Frost &
Sullivan, 2010,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지식경제부, 2010(SBI Reports 재
인용), 환율 1,100원 적용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EEE802.15.4g에서 2012년 4월에 표준 완료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무선 센서네트워크 망을 구성함에 있어, 2.4GHz 대역을 사용하는 기존
Zigbee PHY를 넓은 서비스 반경과 혼신이 적은 900MHz 대역 SUN PHY
로 대체함으로써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스마트그리드와 연계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홈네트워크 서비스 창출
- 넓은

전송거리를 이용하여 AMI 서비스 기능 확장
- 독거

노인 등 관리 대상자의 활동량 및 위험요소 감지와 통보를 통한 효
율적인 복지 서비스 구현
- 공장
 자동화, 작업장 위험물 관리, 에너지 관리 등의 센서네트워크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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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자원 기반 스마트홈 관리 기술
자율제어미들웨어연구실 담당자

이지현, 김지영

본 기술은 단위 세대 홈 또는 아파트 단지 규모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자원들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
술임. 즉 개별적으로 수집되는 홈/단지 네트워크, 디바이스, 물리적 공간 정보들의 단순 결합이 아니라, 자원 간의 관계 정보를
활용한 관계 맵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질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홈 자원 관리 기술임. 이를 통해 주
거환경 스마트화 및 신시장을 창출하며,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잠재 수요 현재화할 수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단위 세대 홈 또는 아파트 단지 규모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자원들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
·개별적으로 수집되는 홈/단지 네트워크, 디바이스, 물리적 공간 정보들의 단순 결합이 아니라, 자원 간의 관계 정보를 활용한 관계맵
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질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홈 자원 관리 기술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2011년 3월 시행)에 기반한 홈 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지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을 기반으로 한 물리적 공간 상의 홈 자원 정보와 모니터링을 통한 동적 (논리적) 자원 정보 간의 맵핑
·자원 관계맵 기반의 홈 네트워크 장애 감지 및 오류 원인 추적 및 유사 기능 대체 자원 제시 기능
·모바일 단말용 단지 네트워크 및 홈 자원 관리, 장애 진단 기능
·웹 기반 (SOAP/WSDL) 홈/단지 자원 관리 오픈 인터페이스 제공

■ 결과물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상호운용 부재로 시스템 통합 오버헤드 증가
- 현장의

솔루션 업체-디바이스 제공업체간, 협력하는 업체 변경, 노후 장
비 교체, 새로운 디바이스 추가 등
·유지보수에 많은 시간과 인력 소모

1)자원: 디바이스,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BIM, 사용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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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발생시 시스템에서 정확한 원인 파악 한계, 효율적 자원 할당 한계,
디바이스 의존적 서비스
·스마트 홈 서비스로 발전하는데 장벽 존재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대상 기술

결과물 형태

개발 완료 시기

통합 홈자원 관리 코아

S/W

기확보 (확장)

장애 진단 프레임워크

S/W

기확보 (확장)

확장 관계 프레임워크

S/W

기확보 (확장)

사용자 패턴 매처 프레임워크

S/W

2013.12 예정

SOAP 기반 홈 자원 관리

S/W

기확보 (확장)

모바일 단말용 단지 및 세대 자원관리, 장애진단 응용

S/W

기확보 (확장)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기술 표준원에서는 스마트 홈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마트 홈 표
준화 기본계획(안)" 을 수립 중에 있음
-홈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홈 자원관리, 스마트폰 등 외부 기기와 연동
하여 IT 서비스를 수용하고 연계하기 위한 개방형 플랫폼 표준 개발 추진
·표준화 전략 수립 및 표준체계 확립을 위하여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
된 「지능형 홈 국가 표준/인증 연구회」를 발족('10.2) 및 상호연동 및
중심기기 표준 개발과 인증체계 정비, 장기적으로 스마트홈 서비스 활성
화를 위한 표준화 기반 구축 지원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ETRI에서 개발한 이질적인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디바이스 간 상호연동
을 제공하는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기술이 KS규격(KSX4501,
'11.04)으로 확정됨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디바이스 또는 서비스 중심의 홈 자원 정보 조회/제어에만 집중
·디바이스 의존적 홈 관리 서비스 제공
·홈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표준화 부재
·국부적 관점에서 접근하므로, 장애 발생시 근본 원인 추적에 한계
·자율적 홈 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어려움
■ 본 기술 우수성
·디바이스, 서비스, 네트워크, 실제 물리적 구조 등 관리 대상이 되는 모
든 홈 자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통합 자원 모델 정립

스마트홈 표준 플랫폼 및 추진전략

·통합 자원관리로 동적 서비스-디바이스 관계설정 지원
·단지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장애 진단 지원
·유지보수, 신 서비스 창출 위한 통합 홈 자원 표준화 선도
·자율 관리 및 장애처리 등 진일보된 홈 관리 모델 제시

지능형 홈 국가 표준/인증 연구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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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ISO/IEC JTC1 SC25 WG1에서 ETRI가 제안한
HNRM(Home Network Resource Management)이 NP(New Project)로
채택되었으며, 표준화 추진 중
·ISO/IEC JTC1 SC25는 정보가전기기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일반적인
상업 및 거주 환경에서의 정보기술 장비를 위한 프로토콜과 상호접속
매체 및 인터페이스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2009-0115980
12/953266
2010-265235

2009
2009
2010

출원

자원 간의 물리적/논리적 관계를
맵핑하는 방법 및 장치

한국
미국
일본

IEC/ISO JTC1 SC25

출원

디지털화된 건축물 정보와 건축물
내의 동적 자원 정보 통합 방법 및
장치

한국
독일
미국

2010-0055674
1020110773819
13/158160

2010
2010

Home Electronic System
(WG1)

출원

홈/빌딩 통합 자원 관계맵 기반의
에너지 절감 제안 방법 및 장치

한국
미국

2010-0125850
13/305984

2010
2011

CPE WAN
Device management for
management of
mobile services
home

Integrated Resource
management for smart
home

출원

자원 관계맵을 사용한 홈/빌딩 네
트워크 환경에서 장애 진단 방법
및 장치

한국
미국

2010-0130191
13/724944

2010
2011

Target Objects

CPE, gateway,
set-top box

Mobile devices

Home resources (device,
network, service, …)

출원

사용자 명령어 히스토리를 이용한
장애 원인 발견 방법 및 장치

한국

2011-0136258

2011

·Configuration
·Management

·Configuration
·Management
·Fault Management

·Control
·Configuration
·Management
·FaultManagement

출원

홈 환경에서의 물리적 공간정보
관리 시스템 및 방법

한국

2011-0136257

2011

Functions

출원

홈/빌딩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양
한 장애 발견과 진단 요청 방법 및
장치

한국
미국

2011-0092552
13/570718

2011
2012

출원

홈 자원관리 구조 기반 자원맵 로
그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

한국

2011-0136256

2011

출원

원격 유지보수를 위한 장애원인
추적 시스템 및 방법

한국
미국

2011-0145564
13/474628

2011
2012

출원

자원맵 로그를 이용한 홈/빌딩 장
애 분석 시스템 및 그 방법

한국
미국

2011-0145565
13/724944

2011
2012

출원

자원 관리 기반 관계 정보 확장 시
스템 및 그 방법

한국

2012-0116938

2012

출원

자원대체를 이용한 장애관리 방법
및 장치

한국

2012-0123791

2012

출원

홈/빌딩 자원 통합관리 서버를 이
용한 단위세대 자원 구별과 관리
방법 및 장치

한국

2013-0011756

2012

Standards

DSL Forum

Standard Name TR-069

Goal

Target Networks Single

Open Mobile Alliance
(OMA)
OMA-DM

Single

Multipl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게스마트 홈 서버 S/W
- 단위세대

홈 자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S/W 탑재
·아파트 단지/지역 단위 통합 시설물 관리 서버 S/W
·통신사업자, 홈 네트워크 사업자, 또는 세콤, 캡스 등과 같은 서비스업체
에서 운영하는 홈/단지 관리 서버 S/W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국내 시스템/네트워크 관리 S/W 시장 '향후 5년간 연평균 6.2% 성장,
2015년 약 1천 259억원 규모' 전망
·2011년 국내 관련 시장 지난해 대비 6.1% 증가, 987억원 규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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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IDC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세계 홈 서버 S/W 시장 '15년 약 323불 전망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15년 10%로 전망됨.
·국내 홈 서버 관리 업체는 세계 시장에서 2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개발 단가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 환경이 바뀔 때마다 기 개발된 디바이스, 서비스를 포팅하는 비용 절감
- 원격에서

장애원인파악, 효율적 자원 관리를 통해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사용자 불만 사항 해소
- 단지

및 홈 자원의 통합 관리를 통해 서비스 업체별로 실시하던 비효율적
인 장애 진단 과정 최소화
·주거환경 스마트화 및 신시장 창출
- 개인

경험과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스마트 홈 서비스를 창출하고 유연하
게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제고
- 09년 78억달러에서 '14년 148억달러로 예상되는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미들웨어 시장에서 20% 이상 점유 가능(KEIT 2010)
·국민 누구에게나 보편적 홈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잠재 수요 현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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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유방초음파 CAD
의료영상연구실 담당자

이수열

기존의 유방초음파 CAD(컴퓨터보조진단) 기술은 2차원 초음파 영상에서 종양 특성 분석을 수행하는 수준인데 비해, 본 기술
은 3차원 영상에서 종양을 자동검출하고 양악성을 분류해줌. 본 기술로 의사의 유방암 오진이 줄어, 개발이 활발한 자동 3차원
유방초음파 장치와 결합한 서비스가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유방초음파 영상을 자동 분석한 후, 진단에 필요한 참고 의견 제공
- 2차원

또는 3차원 유방초음파 영상에서 유방 종양 자동 검출
- 검출된

종양에 대한 양악성도를 정량적 수치로 제공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유방암 환자의 증가 삽입

·기존 유방초음파 CAD는 2차원 영상에 한정

- 세계

여성암 1위는 유방암이고 매년 3% 이상 증가 ('10년, 200만명 발생)
- 국내

유방암 환자 연간 14,000명 이상 발생, 연평균 3.5% 증가 ('10년)

·기존 기술은 종양 자동 검출 기능은 없고, 의사가 선정한 영역(병변) 분
석 수행

- 국내

여성암 사망률 2위는 유방암

·본 기술은 2D 및 3D 초음파영상에서 유방 종양 자동 검출 가능

·현행 엑스선 유방촬영술의 문제점

·본 기술은 2D 및 3D 초음파영상에서 유방 종양 양악성 분류 가능

- X-ray

사용으로 피폭 부작용

·의사의 개입이 필요 없고, 의사에 참고의견 제시

- 치밀형 유방에서 종양 검출 미흡

■ 기술의 상세 사양

- 현행

2D 초음파 유방촬영의 문제점

·기술 구성

- 오랜

검진시간

- 2D/3D 유방 종양 검출 S/W 모듈

- Sonographer

숙련도에 의존

- 2D/3D 유방 종양 경계 검출 S/W 모듈

·편하고 정확한 검진 도구

- 2D/3D 유방 종양의 양악성 분류 S/W 모듈

- 정형화된 3D 유방초음파 스캔 도구 필요
- 3D
 breast CAD로 검진 정확도 향상 가능

여성암 발생률
(2010년, 중앙암등록본부)

·기술 성능 (확보한 임상 영상 DB 기준)
- 2D 유방 종양 검출률 : 91% @1.0FP/케이스
- 2D 유방 종양 분류 정확도 : 0.92 (AROC)
- 3D 유방 종양 검출률 : 94% @1.0FP/케이스
- 3D 유방 종양 분류 정확도 : 0.91 이상 (A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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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분류 정확도 (AROC)

출원

Apparatus and method for detecting
examination tissue using ultrasound signal

미국

13/086220

2011

출원

Method of segmenting lesions in images

미국

13/285231

2011

출원

Lesion feature calculating device and method
thereof

미국

13/47019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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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제품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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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Checker® (R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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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방 종양/미세석회화 자동 검출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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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선 유방촬영 영상용 (2D)

·서비스

·B-CAD® (Medipattern 사)

- 치밀형

유방에 특화된 유방암 검진 서비스

- 자동 유방 종양 경계 분할 (2D 유방초음파)

‥ 기존 엑스선 유방촬영술(mammography)로 검진하기 어려운 치밀형 유
방을 가진 여성에 특화된 유방암 검진 서비스에 활용

- 병변 분류 보조 기능
·iView® (캐드임팩트 사)

- 고위험군

여성을 위한 유방암 정기검진 서비스

- 자동 유방 종양 경계 분할 (2D 유방초음파)

‥ 고위험군

인자를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 차원의 유방암 정기
검진 서비스에 활용

- 병변 분류 보조 기능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ImageChecker

·엑스선 피폭이 없는 초음파 영상 활용

B-CAD, iView

·자동 병변 검출 가능
·2D 및 3D에 모두 적용 가능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세계 유방촬영기 시장 '17년 약 48억불 전망(연평균 15%대 성장률)
·초음파 유방촬영기 시장 '17년 약 5.3억불 전망(연평균 11%대 성장률)
세계 유방촬영기 시장규모 (2012~2017)
(단위: 억불)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D 유방초음파 기반 종양 자동 검출 및 분류 S/W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시장규모

26

31

35

38

42

48

15%

- 종양 검출 S/W 개발 완료 (2011년 6월)

[출처] : MaMa 2013

- 종양 분류 S/W 개발 완료 (2011년 6월)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3D 유방초음파 기반 종양 자동 검출 및 분류 S/W

·엑스선 유방촬영술 대체 기법 개발 활발

- 종양 검출 S/W 개발 완료 (2012년 12월)

- Digital

breast tomosynthesis, 광영상(photoacoustic 등) 기법 등

- 종양 경계검출 S/W 개발 1차 완료 (2013년 6월)

·자동 3D 유방 초음파 스캐너 개발 활발

- 종양 분류 S/W 개발 1차 완료 (2013년 6월)

- U-system(ABUS), Siemens(ABVS), 서강대 등

- 종양 경계검출 및 분류 S/W 개발 완료 (2013년 12월)
■ 기술이전 범위

4. 기대효과

·유방초음파 CAD S/W

기술도입효과

- 2D/3D 종양 자동 검출 S/W 모듈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2D/3D

종양 경계 자동 검출 S/W 모듈

·서비스 제공자 (병원)
- 정확한 검진 수단 확보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 종양

양악성 분류 S/W 모듈

-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및 수익 모델 확보
- 오진율 감소로 후속 분쟁 비용 절감
·제품 제공자 (기업)

표준화 및 특허

- CAD 기술로 3D 유방초음파 장비의 임상적 효용성 증대 및 장비 시장 활성화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기존과 차별화된 제품으로 시장 활성화

·의료영상 표준화 기구

·개인
- 위양성률을 낮추어 불필요한 후속 검사비 절감

- DICOM
■
보유 특허
출원/등록

- 조기 유방암 검진으로 적기 치료 및 생존율 향상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초음파 신호를 이용한 검사조직 검출 장치 및 방법

한국

2010-0091626

2010

출원

영상에서 종괴의 경계 검출 방법

한국

2010-0116311

2010

출원

병변 특성 계산 장치 및 그 방법

한국

2011-0117756

2011

구분

·국가
- 정확한 조기 검진으로 공공의료비 절약 가능
- 국민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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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 통계분석 시스템
바이오정보연구실 담당자

박찬용

본 기술은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분석을 하여 임상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병원
이나, 의료기관에서 신뢰성있는 의료데이터 분석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구성도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기술의 상세 사양
·뇌심혈관계 임상기록 통계분석 시스템
- 뇌심혈관계

임상기록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의사, 전문가의 판단을 위
한 통계적 지식을 제공
- 현재

병원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패트(iPad)에 적용하여 의사의 회
진등 모바일 환경에서 즉각적으로 통계분석 정보를 제공
-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Test), 카이스퀘어 테스트(χ2 test), t-test,
ANOVA, Logistic Regression
- Web

Browser 버전, iPad 버전

·뇌심혈관계 임상기록 통계분석 시스템
- 뇌심혈관계

임상기록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의사, 전문가의 판단을 위
한 통계적 지식을 제공
- 현재

환자의 심혈관계 u-health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판단의 객관성이 확보될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환
자의 치료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
- 분산분석(ANOVA), Logistic Regression,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Test),
카이스퀘어 테스트(χ2 tes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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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기록 통계분석: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 다수의

환자 그룹 사이의 임상기록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
- 3개
 이상의 임상기록 그룹에 대하여, 각 임상기록 그룹 별 종속변수(수치
항목)의 평균에 대한 통계 분석
-예
 :각각의 Toast 그룹에서 HsCRP 값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각
 그룹 별 평균 수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경우, Tukey Test를 이용하여
각 그룹간 평균에 대한 추가 분석 수행
·임상기록 통계분석: 상관분석(Correlation Test)
-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두 가지 계측 사이에서 유사한 정도의
통계적 차이
- 일반적으로

두 개의 변량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한쪽의 증가에 수
반되어 다른 쪽도 증가되는 경향이 있거나, 반대로 한쪽이 증가할 때 다
른 쪽이 감소하는 비례관계와 반비례관계를 분석
- 뇌졸중

환자의 hsCRP 수치와 혈압 사이의 관련성 정도를 분석하는데 활
용됨

·임상기록 통계분석: Logistic Regression
- 원인,

결과 관계인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 및 예측하기 위한 회귀분
석 시스템
-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에 기반하여 인과관계 분석
- Univariate

Analysis와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동시에 수행
-예
 : HsCRP, HDL Cholesterol과 뇌졸증 사이의 발생 연관도 분석
-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모델 생성, 모델에 따른 임상기록의 예측이 가능

·임상기록 통계분석: 카이제곱 검정 (χ2 Test)
- 범주형(categorial)

데이터의 유의성 및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 분석
방법
- 아스피린을

복용한 사람 중 심근경색이 발생한 비율은 1.2%이고, 아스피린
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 중 심근경색이 발생한 비율이 2.1%라면, 아스피린
이 심근경색 발생에 영향이 있는지 (두 그룹이 동질적인 그룹인지) 검증함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년 3월 기술개발 완료 예정
■ 기술이전 범위
·임상기록 통계분석: T-검정 (T-Test)

·EMR 데이터에서 통계분석용 데이터베이스로의 임포트(import)

- 수치형(numeric)

데이터에 대해서 두 집단 사이의 모평균을 비교하는 방법

·통계분석 데이터 선정

-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모평
균 μ1, μ2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검정

·5종의 통계분석 방법(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Test), 카이스퀘어 테스트
(χ2 test), t-test, ANOVA, Logistic Regression

- 고혈압이

있는 환자 그룹과 고혈압이 없는 환자 그룹 사이의 hsCRP 수치
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통계 결과 데이터의 가시화 방법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출원

임상 자료 분석 장치 및 그것의 임상
자료 분석 방법

한국/
미국

13/620264

2012-0914

출원

건강 관리 서버 및 그것의 동작 방법

한국/
미국

13/550811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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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통합 소포구분 운영 S/W시스템
물류프로세스연구팀 담당자

최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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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통신규격
- 운영S/W시스템

내 통신 : 유럽표준 CEN/TS 15448 표준인터페이스 사용
- PLC/S/W간

통신 : TCP/IP, Modbus 인터페이스 사용
·단위기능 모듈화
- 우정사업본부

소포업무 프로세스를 단위 기능별로 모듈화하여 개발 (필요 기능별로 취사 선택 사용 가능)
·CORBA 구조 지원
- 단위기능

추가가 용이하여 시스템 확장성 제공
- 기능별로 이질적인 개발환경 지원 (CGS, MES - C#, OMS - Java, SPM - Jbuilder 등)

■ 기술구성도
·H/W 제작사(Vanderlande, Crisplant, Beumer 등) 의존성 탈피
·이기종 PLC 지원이 가능토록 PLC·S/W간 국제표준 통신 프로토콜 사용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수요처

국명

수요량

우정사업본부

한국

26대

CrisPlant, Beumer, Vanderlande 등

관련제품

CJ-GLB, 대한통운 등

한국

10대

CrisPlant, Vanderlande 등

미국우정(USPS) 등

해외

100대

CrisPlant, Simense, Interroll 등

·증가하는 소포물량의 자동 처리를 위한 고속 소포구분기 필요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포 시장 확대
- 시간당

2만통 이상 구분 가능한 기술 필요
·도입비용과 유지보수비용 절감을 위한 국산 소포구분 기술 확보
- 현재

외산 장비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한 국내 독자 기술 확보 필요성 대두
- 한국형

표준화된 운영 S/W 시스템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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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구분기 관련 산업 육성 및 국내.외 소포구분기 시장 개척
- 우정사업본부의 기도입된 장비의 노화로 인해 교체 수요 발생
- 신설

집중국 및 우편물류센터의 신규 장비 도입 수요 발생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Extended Version : Full Version + BCR, SDS, RMS
- 2014년 하반기 기술이전 가능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시간당 2만통 이상 처리가 가능한 고속/고효율 소포구분 운영 S/W 시스
템 개발을 위한 국내 독자 기술 확보
·H/W 제작사 종속성 탈피 및 유지보수 절감을 위한 유럽 표준 인터페이
스 기술 지원
·우정사업본부 소포구분 업무 프로세스를 세분화하여 단위기능별 모듈화
·민간택배 응용서비스로 쉽게 커스트 마이징 가능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유럽표준기구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약칭 : CEN)
- CEN/TS

15448 표준인터페이스 규격 (초안 2006년, 수정 2007년)Postal
services - Open standard interface between image controller and
enrichment devices (OCRs, video coding systems, voting systems)
■ 보유 특허

■ 기술의 상세 사양
·기술이전범위 : BCR, SDS, RMS 제외
- Compact version : ICG, OMS, DDS, SPM, CVS, MES, DRS
- Full version : IPP, VCS, VCD, SMS, SCU, DMU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물품구분기 처리용량 증대를 위한 고효
율 인덕션 시스템 및 그에 관한 방법

한국

2012-0102807

2012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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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2012-0109323

2012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우정사업본부의 소포구분기 적용
·우정사업본부의 대형 통상구분기 및 국내외 민간물류업체 소포구분기
적용 가능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국내에서는 소포 운영관리 시스템 및 소포 자동구분 처리 통계관리
시스템 등 관련 소프트웨어 설계기술은 확보한 수준
·소포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단위 기술 확보한 상태

국내외 소포구분기 시장규모 (2011~2019)
구분

(단위: 원)

2011년

2016년

2019년

세계시장규모

100,000억

300,000억

500,000억

한국시장규모

1,000억

3,000억

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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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주요 국내시장 : 우정사업본부,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현대택배 등
·주요 국외시장 : 유럽, 미국, 동남아 우정 등

경쟁 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소포운영관리 S/W
시스템

·국제 인터페이스 표준기술(CEN/TS 15448) 탑재 지원 및 특정
업체 기술 종속성 및 의존성을 탈피한 표준 시스템임

운영관리 단위 기술

·단위 기술 통합 검증 및 Cross-belt 타입 지원을 위한 소포 처
리 기술 성능이 실제 특송기간 운영을 통해 검증됨
·업무프로세스를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단위기능 모듈화를 통한
확장성 및 이식성 제공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주요 국내사업자 : LG CNS, ㈜대성 L&A, ㈜PTK, ㈜JNDK 등
·주요 국외사업자 : Vanderlande, Simense, Beumer, Crisplan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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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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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이전 범위
·Compact Version : ICG, OMS, DDS, SPM, CVS, MES, DRS

·국내 유지보수 가능한 소포구분기 도입 규격으로 활용
·상용 소포구분기로 확장하기 위한 모델로 활용

- 2013년 상반기 기술이전 가능
·Full Version : Compact Version + IPP, VCS, VCD, SMS, SCU, DMU
- 2013년 하반기 기술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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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우편용 오토라벨러 기술
스마트포스트연구팀 담당자

나동길

우편물 접수 시 반복되는 라벨 부착을 위한 우편물 재투입,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오토 라벨러 기능 및 이를 이용한 접수정
보 관리 기술 필요에 따라 개발. 따라서 특수통상/소포 우편물과 같이 접수 시 우편물 표면에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경우, 자동
으로 라벨을 발행하고 우편물에 부착해주는 시스템임. 이를 통해 무인 우체국 추진에 따라 매출증대, 자동화에 따른 고객의 편
리성 증대를 꾀할 수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특수통상/소포 우편물과 같이 접수 시 우편물 표면에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경우, 자동으로 라벨을 발행하고 우편물에 부착해주는 시
스템

■ 기술구성도
자동 부착부

모터 구동 제어부

구동 control
배지 권취기

흡/부착
블록

라벨중지

센서 제어부

Air Pump 제어부

Firmware

인쇄부

(각 제어부 Control 및 외부 연동 Protocol 처리)

인쇄 위치

외부 이터페이스 연결부

우편물
투입 방향

(RS-232C 시리얼 타입)

오토라벨러 구조(우측면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특수통상물량이 전체 무인우편창구 취급물량의 70%를 차지함. 특수통
상/소포 우편물의 접수 프로세스에서 '라벨 출력 → 고객이 우편물에 라
벨 부착 → 결제' 등의 절차가 반복되는 불편이 존재함

·여러 설비와 연동하거나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함
■ 기술의 상세 사양
·라벨 출력 후 흡착 위치로 이동, 라벨흡착, 증지/배지 분리, 라벨 부착,
검증, 초기 위치로 이동하는 순서로 동작
·라벨 발행 및 부착 속도 : 10초/매
·우편물 표면의 좌측 하단에 라벨 부착
- 높이 최저 1mm ~ 최고 135mm의 우편물에 라벨 부착

·우편물 접수 시 반복되는 라벨 부착을 위한 우편물 재투입 및 악용 사례
를 방지하기 위한 오토 라벨러 기능 및 이를 이용한 접수정보 관리 기술
필요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1. 라벨출력

2. 라벨흡착 위치 이동

7. 부착 종료 및
초기위치 이동

3. 라벨흡착

6. 라벨 검증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자동으로 라벨을 발행하고 우편물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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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라벨러 구동방식

4. 종지와 배지 분리 및
오토라벨러 횡축(수평)이동

5. 가변 Rod 종축
(수직)이동 및
부착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택배사들이 운영하는 무인사서함*에 적용 가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국내외 우정사업자/택배사에서 운영중인 무인택배시스템의 우편물 접수
시 라벨 자동 발행 기능

·해외 우편서비스 사업자들이 운영중인 Postal Self-Service Machine에적
용 가능
* 택배우편물 발송 기능을 보유한 무인사서함

·무인우편창구 등의 우편물 접수 시 라벨 자동 발행 기능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본 기술의 우수성

무인택배시스템, 무인우편창구의 ·자동으로 라벨을 발행
우편물 접수 기능 중
·접수우편물 규격에 따라 라벨 부착 위치를 자동 조정
라벨 자동 발행 기술
·해당 위치에 라벨 자동 부착 가능

·세계 우편분야 통합 접수기 시장 '11년 약 20억불* 규모
·국내 우체국에서 활용 시 2015년 예상 시장 규모 800억원
- 2015년까지 1,600개소의 무인우체국 설치 예정
- 1,600개소 X 50,000,000원**/대 = 800억원
*Pitney Bowes사의 2010년 연차보고서 참고, Financial Highlights(52억 달
러)에서 우편분야 통합접수기 사업 부문 25%로 설정, 전 세계 시장 점유율
(60%) 바탕으로 추산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2. 11. 30.

**무인우편창구와 연동 시 대당 예상 판매가격

■ 기술이전 범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설계 문서(기술문서) : 오토라벨러 시스템 상세설계서

·무인우편창구, 우편물 접수가 가능한 무인택배시스템, 라벨 프린터 등
제품별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라벨 자동 부착이 가능한 접수기는 전
무한 상황임

·시스템 : 오토라벨러 시스템 H/W, S/W
표준화 및 특허

·국내외 우정사업자/택배서비스사업자는 운영비용 절감, 이용 편의성 향
상을 위해 24/7 셀프서비스 시스템 확대 추세임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관련없음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출원(중)

특허명
기록우편물의 효율적 자동접수장
치 및 그 방법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
미국

-

2012년

·우정사업본부는 무인우체국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1,600
개소의 무인 우체국을 설치 예정임, 기존의 무인우편창구 이외의 다양한
무인접수 장치 도입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본 이전기술의 활용도 증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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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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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우체국 추진에 따른 무인접수장치 도입으로 매출 증대(2015년 800
억원의 시장 규모 예상)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특수통상/소포 우편물의 접수프로세스 자동화로 이용 고객 편리성 증대

·국내 우편용 접수장치 및 시스템

·접수우편물에 대한 정확한 요금 산정(악용 사례 방지)으로 수입 누수방지

- 무인우편창구, 고객 참여형 창구 등
무인우편창구

고객 참여형 창구

국내에 처음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는 우편접 고객이 5통 이상의 특수통상 우편물 접수 시
수 자동화 장비로 고객이 서장, 서류봉투 및 우체국에 설치된 PC를 통해 접수 정보를 직
소형소포의 접수가 가능함
접 입력하고 출력된 라벨을 부착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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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이종 멀티코어 기반 임베디드 S/W 플랫폼 기술
임베디드SW플랫폼연구실 담당자

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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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차세대 스마트 기기용 멀티코어 지원 S/W 플랫폼과 웹 기반 생태계 연동 기술

■ 기술 구성도
·멀티코어 최적 스택 제공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향후 임베디드용 CPU는멀티코어가 대세

·이종 멀티코어 기반 OS, 웹 생태계 연동 모듈 최적 S/W 스택 및 개발
도구

·임베디드용 멀티코어는 전세계적으로 시장초기이며 이기종 멀티코어로
발전 중

■ 기술의 상세 사양
·멀티코어 전용 OS 기술
- 고성능 자원관리(utilization 15% 이상 향상) / 에너지 효율형 자원관리
(10% 이상 전력효율 개선) / CPU-GPU 통신 성능 개선(5% 이상 성능 향
상) / 이종 멀티코어 라이브러리(OpenCL) 지원
·멀티코어 활용 웹 생태계 연동 기술
- GPU활용

웹코어 기술(WebCL)
- 웹/네이티브

응용 지원 기술
·멀티코어 지원 개발 도구 기술
- 병렬 프로그램 개발 IDE

·멀티코어 전용 S/W 기술 개발 요구는 확산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도 연
구 초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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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프로그램 분석 도구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이기종 멀티코어 기반 중소기업향 스마트기기의 최적 S/W플랫폼으로활
용 가능
·차세대 스마트기기용 교육 및 개발용 보드
·차세대 네비게이션 스마트 IVI
·응용 컨텐츠(광고) 저작용 플랫폼
·보급형 단말, 네비게이션I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스마트TV용 STB 및 서비스

·현재 데스크톱 및 서버용 이기종 멀티코어 기술은 있으나 임베디드용으
로 S/W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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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AMD OpenCL Framework
Nvidia Cuda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임베디드용 이기종 멀티코어 S/W 플랫폼 기술로는 앞설 수 있음
Cuda는 서버, 데스크톱 등에 CPU와 GPU간 이기종 멀티코어 활용 방법을
제공하나 본 기술은 OpenCL기반으로 스마트기기에서 CPU, GPU, DSP에
적용 가능한 기술임

·적용 가능한 국내 정보기기용 임베디드 S/W 시장은 '15년 30조원 이상
으로 예측 국내 정보기기용 임베디드 S/W 시장 (2009~2015)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최종 기술 개발 완료 시기 : 2014년 11월 30일
·1차 기술 개발 완료 시기 : 2013년 12월 31일

국내 정보기기용 임베디드 S/W 시장 (2009~2015)

■ 기술이전 범위
·멀티코어 기반 임베디드OS
- 고성능 자원관리 기술
- 에너지 효율형 자원관리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CPU-GPU 통신 성능 개선 기술

·중소기업의 스마트 기기에도 멀티코어 적용 확대 중임

- 멀티코어 라이브러리 기술(OpenCL)

·H/W빠른 변화, 스마트 기기의 짧은 생명 주기로 인해 멀티코어 S/W플
랫폼 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웹 생태계 연동 기술
- GPU활용 웹코어 기술(WebCL)
- 웹/네이티브 응용 지원 응용 프레임워크 기술

4. 기대효과

·멀티코어 기반 개발도구 기술

기술도입효과

- 병렬 프로그램 IDE 기술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병렬 프로그램 분석 도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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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리눅스 기반 멀티코어 기술 : 다양한 연구계로부터 Linux Foundation을
통해 글로벌 커널 mainline 화 추진
·이기종 멀티코어 지원 기술 : Khronos Group의 OpenCL을 통해 CPU,
GPU, DSP 등 이기종 멀티코어 표준화를 추진중임 현재 v1.1
·이기종 멀티코어 기반 웹 지원 기술 : Khronos Group의 WebCL을 통해
Javascript를 OpenCL에 binding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현재 draft 단계
·웹 지원 기술 : W3C를 통해 HTML5 관련 표준화 추진 중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멀티코어 기반 성능 개선 자원관리 기법

미국

-

2013

출원

웹/네이티브 응용 관리 응용프레임워크 기법

한국

-

2013

·차세대 네비게이션, 스마트 IVI : 국내외 판매 100만대 이상, 매출 3,000
억원 이상 목표
·응용 컨텐츠(광고) 저작 플랫폼 : 국내외 50개 이상의 Media Rep, 광고
대행사 고객확보 매출 10억이상 목표
·응용 컨텐츠(광고) 저작 플랫폼 : 국내외 50개 이상의 Media Rep, 광고
대행사 고객확보 매출 10억이상 목표
·보급형 단말, 네비게이션 : 글로벌 판매 15,000대 이상, 매출 75억원 이
상 목표
·스마트TV 단말 및 플랫폼 활용 서비스 사업화 : 국내외 ebook 시장 포
함 95억원 이상 목표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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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ETRI 데이터 배포 서비스 기술
CPS연구팀 담당자

이수형

본 기술은 많은 수의 통신 개체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동되어 대규모의 분산 응용을 구성할 경우 이들 간에 고신뢰의 효율적인
데이터 교환을 가능한 하는 Data Distribution Service(DDS) 기반 데이터 중심 통신 미들웨어 기술에 관한 것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대규모 분산 통신 개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고신뢰 시스템 혹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들 통신 개체를 다양한 고신뢰 실시간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면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게 끔하는 데이터중심 통신 미들웨어 기술임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본 이전 기술은 고신뢰 대규모 분산 응용에서 많은 수의 통신 개체간
에 고신뢰의 효율적인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Data Distribution
Service(DDS) 기반 통신 미들웨어 기술에 관한 것임
·국제 표준화 기구인 OMG에서 제안한 고신뢰가 요구되는 국방분야 통신
미들웨어의 실 표준으로 국방 분야에서는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정보체
계, 훈련체계, 무인체계 등 대부분의 차세대 국방 체계에서 그 적용이 급
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술임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수의 분산 임베디드 시스템
- 시스템 규모 및 복잡도의 급격한 증가
- 실세계의 특성에 따른 운영환경의 높은 불확실성
- 고신뢰

고효율의 통신 미들웨어 플랫폼이 필수적임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국제 표준화 기구인 OMG의 DDS 표준을 준용하여 개발된 기술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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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OMG 주관의 상호 운영성 시험 완료
·20개 이상의 데이터 교환과 관련된 서비스품질을 미들웨어에서 지원함
으로써 다양한 요구 조건을 가지는 응용들에 대해 적용 가능
·CPS 미들웨어를 활용한 분산 응용의 효율적 개발이 가능한 개발 도구
제공
■ 기술의 상세 사양
·IDE : 미들웨어 통합 개발 환경
·Data Centric Pub/Sub : DDS 미들웨어 표준 API를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Real-Time Pub/Sub : 국제 상호호환성을 제공하는 통신 프레임워크
·Security : 미들웨어 통신 및 기능 보안 프레임워크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미 RTI사가 미 국방부의 지원, PrismTech이 탈레스의 배경을 바탕으로
전세계 시장의 70 ~ 80%를 독과점하고 있는 상태임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분야

·Twin Oaks사의 CoreDX DDS는 초경량화 버전의 DDS로 항공기 국방 분
야에 특화되었지만 시장진입이 미흡함
·Gallium사의 InterCOM DDS는 InterWORX development tool(SDK) 제공
하며 항공, 국방, 교통 분야에 특화되어 있지만 최소화된 DDS Profile만
을 구현함

기술 적용 동향

국방

·국방과학연구소-삼성 탈레스/LIG넥스원 군수 솔루션
·PKG 전투체계
·FFX-1 전투체계
·철매-II 무기체계

통신

·KT : 통신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중심 네트워크 적용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끊김 없는 데이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PUB-SUB 기반 네트워크 미들웨
어 적용을 통한 접근에 대한 연구

국방

·Lockheed Martin US Navy Aegis Open Architecture Weapon System
·US Navy LPD-17 Ship-Wide Area Network
·Advanced Cockpit Ground Control Station
·AWACS Radar System Upgrade
·Boeing Secure Distributed computing platform
·B1-B Tactical Systems Upgrade
·Insitu의 Unmanned Air Vehicle

금융

·ATD/Citigroup : Market Data Feed
·Pimco : Compliance Architectured
·InfoDyne : Market Datad

교통

·Wi-tronix : High-Value Mobile Asset Tracking
·Highway Traffic Monitoring in Tokyo

의료

·Varian MRI and NMR Products

국내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RTI
(미국, Connext DDS)

이클립스 기반의 다양한 도구들과의 연동이 자유롭고, 사용자 편의성이 강조된
API 제공

PrismTech
(미국, Opensplcie)

미들웨어 최적화 및 경량화 기술로 코드크기, 시스템 자원 최적화 지원

국외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EDDS Core 기술 개발(~2011)
·EDDS QoS 지원 및 IDE 개발 환경 지원(~2012)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EDDS 모니터링 도구 및 다중 언어 지원 프레임워크(~2012)
■ 기술이전 범위
·OMG에서 표준화된 DDS 기반의 CPS 통신 미들웨어 기술로 분산 응용
의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타중심 통신 미들웨어 코어 기술
·소스코드 및 바이너리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관련 제품/서비스의 국내외 시장 규모 (향후 매 5년간 추정) (단위 : 백만불, 억원)
관련 제품
/서비스
CPS 미들웨어

·관련 기술 문서

시장

1차년도
(2014)

2차년도
(2015)

3차년도
(2016)

4차년도
(2017)

5차년도
(2018)

해외

191

242

275

314

358

국내

314

417

487

514

507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예상 제품/서비스의 매출액(생산/판매부터 향후 매 5년간 추정)(단위 : 백만불, 억원)

- 사용자 매뉴얼

관련 제품
/서비스

- 구현 설명서
·관련 기술 교육

CPS 미들웨어

시장

1차년도
(2014)

2차년도
(2015)

3차년도
(2016)

4차년도
(2017)

5차년도
(2018)

해외

3.8

5.3

6.3

7.5

9.3

국내

63

83

97

103

101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OMG(Object Management Group)는 항공, 헬스케어, 로보틱스, 교
통, 비즈니스 모델링, 통신/소프트웨어 라디오,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 Information), 정부재정, 제조기술, 산업시
스템 분야에 크게 기여
·Data-Distribution PSIG(DDSIG)는 OMG에 속해있는 서브그룹으로 DDS
미들웨어 및 서비스와 관련한 표준화를 담당하는 기구임
·Real-Time Innovation, Inc. (RTI), PrismTech, Object Computing Inc.,
MilSOFT, OCER ORTE, Twin Oaks Computing, Inc., Gallium Visual
System, Remedy IT, icoup
- DDS Specification(2004), DDS Interoperability(2006), UML Profile for
DDS(2008)
- DDS-STD-C++, Java(2010), Web-enabled DDS(2011), DDS
Security(2011~)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년도
(등록)

출원

대규모 분산 네트워크에서 부트스트랩시 우선순
위 랜덤 백오프 디스커버리 알고리즘

미국

13/523042

2012

출원

노드 탐색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미국

13/614246

2012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외산 DDS 도입 및 체계 적용 비용 절감 : 사업당 10억원 내외
- 개발라이센스

: 5억원/Site, 컨설팅비 : 4억원/프로젝트, 러닝로얄티: 100
만원/CPU
- 특히

TICN 기반 개인화 장비에 탑재되어 러닝로얄티 지급이 확대될 우려
- 미래전투체계(2014-2018)에

적용 비용 : 2,400억원
·R&D 비용의 절감
- DDS

미들웨어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비용, 체계 개선을 위한 비용 및 기
술 지원 비용을 절감
- DDS

기술 국산화를 통해 향후 미래전투체계에 전반적으로 사용될 기술
을 선점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R&D 비용을 절감
·수입대체 규모(2014-2018) : 2,400억원
- 2010년

이후 매년 10척 이상의 중대형 전투함정과 2020년까지 군단, 사
단급 방공지휘통제체계 xxx개와 4조 8천억원 규모의 TICN 통신장비에 탑
재가 예상
- 수출

예상 규모(2014-2018) : 2,200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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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듀얼os관리기술(Qplus-hyper)
차세대OS연구실 담당자

김태호

본 기술은 하나의 시스템에 두 개 이상의 운영체제를 동작시키는 기술로 자동차의 전자장치에 적용되어 동일한 기능을 더 적은
개수의 ECU 혹은 AP로 구현 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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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자동차 전자장치의 ecu 개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단축 시키고 원가를 절
감하기 위한 가상화 기술이 주목 받고 있음

·최신 임베디드 프로세서의 가상화 지원 기술을 활용하여 성능 개선

·10년 사이에 ECU 개수 두 배 이상 증가

·다수의 코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단점을 최소화 하는 게스트OS 스
케줄링 및 인터코어 통신 기술
·가상화 기반 스냅샷 부팅 기술을 통한 구동시간 단축
■ 기술의 상세 사양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OK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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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zero

·수입 규모는 국내 시장의 13%로 추정 (매일경제 2011년 외산 휴대폰
시장 점유율 : 13%를 활용

·Fiasco.OC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OKL4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 (2007~2012)
본 기술의 우수성

구동시간 단축을 위한 가상화 기반 스냅샷 부팅 기술 지원

년도

(2012년)
현재년도

(2018년)

(단위 : 억불)
(2019년)

개발 종료 후 1년 개발 종료 후 3년

세계 시장 규모

9,892,790

11,964,863

한국 시장 규모

578,000

687,500

809,900

년도

(2010년) 2년 전

(2011년) 1년 전

(2012년) 현재년도

기술의 완성도

수출 규모

364,900

413,300

431,900

■ 기술개발 완료시기

수입 규모

16,800

18,200

19,000

Codezero

정형검증 및 인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2014년 2월
■ 기술이전 범위
·듀얼OS관리자 소스 프로그램

13,051,711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수요처

국명

수요량

관련제품

- 하드웨어 추상화 모듈

MDS테크놀로지

대한민국

-

자동차용 IVI

- 물리 메모리 관리 모듈

현대자동차

대한민국

-

자동차용 IVI

기아차동차

대한민국

-

자동차용 IVI

- CPU/IO

스케줄러 모듈
- 인터코어 통신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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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AP 특성을 활용한 기술을 통해 기존 가상화 기술의 상용화
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게스트OS의 성능 문제를 최소화
·비용 절감 효과 및 생산성 증대 효과
표준화 및 특허

- 하나의

ECU 혹은 AP에 기능을 통합하여 비용 절감 과 단순화를 통한 생
산성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관련 표준화 단체는 없으며 각 기업 및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
하고 있음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자동차 ECU 통합
- ECU 단축을 통한 원가 절감
·자동차 IVI 및 AUTOSAR 시스템 통합
- 하나의 AP에 IVI 와 AUTOSAR 를 함께 구동하여 원가 절감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Gartner 2011년 자료에서 정보기기 및 스마트 가전 분야의 임베디드
S/W 시장 추정
·임베디드 S/W 중 S/W플랫폼 가격을 20%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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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조명 기구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휴먼인터페이스SoC연구팀 담당자

박경환

본 기술은 조명기구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 간섭 신호로부터 전력을 얻는 기술로, 조명기구 구동 시 발생하는 전도성 및 방사
성 전자기파 간섭 신호를 취득하여, 이로부터 부하를 구동시킬 수 있는 전력을 생성하는 기술로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전원 공
급 장치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조명기구는 방사성 및 전도성 간섭 신호(EMI)를 발생시킴 (방사성 및 전도성 간섭 신호의 최대값을 국제 규격(EN55015)에서
110dBuV로 제한함)
·간섭 신호로부터 정류 및 승압 회로를 거쳐 부하를 구동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함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2011년 2월 "에너지 위기 경보발령" 에너지가 더 이상 우리 주변에 무한
정 널려있지 않음
·주변 에너지를 수거하여 새로운 동력원으로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하베스
팅' 기술이 급부상함
·특히 센서네트워크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유수 업체에서 에너지하
베스팅 기술을 이용한 센서네트워크 기술개발 진행 중, ETRI의 에너지하
베스팅 기술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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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의 특징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센서네트워크에 필요한 에너지를 실내의 형광등의 방사 전자파를 수집
하여 전기 에너지로 재생, 변환시켜 사용

·제품부스에 부착되는 대표가격표시 장치인 ESL 등의 전원시스템
- 국내

S사의 ESL 경우

·센서네트워크 기반의 다른 무선 및 유선 충전시스템으로 기술 확장 가능
■ 기술의 상세 사양
·형광등(32W x 2)에서 전도성 간섭 전력을 이용하여 에너지 획득
- 반사판

: 10dBm (10mW)
- 고조도판

: 15dBm (31mW)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실내 환경에서 에너지를 취득하는 기존 기술로 태양전지를 이용한 기술
이 사용화 됨
·실내 환경에서의 효율이 낮으며, 높은 효율을 얻기 위해 조명 근처에 위
치 해야 함으로 조도는 낮추는 단점이 있음

·무선 센서 네트워크 시장은 '11년 1억6천만불에서 '17년 3억8천만불로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됨('12년부터 '17년까지 연평균 15.6% 성장 예상)
Industrial Wireless Sensor Network 시장

(단위: 억불)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태양 전지를 이용한
전원 공급 장치

실내 조명의 조도를 낮추지 않고 전도성 간섭 전력으로부터 높
은 전력을 얻을 수 있음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 9 예정
■ 기술이전 범위
·관련 IPR 통상 실시권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관련기술문서

·본 기술은 ETRI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수로 유사 연구 사례 및 개발
제품이 존재하지 않음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관련 사항 없음
■ 보유 특허
·현재 출원 단계로 미공개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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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태양광이용 온실을 위한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임베디드시스템연구팀 담당자

문애경

본 기술은 온실의 지능화를 위한 기술로써 작물 재배에 필요한 온실 내부의 환경을 제어하기 위한 기술임. 본 기술은 다양한 온
실 중에서 태양광 이용형 온실(플라스틱온실) 에 적용될 수 있으며, 작물 재배에 있어서 환경제어 기능을 제공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표준기반 온실통합관리 시스템 기술
·온실 환경 적응 제어 플랫폼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최근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해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 필요
- 심각한

기후변화는 기온, 강수량, 일사량 등을 변화시켜 세계적 농업의 생
산성을 약화 시킬 수 있음
※ 기온이 1℃ 상승하면 한국 농가의 농업 총 수익이 ha당 26-400만원 감
소 (삼성경제연구소)
- 집중호우,

초대형 태풍, 가뭄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노지재배가 타격을
입는 경우가 늘고 있어 식품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리스크가 발생

·국내 표준 기반의 온실 환경제어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
·다양한 온실의 니즈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형 제어 및 플랫폼 개발
·외부 기상 상태를 고려한 온실 환경제어 기술
·온실 환경제어를 위한 다양한 요소(온도, 습도, 광량 ,CO2 등)간의 상호
간섭을 고려한 알고리즘 포함
·온실 환경제어를 위한 추가적인 요소를 쉽게 추가할 수 있는 Flexible한
구조
■ 기술의 상세 사양
·표준기반 온실통합관리시스템 기술
- 온실

내부 각종 센서/제어기 연동 기술

-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BRICs의 공업화에 따른 경
작면적 축소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밀, 쌀, 옥수수 등 농산물 가격이 폭등

- 온실

환경 모니터링 및 제어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기술

·도시 근교를 시발로 사계절 고밀도 농산물 재배가 가능한 시설 농업(온
실, 비닐하우스) 단지가 구축되고 있으며, 환경 재해에 강하고 다양한 고
소득 작물 재배가 가능하여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

·온실 환경 적응 제어 플랫폼 기술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 온실의

환경 변화를 주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환경제어 알고리즘 기술

- 온실

환경 제어 파라미터 설정 기술
- 다수의

온실을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
- 지속적인

기상상태 및 온실 내부 미기상 상태 모니터링에 따른 최적의 미
기상 환경 제공 기능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258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 50년간

축적된 온실 환경제어 기술 보유한 곳으로 세계 최고의 환경제어
기술 지원

출원

작물생육모니터링 및 환경수집 방법 및 이동장치

한국/
미국

2011-0114664

2011

- 시설

내부 다수의 블록(Zone)을 동일한 조건으로 제어

출원

농업용 환경제어 시스템을 위한 임베디드 플랫폼
의 시스템 구조

한국

2012-0056122

2012

- 온실

시공에 필요한 자재부터 환경제어에 필요한 센서 및 제어기 모두를
PRIVA에서 제공되는 것을 활용해야 함

출원

온실용 태양전지를 이용한 차광막 구조 및 방법

한국

2012-0145943

2012

출원

학습기반 온실복합환기제어 방법 및 시스템

한국

2012-0146817

2012

·PRIVA(네델란드)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PRIVA
(네델란드)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본 기술의 우수성
·재배자의 작물 상태 확인 및 재배자 원하는 방향으로 환경제어 기능 수행
·센서 및 제어기의 손쉬운 확장성을 활용하여 원하는 공간에 동일한 조건으
로 제어 가능대규모 유리온실 이외에 소규모 플라스틱 온실에 쉽게 적용 가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 및 제어기 재활용 가능
·온실에 센서 및 제어기 추가 설비 용이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온실 환경제어를 위한 복합환경제어 관련 사업
·온실 환경제어와 관련된 센서 및 제어기 제품

기술의 완성도

·온실 환경제어 결과를 재배자(기업농 등) 제공하는 등의 온실 관련 서비스 사업 등

■ 기술개발 완료시기
·표준기반 온실통합관리시스템기술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2013년

12월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온실환경적응제어 플랫폼 기술
- 2014년 6월 예정

■ 기술이전 범위
·표준기반 온실통합관리 시스템 기술
- 온실 내부 각종 센서/제어기 연동 인터페이스 기술
- 온실 환경 모니터링 및 제어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기술
·온실 환경적응 제어 플랫폼 기술
- 다수의 온실을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

·기상이변 발생빈도 수의 증가 및 신선/웰빙 식품 선호 지수 상승에 따라
시장 및 서비스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지속적인

기상상태 및 온실 내부 미기상 상태 모니터링에 따른 최적의 미
기상 환경 제공 기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온실의

환경 변화를 주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환경제어 알고리즘 기술

4. 기대효과

표준화 및 특허

기술도입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효과

·표준화 관련 기관

·온실 환경제어를 위한 복합환경제어 관련 사업

- USN융합포럼

및 TTA

- 복합환경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 부분의 다양한 시범 사업에 적용 및
사업 확장 가능

- 국외에는

관련 표준활동이 없음
·(USN융합포럼) 관련 표준 기고서 4건 진행 완료(2011년)

·온실 환경제어와 관련된 센서 및 제어기 제품

·(TTA) 국내 통신 표준화 완료 및 진행 중(2012년~2013년)
센서노드
온실
통합관리시스템

·국내외 시장은 네델란드의 PRIVA 및 Hortimax 제품이 시장이 80% 이상
차지 하고 있음

온실운영시스템

- 농업용

센서 및 제어기 단품 중심으로 제품 생산에서 토탈 솔루션 사업으
로 변화 가능
·스마트 시설재배 시스템 솔루션 구축

온실통합제어기
제어노드

- 시설의 환경모니터링과 액츄에이터 자동제어를 통합하여 진단예측 및 무
인 방제시스템의 구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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