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ETRI 예고기술

1. SW콘텐츠

스토리지시스템연구실

1-1. VDI 서비스를 위한 고성능 스토리지 기술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
• 10,000명 이상 대규모 가상 PC 서비스 환경에서 데이터 입출력 성능 한계 극복과 비싼 스토리지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 기술과 하이브리드 캐시 기술 개발
▶ 기술의 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입출력 응답률: 동시 사용자의 80%가 50ms 이내
• 파일 시스템 성능
- 입출력 성능: IOPS: 1,000,000 IOPS
- 저장 공간: ~ 50PB

• 가상 데스크탑 스토리지 구축 비용 절감
- 스토리지 투자 비용이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 전체 구축 비용의 약
38% 차지
• 스토리지 성능 장벽 극복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10,000 사용자 VDI 스토리지 비용 예측 ]

- 10,000명 사용자 동시 서비스에 최대 1,200,000 IOPS 파일 입출
력성능 필요
- 부트, 로그 인/아웃, 바이러스 스캔, OS 패치 등 입출력 폭증(I/O
Storm) 대비
• 스토리지 확장성 한계 극복
- 기존 기술의 최대 사용자 규모 제한으로 다중 세트 스토리지 필요
- 스토리지간 단절 발생으로 운영/관리 복잡도 증가

제품명

방식

사용자수

수량

단가

예상비용

HDS

NFS, FC

1,536명

7대

2.6억

18.2억

NetApp

FC

2,500명

4대

5억

20억

Nexenta

iSCSI(10G)

250명

40대

0.25억

10억

EMC

FC

500명

20대

1.6억

32억

[ 10,000 사용자 VDI 워크로드 입출력 성능 산정 ]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VDI 환경 구축에 수반되는 고비용 스토리지 비용 축소  ROI 확대
- COTS HW기반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
- VDI 워크로드 인지형 고성능 입출력 처리 캐시 지원
- PB급 스토리지 지속 확장
▷ 기술의 상세 사양
• 단일 파일시스템 기준으로 최대 10,000명 사용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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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용자수

Boot(IOPS)

Login(IOPS)

Steady(IOPS)

NetApp

2,500명

46,000

29,000

10,000

EMC

500명

63,500

14,500

10,500

Nimble

200명

12,400

-

4,000

1명

127.0

112.0

32.0

10,000명

1,270,000

1,120,000

320,000

예측
(최대기준)

▷ 국내외 주요 사업자 및 시장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한 점

• EMC, NetApp 등의 글로벌 스토리지 업체들과 Fusion IO, Atlantis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NetApp 지원 VDI 사용자 수

단일 파일 시스템으로 12,000 사용자급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 지원

EMC FC 스토리지
입출력 성능

단일 파일 시스템으로 최대 1,200,000 IOPS 입출력 성능 지원

Computing 등의 중소 업체들이 VDI 서비스에 특화된 기능으로 시장
선점 추세
• 국내 가상화 솔루션 시장의 외산 의존도가 높고, 외국 업체들이 스토리
지, 네트워크 장비, 솔루션의 통합 패키지 판매로 스토리지 솔루션 외
산 비중 높음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및 완성도
• 2015년 5월 상용시제품 개발 완료

4 기대효과

▷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기술 도입 효과

• 저비용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 SW
• VDI 지원 고성능 입출력 처리 하이브리드 캐시 SW

▷ 기술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 경제성 확보로 스마트워크 활성
- 서비스에 소요되는 스토리비 비용 50% 절감

표준화 및 특허

• 가상 데스크탑 지원 외산 스토리지 수입 대체 약 1,000억원 효과

▷ 표준화 동향
• 개발 기술이 기존 상용/공개 SW 기반 가상 데스크탑 솔루션과의 연동

- '16년 국내 VDI 스토리지 전체 시장 20%이상 점유
- '16년 약 8천만 $(점유율 0.1%) 수출 기대

에 필요한 표준
- 스토리지 입출력 프로토콜 표준인 이더넷 기반의 iSCSI/FCoE 프로토

• 가상 데스크탑 스토리지의 입출력 폭증 해결
• 저비용 가상 데스크탑 스토리지 실현

콜, NAS 기반 NFS/CIFS 프로토콜 표준은 이미 표준화 완료
- 스토리지 관리 프로트콜인 SMI-S(Storage Management Initiative

• 공개 SW 기반 VDI 인프라 기술 확보 및 보급

Specification) 프로토콜은 SNIA(Storage Networking Industry
Association)에서 표준화 진행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등록)번호

출원
(등록)
년도

출원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 시스템 및
그의 데이터 처리 방법

한국

10-2012-0146702

2012년

출원

캐시 서버를 이용하여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그 방법

한국

10-2013-0043346

2013년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클라우드 VDI 서비스
• 교육/공공 분야 등 기업형 VDI 서비스
• 건설/유통/병원 등 SaaS형 VDI 서비스
• 중견기업/대기업 등 단독형 VDI 인프라 서비스
• 가상 데스크탑 토탈 솔루션 제품
• 공공/프라이빗 클라우드 스토리지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 [표 1] 세계 VDI 스토리지 시장규모(2012~2018)(단위: 십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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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컴퓨팅연구실 강동오

1-2. 디바이스 간 거리 인지 기반 스마트 클래스의
자동 출결 서비스 기술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
• 학생 및 선생님 디바이스 간의 소셜 관계와 거리 인식을 기반으로 각 학생 및 선생님 디바이스들 사이의 연동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
으로 특별한 설정 없이도 출석 및 숙제 관리, 모둠 활동 및 협업 교육 등이 기존 교육 관리 시스템(Moodle)과 연동하여 실행이 가능하도
록 하는 스마트 클래스 솔루션 기술
▶ 기술의 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의 고성능화 및 다양화로 인해 한 사람이 여러 개
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개인의 멀티 디바이스 활용 시대를 맞
이하고 있음
•개인이 여러 개의 스마트 디바이스(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
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에 스마트 디바이스의 사용성과 교육 효율 향상
을 위해 학생 및 교사의 소셜 관계를 바탕으로 디바이스 연결 등에 있어
서 편리성을 가지는 스마트 클래스 서비스가 요구됨
•최근에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교류를 나누기 보다는 스마트 디바이스
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상호 간
의 개인적인 상호 교류를 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음
•무들(Moodle) 등의 오픈 소스 기반의 이러닝 학습 관리 플랫폼이 대학
등에 널리 보급 중이며, 학생 들의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의 증가로 인
하여 기존 이러닝 학습 관리 플랫폼과 스마트 디바이스의 효율적인 연
계가 요구되고 있음
•휴먼 소셜 관계와 마찬가지로 개별 디바이스 들에도 소셜 관계를 부
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클래스 서비스의 실행에 있어
서 사용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 방식의 스마트 클래스 서비스의 구
현이 가능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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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이스간 거리 인지 및 발견 기능
- 무선 기술을 이용하여 디바이스 간의 거리를 인지하고 상호 발견하
는 기술
- 10미터 이내 디바이스 간 거리 인지 가능
•디바이스 소셜리티를 이용한 디바이스 간 무설정 자원 및 학습 기능 연동
- 디바이스 간 소셜 연동을 통한 자동 출결 지원
• 기존 이러닝 학습 관리 시스템(Moodle) 연동
▷ 기술의 상세 사양
• 지원 스마트 디바이스
-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태블릿
• 디바이스 간 거리 인식 SW
- 무선 기술 기반 디바이스 간 거리 인식 기능
• 디바이스 간 연동 자동 출결 SW
- 디바이스 소셜 관계 기반 무설정 자원 및 학습 기능 연동 기능
- 기존 이러닝 학습 관리 시스템 무들과 연동 기능

바이스와 이러닝 시스템과의 통합 연동 기능 제공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디바이스 소셜 관계를 이용한 스마트 디바이스 관리 기능 제공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가상회의 서비스, 스마트 클래스 등의 디바이스 협업 서비스

• iBeacon
- 애플에 의하여 개발된 전자발신 장치가 iOS 7 기기들에게 자신의 위
치를 알려 영역 감시 및 거리 측정을 통한 서비스의 시작이나 알림 동

- 스마트 장치 간의 데이터의 교환, 응용 및 서비스의 연계 실행, 컴퓨팅
자원 공유 등의 무설정 연동을 위한 미들웨어로 활용
- 가정에서의 N-스크린 서비스, 업무에서의 가상회의 서비스, 학교에서의 스마

작을 수행하는 기술

트 학습 등의 다양한 장치 협업 서비스에 적용 가능

• Airdrop
- 애플에 의하여 개발된 스마트 디바이스 및 노트북 간의 거리 인지를 통

- 활용예: 디바이스 간 문서 파일의 교환이 많은 사용자의 디바이스 간
에 공유 폴더 서비스를 제공함

한 기기 간의 컨텐츠 및 파일을 손쉽게 공유하는 서비스 기술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한 점
경쟁기술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본 기술의 우수성

iBeacon

•추가 장치가 필요 없이 기존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동작
•디바이스 소셜리티 기반 무설정 자원 및 학습 기능 연동
•기존 이러닝 학습 관리 시스템(Moodle) 연동

Airdrop

• 디바이스 소셜리티 기반 무설정 자원 및 학습 기능 연동
• 기존 이러닝 학습 관리 시스템(Moodle) 연동

▷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세계 미들웨어 무선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4년 약 52억달러 규모에
서 2020년 약 89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트너 2012 자
료 기반)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의 전세계 시장 규모는 2012년 7억불에서 2019

기술의 완성도

년 24억불로 성장 예상(산업기술로드맵보고서, 2011)

▷ 기술개발 완료시기 및 완성도

•대상 디바이스의 연결 서비스 및 IoT/M2M 관련 신규시장 확대할 경

• 2015년 12월(12월 중 기술 이전 추진)

우 M2M의 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은 2020년에 약 3,500억불로 성장

▷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전망(GSMA 2012)

• 디바이스 간 거리 인식 SW

•전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는 2013년 2,000억불에서 2022년 1조

- 무선 기술 기반 디바이스 간 거리 인식 기능

2,00억불로 성장 전망(NIA, 2013)

• 디바이스 간 연동 자동 출결 스마트 클래스 SW

•국내 이러닝 시장은 2014년 2조9471억원의 시장으로 2008년 이후

- 디바이스 소셜 관계 기반 무설정 자원 및 학습 기능 연동 기능

매년 9.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 무들과 연동을 통한 자동 출결 및 스마트 클래스 기능

임(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
▷ 국내외 주요 사업자 및 시장동향
•Apple은 AirDrop이나 AirPlay를 이용하여 기기 간의 컨텐츠 및 파일을

표준화 및 특허

손쉽게 공유하는 서비스 기술을 제공

▷ 표준화 동향
•독자적인 디바이스 간 거리 기반 상호 연동에 대한 표준화는 진행이 되
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인 디바이스 상호 연동에 대한 표준에 포함되

• Google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에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반의 안드로이드 빔을 통하여 기기 간의 무설정 연동 기술을 시도

어 진행 중임
• ETRI에서 디바이스 간 거리 기반 상호 연동 관련 국내 단체 표준을 제
안함(2014년)
▷ 보유 특허

4 기대효과
기술 도입 효과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
(등록)
년도

▷ 기술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출원국
(등록)

출원(등록)번호

출원

소셜 관계를 이용한
데이터 공유 장치 및 방법

한국

2013-0045400

2013년

터의 교환, 응용 및 서비스의 연계 실행, 컴퓨팅 자원 공유 등의 무설정

출원

스마트 디바이스 통합 방법 및
그 장치

한국

2013-0091478

2013년

•스마트 디바이스 간 거리 기반의 무설정 장치 간 연동 기술은 새로운 형

출원

거리 및 친밀도를 이용한 주변
장치 인식 방법 및 인터페이스

한국

2014-0161465

2014년

•디바이스 빅뱅에 따라 증가한 다수의 스마트 장치 간의 거리 기반 데이
연동의 디바이스 효율적 사용을 통한 교육 인프라 구축 비용 감소 효과
태의 학습 서비스 적용을 통하여 기존 스마트 클래스 서비스에서의 매
출 증대 효과
• 기존 이러닝 학습 관리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하여 디바이스 적용 범위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스마트 클래스 및 이러닝 시스템 서비스
• 소규모 교실의 자동 출결 시스템 및 초/중 교실의 스마트 모둠 수업
- 학생 스마트 디바이스의 거리 자동 인지를 통한 자동 출결 서비스
- 교사와 학생 디바이스 간의 소셜 기반 자원 및 컨텐츠 공유 기능
- 디바이스 간 거리 인지를 통한 모둠 디바이스 간 컨텐츠 및 모둠 활동 공유 기능
• 이러닝 시스템의 디바이스 관리 및 연동 서비스

의 확대와 기술 경쟁력 확대를 통하여 이러닝 플랫폼의 서비스 범위 확
대를 통한 매출 증대 기대
▷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스마트 장치들 간의 자원 공유 기능 등을 활용한 스마트 클래스를 위한
클라우드 및 응용 서비스 개발자 및 사업자, 단말 개발자, 네트워크 사업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기 협업 서비스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 가능
•개인 및 커뮤니티의 스마트 장치 간의 데이터/서비스/자원의 융합, 공
유, 협업 등의 특화된 기능으로 스마트 클래스 시장에서 스마트 장치 제
조사의 경쟁력 확보 활용 기대

- 무들 등의 기존 이러닝 학습 관리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스마트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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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형태변형 UI 기반 Slap-on 디바이스 기술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
• Slap-on 디바이스 기반 형태변형 UI 기술
- Slap-on 디바이스의 형태를 변형함에 따라 그 형태에 일치하
는 사용 기능이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형태변형 UI 기술
- 손목에 감겨있는 형태, 펼쳐진 형태, 한쪽이 구부러진 형태에
대해 각각 스마트워치 기능, 통화 기능, 녹음 기능으로 전환
되는 기술
▶ 기술의 구성도
• Slap-on 디바이스를 위한 회로보드 기술
- 형태변형 센싱 구조를 고려한 회로보드 제작 기술
- 섬(island)간 연결구조를 최적화한 회로보드 기술
- 탄성기재(substrate) 위에 회로보드 전사(transfer) 및 실장
(mount) 최적화 기술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스마트폰 시장 성장 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받기 시작
- 최근 IT 시장의 성장세를 주도하던 스마트폰 시장이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차세대 스마트기기로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주목하기 시작
- 애플, 삼성, 퀄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선도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스마트기기로 웨어러블 기기를 주목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집
중하는 상황
•최근 착탈의 편의성을 해결함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사용이 가능하고 형
태에 따라 기능이 변하는 직관적인 UI를 제공하는 미래 Slap-on 디바

스마트 워치 기능

통화 기능

음성 녹음 기능

• Slap-on 디바이스를 위한 형태변형 UI 기술
- 형태변형 UI를 위한 신호처리 및 인식 기술
- 형태변형 부분 검출이 가능한 형태변형 추출(인식) 알고리즘
• 스마트 기기 제어(스마트폰 연동 제어) 서비스
- 형태변형 UI를 위한 Slap-on 디바이스 및 스마트폰 응용 SW 플랫폼

▷ 기술의 상세 사양
•Slap-on 디바이스를 위한 유연/신축 회로보드 기술 적용
- 다양한 형태로의 변형이 가능하도록 섬(island) 구조의 회로보드 및
하드웨어 제작
- 회로면적 최소화를 위한 초소형 전자소자 집적 및 실장 기술
- 유연/신축회로 기술을 적용한 버스 구조의 섬 간 연결회로 제작
• Slap-on 디바이스에 형태변형 UI 기술 적용 및 최적화
- 형태변형 인터랙션에 따른 기능 전환 기술 구현
-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형태변형 상태 피드백
(시각, 음향 등) 탑재
• 스마트기기 제어 서비스(스마트폰 연동)
- 스마트폰과 연동한 형태변형 UI 참조 플랫폼
구현

이스 컨셉이 다수 제시되고 있음
• 혁신적인 인터페이스 구현이 가능한 유연한 형태의 손목착용형 웨어러
블 디바이스를 개발함으로써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경쟁에 필요한 핵
심 기술 확보가 필요
• 화면 크기의 제약과 입력의 불편함, 효용성 부족으로 인하여 시장 창출
에 실패했던 기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제품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를 비롯하여 기능과 입력 방법에
대한 혁신적인 UI 기술 필요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LG 전자는 형태변형 인식을 통해 메모장 시작 및 저장 등의 기능으로
자동전환하는 Slap-on 구조의 정전식터치펜 ‘스타일러스 밴드’에 대한
특허를 내놓았으며, 이 특허를 기초로 휴대가 편리한 팔찌형 터치펜을
상품화하여 판매 중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한 점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LG 전자
Slap Stylus

•경쟁기술은 주된 용도는 Slap-on 구조의 정전식터치펜이며, 특허에는 변형된
형태에 따라 기능이 자동전환되는 것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 제품에서는 단순한
스타일러스펜에 불과함
•본 기술에서는 탄성체에 유연/신축 가능한 회로보드를 실장함으로써 변형된 형
태를 인식하여 다양한 기능으로 자동전환하는 기술이 가능해짐
•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착용형 디바이스에서 혁신적인 UI 구현이 가능해짐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현재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휴대 편의성이 높아지고, 기능적인 측면
에서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UI의 개선에 대
한 요구가 높아짐
• 개발 기술을 통해 착탈의 편의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착용 형태에 따른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및 완성도

직관적인 기능 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스마트기기 사용에 있어 획기

•시스템 구현 및 통합 완료('15년 10월)

적인 UI 개선이 가능해짐

•시험 및 검증(기술이전 Q-mark 심사)('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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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을 위한 설명회 및 기술이전 계약('15년 12월)

평균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

•기술이전 계약 체결('15년 12월말)

[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규모 예측 ]

▷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 품질 프로세스(Q-mark) 기반 기술 문서
- 요구사항정의서
- 시험절차서 및 결과서
• 구현 설명서 및 사용자 매뉴얼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8

CAGR('13~'18)

일반 소비자 시장

1,403

2,732

5,971

22,134

52.0%

비 소비자 시장

1,650

2,261

3,195

8,121

29.1%

합계

3,053

4,993

9,166

30,255

43.4%

※ 출처: BCC Research, Wearable computing: technologies, applications & global markets, 2014.02

- 형태변형 UI 기반 Slap-on 디바이스 사용 설명서

• Juniper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13년에 의류나 신체에 장착하

- 하드웨어 및 프로그램 구현 설명서

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1,500만대 규모로 전망되며 '17년에는

• 시제품 및 프로그램 소스

7,000만대 규모로 연평균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워킹 하드웨어 1 세트(디버깅 보드 포함)
- 내장된 프로그램 관련 소스(컴파일러 및 개발환경은 별도 구매)

• '13년 7월에 발간된 Gartner 보고서에서는 헬스케어, 피트니스 분야
의 웨어러블 시장 규모가 '13년 16억달러에서 '16년 5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표준화 및 특허
▷ 표준화 동향
•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19대 미래성장동력에
포함된 ‘착용형 스마트 기기’ 표준화를 위해 시장전망과 기술동향을 반
영한 효율적인 국제표준화를 추진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의 표준화는 주로 활용 분야인 헬스케어와 관
련한 상호 운용성 보장 목적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 웨어러블 디바
이스 자체의 독립적인 표준화보다는 정보기기 전체와 관련된 표준화
가 추진되고 있음

해당 제품/서비스 국내외 동향
▷ 국내외 주요 사업자 및 시장동향
•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 부위별, 산업별로 다양한 제품들이 개
발되고 있음
- 신체 부위별로 디바이스 유형을 분류하면 손목에 착용하는 형태의 스마
트워치와 피트니스 밴드, 그리고 안경형 제품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산
업별로는 라이프 스타일 목적의 제품이 다수 차지하는 것이 특징
- 삼성에서는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일부 스마트폰 기능을 담당하는 스

▷ 보유 특허

마트워치 ‘Galaxy Gear’를 판매하고 있고, LG에서는 사용자의 움직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
년도

임을 추적하여 칼로리 소모량과 걸음 수, 이동 거리 등을 계산해주는

출원

형태 변형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장치 및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한
보안 처리 방법

KOREA

20150039878

2015년

Gear는 자사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BMW, Trek 등과 파트너쉽을 맺

출원

광센서를 이용한 객체 형태
인식 장치 및 인식 방법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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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등록구분

피트니스용 손목밴드 ‘Lifeband Touch’를 개발, 특히 삼성 Galaxy
어 Galaxy Gear를 활용한 자동차, 자전거와 연동 솔루션을 선보임
•스마트워치 시장은 모바일 OS 기반의 앱을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선
호에 따라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제품의 등장으로 도약기를 맞이하였
고, 소니, 모토롤라, 삼성, LG 등 여러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경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피트니스 밴드는 피트니스 분야를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 형태변형 UI 기반 스마트 기기 제어 서비스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상용화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

•기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음성인식 또는 터치 방식 UI를 누구나 쉽게

- 대표적인 피트니스 밴드 브랜드로는 나이키 FuelBand, JawBone UP,

사용할 수 있는 형태변형 UI로 개선함으로써 웨어러블 디바이스 UI를

FitBit 등이 있고, Razer, Nabu, Thalmic Labs의 암밴드 MYO 등도

획기적으로 개선

시장에 출시되어 있음

•착탈이 편리하고 직관적인 형태변형 UI를 지원하는 Slap-on 디바이
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스마트 기기 및 IoT 디바이스와 연동하여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사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옴

4 기대효과
기술 도입 효과
▷ 기술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유연 회로보드 기술 및 손목 착용형 디바이스 기술은 웨어러블 컴퓨터
산업의 제품 분야인 액세서리형/의류일체형/신체 부착형 등의 제품에
핵심 기반 기술로서 수입 대체 효과가 있으며, 이를 개인화 서비스와 연
계할 경우, 디바이스, 서비스 산업의 수출 증대 효과 기대

착탈이 편리하고,
형태변형이 가능한
Slap-on 디바이스

▷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 스마트홈 IoT 연동 서비스 ]

• 스마트폰 연동 단순 기능의 손목형 단말(현재)에서 형태변형을 통한 혁
신적인 UI에 기반한 개인화 서비스 및 정보기기 제어가 가능한 새로운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 '14년 2월에 발간된 BCC Research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웨어러블 디
바이스 시장이 '13년 50억달러 규모에서 '18년 303억달러 규모로 연

스타일의 라이프케어 서비스 시장 선점이 가능해짐
•손목착용형 웨어러블 기술은 착용자의 원격 추적과 긴급 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므로, 유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삶
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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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연 및 신축성을 가기는 회로보드 기술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
•기존 전자소자를 수용하면서 유연/신축구조를 가지는 회로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섬(island)구조로된 형태가 유력한 해결 방법이며,
섬간 연결 전극이 신축 특성을 가지도록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임
• 본 연구팀은 섬간 연결 전극으로 사용하던 기존의 금속 연결 전극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인장 내구성을 크게 증가시킨 전기전도성 섬유사
의 꼬임 특성을 이용한 3D 신축 연결 기술을 개발하였음

[ 전기전도성 섬유사 ]

1 기술 개요

[ 형성된 3D 스프링 신축 구조 ]

6.8~7.8 ohm @50mm

기술개발의 필요성
전기저항 데이터
취득용 컴퓨터

▷ 고객 및 시장의 요구
•최근 스마트 시계, 스마트 글래스와 같은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이 급부
상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이후의 시장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시장에서는 안경, 시계와 같은 형태의 액세서리형 웨어러블 제품이

반복 인장 시험기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학교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인간에 더욱 더 밀착하
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신축성을 가진 웨어러블 기술에 대한
원천 선행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100%

50%

0%

[ 신축시편의 인장 시험 환경 및 장착된 시편 ]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을 중심으로 기존의 딱딱한 형태로 이루어진 제
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구부리고 늘릴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 증대
•ICT 기술의 저변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건강관리, 의료 분야에서
의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신체에 부착할
수 있는 유연한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초기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음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개발 기술의 특징
[ 반복 인장시 전기저항 변화 ]

▷ 고객 및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기존 금속기반의 말굽구조 연결 구조의 내구성은 10% 인장시 2,500
회 정도가 한계임
•본 연구팀이 개발한 전기전도성 섬유사의 꼬임 특성을 이용한 3D 신축 연
결 기술의 내구성은 100% 인장시 20,000회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임
▷ 개발 기술의 상세 사양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미국 UIUC의 John Rogers 연구그룹에서는 Self-similar 구조 특성을
이용한 금속전극기반의 신축회로보드를 개발하였음
•Infinite Corridor Technology사에서는 연결부위의 내구성을 강화할

•사용한 전기전도성 섬유사: 50Ω/m, @직경 0.5mm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 FPCB 공정기반의 신축가능한 회로보드인 ‘LIM-

•개발 기술의 인장 내구성 및 전기전도도 변화: 20,000회 이상 @100% 인장,

BERborad’를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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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한 점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경쟁기술

STELLA
Project(EU)

Cu기반 serpentine 구조의
신축회로보드

본 기술의 우수성

▷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 헬스케어/피트니스 분야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초기 시장 주류를 형

본 기술이 인장 내구 성능면에서 월등히 우수함
(약 20,000회 이상@100%)
STELLA 프로젝트는 약 2,500회@10% 인장

성(IMS Research, 2012)
•시장 초기단계로 조사기관마다 예측 시장규모의 차이가 크나, 급격한
성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John
Rogers
연구그룹
(미국,UIUC)

Cu기반 Self-similar 구조의
신축회로보드

- 2018년 약 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IMS Research)
경쟁 기술은 최대 300% 인장 가능하지만,
내구 성능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 2018년 300억~500억달러로 성장 전망(Credit Suisse)

개발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및 완성도
•현재 본 기술에 대하여 시편 수준으로 기술 가능성을 확보한 상황이며,
기존 공정과 접목하여 적용 가능성을 추가 개발하고 있음
•2016년02월 경에 상용화 수준에 근접한 개발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
로 예상
▷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본 기술의 특허권(통상 실시권)과 제작법 등을 기술한 연구문서 등
•본 연구팀은 본 기술을 이용하여 피부에 부착할 수 있는 심박 측정 장
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추가 개발 기술과 연계하여 기술이전 범위를 조

[ 웨어러블 디바이스 선적량 예측(BI Intelligence 2013) ]

정 가능함
❖Wearable Device 기술은 현재 기술 도입 단계로써 산업적 수요는 미
약하나, 약 5년 후인 2020년에는 산업 성숙이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됨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피부부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2030년도쯤 산업 절정기 예상, 모바일폰 시장을 능가하는 새로운 산업
군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응용분야: 사회 안전, 국방, 통신, 기계제어, 산업 제어, 환경, 의료/복지 등

•최근 부상하고 있는 웨어러블 컴퓨터의 발전 방향으로 보면 가까운 시
기에 피부에 부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는 초기 형태인 패치형 디바이스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임
•의료 및 건강관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대에 따라 하루 종일 건강상태
를 모니터링 가능한 건강관리용 스킨패치 등의 제품에 적용 가능

4 기대 효과
기술 도입 효과
▷ 기술 사업화로 인한 파급 효과
•상용화 수준에 근접한 신축 유연 가능한 회로보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제품의 차별화 가능하여 매출의 직접적인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본 기술은 전자제품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기반 요소 기술이므
로 다방면으로 적용 및 전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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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멀티모달 서피스 모듈 전용 다채널 컨트롤러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
• 촉감, 음향 다중 모달리티 융합 출력을 지원하는 서피스형 멀티모달 디스플레이 기술
• 멀티모달 디스플레이의 n-채널 제어를 위해, 병렬의 고전압 출력 증폭 기술
• 오디오와 촉각 출력 신호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러 기술
• 촉각 피드백을 위한 Sinusoidal, Squarewave 및 임의의 신호 파형 생성을 위한 촉각 피드백 생성 기술
▶ 기술의 구성도
• 국부적 촉각 출력을 위한 다채널 통합 컨트롤러
◦ 오디오: 2ch
◦ 촉각
- Electrovibraion 1ch
- Mechanical Vibration 9ch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인터렉티브 정보 디스플레이는 스마트 광고, 전시, 교육 시장에서 시장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 받고 있음
• 단순 정보를 전달하는 일방향 정보 디스플레이에서 터치, 제스처 기술의
발달로 양방향 상호 작용이 가능한 양방향 정보 디스플레이로 발전 중임
- 디스플레이 기술 또한 대형화, 고화질화 경쟁에서 카메라를 통한 사용
자 인식 기술, 터치 입력 기술 등 사용자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스마트 디
스플레이로 진화하고 있음

•입력 신호
- I/F: USB
- 0 ~ 3.3v
•출력 채널: 12ch
- 파형: Sinusoid, Square wave, 임의파형
- Frequency: Max 500Hz
• 다채널 고전압 증폭기
•출력 채널: 16ch
- Haptic: 16ch, Audio: 2ch
•Amplify ratio(입출력 비)
- Haptic 1:500, Audio 1:100, 최대 2kV

- 콘텐츠 기술도 이미지, 동영상 등 단순 미디어에서 촉감, 제스처 등을
사용하여 실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rich media로 진화하고 있음
•즉, 사용자가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듣고, 만지고, 느끼며, 콘텐츠에 몰입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멀티모달 디스플레이에 대한 시장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서피스 환경에서 실감 피드백 제공을 위한 멀티모달(촉감, 음향) 디스
플레이 모듈 및 제어 기술이 필요함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은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주변
사용자의 나이와 성별을 인식한 뒤 적합한 광고를 출력하는 사용자 맞
춤형 기술로 발전하고 있음
• 또한 직접 상점에 나가지 않더라도 아바타 등을 통해 제품을 간접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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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술로 발전중임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사용자 맞춤형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사용자를 인식하여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제시하는 현재 기술은 주
로 시각 피드백에 의존하고 있음
•본 기술을 적용하면 시각 피드백과 별도로 사용자가 멀티모달 피드
백으로 콘텐츠와 더욱 실감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멀티모
달 피드백으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광고 또는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서피스형 터치스크린에서 사용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체감형 인터렉티
브 상호작용 기술을 사용한 고품질의 UX 필요성 증가
• 촉감, 음향 모달리티의 융합 피드백 제공에 최적화된 제어기
•전역적으로 발생되는 기존 유니모달 피드백을 국부적 멀티모달 피드
백으로 확장함으로써 서피스 시스템의 사용자 상호작용 측면에서 새
로운 UX 도출 가능

기술의 완성도

▷ 기술의 상세 사양

▷ 기술개발 완료시기 및 완성도

• 다채널 신호 출력 컨트롤러

• 시스템 구현 및 통합 완료('1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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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및 검증(기술이전 Q-mark 심사)('15년 6월)

용 시 사용자에게 사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어 교육, 광고 서비

• 기술이전을 위한 설명회 및 기술이전 계약('15년 7월)

스에 효과적임

• 기술이전 계약 체결('15년 8월 이후)

• 본 기술이 적용된 제품 예
◦ 스마트 아쿠아리움
- 실제 물고기가 있는 수족관 전면에 투명
디스플레이로 가상물고기를 같이 디스
플레이하고, 가상 물고기 터치 시에 물
고기가 손가락을 치는 듯한 촉각효과와

[ 다채널 고전압 증폭기 ]

[ 다채널 신호출력 컨트롤러 ]

함께 실제 물고기에 대한 정보 출력함

▷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 품질 프로세스(Q-mark) 기반 기술 문서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요구사항정의서

▷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 시험절차서 및 결과서

•아직 멀티모달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구현 설명서 및 사용자 매뉴얼

적용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규모로 대신함

- 다채널 고전압 증폭기, 신호출력 컨트롤러 하드웨어 및 프로그램 구
현 설명서

활용분야

•시제품 및 프로그램 소스
- 하드웨어 1세트(디버깅 보드 포함)
- 내장된 프로그램 관련 소스(컴파일러 및 개발환경은 별도 구매)

관련 시장 규모, 단위 억달러

제품 기여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교육 서비스

147

153

161

168

176

예상 시장 점유율

0.01%

0.01%

0.01%

0.05%

0.1%

6

※ 관련 시장 규모: 디지털 사이니지 최근 동향과 주요이슈, KCA(2014.04) 참조
※ 제품 기여도 및 예상 시장점유율: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 동향 및 사업전망, PM Issue Report(2013.08.19.) 참조 추산

표준화 및 특허

•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2014)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 사이니지 시

▷ 표준화 동향
•스마트 UI/UX 분야는 미래부 ICT R&D 중장기 전략의 10대 핵심 기술
개발 항목 중, 감성지능형 UI/UX, 23대 중점기술 중 실감형 콘텐츠 등

장은 2015년 147억달러에서 2019년 179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음

다양한 기술에 적용되는 분야로 상호작용 창의교육, 실감 스마트 워크

• 특히 아시아 지역 수요가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하였음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가능한 분야임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경우, 2014년 약 1조원에서 2020년 약

•차세대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로드맵에 따르면 스마트 UI/UX와 관

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방송통신위원회, 2012)

련된 실감형 멀티모달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은 실감형 멀티모달을 위
한 햅틱 기술, 촉각 센서 기술, 터치패널 및 디스플레이 기술 등으로 세
분화되어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음
•특히 촉각 인터랙션 평가와 관련된 표준화는 ISO TC159 SC4 WG9
에서 진행 중임

기술 도입 효과
▷ 기술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 보유 특허

•현재 세계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중 디스플레이 제조 부문에서의 국내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등록)번호

출원
(등록)
년도

출원

피드백 제공 모듈 장치 및 방법

KOREA

2013-0114102

2013

출원예정

평면형 촉감 전달장치

KOREA

예정

2015

출원/
등록구분

4 기대효과

기업 시장 점유율은 2013년 기준 삼성 26.3%, LG 5.8%로 각각 1위
와 3위를 기록하고 있음
•단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디지털 사이니지의 발전 방향에 맞추어 사용
자 터치에 다른 콘텐츠 자체의 인터렉션을 강화할 경우 디스플레이 및
서비스 산업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인터렉티브 정보 디스플레이
•최근 인터렉티브 정보 디스플레이는 공공장소에서 광고 또는 비교적 간
단한 정보를 스크린을 통해 표시하는 단방향 서비스에서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양방향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음
• 정보 전달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는 전달 하고자하는 정보(콘텐츠)에 대

•당초 광고 목적으로 시작된 디지털사이니지를 IT와 융복합하고, 실감 인
터렉션을 강화하면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문화를 확
산시킨 것과 같이 교육·정보 제공·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
창출 도구로 발전할 전망임
•또한 현재 상용화 단계로 진화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투명 디스플레이
에도 적용가능한 기술로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업체 뿐 아니라, 광고업
체 등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

한 사용자 관심 유도이며, 특히 서피스와 같이 터치 기반 디스플레이에
서는 사용자와 상호 작용 시 촉감과 같이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
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음
•촉감, 음향을 지원하는 멀티모달 인터렉티브 정보 디스플레이는 ‘차세
대 디지털 사이니지’, ‘스마트 스크린’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본 기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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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nalog SoC연구실 김천수

1-6. 광역와이파이 AP/단말 SoC 칩 기술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
• 반경 1km 내외에서 사물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 와이파이 기술(1GHz 이하 비면허 주파수 사용)

▶ 기술의 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Sub 1GHz의 상당 부분이 비면허 대역 전환  와이파이 서비스 패러
다임 변화
- 근거리(~100m) 중심  광역(반경 1km 내외) 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 470~700MHz(TVWS) 대역과 700~950MHz(비면허) 대역에서 광역
서비스 표준화가 종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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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기술개발 결과의 수준

Networking
( 2000nodes/
net)

Fully Support
(8,000 nodes/
net)

Supported
(Mesh)

Supported
(Mesh)

Supported
(Mesh)

Frequency Band

Sub 1GHz

2.4GHz,
Sub 1GHz

2.4GHz,
Sub 1GHz

2.4 GHz

Security

Highly Robust
(AES encryption)

Highly Robust
(AES encryption)

Highly Robust
(AES encryption)

Highly Robust
(AES encryption)

- 과제 결과물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WiFi Alliance의 필수항목(26개)
에 추가항목(14개) 반영
- 잠재 경쟁자 대응을 위해 표준보다 높은 규격의 베이스밴드, 송수신 칩
개발(표준 대비 약 10dB 개선된 sensitivity 확보  1km coverage)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한 점
경쟁기술

- HW/SW 최적 분할을 통해 design flexibility를 극대화하여 시장 변
화에 신속히 대응 가능
- 802.11ah RF 칩: 단일 수신부와 디지털 PLL의 적용으로 저전력/소

Digital 기반
RFIC
설계 기술

• RF Tracking Gm-C Filter 구조
 단일 수신부로 광대역 구현, 저면적/저전력(관련 국내외 특허 3건 출원)
• 디지털 PLL(Phase Locked Loop) 구조
- 아날로그 PLL 대비 면적 67%, 소비전력 64% 절감(국내외 특허 4건 출
원, 논문 1편)
- Phase Noise 특성 우수: -120dBc/Hz@1MHz
- 높은 설계 난이도(경쟁사로는 Marvell사가 유일)

송수신 PHY
기술

• Digital Front End 수신감도 개선 기법
 Data-aided Tracking: 1.5[dB] 성능 개선
• 수신 SNR 성능 향상 기법
- MRC: 1MHz Duplicate, MCS10 – 수신감도 개선
- Smoothing – 인접한 채널 정보 이용 – 1[dB] 성능 개선
• RF Calibration 을 위한 Digital Front End 기술
• 블록 레벨 Clock Gating 기반 물리계층 저전력 기술

송수신 MAC
기술

• Processor(ARM Cortex M0)에서 Control Frame 을 처리 할 수 있는 구조 설계
- 11ac 의 MAC H/W 블록 기준 50% 이상 경량화
- 적은 게이트수  작은 칩사이즈  가격경쟁력 및 저전력 가능
• 표준에서 변하지 않는 핵심부분 모듈화: 802.11ah뿐만 아니라 차세대 표준
(802.11ax)에서 재 사용 가능
- HW Flexibility 높이는 구조  다양한 칩 개발에 소모되는 시간 단축
• HW 구조 단순화  버그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검증의 범위를 줄임으로써
개발 기간 단축 가능

형화를 상용수준 구현
- 전력 효율(57%)의 CMOS 전력증폭기 및 ET Modulator 개발
• 개발 방법
- 국제 표준화 활동과 기술개발을 병행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결과물
창출에 노력
- 수요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칩의 성능 목표를 설정(협력 비즈
니스 추진과정에서 글로벌 utility 사업자들의 최신 요구사항을 획득
하여 반영)
- RF 송수신 칩과 베이스밴드 모뎀 칩과의 주기적 연동 시험을 통해 결
과물의 신뢰성 제고
▷ 기술의 상세 사양
세계최고 보유국 / 보유기업

개발 목표치

성능수준

최종년도

Mbps

0.8 (미국, accent)

2

Sensor 수신 감도

dBm

FSK: -101@50kbps, OFDM:-112@50kbps
(미국, accent)

-100

AP Baseband chip spec.

-

단일모드(영국, Neul)

단일 모드
베이스밴드 구현

SoC(미국, accent)

SoC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단위

Sensor 최대 전송속도

Sensor chip SoC

dB

7.0(미국, Atmel)

5

IIP3

dBm

-8.0(미국, Atmel)

-8

MHz

6,7,8(영국, Neul)

1,2,6,8,12,16

- 2016년 2월 개발 완료(예정)
- 시제품 수준
• 2Mbps급 센서 단말 SoC 칩 기술 개발
- 시제품 수준
▷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 15Mbps급 AP용 BB FPGA 및 RF 칩 기술
- RF 송수신기 IP 및 AP RF 검증용 플랫폼

광역 와이파이(Tx)
%

▷ 기술개발 완료시기 및 완성도

- 2016년 2월 개발 완료(예정)

RX Channel BW(AP)

ET* 효율(Power 소모감소율)

기술의 완성도

• 15Mbps급 AP용 BB FPGA 및 RF 칩 기술 개발

광역 와이파이(Rx)
Noise Figure

본 기술의 우수성

20%, LTE-A(영국, Nujira)

15

Pout @Drive amp.

dBm

10(미국, Atmel)

5

TX Channel BW(AP)

MHz

6,7,8(영국, Neul)

1,2,6,8,12,16

- BB 모뎀 IP 및 AP 모뎀 검증용 플랫폼
• 2Mbps급 센서 단말 SoC 칩 기술
- 단말 시제품 SoC 칩 및 SoC 검증용 플랫폼

PLL(ADPLL)
위상잡음@1MHz

dBc/Hz

-125(미국, Marvell)

-126

Spur level

dBc

65(미국, Marvell)

65

총 주파수 조정범위
(MB 및 CA포함)

%

-

65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IEEE 802.11ah

IEEE802.15.4g
(SUN)*

IEEE802.15.4k
(LECIM)**

Zigbee

Data Rate

150 Kbps –
15 Mbps

50 – 100 Kbps

Up to 40 Kbps

2 Mbps

Power
Consumption

Battery life
exceeds
product life

Battery life
exceeds
product life

Battery life
exceeds
product life

Battery life
exceeds
product life
(years)

Coverage

~ 1 km

~ 1 km

~ 1 km

Home

표준화 및 특허
▷ 표준화 동향
• IEEE 802.11ah는 1GHz이하의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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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표준이고, IEEE 802.11af는 TV 유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
선랜 표준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 현재 두 표준 모두 표준화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최대 전송률은 수십

• M2M/IoT 시장의 폭발적 성장

Mbps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ETRI의 IEEE 802.11af/ah 국제 표준화 활동
- 표준화 의장단 확보 및 유지
- 기고서 90건 제출, 표준 특허 20건 확보
▷ 보유 특허
출원/
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등록)번호

출원
(등록)
년도

출원

다중 모드 무선 전송 방식 및 장치

한국

10-2014-0004562

2014

출원

무선랜에서 slot 기반의 access
시도를 제한하는 방법

한국

10-2014-0003537

2014

출원

샘플링 레이트 컨버터 및 그 방법

한국

10-2014-0124737

2014

출원

위상변위를 사용한
디지털 주파수합성기에서
프랙셔널 스퍼 감쇄 기술

한국

PR20141698

2014

국제/국내 특허 50건, 표준특허 23건 확보

▷ 국내외 주요 사업자 및 시장동향
• 국내외 주요 사업자

• 광역와이파이 칩셋 시장 규모
- 광역 와이파이 칩셋의 세계/국내 시장의 규모는 2017년 1300억에서
2020년 약 4,600억원의 규모를 예상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서비스별 분류
• M2M 서비스
- 감시용 센서, 자동차, 전기플러그, 전구 등이 인터넷과 결합하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
( 자료: ETRI 기술경제연구부 )

- 수요처: 삼성전기(센서용 단말 칩)
• 스마트 그리드
- 전기의 생산, 운반, 소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전력
망 시스템임
- 수요처: 한국전력(스마트 전력계량기)
• 헬스 케어 시스템
-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심전도, 맥박, 스트레스 등)를 모니터링
• 재난예방시스템(센서 네트워크)
- 하천, 산악, 공공 산업시설, 일반 건물 등의 위험을 원거리에서 사전
감지하고 피해를 예방
• 초고속 무선 인터넷 서비스
- 대폭 확장된 통신 거리를 이용해 도심 핫스팟, 외곽 지역, 대학 캠퍼스,
공원 등에서도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 AP간 무선 백홀
- 무선 센서 노드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병합
- 광역 와이파이를 이용한 AP간 장거리 Backhaul을 통하여 고속데이
터 송수신

4 기대효과
기술 도입 효과
▷ 기술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 핵심 무선전송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기대
• 미래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한
M2M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시킴
• 기존의 무선랜 칩은 시장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이 개
발에 성공하지 못하여 시장진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본 과제를
통해 조기에 광역 무선랜 칩 개발에 성공하면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을
조기에 선점할 수 있음
• 무선랜 칩 시장의 특성은 조기 시장 진출 여부가 시장 점유율 확보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막대한 이익 창출이 기대됨
• 광역 와이파이가 셀룰러 오프로딩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의 주파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줌
▷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 최근 와이파이 시장은 스마트폰 수요의 폭발적 성장과 더불어 고속 성
장을 하고 있으며, 스마트 그리드 등의 사물통신 시장이 새로이 부각됨
에 따라 기존 스마트폰 시장을 기반으로 사물통신 시장이 더해져 와이
파이 시장의 크게 확정될 전망
• IEEE 802.11af 및 IEEE 802.11ah는 현재 표준화가 거의 종료 시점
이어서 2년간 확보된 특허를 포함하여 2015년 이후부터는 기존 특허
와 광역 와이파이 관련 특허를 통합하여 해외 라이선스 특허료를 확보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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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간증강 인터랙티브 시스템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
• 공간 증강 인터랙티브 시스템
- 공간을 인식하여 가상 콘텐츠를 증강하고 실사
영상을 변형시켜 보다 실감나는 영상 시청 환경
을 제공하는 서비스

▶ 기술의 구성도
• 공간 증강 인터랙티브 VOD 서비스 플랫폼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실공간 인식 및 세그멘테이션 기술

• e-러닝 환경에서의 미래형 첨단 교육서비스를 통해 공교육 활성화, 사

• 색상 정보와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학습자와 학습 공간의 바닥과 벽, 테

교육비 부담 해소, 교육 기회 균등 배분, 지역 및 계층 간 위화감 해소,

이블 등의 객체를 인식하고 배경으로부터 추출한 후, 학습 공간과 학습

미래형 인재 양성 등 국가정책 목표 실현

자를 3D 모델로 재구성하는 기술

• ‘공간증강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통해 학습자가 3D 가상공간에 직접 참
여해 훈련 교육이 가능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국내 이러닝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반을 제공
• 개인/공공/산업 등 미래 사회 전 분야에서 요구되는 교육 훈련 기술 개
발 요구에 부응

[ 입력 영상 ]

[ 객체 인식 ]

[ 3D모델 재구성 ]

• 실 공간을 가상 콘텐츠와 동기화 하여 혼합현실 공간으로 변화 시켜 학
습자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증강현실 기술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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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특허

▷ 실공간 변형 증강현실 기술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중

RGB-D 영상을 이용한 실감형
증강현실 구현 장치 및 방법

KR

출원중

RGB-D 기반 사람영역분리
방법 및 그 장치

US/KR

출원중

공간 기반 증강현실을 위한
실내 공간구조 인식기법 및 장치

US/KR

• 실제 객체의 3D 정보와 영상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영상을 기반으로 객
체의 형태를 변형하거나 가상의 효과(물결 효과, 바닥 갈라짐)를 적용

출원(등록)번호

출원
(등록)
년도

하는 증강현실 기술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입력 영상 ]

[ 인식된 실 공간 및 객체의
3차원 자세 추정 ]

[ 인식된 객체(테이블)의
형태를 변형 ]

▷ 공간증강 인터랙티브 학습 콘텐츠 서비스 분야
• 공교육 분야에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체험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이 실현된 것으로 전망
• 고비용/고위험을 동반하는 작업의 훈련용 콘텐츠로 활용
• 방송 및 VOD 사업에서 공간증강 기술을 접목함으로서 비용 절감 및 손
쉽게 접근 가능한 교육 콘텐츠 분야 활성 기대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체험형 안전교육 콘텐츠 활용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과학관/전시관 등에서의 유아 관련 체험 콘텐츠로 활용

• Microsoft 사는 2014년 Roomalive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다중의
RGB-D 카메라를 연계하여 공간에서 게임을 하는 기술을 시연하였음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또한, 2015년 Hololens라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see-through 타입의

▷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Head mount display를 선보인 바 있음

• 세계 이러닝 시장이 2013년 5백 46억 4천만달러의 가치에서 연평

• INDE Appshaker 사는 Broadcast AR system이라는 상품을 개발 하
여 쇼핑몰 등의 열린 공간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고해상도의 실사와
그와 함께 어우러진 방송 콘텐츠 퀄리티의 콘텐츠를 통해 대중에게 서
비스하고 있음

균 25.81%성장하여, 2018년 1천 7백 22억 5천만달러에 도달할 것
으로 예상
• 국내 누리과정 적용 대상인 전국 어린이집(42,000여개)과 유치원
(8,500여개)은 5만여개에 달하며, 수요 콘텐츠 시장이 늘어나 650억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한 점

원 대의 신규 시장 창출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MS - Roomalive

여러 대의 센서와 프로젝터가 필요하며, 캘리브레이션 과정 및 비용적
측면이 문제점인 반면에 본 기술은 한 대의 센서만으로 동작함

INDE Appshaker

방송퀄리티의 콘텐츠를 실사에 정합시키고 있을 뿐, 본 기술에서의
사용자 인터랙션, 공간인식, 객체 인식에 관련된 기술은 없음

▷ 국내외 주요 사업자 및 시장동향
• MAXST – 사용자의 3차원 위치정보 기반 신체에 다양한 콘텐츠를 증강
• Relentless - National Geographic wildlife films TV 프로그램과 관
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랙션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TV
프로그램
• SCE Japan Studio - PlayStation Camera를 통해 사용자의 공간을 인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및 완성도
• 공간증강 인터랙티브 시스템 v.1 = 2015. 2 개발완료, 한정된 공간

식하고 Controller를 통해 사용자 동작을 인식
• Roomalive - 여러대의 Kinect와 프로젝터를 연동시켜 공간상에 콘텐
츠를 증강 시키고,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제공함

에서 응용
• 공간증강 인터랙티브 시스템 v.2 = 2016. 2 개발완료, 저작도구 및 객
체변형 지원
• 공간증강 인터랙티브 시스템 v.3 = 2017. 2 개발완료, 사람 변형 및
아바타 지원
▷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 공간증강 인터랙티브 시스템 SW
• 공간증강 인터랙티브 시스템 콘텐츠 저작도구

표준화 및 특허
▷ 표준화 동향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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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클라우드컴퓨팅연구부

1-8. 유전체분석용 슈퍼컴퓨팅 시스템 기술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
15
• 유전체 분석에 특화된 초당 10 계산이 가능한 페타급
슈퍼컴퓨터 시스템(MAHA)*
- 매니코어 연산장치 기반의 이종 컴퓨팅 자원
- PCI Express 기반 한 고속 시스템 네트워크 연결망
- 입출력 성능한계를 극복하는 파일 시스템 및 저전력
스토리지 기능
- 이종 자원 관리 및 관리일원화를 위한 시스템 통합 관
리 환경 제공
- 유전체 분석 파이프라인 및 응용 SW의 병렬화로 고성
능 유전체 분석
* MAHA: MAny-core Hpc system for bio Application

▶ 기술의 구성도
유전체/바이오 정보,
시뮬레이션 및 가시화 등 첨단산업
응용과 이를 지원하는 SW 개발
이종 자원을 관리하고
관리일원화를 위한 시스템 통합
관리 환경을 제공하는
성능가속 시스템 SW 기술

고확장 시스템 버스에 기반한
고성능 연산가속장치

SSD에 기반하여 저장장치의 입출력
성능한계를 극복하는 입출력 성능가속기술

(GPGPU+MIC, 500 코어 이상)를 동시에
활용하는 계산성능가속 기술

과 저장장치 전력제어 기술(MAID)이
융합된 저전력 스토리지 기술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필요성)유전체 데이터 분석(1인 분석 시 누적 1TB)에서 컴퓨팅 비용은
80% 이상을 차지하므로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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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및 완성도

기술의 특징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5. 9.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완성도: 기술이전 가능(참고: 연구소기업기술출자-2014.4.)
▷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 유전체 분석에 특화된 슈퍼컴퓨팅 시스템(이하 MAHA) 기술
- 고성능 시스템 구조 기술
- 시스템 네트워크 기술
• MAHA 시스템 SW 기술
- 바이오 응용 특성 인지형 실행지원 기술
- MAHA 시스템을 위한 클러스터 통합 관리 기술
• MAHA 파일 시스템 기술
- 페타바이트급 분산 파일 시스템 기술
- 분산 파일 시스템 입출력 성능 가속 기술
• 고성능 유전체 응용SW기술

▷ 기술의 상세 사양

• 설계서, SW, 특허실시권

특허
▷ 보유 특허
출원(등록)번호

출원
(등록)
년도

13/942328

2013

2013062100834890

2013

출원

프로비저닝 이미지
리비전 관리 장치,
프로비저닝 이미지
리비전 관리 방법 및 이를
이용한 프로비저닝 시스템

10-2013-0005685

2013

출원

적응형 자원 할당 및
관리 방법

10-2012-0146892

2012

등록

Method and system for
managing file metadata
transparent about address
changes of data servers
and movements of their
disks

8046345

2011

등록

파일 저장 시스템 및 그
시스템에서의 파일 저장 및
검색 방법

1008345740000

2008

등록

비대칭 분산 파일 시스템과
그의 점진적 일관성 오류
감지 및 복구 방법

1010102190000

2011

•유전체 분석 시간 30% 단축
(유전체분석 파이프라인 실행 최적화, 204분
->138분)

등록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의
비동기식 데이터 복제
방법 및 그에 따른 분산
파일 시스템

1009566370000

1010

등록

파일 입출력과 복제의
균형적 수행을 위한
지연복제 시스템 및 방법

1009362380000

1010

출원

빅데이터를 위한
병렬 정렬 장치 및 방법

10-2013-0004519

2013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

METHOD AND
APPARATUS FOR
MEMORY
MANAGEMENT

출원

APPARATUS AND
METHOD FOR
ALLOCATING
RESOURCES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구분

경쟁기술

현황(SW 혹은 기관)

클러스터 통합관리

공개 SW, xCAT

유전체분석파이프라인 성능가속
유전체 분석 실행지원

워크플로우SW(공개SW)
공개 SW(SOAP3-DP/Samtools)

(입출력성능가속)
분산 파일시스템

페타바이트급
분산 파일 시스템

미국, Lustre

시스템 구조

매니코아 기반
슈퍼컴퓨팅 구조

시스템 네트워크

PCIe 기반 네트워크

(성능가속)
시스템 SW

• 미국, 인텔 Xeon서버
• 게놈분석플랫폼: 아마존
•게놈분석서비스: BGI
(분석장비+시스템+분석)
(경쟁)Infiniband

40Gbps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한 점
구분

경쟁기술

클러스터 통합관리
(성능가속)
시스템 SW

유전체 분석
실행지원

현황(SW 혹은 기관)
•최대 100,000 노드 관리 가능
•non-stop 슈퍼컴퓨터 시스템 관리 지원

(입출력성능가속)
분산 파일시스템

페타바이트급
분산 파일 시스템

•구축 비용 1/2 축소
(1GBps당 2000만원 -> 1000만원)
•유전체 분석 시간 28% 축소
(GATK 87분 -> 63분)
(세계 최고 입출력 성능(1.0GBps/서버))

시스템 구조

매니코아 기반
슈퍼컴퓨팅 구조

•소비전력 1/3 축소 692W/TFs -> 237W/TFs
•사용 공간 1/7 축소 3nodes/TFs -> 0.5node/TFs
•구축 비용 1/2 축소 $8024/TFs -> $3636/TFs
•노드당 성능 7배 332GFs/노드 -> 2332GFs/노드

시스템 네트워크

PCIe 기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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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 PCIe 64Gbps
(국내, PCIe Gen1.1, 5 Gbps 급 수준)

출원국
(등록)

중국

- (국내)㈜신테카바이오는 2014.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연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구소기업 출자기술을 이전받아 맞춤형 뉴트리션, 질병예측 솔루션을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출시하여 병원 등 비즈니스 추진 중

▷ 적용 제품 및 서비스

- (국내)마크로젠은 유전체분석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간 게놈

활용분야(제품/서비스)

정보의 실용화를 가능케 할 ‘개인별 1000불 유전체분석 시장’을 준비

제품 및 활용분야 세부내용

1

(제품)
유전체 분석용
슈퍼컴퓨터 시스템

•대용량 데이터로 이루어진 유전체 분석을 위해
특화된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 저장 스토리지 시스템

2

(서비스)
유전체 데이터 분석 서비스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를 고성능 컴퓨팅 방식
으로 분석하는 서비스

하고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맞춤의학 준비 중

4 기대효과
기술 도입 효과

▷ 기술 적용 분야

▷ 기술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 고성능 휴먼 게놈 분석을 위한 HPC 시스템

• 경제적 파급효과는 '17년~'20년까지 약 5조 7,790억원의 생산유발,

• 대규모 메모리 기반 게놈 분석

2조 4,141억원의 부가가치, 3만 4,193명의 고용유발 효과 창출 전망

• 고성능, 저비용, 저전력 스토리지

(*한국은행, 2011년 산업연관표(2013.7 발표)를 활용하여 관련 계수 산출, 중립적 전망에 대한

▷ 제품 및 서비스의 장점과 비중

경제적 파급효과)

• 대규모 유전체 분석 동시 처리 시에 성능을 가속

• 미래 맞춤의학 실현으로 불필요한 치료.약물 부작용을 줄이고 예방의학

• 저비용으로 대규모 유전체데이터 저장

지원으로 보건 지출 비용 및 의료비 절감

• 유전체분석 관련하여 “시퀸싱 장비 및 재료”, “재료시약”, “시퀀싱 시장”,
“생명정보학”에서 컴퓨팅 인프라 관련(시퀸싱, 생명정보학)은 60% 차지

▷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 2020년 개인 맞춤 의료 서비스 견인
- 유전체 시퀀싱 및 생명정보학 시장은 2010년 43%에서 2016년 이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후 60% 이상이 예상되므로 “고성능컴퓨팅 인프라” 역할은 생산성 증
대로 직결됨

▷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관련 시장 규모
활용분야(제품/서비스)
2015

2016

2017

2018

2019

제품기여도
(%)

1

NGS 시장(*)(억불)
(유전체 데이터 처리 및 해독)

20

24.3

29.7

36.2

44.1

60%

2

유전체 분석용
슈퍼컴퓨터(**)(억불)

4

4.3

4.8

5.3

5.9

60%

예상 시장점유율(%)

10%

(*) 시퀀싱 장비 및 자료시장, 시퀀싱 시장, 생명정보학 시장, 재료 및 시약 시장으로 구분
(**) 슈퍼컴퓨터 시장의 5.9%를 적용함
근거: (1)Frost&Sullivan ‘European Next Generation Sequencing Market’(2011.1), 2018sus 이후는 과거 GAGR 적용
추정, (2)IDC, “A Long-Term View of the HPC Technical Server Market, 1996-2013

▷ 국내외 주요 사업자 및 시장동향
• 고성능컴퓨팅 및 슈퍼컴퓨팅 기술 동향

• 기술 도입 환경
- 유전체 분석 산업은 특성상 경쟁력 유지를 위해 컴퓨팅 인프라와 같은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이며, 국내는 시장 태동기에 해당함

- (미국) '91년 HPC Act. 제정이후 연간 약 3,000억 규모를 고성능컴

- 유전체 전문 기업이 국내 의료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개인 유전체 분

퓨팅 기술에 집중 투자하여 첨단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글로벌 리더

석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해외 유전정보와 차별화된 분석서비스 시

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

장 가능성이 큼

- (일본) 총무성산하, 국가과학기술회 주관으로 '06년부터 차세대 슈
퍼컴 개발 추진

• 기술적 및 경제적 기대효과

- (중국) 정부 주도하에 기술 독립화 추진, 2013.6월 세계 1위를 달성한 중

- 유전체 분석 기업은 차세대 유전체 해독 기술(NGS)이 요하는 높은 컴

국의 Tianhe(天河)-2는 Intel Xeon 프로세서 및 Intel Xeon Phi(MIC-2)

퓨팅 성능을 통하여 전체 유전체 분석 성능을 약 30% 개선할 수 있

칩을 사용함

어, 그 결과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고,

- (국내)고성능컴퓨팅 기술은 컴퓨팅 기술 전반에 걸쳐 세계최고 대비
67.0% 수준으로 미국과 4년 이상의 기술격차가 존재

- 자사 유전체 분석 솔루션을 통한 서비스 확대로 매출 증대에 기여 가
능함

• 유전체분석관련 동향
- (미국) 오바마 정부는 맞춤의학 연구개발 강화로, 2억 1000만달러를
투입 발표('15.1.), 100만개 이상의 유전자 DB 구축 사업 추진
- (영국) 커메론 수상, 10만명 환자유전체 분석 계획('17년까지 5700
억원 투자 발표, '14.8.), 암 희귀병 환자의 유전체 분석 후 항암체 맞
춤치료 등 적용을 위해 시퀀실, 정보저장분석 등 투자
- (중국) 베이징 게놈 연구소는 인간 유전체 다양성 연구, 1000 plant
genome project 수행
- (일본) RIKEN(이화학연구소) ‘혁신적 세포해석 프로그램('09년 693
억원 지원)’질병 및 유전체 변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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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D 얼굴 아바타 기반 실감 메이크업 시스템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
• 3D 얼굴 스캐너를 통해 획득한 3D 얼굴 모델을 기반으로 한 가상 메이크업 시뮬레이션 기술로 원하는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
▶ 기술의 구성도

[ 3D 얼굴 스캐닝 시스템 ]

[ 컬러 과학 기반 분장 시뮬레이션 ]

• 스펙트럼 기반 영상 장비간 컬러 일치 기술

1 기술 개요

- 사용자의 얼굴 및 화장품의 컬러를 그대로 디스플레이에 재현하기 위

기술개발의 필요성

해 실감 메이크업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는 카메라, 디스플레이의 컬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러 재현 특성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상의 컬러를 변환하는 기술

• 분장 효과 사전 가시화

- 스펙트럼 기반 카메라 특성화 및 디스플레이 특성화 기술

- 기존 수제 방식의 전통적 토구에서 벗어나 손쉽고 효과적인 분장 가시화
도구의 필요성 대두

- 영상 장비 간 색역 맵핑 기술
- 프로파일 기반 영상 장비간 색일치 기술

• 분장/특수분장 교육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실습 도구 필요

- 영상 장비의 컬러 재현 특성을 고려한 고속 컬러 변환 기술

-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분장 실습용 친환경/고효율의 분장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필요

[ 영상 장비 색역 뷰어 ] [ ICC 프로파일 뷰어 ]

[ ICC 프로파일 설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컬러 변화 ]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3D 얼굴 아바타 모델 제작” 시스템
-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3D 얼굴 아바타 모델을
생성하는 기술
- 3가지 광(일반광, 편광, UV광)으로 촬영 후 3D 복원을 수행하여 정확
한 피부 색 복원 및 피부 분석 기술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3D 페이셜 메이크업 시뮬레이션 기술
- 3D 얼굴 아바타 모델을 기반으로 실제 분장사가 작업하는 과정과 동
일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컴퓨터에서 실제와 동일한 효과를 시뮬
레이션하는 기술
- 실제 분장에서 사용되는 화장품 및 물리기반 가상 분장 도구 재현 기술

[ 3D 페이셜 스캐너 세부 설계 및 기능 ]

- 3D 공간에서의 광원 정보를 고려한 통합 실감 분장 컬러 렌더링 기술
- 얼굴 모델의 이동 및 회전을 지원하는 시뮬레이션 UI 기술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3D 페이셜 메이크업 시뮬레이션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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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 효과 렌더링 결과 ]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경쟁기술

• 사전가시화 기술을 접목한 공연 기획을 통한 효율성 및 품질 향상 지원
본 기술의 우수성

메이크업 시뮬레이션
(EZFACE, 아모레퍼시픽)

파운데이션 컬러
재현 기술
(일본 Chiba대학)

•3D 페이셜 아바타 기반의 분장 시뮬레이션
•3D 모델의 자유로운 이동 및 회전 기능을 이용한 실제와 동일한
분장 가능
•실제 분장에서 사용되는 화장품 및 분장 도구 재현
•실제 피부에 대한 분장 전 후 측정 데이터를 이용한 컬러 재현
•스펙트럼 기반 영상 장비 특성화로 스펙트럼 이미지를 획득, 피부를
실제 컬러 그대로 재현 가능

▷ 메이크업/분장 교육
•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

기술의 완성도

• 실무 교육을 위한 재료비 절감, 실험 환경 제약 극복 등을 통한 반복 교육 지원

▷ 기술개발 완료시기 및 완성도
• 2015년 3월 프로토타입 완성
• 2015년 10월 시작품 완료
▷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 3개의 세부 기술로 구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세부 기술 A: 3D 페이셜 메이크업 시뮬레이션 기술
- 실제 분장에서 사용되는 화장품 및 물리기반 가상 분장 도구 재현 기술

▷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단위: 백만불, 억원

- 3D 공간에서의 광원 정보를 고려한 통합 실감 분장 컬러 렌더링 기술
- 얼굴 모델의 이동 및 회전을 지원하는 시뮬레이션 UI 기술
◦ 세부 기술B: 스펙트럼 기반 영상 장비간 컬러 일치 기술
※ 출처: 2010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2011.04, 한국콘텐츠진흥원
※ 출처: 세계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2005~2015), 2011.06, 한국콘텐츠진흥원
※ 출처: 2009 콘텐츠 산업백서, 2010.8, 문화체육관광부
※ 출처: 2011년 콘텐츠정책 업무보고 자료, 2011.2, 문화체육관광부

- 스펙트럼 기반 카메라 특성화 및 디스플레이 특성화 기술
- 영상 장비 간 색역 맵핑 기술
- 프로파일 기반 영상 장비간 색일치 기술

▷ 국내외 주요 사업자 및 시장동향

- 영상 장비의 컬러 재현 특성을 고려한 고속 컬러 변환 기술

• 분장 산업의 경우 종사자 대부분이 프리랜서이고 공연업체에 귀속되어

◦ 세부 기술C: 3D 얼굴 아바타 모델 스캐너 기술
-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3D 얼굴 아바타 모델을
생성하는 기술
- 3가지 광(일반광, 편광, UV광)으로 촬영 후 3D 복원을 수행하여 정
확한 피부 색 복원 및 피부 분석 기술

있어 정기적인 시장 규모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나 한류 등 국
내 문화콘텐츠의 급속한 성장으로 관련 시장 또한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임
• 국내 분장관련 종사자는 2009년 6,500명으로 추정되고, 관련 교육기
관 수는 대학교 26개교와 미용전문대학 98개교를 포함 총 1,027개이
며, 시장교뮤는 1560억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출처, 네일 및 메이크업 관련 미용 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2009,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표준화 및 특허

•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공연 예술 관련 업체 수는 662 → 732

▷ 표준화 동향

→ 772개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종사자수는 9,037 → 6,513 →

표준 기관

표준명

문서 번호

제정일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TTA)

멀티 스테레오 기반 3D 페이셜
스캐닝 작업 절차
Part 1. 3D 페이셜 스캐너 시스템

TTAK.KO10.0596

2012-12-21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TTA)

멀티 스테레오 기반 3D 페이셜
스캐닝 작업 절차
Part 2. 프로파일 생성 및 관리

TTAK.KO10.0597

2012-12-21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TTA)

스펙트럼 정보를 이용한
디지털 영상 컬러 재현 작업 절차

TTAK.KO10.0664

2013-12-18

9,392명, 매출액은 287,925 → 230,366 → 267,556백만원, 관객 수
는 2,836 → 2,381 → 3,168만명으로 추정됨
[출처: 2010 공연예술실태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2010.11 ]

4 기대효과
기술 도입 효과

▷ 보유 특허

▷ 기술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등록)번호

출원
(등록)
년도

출원

3차원 얼굴 스캐닝 장치

한국

2014-0001469

2014-01-06

출원

영상에 화장 효과를 재현하는 방법

한국

2012-0146866

2012-12-14

• 공연 사전 제작 작업을 통하여 분장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활 수 있

출원

3D 아바타의 영상기반 사실적
얼굴 피부 렌더링 방법

한국

2012-0145937

2012-12-14

어 50% 이상의 생산성 증대와 20%의 제작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출원

다중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의
컬러 보정 및 스펙트럼 기반
특성화 장치 및 방법

한국

2012-0143999

2012-12-11

• 개발 기술에 의한 콘텐츠(연극, 영화, 뮤지컬, 드라마, 무대예술 등)의
품질 향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문화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
하여 콘텐츠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

수 있음
▷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 새로운 기법의 분장/특수분장 스타일을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이 가능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재교육이 가능하고, 일반인이 개인 학습
용으로 활용이 가능
• 실감 메이크업 시뮬레이션 기술을 뷰티산업(웨딩, 네일, 메이크업 등)

▷ 화장품 / 웨딩업체 / 공연 분장 기획

에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고객층 확보 등의 문화적/산업적 파급 효과가

• 고품질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비스 차별성 확보

클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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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골프 스윙동작 분석을 위한 고속 뎁스센싱 및
사용자 동작인식 기술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
• 특정 장치의 착용 없이 사용자의 자세 및 행동을 분석하여 골프 스윙을 비롯한 스포츠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함
- 뎁스영상에서 사용자 영역추출 기술
- 사용자 스켈레톤 추출 기술
- 사용자 동작인식 기술
- 골프 스윙동작 분석 기술
▶ 기술의 구성도

[ 사용자 영역 추출 기술 ]

[ 사용자 스켈레톤 추출 기술 ]

[ 스켈레톤 추출 기반 골프 스윙 분석 콘텐츠 ]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뎁스 센서에 기반한 사용자 자세추정, 동작인식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 응용에 최적화된 3차원 공간 센싱 기술 제공

동작을 분석하여 인터페이스로 활용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

- 빠른 스윙 동작 분석을 위한 최대 60 FPS 고속 뎁스 센싱

한 많은 시도가 있으며, 스포츠, 게임, 교육 등의 다양한 시장에서 수요

- 가까운 거리 전신 동작 확보를 위한 최대 100도 광각 센싱

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머신러닝 기반의 사용자 스켈레톤 추출 기법을 활용한 골프 스윙 분석

• 사용자의 몸에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확한 동작 및 자
세 분석

시스템은 국내 및 세계 시장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시스템으로 신개념의

- 레퍼런스 스윙과의 비교

스포츠 동작 자동 분석 분야에 대한 기술선점이 가능함

- 사용자의 골프 스윙 오류 분석

• 스켈레톤 기반의 동작 분석 및 학습 기술은 스크린골프 시장뿐만 아
니라 동작인식 기반 헬스케어 등 새로운 시장의 창출로 이어질 것으

▷ 기술의 상세 사양

로 기대됨

• 골프 스윙 분석 시스템

• 기존의 레슨프로의 고가 강습 이외에도 저가의 비용으로 독학으로 골프
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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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스윙 동작 자동 인식 및 분석
- 프로의 스윙 동작과 사용자 동작 차이 비교

- 사용자 동작 오류 정보 제공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 고속/광각 뎁스 카메라 기술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사용자 동작인식을 위한 3차원 공간 정보 획득 장치

▷ 골프 스윙 분석 자동화 시스템

- 고속 및 광각 뎁스 센싱 기능
• 동작 인식
- 뎁스맵에서 사용자 분리
- 사용자 스켈레톤 추출
- 사용자 동작 인식

▷ Virtual Fitness 시스템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Point Grey(캐나다)

Machine vision을 위한 스테레오 비젼 카메라 기술의 선두 주자

Kinect(미국)

MS사의 게임콘솔인 Xbox의 콘트롤러로 사용되며
동작인식/음성인식 기능을 제공함

Kinect SDK(미국)

완성된 형태로 판매되어 특수한 상황에서의 학습이 불가능

Swinguru(벨기에)

3차원 카메라 공간인식에 의한 스윙자세 분석 기능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 국내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동작인식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예, 삼
성 스마트 TV ES8000, 팬택 VEGA LTE M)이 출시되었으나 단순한 동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한 점

작만을 인식 가능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Kinect

고속 뎁스센싱 및 환경조건에 강인한 공간 센싱 기술 제공

Kinect SDK

특수한 환경에서의 학습과 커스터마이징 가능

Swinguru

직관적인 사용자 동작인식 기능 제공

• 동작인식 관련 시장의 경우 2010년부터 연평균 25.6%의 높은 성장률
을 기록하며 2015년에는 6억 2,500만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
이라 전망(Market Research, 2011.06)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및 완성도
• 2015년 5월(시제품 개발 완료)
▷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 골프 스윙동작 자동 분석 시스템(SW 및 H/W 설계서)
- 골프 스윙 구간 자동 추출
- 스윙 동작 분석 및 오류 정보 제공

▷ 국내외 주요 사업자 및 시장동향

- 스윙 동작 리플레이 및 프로 선수와 동작 비교

• 골프 스윙 분석을 비롯한 스포츠 동작 분석은 영상비교에 정보 전달에

• 고속 뎁스 센싱 기술(SW 및 H/W 설계서)

그치고 있음

- 뎁스 센싱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 Swinguru는 3차원 카메라 공간인식에 의한 스윙자세 분석을 하고 있

- 뎁스 카메라 하드웨어 설계서

으나, 사용편의성이 부족하여 시장 보급률이 낮음

- 뎁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라이브러리
• 동작인식 기술(S/W)
- 자동 스켈레톤 추출 기술

4 기대효과

- 사용자 자세 및 동작 추정 기술
- 특정 자세의 동작인식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학습 및 인식 기술

기술 도입 효과
▷ 기술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 동작인식 기술을 스포츠 산업에 접목함으로써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

표준화 및 특허

는 동작인식과 스포츠 관련 산업 시장의 시너지효과 기대('17년 가상스

▷ 표준화 동향

포츠 5조원 시장의 1% 확보로 500억원 시장 예상)

• 해당사항 없음

• 2008년 1,600개에서 2014년 8,000개로 급격히 증가한 스크린 골프

▷ 보유 특허

시장과 연계하여 골프 레슨 자동화 시장 창출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등록)번호

출원
(등록)
년도

출원

3차원 사용자 자세
추정 방법 및 장치

한국

2013-01045691

2013.11.27

출원

손 동작 인식 방법 및 장치

한국

2014-0025072

2014-03-03

출원

고속의 사용자 동작을 안정적
으로 분석하는 장치 및 방법

한국

2014-0164767

2014-11-24

출원/
등록구분

▷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콘텐츠를 이용한 교육, 엔터테인먼트, 원격진료
등 시장 창출 및 활성화가 예상됨
• 골프 스윙 분석 외에 가상 헬스, 러닝, 야구, 축구 등의 가상 스포츠 시장
에 기술 접목으로 양방향 체험 서비스와 시장 개척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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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마이크로 전기에너지 합성 및 변환 모듈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
• 인체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3종류의 자가발전에너지를 실용전원으로 변환하는 기술
• 자가발전된 마이크로 전기에너지를 손실없이 모아 가용전력으로 변환하는 기술
▶ 기술의 구성도
• 일상 생활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 휴대전자기기의 충전 전력으로 재활용하는 기술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휴대 전자기기의 종류가 많아지고 고성능화 됨에 따라 자가발전 필

• 기존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개별 에너지원의 발전효율을 높히는 기

요성 증대
• 인체활동기반의 자가발전에너지를 휴대전자기기 충전전원으로 활용
하기 위한 기술 필요

술임에 반하여 개발기술은 동시에 여러 에너지원으로부터 마이크로에
너지를 합성함으로써 실용적인 전력으로 변환하는 기술임
▷ 기술의 상세 사양
• 35mW급의 압전에너지, 85mW급의 광전에너지, 0.1mW급의 잡음
에너지 동시 수용
• EMIC를 사용하여 3종류의 마이크로 에너지 입력하여 전력변환효율
은 98% 이상으로 출력
• EMIC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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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마이크로 에너지 하베스팅용 AC/DC Converter 제품: Linear Technology, 사
• 마이크로 에너지 PMIC 제품: MAXIM, Texas Instruments, Fujitsu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한 점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Linear Technology:
40mV급의 낮은 전압을 1V 이상으로 승압시키는 DC/DC
convertering 칩으로서 단일 에너지원의 입력만 지원

3개 이상의 에너지원 수용

MAXIM, TI, Fujitsu: 에너지원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최대 2개 에너지원만 입력가능하며, 동시 입력이
아닌 선택형 사용

3개 이상의 에너지원을 수용하며
변환효율이 98% 이상

▷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 마이크로 에너지하베스팅 관련 시장은 2009년도에 790만불 정도에서
2014년도에는 12.5억불 규모로 성장 (2009 ~ 2014년까지의 AAGR
은 73%)
• 2020년도에는 44억달러 시장을 예상

기술의 완성도

▷ 국내외 주요 사업자 및 시장동향

▷ 기술개발 완료시기 및 완성도

• 동향 없음

• EMIC(14년 개발완료) 개발완료, 압전/광전/잡음 자가발전 모듈
('15년 7월)
• EMIC를 탑재하여 3종류의 자가발전모듈을 연결한 전력변환보드
('15년 11월)

4 기대효과
기술 도입 효과

▷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 기술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 EMIC(Die), EMIC IP(기술문서, 설계 DB, 시험결과서)

• 범용 에너지 하베스팅 Power Interface IC로서 DC/DC Converter 와

• EMIC Application Circuits, Sample Board

PMIC 틈새시장 공략 가능
▷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표준화 및 특허

•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 주변환경으로부터 자가발전이 가능한 무선센

▷ 표준화 동향

서 모듈 적용가능

• 국제 표준동향 없음

• 기능성 아웃도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자가발전형 자켓과 무선충전

• 국내 표준동향: TTA(TTAK.OT-10.0314), SoC 포럼 표준 “인체활동

이 결합된 제품가능

기반 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한 전력변환모듈 입출력 인터페이스표준”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하베스팅 소스의 전기적 특성값을 이용, 연결 구조
의 선택을 통해 다수의 에너지원으로부터 최대의
전력을 얻는 획득 장치 및 방법

한국
미국

출원

DC-DC Converter에서 발생하는 역전류를 이용하
여 MPPT 기능 및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구현한 고효율 에너지 변환 회로

한국
미국

출원

다수의 에너지원을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합치기 위한 전력 관리 알고리즘 및 회로 구조

한국
미국

출원(
등록)
번호

출원
(등록)
년도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자가발전형 무선센서를 위한 배터리
시스템
• 인체활동으로부터 휴대전자기기 충전이 가능한 자가발전형 아웃도어
자켓
• 형광등 주변의 무선센서를 위한 RF잡음기반의 자가발전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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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Web App 성능향상을 위한 JavaScript 엔진
SW/HW 가속화 기술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
• Web App 실행속도와 전력효율 최적화 위한 자바스크립트 가속 엔진 SW/HW IP 기술
• 자바스크립트 가속엔진 성능 프로파일링, 전력 측정용 도구
▶ 기술의 구성도
• JS엔진 가속화 연구
• JS엔진 가속화 API
• JS엔진 메모리 제어
• JS엔진 검증환경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웹 페이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언어인 HTML5 이 월드 와이드웹 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QT-Webkit 기반의 웹플랫폼 구성

소시엄(World Wide Web Consortium W3C) 에 의해 공식 권고안 지

• JavaScriptCore(JSC) 엔진 - Ubuntu OS(12.04~14.04v 지원)

정(2014년 10월)

• Custom Built-in Object API(CBOA) 인터페이스 기술

• Window mobile, Android, iOS 등 특정한 플랫폼 전용 Native App
에서 탈피할 수 있는 Web App 시대 도래
• Web App의 성능향상을 위한 Javascript 엔진의 가속화 기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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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 엔진 SW/HW 가속화 IP
▷ 기술의 상세 사양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인텔: Cores/Threads 수 증가로서 자바스크립트 병렬 처리 가능
• 구글, 사파리: JIT/AOT 컴파일러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최적화 연구
• ARM: SIMD/SPMD 명령어사용 실행속도 개선
• 모질라: 웹앱 성능 향상 위해 JS 대신 네이티브 언어 도입(asm.js)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WoT GW 제품
• 다양한 센서에서 획득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의 Web 브라우저에
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WoT Gate Way 제품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한 점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크롬브라우저/
V8엔진

•Built-in Object SW/HW IP 지원에 의한 자바스크립트 가속엔진
•간편하고 빠른 Built-in Object API 지원
•Web of Things(WoT)제품에 적합한 Jsavascript 엔진

WebKit/JSC 엔진

•Built-in Object SW/HW IP 지원에 의한 자바스크립트 가속엔진
•간편하고 빠른 Built-in Object API 지원
•HTML5 웹앱 성능향상
•IoT GW 제품에 적합한 Javascript 엔진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및 완성도
• Image 처리용 Built-in Object SW/HW IP 및 API 개발: ~2015.11.
• WoT 응용에 적합한 Javascript 엔진 검증: ~2016.2.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자료: Gartner 2014

• WoT 응용 시제품: ~2016.4.
▷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 Image 처리용 Built-in Object API
• Image 처리용 Built-in Object SW/HW IP(C or RTL)
• QT-Webkit 브라우저 기반의 Simulation 모델

▷ 국내외 주요 사업자 및 시장동향

• 이전 기술에 대한 특허, 기술문서, 매뉴얼

• 2020년 IoT 시장규모 전망에 있어, IDC가 7.1조달러로 가장 낙관적으
로 보고 있는 반면, Machina는 0.8조달러로 가장 낮게 전망

표준화 및 특허

• Cisco는 2020년에 이르면 25억명의 사람과 370억개 이상의 사물이

▷ 지식재산권/표준화 동향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2030년에는 500억개의 사물들이 연결되는 Io-

• 자바스크립트 관련 미국특허는 2015년 3월 현재 152건 등록되어 있

E(Internet of Everything, 만물인터넷)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

으며, Web브라우저 솔루션을 보유한 미국이 독점하고 있음(웹브라우
저: 미국특허는 32,247건이 등록)('15.3)
• 자바스크립트 특허는 미국의 Microsoft사가 18건 이상으로 1위를 보
이고 있으며, 구글 및 애플 등의 순으로 자바스크립트 출원 건수를 보
이고 있음

기술 도입 효과
▷ 기술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4 기대효과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등록)번호

출원
(등록)
년도

출원

웹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엔진 가속 방법

출원

웹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엔진를 위한
메모리 관리 방법

한국

2014-0010725

2014

출원

웹주소와 연동한 자바스크립트의
성능 향상 장치 및 방법

한국

2014-0010278

2014

출원

사용자 웹 링크 예측으로
웹 페이지 미리 가져오기 및
미리 다운로드를 통한 웹 검색 및
실행 속도 향상 방법

한국

10-2015-0007875

2015

한국

2014-0010353

2014

• 2016년 IoT 서비스 시장 규모를 695억달러로 예상하고 2020년에는
약 4배 가까이 성장한 2,6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무선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신규 수익 모
델을 창출
▷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 센싱 기술은 온도, 습도, 열, 가스, 조도, 초음파 등 다양한 센서를 이용
하여 원격감지, 위치 및 모션 추적 등을 통해 사물과 주위 환경으로부
터 정보를 획득하는 Ⅱ. IoT 전개 동향기능으로, 최근 MEMS, 반도체
SoC,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보다 지능화된 스마
트 센서로 널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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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처리연구실 김창현

1-13. 공통변환 기반 한/중 대화체 자동번역 기술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
• 스마트 디바이스 등에서의 중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언어확장이 용이한 다국어 공통변환 기반의 한/중 대화체 자동번역 원
천기술
▶ 기술의 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세계화 및 국제화가 가속되면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자동 번역

• 도메인 특화를 위한 분석기 튜닝의 용이성 - 기계학습 및 언어분석 지식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
• 다양한 번역 요구에 개인간의 글로벌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고품
질의 중한 자동번역 서비스가 필요함
• 최근, 국내에서는 중국과의 교류(무역, 관광객 등)가 활발해지면서 중국
어 자동번역에 대한 수요 급증

제어에 의한 한국어 및 중국어 분석기 성능 향상 가능
• 번역 성능 향상을 위한 번역 지식 튜닝의 용이성 - 한/중 대역 패턴 및 구
조화된 번역메모리 추가로 인한 번역 성능 개선 가능
• 사용자 맞춤형 지식 구축 지원: 사용자 사전 및 번역메모리에 의한 사용
자 맞춤형 자동번역 기능 지원
▷ 기술의 상세 사양
• 자동번역 지식 관련: 한중/중한 번역지식 DB
• 자동번역 엔진 관련: 공통변환 기반 한중/중한 자동번역 기술의 라이브
러리 및 API(Windows용 및 Linux용)
• 기타: 사용자 사전 및 번역메모리(Translation memory) 추가 기능
지원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한중/중한 대화체 자동번역 기술은 국내외 최고 수준의 번역품질
- 대화체 문장 대상의 기계학습 기반의 한국어/중국어 대화체 문장 분
석 기술
- 대화체 문장이 갖는 다양한 언어 현상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처리 기술
• 공통변환 기반의 언어확장이 용이한 한/중 대화체 자동번역 기술
- 한국어/중국어에 대한 표준화된 공통변환 패턴으로 번역 성능 개선
- 어휘를 포함하는 번역 패턴으로 이종언어 간의 번역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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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한 점
경쟁기술

• 교차언어 검색, SNS 자동번역, AR기반 자동번역 등의 다국어 커뮤니케
이션 서비스 실시가 가능함

본 기술의 우수성

Google 통계기반
한/중 대화체 자동번역

Google의 SMT 기반의 자동번역 시스템과
비교하여 대화체 문장에 대한 번역률
15~20% 이상의 성능 우위를 보임

• 소셜 플랫폼, 증강/가상현실, 멀티모달 UX/UI 기술 등과 융합하여 소셜
미디어 및 스마트 폰, 스마트 TV, Tablet PC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다국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함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및 완성도
• 2015년 상반기
▷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 자동번역 지식 관련: 한중/중한 번역지식 DB
• 자동번역 엔진 관련: 지식학습 기반 한중/중한 자동번역 기술의 라이브
러리 및 API(Windows용 및 Linux용)
• 기타: 사용자 사전 및 번역메모리(Translation memory) 추가 기능
지원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표준화 및 특허
▷ 표준화 동향

▷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 일본 NICT를 중심으로 ITU-T에서 네트워크 기반의 자동통역 시스템

• 세계 자동번역 시장은 2015년 14억달러에서 2018년 29.6억달러 규
모로 성장 전망

관련 표준화 진행
• ETRI 주도로 ITU-T SG2에서 자동통역 시스템 관련 표준화 진행
• ETRI 주도로 ISO SC35에서 대면 상황 음성통역 시스템 관련 표준화
진행

자동번역 시장
(M$)

2015

2016

2017

2018

1,403

1,768

2,269

2,962

(출처: WinterGreen Research Inc., Jan 2011)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
년도

등록

구조화된 번역 메모리 기반 자동 번역
방법 및 장치

국내

1266361

2013

등록

패턴기반 자동번역 방식과 통계기반
자동번역 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자동번역 장치 및 방법과 그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 국내외 주요 사업자 및 시장동향
• Google, MS, Nuance 등 선진 글로벌 기업, 일본의 NTT를 중심으로
다국어 솔루션 확보를 통한 자동통번역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함
• 최근에 자동통번역 기반의 다양한 응용 솔루션이 시장에 나타남

미국

8401839

2012

• 국내의 경우, 한국어를 중심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대한 자동통번
역 기술이 일부 상용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2014년 국내 CSLI가 글로벌 SW업체인 시스트란을 인수하여 자동번역
SW 세계 1위 기업으로 부상함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여행 및 관광 분야의 음성 자동통역 분야에 적용 가능
- ETRI에서는 지니톡(GenieTalk)
한/중 자동통번역 대국민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음

4 기대효과
기술 도입 효과
▷ 기술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 한류에 기반하여 스마트폰 자동통역, 어학 학습, 채팅 자동번역 등의 어
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중국 시장 진출 가능
▷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 스마트폰의 통/번역 SW, 다국어 SNS SW, 문자인식/증강현실 자동번역
SW 등 자동통번역 약 1조원 시장 창출 가능
• 언어확장이 용이한 공통변환 기반의 자동번역 기술을 이용하여, 스페인
어, 불어 등의 다국어 자동번역으로의 확장 가능

• Google의 무료 서비스에 맞서, 분야 맞춤형 프리미엄 자동번역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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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서비스플랫폼연구실 이경희

1-14. 하이퍼 커넥션 기반 근접 서비스 플랫폼 기술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
•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한 하이퍼 커넥션 지원 통신 플랫폼 기술
• D2D 환경 기반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합한 통신 및 자원 관리 미들웨어
• 네트워크 접속 전 유용 장치, 사용자, 서비스 등의 자원 식별 지원
• 카메라를 통한 직관적인 통신 대상 인식 및 연결 지원
▶ 기술의 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주변 디바이스와의 연결성 요구
- 임의 환경에서 주변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혹은 서비
스 검색 지원 요구 증대
- 다양한 IoT 디바이스와의 접속 가능성 제공 필요
• 대용량 데이터 전송 비용의 축소
- 대용량의 데이터를 적은 비용으로 주변 디바이스에 전달하고자 하
는 요구 증대

• 카메라를 통한 직관적인 대상인식기술을 이용하여 근접디바이스간 자
동 연결지원
▷ 기술의 상세 사양(하이퍼커넥션 지원 통신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 응용 서비스에서 하이퍼 커넥션 기능을 쉽게 사용하기 위한 통신 접속
및 통신 자원 관리 프레임워크 제공
• Service Manager: WLAN내 단말간의 협업을 통해 현재 WLAN에 참
여하고 있는 사용자, 단말, 서비스의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 기능 제공
• Connectivity Manager: 모바일 단말간의 검색/식별 및 연결설정, 메
시지 교환 등의 관리 기능 제공
• NAL: 이종 통신 라이브러리를 상에서도 HCF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하부
네트워크를 추상화 지원

- D2D 등을 통한 무료 통신 방식 제공 확대 필요
• 다양한 통신 및 접속 지원을 위한 편리한 UI 요구 증대
- 생채 인식 등을 통한 대상 인식과 디바이스간 손쉬운 데이터 전송을
위한 UI/UX 개발 확대 중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퀄컴의 P2P 미들웨어: AllJoyN
- P2P 통신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D2D 통신 프레임워크로 Wi-Fi, Wi-Fi Direct 등의 다양한 근접 통신매
체를 활용하여 하이퍼 커넥션 서비스를 제공
• 네트워크 접속 전 네트워크 내의 유용 장치, 사용자, 서비스의 정보 검
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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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플레이어 게임, 그룹웨어, 멀티미디어 공유 등의 서비스 제공
• 애플의 서비스 디스커버리 프로토콜: Bonjour
- 같은 네트워크 그룹내 디바이스에서 서비스 탐색 및 연결 방법 제공
- 제한된 사용(terms-of-limited-use) 요구 조건 하에서 소스 공개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한 점

▷ 그룹간 자원 공유 서비스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AllJoyN

•Alljoyn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미들웨어를 사용
•Wi-Fi Direct 표준규격을 변경하지 않고 접속 이전 디바이스 및 서비스 검색 지원

Bonj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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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2D/카메라를 이용한
사용자 인식 ]

[ 사용자 유용 자원 디스플레이 ]

[ 서비스 실행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기술의 완성도

▷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 기술개발 완료시기 및 완성도
• 2015년 10월 기능 구현 및 테스트
• 2015년 11월 기술 개발 완료
• 2015년 12월 기술 이전 시작
▷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 하이퍼 커넥션 기반 D2D 서비스 프레임워크
- Wifi, Wifi-Direct 통신 등 지원
- D2D 기반 Connectionless Service 및 Device Discovery 기술
- 사용자 및 서비스 관리 및 지원 도구
• 자원 공유 및 서비스 실행 기술
- 서비스 및 디바이스 정보 공유 및 제어 기술
- 사용자 및 상황인식 기반 자원 및 서비스 관리 도구

▷ 국내외 주요 사업자 및 시장동향

표준화 및 특허

• (국내) 근접 모바일 서비스

▷ 표준화 동향

- LGU+ 의 딩동 서비스: 1Km 반경 내의 상점 정보 제공

• IEEE 802.11aq

• (국외) 근접 마케팅 솔루션: iSign, BT-Pusher

- AP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를 진행
• IEEE 802.15 PAC(Peer Aware Communications)

- 블루투스와 Wi-Fi를 이용하여 쿠폰 정보 전송(캐나다:1400spot, 미
국: 시험 중)

- 근접 거리에 위치한 디바이스 및 서비스의 효율적인 발견을 위한 표
준화를 진행 중

- 미국 Placecast 사의 ShopAlerts 서비스는 사전 등록한 업체의 서비
스 제공 지역에 접근하면 모바일 할인쿠폰과 세일 정보를 제공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
년도

출원

Wi-Fi와 Wi-Fi P2P 동시동작을
지원하는 단말기를 위한
일시적 Wi-Fi 연결 및 Wi-Fi P2P
연결 제공 기법 및 장치

USA

14/492317

2014-09-22

출원

무선 근거리 통신망 기반 인스턴트
커넥션 관리장치 및 방법

KOREA

10-20140051722

2014-04-29

출원

단말 간의 연결 이전 메시지
전송 방법

KOREA

10-20140047847

2014-04-22

http://www.dingdongshop.co.kr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4 기대효과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기술 도입 효과

▷ 접속전 근접 장치간 정보 검색 및 광고 서비스

▷ 기술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 D2D 등 직접통신에 의한 데이터 요금 절감 및 네트워크 트래픽 감소
• 주변 디바이스간 데이터 접근 용이성 제공으로 기기간 활용도 증대
• 개인 정보를 자동 인식함으로써 개인 정보 관리 및 접속 편이성 제공
▷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 동종 플랫폼 및 주변 장치의 자원 및 서비스를 쉽게 공유함으로써 단
말기 판매 증대
• 편리한 서비스 및 디바이스 관리 기능 제공으로 통신사의 가입자 증

(기존 카톡 방식)

(본 방식 적용 회의 정보 예시)

[ 근접 친구 인식 및 접속 서비스 화면 ]

대에 기여
[ 근접 광고 예시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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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기술연구실

1-15. 핸드헬드 3D 스캐너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
• 사용자가 대상체의 3차원 구조를 디지털로 모델링
• 핸드헬드 기능을 통해 자유로이 위치를 이동하며 3D 스캐닝
• 사용 중에 실시간으로 스캔결과를 프리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작업 효율 향상
▶ 기술의 구성도

[ 대상체 스캔 ]

[ 스캔 결과 실시간 확인 프리뷰 ]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3차원 모델 획득 ]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3D 프린터의 보급 증대에 따라, 비전문가(1인 기업, 소호)가 창의적

• 중저가의 센서와 영상 처리 기법을 통해 고기능의 핸드헬드 기능 구현

아이디어 제품을 직접 디자인, 생산 및 출력하는데 필요한 3D 스캔 핵

• 핸드헬드 기능을 통해 대상체의 크기와 복잡도에 대처하여 3D 스캐닝 가능

심 기술 필요

• 500만원대의 저가의 대중적인 3D 스캐너이면서 고품질의 3D 스캔 결

• 휴대가 간편하며, 고품질의 3D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대표적 3D 스
캐너 제품은 모두 외산이며, 2천~5천만원선으로 고가로서 전문가들만
사용

과 획득 가능
▷ 기술의 상세 사양
크기(mm)

무게(g)

정확도(mm)

수집속도
(points/sec)

인터페이스

309 x 210 x 113

590

0.1

25,600

USB 3.0

• 대중적인 가격의 고성능 국민형 스캐너의 개발 필요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Artec 사의 Eva(2천만원대)
- 핸드헬드 기능 보유
• Creaform 사의 HandyScan(5천만원대)
- 핸드헬드 기능 보유
• David Scanner(500만원대)
- 핸드헬드 기능 없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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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Artec사의 Eva
Creaform사의 HandyScan

경쟁기술은 2천만~5천만원선의 고가로서 전문가 들만
사용가능 하나, 본 기술은 500만원대로 대중화 가능

David Scanner

본 기술은 같은 수준의 저가이면서 핸드헬드의 고기능 포함

▷ 국내외 주요 사업자 및 시장동향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및 완성도

• 국내는 핸드헬드 3D 스캐너 사업자가 전무한 실정임

• 2015년 9월

• 국내/외로 외국 기업인 러시아의 Artec사와 캐나다의 Creaform사가
핸드헬드 3D 스캐너 시장을 양분하고 있음

• 시제품 수준
▷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4 기대효과

• 스캐너 기하 보정(calibration) 기술
• 레이저 영상 처리를 통한 스캔라인 깊이 프로파일 생성 기술

기술 도입 효과

• 실시간 센서 위치 추출 기술

▷ 기술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 실시간 스캔결과 확인을 위한 증강현실 기술

• (창업활성화) 1인 창조기업 창업 열풍 기대. 또한, 기존 창업 분야가 S/

• 최종결과의 최적화를 통한 정밀도 향상 기술

W와 서비스 중심에서 탈피 제조업도 벤처 창업이 용이한 분야로 확대
- 1인, 소규모 창업에 필요한 ‘Start-up Cost’가 대폭 감소하여 산업(시
장) 진출의 진입 장벽이 낮아 질 것으로 예상

표준화 및 특허

• 3D 프린팅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3D 스캐너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 및

▷ 표준화 동향

해외 제품 대체에 따른 경제적 이익 창출

• 해당사항 없음

▷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
년도

출원

마커 기반 스캐너에서 획득된 점군으로
부터 3D 모델을 생성하는 시스템 및 방법

한국

출원중

2015

출원

System and apparatus for a 3D model
creation from a marker
based 3D scanner

미국

출원중

2015

출원

이동형 스테레오 장치와 위치를 모르는
특징점을 통한 실시간 자기 위치 추정 방법

한국

출원중

2015

출원

Real-time ego-motion estimation method from mobile stereo apparatus and
positon-unknown feature points

미국

출원중

2015

• (새로운 패러다임) 아이디어, 콘텐츠만으로도 공장 없이(Factory Free)
제품생산 가능한 新 창조산업 도출(자본+인력에서 ⇒ 창조적사고 + 콘
텐츠 중심의 산업)
- 새로운 시장의 생성 및 디자인 관련 산업의 증대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국민형 3D 스캐너의 보급으로 3D 모델링의 대중화 선도 및 창업 활성화
• 대중화된 3D 프린터의 입력 데이터로서 대상 실물의 3D 모델링
• 개인 피규어 생성 판매를 위한 신체 모델링
• 맞춤형 구두, 의복 제작을 위한 신체 국부 모델링
• 스마트 교육 시장을 위한 교보재의 3D 모델링
•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를 위해 제품 3D 뷰를 위한 모델링
• 기계 부품 시장의 역공학을 위한 대상체 CAD 모델링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관련 시장 규모
활용분야(제품/서비스)
Global
핸드핼드
3D 스캐너

2015

2016

2017

2018

2019

13.6

15.5

17.8

20.4

23.4

Asia-Pacific

3.57

4.11

4.73

5.45

6.25

Latin-America

1.96

2.41

2.97

3.66

4.51

5%

10%

20%

30%

50%

예상 시장점유율(%)

제품기여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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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술연구실 김수형

1-16. 사용자 인증 장치 기술(FIDO Authenticator)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
•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나 로그인 시에 패스워드 대신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카드 또는 신분증을 터치하거나 스마
트 와치를 클릭하는 간편한 조작으로 안전하게 인증하는 FIDO
Authenticator 기술

▶ 기술의 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간편결제 등 서비스에서 패스워드를 대체할 강력한 인증 기술의 요구

- NFC(Near Field Communication)가 지원되는 스마트 카드를 통해
FIDO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장치 기술
• 스마트 와치 인증 장치 기술
- 사용자 스마트 폰과 연동되는 스마트 와치를 통해 FIDO 사용자 인증
을 수행하는 인증장치 기술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OTP(One Time Password) 기술
• 스마트인증 기술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한 점
•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 카드나 스마트 와치를 이용해 기존 인
증 기술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 서비스를 구현하며, 국제표준 FIDO
인증 기술을 준용하여 기존 FIDO 서버 기술과 손쉽게 연동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OTP 기술

• 별도 인증 장치를 구비하지 않고 사용자가 기 소지한 카드 또는 와치를
통해 인증
• 간편한 인증 과정(예: OTP 생성 & 입력 -> 클릭/터치)

스마트인증 기술

•특정 스마트인증 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FIDO 표준 기반의 다양한 인증
수단과 연계 가능
• 본 기술은 기 구축된 FIDO 서버/클라이언트를 활용하여 서비스 가능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이용 제약이 있는 SE(Secure Element)나 TZ(Trust Zone) 등의 보안
HW 대신, 사용자가 소지한 외부 장치를 통해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술
• FIDO(Fast Identity Online) 표준 규격을 준용해 개발되어, 기존 FIDO
서버를 운영하는 서비스 업체는 서버 구축 비용 절감
▷ 기술의 상세 사양
• 스마트 카드 인증 장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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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국내 모바일결제 거래액은 7조 6,000억원 규모로 추산

기술의 완성도

(자료: 한화리서치)

▷ 기술개발 완료시기 및 완성도

[표 1] 세계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2013~2017)

• 2015년 하반기

(단위: 십억달러)

- 스마트 카드 인증 장치 기술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 스마트 와치 인증 장치 기술

시장규모

223

393

691

1,077

1,476

▷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 국내외 주요 사업자 및 시장동향

• 스마트 카드 인증 장치 기술
- FIDO UAF 1.0 규격의 Authenticator 라이브러리 SW(Android)

• 애플 페이, 구글 월렛, SKT 시럽 등 결제 서비스 플랫폼이 글로벌 IT 기
업을 통해 보급ㆍ확산되어, 향후 차별화된 결제 기술의 수요 증가 전망

- 스마트 카드 통신 인터페이스 모듈 SW(Android)

• 페이팔, 알리페이 등 모바일 결제 시장을 주도하는 서비스 기업들이

- 스마트 카드 인증 장치 애플릿 SW(JavaCard)

FIDO 연합체에 참여하고 있어 FIDO 기술 시장의 빠른 확대 기대

• 스마트 와치 인증 장치 기술
- FIDO UAF 1.0 규격의 Authenticator 라이브러리 SW(Android)
- 스마트 와치 통신 인터페이스 모듈 SW(Android)

4 기대효과

- 스마트 와치 인증 장치 앱 SW(AndroidWear)

기술 도입 효과
▷ 기술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표준화 및 특허

• 강력한 인증, 변경 없는 서버(도입 비용 최소화)

▷ 표준화 동향

- 보안에 취약한 패스워드를 대체하는 공개키 기반의 인증으로 강력한

• FIDO Alliance
- 패스워드 대체를 목표로 편리하고 안전한 사용자 인증 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는 글로벌 연합체. 현재 구글, MS, 퀄컴 등 IT 기업과 비자, 마
스터, 페이팔 등 금융 및 전자상거래 업체를 포함해 전세계 175 개 회
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ETRI

보안을 제공하며, 기존 FIDO 인증 서버의 변경 없이 인증 장치의 수
용이 가능함
• 새로운 가치 부여(제품 경쟁력 강화)
- 신분증, 신용카드, 스마트와치에 강력한 인증 기능이라는 새로운 가치
를 부여하여 기존 제품의 활용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등이 활동 중

▷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등록)번호

출원
(등록)
년도

출원

보안 도우미 서비스 제공장치 및
서비스 제공방법

한국
미국

2013-0137901

2013.11.13

출원

IC 카드를 인증 매체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 장치 및 시스템

한국
미국

2014-0065285

2014.05.29

• 간편 인증, 간편 결제(신규 고객 확보)
- 사용자가 소지한 장치를 통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인증 및 결제 서비스
를 제공하여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신규 고객 확보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온-오프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
- 패스워드 대신, 카드 또는 와치를 통한 간편결제 인증
- 바이오 정보와 함께 멀티 팩터 인증 요소로 활용
• 다양한 인증 서비스
- 온라인 로그인, 추가 인증 서비스
- 오프라인 출입통제, 본인 확인 서비스
- O2O(Online to Offline) 체크인 서비스
- 기타 다양한 서비스에 필요한 사용자 인증을 편리하게 수행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 세계 모바일결제 시장규모는 '13년 2,230억달러에서 '15년 6,910억
달러로 성장, '17년에는 1조 4,760억달러로 급격한 성장 예상
(자료: 비즈니스 인사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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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통역연구실

1-17. 서버형 여행용 한/영 자동통역 기술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
• 여행상황에서 모국어를 사용하여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여행용 한/영 자동통역 기술
▶ 기술의 구성도
• 한국어 음성인식, 영어 음성인식, 한영/영한 언어번역기술 등 여
러 기술요소로 구성된 복합기술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세계화의 가속화로 국가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언어 간 장
벽을 허무는 자동통번역 기술의 확보가 국가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됨
• 세계화 및 국제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으로 인해 서로 다른 언어권
사람들간의 대화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
한 실시간, 온라인 대화를 필요로 하는 개인 및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 기술의 상세 사양
항목

내용

비고

대상언어

한국어, 영어

원어민 발성 대상

입력

대화체 연속 음성

16KHz, 16bit

출력

번역 문장

-

인터페이스

입출력 API

API 및 예제 코드 제공

기술형상

서버형

네트워크상 서비스용

이전형태

소프트웨어/오브젝트코드

-

단어사전

한국어: 20만 단어;
영어: 10만 단어 이상

-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자동통역서비스가 필요한 여행영역에 특화되어 이에 대한 실용화 성

• 구글(Google)은 2012년 14개국 다국어를 대상으로 원격 서버기반 자

능 확보
• API규격 및 활용예제 코드 제공으로 용도별 클라이언트 응용프로그
램 개발 용이
• ‘지니톡’ 대국민 시범서비스 실시를 통하여 시스템 안정성 및 활용성 확
인내용 작성

동통역서비스 실시 계획을 천명하고, 현재 ‘구글 트랜스레이터’로 본격
적인 자동통역서비스를 제공
• 2014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MS)는 화상통화 서비스인 스카이프 통
화내용을 통역해주는 '스카이프 트랜슬레이터(Skype Translator)' 서
비스를 공개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한 점
경쟁기술

Google 한영 자동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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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술의 우수성
• 여행영역 한영 자동통역 성공율 우위(ETRI 자체 평가
10% 이상)
• 통역이 크게 요구되는 여행상황에 특화

기술의 완성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기술개발 완료시기 및 완성도

▷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 2014년 12월 개발 완료

• 관련 제품/서비스의 국내외 시장규모

• 시제품 수준: 응용분야에 대한 특화 작업으로 상용 성능 확보 가능

구분

▷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자동번역 SW 패키지
및 서버 시장

• 서버형 여행상황 한/영 자동통역 엔진 라이브러리
• 서버형 여행상황 한/영 자동통역 엔진 API규격
• 서버형 여행상황 한/영 자동통역 엔진 API 사용방법 샘플 코드내용 작성

시장

2015년

2016년

해외

1,403.2

1,768.6

국내

336.8

424.5

※ 출처: (국외) WinterGreen Research Inc. 2011년 보고서(국내) 전세계 시장의 2%로 추정

• 기술문서(라이브러리 안내서, 시험절차서)
▷ 국내외 주요 사업자 및 시장동향
• 자동통역 기술은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실용화 추진 단계로 진입

표준화 및 특허

• 구글은 14개국 다국어를 대상으로 자사 포털 기반 ‘구글 트랜스레이터’

▷ 표준화 동향
• 2007년 3월 발족한 APT ASTAP 산하 표준 전문가그룹 Speech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xpert Group(SNLPEG)의 작업을 기
반으로 최근, ITU&T 및 ISO에서 자동통역 모듈 연동 규격 및 UI 표준
직업 진행

• 일본 NTT DoComo는 NICT의 기술을 기반으로 토쿄지역 중심 일-영,
일-중 자동통역 서비스 실시
•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10여 개 주요언어 대상 통역 기능 지원
• 시스트란인터내셔널은 제주도 등 지역 여행자를 위한 자동통역서비스

▷ 보유 특허

실시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등록)번호

출원
(등록)
년도

출원

구단위 번역 지식 학습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장치

한국

2010-0099547

2012

출원

모바일 자동통역기를 위한
음성인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국

2012-0035126

2010

출원/
등록구분

로 본격적인 자동통역서비스를 제공

4 기대효과
기술 도입 효과
▷ 기술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 제품/서비스의 세계시장 공략으로 매출 신장
•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경비 절감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다국어 양방향 자동통역 서비스

• 다국어 자동통역 기반 제품/서비스 신규 시장 진출
▷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 여행/관광분야 대화형 다국어 음성정보서비스
• 음성 기반 다국어 자동 응답 서비스
• 외국어 교육지원 응용서비스
• 멀티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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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마이닝연구실 이충희

1-18. 한국어 텍스트 문맥 기반 주제분류기술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
• 한국어 텍스트 문서를 입력 받아 언어분석을 통해 문맥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기 정의된 범주를 자동으로 할당하는 기술
▶ 기술의 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매일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문서를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거의 불
가함
• 뉴스와 같은 정형화된 문서 이외에도 게시판 형식의 사용자의 불만이나
문의를 처리하는 고객의 소리, 즉 VOC(Voice-of-customer)와 관련된
콘텐츠도 다양한 분야와 창구를 통해 수집되고 있는 실정임
• 본 기술은 Conditional Random Fields 및 Support Vector Machine

• 기존의 평면적 계층 구조에 분류하는 것과 다르게 다중(multi label) 범
주에 대해서 자동 분류를 수행
• 한국어 형태소 분석 기술과 개체명 기술을 포함한 고차원 언어분석 기
술을 활용하여 문맥을 파악함으로써 전문 콘텐츠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분석 정보를 이용
• 다양한 장르(뉴스, 블로그, 게시판)의 문서의 특징에 적합한 자질을 선
정함으로써 타 분야로의 이식 확장이 용이
▷ 기술의 상세 사양
• OS: 윈도우, 리눅스
• 프로그래밍언어: C++

등의 최신 기계 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어 텍스트를 문맥에 기반하
여 기 정의된 분류 체계에 맞게 자동 분류함
• 본 기술은 고차원 언어분석을 통한 문맥 기반하여 분류함으로써 자동
분류 성능을 향상시킴
• 한국어의 문맥에 기반한 문서 자동분류 기술을 업체에 이전함으로써 웹
문서 콘텐츠 서비스 및 정보 관리 서비스(IMS: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 지식 관리 서비스(KMS: Knolwedge Management
Service) 기술들의 산업화에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문서 자동 분류는 다양한 업체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실용적인 측면과
성능 면에서 문제가 있어 상용화를 위해 실제 제품으로는 개발이 진행
되지 못하고 있음
• 웹 문서와 같이 자유로운 형식의 문서집합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은 전
무한 실정임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한 점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문서 자동 분류

• 최신 기계 학습 모델(Conditional Random Fields 및 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높은 성능 보유
• 기존의 평면적 계층 구조에 분류하는 것과 다르게 다중(multi label)
범주에 대해서 자동 분류를 수행
• 한국어 형태소 분석 기술과 개체명 기술을 포함한 고차원 언어분석 기
술을 활용하여 문맥을 파악함으로써 전문 콘텐츠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분석 정보를 이용
• 다양한 장르(뉴스, 블로그, 게시판)의 문서의 특징에 적합한 자질을 선
정함으로써 타 분야로의 높은 이식성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한국어 텍스트 문서의 제목, 태그, 사용자 범주, 본문 등의 다양한 정보
를 이용하고 차후 필요한 정보는 추가 및 weighting을 지정하여 적용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적화 가능
• 최신 기계 학습 모델(Conditional Random Fields 및 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한국어 자동 분류를 수행함으로써 높은 성능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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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주요 사업자 및 시장동향

기술의 완성도

• 세계 주도 벤더 현황

▷ 기술개발 완료시기 및 완성도

- 문서 자동 분류 기술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서 세계주도 벤더

• 기본엔진 제작완료: 2015년 2월

는 존재하지 않음

• 완성도: 시제품 수준

- 일반 야후나 구글 등의 기업에서 자사의 솔루션(예, 검색 포털)을 위한

• 기술이전 분야 최적화: 6개월~1년

부수 모듈 혹은 보조 기술로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음

▷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 국내 주도 벤더 현황

• 기술이전 내용
- 고정밀 언어처리 기술: 한국어 문맥을 이해하기 위하 형태소 분석, 개

- 문서 자동 분류 기술은 국내 시장 역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문서 분류 기술 자체에 대한 기술은 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코

체명 인식 등을 포함하는 한국어 분석 기술
- 문맥 기반 주제 분류 엔진: 입력 문서의 문맥을 파악하여 기 정의된 주

리아와이즈넛, ㈜시맨틱스 사와 같은 검색 기술 개발 업체 혹은 포털
업체에서 분류 기술을 이용하는 제품을 연구하고 있음

제 분류 체계 중 가장 적합한 주제를 자동으로 할당하는 기술
• 기술이전 범위
- 문맥 기반 주제 분류 엔진 API

4 기대효과

- 주제 분류 학습 엔진
- 문맥 기반 주제 분류 매뉴얼

기술 도입 효과
▷ 기술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 텍스트 콘텐츠 분석/정보관리 시장 진출 및 해외기술 대체

표준화 및 특허
▷ 표준화 동향
• 관련 동향 없음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등록)번호

출원
(등록)
년도

출원

미등록어 자동 추출에
기반한 형태소 사전 구축
시스템 및 방법

한국

10-2014-0156951

2014-11-12

출원

고객 응대 서비스 장치 및 방법

한국

10-2014-0161815

2014-11-19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관련 제품/서비스
- 문서 자동 분류 제품은 문서 분류 자체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보다는
주로 인텔리전트 검색 및 질의 응답 시스템 등에 중요 모듈로 사용됨
• 예상 제품/서비스 및 수요자
예상 제품/서비스

예상 수요자

웹 검색 및 서비스,
질의응답

웹 검색 및 서비스, 질의응답, 정보추출과 관련된 업체, 포털 업체

문맥 맞춤 광고 서비스

인터넷, 모바일 광고 업체

VOC 자동 분류,
기업문서관리

기업의사결정을 위한 Business Intelligence Platform 서비스 업체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제품/
서비스
Search and
Content
Analytics

(단위: 백만불, 억원)

시장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해외

3,824

4,220

4,669

5,152

5,667

23,532

국내

1,910

2,110

2,340

2,580

2,830

11,770

※ 출처: IDC, “Worldwide Search and Content Analytics 2014–2018 Forecast and 2013 Vendor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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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BotTracker(웹기반 게임봇 탐지 및 대응 솔루션)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
• 온라인 게임의 게임 속성 및 게이머의 플레이 패턴을 분석하여 게임봇을 탐지하고 게임봇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 게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게임봇과 인과 관계 높은 속성 9종 및 플레이 유형 18종 이상 분류 가능
- 3,000명 규모 게임 서버에서 매시간 주기 매시간 누적 데이터에 대한 게임봇 탐지 기술
- 일정한 패턴의 게임봇 검출 성공률 90% 이상의 규칙기반 게임봇 검출 기술
▶ 기술의 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기술의 상세 사양

110│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및 완성도
• 개발완료: 2015.03
• 시범적용: 엠게임 “나이트온라인”, “홀릭2”
▷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 게임로그 속성 분석 시스템
- 비정형 텍스트 형식의 로그 지원 / 빅데이터 기반 게임 로그 속성 추
출 및 데이터 전처리
- 연관 분석을 통한 사용자 특징을 나타내는 게임 속성 추출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 게임봇 패턴 분석 모듈
- 게임 데이터 특화 특징 추출 및 패턴 학습 전처리

(단위: 백만원)

구분

현재

현재+3년

현재+6년

세계 시장 규모

48,400

81,600

137,500

한국 시장 규모

15,500

26,200

44,200

출 규칙 자동 추출

수출 규모

2,000

3,300

5,670

• 게임봇 자동검출 시스템

수입 규모

150

252

425

- 빅데이터 및 노이즈에 강인한 학습 / 런타임 패턴 인식 및 게임봇 검

- 게임봇 검출 규칙을 생성하기 위한 사용자 편의 UI 지원

▷ 국내외 주요 사업자 및 시장동향

-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 일정 주기마다 게임봇 실시간 판정

• 게임봇 등 게임 해킹의 증가 및 기법이 고도화 되고 있음
- 게임의 방법을 변경하는 메모리 데이터 변조 공격과 비정상 호출 방식 성행

• 게임봇 모니터링 시스템
- 게임맵에 게임봇의 위치 표현을 통한 인포그래픽스 모니터링

- 코드변조 방식은 게임 보안솔루션을 통해 방어도 가능하지만, 수시로
변하는 데이터변조는 솔루션만으론 방어하기가 어려움

- 시간 흐름에 따른 게임봇 위치 취적 기능

• 게임 해킹 대상의 다양화

- 게임로그 분석을 통한 게임봇 관련 게임 통계 제공

- 온라인 게임 계정을 탈취하는 ‘온라인 게임 핵’과 같은 악성코드 피해 급증
- 소셜네트워크게임, 웹게임 등 게임 장르의 다양화로 인하여 대형 게

표준화 및 특허

임 위주의 게임 해킹에서 다양한 장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게임 해

국제
출원
(6건)

국내
출원
(17건)

•Online Game Packet Generation Method for Effective Illegal
User Detection(일본, 2013-114556)
•Online Game Packet Generation Method for Effective Illegal
User Detection(미국, 13/906886)
•The Method for game map building based on online game
play data(미국, 13/953199)
•System and Apparatus of Attribute and Characteristics Analysis in Online Game Environment for Game Bot Detection(미
국, 14/098150)
•The Method for GAMEBOT DETECTION Based on Profit
Ratio(미국, 14/598513)
•GAME BOT DETECTION APPARATUS AND METHOD(미국,
14/615688)

2013.05.30

•효과적인 부정 사용자 검출을 위한 온라인 게임 패킷 생성 방법 및
장치(2012-0057979)
•게임 로그 데이터를 통한 맵 정보 생성 장치 및 방법(20120139492)
•게임 상황 모니터링 장치 및 방법(2013-0082987)
•게임에서의 부정 사용자 검출을 위한 특성 분석 방법 및 시스템
(2013-0020959)
•게임 봇 탐지 방법 및 장치(2013-0028808)
•온라인게임 지역 기반의 게임 내 재화 모니터링 방법(20130126186)
•게임봇 계정 검출 방법 및 장치(2014-0010632)
•게임봇 검출 장치 및 방법(2014-0014889)
•온라인 게임의 유저 이탈 분석을 위한 게임 모니터링 장치 및 방법
(2014-0035721)
•온라인 게임 로그 데이터를 이용한 게임봇 검출 방법(20140038767)
•가상 공동 체감형 관람 시스템(2014-0042500)
•온라인 게임의 모니터링을 위한 게임 지도 기반 3D 통계 정보 생성
장치 및 방법(2014-0056944)
•게임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한 게임 관제 방법(20150007876)
•온라인 게임 로그 데이터를 이용한 게임봇 검출 규칙 검증 방법
(2015-0013954)
•연주 패턴 분석 및 맞춤형 트레이닝 게임 제공 방법(20150023770)
•동작 인식 기반의 서바이벌 게임 장치(2015-0034381)
•온라인 게임 로그 데이터를 이용한 게임봇 검출 규칙 검증 방법
(2015-0013954)

2012.05.31

2013.05.31

킹 기법 성행
• 게임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 필요

2013.07.29

- 대형 게임 퍼블리셔의 이용자 계정 해킹 사고 등으로 인하여 클라이

2013.12.05

언트 보안 뿐만 아니라 서버 보안 및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

2015.01.16

- 대형 퍼블리셔 및 개발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안에 대한 인력 및 기술 확보

2015.02.06

2012.12.04
2013.01.30
2013.02.27
2013.03.18
2013.10.22
2014.01.28
2014.02.10
2014.03.27
2014.04.01
2014.04.09
2014.05.13
2015.01.16
2015.01.29
2015.02.17
2015.03.12
2015.01.29

4 기대효과
기술 도입 효과
▷ 기술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 온라인 게임 업계가 게임봇에 대응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막대한 시간
적ㆍ금전적 자원을 절약하여 게임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개선에 집중
할 수 있음
• 게임봇 침투에 따른 아이템 및 콘텐츠의 과도한 소모로 게임 라이프사
이클이 짧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콘텐츠 서비스 수명 확대 및 업계 매
출 증대 기대
- 자동화된 게임봇 관리로 게임서비스 관리 인건비 대폭 축소 가능
- MMORPG 게임의 경우 개발 비용은 200억~400억이 필요하며, 출
시 후 패치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비용 발생, 게임봇 방지를 통한 라이
프사이클 보장이 중요
• 쾌적한 게임환경 제공으로 게임의 서비스 질적 향상
- 게임사용자 확보로 매출증대 효과 발생
▷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 빠른 속도로 지능화되고 있는 게임봇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게
임봇 탐지 및 대응 관련 선도 기술 확보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제품명: BotTracker(게임봇 검출/대응 통합 솔루션)

• 중ㆍ소규모 게임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게임봇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독자적 기술 확보
• 기술 집약적인 게임봇 대응 전문 업체 설립을 통해 국내•외 신시장 개
척이 가능하며, 세계 선도적인 입지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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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DNP3 기반 제어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어플라이언스 기술
기술의 개념
▶ 기술의 개념
• 본 기술은 주요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제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목표로 하는 산업용 네트워크 보안기술에 관한 것임
• 본 기술은 대표적인 제어 프로토콜인 DNP3 분석 기반의 제어시스템 인트라넷 부정접근을 방지하는 기술임

1 개발기술의 주요 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본 기술은 주요기반시설 제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어시스템 인트라넷의 세부영역별 또는 제어기 수준 단위의
DNP3 방화벽 기술을 제공하며, 이는 산업제어시스템의 부정접근방지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기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제어기와의 통신 시 통신계층(L2~L7) 단위의 다단계 다중 필터 구조

• (가용성) 고의적인 행위뿐 아니라 비고의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는 여러
행위에 대한 부정접근방지를 효율적으로 제공함
• (효율성) DNP3 프로토콜에 특화된 부정접근방지 기능을 제공함
• (기능 확장성) 산업용 제어시스템 부정접근방지 플랫폼을 제공함

• 제어프로토콜 헤더 및 데이터 기반의 비정상 트래픽 패턴 탐지 기능
- DNP3 프로토콜 계층별 필드 조작 여부 분석을 통한 서비스 거부 행
위 탐지
- DNP3 명령어 패턴 분석을 통한 패킷 위변조 등의 injection 공격 탐지

• (품질보증) SW 검증을 통한 안정성, 보안성 국제표준 규격을 준용함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세부내용

▷ 기술개발 완료시기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단계: (5)단계

• DNP3 프로토콜 기반의 비인가 명령어 접근제어 기술

• 기술개발 완료에 따른 판매 가능 시기: 2015년 중반

• DNP3 프로토콜 통신 계층별 필드 유효성 검증 기술

▷ 기술이전 범위

- DNP3 계층별 유효 필드 값 분석을 통한 프로토콜 이상탐지 기술 제공

• Function code 기반의 비인가 명령어 접근제어 기술

• DNP3 메시지 송수신 행위 분석에 기반한 비정상 트래픽 탐지 기술

• 제어 프로토콜 이상탐지(Sanity Check) 기술

• 부정접근방지 정책관리 기술

• 서비스거부공격 대응을 위한 비정상 제어트래픽 탐지 기술
•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 부정접근방지 정책 관리 기술
• 기타 기술문서들 및 소스 코드
- IndusCAP-DNP3 요구사항 정의서
- IndusCAP 시스템 설계서(DNP3 부분)
- IndusCAP-Gate 시스템 상세설계서(DNP3 부분)
- IndusCAP-DNP3 시험계획 절차서
- IndusCAP-DNP3 시험결과보고서
- DNP3 접근제어 및 비정상트래픽 탐지 라이브러리 C Source Code

표준화 및 특허
▷ 보유 특허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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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등록)
년도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DNP3 프로토콜 상의
비정상 트래픽 탐지 방법

한국

2014년

출원

Abnormal Traffic Detection
Method on DNP3 Transactions

미국

2015년

출원

산업제어 시스템의 부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및 그 방법

한국

2013-0071138

2013년

출원

스카다 네트워크에서의
접근 제어 장치 및 그 방법

한국

2013-0068861

2013년

출원(등록)번호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2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시장은 제어시스템에 특화된 전문보안기업들이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높음(국외)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국내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시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제품이 전
무하며 외산 제품 의존도가 높음(국내)

▷ 기술이 적용되는 산업분야

3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제어시스템을 사용하는 국내 주요기반시설 현황 ]

• 해당 기술의 수명주기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시장 초과수익 달성 가능
• 외산 선도제품을 대체함으로써 무역역조 해소 가능
• 제어시스템의 보안사고에 대한 비용지불 절감 가능
[ 예상 국내외 시장 규모 ]

(단위: 백만불, 억원)

[ 예상 국내외 시장 점유율 ]

[ 해외 산업별 제어시스템 시장현황 분포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세계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시장은 평균 10.4% 정도의 성장률을 보
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26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시장은 2009년 652억원 수준에서 2018
(단위: %)

년 2,49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예상 국내외 시장 매출액 ]

[ 세계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시장 전망 ]

(단위: 백만달러)

[ 국내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시장 전망 ]

(단위: 백만불, 억원)

※ 참고자료: ICS Cyber Security Worldwide Outlook(ARC2012)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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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보안연구실 전용성

1-21. MTM기반 스마트 단말 보안 기술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
• 인증, 지불ㆍ결제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스마트 단말 환경에서 스마트 단말의 정보유출 방지 및 비인
가된 사용자의 불법접근을 차단하는 MTM기반 보안 핵심 기술 개발
㈜ MTM(Mobile Trusted Module):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장착되어 스팸, 해킹 등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모바일용 정보보안기술로서 사용자 인증을
비롯해 플랫폼인증, 기기인증, 데이터 보호 등 보안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TCG 표준 모바일 보안 하드웨어

▶ 기술의 구성도

1 기술 개요

▷ 기술의 상세 사양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스마트 서비스 환경에서 스마트 단말 보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스마
트 서비스용 모바일 환경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모바일 악성코드 등 새
로운 모바일 위협의 확대가 예상됨
• 스마트 단말 중심의 서비스 확대와 보안 위협의 증대는 기존 S/W기반
의 보안 솔루션으로는 한계가 있음
• 특히,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 등장과 시장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방
형 플랫폼이 주요 해킹의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스마트 단말 보안 플랫폼 기술 개발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됨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국내 스마트 단말용 보안 기술은 안티 바이러스, 방화벽 기능, 다바이스
잠금 기능 등과 같은 단품형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MDM으로 스마
트 단말을 제어하는 비교적 초기 단계의 기술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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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의 경우, ARM(TrustZone), Intel, Global Platform 등에서 하드
웨어 기반의 스마트 단말용 보안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안전한 스마트 단말 서비스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인프
라에 대한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개방형 스마트 단말 환경에서, 모바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최고 수준
의 안전성 제공
• 악의적 수단(악성코드, 해킹 등)에 의한 스마트 단말의 개인정보 유
출 방지 및 모바일 백신으로 탐지가 어려운 시스템 레벨의 Rootkit/
Bootkit 공격 방어로 침해 확산 방지 제공
• 스마트 단말을 위한 H/W 기반의 보안 기술 개발과 스마트 단말 보안 플
랫폼 중심의 에코 시스템 구축 및 공격적 시장 선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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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 TrustZone 기술 >
< MTM 기반 보안 기술 >
• 메인 프로세서 내에 일반실행환경과 보안실행 • 스마트 단말에 별도로 장착하여 단말의 보안
환경의 두 개의 분리된 실행환경을 제공
기능을 담당
- 보안을 위한 완벽한 해결방안이라기 보다는
- 보안을 위한 완벽한 해결방안 제공
하드웨어 기반의 구조 확장
- 기술 종속 없이, 국가차원의 독립적인 보안
- ARM사의 프로세서에 내장된 기술로, 특정
기능 구현 가능
벤더에 기술의 종속 발생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세부기술

완료시기

보안기능 추상화 및 미들웨어 관리 기술

2015년 중반

암호 및 컨텍스트 관리 기술

2015년 중반

단말 무결성 측정 및 검증 기술

2015년 중반

MTM 및 보안서비스 실행엔진 기술

2015년 중반

MTM 암호 및 저장관리 기술

2015년 중반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인터넷 보안: 스마트 모바일 단말 환경에서 악성코드 실행 방지, 악성코
드 확산 방지 등의 기능을 탑재하여 사용
• 구매,지불: 신뢰보안모듈을 모바일 단말에 탑재하여 구매, 지불시 사용
• 기업보안: 모바일 오피스 환경 및 원격 근무 환경에서 각종 전자결제와
이메일 등을 위한 사용자 인증 수단으로 사용
• 교육, 자산관리: 맞춤형 원격 교육, 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한 인증, 개인

▷ 기술이전 범위

정보 유출 방지 등에 활용

• 보안기능 추상화 및 미들웨어 관리 기술
- 보안정책 및 미들웨어 설정/관리 기능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보안 응용 서비스 지원 기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보안 기능 추상화 API 제공 기능

• 2014, 2015년의 세계시장 매출액은 연평균 성장률 23.6%를 적용하

• 암호 및 컨텍스트 관리 기술

여 추정(Gartner 2009.11)

- MTM Internal Key 기반 데이터 암/복호화 지원 기능

• 2011~2015년 국내 스마트 단말 시장 매출액은 디지털타임즈(ROA

- MTM 보안기능 사용을 위한 컨텍스트(세션연결) 관리 기능

자료인용)의 2010년 국내 스마트 단말 판매대수에 세계시장 성장률

- MTM 동시 접근 제어용 미들웨어 기능

을 가정, 대당 가격은 $320(Canalys 2008), 1달러당 1,100원 적용

• 단말 무결성 측정 및 검증 기술

• 국내 모바일 시장규모는 세계 보안시장 대비 모바일 보안시장 비율을

- 단말 무결성 측정 및 검증 기능
- 무결성 검증 정보 통신 및 제어 기능

국내 보안시장에 적용하여 추정(IDC Worldwide Mobile Security

- 무결성 측정 및 검증 구조 관리 기능

2009-2013 Forecast and Analysis)

• MTM 및 보안서비스 실행엔진 기술
- 메시지 관리 기능
- MTM 실행엔진 기능
- 보안서비스 실행엔진 기능
• MTM 암호 및 저장관리 기술
- MTM용 암호 알고리즘 기능: 공개키/대칭키 암호, 해쉬함수 등
- MTM용 저장관리 기능
[ 국내 ]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Trusted Computing Group(TCG)
- 하드웨어기반의 신뢰컴퓨팅 및 보안기술에 대한 산업 표준을 개발, 정
의 및 활성화하는 국제 산업 표준 단체
- Trusted Platform Module(TPM)을 포함한 PC Client, Mobile Platform 등 10개의 워킹 그룹으로 나누어 표준화 진행
- 현재, TPM Main Spec. v1.2, MTM(Mobile Trusted Module)
Spec. v1.0 등이 공개

[ 국외 ]

4 기대효과

• ISO/IEC 국제 표준화 기구에도 TPM v1.2 규격이 공개됨

기술 도입 효과

- ISO/IEC 11889 Part 1-4(2009)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등록)번호

출원
(등록)
년도

출원

Secure Execution Method
and Apparatus for Protecting
Privacy on Mobile Devices

미국

13/846780

2013.03.18

출원

Secure Storage and
Management Method for
USIM data based on MTM

미국

13/904664

2013.05.29

출원

신뢰 보안 플랫폼 모듈(MTM)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인증 및 관리 방법

한국

10-20130125490

2013.10.21

출원

MTM기반 서비스
보안장치 및 방법

한국

10-20130159315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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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이차원 영상을 삼차원 입체영상으로 변환하는 기술
기술의 개념
▶ 기술의 개념
• 2D 영상으로 양안 입체 3D 영상으로 변환하는 기술

1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특장점)
• 노드기반 직관적 입체 영상 변환 툴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입체 영상 제작을 위한 AfterEffect, Nuke등의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합성 툴에 기능을 활용하여 제작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작에 어려움
• 본 기술은 입체 변환 전용 툴임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기술의 세부내용
▷ SIGN(Stereoscopic Image Generation Nodal Pipeline)
• 로토 임포팅 및 깊이 맵 편집 기능
• 양안 렌더링 및 홀 채움 기능, 양안 생성 및 저장

• One stop 으로 2D 영상을 입체 양안 영상으로 생성 가능
• 비용 기존대비 ¼로 감소 효과
경쟁기술
NUKE

AfterEffect

본 기술의 우수성
• 로토스코핑에서 부터 깊이맵 편집, 홀채움 등을 단일 툴에서 입체 생성 가능
• 노드 기반 파이프라인 형태로 구현되어 직관적 인터페이스 제공
• 깊이 감을 사용자 원하는대로 편집 가능
• 쉽고 빠른 입체 영상 변환 제공
• 저품질에서 고품질까지 고객의 비용에 따라 영상 생성 가능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 본 기술은 2015년 중반 기술 개발 완료 예정임
▷ Rotoscoping Tool
• 객체 분리 및 추적 기능
• 레이어 저장 및 편집 기능

▷ 기술이전 범위
• 객체 분리 및 추적 편집 SW
- 초기 객체를 수작업으로 Spline 형태의 커브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지정해주면 프레임 별로 추적 및 편집 가능한 SW
- 분리된 객체는 layer로 관리
• SIGN(stereoscopic image generation nodal pipeline) SW
- 객체별 깊이 맵 편집 기능
- 객체별 로토스코핑 편집 기능
- 깊이맵 기반 입체 양안 렌더링 기능
- 홀 채움 및 편집 기능
- 자동 깊이맵 생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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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방송급에서 영화급까지 고품질 입체 영상 변환 서비스
- 2K full HD 영상에서 4K 영상 변환까지 지원
• 웹기반 자동 입체 3D 변환 서비스
- 웹에서 사용자가 2D영상을 올릴 경우 3D 양안 입체로 변환해주는
서비스
• 무안경 다시점 모니터에 사용될 입체 변환 서비스
- 3D 양안뿐만 아니라 다시점 영상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시점대로 생
성할 수 있음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국내외 입체 3D 콘텐츠 시장 규모
[표 1] 국내외 3D 시장규모(2012~2018)
구분

현재

현재+3년

현재+6년

세계 시장 규모

100,421,039

119,197,324

133,657,512

한국 시장 규모

1,236,200

1,432,300

1,659,400

수출 규모

28,600

31,070

33,754

수입 규모

61,726

53,932

47,122

(단위: 백만원)
<출처 및 근거>
- 세계 시장 규모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미디어산업 현황 분석 및 전망(2011.11.04)
- 한국시장 규모 및 수출 규모
: 영화진흥위원회, 2011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현재+3년, 현재+6년 예상치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5.03%를 적
용하여 추정하였음
- 수출규모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년 콘텐츠산업 전망 II편-세부 산업편, 현재+3년, 현재+6년 예상치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
율 2.80%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 수입규모
: 영화진흥위원회, 2011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매출액 대비 영화 판권료 평균비율을 10%로 적용하여 추정, 현재+3년,
현재+6년 예상치는 2011년 현재 외국영화의 매출액 증감률 -4.4%를 적용하여 추정

3 기대효과
기술 도입 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상용 SW의 사용시 툴간 결과물을 옮겨서 작업해야 하는 번거로움
- pipeline 툴을 이용하여 최종 결과물까지 입체 3D 양안 영상을 확인
하고 제작할 수 있음
• 기존 상용 SW 대비 비용 절감
- 본 기술을 사용하여 2D 영상을 3D 양안 영상으로 제작하는데 기존 대
비 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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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DB-CALL 기반 지능형 영어학습 시스템(지니튜터)
기술의 개념
▶ 기술의 개념
•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어 말하기 연습을 수행하며, 영어 표현 학습, 문법 및 발음 교정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음성언어기술 기반 영어 학
습 서비스

1 개발기술의 주요 내용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기술의 세부내용

• 2015년 중반 완료 예정

• 영어학습 요소 중 말하기 학습에 중점을 둠
• 발음 클리닉(pronunciation clinic) 및 표현/대화 학습(think & talk,
look & talk)으로 구성
분류

발음
클리닉

표현/
대화 학습

개요

('14년 12월)
• 이미 음성인식 요소기술을 이용한 영어학습 서비스 상용화 성공

음성인식/대화처리
핵심 기술

특징

• 영어 발음 중 한국
인이 취약한 발음
에 대한 훈련

• 발음 정확도 측정,
feedback

• 기존 유사 서비스 대비
발음 평가의 신뢰도 향상
(한국인 영어 발음 특성 반영)

• 영어로 의사표현
하기
• 토익, 토플 등
말하기 시험 대비

• 다양한 영어 표현 학습
• 발화 내용의 충실도 평가
• 문법 오류 자동 검출 및
문장 추천
• 사용자 발화의 유창성 측정

• 기존 유사 서비스 없음
(세계 최초)
※ 기술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현
재까지 상용 서비스 시스템이
없는 상태임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세계 최초 대화음성인터페이스에 의한 영어 학습 서비스 시스템 개발
• 음성인식 및 이해, 대화처리 기술을 영어 말하기 학습에 적용, 컴퓨터
를 통한 영어 학습이 가능
• 학습자의 발성을 이해하고 발음, 문법 등 오류에 대한 교육적 feedback
제공
▷ 기존의 유사 서비스의 경우, 음성인식을 이용한 간단한 발음평가 수준
에 머무르고 있으며, feedback 기술 및 대화처리 기술 등은 기술 난이
도가 높아 상용서비스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 2013년 출연연 창조경제 우수성과 10선, ETRI 대표성과 1위 선정
▷ 세계 최고수준의 음성인식 원천기술 및 한국인의 영어 발화 특성에 최
적화된 음성분석/인식 기술 적용
▷ 외국어 교육용 문법 오류 자동 검출 및 교정 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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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교육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일반인 대상 시범서비스 추진 예정

- GnB스마트 잉글리시(㈜GnB교육), 호두잉글리시/클루빌(㈜NC소프
트 / ㈜청담어학원)
- 본 상용화 사례는 음성인식 기술만 적용, 대화처리 기술은 미적용

▷ 기술이전 범위

[ 음성인식 세계시장 규모: 2011년 $46.9 billion, 2017년 $113.2 billion 예상 ]

• 영어학습용 음성인식 엔진 및 대화처리 엔진
• 영어학습 콘텐츠 개발을 위한 도구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ISO JTC1 SC36 WG4 표준화 추진 중(Language Education based
onSpeech / NLP technology)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등록)번호

출원
(등록)
년도

출원

Conversation management
system and method thereof

PCT,
한국

PCT/
KR2013/000408

201301-18

출원

Method for understanding voice
language based on statistical
analysis

PCT,
한국

PCT/
KR2013/008092

201309-05

등록

계층적 대화 태스크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이중 대화관리 기반
음성대화시스템

미국

13/849853

201303-25

(출처: BBC research)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음성인식기술을 이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 솔루션의 초기 단계(음성인
식을 이용한 발음평가) 상용 제품 출시(로제타스톤, 피어슨, GnB스마
트잉글리시 등)

3 기대효과

2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대화형 영어 말하기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의해 영어 교
육 시장 확대 및 신규 수요 창출
•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영어교육 수요가 높은 해외 시
장 진출 가능
• 공교육 및 사교육의 원어민 교사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거나 보조 학습
도구로 활용 가능함으로써 기존 영어 학습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본 서비스의 원천기술인 ‘대화형 음성인터페이스 기술’은 스마트폰, 스
마트카, 스마트TV 등 정보기기의 인터페이스 핵심기술로 활용 가능하
므로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 시장 창출 가능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언어학습 세계시장 규모: 2011년 $58.2 billion ]

(출처: Ambient Insight Premium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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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웨어러블 제스처 기술
기술의 개념
▶ 기술의 개념
• 생체신호 기반의 손가락 움직임 인식 기술
- 손가락의 움직임을 인식하기 위해 손목 부근의 손가락 힘줄(Finger Flexor Tendons) 변화를 광센서로 센싱하여 제스처로 인식
- 손가락 움직임을 직접 제스처로 사용하거나 모션센서 기반의 사용자 움직임 인식을 위한 제스처 세그멘테이션으로 사용

1 개발기술의 주요 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특장점)
• 웨어러블 환경에 적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
- 기존 모션 인식 장치는 키넥트 센서와 같이 주로 카메라를 기반으
로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카메라 위치에 따라 인식 범위
가 제한됨
- 이동 중이나 다른 활동 중에도 사용 가능한 웨어러블 제스처 인터페
이스 장치
• 손목 착용 시 착탈의 편의성 제공
- 쉽게 구부러지고 펴지는 특성이 있어 기존 손목 착용형 장치에 비해
착탈이 편리
• 외부 환경 변화에 강인하고 인식률이 높음
- 사용자의 착용 습관이나 개인차에 따른 인식률 저하를 최소화

• HW
- IR Optic sensor & IR emitter array
- 9-axis IMU Sensor
- MSP430 F54xx(12MHz)
- Bluetooth module
- Battery(480mAh – 4시간 동작)
- LED(Feedback)
- 센싱범위: 1cmX3cm

기술의 세부내용
• 손가락 움직임 검출 기술 및 센서 개발
- 모바일/웨어러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움직임 노이즈에 안
정적인 손가락 움직임 검출 기술 개발
- 손가락 움직임에 따른 의미있는 생체신호 획득을 위한 적외선 발광
부 및 수광부
• 손가락 움직임 인식 경량 엔진(Press, Release, Click)
• 저전력 구조의 손목 착용형 장치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Thalmic Labs사의 MYO는 사용자 팔 근육의 움직임을 인식하여 입력
- EMG(근전도)와 센서를 이용하여 근육의 움직임과 팔의 동작을 읽어냄

▷ 시스템 스펙
• 손목 착용형 제스처 인식 장치의 SW와 HW 규격
• SW(Finger motion 인식 기술)
- 인식 종류: 주먹 쥔 상태, 편 상태
- 인식률: 97% 이상
- PWM, ADC, UART, IMU, Blutooth 제어
- 초경량: 인식 엔진 소스코드 1000라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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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 IoT 서비스와 연계하여 touchless 제어 장치로 활용

경쟁기술

- 스마트 홈 또는 스마트 오피스 환경에서 상호 연결된 IoT 디바이스로 활용

본 기술의 우수성
• 경쟁기술에 비해 착탈이 편리하고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와
같은 제품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기술임

Thalmic Labs사의 MYO

- 별도의 장치 없이 무선 프리젠터 및 리모컨에 활용 가능
- Digital Signage, Digital Wall과 같은 옥내외 디스플레이와의 인터랙션
• 보안 장치로 응용하여 다양한 응용 서비스로 활용 범위 확대
- 생체 신호 검출 기술은 제스처 인식 이외에도 개인 식별이나 인증에도

기술의 완성도

활용 가능

▷ 기술개발 완료시기

- 보안이 필요한 IoT 서비스에 활용하여 혁신적인 인터페이스 장치로

• 기술 개발 완료 및 시험 완료

응용 가능

- 기술이전Q-mark 심사(2015년 중반)

- 자동차나 현관 도어 등에서 문을 여는 동작만으로 개인 인증을 간단히 해결

- 기술이전 계약 체결(2015년 중반)
▷ 기술이전 범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Q-mark 산출 문서
- Slap-on 제스처 세그멘테이션 요구사항정의서 v1.1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Slap-on 제스처 세그멘테이션 시험 절차서/결과서 v1.0

• 세계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규모는 '14년 33억불에서 '17년 50억불

• 기술 문서

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출처: 마인드 커머스 퍼블리싱)

- Slap-on 디바이스 사용 설명서

• 국내에서는 2020년까지 세계 웨어러블 시장 40%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음

- Slap-on 장치 제작 설명서

[표 1] 전 세계 웨어러블 컴퓨팅 시장 규모(2012~2017)

• 소스 및 하드웨어
- 프로그램 소스 일체

(단위: 억불)

구분

2012

2013

2014(e)

2015(e)

2016(e)

2017(e)

연평균
성장률

시장규모

13

21

33

42

51

60

37

- 워킹 하드웨어 1 세트(디버깅 보드 포함)

< 출처: 마인트 커머스 퍼블리싱 >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표준화 및 특허

• 캐나다의 Thamic Labs는 팔목에 착용하는 암밴드 형태의 제스처 컨트
롤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게임, 기기 제어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분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야에 활용 가능함을 선보임

• M2M(Machine to Machine) 표준 동향
- M2M 국제표준은 ETSI에서 2009년 1월 M2M Communications

• Microsoft사의 키넥트 SDK를 공개함에 따라 게임 이외에도 장애인 보

Technical 분과를 공식적으로 결성, 응용 분야에서부터 물리 계층, 통

조장비나 인터랙티브 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분야로 응용 범위를 확대

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실제 사용자에 이르는 전 영역의 표준화 진행 중

하고 있음

- 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를 진행 중임

• 삼성은 자사의 가전제품을 연동을 연동하는 IoT 서비스 기술을 보유하
고 있고, LG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전 제품의 원격 제어를 지원하는

• IoT(Internet of Things) 표준 동향
- IoT 기술 표준은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진행하

스마트 홈 서비스를 보유

고 있고, EC는 정책적으로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정보화
시대의 비전으로 자리매김 시키려 하고 있음
- ITU-T를 중심으로 IoT에 관련된 표준화 활동이 2010년에 제안되
었고, 2011년 2월 새로운 표준화 영역으로 설정하여 ITU-T의 관련
표준화 그룹들이 한 곳에 모여 협력 개발할 수 있도록 2011년 5월
IoT-GSI(Global Standards Initiative)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
▷ 보유 특허

3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기존의 제품에 차별성을 제공하여 틈새 시장 공략 가능
- IoT와 Hyper-Connected 환경에서 기존의 스마트 홈/자동차 등을 제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예정

광 센서를 이용한 손 움직임
(주먹 쥐고 펴기) 감지 방법

출원국
(등록)

출원(등록)번호

한국

-

출원
(등록)
년도
-

어할 수 있는 IoT 디바이스로 활용 가능, ex) 가전기기 제어, 디지털 도
어, 스마트 키, 게임 콘솔
- IoT와 연계한 인간/생활 밀착형 제품 및 스마트 공간 서비스 확대
• 혁신적인 보안 기술로 응용하여 웨어러블 시장 선점의 기회 제공
-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기기 시장은 기

2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손목착용형 제품에 웨어러블 제스처 기술 활용

본적으로 보안문제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음
- 본 기술에서 검출하는 생체 정보를 보안에 활용하여 기존의 보안 문
제를 혁신적으로 개선
• 라이프케어 서비스에 활용
- 단순한 스마트폰 연동 형태의 손목형 단말에서 상시 생체정보 센싱에

- 기존 손목 착용형 제품들에 적용하여 착탈의 편의성 개선

기반한 건강 관리 및 정보기기 제어가 가능한 새로운 스타일의 라이

- 이동 중이나 다른 활동 중에도 사용이 가능한 혁신적인 UI 기술로 활용

프케어 서비스로 활용

가능
- 스마트 워치 또는 스마트 밴드에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폰 또는 스마

- 일상생활 속 다양한 틈새시장(운동, 취미 등 개인 서비스 산업)의 창
출 기대

트 기기 제어 시 직관적이면서 즉각적인 인터랙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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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핸즈프리 사용자 인증 기술(iBeacon, FIDO)
기술의 개념
▶ 기술의 개념
• 핸즈프리 사용자 인증
- 카드ㆍ신분증 제시, 스마트폰 터치 등 사용자의 조작 없이, 사용자가 특정 위치에 서 있는 것만으로 안전하게 체크인 되고 편리하게 인
증되는 기술

▶ 기술의 구성도

1 개발기술의 주요 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특장점)
• 식별정보 불법수집(프라이버시 위험) 없는 자동 체크인 및 사용자 인증
• 애플 iBeacon 규격 및 FIDO(Fast Identity Online) 국제표준 규격을 준

- iBeacon으로 설정된 구역에 사용자가 진입하면, 사용자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구역을 인식하여 체크인에 필요한 인증 정보를 생성하여 전
달하는 SW 기술
• FIDO 인증장치 기술
- 스마트폰 위치 및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FIDO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
는 인증장치 SW(SW인증모듈) 및 HW(USIM인증모듈) 기술

용하여 개발된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자 인증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기술의 세부내용
• iBeacon 기반 보안 체크인 기술
- iBeacon으로 설정된 구역에 사용자가 진입하면, 사용자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구역을 인식하여 체크인에 필요한 인증 정보를 생성하여 전
달하는 SW 기술
• FIDO 클라이언트/서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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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및 비교
• RFID 태그 인식 기술
• 장치 MAC 주소 스캔 기술
• 스마트인증 기술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 사용자 추가 식별장치나 프라이버시 위험 없는 사용자 자동식별 및 인

증 서비스 구현

-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결제의사만 전달하여 결제

경쟁기술

하는 서비스

본 기술의 우수성

RFID 태그 인식 기술

• RFID 태그와 같은 인증장치를 별도 구비하지 않음
• RFID 태그보다 더 넓은 사용자 인식 범위
• 단순 Challenge-Response 보다 강력한 사용자 인증

MAC 주소 스캔 기술

• 사용자 선택 없이 스캔 되어 발생되는 프라이버시 위험 해소
• 사용자 단순 식별에 초점을 둔 경쟁 기술에 비해, 사용자 인증을 통한
고부가 서비스가 가능

스마트인증 기술

• 특정 인증 수단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인증 수단 수용 가능
• 위치 기반 인증, 스마트와치 기반 거래확인 등 오프라인 환경에 적합
한 인증 방식 제공

[ 기존 결제 서비스 ]

[ 핸즈프리 결제 서비스 ]

• O2O(Online to Offline) 체크인 서비스
-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서비스를 자동체크인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기술의 완성도

하는 서비스

▷ 기술개발 완료시기

- 예)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구매한 워터파크 이용권을 현장에서 교

• 2015년 중반

환하는 수고 없이, 사용자가 출입구 통과 시점에 자동체크인을 통해

- iBeacon 기반 보안 체크인 기술

인증하고 이용함

- FIDO 클라이언트/서버 기술

• 기타 인증 서비스

- FIDO 인증장치 기술

- 온ㆍ 오프라인 환경에서 필요한 사용자 식별 및 인증을 편리하고 강

▷ 기술이전 범위

력하게 수행

• iBeacon 기반 보안 체크인 기술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iBeacon 기반 체크인 구역 설정: 구역 범위 조정 가능
-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동 구역 확인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개인정보 노출 없이 체크인에 필요한 인증 정보 생성 및 전달

• 세계 모바일결제 시장규모는 '13년 2,230억달러에서 '15년 6,910억

• FIDO 클라이언트/서버 기술

달러로 성장, '17년에는 1조4,760억달러로 급격한 성장 예상(자료: 비

- FIDO 표준 규격의 클라이언트(Android용)/서버: '15년 v1.0 규격 지원
• FIDO 인증장치 기술

즈니스 인사이더)
• '14년 국내 모바일결제 거래 액은 7조 6,000억원 규모로 추산(자료:

- FIDO 표준 규격을 준용한 인증장치 SW 및 HW(USIM용)

한화리서치)
[표 1] 세계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2013~2017)

- 스마트와치(Android Wear) 연동 거래내역 확인

표준화 및 특허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장규모

223

393

691

1,077

1,476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Bluetooth Low Energy(BLE)
- 본 기술에서 활용하는 BLE 규격은 Bluetooth 4.0 규격에 포함되며,
'13년 이후 출시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해당 규격을 지원. 예) An-

• 페이, 구글 월렛, SKT 시럽 등 결제 서비스 플랫폼이 글로벌 IT 기업
을 통해 보급ㆍ확산되어, 향후 차별화된 결제 기술의 수요 증가 전망
• 페이팔, 알리페이 등 모바일 결제 시장을 주도하는 서비스 기업들이

droid 4.3, iOS 7 부터 지원

FIDO 연합체에 참여하고 있어 FIDO 기술 시장의 빠른 확대 기대

• iBeacon
- 애플에서 정의한 비콘 규격으로 iOS 7부터 지원하며, 현재 출시되는
대부분의 비콘 장치는 iBeacon 규격을 지원. 예) Estemote, Radius
Networks, SKT 비콘 등

3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FIDO Alliance
- 편리하고 안전한 사용자 인증을 위한 기술 표준을 개발 및 보급하는 글
로벌 연합체. 현재 구글, MS, 퀄컴 등 IT 기업과 비자, 마스터, 페이팔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고부가 서비스 창출

등 금융 및 전자상거래 업체를 포함해 전세계 140 개 회원사가 참여

- 현재 쿠폰, 광고 등에 한정되어 개발 추진 중인 비콘 기반 서비스를 체

하고 있으며, 국내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ETRI 등이 활동 중

크인, 결제 등 보안에 민감한 서비스와도 연동ㆍ적용하여 새로운 고부

▷ 보유 특허

가 서비스 창출, 매출 증대 및 고용 확대 기대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등록)번호

출원
(등록)
년도

출원

구역 기반의 사용자확인 시스템과
그 방법 및 구역 기반의
사용자확인 서버

한국
미국

10-20140117686

2014-09-04

• 간편 인증, 간편 결제
- 사용자가 소지한 장치, 사용자의 위치 등 사용자의 조작 없는 인증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신규 고
객 확보
• 강력한 인증, 변경 없는 서버

2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보안에 취약한 패스워드를 대체하는 공개키 기반의 인증으로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며, 다양한 사용자 인증 수단을 서버의 변경 없이 수용
가능하여, 서비스에 적합한 인증 수단을 필요에 따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수용 가능함

• 핸즈프리 결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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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DB 이상행위 탐지 기술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
• DB 이상행위 탐지 기술
-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들은 DB에 저장되어 있음
- 적법한 사용자로 위장한 공격자 또는 내부자가 악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DB 단에서 이상행위를 탐지
하는 기술 뿐임
: DB 암호화, IDS 등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없음
- 사용자 DB 접근 패턴, 상황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상 행위를 탐지함
▶ 기술의 구성도

1 개발기술의 주요 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특장점)
•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이상행위 탐지 기술
- 기계학습을 이용한 DB 이상행위 탐지
- 상황정보에 기반한 사용자 쿼리 패턴 분석을 통합 DB 이상행위 탐지
- 관리자 Rule을 이용한 접근 제어

기술의 세부내용
• 기계학습을 이용한 탐지 기술

• DB 접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및 비교
• DB 암호화 기술
• DB 접근 제어 기술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 DB 기계학습, 패턴 분석, Rule을 이용한 복합적인 탐지 기술
•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응 가능한 탐지 기술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DB 암호화 기술

• DB 내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기술
• 적법한 권한을 획득하거나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을 방어할 수 없음

- 통계 기반과 기계학습을 이용한 탐지
• 상황정보에 기반한 사용자 쿼리 패턴 분석
- 사용자의 DB 접근 시간과 IP 정보 등을 이용한 패턴 분석
• 관리자 Rule을 이용한 접근 제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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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접근 제어 기술

• 사용자 권한에 따라 DB 접근을 제어하는 기술
• Rule 기반에 따른 접근 제어 기술
•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을 방어할 수 없음
• Rule에 벗어나는 공격 또는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응할 수 없음

3 기대효과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기술도입효과

• 2015년 중반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DB 이상행위 탐지 기술

•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DB의 접근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 DB 접근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함

▷ 기술이전 범위

•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방지 및 사회 안

• 기계학습을 이용한 탐지 기술

전망 강화

- DB 쿼리 특성 추출

• DB 이상 탐지/분석 제품을 통한 DB 보안 시장 확대

- 통계 및 기계학습을 이용한 탐지 기술

• 사용자 행위 패턴 분석 기술 등 원천 기술 확보로 금융 사기 방지와 같

• 상황정보에 기반한 사용자 쿼리 패턴 분석

은 다양한 응용 솔루션 개발 토대 제공

- 사용자의 DB 접근 시간에 따란 사용량 분석
- 접근하는 IP 주소에 따른 패턴 분석
• 관리자 Rule을 이용한 접근 제어 기술
• DB 접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2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DB 이상행위 탐지
- 개인정보 또는 중요 정보를 보관하는 DB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 사용하지 않던 쿼리 패턴을 탐지하는 서비스
• 개인정보 접근 이력 저장
- 개인정보와 관련된 특정 테이블 및 어트리뷰트에 접근하는 로그 저장
- 개인정보 접근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 DB 이용 모니터링 서비스
- 시간별, 속성별 DB 접근 모니터링 인터페이스
- 이상 행위 알람 서비스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국내 DB 보안 시장은 2012년 658억으로 전년 대비 62.5% 성장하
였으며, 2013년에는 917억원으로 전년 대비 39.4% 성장함 연평균
11.7% 성장률로 2016년 1,000억원대의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표 1] 국내 DB 보안 시장규모 (2009~2013)

(단위: 백만원)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보안시장

29,452

31,942

40,458

65,576

65,576

(자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3)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DB 보안 영역에서 가장 큰 수요층은 공공부문으로 2012년에 38.3%
였으며, 다음으로 민간 금융업이 26.6%로 나타남
• 개인정보보호법 상 DB암호화가 의무 적용되어 있으나 정보 유출 사고
는 빈번히 발생하여 금융권을 비롯해 인터넷 기업과 통신업계의 DB 보
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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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개인정보 추출기 및 익명화 처리 모듈
기술의 개념 및 구성
▶ 기술의 개념
• 텍스트 문서나 한글문서(HWP)상에 존재하는 정형 및 비정형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선택에 따라 개인정보를 익명화하여 저장하는 기술
- 개인정보 추출기 모듈: 13종의 정형 및 비정형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탐지
- 개인정보 익명화 처리 모듈: 추출된 개인정보중 전체 또는 선택한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 후 파일로 저장
▶ 기술의 구성도

1 개발기술의 주요 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특장점)
• 빅데이터 환경 도래에 따른 정부 3.0의 공공 데이터 개방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일 수 있음

- 국문 이름 정규화(성이 뒤에 있는 경우 반영)
- 주소 / 학교명 정규화
• 자동화된 기계학습 기능
- 학습 모델 교체 시, 새로운 개인정보 유형에 대응 가능
▷ 탐지 개인정보 익명화 처리 모듈
• 탐지된 개인정보중 사용자 선택 개인정보의 익명화 처리 기능

- 비정형 개인정보의 탐지: 기존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정형
순번

개인정보 유형

1

사람이름

2

주소

광역/시군구/읍면동

3

장소

산/강/섬/관광지 등

4

건물

공항/백화점/호텔/박물관 등/ 직장명/ 회사명 포함

5

학교

초/중/고/대/대학원

6

직업

7

직위

8

주민번호

9

자동차번호판

10

전화번호

11

이메일 주소

▷ (비정형) 개인정보 추출기 모듈

12

나이

• 현재 13종의 개인정보 유형 탐지

13

날짜

개인정보의 탐지만으로는 화일내 다양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없음
- 탐지 개인정보의 마스킹 처리: 데이터의 단순 삭제보다 데이터의 형태
를 유지한 마스킹 방식이 공개 파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

속성/특징

- 탐지 대상 개인정보의 변경/조정 및 마스킹 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함

기술의 세부내용
▷ 두개의 핵심 모듈과 1개의 GUI 모듈로 구성
- 개인정보 추출기 모듈: 현재 13종의 개인정보 유형을 화일 내에서 탐
지하는 모듈

과장, 부장 등

- 개인정보 익명화 처리 모듈: 탐지된 개인정보중 사용자 선택에 따라,
전체 또는 특정 유형의 개인정보만 마스킹하는 모듈
- GUI: Editor 기능 / Viewer 기능 / 파일 저장 기능

• 경량 개체명 추출 기능
- 대형 개체명 사전을 배제, 엔진을 경량화
• 비정형 개인정보의 정규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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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기념일

[ 탐지대상 13종 개인정보 유형 ]

▷ GUI 모듈

2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 TXT 파일 및 HWP 파일 오픈을 통한 화일내 문장 추출 기능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개인정보 탐지 대상 선택 기능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문장 Viewer / 문장내 개인정보 Editing 기능

• 정보보안시스템에 개인정보 탐지 모듈로 활용

• 개인정보 태깅 및 익명화 처리후 파일 저장 기능(TXT, HWP)

- 개인정보 누출/유출 탐지
- 공공 데이터 개방 전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및 조치 후 공개 처리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단품 모듈로 온라인 서버에 적용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개인정보 탐지뿐만 아니라, 기업명, 상품/제품/서비스의 평판 조회

• 정형 개인정보 검색 및 마스킹 기술
- 한글 워드프로세서(HWP) 및 일부 상용 제품에서 화일내 정형 개인정
보를 검색하고 마스킹해주는 기술이 존재함
- 다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정형 데이터에만 적용이 가능하여, 개인
정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정형 개인정보는 탐지가 불가능함
- 또한 상용 제품으로 학습 등을 통한 새로운 개인정보 유형의 적용이
불가능함

및 신속한 대응
- 정치인/연예인 등의 평판 조회 및 평판 관리
- 여론 조사 및 인기도 조사
• GUI의 데이터 편집기(Editor) 기능 활용
- 수동으로 특정 단어 또는 유형의 지정 가능
-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특정 단어 입력 시 골든벨 작동 등) 제공으로
서비스 활성화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한글과컴퓨터
/ 한글(HWP)

• 기존 기술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사람 이름, 출생지, 학교, 직업, 직장
명 등의 탐지 및 마스킹이 가능함
• 사전에 주어진 항목 이외에, 개인정보 추출기 학습 모델 교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탐지 및 마스킹이 가능함

㈜이스트소프트
/ 닥스키퍼

• 기존 기술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사람 이름, 출생지, 학교, 직업, 직
장명 등의 탐지 및 마스킹이 가능함
• 사전에 주어진 항목 이외에, 개인정보 추출기 학습 모델 교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탐지 및 마스킹이 가능함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세계 빅데이터 시장 '17년 약 534억불 전망(연평균 60%대 성장률)
• 안전행정부는 정부 3.0 비전에 따라, '17년 7.7억건의 공공정보 공
개 예정
[표 1] 세계 빅데이터 시장 현황 및 전망(2012~2017)

(단위: 백만불)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성장률

시장규모

6,841

10,200

16,800

32,100

48,000

53,400

60.0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2015년 중반

• 2012년 국제개인정보보호회의(IDCPPC)는 빅데이터에서 가장 문제가

- 비정형 개인정보 추출기: 2015년 현재 90% 공정

되는 개인 프로파일링 보호조치를 위한 결의문(Profiling Resolution)

- 개인정보 익명화 툴 및 GUI: 2015년 현재 100% 완성

을 발의함

▷ 기술이전 범위

• Symantec, McAfee 등 메이저 보안 기업들이 엔드포인트, 스토리지

• 비정형 개인정보 추출기 모듈(원천 코드 및 실행 파일)

및 네트워크를 통합한 정보유출방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

• 탐지된 개인정보 익명화 처리 모듈(원천 코드 및 실행 파일)
• 개인정보 추출기 및 익명화 GUI 모듈(원천 코드 및 실행 파일)

출 방지를 제공함
• 안랩 등 다수의 보안 업체에서 SNS(트위터, 페이스북) 및 P2P 어플리
케이션 등 1,000여개 어플리케이션을 감시/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 인

표준화 및 특허

텔리전스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제공함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NBD-PWG
- 미국 NIST에서 Vender-Independent 표준화 작업을 2013년도부터
시작(http://bigdatawg.nist.gov)

기술도입효과

- 5개의 Working Group 운영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2014.10. Document 1.0 Release

• 공공 데이터 개방 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서비스 활용 참여 가능

- IEEE 및 ISO/IEC JTC1상의 국제 표준화 작업 주도
- 2015년부터 표준 활용 및 표준 적합성 검증 관련 작업이 예상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예정

3 기대효과

- 정부 3.0 시대에 따른 지속적인 사업 수주 가능성 존재
• 빅데이터상 비정형 개인정보/평판정보 탐지 및 대응 시스템/서비스 가능
- 한글 특성상 외국계 대형 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존재

특허명
비정형 개인정보 추출 및
익명화 처리 방법

출원국
(등록)
한국

출원(등록)번호

-

출원
(등록)
년도
10월중
출원 예정

- 적극적 기업이 시장 선제 가능
• 개인정보 탐지뿐만 아니라, 평판/인기도 조사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 가능
- 학습 모델 교체 및 유형 변경을 통해, 시대 및 상황에 맞게 엔진 수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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