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방송통신

4-1 증강방송 메타데이터 저작 및 검증 기술
스마트TV서비스 연구팀  담당자  최범석

본 기술은 방송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증강방송을 위한 증강방송 메타데이터를 제작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GUI 기반의 저작도구
기능을 제공함. 본 기술은 방송사업자, 광고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등 방송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전반적인 산업에 적용이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방송 영상의 특정 영역에 증강 콘텐츠를 overlay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즉 증강영역, 증강 콘텐츠의 속성, 동기화를 위한 정보 등을
포함하는 XML 기반의 증강방송 메타데이터를 편리하게 제작하기 위한 저작기술 및 검증(verification)을 위한 미리 보기(preview) 기술

■ 기술구성도
저작 및 검증 기능

메타데이터 구조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최근 스마트 단말의 카메라, GPS, 센서 등을 이용한 증강현실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대화면의 TV 방송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필요함
 ·사용자가 선호하는 증강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가 디바
이스를 통하여 부가적인 증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
스 모델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함
 ·증강방송(Augmented Broadcasting) 개념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방송에 증강기술을 접목하여 TV의 대화면을 통하여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증강영역 기반의 다양한 증강 콘텐츠 제공자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
록함
■ 기술의 상세 사양
 ·GUI 기반의 증강방송 메타데이터 저작기술
  - 증
 강영역 설정 기능
  - 증
 강객체 설정 기능
  - 환
 경정보 설정 기능
  - 자
 동 트래킹 툴 연동 기능
  - 증
 강방송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기능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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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증강방송

증강현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정보 연관성

방송 프로그램

모바일 현실

처리 방법

영상 및 음성 처리

영상 처리
3D CG 객체, 이미지, 텍스트

 ·본 기술이 적용될 산업 분야로는 방송사업자, 광고사업자, 콘텐츠 사업
자 등 방송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전반적인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표시 정보

3D CG 객체, 리치 미디어

수신 플랫폼

Browser

Browser

양방향성

有(Internet)

有(3G/WiFi)

제어
센서 이용

리모컨/스마트폰

스마트폰

有(리모컨/스마트폰: Accelerometer,

有(GPS, magnetometer,

Gyroscope)

Accelerometer, Gyroscope)

모바일 증강현실 기술

 ·광고사업자는 사용자의 지역 또는 관심분야에 대한 광고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 효율이 높아진다
 ·콘텐츠 사업자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므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
고 부가가치 사업을 연계할 수 있다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의 일정 영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여함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본 기술의 우수성
·TV의 대형 화면을 활용하여 증강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송의 양질의
콘텐츠와 연동된 서비스가 가능함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사용자는 원하는 증강 콘텐츠 또는 사업자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고 다
양한 CP의 출현에 따른 콘텐츠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CP들 간의 양질
의 콘텐츠 경쟁에 따른 콘텐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2014년 10월 31일

구분

■ 기술이전 범위

스마트

 ·증강방송 메타데이터 저작 기능

TV

  - 증
 강영역 설정 기능

스마트

  - 증
 강객체 설정 기능

합계

광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4,208

4,927

5,954

7,030

8,053

8,879

9,959

10,172

10,407

10,408

222

1,533

2,992

4,063

5,331

5,864

6,451

7,096

7,805

8,586

4,430

6,460

8,946

11,093

13,384

14,743

16,410

17,267

18,212

18,993

  - 환
 경정보 설정 기능

※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경제분석연구팀, 2011.12..

  - 자
 동 트래킹 툴 연동 기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증
 강방송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기능

 ·2011년 5월, 소니는 '통합형 확장현실 기술' SmartAR을 공개했으며, 이
기술은 마커리스, 고속추적, 3차원 구조를 인식하는 3D 공간인식 등의
특징을 갖춘 AR 기술을 소개하였다

 ·증강방송 메타데이터 검증 기능
  - 증
 강방송 메타데이터 미리보기

 ·증강현실은 교육 분야에서도 점차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스마트
단말기에서 실물책자의 본문 페이지에 카메라를 비추면, 책 이미지를 인
식하여 증강현실 콘텐츠가 실행되는 'AR Book'이 개발되었다

  - 증
 강방송 콘텐츠 로딩(UNITY 3D 포맷 지원)
  - 증
 강방송 미리보기 랜덤 플레이(재생/중지/일시정지)
  - 증
 강방송 미리보기 Seek 지원  

 ·방송에서의 증강현실 정보는 스포츠 분야에 주로 적용되어 카메라의 동
작 정보를 기반으로 방송 영상에 합성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 증
 강방송 저작도구와 UDP 통신을 통한 Sync
표준화 및 특허

4. 기대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미디어 부호화 및 전송 기술을 포함한 멀티미디어기술에 대해 논의하
고 이를 표준화하는 MPEG에서는 2012년 2월부터 ISO/IEC 23000-13
(MPEG-A AR AF) 파트에서 Augmented Reality 기술을 본격적으로 표
준화하기 시작함
 ·MPEG-A Part 13 (ARAF) 는 MPEG-4 part 11 Scene Description,
MPEG-4 part 5 Data Formats for Interaction Device 등의 기존 MPEG
기술을 기반으로 augmented reality 에 필요한 additional technology 를
표준화할 예정임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출원

특허명
방송 프로그램의 증강영역을 이용한 증강방
송 서비스 시스템
증강방송을 위한 메타데이터와 이를 이용한
증강방송 시스템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
한국

20120043445
20120087316

2012.04.25
2012.08.09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현재 본 기술과 관련한 "스마트TV 양방향 증강방송 서비스 기술"은 개발
완료단계이며, 필드 테스트를 거쳐 사업화될 것임
 ·향후 증강방송 서비스 상용화에 따른 방송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
럿 제품의 상용화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품화를 위한 관련 기술
의 선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 기술의 주요 수요처는 증강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송사나
콘텐츠 사업자가 증강방송 편집을 통한 메타데이터 생성기로써 활용가
능하며, 혹은 관련 장비 개발업체로서 증강방송 콘텐츠 저작도구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핵심 모듈로써 활용할 수 있음
 ·현재까지 양방향 증강방송 기술의 서비스/제품이 없는 관계로 시장규모
는 예측되지 않으나, 2015년부터 관련 Beyond 스마트TV 시장 규모는
국내 1조원, 세계 시장은 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DisplaySearch & iSuppli(2010년)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사회연구팀(2010년)의 전체
Beyond 스마트TV 시장 규모 예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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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청가구 프로파일 추론 기술
스마트TV서비스 연구팀  담당자  한경수

본 기술은 시청가구 구성원들의 성별/연령대 분포를 알고 있는 표본 시청가구의 과거 시청이력의 분석을 통해 성별/연령대별
시청 패턴 특징을 추출하여, 가구 구성원들의 성별/연령대 분포를 알지 못하는 가구의 과거 시청이력과 비교하여 성별/연령대
분포를 추론하는 기술임.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의 시청이력을 통합 분석하여 추론 정확도를 향상하였음. 본 기술은 가구 단위의
타겟팅 광고 및 맞춤형 방송의 콘텐츠 추천 등 프로파일 기반의 서비스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광고주가 원하는 타겟 시청자에게 광고 도달률(Reach)을 제고
·실시간 방송 및 VOD 시청이력 RPD(Return Path Data) 분석
·스마트TV 시청가구의 가구 구성원 프로파일(성별, 연령대) 분포 분석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광고판매 대행사는 광고주의 타겟팅 니즈를 충족시킴으로써, 광고 노출
대비 광고비를 높게 책정할 수 있음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개인형 미디어 소비단말의 보급 확대 및 스마트TV
의 등장에 따라 기존의 TV 기반 광고 방식 변화
 ·기존의 매스미디어를 통한 푸쉬형 방송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됨
  - 광
 고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움
  - 시
 청자의 광고 회피 현상으로 인해 광고 효과 달성에 대한 기대치가 낮음
 ·광고주의 상품은 목표로 하는 주 타깃 고객층이 있으며, 타깃 고객층은
주로 성별/연령대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기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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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시청률 산출 등에 활용되는 표본 가구는 성별/연령대 분포와 각 시청자
가 시청하는 프로그램을 알 수 있지만, 일반 가구는 성별/연령대 분포와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했는지 알 수 없음

 ·광고주는 타겟팅 니즈를 갖는 광고를 해당 성별/연령대의 시청자에게
노출함으로써 타겟 도달률을 높이고자 함

 ·RPD(Return Path Data)를 통해 가구 전체의 시청이력의 수집이 가능한
스마트TV/ IPTV 가입가구를 대상으로 시청이력을 분석하여 가구 구성
원의 성별/연령대 분포를 추론

  - 광
 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집중도를 향상

■ 기술의 상세 사양

  - 궁극적으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판매를 촉진

 ·가구 구성원 정보를 알고 있는 표본 가구의 시청이력을 분석 및 학습

 ·일반 시청가구의 시청이력을 분석하여 표본 가구 학습 결과와 비교하여
구성원들의 성별/연령대 분포 추론

 ·스마트TV 맞춤형 광고 솔루션
 ·IPTV 맞춤형 광고 솔루션
 ·DCATV 맞춤형 광고 솔루션
                                                 <관련 시장규모 및 매출 추정액>                       (단위: 백만원)
구분
시장
규모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내

36,603

40,999

45,769

50,904

56,427

국외

2,635,470

3,215,970

3,750,030

4,272,480

4,806,540

사용료

1,830

2,460

3,204

4,072

5,078

판매

900

1,200

1,500

1,800

2,100

국외

600

3,859

5,250

6,836

8,652

합계

5,366

7,519

9,954

12,708

15,830

국내
매출액

산출근거: 디지털 미디어 매체별 광고시장 전망, KT 경영연구소(2010.08)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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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애플 iAd

 ·2011년 11월 LG전자에서 스마트TV 광고 플랫폼 "LG 스마트TV AD" 를
출범

 ·구글 AdWords
 ·AdMob

 ·2012년 1월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광고 플랫폼 "삼성 애드허브" 서비스
개시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애플 iAd

 ·2018년 스마트TV 국내가구 보급률은 약48%로 예상

본 기술의 우수성
·경쟁기술은 AD-in-App 방식이며, iOS 기반 기기에서만 가능함
·본 기술은 스마트TV 광고를 위한 것이며,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음
·경쟁기술은 웹에서의 검색광고임

증강

·본 기술은 스마트TV 광고를 위한 플랫폼임

모바일 증강현실 기술

·경쟁기술은 모바일 광고 플랫폼임
·본 기술은 스마트TV 광고를 위한 플랫폼임

                                      [표 1] 스마트TV 광고 및 커머스 시장 전망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광고비

598

905

1,407

2,065

2,917

3,999

2018
5,343

커머스 수수료

825

1,881

2,944

4,439

6,390

8,898

12,057

계

1,423

2,716

4,351

6,504

9,307

12,897

17,400

■ 기술개발 완료시기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국내에서는 스마트TV 2개사, IPTV 3개사 및 DCATV 사업자들은 양방향
광고를 판매중

 ·2014년 12월

 ·애플은 2010년 6월 Apple TV를 공개, 모바일 광고 플랫폼 iAd 공개

■ 기술이전 범위

 ·구글은 2010년 5월 Google TV를 공개, 인터넷(Adwords) 및 모바일
(AdMob) 영역에서 광고플랫폼 확보

기술의 완성도

 ·시청가구별 시청이력을 분석하여 시청 패턴을 추출하는 기술
 ·표본 가구의 시청 패턴을 학습하여 시청가구의 구성원 성별/연령대 분
포를 추론하는 기술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ANSI/SCTE-130, Society of Cable Telecommunications Engineers

 ·스마트TV 플랫폼을 생산하는 업체는 본 기술을 도입하여 맞춤형 광고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음

  - 광고 시스템의 논리적 서비스들 간의 인터페이스와 프레임워크에 대해
정의
■ 보유 특허

 ·IPTV 및 DCATV 사업자는 본 기술을 도입하여 맞춤형 광고를 서비스할
수 있음
 ·미디어렙은 본 기술을 도입하여 맞춤형 광고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음

출원/
등록구분
출원
출원

특허명
시청자 콘텐츠 선호도 추론 정확도 향상 방법
및 장치
시청가구 구성원 프로파일 추론 방법 및 장치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
한국

20120146881
20130023752

2012
2013

■ 광고효과 증대
 ·광고에 관심을 가질만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집행함으로써, 광
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집중도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해당 상품이나 서
비스에 대한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음
■ 수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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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렙은 스마트TV, IPTV 및 DCATV 플랫폼 사업자에게 솔루션을 제
공한 뒤, 발생하는 광고 수익에 비례하는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음
 ·상기 플랫폼 사업자는 본 기술의 솔루션을 도입하여 광고를 직접 집행하
여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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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황인지 기반 인터랙티브 텔레스크린 서비스
제어 기술
스마트미디어플랫폼연구실  담당자  이현진

본 기술은 텔레스크린 사용자 및 단말의 주변 상황 정보를 반영하여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본 기술은 멀티 단말 연동형 서비스 플랫폼, 재해/재난/교통 등의 공공 서비스 플랫폼, 사용자 선호 기반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공간 및 개인 상황 정보를 활용한 양방향 인터랙티브 텔레스크린 서비스 제어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단방향 콘텐츠 및 단순 정보 전달형 서비스로 시장 확대가 제한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제공에 따른 고객 관심 및 참여가 부
족함
 ·스마트 폰, 스마트 패드 등의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스마트 기기와 매쉬업된 융합 광고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사용자 및 모바일 단말의 상황에 따라 적응적으로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특화시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더 만족스러운 텔레스크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의 상세 사양
 ·콘텐츠 집중도 분석 기술
 ·텔레스크린 - 모바일 단말 인터랙션 제어 기술
 ·복합 상황 기반 맞춤형 광고 제공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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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TU-T에서의 디지털 사이니지 표준화는 2011년 3월 일본이 IPTVGSI(Internet Protocol Television-Global Standardization Initiatives) 회의
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과 IPTV 기반 디지털 사
이니지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를 범위로 하는 신규 작업 아이템을 제
안함으로써 시작됨
<콘텐츠 집중도 분석 기술 >

 ·2 012년 5월 SG16 회의에서 H.780(Digital signage: Service
requirements and IPTVbased architecture) 승인되었으며 신규 권고 초
안으로 제안되어 현재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상태에 있음
 ·한국에서 2011년 11월부터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를 위한 이용자 행
태 측정 정보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2012년 5월 신규
작업 아이템으로 채택되어 H.DSSAM(Audience Management for Digital
Signage Services)을 개발 중임

< 핑거 제스쳐 기반 콘텐츠
이동 제어 기술 >

< 실시간 미디어 트래킹 기술 >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Scala는 디지털 사이니지 소프트웨어 시장의 35.4%를 점유하고 있
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이며, 이는 2~4위 경쟁업체의 시장 점유
율 합계보다도 더 높음. Scala Designer, Scala Player, Scala Content
Manager 등의 제품 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SaaS 솔루션을 제공함
 ·캐나다 ADFLOW networks는 Dynamic Messaging System(DMS)라는
웹 기반의 대쉬보드를 주요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브라우저를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SaaS 모델의 하나임
 ·STRATACACHE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로써, 콘텐츠 배포 솔루션, 디
지털 사이니지 소프트웨어, 캐싱 솔루션을 제공함. IBM, Microsoft, Sony,
Dell 등과 파트너쉽을 가지며, 카메라를 이용한 광고 효과 측정 기술도
보유하고 있음. STRATACACHE의 ActiVia는 웹 기반의 콘텐츠 배포 솔
루션으로, 비디오, 광고, 플래쉬, 프리젠테이션, 메시지 등을 배포할 수
있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POPAI(Point of Purchase Advertising International)는 미국의 소매시장
마케팅을 위한 글로벌 연합기관으로 BroadSign, Scala 등 미국 기반 솔
루션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음. 스크린 미디어 포맷, 디지털 사이니지 단
말 RS-232 제어 표준, 플레이로그 등을 표준화
 ·W 3C에서는 2011년 W3C TPAC(Technical Plenary/Advisory
Committee) 회의에서 웹 기반 사이니지를 제안하였으며, 유즈 케이스,
기능, API 등에 대해 논의 중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출원
출원

특허명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과 모바일 단말간의
효율적인 콘텐츠 공유 방법 및 그 시스템
광고 효과 측정 방법 및 그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사용자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시스템

출원국
(등록)

출원
출원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미국

13/948058

2013

한국/미국

13/930954

2013

한국/미국

14/058043

2013

한국/미국

14/057852

2013

다수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효율적인 광고
출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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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술의 우수성
·사용자 및 텔레스크린 단말 주변 상황 인지 기반의 서비스 제공

텔레스크린 플랫폼 기술 ·멀티스크린 환경에서 모바일 단말간 인터랙티브 서비스 제공
·단말 플랫폼에 독립적인 웹 기반의 텔레스크린 서비스 제공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5년 1월
 ·기술개발 진행 정도 : 70%
 ·이전 가능 (예상) 시기 : 2015년 2월
■ 기술이전 범위
 ·콘텐츠 집중도 분석 기술
 ·텔레스크린 - 모바일 단말 인터랙션 제어 기술
·복합 상황 기반 맞춤형 광고 제공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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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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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도입효과

·국내 시장은 개발 기술이 적용되는 1차 시장인 시스템/하드웨어 시장은
2016년 6천8백억원에서 2020년 7천6백여억원으로(CAGR 2.7%), 2차
시장인 광고/콘텐츠 시장은 2016년 약 1.1조원에서 2020년 약 1.3조원
규모로 (CAGR 4.5%) 성장 전망
 ·국외 시장은 시스템/하드웨어 시장은 2016년 57억 달러에서 2020
년 58억 달러로(CAGR 0.3%), 광고/콘텐츠 시장이 2016년 92억 달러
2020년 약 100억 달러 규모로 (CAGR 2.2%) 성장 전망
                                    [표] 디지털 사이니지 국·내외 시장 전망           (단위 : 억원, 백만달러)
구분
국내
(억원)

국외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시스템/SW

6,826

7,072

7,267

7,437

7,596

2.7%

콘텐츠/광고

10,968

11,774

12,321

12,725

13,056

4.5%

소계

17,794

18,846

19,588

20,162

20,652

3.8%

시스템/SW

5,728

5,810

5,844

5,855

5,853

0.5%

콘텐츠/광고

9,204

9,673

9,908

10,017

10,060

2.2%

소계

14,932

15,482

15,753

15,872

15,914

1.6%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국내 동향

■ 기술적 기대효과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했던 것과 달리, 텔레스크린 플랫폼 기반의
원스톱 솔루션 제공
 ·모듈화된 텔레스크린 플랫폼을 통한 사이니지 콘텐츠의 빠른 생성 및 배
포 가능
 ·텔레스크린과 모바일 단말간 인터랙션을 통해 지능화된 스마트 허브 역할
■ 경제적 기대효과
 ·기술수명주기 5년 동안 누적 기준 2.1조원의 생산유발, 5,960억원의 부
가가치 유발, 1만여명의 고용창출 예상
구분
생산유발
(억원)
부가가치
유발
(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직접

3,240

2,999

2,754

1,669

1,012

13,575

간접

1,919

1,776

1,631

989

599

8,040

합계

5,159

4,776

4,385

2,658

1,611

21,615

직접

721

667

613

371

225

3,021

간접

702

649

596

361

219

2,939

합계

1,423

1,317

1,209

733

444

5,960

2,455

2,500

2,525

1,683

1,122

10,285

고용 유발(명)

  - 최
 근 TV-PC-휴대전화에 이은 '제4의 스크린 미디어'로 텔레스크린 산업
이 급성장하면서 국내에서도 사업자들 간 상생협력을 위한 움직임 활발

※ 주1: 해당 산업의 시장(중립적 시나리오하의 R&D 연계 매출)을 산업의 생산액으로 가정,
2012년 현가 기준
※ 주2: 한국은행  '008년 산업연관표(2010.8)' 기준으로 도출한 유발계수 적용

  - 텔
 레스크린 관련 기업으로서 통신 계열인 KT, LGU+, 디스플레이 계열인
삼성전자, LG전자, 광고 계열인 CJ 파워캐스트, 콘텐츠 계열인 중앙일보
등이 있음

 ·관련 제품(시스템)의 기대 수출액은 2016~2020년간 총 1.6조원 규모
예상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3대 신성장 IT융합 생태계 조성방안('12.2.22)'을 발
표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저 전력 그린 텔레스크린 등 차세대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및 스마트폰과 연동한 전자쿠폰서비스 등 선도모델 발굴 및 콘
텐츠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추진
  - P
 Q Media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DPN 시장은 '10년 6,000만불에서 '15
년 1억 7,900백만불 규모로, DBB 시장은 '10년 2,200만불에서 '15년 1억
2,900만불 규모로 성장하여 전체 DOOH 시장 규모는 3억 800만불 규모
(약 3,500억원 규모)가 될 전망
·국외 동향
  - 텔
 레스크린 시장은 기존의 광고 목적 뿐만 아니라 콘텐츠 유통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면서 발전
  - 기
 존의 LED, LCD 디스플레이에서 벗어나 일반 벽면, 테이블, 거울, 유리
등에 투사하여 디스플레이 하는 기술이 상용화되고, N-Screen, 3D, 투명
LCD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PQ Media는 DPN(Digital Place-based Networks)과 DBB(Digital Billboards
& Signage) 시장을 구분하여 성장을 전망함. 이에 따르면 전 세계 DPN
시장은 '10년 50억불 규모에서 '15년 124억불 규모로, DBB 시장은 '10년
14억불 규모에서 '15년 45억불 규모로 성장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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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4-4 인메모리 클라우드 기반의 실시간 메시지 스트림
처리 및 검색 기술
스마트미디어플랫폼연구실  담당자  박원주

본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스미싱 메시지 및 악성 앱들을 인메모리 클라우드 기술 개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메시지/악성
앱을 수집 및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음. 또한 인증된 기관과 외부 SW 업체에 API를 제공하여 모바일 금융 사기 대응 정보 아카
이브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인메모리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개인 정보 침해와 금융 사기 시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불법적인 접근 시도에 대한
통합적인  수집과 분석을 수행하는 플랫폼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스마트폰의 대량 보급과 모바일 전자 금융의 대중화에 따라 모바일 전자
금융 사기가 매우 빈발하고, 점차 지능화되고 있음
 ·특히 스미싱용 악성 앱의 경우 2012년 2,82건에서 2013년 7월 18,143
건으로 폭발적 증가. 피해액의 규모도 2012년 대비 2013년에 10배 이
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커뮤니티기반의 다중 소스로부터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SMS/MMS 메시
지를 실시간으로 저장, 처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함
 ·인메모리 분산 스트림 처리 기술을 제공함
 ·식별된 모바일 금융 사기 시도 정보를 외부 기관 및 SW 업체에 공유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함
■ 기술의 상세 사양


 ·모바일 환경에서의 금융 사기 시도 및 개인 정보 침해를 대응하기 위하
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실시간 차단/신고 기술 개발 및 인메
모리 클라우드 기반의 실시간/저비용/안정적 금융 사기 정보 수집 및 분
석 플랫폼 기술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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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싱 메시지 필터 서비스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처리 시스템

 ·상용 시스템으로 IBM의 InfoSphere Stream, Microsoft의 SQL Sever에
내장된 StreamInsight가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DB와 연계 모듈로
판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로그 데이터의 병렬 수집과 데이터 적재를 위한 기
술로 Flume, Kafka, Chukwa, Scribe와 같이 내공장성을 지원하는 분산
로그 수집/적재 시스템이 있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본 기술의 우수성

·경쟁 기술은 외산 상용 제품으로서 도입 및 유지 보수 비용이 매
·IBM의 InfoSphere Stream

우 고비용임

·Microsoft의 SQL Sever에  ·본 기술은 오픈 소스 기반의 인메모리 클라우드를 활용함으로써
내장된 StreamInsight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적고, 체계화된 DB 구축으로 안정적인

 ·인메모리 컴퓨팅 세계시장은' 13년 약 22억$ 수준에서 연평균 43%의
고성장률로 '17년 92억$를 거쳐 '20년 271억$ 전망
 ·국내시장은 세계시장의 3.2~3.6% 점유율로 '13년 826억원에서 '17년
3,250억원 수준 예상

금융 사기 정보 수집 및 처리 기술을 제공함
·Flume, Kafka, Chukwa,
Scribe

구분

·경쟁 기술은 일괄 처리를 할 데이터를 한곳으로 수집하고 적재
할 목적으로 고안되어 실시간 처리에 있어 적합하지 못함
·본 기술은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 기술을 제공함

2016

2017

2018

2019

2020

세계시장

2013 2014 2015
22

32

45

65

92

132

189

271

43.0%

국내시장

826

1,160

1,628

2,300

3,250

4,592

6,488

9,166

17,400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기술의 완성도

 ·기존 디스크 중심의 DB시장 선두주자인 오라클(1위), IBM(2위), MS(3위)
가 인메모리 관련 제품 출시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년 11월

 ·SAP가 HANA 인메모리 기반의 DB 플랫폼인 '어플라이언스'를 선보임

■ 기술이전 범위
 ·SMS/MMS 신고 메시지 실시간 저장 및 분산 해시 인덱스 구축 기술
 ·고속 앱 분석과 URL 실시간 방문/분석을 위한 분산 스트림 데이터 처리  
기술
 ·외부 기관과 모바일 단말과의 연계를 위한 Open API  기술

 ·인메모리 컴퓨팅에 대한 관심의 확산은 데이터 용량의 증대, 생성속도의
증가, 이에 따른 빠른 처리요구의 증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지
속적 성장 예상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국내표준

 ·본 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 금융 사기 앱이 국내외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용되어 시장에 확산에 따라 점유 하는 시장

  - 국
 내는 TTA를 중심으로 모바일 통신 단말의 보안, 모바일 종단간의 데이
터 통신 보안, 금융 거래 이상 탐지 및 대응 프레임워크 등의 표준 연구가
있음
 ·국제표준
  - 스마트폰, 태블릿의 보급의 활성화로 모바일 데이터 통신, 모바일 사용
자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와의 보안 요구사항, 모바일 데이터 통
시의 보안 기술 명세 등을 중심으로 표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ITU-T
SG17의 Q7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보안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임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예정
출원 예정

특허명
Fuzzy Hashed n-gram Index for retrieving
similar program codes
코드 유사성 기반 안드로이드 멀웨어 분석
미터링 방법 및 시스템

출원국
(등록)

출원
출원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미국

-

한국,미국

-

2014년
출원예정
2014년
출원예정

  - 시장 '16~'20년간 누적 1,200억 원에 이를 전망, '16~'20년간 누적
1,981억 원의 생산 유발, 93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및 1,455명의 고용유
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
  - 피
 싱, 파밍,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를 통해 발생하는 보안피해를 방지함
으로써 '16~'20년 총 2천억원 절감효과를 보일 전망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생산유발(억원)

45

236

1,197

272

230

1,981

부가가치유발(억원)

21

112

566

129

109

936

고용 유발(명)

33

174

879

200

169

1,455

보안피해절감액(억원)

1,155

295

420

529

625

2,024

주1: 국내 모바일보안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상용화 시점인 '16년 1% 수준에서 '18년 최대
20%까지 점유하고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국외시장 점유율은 국내의 1/10 수준으로 가
정)
주2: 한국은행 '2009년 산업연관표(2011.4)' 기준으로 도출한 유발계수 적용
주3: 건당 평균 보안피해액은 '12년 기준 152여 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계속 일정함을 가정
자료: 경찰청(2013), TTA(2011) 기반 ETRI 추정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스미싱 탐지 및 개인정보 유추 방지 앱
 ·금융 사기 유행 경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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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DASH 기반 멀티앵글 방송 서비스
스마트TV미디어 연구팀  담당자  김태정

본 기술은 DASH 전송 기술을 기반하여 방송과 인터넷을 연계한 양방향 방송 서비스 기술로 사용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시점을
TV 프로그램과 동기화하여 스마트 기기로 재생하는 서비스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방송과 인터넷의 융합 전송 기술을 이용하여 방송망으로는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TV를 통해 온 가족이 시청하며 인터넷으로는
방송과 연계된 다른 시각의 영상을 TV와 동기화하여 개인 단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기존 방송 시스템은 방송국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시청 가능
한 구조로 개인 선호 영상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양방향 방송이
요구 되어 지고 있음

 ·방송망과 인터넷을 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방송망과 인터넷을 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져 시청자의 시청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음
 ·미디어를 시청할 수 있는 개인 단말의 기하급수적 수요 증가로 사용자
중심의 선택형 미디어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음
·하이브리드 전송 기술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
출이 요구 되고 있음

 ·하이브리드 플랫폼 기반 정확한 동기화 기술 구현
 ·복수 디코딩 방식으로 사용자 뷰 선택시 끊김 없이 뷰 스위치 가능
 ·방송과 인터넷 융합의 양방향 방송 기술
 ·적응적 스트리밍 기술 기반으로 전송 채널 대역에 적응적인 영상 제공
■ 기술의 상세 사양
Specification

Performance

Protocol

HTTP

Adaptive Rate

MPEG-DASH

Synchronization

Inter-device synchronization based on prediction PTS

Device Discovery

UPnP

Codec

H.264/AVC, AAC-LC

OS

Android OS

The Number of View

4 (Max resolution 720x640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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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범 유럽 프로젝트인 HBBTV의 하이브리드 미디어 서비스 기술

·국내외 비디오 스트리밍 관련 시장 규묘 전망

 ·일본 국영 방송 NHK의 프로젝트인 Hybridcast 기술

[표 1] 국내외 비디오 스트리밍의 KISTI Market Report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Spec. or Parameter Unit

Hybridcast
(Japan)

HBBTV(EU)

ETRI

Networks

N

Broadcast, broadband

Broadcast, broadband

Broadcast, broadband

Device-Synchronization

-

No

Yes

Yes

ms

-

Adaptive bit rate

N

No

Video Sync.

-

Multi-Angle View

N

Latency of Sync.
(Inter-device)

Video Sharing

Next

40ms

Project
Next

3layer

Project

(low ~ High)

No

Yes

Yes

No

Next Project

No

Next Project

4 View
(in Smart device)

11,620억원

세계 시장규모

52,209백만달러

58,971백만달러

75,372백만달러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삼성전자, LG 등과 지상파 방송사는 2010년부터 방송망과 인터넷을 융
합한 OHTV 실험 서비스를 시작함
 ·일본의 NHK는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를 2014년부터 상용화 단계에
돌입
 ·유럽의 여러 기관들은 HBBTV 방송을 위한 실험 단계 서비스를 실시

기술도입효과

■ 기술이전 범위
 ·하이브리드 플랫폼 동기화 기술

 ·서비스 발견 및 제어 기술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기술 관련하여 범유럽 ETSI 표준에서는 HBBTV 의 Next Project에서 향
후 하이브리드 기반 멀티앵글 방송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함
■ 보유 특허
출원국
출원
(등록) (등록)번호

MULTI-ANGLE VIEW PROCESSING
APPARATUS
멀티 앵글 뷰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스마트 TV 기반의 멀티스크린 서비스
 ·양방향 방송 시스템
 ·모바일 콘텐츠 웹 전송 서비스
 ·e-learing 교육 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
·인터넷 콘텐츠 스트리밍 서버 및 시스템
 ·화상 회의 및 화상 통화 서비스
·하이브리드 전송 기반 2D 호환 3D 서비스

 ·채널 적응적인 DASH를 기반하여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 절감을 통한 효
율적인 망 사용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멀티 앵글 방송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생산 증가와 방송 및 인터넷 사업
자의 매출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

 ·방송 프로그램 메타데이터 생성 및 파싱 기술

특허명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양방향 방송 서비스를 통해 방송망의 대역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 창출 기대

 ·DASH 기반 멀티 뷰 재생 및 송수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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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001억원

4. 기대효과

 ·본 기술은 실험실 검증 레벨 단계로 상용화 단계까지는 향후 1~2년 이
내에 완료 될 것으로 예상

출원

2014년

7,452억원

(Smart TV Smart device)

■ 기술개발 완료시기

출원

2013년

국내 시장규모

Yes

기술의 완성도

출원/
등록구분

구분

미국
한국

14/253,175
20130159658

출원
(등록)년도
2014
2013

4-6 WiFi 기반 무선오디오 방송 기술
스마트TV미디어 연구팀  담당자  김재호

본 기술은 TV 오디오를 WiFi를 통해 방송하고, 이를 개인 스마트 기기에서 수신하여 재생하는 기술로 자동 서비스 발견/연결 기
술, TV의 영상과 개인 스마트 기기에서 재생되는 오디오간에 최저 지연 보장 기술, 스마트 기기의 스크린으로 부가 서비스 제공
기술을 포함한다. 본 기술은 공공장소의 공용 TV의 오디오 원격 제공 서비스, 원격 오디오 제공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다중
오디오 지원 회의 시스템 개발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공공 장소에서 한 개 스크린을 다수 사용자가 시청할 때,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인 휴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Wi-Fi 기
반 무선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기차역 대합실이나 공항, 버스, 기차, 병원 입원실, 공기관 등 여러 공공
장소에 다양한 크기의 공용 스크린이 설치되어 TV방송은 물론 유용한
정보나 광고 등의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주변의 환경
이나 소음, 주변 사람에게 주는 피해 때문에 오디오는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명료하게 청취하기 힘든 상태임

 ·NFC 및 QR 코드 기반의 서비스 발견 및 네트워크 연결 기술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광고 업계에서 새로운 미디어 매체로 각광받
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역시 대부분 오디오 없이 비디오만으로 서비
스를 제공 중

 ·저지연 및 스케일러블 WiFi 기반 오디오 스트리밍 기술
 ·위치 및 무선 오디오 송출장치의 ID에 기반한 세컨드 스크린 서비스 제
공 기술
■ 기술의 상세 사양

 ·이러한 공공 스크린 및 디지털 사이니지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 사용자
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오디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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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디오 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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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크롬캐스트는 동글장치를 스마트 TV 의 HDMI 포트에 연결하여
PC나 스마트 장치의 오디오나 비디오를 TV 에서 재생하는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Miracast 는 블루투스 기술과 유사하게 Wi-Fi Direct 를 통해 연결된 두
장치간에 멀티미디어를 전송하는 기술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구현할 스마트 디바이스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
로 성장 예정, 이미 1인 1스마트기기 시대('12)에 진입

 ·애플 AirPlay 는 애플 장치에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해당 정보와 함
께 무선으로 다른 기기로 스트리밍하는 기술

 ·글로벌 텔레스크린 시장이 79억불('12)에서 153억불('17)로 증가 추세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TV 오디오 청취 장치
Miracast

본 기술의 우수성
·동글 장치를 이용하여 기존 TV와 스마트 장치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스마트 장치를 이용하여 광고 등의 부가정보 제공 가능
·1:N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동글 장치가 여러 개의 스마트 기기로 오디오
전송 가능

    [출처: Pqmedia)
 ·글로벌 스마트 광고 시장은 매년 평균 24.8% 증가 예상 [출처: ABI
Research, Gartener 기반 추정]* 스마트TV는 '10년 400만대에서 '14년
1억 2,200만대(CAGR 32%), Tablet PC는 '10년 2천만대에서 '14년 2억
800만대(CAGR 80%), Smart Phone은 '10년 2억 6,600만대에서 '14년
8억 7,500만대로 성장 (CAGR 35%) [출처: DisplaySearch, Gartner, LG
경제연구원]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기술의 완성도

 ·현재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이 없는 상태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5년 2월 예정

4. 기대효과

■ 기술이전 범위

기술도입효과

 ·저지연 스케일러블 무선 오디오 전송 기술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위치 및 ID 기반 부가정보 서비스 기술

 ·공공장소의 미디어 시청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시청자 확대 및
미디어 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를 크게 증가 시킬 것으로 예
상됨

 ·무선 오디오 서비스를 위한 H/W 모듈 및 앱
표준화 및 특허

 ·개인 미디어 소비 단말 장치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오디오 청취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TV와 스마트 기기를 융합한 시장 확
대 및 미디어 정보 전달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EEE 802.11aa

 ·디지털 사이니지와 같은 공공 스크린을 통한 광고 정보 전달 산업 분야
에서 비디오 뿐만 아니라 오디오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
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시장을 형성
하는 산업 기관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G
 roupcast with retries
  - Intra-access category prioritization
  - S
 tream classification service
 ·IETF
  - R
 TP 기반 Simple FEC
  - O
 PUS codec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특허명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무선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장치 및
그 방법

한국

20130150788

2013.12.19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TV 오디오의 스마트 기기 연동 서비스
  - 역 대합실, 공공 기관, 병원 등의 공용TV 오디오 청취 서비스
  - 가정에서의 개인 맞춤형 오디오 제공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오디오의 기기 연동 서비스
 ·다국어로 통역을 제공하는 국제 회의장에서의 스마트기기 기반 무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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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방송 콘텐츠 내 영상 기반 신체부위 검출 기술
스마트미디어플랫폼연구실  담당자  조기성

본 기술은 방송 영상 콘텐츠 내 인물 객체에 대한 신체 부위(몸통, 팔, 다리, 손, 발 등)를 검출하기 위한 기술임. 본 기술은 방송
콘텐츠의 사용자 관심 대상 객체에 대한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송 응용서비스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방송 영상 콘텐츠 내 인물에 대한 신체 부위(몸통, 팔, 다리, 손, 발 등)를 검출하기 위한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기술의 상세 사양
 ·신체부위 검출 기술
  - 구
 동환경 : 윈도우 서버

 ·영상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방송 시청 중 방송 영상 내 인물 관련 정보 검색에 대한 소비 욕구가 증
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소비자가 별도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웹 검색을
통해 탐색을 하고 있음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1) Y.Yang and Romanan(CVPR 2011)

 ·방송 영상 내 인물과 관련된 휴대 객체(가방, 휴대폰, 각종 액세서리 등)
에 대한 부가 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혼
 합 부분 모델 기반 자세 검출 기술

 ·영상 기반으로 인물 관련 휴대 객체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신체 부위별 정확한 검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TV 시청자들에게 풍
부한 사용자 경험이 가능함

 ·2) mult : modal Decomposable model(CVPR 2013)

  - 의
 류 검출 및 검색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음
  - 3
 2개의 혼합 자세 모드 및 3계층 (상체 - 좌/우 - 세부 부위) 신체 모델로
구성된 자세 검출 기술
  - 현
 재 기준으로 상체 자세 검출 정확도가 가장 높음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방송 콘텐츠(드라마) 시청 중, 영상 내 관심 있는 인물 착용 객체에 대한
인식 정확도 향상이 가능
 ·방송 영상 내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신체 세분화 검출을 통해 관련 객체
인식이 용이해짐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TV 오디오 청취 장치
Miracast

본 기술의 우수성
·동글 장치를 이용하여 기존 TV와 스마트 장치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스마트 장치를 이용하여 광고 등의 부가정보 제공 가능
·1:N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동글 장치가 여러 개의 스마트 기기로 오디오
전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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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기술도입효과

 ·방송 영상 내 신체 부위 검출 기술 : 2015년 2월 개발 완료 예정
·이전 가능 (예상) 시기 : 2015년 2월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실시간 방송 및 VoD 수준의 단조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IPTV 서
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상 객체 중심으로 다양한 지식정보를
융합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재생산하고, 공유하기 위한 기반 기술

■ 기술이전 범위
 ·방송 영상 내 신체 부위 검출 적용 Data Set

 ·지능형 영상 인식 기술로 확장하여, CCTV와 같은 보안 분야 뿐 아니라,
방송/오락/교통/항만/인프라 감시 등 다양한 산업에 손쉽게 적용 가능

 ·방송 영상대상 신체 부위 검출 기술
 ·관련 기술 문서

 ·객체 자동 인식 플랫폼 관련 시장은 '17년 13.2억 달러에서 연평균
35.1%의 고성장률로 '21년에는 44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적용 서비스
  - 방
 송 영상(드라마) 기반의 인물 신체 부위별로 검출이 필요한 객체 검출
서비스에 적용 가능
  - 본
 기술에 관련 객체 인식 기술을 접목하여 방송 영상의 부가서비스 제공
에 적용
  - 본
 기술 적용으로 방송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
  - 방
 송 콘텐츠 대상으로 사용자 관심 대상 객체에 대한 부가정보 제공을 위
해 세컨드 스크린을 활용하여 서비스가 가능
  - 본
 기술은 보안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및 효용을 향상시키는
데 응용 가능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방송 영상 내 신체 부위 검출 기술은 아직 시장규모가 크지 않아,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
 ·이중 본 이전 기술과 가장 관련이 있는 지능형 영상분석 시장은 해외시
장 규모는 2013년 3억$에서 2016년 6.7억$로 성장 예상, 국내시장은
2013년 117억원 규모에서 2016년 400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
                                              [지능형 영상분석 관련 시장 전망]                          (백만$, 억원)
구분

2012

2013

세계시장(백만$)

234

304

국내시장(억원)

78

117

2015

2016

CAGR
('12~'16)

395

514

668

30.0%

177

266

400

50.6%

2014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국가명
한국
한국

기관명

주요 연구 활동

올라웍스

카메라 상의 이미지 정보를 검색/제공하는 기술 연

스캔서치

(olaworks)

구, 2012년 4월 인텔에 인수

(ScanSearch)

아론티/

영상물에 등장하는 사물을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인

싱키/클리어스킨

KT소프닉스

식하여 구매 정보를 제공하는 양방향 광고기술 연구

서비스

영상객체 인식 또는 영상의 특성을 이용한 온라인

상품 이미지 특성

쇼핑 서비스 제공 기술 연구

기반 쇼핑서비스

picitup/
미국

oculusai/
구글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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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4-8 초해상도 기반 HD to UHD 비디오 변환 기술
영상미디어연구실  담당자  정세윤

본 기술은 초해상도(SR: Super Resolution) 기술을 기반으로 HD 비디오를 UHD 비디오로 고품질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이며,
함께 제공하는 전/후 처리 필터링 기술을 영상 특성에 맞게 적용할 경우 변환 화질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초해상도(SR:Super Resolution) 기술을 기반으로 HD 비디오를 UHD 비디오로 해상도를 향상하는 기술
·영상 특성에 적합한 전/후처리 필터링을 추가 적용하여 화질을 더욱 향상 가능

공간 해상도
향상 방식
보간
(Interpolation)  
초해상도
(Super Resolution)

원리
입력 영상의 화소값들로 부터 중간 위치의 화소 값을 보간하여
해상도 향상 : 고주파 신호 복원 불충분
→ 결과 영상이 선명하지 않음(블러링 발생)
영상보간 뿐만 아니라 고주파(Nyquist 초과)  성분도 복원하여
해상도 향상
→ 결과 영상 화질이 우수함

보간방식 결과 (33.1dB)

SR방식 결과 (34.2dB)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초고품질을 요구하는 UHD 서비스에는 적용할 수 없음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전세계적으로 UHDTV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음
 ·서비스 활성활 속도에 비해 UHD 콘텐츠 공급이 부족
 ·HD 콘텐츠를 고품질의 UHD 콘텐츠로 변환하여 공급 부족 해소에 기여
가능
■ 기존 기술의 문제점
 ·종래의 보간(interpolation)방식의 비디오 해상도 변환 기술은 변환 결과
화질이 선명하지 못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기존 제작한 HD 콘텐츠를 고품질의 UHD 콘텐츠로 적은 비용으로 변환
 ·두 가지의 모드 제공, 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유연한 활용 가능
  - 수
 동 모드: 전문 제작자를 위한 구간 단위의 필터 세부 설정 및 변환 기능
제공
  - 자
 동 모드: 일반 사용자를 위한 원클릭 자동 변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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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상세 사양

 ·제품
  - U
 HD 방송 전문 제작자를 위한 HD to UHD 비디오 고품질 변환기

입력 영상

출력 영상

시간해상도

24p/60i

24p/ 30p or 60p

공간해상도

1920x1080

3840x2160

비트심도

8/10bit

8/10bit

색차 신호

YUV 420/422

YUV 420 or 422 / 422 or 444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U
 HD 방송 제작용 후처리 도구에 고품질 해상도 변환 기능을 제공하는 플
러그인
  - 일
 반 사용자용 비디오 해상도 자동 변환기
 ·서비스
  - V
 OD 서비스에서 기존 HD 콘텐츠를 고품질 UHD 콘텐츠로 변환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U
 HD 방송 콘텐츠 제작 서비스 에서 HD 콘텐츠를 UHD 콘텐츠로 변환  

·방송 제작 전문 인력의 수작업
  - 전문가가 비디오의 구간별 특성에 적합한 툴들을 변경해가면서 작업을
진행
  - 작
 업 시간이 오래 소요

세계 실감미디어 제작 시장 '14년 약 6백만불 전망(연평균 43%대 성장률)
                                 [표 1] 세계 실감미디어 제작 시장 규모 (2014~2018)         (단위: 백만불)

·Infognition사의 Video Enhancer SW
  - 초
 해상도 및 오픈 소스 필터 옵션을 제공하는 SW 솔루션
  - 전
 체 비디오 단위로만 필터 적용 가능, 구간별 필터 적용은 미 지원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방송 제작 전문 인력의
수작업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성장율

합실감미디어
제작 시장계

6

8.5

12.3

17.5

25

43%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본 기술의 우수성
·장면별 특성에 적합한 필터링 설정이 가능하므로, 단일 툴만으로   변환
작업이 가능
·GPU기반 고속 변환 처리가 가능하므로, 작업 시간 단축
·Video Enhancer의 경우 영상 전체에 같은 필터효과가 적용이 되는 반

Video Enhancer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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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본 기술의 수동 모드는 전문 제작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필터를
이용한 구간별 보정 기능 제공
·본 기술은 영상 편집 경험이 부족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자동 모드를 제공

 ·Sony는 SR 기술을 이용하는 4K X-Reality Pro 엔진을 개발, 자사
UHDTV에 탑재하여 출시 (2014년)
 ·Infognition사는 다중프레임(multi-frame) SR 기술을 기반으로 한 HD to
UHD 변환 솔루션 Video Enhancer를 판매하고 있음
 ·SR기반 기술 상용화 사례는 있으나, UHD 방송을 위한 HD to UHD SW
상용화 사례는 없음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4. 기대효과

 ·2014년 11월

기술도입효과

■ 기술이전 범위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HD-to-UHD 변환 SW
  - H
 D 급 (60i, 8/10bit, YUV 420/422) 입력 영상을 고품질의 UHD (30/60p,
8/10bit, YUV 420/422/444)로 출력 지원
 ·HD-to-UHD 변환 관련 특허 실시권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이 용이한 비디오 해상도 변환 SW 판매를
통해 수익 창출 가능

  - 화
 질 향상을 위한 초해상도 알고리즘 및 기타 영상 처리 기술
  - 영
 상 처리 알고리즘의 GPU 기반의 고속화 기술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없음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특허명
적응적 초해상도 영상 복원 방법 및 장치
(출원 준비 중)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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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전문 제작사의 경우 기존 장비로 제작한 HD 콘텐츠를 UHD 콘텐
츠로 변환하여 방송제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획득 장비 업그레이
드 비용이나 영상 재촬영에 대한 비용 절약 가능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2014(예정)

4-9 K-대역 다중 입출력 증폭기
위성무선RF기술연구팀  담당자  문성모

본 기술은 위성링크 환경에 따라 서비스 지역별로 위성 출력을 가변하기 위한 출력제어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다중 입출력 증폭
기 기술임. 본 기술의 다중 입출력 증폭기는 4 입력, 4 출력으로 구성되어 각 출력의 전력 레벨을 조절할 수 있으며 스위치 없이
출력 단자를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N x N 다중입출력증폭기는 N개의 입력과 출력 단자를 가지고 있음
·N x N 다중입출력증폭기의 경우 개별 전력 증폭기의 출력 전력이 P일 때 최대 약 P×N의 출력 전력이 가능하며, 포트간 경로 변경이
가능
·우수한 단자 간 격리도 성능을 위해 자동 보정 기능 추가

■ 기술구성도

다중입출력증폭기 블록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제작된 다중입출력증폭기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위성의 경우 제한된 우주 자원(주파수/전력)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자
원 공유 기술개발이 요구됨

 ·자동 보정 기능을 갖는 다중입출력증폭

 ·위성 관련 기술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기술로 해외 기술 도입이 불
가능하므로 독자적인 개발을 통해 기술을 확보해야 함

  - 일
 반적인 다중입출력증폭기는 위상/진폭 조정이 고정되어 있으나 본 기
술의 다중입출력증폭기는 위상/진폭을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보정할 수
있어 최적의 단자 간 격리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음

 ·특히 Ka 대역과 같이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강우에 의한 전
력손실을 보상할 수 있으므로 위성 가용도를 높일 수 있음

■ 기술의 상세 사양

 ·다중 입출력 증폭기는 단일 증폭기로는 얻을 수 없는 높은 전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강우 지역 또는 Hot spot 지역에 선별적으로 높은 출력을
제공할 수 있음

 ·사용 주파수 대역 : 19.5 ~ 22.5 GHz

 ·Ka 대역뿐만 아니라 위성 이동통신용 S 대역 위성 탑재체 개발에도 적
용이 가능함

 ·입/출력 단자 수 : 4개
 ·단자 간 격리도 : 26 dB 이상
 ·출력 전력 (4단자 균등 출력 시) : 2.5 W
 ·출력 전력 (1 입력-1 출력 시) : 1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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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미국 : 8X8 버틀러 매트릭스를 이용한 다중입출력증폭기 개발  중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유럽연합 : ESA/ESTEC 및 해당국가의 지원을 받아 Alcatel, Thales 및
Astrium에서 다중 빔 입출력 증폭기술 연구 수행

 ·위성통신 탑재체

  - 1
 20W 고출력증폭기와 6X6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약 700W 출력의 고출
력 얻음
 ·일본 : Ka 대역 시험 위성인 WINDS 위성에 8X8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최대 270 W 출력의 다중 입출력 고출력 증폭기 탑재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미국
유럽연합
일본

본 기술의 우수성

NASA의 다중입출력 ·버틀러 매트릭스 기술은 미국이 앞서나, 본 기술의 자동 보정 
증폭기
ESA의 다중입출력
증폭기
WINDS위성의 다중
입출력증폭기

기술은 적용되지 않음
·본 기술의 자동 보정 기술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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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현재년도

(2014년)
개발 종료후 1년

(2016년)
개발 종료후 3년

세계 시장 규모

600 M$

950 M$

1,150 M$

한국 시장 규모

6,600

10,450

12,650

년도

(2010년)
2년 전

(2011년)
1년 전

(2012년)
현재년도

수출 규모

-

-

-

수입 규모

600

670

750

·본 기술의 자동 보정 기술은 적용되지 않음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기술의 완성도

 ·국내에서는 다중입출력증폭기 개발은 전무함
 ·미국은 NASA의 지원을 받아 SSL, NGAS 등에서 다중 입출력 증폭기술
연구 수행 중

■ 기술개발 완료시기
 ·다중입출력증폭기 설계/제작/시험 완료: 2014. 2월

 ·유럽연합은 ESA/ESTEC 및 해당국가의 지원을 받아 Alcatel, Thales 및
Astrium에서 다중 빔 입출력 증폭기술 연구 수행 중

■ 기술이전 범위
 ·다중입출력증폭기 실시 사용권
  - 구성 MMIC 별도 기술이전 가능 : Phase Shifter, Attenuator, Power
Amplifier
  - 보
 정회로 및 알고리즘만으로도 기술이전 가능: Phase array system에 적
용 가능
  - 전
 체 다중입출력증폭기로 기술이전 가능

·일본은 WINDS 위성 프로젝트에서 다중 입출력 고출력 증폭기술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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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전력 요구가 적은 채널(서비스 지역)의 전력을 전력 요구가 많은 채널에
제공 가능하여 전력 사용 효율이 높아짐

 ·본 다중입출력증폭기는 위성통신 탑재체에 사용되는 기술로 표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위성 스펙트럼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위성 가용도 증대 효과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APPARATUS FOR CALIBRATING AMPLITUDE
AND PHASE ERRORS, MULTIPORT
출원

AMPLIFIER INCLUDING THE SAME, AND

미국

8588343

2013

미국

13/334036

2011

미국

13/542888

2012

미국

13/744309

2013

METHOD OF AMPLIFYING THE MULTIPORT
AMPLIFIER
출원

Multiport amplifier and multiport amplification
method using the same
Optimization Algorithm of calibration module

출원

to detect relative amplitude and phase error
in Multiport Amplifier
WIDE BAND SUM & DIFFERENCE

1.011

CIRCUIT FOR MONOLITHIC MICROWAVE
INTEGRATED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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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이동통신 시스템에 적용 가능

 ·차기 위성 개발에 적용을 통한 수입 대체

4-10 K-대역 고효율 유지 전력증폭기
위성무선RF기술연구팀  담당자  문성모

본 기술은 위성링크 환경에 따라 서비스 지역별로 위성 출력을 가변하기 위한 출력제어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고효율 유지 전력
증폭기 기술임. 본 기술의 고효율유지 전력증폭기는 전력증폭기 MMIC, RF 커플러, 전력검출기, 그리고 DC-DC convert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력증폭기의 출력의 전력 레벨을 6 dB Back off 까지 조절할 때 전력증폭기의 전력부가효율(PAE)가 유지되
는 장점이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고효율유지 전력증폭기는 전력증폭기 MMIC, DC-DC converter, Voltage controlled Resistor로 구성됨
·고효율유지 전력증폭기는 전력증폭기의 출력 전력이 낮아질 때에 효율 유지 목적
·전력증폭기의 입력 평균전력을 검출하여 그 크기에 따라 공급전원을 변경하는 적응형 전원 공급 방식 채택

■ 기술구성도

고효율유지 전력증폭기 블록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제작된 고효율유지 전력증폭기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위성의 경우 제한된 우주 자원(주파수/전력)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자
원 공유 기술개발이 요구됨

 ·출력 전력에 따라 DC전압이 바뀌며 효율을 유지하는 전력증폭기

 ·위성 관련 기술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기술로 해외 기술 도입이 불
가능하므로 독자적인 개발을 통해 기술을 확보해야 함
 ·특히 Ka 대역과 같이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강우에 의한 전
력손실을 보상할 수 있으므로 위성 가용도를 높일 수 있음
 ·다중 입출력 증폭기는 단일 증폭기로는 얻을 수 없는 높은 전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강우 지역 또는 Hot spot 지역에 선별적으로 높은 출력을
제공할 수 있음
 ·Ka 대역뿐만 아니라 위성 이동통신용 S 대역 위성 탑재체 개발에도 적
용이 가능함

  - 일
 반적인 전력증폭기는 DC전압이 고정되어 있어 출력 전력이 낮아지게
되면 전력부가효율이 낮아지게 되나 본 기술의 고효율유지 전력증폭기는
출력전력에 따라 자동으로 DC전압을 변경할 수 있어 최적의 전력부가효
율을 유지할 수 있음
■ 기술의 상세 사양
 ·사용 주파수 대역 : 19.5 ~ 22.5 GHz
 ·입출력 반사 손실 : 10 dB 이상
 ·Peak 출력 전력 : 4 W
 ·PAE @ 3 dB back off 시 18%효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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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국내에서는 K-Band 고효율유지 전력증폭기 개발은 전무함

 ·유럽연합 : ESA/ESTEC 및 해당국가의 지원을 받아 Alcatel, Thales 및
Astrium에서 고효율 유지 전력증폭기 연구 수행

 ·유럽연합은 ESA/ESTEC 및 해당국가의 지원을 받아 Alcatel, Thales 및
Astrium에서 S-Band 고효율유지 전력증폭기 연구 수행 중

  - 2
 0W 고출력증폭기와 3 dB Back off 시 PAE 30% 유지
  - 주
 파수 영역이 S-Band 로 2.5GHz 대역임

4. 기대효과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기술도입효과

경쟁기술
유럽연합

본 기술의 우수성

ESA의 고효율유지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본 기술의 고효율유지 전력증폭기 기술은 K-band 대역에서 

전력 증폭기

설계, 제작 및 검증함

기술의 완성도

 ·위성 스펙트럼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위성 가용도 증대 효과
 ·차기 위성 개발에 적용을 통한 수입 대체

■ 기술개발 완료시기
 ·고효율유지 전력증폭기 설계/제작/시험 완료: 2014. 2월
■ 기술이전 범위
 ·고효율유지 전력증폭기 실시 사용권
  - 구성 부품 별도 기술이전 가능 : Power amplifier MMIC, DC-DC
converter
  - 고
 효율유지 전력증폭기 모듈로 기술이전 가능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본 고효율유지 전력증폭기는 위성통신 탑재체에 사용되는 기술로 표준
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특허명
Payload Power Amplifier with Average

출원예정

Power Tracking in Ka-band Satellite

미국

-

2014

Downlink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위성통신 탑재체
 ·지상 이동통신 시스템에 적용 가능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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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요구가 적은 채널(서비스 지역)의 전력을 전력 요구가 많은 채널에
제공 가능하여 전력 사용 효율이 높아짐

년도

(2012년)
현재년도

(2014년)
개발 종료후 1년

(2016년)
개발 종료후 3년

세계 시장 규모

600 M$

950 M$

1,150 M$

한국 시장 규모

6,600

10,450

12,650

년도

(2010년)
2년 전

(2011년)
1년 전

(2012년)
현재년도

수출 규모

-

-

-

수입 규모

600

670

750

4-11 LTE기반 위성/지상 겸용 시스템
기술 및 시뮬레이터
위성휴대방송통신연구실  담당자  강군석

본 기술은 LTE 기반의 위성/지상 겸용망 시스템을 위한 무선 접속 표준 기술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터로써, 지상 LTE 표
준과 최대한의 호환성을 유지하며, 전력제한, 큰 빔반경, 긴 왕복 지연시간과 같은 위성 환경에서 LTE 통신이 가능하도록 최적
화 기술(임의접속기술, 전력제어 기술 등)을 개발하였음. 본 기술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소형의 4G 휴대단말로 위성/지상
겸용망 통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로써, 재해 재난 시 비상긴급통신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국가적인 공공
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LTE기반의 위성/지상 겸용 시스템 기술 및 시뮬레이터
  - 위
 성/지상 겸용망 주파수 활용 기술
  - 위
 성 환경에 최적화된 IMT-Adv. 위성 접속 표준기술 (ITU-R M.2047 18건 IPR Declaration)
  - LTE 기반 위성/지상 겸용망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터

■ 기술구성도
전력제어와 결합한 AMC

제작된 고효율유지 전력증폭기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위성통신 서비스는 지상이동통신서비스의 보완적인 역할로써 향후 지
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4G 지상망의 보완 또는 위성/지상
겸용망으로의 활용을 위한 LTE기반 위성/지상 겸용 시스템 기술 개발이
필요함

  - 지
 상 무선 시스템에 사용되는 단말과 최대한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위성
에 적용될 수 있는 단말 및 시스템 개발

 ·이동휴대통신의 음영지역을 최소화하여 안전사고 등 위기사항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스마트폰 단말 또는 유사
한 크기의 단말을 통해 위성과 지상이동통신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위성/지상 겸용 휴대통신의 필요성 증대

  - 호
 환성을 유지함으로써 하나의 칩으로 위성/지상 통합 단말의 제조가 가
능하게 된다면 가격 및 효용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

 ·지상무선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함으로써 하나의 칩으로 위성/지상 겸
용 단말의 제조가 가능하게 된다면 가격 및 효용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
을 것으로 예상됨

  - 긴
 왕복 전파지연 시간과 같은 위성 환경에 최적화되면서도 지상 무선 통
신 시스템과 호환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기술

■ 기술의 상세 사양
 ·LTE 기반 위성 접속 표준 기술
  - LTE 기반 위성 접속 표준 기술 (위성 채널 보상 기술, 전파 지연 시간 반영
기술 7건, 위성/지상 통합 시스템 기술 2건, 위성 자원 관리 기술 5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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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지상 겸용망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터

함)

 ·위성/지상 겸용망 주파수 활용기술

  - 위성/지상 겸용망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터

  - 위
 성/지상 겸용망 다운링크 주파수 활용 기술  

 ·위성/지상 겸용망 주파수 활용기술

  - 위성/지상 겸용망 업링크 주파수 활용 방안

  - 위
 성/지상 겸용망 주파수 다운링크 주파수 활용 기술  
  - 위
 성/지상 겸용망 업링크 주파수 활용 방안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현재 2.1 GHz 위성 IMT 대역을 지상 ATC용 (지상 IMT, LTE 등)으로 사
용하기 위한 송수신 규격 표준화 작업 추진 중
  - 3
 GPP를 통해 북미의 위성 IMT용 S대역 관련 표준화는 2011년 완료
  - 유
 럽과 인도의 위성 IMT용 S대역 (한국과 동대역) 또한 관련 표준화 작업
계획
 ·LTE 기반의 위성 IMT-Advanced ITU-R 표준화 2014년 1월 완료
(ITU-R M.2047)
 ·위성/지상 겸용 활용 기술 표준화는 ITU-R, ETSI를 중심으로 연구의제
가 승인되어 진행될 예정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보유 특허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INMARSAT (영국) : 정지 궤도 위성을 이용한 위성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3세대 이후 개인형 위성 이동 통신 서비스를 준비 중
 ·Thales (프랑스) : S-band를 이용한 DVB-SH 기술 개발 중
 ·Dish Network (미국) : S-band를 이용한 위성 지상 통합 시스템을 이용
하여 Public 및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중
 ·Dish Network (미국): L-band 이용한 위성 지상 통합 시스템 개발 중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 for ITU-R Recommendation M.
2047
1

Granted

10-1151142

2

Pending

10-2010-0102029

BGAN 전송기술

3

Pending

10-2010-0036485

4

Granted

10-1151048

제공하나 본 기술의 경우 수 Mbps급 광대역 통신서비스 제공 가능
·G
 MR-1 3G가 지상 2G 전송 규격과 호환성을 가지는데 반해 본 기술의
경우 지상 3G/4G 전송 규격과 호환성을 가짐으로써 3G/4G 위성/지상
·위
 성 WCDMA는 최대 384 kbps급 협대역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나 본 기

기술

5

Granted

10-0728241

6

Granted

10-1054556

7

Pending

10-2010-0131573

술의 경우 수 Mbps급 광대역 통신서비스 제공 가능
·W
 CDMA기반 위성전송기술에 비해 본 기술의 경우 지상 4G 전송 규격

market and method for communication using the

Pending

10-2011-0093639

9

Pending

10-2012-0124225

10

Pending

10-2012-0124227

 ·2011년 9월 - ITU-R IMT-Advanced 위성접속 후보 기술 제안

11

Pending

10-2012-0124226

 ·2012년 9월 - ITU-R IMT-Advanced 위성접속 후보 기술 평가 완료

12

Pending

10-2012-0128974

13

Granted

10-1124066

14

Granted

10-1264769

15

Pending

10-2009-0125623

16

Pending

10-2012-0027832

기술의 경우 양방향 광대역 멀티미디어 방송 및 통신 서비스 제공 가능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년 1월 - ITU-R IMT-Advanced 위성접속 표준 승인
 ·2015년 2월 - 위성/지상 겸용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터 및 주파수 활용
기술
■ 기술이전 범위
 ·LTE 기반 위성/지상 겸용 시스템 기술 및 시뮬레이터
  - LTE 기반 위성 접속 표준 기술 (위성 채널 보상 기술, 전파 지연 시간 반영
기술 7건, 위성/지상 통합 시스템 기술 2건, 위성 자원 관리 기술 5건 포

component applied fractional frequency reuse
Signal transmission mechanism with diversity gain in
satellite communication network
Controlling method for considering minimum PAR in
satellite OFDMA system downlink
multi-point transmission of multi-beam satellite
communication

8

·D
 VB-SH는 단방향 광대역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제공가능하나 본

communication comprised complementary terrestrial

Apparatus and method for diversity in coordinated

과 호환성을 가짐으로써 차세대 위성/지상 겸용 단말 비용 절감 가능 및

기술의 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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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 of satellit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technique

Scalable 대역폭 (1.7/5/10/20 MHz) 지원 가능
DVB-SH 전송기술

interleaving

Apparatus and method of mobile satellite

본 기술의 우수성

겸용 단말 비용 절감 가능

WCDMA기반 위성전송

Communication method and apparatus using symbol

system

·G
 MR-1 3G/Inmarsat BGAN은 최대 수백 kbps급 협대역 통신서비스를
GMR-1 3G & Inmarsat

communication system

Satellite mobile communication systems considering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Method of establishing uplink in mobile satellite

Method for transmitting and receiving uplink signal in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Power control and link adaptation methods in LTE
based mobile communications
Random access methods and channel structures for
mobile communications with large cell size
Enhanced downlink transmission methods with low
PAPR in LTE based mobile communications
System and method for random access wireless
communications
Interaction method between ARQ and HARQ for the
system with long round trip delay
Power controlled 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scheme in the satellite communications system
Buffer status reporting method for uplink scheduling
and communication system using the same
Apparatus and method for allocating resource in
communication system

17

Pending

10-2012-0097490

18

Pending

10-2013-0091858

Receiving memory management method and device
for HARQ
HARQ retransmission method for system supporting
carrier aggregation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위성 IMT 대역을 사용하고 지상 시스템과 호환성을 최대한 유지함으로
MSS 대역에서 저가의 위성/지상 통합 단말을 제공할 수 있음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 호
 환성을 유지함으로써 하나의 칩으로 위성/지상 통합 단말의 제조가 가
능하게 된다면 가격 및 효용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지상 LTE 이동통신 단말 또는 유사한 크기를 가지는 LTE기반 위성/지상
겸용 단말 : LTE 기반의 위성 전송기술로써 지상 무선 시스템에 사용되
는 단말과 최대한의 호환성을 유지함으로써 위성/지상 통합 단말의 구
현에 유리

 ·4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표준으로 채택된 3GPP LTE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위성/지상 통합 무선 시스템
- 국
 내 업체가 국내 IPR이 포함된 표준규격을 활용하여 위성/지상 겸용 단말
을 조기 확보가능하게 함으로써 Thuraya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지역
시장에서 위성/지상 겸용 단말 경쟁력 확보

 ·하나의 단말내에서 위성과 지상간 끊김없는 연동을 지원하는 LTE기반
위성 시스템 : 위성환경에서 ITU-R 위성 IMT-Advanced 요구사항인
1.1bps/Hz/beam 이상의 주파수효율 달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세계 위성통신 서비스 매출 현황은 FSS 144억 달러, MSS 22억 달러로
Inmarsat, Thuraya 및 GlobalStar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휴대 이동위성
통신 시장 형성
 ·'03년부터 '10년까지 이동위성서비스 시장은 연 평균 36% 증가 추세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우리나라 GMPCS 현황 참조 : 2009년 가입자 수 약 10,500명, 매출액
약 18,400백만원 수준(위성 전용 단말) - 위성/지상 공용 시장으로 전
환, 매년 10% 성장 가정
 ·'10년 85.6억불(NSR, 2007)에서 '15년까지 매년 성장률 36% 가정, 그
이후 성장률이 5%씩 감소 가정


연도

2015

2016

2017

2018

국내

325억

358억

394억

433억

2019
477억

국외

398억불

517억불

647억불

776억불

893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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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국악 정간보 편집 기술
오디오연구실  담당자  이용주

본 기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악보인 정간보를 디지털화 하기 위한 기술로서, 정간보 악보를 편집하고, 이를 디지털 파
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으며, 정간보 악보를 오선보 악보로 자동 변환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임. 본 기술은 국악 악보의 디지털화
를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국악 전공자들의 정간보 악보 작곡 및 초ㆍ중학생의 국악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대표적인 국악 악보인 정간보 악보의 편집/저장 및 오선보 악보 변환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오선보 기반의 서양 음악은 디지털화가 잘 되어있고, 상용 저작툴이 많
이 있어, 전통 악보를 디지털화하여 보존하는 것이 가능함. 또한, 상용
저작툴을 활용하면, 일반인도 쉽게 음악을 작/편곡할 수 있고, 이를 디지
털 악기로 연주해 볼 수 있어, 저변 확대가 잘 되어있음

 ·정간보 기호의 쉬운 입력을 위한 GUI 제공

 ·국악의 경우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국악 악보를 구조적인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국악 전통 악보는
인쇄본 형태로만 존재하며, 새로운 국악의 작/편곡은 문서 편집기를 통
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이와 같은 인쇄본 형태의 악보는 디지털 악
기와의 연동이 되지 않아서 활용성이 매우 낮음

 ·정간보 악보를 구조적인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저장
·정간보 악보의 오선보 악보 변환 기능
 ·정간보 악보의 재생 기능 제공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국악 전공자들 조차도 국악의 작/편곡에 오선
보 작/편곡 툴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악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국악
을 접할 수단 조차 전무한 상황임
·국악의 보존 및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국악을 쉽게 작/편곡 할 수 있고,
이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작된 악보를 디지털 악기
와 연동하여 재생할 수 있는 국악 악보 편집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정간보 편집기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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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상세 사양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정간보 기호의 쉬운 입력을 위한 GUI 제공

 ·본 기술은 국악 관련 기술로서 표준화는 이루어지지 않음

  - 정
 간보 12율명 포함
  - 다
 양한 장식음, 장식부호, 표현부호 포함

 ·본 기술의 기본이 되는 정간보 악보의 저장 방식(정간보.DTD)은 공개 예
정

  - 마
 우스 및 키보드를 이용한 악기 선택

■ 보유 특허

·정간보 악보를 구조적인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저장

출원/
등록구분

  - X
 ML 기반 정간보 악보 저장
  - 정
 간보.DTD 문법에 따름 (DTD: Document Type Definition)

출원

특허명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정간보 악보 기술 방법 및 정간보 악보 재생
방법

한국

20130056919

2013

·정간보 악보의 오선보 악보 변환 기능  
  - X
 ML로 저장된 정간보 악보 파일을 MusicXML 형식의 오선보 악보 파일로
변환
  - 상
 용 오선보 악보 편집 툴 및 디지털 악기에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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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간보 악보의 재생 기능 제공

 ·국악 작곡 전문가를 위한 국악 정간보 저작툴

  - 정
 간보 악보에서 음의 길이, 높이에 따른 악보 재생

  - 현
 재 국악의 작곡에는 아래한글 등과 같은 워드프로세서가 활용되고 있
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간보 전문 저작툴로 활용
 ·국악 교육을 위한 SW 및 앱
  - 초
 ㆍ중등 교육 및 일반인의 국악 교육을 위한 정간보 교육 SW로 활용
  - 간
 단한 국악 악보의 저작 및 재생이 가능한 정간보 편집 앱으로 활용  
<오선보 악보 파일>
<정간보 악보>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상용 오선보 악보 편집기
(피날레) 재현 화면>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정간보 매니아

 ·국악 전공이 있는 예술고등학교(약 20개) 및 대학교(약 20개)를 고려하
였을 때, 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수는 최소 수 만명 이
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정
 간보 악보 편집 가능
  - 정
 간보 악보 저장 가능  
  - 다
 양한 정간보 기호 지원

 ·본 기술이 초ㆍ중등 교육에 활용되는 경우 시장 규모는 매우 커질 것으
로 판단됨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본 기술의 우수성
·정간보 악보 편집을 위한 편리한 GUI 제공
정간보 매니아

 ·대표적인 오선보 편집 도구인 피날레(finale), 큐베이스(cubase), 시벨리
우스 (sibelius) 등은 개당 수 십만원대의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음
 ·국내외적으로 국악 전용 편집기 관련 시장은 거의 없는 상태로서, 과거 및
현재의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서비스 시장 규모 예측에 어려움이 있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경쟁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정간보 악보의 저장 방식 공개를 통한 범용성 제공  
·정간보 악보의 오선보 악보 변환 기능 제공  
·정간보 악보의 재생 기능 제공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정간보 편집을 위한 SW가 이전에 출시된 적이 있으나, 사용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활용 및 판매가 되지 않고 있음
 ·대표적인 오선보 편집 도구인 피날레, 큐베이스, 시벨리우스 등은 새로
운 버전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음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년 3월 완료
■ 기술이전 범위
 ·국악 정간보 편집기 S/W 소스 코드
  - 정
 간보 입력 모듈
  - 정
 간보 → 오선보 변환 모듈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적 효과
 ·현재, 국내외적으로 국악 관련 저작툴이 제품화되어 판매되고 있지 않으
므로, 본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음

 ·소스코드 개발 환경

 ·국내외적으로 국악 관련 SW 제작 업체가 없으므로, 본 기술의 도입을
통해 최고의 국악 전문 SW 업체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제
품 개발 및 정부 과제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OS : windows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개
 발툴 : Visual Studio

 ·본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없고, 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가 집단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투입 대비 높은 매출/수
익이 기대 됨

  - 정
 간보 재생 모듈

표준화 및 특허

 ·본 기술이 향후 초ㆍ중등 교육 등에 활용될 경우 높은 매출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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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DVB-RCS2용
Return Link Encapsulation (RLE) 기술
위성방통융합연구팀  담당자  박만규

최근 표준화가 완료된 DVB-RCS2에서는 RLE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 송신 데이터를 다양한 크기의 단편화(fragmentation)
와 높은 효율의 인캡슐레이션(Encapsulation)을 지원함. RLE(Return Link Encapsulation)기법을 사용하면 DVB-RCS1 기반
MPEG/MPE, ATM/AAL5를 사용하는 인캡슐레이션 보다 작은 오버헤드(over head), 효율적인 연속 캡슐레이션 기법이 적용
되어, 인캡슐레이션 효율이 ATM (0.89), MPEG(0.95) 보다 높은 0.99를 나타내어 높은 전송 효율을 나타낼 수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DVB-RCS2에서는 물리 계층의 고효율 전송 기술과 함께 시스템의 수율을 30 % 이상 향상시키기 위한 링크 계층 기술로서 IP 및 상
위 계층 패킷을 고정 길이 버스트에 효과적으로 인캡슐레이션 하기 위하여 RLE 기술 이용
·단말에서 Fragmentation과 Encapsulation 수행, NCC에서 Decapsulation, Reassembly 수행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RLE 특징 - 동작 절차

■ 인터넷 서비스 사용 패턴의 변화

■ RLE 동작 절차

 ·기본의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위주의 서비스에서 Social Network와 같이
개인 사용자의 데이터가 서버로 전달되는 업로드 서비스 등장으로 업로
드 데이터 트랙픽 급격히 증가

 ·RLE fragmentation이 현재 Link 상태에 맞는 Waveform ID로 mapping
되면서 다양한 데이터 정보 값의 크기 (Variable Information bits)로
fragmentation됨

■ 새로운 VSAT 서비스를 위한 전송 기술 표준 등장
 ·기본의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위주의 서비스에서 Social Network와 같이
개인 사용자의 데이터가 서버로 전달되는 업로드 서비스 등장으로 업로
드 데이터 트랙픽 급격히 증가
 ·이에 따라 기존 DVB-RCS1 대비 최소 30%의 전송 효율이 증가된 높은
전송 효율을 나타내는 DVB-RCS2라는 새로운 전송 기술 표준 등장
■ 고효율 리턴링크 인캡슐레이션(RLE) 기법 필요
 ·DVB-RCS2에서는 물리계층에서 고정 길이 버스트를 사용하고 대신 링
크 계층에서 가변 정보값 (Variable Information bits)을 물리계층으로 전
달함
 ·이를 위해 링크계층에서는 전송될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크기
의 단편화 (fragmentation)와 높은 효율의 인캡슐레이션 (Encapsulation)
을 지원하는 RLE (Return Link Encapsulation)기법이 필요함

■ DVB-RCS2용 Linear Modulation Burst types
 ·LB - Logon Burst (Waveform Id 1, Burst Length : 664 symbols)
 ·CB - Control Burst (Waveform Id 2, Burst Length : 262 symbols)
 ·STB - Short Traffic Burst (Waveform Id 3~12, Burst Length : 536
symbols)
·LTB - Long Traffic Burst (Waveform Id 13~22, Burst Length: 1616
symb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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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Waveform Id 32 ~ 39, 8가지

■ 기술이전 범위
 ·DBV-RCS2 기반 RLE 기술이 구현된 프로그램 (리눅스 기반 C코드)

RLE 특징 - RLE Format

 ·샘플 프로그램 설명서

■ 사용자 데이터 → RLE로 변환 과정
·SDU (Service Data Unit) → The Addressed Link PDU (ALPDU) → The
Payload-adapted PDU (PPDU)
■ ALPDU는 1개 또는 다수개의 PPDU로 변환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1개인 경우 : Full PPDU

 ·DVB-RCS2 위성 전송 규격이 2011년 11월 완료 되었음(ETSI EN 301
545-2 v1.1.1)

·다 수개인 경우 : Start PPDU, Continuation PPDU, End PPDU로 구성됨

 ·관련 표준 문서 업데이트 2014년 04월 (ETSI EN 301 545-2 v1.2.1)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출원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한국

2011-0086432

2012.04.25

한국

2010-0131576

2012.04.25

위성 리턴링크 패킷 오류 판단 방법
위성 단말장치와 통신하는 중심국에서의 역방향링크
패킷 오류 판단방법 및 그 판단 장치

미국

13/
314658

2012.08.09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RLE 특징 - 효율 분석 (예)

 ·위성 VSAT 단말의 송신부, 중심국의 수신부

■ 분석 parameters

 ·초고속 VSAT 서비스

 ·RLE : Full PPDU 고려, Waveform ID 14, LTB, Payload bytes: 188
(MPEG과 비교 위함)
 ·MPE/MPEG: MPE padding mode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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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L5/ATM

 ·RLE의 경우 단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므로 VSAT 시스템의 시장
규모와 예측을 통해 RLE 기술의 적용 규모 예측 함
 ·전세계적으로 엔터프라이즈 급 VSAT 사이트는 2010년 1,433,300 존재
했으며 내년인 2013년에는 1,871,500사이트로 30% 증가 예상
ATM Maximum Efficiency: 0.89
MPEG Maximum Efficiency : 0.95
RLE Maximum Efficiency : 0.99
→ RLE가 overhead가 가장 작기 때문
(Concatenation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기존 기술 (DVB-RCS1)를 대체하는 기술
 ·DVB-RCS1 또는 고유 규격에 의한 VSAT 전송 기술을 대체하여 광대역
위성 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이를 통해 초고속 멀티미디어 인
터넷 등의 차세대 VSAT 서비스 제공 가능

■ DVB-RCS2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차세대 VSAT 기술

 ·STM사에서 수행한 DVB-RCS2 시스템 성능 데모에서는 양방향 ACM
기술 및 고차 변복조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DVB-RCS 보다 효율이
300%개선된 성능 결과를 보임

 ·최근 완료된 차세대 VSAT 표준 기술로서, DVB-RCS2 물리계층을 이용
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

 ·현재 표준화 완료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임
 ·국내 DVB-RCS2 기반 제품 및 서비스는 현재 준비 단계임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DVB-RCS1의 ATM, MPEGTS 기반 Encapsulation 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4. 기대효과

·기존의 기술 대비 높은 전송 효율 지원
·고정 길이 Burst를 사용하도록 정해진 DVB-RCS2의 물리 계층 특성 지원
·Link 계층에서의 QoS 지원이 용이한 구조

기술의 완성도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새로운 DVB-RCS2 관련 위성 VSAT 기술의 국산화 및 수출확대

■ 기술개발 완료시기

 ·위성 VSAT 제조업체의 활성화로 수출확대 및 신규 고용창출

 ·2013년 12월 - Ethernet 기반 테스트베드에서 테스트 완료, RLE 자체
기술에 대한 검증 완료

 ·위성 링크 가용도 증가로 Ka 대역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광대역 위성멀
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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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웹 기반 홈 기기 제어 인터페이스 기술
스마트TV시스템연구팀  담당자  김정학

본 기술은 스마트TV 단말 플랫폼에 홈 게이트웨이 기능을 탑재하고, 웹 서버와 연동하여, HTML5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홈 기기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술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RS-485 및 RS-232 시리얼 통신 프로토콜 및 TCP/IP 프로토콜을 모두 수용 가능한 형태의 홈 게이트웨이 기능을 스마트TV 단말 플
랫폼에 탑재하고,
·웹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웹 서버와 인터넷을 통해 연동하여, HTML5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홈 기기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
는 서비스 제공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최근 홈 기기 제어 서비스는 개방형 플랫폼 기반 위에 실감형 UI/UX와
기기간 콘텐츠 정보 공유 및 클라우드 연계로 자유로운 맞춤형 융합 서
비스로 진화하고 있음

 ·기존 월패드 기반 서비스를 스마트TV를 이용한 사용자 UI 중심 서비스
로 전환

 ·또한, 스마트TV 단말은 다양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킬 수 있는
고성능 개방형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스마트TV 단말을 홈 기기 제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 서버 또는 홈 게이트웨이로 활용하고, 사용 및 서비스 확장이
용이한 홈 기기 제어 인터페이스 모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더불어 HTML5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홈 기기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홈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스마트
TV의 활용
 ·스마트TV를 홈 게이트웨이로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홈 외부에서도
홈 내 기기들을 관리하고 제어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HTML5 기술을 기반으로 인터액티브한 UI/UX 제공
■ 기술의 상세 사양
 ·시리얼 통신 프로토콜(RS-485, RS-232)과 TCP/IP 통신 프로토콜 사이
프로토콜 변환 기술
·스마트TV 홈 게이트웨이 기술
·스마트TV 단말, 개인 휴대 장치, 사용자 등의 관리 및 홈 기기 리모트 관
리/제어 기능 제공을 위한 웹 서버 기술
·홈 기기 관리/제어 UI/UX 기능 제공을 위한 HTML5 웹 클라이언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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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국내 홈 오토메이션 기술은 아파트형의 건물이 적은 외국의 시장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홈 서버 및 홈 게이트웨이 기술에 대한 핵심 홈 네
트워크 기술은 해외 기업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실정임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가전업체는 자사의 미디어 가전기기가 디지털
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UPnP, DLNA의 표준 단체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를 구현하거나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은 미비한 수준임
 ·서울통신기술, 삼성네트웍스, 에스넷시스템, 기산텔레콤 등의 업체에서
IPv6, BcN 등 홈 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기반 기술에서 다양한 애플리케
이션과 가입자 단말 등 홈 게이트웨이/홈 서버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
중임

국내 건설사 연계 월패드

본 기술의 우수성
·홈
 네트워크 구축, 홈 게이트웨이 모듈 설계 및 탑재, 홈 기기 제어/관
리 웹 서버 구축, 홈 기기 제어/관리 UI/UX 모듈 등을 파편화하여, 표

제조 업체 주도 기술

준화된 또는 오픈 솔루션 형태로 본 기술 적용이 가능함
·홈
 기기에 Web 서비스 연동을 위한 기능이 탑재되어야 하고, 홈 기기

국내 가전사 주도 기술

마다 가전사가 제공하는 서버에 등록되어야 함. 본 기술은 모든 홈 기
기에 대해 동일한 형태로 통합 솔루션 제공이 가능함

국내 인터넷 통신 사업자

·별
 도의 홈 서버 설치가 필요함. 본 기술은 가전사 또는 셋탑박스 제조

주도 기술

 ·홈 네트워크 서비스
 ·홈 오토메이션 또는 스마트 홈 서비스
 ·홈 내에서 스마트TV를 기반으로 미러형 스마트 리모콘을 활용한 홈 기
기 제어 서비스
 ·홈 내/외에서 휴대 장치(스마트폰, 태블릿 PC)를 활용한 홈 기기 제어 서
비스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사에 의해 제작되는 모든 스마트TV 단말에 기본 기능을 탑재하여 운영
가능함

기술의 완성도

 ·국내 스마트 홈 정보가전 시장은 2009년 2조 8,978억 원에서 연평균
3.7%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4년에는 3조 4,685억 원 수준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됨
 ·국내 스마트 홈 산업은 세계 시장과 동일한 추세로 홈 플랫폼 장비와 정
보가전이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스마트 홈 장비 시장은 28.1%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면서 2009
년 107억원에서 2014년 4,157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국내 홈 네트워크 장비 생산은 2009년 1,080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10.9%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4년에는 1,809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기술개발 완료시기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2014년 하반기(10월 말)

 ·인터넷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스마트 홈은 에너지, 전력, 보안 등 관측
중심의 지능형 시스템의 형태에서 ITC(정보 및 커뮤니케이션)를 보유한
네트워크 홈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음

■ 기술이전 범위
 ·스마트TV 홈 게이트웨이 모듈 (소프트웨어)
 ·스마트TV 단말, 개인 휴대 장치, 사용자 등의 관리 및 홈 기기 리모트 관
리/제어 기능 제공을 위한 웹 서버 모듈 (소프트웨어)
 ·홈 기기 관리/제어 UI/UX 기능 제공을 위한 HTML5 웹 클라이언트 모듈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요구사항 정의서, 시험 절차 및 결과서)
표준화 및 특허

 ·홈 게이트웨어 및 홈 서버는 향후 광대역 멀티미디어 응용서비스 지원으
로 가정 내 홈 네트워크 상에서의 홈 오토메이션, 통신, 방송, 게임의 융
합서비스 및 실감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인터페이
스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국내 스마트 홈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부 부처와 한국스마트홈산업협
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스마트 홈 기기 및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
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홈 네트워크 구축, 홈 게이트웨이 모듈 설계 및 탑재, 홈 기기 제어/관리
웹 서버 구축, 홈 기기 제어/관리 UI/UX 모듈 등을 파편화하여, 표준화된
또는 오픈 솔루션 형태로 적용 가능하므로, 개발 및 운영 비용을 최소할
수 있음

 ·TTA PG.214를 중심으로 60여 건의 단체표준을 2010년 3월 개발한 상
태이며, 매년 스마트 홈 분야의 표준화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음
 ·가스벨브, 조명, 난방기기와 같은 485기반의 원격제어기를 위한 표준을
정의하고, Zigbee 기반의 원격검침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정의하는 것과
같이 단지공용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해 현재 '주동출입시스템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홈 네트워크 장비 설치를 위한 세대 단자함의 크기 및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 공간의 표준화를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제도'에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에 대한 표준화 내용을 삽입하는 작
업도 추진 중에 있음

 ·각 가정마다 거의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스마트TV를 홈 게이트웨이로 활
용함으로써, 별도의 홈 게이트웨이, 월패드, 홈 서버 등에 대한 개발/제
작/설치 등을 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2010년 2월, 정부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스마
트 홈 국가 표준/인증 연구회"를 설치하여 표준과 인증 체계의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이 2009
년 3월 고시됨에 따라, 스마트 홈 표준과 인증 체계에 대한 정비 및 미비
한 기술표준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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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C-band GaN 50W HPA MMIC
위성무선RF기술연구팀  지홍구

본 기술은 C-band Radar용 핵심부품인 HPA를 국산화하여 초고주파 집적회로로 구현한 것임. 본 기술의 HPA MMIC는 30
voltage 인가시 최대 출력 30W, 전력부가효율 40% 이상의 특성을 보이며 40 voltage 인가시 최대출력 50W의 특성을 보여
사용자에 따라 가변 하여 사용하는 장점이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30W 이상 GaN 기반 고출력 증폭기 MMIC를 개발 하여 이를 단일 패키지화 한다

■ 기술구성도

개발 대상 기술 종류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기존의 GaAs 기반 레이더 시스템은 출력이 낮아 탐지 거리가 짧아 고출
력의 전력증폭기가 요구 되어짐
 ·기존 GaAs 기반 전력증폭기는 전력 부가 효율이 낮아 고출력 증폭기의
경우 많은 열이 발생하여 수명이 짧아지고 방열 시스템이 커지는 등 많
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고효율의 고출력 증폭기가 요구 되어짐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단일 패키지가 가능한 C-대역 GaN 기반 고출력 증폭기 MMIC
  - V
 dd 30V 인가 : freq. 5.4 ~ 5.9GHz , 
최대 출력 30W, 전력 부가효율 40%
  - V
 dd 40V 인가 : freq. 5.4 ~ 6.5GHz , 
최대 출력 50W, 전력 부가효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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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상세 사양
 ·C-band 50W high power amplifier
 ·5.4 to 6.5 GHz frequency range
 ·50W saturation power
 ·20dB small signal gain
 ·>32% power added efficiency
 ·30V, 40V supply voltage
 ·MMIC size : 3.7 x 3.8 x 0.1 m3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국내에서는 C-band HPA MMIC 개발은 전무함

 ·미국 : Cree사 에서 비슷한 대역의 HPA MMIC를 출시 하고 있음
  - C
 MPA2560025D : 2.5 ~ 6GHz, 25W, 23dB Gain

4. 기대효과

  - C
 MPA5585025D : 5.5 ~ 8.5 GHz, 40W, 22 dB Gain

기술도입효과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CMPA2560025D

2.5~6GHz, 25W

CMPA5585025D

5.5 ~ 8.5GHz, 40W

·본
 개발된 HPA MMIC가 최대 출력이 2배임
·본
 개발된 HPA MMIC가 최대 출력이 10W 높음

기술의 완성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C-band HPA MMIC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전략
물자로 구분하고 있어 국내 반입이 어려움
 ·따라서 본 기술로 국내 개발이 완료되어 기술 종속화에서 탈피할 수 있
는 계기가 됨

■ 기술개발 완료시기
 ·C-band HPA MMIC 제작 완료 및 측정 완료 : 2014.04
■ 기술이전 범위
 ·C-band HPA MMIC 실시 사용권
  - C
 -band HPA MMIC 레이아웃
  - C
 -band HPA MMIC 측정 기술
  - C
 -band HPA MMIC 조립 기술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민군용 Radar application
 ·통신 application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구분

1차년도
( 2014 년)

2차년도
( 2015 년)

3차년도
( 2016 년)

매출액

10,000

35,000

50,000

매출원가

7,000

22,000

35,000

(감가상각비)

( 180 )

( 650 )

( 750 )

매출총이익

3,000

13,000

15,000

판매 및 관리비

2,200

9,500

11,000

(감가상각비)

( 50 )

( 180 )

( 250 )

영업이익

800

3,5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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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Wake-up 긴급경보 기술
지상파방송연구실  담당자  김흥묵

본 기술은 DTV방송 채널 사이의 보호대역을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대역폭없이 저전력 및 실내 수신이 가능한 Wake-up 신호
송수신기술임. 본 기술은 재난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꺼져 있는 TV의 전원을 켜고 TV를 재난방송 채널로 자동으로 전환시킴으
로써 재난/재해 발생 상황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긴급경보 방송시스템 기술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Wake-up 신호를 무선으로 송수신하여 재난/재해 상황을 신속히 전파
·저전력 수신 및 미약신호 검출을 통한 실내수신 가능
·매체별 셋톱박스와 TV 의 전원/채널/볼륨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재난/재해 상황을 인지하도록 함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각종 재난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가능한 모
든 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긴급경보 기술 필요
 ·사용자가 방송(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을 시청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자동으로 재난경보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Wake-up 기능 필요  
 ·24시간 운영에도 전력소비가 낮으며, 실내에서도 수신 가능한 무선방식
의 Wake-up 긴급경보 기술 필요

낮은 신호세기에서도 수신 가능)
 ·낮은 신호세기에서 수신이 가능하므로 DTV보다 넓은 방송구역 확보 가
능
■ 기술의 상세 사양 (Wake-up 신호 송신기술)
 ·DTV채널 사이의 협대역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추가적인
대역폭이 필요 없음
 ·신호 대역폭 : 50 kHz 이내
 ·데이터 전송율 : 약 10 bps 이상
 ·변조방식 : BFSK (변경 가능)
 ·전체 프레임길이는 1초 이내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별도의 주파수 할당 없이 기존 방송채널 사이의 대역을 이용하여 긴급경
보 신호 전송
 ·TV의 전원/채널/볼륨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TV가 꺼져있는 상태에서도
긴급경보 신호를 수신하여 재난방송 채널로 전환 가능
 ·실내에서도 긴급경보 신호 수신 가능 (현재의 DTV 방송보다 약 35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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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상세 사양 (Wake-up 신호 수신기술)
 ·최소 수신 전계강도 : -119 dBm 이상
 ·기준 클럭의 주파수 허용 오차 : 10 ppm 이내
 ·재난 시 빠른 수신응답을 위해 최대 2초 이내에서 신호 검출

 ·대기전력 < 1 W (ASIC일 경우 추가 감소 가능)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특허명
재난정보 송수신 장치 및 방법 (Apparatus

출원

and method for transmitting and receiving

한국

emergency disaster information)

■ 기술의 상세 사양 (TV 제어기술)

10-20140050044

2014.04.25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RS-232를 통해 STB를 제어 가능 (STB 프로그램 변경 필요), STB를 사
용하지 않는 경우 Wake-up 수신기에서 HDMI-CEC를 통해 직접 TV 제
어 가능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HDMI-CEC를 이용하여 DTV의 전원/채널/볼륨 제어 가능

  - 재
 난/재해 시 Wake-up 긴급경보 신호 송출

 ·Wake-up 긴급경보 신호 송신기
 ·Wake-up 긴급경보 신호 수신기 / 셋톱박스 일체형 수신기
  - 낮
 은 대기전력 소모로 Wake-up 신호 상시 수신
  - 셋
 톱박스 및 TV 전원/채널/볼륨 자동 제어
 ·광역 단방향 데이터 통신기
  - W
 ake-up 신호 외 추가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매우 넓은 지역에서
의 제어용 신호로 활용 가능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일본의 EWBS(Emergency Warning Broadcasting System)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일본의 EWBS는 ISDB-T방식의 원세그의 TMCC를 통해 재난방송
  - 별도의 주파수 대역 할당 없이 기존 방송대역을 사용하여 서비스 가능
(EWBS는 ISDB-T방식으로 원세그의 TMCC 안에 별도의 EWS 비트 할당)
  - 제
 안기술은 EWBS에 비해 낮은 요구 CNR을 가짐으로써 더 넓은 커버리
지를 가짐
기술의 완성도

·본 기술개발로 인한 국내 생산의 증가로 2017년 ~ 2021년 까지 총
2,5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과 74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됨        
                                  [표 1] 본 기술개발에 따른 산업파급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소계

생산유발효과

485

499

506

513

520

2,524

부가가치유발효과

143

147

150

152

154

746

※ 산업유발계수는 2005년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방송장비 계수를 적용하였음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미국은 FEMA를 통해 정부 주도로 재난경보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있음
 ·국내는 방송 매체별로 자동인지가 가능한 전용수신기에 대한 표준을 가
지고 있으나,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없음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년 11월, 실용시제품 개발 및 필드테스트 완료
■ 기술이전 내용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Wake-up 신호 송신 기술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Wake-up 신호 수신 기술

 ·기술적 기대효과

 ·TV 제어 기술

  - 디
 지털방송 방식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

■ 기술이전 범위

  - 넓
 은 서비스 구역 확보가 가능하고 실내에서도 수신 가능

 ·기술문서/상세설계서

  - 기
 존 DTV 송신채널 사이의 협대역을 이용하여 송수신하므로 추가적인 주
파수 할당이 필요 없으며, 평상 시에는 단방향 데이터 통신용으로 활용
가능

 ·H/W 설계도면
 ·소스코드

 ·경제적 기대효과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PG802 지상파 방송 프로젝트 그룹에 본 기술 개요 기고('14.2)

  - (정부, 국민)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재난경보시스템을 통한 긴급경보로
인적, 물적 피해 예방
  - (기업체) 국가 주도의 재난경보 시스템 구축에 해당 제품 공급

 ·지상파 방송 재난메시지 표준 기고('14.2)
 ·FOBTV, ATSC 등에 기술 기고 및 표준화 아이템 제안 예정('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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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안테나 다중화기반 Gbps급
초고주파 고정 무선 링크 시스템 설계 기술
마이크로파기술연구실  담당자  변우진

본 기술은 이동통신망을 설치할 때, 유선 설치가 어려운 곳에 무선으로 이동통신망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 무선링크 시스템 기술
이다. 유선에 대응되는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테나 다중화 기술을 이용하여 대용량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구현
할 수 있는 핵심 기술들이 기술이전 범위에 포함되었다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백홀(backhaul) 및 프론트홀(fronthaul)이란?
  - 백
 홀: BBU(기저대역 Unit) 및 코어 네트워크 사이의 네트워크
  - 프론트홀: BBU(기저대역 Unit)과 Cell site의 RRH(Remote Radio Head) 사이의 네트워크

■ 기술구성도
·다중안테나기반 LOS-MIMO 기술
·광대역 무선 링크 시스템을 위한 고차변조 및 오류정정 기술
·편파 다중화를 위한 OMT(OrthoMode Transducer) 설계 기술

CPRI: Common Public Radio Interface
OBSAI: Open Base Station Architecture
Initiative
LOS-MIMO: Line-Of-Sight Multi Input
Multi Output

1. 기술 개요

으로 전송할 수 있는 초광대역 전송 기술 개발 필요성 증대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고속 무선 데이터 서비스 발달로 장소 제약이 적고 설치 비용이 저렴한
고속/대용량 무선 백홀/프론트홀((wireless backhaul/fronthaul) 기술 수
요 증대
 ·광/유선망을 이용하면 CAPEX, OPEX 비용 부담 -> 무선 이용 필요성
증가
  - '09년: 52%(유선) vs. 48%(무선) -> '18년: 30%(유선) vs. 70%(무선)
 ·초고주파 무선 백홀/프론트홀 시장 규모
  - 2
 00억불@ '18년 (출처: Market and Market Analysis, '13)
 ·초고주파(10GHz 이상 대역)를 이용하여 Gbps급 이상의 데이터를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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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본 기술은 안테나 다중화 기술을 기반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고정 점대점 무선전송 시스템 기술임
 ·초광대역 전송 구조에 적합한 송수신 알고리즘 개발
 ·광대역 초고주파 부품 (수동소자, 안테나 등) 설계 기술
■ 기술의 상세 사양
 ·2X2 LOS MIMO 알고리즘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Gbps급 고차변조(QPSK/16QAM/64QAM 등) 및 오류정정기술
 ·편파 다중화 시스템에 필요한 광대역(대역폭: 20%이상) OMT 설계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세계시장규모: 200억$ @ '18년

2X2 LOS-MIMO 시스템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11년 Ericsson이 4X4 LOS MIMO 기술 발표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1
 Gbps throughput in a 28MHz channel (1024QAM, 4x4_MIMO )

 ·'13년 전파사용료 인하 효과: 1,000만원/년간 -> 약 50~100만원/년간

  - 1
 0GHz, 대역폭 28MHz, 512QAM 4X4 MIMO 시스템 시연

 ·'14년 국내통신사업자가 BMT 시험중, 국내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

 ·Ceragon 등에서도 발표

 ·기존에는 Ericsson, NEC 등이 시장 점유하였으나, Huawei 가 점유율 확대

 ·OMT를 이용한 편파다중화 기술 상용화

 ·부품기술이 대량 생산 체제로 진화 중 (Infineon, Broadcomm 등 중심)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4. 기대효과

본 기술의 우수성

경쟁기술

·기존 제품은 송수신 거리가 변함에 따라서 안테나 간격이 변하기 때문에
LOS-MIMO 기술
(Ericsson사 등)

설치에 제약이 있음
·제안 기술은 송수신 거리 변화에 대한 안테나의 간격 변화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설치 유연성을 높임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 국
 내 통신 사업자의 CAPEX/OPEX 비용을 1/3~1/4 수준으로 줄일 수 있
음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 국
 내 통신 장비 제조 업체에 부가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제공 가능

 ·'15년 8월

 ·기술이전을 통한 기대효과

■ 기술이전 범위
 ·Gbps급 전송을 위한 다중안테나기반 LOS-MIMO 알고리즘
 ·광대역 무선 링크 시스템을 위한 고차변조 및 오류정정 알고리즘
 ·편파 다중화를 위한 OMT(OrthoMode Transducer) 설계 기술

  - 국
 내 산업체의 기술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으며, 해외
수출 가능
  - 선
 진 외국기업의 기술독점으로 인한 국내시장 잠식을 방지할 수 있음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해당 사항 없음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특허명
안테나들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LOS MIMO
방법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

20140002832

'13년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이동통신 무선 백홀/프론트홀용 고정 통신 시스템 및 이동통신 서비스
 ·고정 무선 백홀 기반 Wi-Fi 서비스
 ·Gbps급 데이터의 무선 전송 검증을 위한 시험용 모듈
 ·초고주파 부품 (직교모드 트랜스듀서(OMT), 반사판 안테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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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감성효과 저작기술
감성미디어연구실  차지훈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콘텐츠의 내용에 적합한 감성정보 효과를 쉽게 저작하고 재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감성효과 저작 기술

■ 기술구성도

1. 요약
기술개발의 필요성(NEEDS)
 ·기존의 4D 저작도구에서는 콘텐츠의 재생과 특수효과 저작을 위한 저작도
구가 각각 존재하여 저작자는 저작단계에서부터 효과를 삽입할 시간 값을
획득하기 불편하고, 저작된 효과를 실제 환경에서 별도의 제어장비를 통해
테스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며, 특수효과 저작 과정이 매우 폐쇄적임.
이에 콘텐츠의 재생 제어 및 분석을 통해 필요한 위치의 시간정보를 획득
하고 저작된 효과를 시간 축에 시각화하여 보여줌으로써 효율적인 감성정보
효과에 대한 저작이 가능한 범용적인 저작도구가 필요함
기술적인 독특한 접근법(APPROACH)
 ·콘텐츠의 재생 제어 창과 타임라인 상의 감성효과 정보의 연동이 실시간으
로 이루어져 감성효과 저작이 용이하고, 재현 디바이스와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실제 환경에서 영상과 감성효과의 동기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범용적인 감성효과 저작 기술
기대효과(BENEFIT)
 ·감성정보 효과를 저작하는데 필요한 소요시간을 감소시켜 콘텐츠 저작   
비용을 절감하고, 콘텐츠 제작 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
켜 시청자의 시청 UX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활성화가 기대됨
경쟁사/대체제 대비 우수성(COMPETITION)
·'15년 말까지 범용적인 감성효과 저작도구의 개발로 국내외 업체별로 서로
상이하고 폐쇄적인 특수효과 저작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출 예정임

요구사항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높아진 시청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미디어 서비스 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음.
 ·아바타 이후 3D 콘텐츠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4D와 같은 콘텐츠 감상
의 몰임감과 현장감를 높이는 서비스가 시도되고 있으며, 디지털 힐링, 디
지털 아로마 테라피 등과 같은 실감/체감형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리라 예상됨.
 ·특수효과 저작을 위한 상용 저작 도구가 존재하지만, 장비 제조사에 종속
적이고, 콘텐츠와 효과의 동기화를 위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저작된 효과의 재현 예측을 하기가 곤란함.
 ·특히, 중소업체에 의해 제작된 전시관, 체험관의 경우, 콘텐츠나 장비의 교
체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3.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콘텐츠의 재생 제어 및 분석을 통해 필요한 위치의 시간정보를 획득하고
저작된 효과를 타임라인에 시각화
 ·MPEG-V 표준규격의 XML 메타데이터로 변환 저장하여 유지관리
 ·콘텐츠 재생과 감성효과의 동기화된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
 ·다중 사용자가 분할 작업한 데이터의 병합 기능 제공

2.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방송 기술 및 미디어 기기의 발전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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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상세 사양
 ·감성효과 저작 SW
  - 다중 사용자 작업 지원
  - 타임라인 기반의 감성효과 저작
  - 콘텐츠 재생 및 감성 효과의 연동 시뮬레이션

4.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 통신프로토콜(TCP/IP)을 이용한 재현 디바이스 구동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감성/감각 효과 저작
·4D 전시관/체험관 및 4D 영화관
·디지털 아로마 테라피와 같은 힐링 콘텐츠 서비스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세계시장 규모
영화콘텐츠를 기반으로한 감성효과 저작도구 시장규모                             (단위: 백만불, 백만원)
시장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SimEx-Iwerks, Simnoa, 아쿠브코리아, 시뮬라인 등의 벤더

  - 각
 벤더의 시스템에 종속된 효과 저작 사용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본 기술의 우수성
·각 벤더의 시스템에 종속적이지 않은 표준의 MPEG-V XML 메타데이터로
SimEx-Iwerks,
Simnoa,

특수 효과를 생성
·시 스템과 별개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실환경에서의 동기 오차를    

아쿠브코리아,
시뮬라인

2014

2015

2016

2017

해외

90,342

92,703

95,943

100,232

106,013

국내

4,022,602

4,074,896

4,127,869

4,181,532

4,235,892

※ 해외 자료:
  - 추정근거 : PWC(2013), " Filmed Entertainment outlook, 2008-2017 "
  - 세계 영화시장 전체분야이며, 2013년 이후는 전망치, CAGR(연평균증감율 3.6%)
  - 연평균 성장률(2012~2017)이 가장 높게 예상되는 분야는 디지털배급으로 19.1%로 전망함
  - 인용: KOCCA, 세계 영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08-2017)
※ 국내 자료:
  - 추정근거: 2006~2011년 국내 영화산업 총괄 매출액, 연평균증감률 1.3% 기준으로 추정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콘텐츠 산업통계, 2013

  - 특
 수효과의 제작 과정을 공개하지 않음

경쟁기술

2013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영화진흥위 통계('2013)에 따르면 전국의 필름 관은 사라지고 디지털      
상영관 2,184개, 3D 가능관 859개, 4D 상영관 수는 25개로 3D 이후 체험형

최소화
·각 제조사의 시스템에 맞도록 프로토콜 변환 모듈만을 수정하여 디바이스  
연동 테스트 지원

4D 상영관이 증가하고 있음
 ·SimEx-Iwerks(캐나다), Simnoa(이스라엘) 등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업체이며, 국내에도 시장을 넓히고 있음

기술의 완성도

 ·국내에는 아쿠브코리아, 시뮬라인 등이 4D 분야를 주도하고 있음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 12. 30
■ 기술이전 범위

5. 기대효과

 ·감성효과 저작 SW

기술도입효과

 ·감성효과 저작 SW 상세설계서 및 사용자 설명서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기술적) 장비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하여 콘텐츠에 기반한 감성 효과의 저

표준화 및 특허

작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높은 효율성을 제공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경제적) 감성효과의 저작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생산단가를 낮추고, 시뮬레

 ·MPEG(Motion Picture Experts Group, ISO/IEC JTC1 SC29 WG11)에서
는 동영상을 비롯한 가상공간 콘텐트를 실제 소비환경과 상호연동하기 위한  
표준 데이터 구조를 "Media context and control(MPEG-V)" 라는 이름으로
2011년 7월 1st edition 표준을 발행했으며, 2014년 말, 3nd edition 발행을

이션 및 재현 디바이스와의 연동을 통해 현장에서의 동기화에 필요한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여 비용을 절감
 ·(사업적) 체감/실감형 4D 및 감성/힐링 콘텐츠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

예정으로 표준화를 진행중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출원
출원

특허명
오감효과 제작을 위한 인터페이스 장치 및 인터
페이스 장치의 동작 방법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거품 효과 재현 방법 및
그 장치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거품 효과 재현 방법 및
그 장치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
한국
미국

20120146712
20140002678
14/
153763

2012
20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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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고품질 파노라마 획득ㆍ생성ㆍ재생 시스템
감성미디어연구실  차지훈

본 기술은 시청자에게 극대화된 현장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광각ㆍ고품질 파노라마동영상을 획득ㆍ생성ㆍ재생을 위한
기술을 포함한다. 본 기술은 전시관/홍보관 등 공공장소의 대형 멀티 프로젝션 스크린을 통한 파노라마 영상 상영, 멀티패널을
이용한 동영상 제공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시청자에게 극대화된 현장감 제공을 위하여 넓은 화각(180도)의 고품질(7Kx2K resolution) 파노라마 동영상 획득ㆍ생성ㆍ재생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대화면 스크린의 대중화 및 3D, UHD와 같은 실감미디어 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보다 사실적이고 현장감을 지원하는 실사 기반 고품질 파노라마에
대한 수요가 확대 중
 ·현재 파노라마 서비스 산업에서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이 전반적으로 외산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외산 기술의 국내시장 잠식 해소 및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성 대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시차(parallax)를 최소화 하기 위하
여 거울을 이용한 멀티 카메라 구조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거리의 물체를
촬영하더라도 seamless한 파노라마 동영상을 획득할 수 있음
■ 기술의 상세 사양
·거울을 이용한 멀티카메라 구조체를 이용하여 근거리 물체의 시차 최소화
지원
·멀티카메라 보정 기술을 활용한 멀티카메라 정렬 기능 지원
·멀티카메라로부터의 고품질 대용량 콘텐츠를 사용한 seamless 파노라마
동영상 생성ㆍ재생 지원

 ·파노라마 기술은 대용량 방송통신망, LED/대화면/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분야 발전의 동인 역할 및 광고, 전시, 교육, 군사, 공연, 관광 등 다양한   
타 산업분야에 활용도가 높음
[거울을 이용한

[고품질 Seamless파노라마 동영상 생성]

멀티카메라 구조체]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Computer Graphic 기반 파노라마 콘텐츠

  ·고품질의 카메라를 여러 대 이용하여 동영상의 고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저품질 파노라마 획득 방법 (Immersive, PointGrey)

넓은 화각(180도 이상)을 촬영할 수 있어, 실내에서 소비 가능한 멀티    
모니터 방식 뿐만 아니라 실외 대형 광고판, 전시장 등에서 여러 사용자에
게 동시에 고품질의 파노라마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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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수동 캘리브레이션 지원 멀티프로젝션 기술 (Watchout)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파노라마 생성을 위한 인접영상 획득 시스템
  - 멀티카메라 리그(rig) 시스템

본 기술의 우수성
·많은 수작업을 요하는 CG기반 기술에 비하여 실사 기반의 파노라마   동

Computer Graphic 기반
파노라마 콘텐츠

·고품질 파노라마 동영상 생성(stitching) 시스템

영상을 빠른 시간에 획득 가능
·CG가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현실감이 떨어지나, 실사 기반의 파노라마   동
영상은 현장에 소속되어 있는 듯한 몰입감 제공

저품질 파노라마

·상 대적으로 저품질(2400x1200,360도)의 획득시스템에 비하여 방송   

획득 방법

동영상 수준의 고품질 지원

수동 캘리브레이션 지원 ·수동 멀티프로젝터 캘리브레이션 대비 품질을 유지하면서 소요시간의
멀티프로젝션 기술

  - 멀티카메라 모니터링(monitoring) 시스템

 ·파노라마 재생(rendering) 시스템
■ 기술이 적용되는 서비스
 ·대화각 디지털 갤러리 서비스 (콘텐츠)
 ·대규모 전시관/홍보관 실사 파노라마 재현 서비스

대폭 단축 지원

 ·디지털 산책 및 라이브 파노라마 서비스 기반 기술

기술의 완성도

 ·군사, 보안 관제시스템 기반기술

■ 기술개발 완료시기

 ·전시, 공연 무대기술

 ·2014년 12월
■ 기술이전 범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고품질 대용량 파노라마 생성용 획득 시스템 기술
  - 거울을 이용한 근거리 시차 최소화 멀티카메라(FHD 5EA or 7EA) 구조체
기술
  - 멀티카메라 정렬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파노라마 카메라 및 빔프로젝트기반 렌더링시스템 시장규모
시장

  - 멀티카메라를 활용한 인접영상 획득 모니터링/저장 기술
 ·고품질 대용량 파노라마(7Kx2K resolution) 콘텐츠 생성 시스템 기술

2017

2018

2019

2020

2021

주1)

17

32

59

107

195

주2)

6,557

12,166

22,329

40,830

74,575

해외

국내

  - 실시간 생성(30fps) 및 멀티패널 재생
  - 고속 생성(5fps) 및 저장
 ·고품질 대용량 파노라마(7Kx2K resolution) 콘텐츠 재생 시스템 기술
  - 멀티프로젝터(FHD 9EA) 30fps 재생

(단위: 억불,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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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멀티패널(FHD 8EA) 30fps 재생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 동향

표준화 및 특허

 ·디스플레이의 약진 등으로 기존 이미지, CG, 저화질 동영상 파노라마에서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TU-T와 ISO/IEC JTC1 SC29/WG11의 연합 프로젝트 그룹인 JCT-VC에
서 기존의 동영상 코덱인 AVC (Advanced Video Coding)/H.264의 성능을
약 2배 향상하는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H.265를 표준화 함
 ·또한 ISO/IEC JTC1 SC29/WG11 MPEG에서는 파노라마 콘텐츠와 같은

실사기반의 고화질 파노라마로 현장감 있는 시청환경으로 변화 가속
 ·프라운호퍼 HHI(독일), FasinatE(EU), Immersive Media, CBC (캐나다) 등
국외를 중심으로 고화질 파노라마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 중
 ·국내에는 ETRI, KAIST 등에서 실사기반 파노라마 기술 개발 중

대용량 콘텐츠의 전송을 위하여 MMT (Mpeg Media Transport) 및 DASH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표준화를 진행 중

4. 기대효과

■ 보유 특허

기술도입효과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기술적) 국외기술에 뒤쳐진 실사기반 파노라마 동영상 산업 전반에 핵

GEOMETRIC CORRECTION APPARATUS AND
출원

METHOD BASED ON RECURSIVE BEZIER
PATCH SUB-DIVISTION CROSS-REFERENCE

미국

3/678315

2012

Progressive video streaming Apparatus and
Method based on Visual Perception

미국

13/713083

2012

미국

14/024877

2013

A method for automatic selection and validation
출원

of reference image for Colour correction related
to image stitching and video registration

※ 상기 특허 외 국제특허 출원완료 4건/출원 중 4건, 국내특허 출원 완료 20건/출원 중 3건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심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UI/UX, 인식 분야 등 실감산업의 기술적 우위    
선점

TO RELATED APPLICATION
출원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산업적) 현장감이 있는 새로운 실감미디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여 방통
융합망, LED 대화면 비평면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서비스 생태계 전반의   
관련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동인 역할
 ·(경제적) 국내 기술 개발로 인한 로얄티 수입이 가능하고, 광고, 교육, 군사,
문화공연 등 타 산업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류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3D 이후 실감미디어 산업의 기폭제 역할 기대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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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화면해설 저작도구
감성미디어연구실  담당자  장인선

본 기술은 TTS(Text-To-Speech)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화면해설 콘텐츠를 저작하는 기술로써, 오디오 분석을 통한 비대사
구간 검출 기술, 합성 음성 기반의 화면해설과 마스터 오디오 믹싱 기술을 포함한다. 본 기술은 시각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제공 서비스 및 일반인을 위한 외국어 교육 서비스에 활용 가능하다.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효율적인 화면해설 콘텐츠 제작을 위해 TTS(Text-To-Speech)를 활용한 화면해설 저작도구 개발.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후천적 장애와 고령화에 따라 시청각장애를 갖는 인구의 증가로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함.

  ·최소의 인원으로 쉽고 빠르게 화면해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
정(2011년 12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물 제작을 위해서는 화면해설 작가, 성
우, 프로듀서 등 다수의 전문 인력과 많은 시간적 노력이 소요되어 화면
해설 방송물 제작 및 공급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화면해설 드라마는 주로 낮이나 주말에 방영하는 재방송으로 방영되고   
있음
  - 본 방송에서 화면해설이 제공되는 경우는 다큐멘터리나 사전 제작된 시
사교양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있음.
 ·화면해설 콘텐츠의 공급 제한 해소 및 다양한 장르의 방송물을 접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화면해설 저작도구 개발 필
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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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 저작자에게 화면해설 대상영역/분량을 추천함으로써 효율적인 화면해
설 대본 작성을 가능하게 함.
  - 화면해설 스크립트를 TTS로 변환하여 기존 성우의 나레이션을 대체함.
  - 오디오 믹싱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오디오 믹싱 툴을 사용하지 않
고 화면해설 콘텐츠를 저작 할 수 있음.
■ 기술의 상세 사양
항목

내용

입력

·멀티미디어 파일(TS, AVI, WMV, MP4)
·멀티미디어 파일(WMV): 화면해설 멀티미디어 콘텐츠

출력

·오디오 파일(WAV): 화면해설 오디오(마스터 오디오 포함/미포함)
·자막 파일(SMI, SRT): 화면해설 포함(태그로 구분)
·비디오/오디오/자막 분석을 통한 화면해설 대상영역 및 분량 추천

기능

·화면해설 스크립트 입력 및 음성 합성 출력
·마스터 및 화면해설 오디오의 믹싱을 통한 화면해설 오디오 제작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Miranda Swift ADePT

 ·국내의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4.9%인 251만 1천 여명임           
(2012년 기준)

  - 화면해설 콘텐츠 제작 토탈 솔루션 제공
·IBM: Synthesized AD for online video
  - HTML, TTML 등 텍스트 기반 포맷을 활용하여 화면해설 스크립트를 단
말에 전달. 사용자 단말에서 음성합성을 통한 화면해설 오디오 제공.

 ·장애인의 68.5%가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5만 9천원을 추가로 지출
하고 있고, 장애 및 손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9%인 13조 7,132억 원에 이름(국립재활원, '10.2.22)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Miranda Swift ADePT
IBM's Synthesized AD

본 기술의 우수성
·화면해설 대상영역 및 분량 추천 기능 제공
·T TS 기반 합성 음성 화면해설 제공
·화면해설 대상영역 및 분량 추천 기능 제공
·멀티미디어 파일 형태의 화면해설 콘텐츠 제작 및 소비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5년 2월
■ 기술이전 범위
[총 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

 ·화면해설 저작도구 기술
 ·화면해설 대상 구간 검출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앙지상파 방송사는 '14년, 지역 지상
파방송사는 '15년까지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10%를 화면해설방송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는 '16년까지 지상파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방송사와 같은 수준의 편성목표를 달성해야 함

 ·해당사항 없음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출원
출원

특허명
TTS를 이용한 화면해설방송 제작방법
음성/무음성 구간 검출 방법 및 장치
METHOD AND APPARATUS FOR DETECTING
SPEECH/NON-SPEECH SECTION  

출원국
(등록)
한국
한국
미국

출원
출원
(등록)번호 (등록)년도
10-20130070577
10-20130144979
14/
172,998

2013
2013
2014

※ 상기 특허 외 국제특허 출원완료 4건/출원 중 4건, 국내특허 출원 완료 20건/출원 중 3건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국내외적으로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
사업자의 공공/복지방송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면해설 콘텐
츠 제작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화면해설 제작을 위한 다양한 반자동화 기술 개발을 통해 효율적인 화면
해설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게 되어 해당 보급율을 높일 뿐 아니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콘텐츠 제작
·외국어 학습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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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2열 스피커어레이를 이용한 대화면 홈씨어터
사운드 기술 SoundWindowTM)
오디오연구실  담당자  장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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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재현하고자 하는 파면(Wave Front)을 2열 스피커어레이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표현하는 파면음장합성(WFS; Wave Field System)에
기반하여 표현
·측후방 채널의 경우에는 집중음원(FS; Focused Source) 기술을 이용하여 표현
  - 고성능 자원관리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가정 및 극장에서의 실감 오디오 재현의 필요성 증대

 ·기존 사운드바 기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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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전달함수 기반: 최적 서라운드 음장을 제공하는 청취영역이 협소하며
음질이 왜곡됨

  - 일
 반 가정에서 5.1채널 이상의 오디오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개별
스피커를 설치하는데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채널수가 증가할
경우 이러한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

·본 기술의 독특한 점

 ·사운드바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
  - Y
 amaha사의 사운드바(Soundbar)와 같이 하나의 스피커 어레이를 이용
하여 간편하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5.1채널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
템들이 출시되고 있음
  - 향
 후 5.1채널 이상의 오디오신호(예: NHK 22.2, TTA/USC 10.2, AURO
10.1)를 지원할 수 있는 실감 오디오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됨

  - 빔
 포밍 기반: 전방채널 표현력이 떨어지며 반사면이 적절하지 못한 공간
에서는 활용 불가능
  - W
 FS기반 전방채널 표현: 원음장과 동일한 파면을 형성
  - F S기반 측후방채널 표현: 반사면이 있을 경우 빔포밍과 유사한 성능,
반사면이 없을 경우에도 측후방채널 모사 가능
  - 2
 열 어레이 재현: 수평방향 뿐만 아니라 수직방향의 공간 음향 형성
■ 기술의 상세 사양
·오디오 신호 입력 기능: 5.1, 7.1, 10.1, 22.2채널 등 다양한 오디오 입력
·스피커어레이, 공간 설정 기능: 다양한 스피커어레이 형태 및 공간에  
적용 가능
·스피커어레이 신호 생성기능: 실시간 스피커어레이 신호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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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빔포밍 기반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야
 마하 YSP-5100 제품이 대표적이며 다수의 스피커(40채널 이상)를
사용
  - 전
 방채널 표현력이 떨어지며 반사면이 적절하지 못한 공간에서는 활용
불가능

·스피커어레이를 이용하는 사운드바 홈씨어터 시스템
  - 기
 존 홈씨어터 시스템이 스피커 설치에 대한 불편을 하나의 사운드바
스피커로 대치 가능

 ·머리전달함수 기반

  - 홈
 씨어터 시스템(DVD/Bluray, 앰프, 스피커) 패키지를 하나의 시스템으
로 구현 가능

  - 마
 란쯔 ES7001, 야마하 YAP-101 대표적이며 소수의 스피커(최소 2개)
로도 구현 가능

·UHDTV와 같은 대화면 TV를 위한 스피커 시스템

  - 최
 적 서라운드 음장을 제공하는 청취영역이 협소하며 음질이 왜곡됨
  - 통
 계를 통한 평균 머리전달함수를 이용하므로 사용자가 느끼는 음장감
의 편차가 존재함
 ·5.1채널 오디오 신호를 직접 스피커로 인가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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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본 기술의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넓은 유효청취영역(Sweet Spot) 제공
·전방 음상 표현능력 우수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반사면이 없는 경우에도 측후방 채널 표현 가능
머리전달함수 기반

·소극장/공연장용 스피커 시스템
·스튜디오용 모니터링 시스템

  - 서
 라운드 음장감을 제공하지 못함

빔포밍 기반

  - T V에 배치한 스피커어레이를 이용하여 서라운드 오디오 및 3차원 오디
오 까지 표현 가능
  - 소
 규모 영화 상영 및 공연 장소 혹은 교육용 시청각실의 스피커 시스템

  - L G전자 HLX55W, B&O Beolab 7.1 등

경쟁기술

  - 초
 박형 LCD TV의 음질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

· 사운드바 제품 시장 규모(http://futuresource-consulting.com)

·넓은 유효청취영역 제공
·높은 음질 성능 제공

  - 2
 011년 250만대 판매(2010년에 비해 두배 성장)
  - 북
 미: 2016년까지 전세계 사운드바 제품의 2/3가량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 유
 럽: 2010년 전세계 사운드바 제품의 20%가 소비되었으며, 북미에
비해서는 느린속도로 성정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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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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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코드 개발환경
  - MATLAB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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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X/M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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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LG전자, 삼성전자, 아남전자 등에서도 관련 제품 개발 중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MPEG-H 3D Audio
 ·2010년부터 5.1채널 이상의 High-order 멀티채널 오디오 신호의 부호
화와 재현방식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기술도입효과

 ·2013년 7월 RM0(Call For Proposal) 선정 예정
 ·멀티채널 오디오 및 객체 오디오 부호화 및 재현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
며 본 기술과 관련이 높음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출원

음장합성 신호의 다운믹싱 장치 및 방법

한국

출원

라우드스피커를 사용한 음장재생 장치 및 방법

한국

출원

멀티채널 오디오 재생 장치 및 시스템

한국

4. 기대효과

20100130817
20090122015
20090119780

2010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수직음상 표현이 가능한 입체 서라운드 음장 재현
성능
·빔포밍의 최대 약점인 반사면이 없는 환경(우리나라 거실과 같이 한 면이
유리창이고 다른면은 부엌으로 개방되어 있는 구조)에서도 적용 가능
·빔포밍 원천특허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로열티 절감 효과

2009
2009

# 공개되지 않은 특허: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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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GPU 기반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 가상화 기술
미디어네트워킹연구실  담당자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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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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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고객
  - 가상화 기반의 클라우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 가상화 기반 텔레스크린 및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 가상화 기반 n 스크린 서비스 제공
  - 클라우드 기반 고해상도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시장의 니즈
  - 낮은 사양의 단말(스마트TV 등) 환경에서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 제공
필요
‥ 가상화 기반 클라우드 미디어 서비스 기술 수요 증가
  - 고성능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 요구
‥ 낮은 지연의 가상화 서비스 기술 및 GPU 최적화를 통한 클라우드    
시스템 성능 최적화 요구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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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고품질 3D 화면, 오디오 캡쳐 및 사용자 단말 입력 redirection
 ·GPU를 이용한 고속의 비디오 압축 기반 화면 처리
 ·네트워크 상황을 고려한 적응적 게임 등 응용서비스 스트리밍
 ·다수 사용자 동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세션 제어
 ·다중 게임 실행과 게임간 빠른 전환이 가능한 게임포탈 시스템
■ 기술의 상세 사양
 ·구동OS: Windows 환경(windows 7, 2008 server)
 ·멀티 세션 Scene Capture 기술DirectX 게임 scene capture 및 4게임 동
시 멀티 세션 지원
 ·멀티 세션 기반 H.264 부호화 기술
  - GPU를 활용한 고속 H.264 부호화 기술
  - 4게임 동시 멀티 세션 부호화 지원: Video Rates: 약 8Mbps ~ 4Mbps
  - Frame Rate: 30, 45, 60 모두 지원 가능(default: 45)
  - High Profile@4.1 및 baseline, main 지원
 ·UI 포탈을 통한 게임 서비스 접근
  - 3D UI 포탈 프로토타입 제공. 사용자 별 다중 게임 동시 실행 및 빠른
전환 가능
 ·실험실 환경에서 약 120~ 130 ms 서비스 지연 달성 (스마트TV단말  
기준)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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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nVIDIA GRID
  - 다
 수의 GPU가 내장된 서버와 nVIDIA VGX hypervisor 기술이 적용된
클라우드 미디어/게이밍 플랫폼
  -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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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당 20개의 그리드 서버로 구성. 각 서버당 Kepler 구조의 12개
GPU 탑재 (총 240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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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box360 700대와 맞먹는 3D 그래픽 성능  (GPU 당 2.91 Xbox)

[표-1] 북미와 유럽의 클라우드 게임 매출 전망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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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RI

nVIDIA

Gaikai

GPU당 사용자 수

4

3

1

Latency

≤ 130 ms

130 ms

150 ms

기타

저비용 구조

고가 솔루션(GRID)

-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년 12월 : 완료
■ 기술이전 범위
 ·서버 기술
  - DirectX 게임 화면 및 오디오 캡쳐 모듈 S/W
  - GPU를 이용한 H.264 기반 고속 부호화 및 전송 모듈 S/W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LG U+는 2012년 클라우드 기반 게임 오픈 마켓인 C-Games 출시하여
IPTV, PC, 패드 등을 통해 게임 서비스 제공
·CJ헬로비전은 2012년 케이블 TV를 통해 클라우드 주문형 게임 서비스
출시
·Ubitus는 Verizon과 2012년 LTE 휴대폰 게임 클라우드 상용 서비스    
제공

  - 다중 게임 세션 관리 모듈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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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I 포탈 프로토타입 모듈 S/W

·AMD는 CiiNOW와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솔루션 관련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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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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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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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의 외국 솔루션 도입 비용에 비해 저가의 가상화 솔루션 구축 가능
·가상화된 서버 시스템에 서비스 적용만으로 다양한 단말에 동시 서비스
론칭 가능함

·클라우드 기반 텔레스크린/게임 등 미디어 서비스

·가상화 기술을 통하여 저가형 단말에서 고품질의 rich app 서비스 제공
가능

  - G
 PU 를 활용한 고성능의 게임 부호화 및 저지연 스트리밍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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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 기반 원격 서비스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제어 서비스)

  - 멀
 티스크린 융합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함

  - 고
 품질 화면 부호화 기능

  - 동
 일한 품질의 UI/UX 제공 가능하고, 고품질의 신규 서비스 적용 비용
절감 효과

  - 네
 트워크 상태 적응적 고품질 원격 화면 전송 기술
·가상화 기반 실시간 미디어 연동 부가 서비스
  - 가
 상화 기반의 AV 연동 mesh-up 서비스 및 n 스크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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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화면 전송 핵심 요소 기술로 활용
·가상화 기반 thin client 기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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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비정형 데이터 컨텍스트 추출 및 시맨틱 태깅 기술
스마트미디어플랫폼연구실  담당자  박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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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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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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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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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GATE(Ontotext)
  - 영문데이터에 대한 Linked Data기반의 의미연결 기술제공
  - 문장의 패턴 등을 통해 문장내의 객체들을 인식하여 이를 Linked Data
의 객체들과 의미관계 부여  
 ·시맨틱어노테이션 도구(솔트룩스)
  - 온톨로지의 객체들을 사전으로 활용한 문장으로부터의 개체명 인식 수
행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GATE
시맨틱어노테이션 도구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파노라마 카메라 및 빔프로젝트기반 렌더링시스템 시장규모

본 기술의 우수성

[표-1] 시맨틱 웹 시장 예상 국외 매출액 전망                                                    (단위 : 백만원)

한국어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의미연결 수행
Linked Data에 객체들이 가진 컨텍스츠 추출 및 오브젝트간의 의미관계 활

구분

용을 통한 시맨틱 태킹 도구 제공
R&D
연계

기술의 완성도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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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현가
(NPV)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낙관적

21,006

22,376

23,836

24,873

25,955

118,047

중립적

12,603

13,426

14,302

14,924

15,573

70,828

비관적

9,002

9,590

10,216

10,660

11,124

50,591

낙관적

14,347

13,894

13,455

12,764

12,108

66,568

중립적

8,608

8,336

8,073

7,658

7,265

39,941

비관적

6,149

5,955

5,766

5,470

5,189

28,529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 동향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의 컨텍스트 추출 및 제공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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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데이터 기반의 비정형텍스트 시맨틱 태깅 기술

 ·2012년 5월 구글은 Knowledge Graph라는 이름의 정형데이터 기반 서비
스 발표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Semantic annotations in OGC standards

4. 기대효과

  -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공간정보 국제표준총회)
  - 글로벌 공간정보 산업부문의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 기구
  - 공간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에서 시맨틱 어노테이션 기술에   
대한 Best Practice 로 발간
  - 2012년 9월 승인, 2012년 10월 발간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출원

특허명
정형데이터기반 비정형데이터 의미적 연결 방법
및 시스템
공공 링크드 데이터 기반 지식 자산 플랫폼 방법
및 시스템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

-

한국

-

2013년   
출원예정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정형의 Linked Data를 중심으로 웹/SNS등으로부터의 비정형 데이터의
컨텍스트를 분석하여 추출하고, 시맨틱 태그를 포함한 지식베이스를 구
축
 ·비정형 데이터의 컨텍스트 추출 기술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고객 분석 가능
 ·구축된 지식베이스를 통한 지식기반의 서비스(검색/통계, 이슈분석) 및
고객만족형 서비스 개발 가능

2013년   
출원예정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웹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축적하는 지식구축 엔진
·Linked Data 형태로 표현된 정형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검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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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위성 탑재용 Ka 대역 입력채널 필터 설계 기술
위성무선RF기술연구실  담당자  이홍열

본 기술은 위성 탑재체에서 상향 링크된 광대역 신호를 각각의 채널 신호로 분리하기 위한 입력 채널 필터에 관한 것으로써,
2010년도에 정지궤도 위성으로 발사된 천리안 위성의 통신 탑재체에 적용된 입력 채널 필터의 고도화 일환으로 설계/개발된
것임. 천리안 위성의 통신 탑재체에서는 8차 필터와 외부에 군지연 등화 기능을 두었지만, 고도화로 개발된 필터는 내부에 자체
군지연 등화 기능을 내장한 10차 필터로 설계되었음. 본 기술은 위성 탑재체의 입력 멀티플렉서 등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차기 위성에 탑재될 수있는 입력 멀티플렉서의 성능 고도화 실현
·10차 이중모드 입력 채널필터
·자체 군지연 등화 기능 내장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그동안 민군 위성 및 상용 위성은 국외 도입을 주로 함

  ·Ka 대역 10차 이중모드 도파관 필터 개발

 ·국내 상용 및 군 위성통신용 사용 주파수는 X 대역, Ku 대역 그리고 Ka
대역으로 일부 국가에서 개발 완료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2010
년 발사된 천리안위성용 Ka 대역 입력 멀티플렉서, 입력필터 어셈블리,
출력 멀티플렉서만 독자 개발한 경험을 지니고 있음

 ·자체 군지연 등화기능 내장

 ·천리안 위성 탑재체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 군위성 탑재체 및 통신
위성의 핵심 부품을 개발할 경우 자주적인 기술 확보가 가능하게 됨
 ·기술 확보를 통해 해마다 10% 성장하는 위성관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리라 기대됨

■ 기술의 상세 사양
 ·Frequency : 21.0 ~ 22.0 GHz (Ka-band)
 ·Number of Channels : 7
 ·Bandwidth : 72 MHz
 ·Guard Band : 10MHz
 ·Insertion Loss : < 3.8dB @ fc
 ·Group Delay Variation : 32.1ns (Fc±36MHz)
 ·Rejection   : > 45 dB (Fc±82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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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전세계 위성산업현황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Comdev

Thales

주파수 대역

C/Ku/Ka 대역

C/Ku/Ka 대역

IMUX 필터

10차

10차

군지연 등화

자체 군지연

자체 군지연

공진기 형태

유전체

유전체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캐나다의 Comdev/유럽의 Thales
(Ka 대역 10차 자체 군지연 등화 내장 필터)

본 기술의 우수성
경쟁기술을 국내의 독자 기술 개발로 대체함

[출처] : State of the Satellite industry Report, SIA 2012년 5월

4. 기대효과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년 초기 설계
 ·2015년 비행 모델 완료
■ 기술이전 범위
 ·입력필터 어셈블리
 ·입력 멀티플렉서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 천리안 위성에 탑재된 입력 멀티플렉서의     
성능 고도화가 이루어지며 경쟁기술을 대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함
 ·또한, 캐나다 Comdev와 유럽의 Thales가 전세계 위성 탑재체의 수동
부품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술 개발을 한다면 기술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민/군 위성 탑재체 / 방송·통신 서비스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위성 제작, 위성 서비스, 지상 장비 및 발사 분야인 위성 산업이 매년
10% 씩 성장하고 있음
·2011년에는 180B$로 예상됨
·입력 멀티플렉서가 전체 위성 산업에서 1%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가정
했을 때 약 1.8B$의 시장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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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C-band용 GaN 전력증폭기 MMIC
위성무선RF기술연구실  담당자  염인복

본 기술은 C-band용 전력증폭기 기술로서 민/군의 Radar 시스템의 핵심부품인 전력증폭기의 소형화 고효율화 요구에 맞추어
GaN MMIC로 상용화한 기술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C band 대역 Pulsed Mode Radar 시스템의 핵심부품인 전력증폭기를 GaN 전력증폭기 MMIC로 대체

■ 기술구성도
·고출력, 고효율 설계를 위한 GaN 소자 분석 기술
·고출력, 고효율 MMIC 설계 기술
·고집적, 초소형 Layout 기술
·성능 시험 기술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C-band 레이더 시스템은
기존 GaAs 기반 전력증폭
기를 사용하였으나 GaAs
특성상 소자 출력이 낮아
그에 따른 탐지거리가 짧
고 전력 효율이 낮아 방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냉식
과 같은 방법이 사용되는
등 부피가 커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레이더 핵심기술인 전력증폭기 MMIC는 일부 선진국에서 독점하고 있어
국내 개발이 시급함

 ·이와 같은 고출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TWT 증폭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예열시간이 30분 이상 소모되고 짧은 수명으로 유지 비용이    
발생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함

 ·출력 : 30W 이상

 ·C 대역 레이더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전력증폭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초소형, 고출력, 고효율 기반의 SSPA 기술 개발이 요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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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전력증폭기 MMIC 기술은 군수용 뿐 아니라 항공, 선박, 기상 등 여러 분
야에 적용 가능
 ·GaN 기반 전력증폭기 MMIC는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하여 대량생산 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술의 상세 사양
 ·주파수 : 5.4 ~ 5.9 GHz
 ·효율 : 40% 이상
 ·이득 : 20 dB 이상
 ·MTTF : 107 시간 확보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및 대비 우수성
회사

후지쯔(일본)

주파수  
출력  

C-band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파노라마 카메라 및 빔프로젝트기반 렌더링시스템 시장규모

Cree(미국)

도시바(일본)

ETRI

C-band

C-band

C-band

23 W

120 W

30 W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5,500

26,000

30,700

31,000

35,000

41,000

24,735

25,220

29,779

30,070

33,950

39,770

15 W

RF HPA 세계 수급 동향                                                                                     (단위 : 억원)  

크기 (mm2)

5.2 X 3.6

3.6 X 3.6

-

3.9 X 3.8

수요

타입

MMIC

MMIC

Hybrid

MMIC

공급

사진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년 하반기 예상
■ 기술이전 범위
 ·C-band용 30W급 전력증폭기 MMIC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주요수요처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군용 Radar의 전력 증폭기 모듈

수요처

국명

관련제품

LIG

한국

대포병 Radar

EADS

독일

군 및 지상용 Radar

Selex

이탈리아

항공기용 Radar

JRC

일본

선박용 Radar  

·기상 Radar의 전력 증폭기 모듈
·항공 및 선박 Radar의 전력 증폭기 모듈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국가 핵심 원천 기술 확보
 ·이에 따른 국내외 기술 선점 효과
 ·기술이전시기에 이미 기술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 하는바 바로 사업화
착수 가능

기술개발 적용 제품의 중요성

 ·민, 군 레이더의 핵심원천 기술로서 차세대 고부가가치 제품임

·전력증폭기 모듈은 Radar의 핵심부품으로 Radar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따라서 일부 선진국에서 기술 유출을 꺼리는 매우 핵심적인 기술임
·민간, 군사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로 차세대 고부가 가치 제품임
·기술 독점 국가의 수출입 통제를 피하여 기술 종속에서 벗어 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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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고 격리 다채널 소형 MIMO 안테나 기술
생활전파기술연구실  담당자  엄순영

본 기술은 안테나의 입력 단자 위치에 따라 안테나의 방사 패턴 및 편파 특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안테나 기술에 관한 것으로,
고격리 / 다채널 특성의 소형 MIMO 안테나 기술로 활용 가능할 것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4 개의 독립적인 입력 신호들이 안테나에 인가되면 동일 방향의 직교 이중 편파와 이중 빔 패턴(정방향 빔 패턴과 코니칼 빔 패턴)  
의 4채널 MIMO 안테나 형성(복합구조체), 패턴 다이버시티를 이용하여 4채널 MIMO 안테나 구현(모노폴) 및 높은 격리도 유지

■ 기술구성도
<복합 방사체 구조>

<모노폴 구조>

·Pattern ,Polarization diversity 기술

·Pattern diversity 기술

·고차 모드 구현 기술

·격리 특성 보상 회로망 기술 (ICN)

·편파 제어 기술

·반사판 기능을 가지는 산란체 기술

·복합체 구조 구현 기술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무선 자원의 결합/재구성 특성

 ·단일 안테나 구조로 동일 방향으로 4개의 독립적인 무선 채널을 특성을  

  - 무선 통신의 주파수 자원의 포화(고갈)로 공간, 편파, 방향(안테나 빔 패턴)

제공함으로써 소형 MIMO 안테나 구현이 가능하게 함

등의 새로운 무선 자원들의 결합/재구성 응용 및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

 ·Pattern diversity를 이용하여 4 채널 특성 공급 및 고 격리 특성 유지

할 시점임

■ 기술의 상세 사양

  - 차세대 MIMO 안테나 특성은 안테나의 편파 및 빔 패턴 특성이 무선 전파
환경에 적응하도록 그리고 시스템 요구 사항에 적합하게 실시간적으로 가
변 가능하여야 함
 ·MIMO 안테나의 고격리/다채널 특성
  - 스마트 폰 등장 및 미래 무선 통신 서비스의 광대역화로 다중 안테나를 이

 ·직교 다채널(4 채널) 특성
  - 2 채널 : 이중 빔 패턴
  - 2
 채널 : 이중 직교 편파(V/H)
 ·고격리 및 소형화 특성

용한 MIMO 통신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동일 방향으로의 독창

  - 20 dBc 이상 MIMO 격리 특성

적인 고격리/다채널 특성을 갖는 평면형 MIMO 안테나 구조에 대한 연구가

  - 그라운드 포함 0.75λ 크기

필요함
  -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Massive MIMO 안테나용 삼차
원 고격리/다채널 MIMO 안테나 구조 연구가 필요함
 ·
M
 IMO 안테나의 소형화 특성
  - 세계적으로 소형 MIMO 안테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 후 이동/군 고
속 통신 시장에서 고부가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독
창적인 고격리/다채널 MIMO 안테나의 소형화 기술 개발이 필요함

238

복합체 구조 안테나 방사패턴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직교 다채널(4 채널) 특성
  - 4 채널 : 패턴 다이버시티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고격리 및 소형화 특성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25 dBc 이상 MIMO 격리 특성

 ·소형 무선 셀용 기지국 MIMO 안테나, WLAN AP용 소형 MIMO 안테나로

  - 그라운드 포함 반 파장 0.75λ 크기

활용 (그림 1 참조)
 ·단위 안테나 소자를 3축 입체 구조로 배치하여 고격리/다채널 무지향성
MIMO 안테나로 활용 (그림 2 참조)
 ·단위 안테나 소자를 다각형 입체적으로 배치함 (그림 3 참조) 으로써 지향성
고격리/다채널 MIMO 안테나로 활용

모노폴 구조 안테나 방사패턴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종래의 iMAT(isolated Mode Antenna Technology)는 단일 안테나에 다수
의 급전점(feed poins)을 이용하여 MIMO를 구현하는 기술로 각각의 급전
점은 높은 격리 특성, 낮은 상관 간계 그리고 높은 방사 효율을 제공함으로
써 작은 공간내에서 다수개의 안테나 설치 없이 MIMO 안테나 구현을 가능
하게 함
 ·차세대 무선 휴대 단말기에 MIMO 안테나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 파장 보다
작은 공간 내에 다 수개의 안테나 소자들이 상호 결합되지 않도록 RF 차단
기술 등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음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소형 셀 AP 시장은 '17년까지 7,000 만대의 예측, '16년까지 소형 셀 기지국  
이 모든 기지국의 90 %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 (Informa Telecoms & Media , '12)
 ·또한, In-Stat은 소형 셀 장치 시장이 '15년까지 140 억 달러, Visiongain 은
'16년에 270 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어서, 관련 PPD 안테나 기술 적용 소형
MIMO 안테나 기술의 경제적 기대 효과를 약 1천4백만불/년('16년) 추정함
 ·세계 소형 셀 기지국의 시장 점유율 : 약 1 % (2.7 억불), 전체 소형 셀 기지국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기술 점유비율 : 약 5 % (0.135억불) - 추정
본 기술의 우수성

·동일 방향으로의 4개 채널 구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2개 채널(이종 방사패턴 구현)에서 높은 ·이중 직교편파(선형 : V/H, 원형) 이용
격리 특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 동향

·이중 방사 패턴(주 빔 및 코니칼 빔 패턴) 이용

·동일 편파 특성

·상대적, 광대역 특성

 ·해당 기술은 차세대 소형

·소형 구조 (동글 형태의 안테나)에 적합 ·소형화 구조(4 채널 @ 0.5 파장 x 0.5 파장)
·고격리 특성 : 20 dBc 이상  @ 0.5 파장 x 0.5  파장

WLAN 또는 소형 RAN에
탑재되는 소형 MIMO 안테
나 기술로 예상

기술의 완성도

 ·'11년 2분기 기준으로 세

■ 기술개발 완료시기

계적인 네트워크 장비제

 ·기술 구현 및 검증 : 2013년 12월 31일 완료

조 업체인 Cisco가 점유율

■ 기술이전 범위

50.3%를 기록함. Cisco는

 ·고격리 다채널 소형 MIMO 안테나 설계 기술

'00년대 초반부터 기업용

  - 설계 방법 : 안테나 구조 선택 및 배치 방법, 격리특성 보상회로망 설계

WLAN 시장 점유율   1위에 있는 업체로, 당분간 점유율을 유지해나갈 것

  - 설계 기술 세미나(설계 예제 : WLAN 대역용 MIMO 안테나)

으로 예상

 ·설계 문서(사용자 요구사항/규격, 설계 방법 및 설계 도면, 시험절차 및 결
과서) 제공

 ·가정 및 중소기업, 소호용 WLAN 시장에서는 NETGEAR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며, '11년 2분기에 Linksys와 다소 큰 점유율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
 ·국내 중소업체 EFM Network의 '10년 국내 시장 점유율이 7.7%로 4위,

 ·특허 실시권

Neowiki 가 6.1%로 5위를 차지

표준화 및 특허

4. 기대효과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출원
출원
출원중

특허명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통신 시스템에서 다기능 급전 회로 및 안테나

한국

Multi-function feed network and antenna       

미국/

in communication system

중국

복합 방사체 구조를 이용한 고격리 및 다채널    
특성의 MIMO 안테나 장치
High-isolation muti-channel device using      
a mixed-structure

한국
미국

20110110681
13/661251
20130001551
-

2011
2012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급전 구조의 소형 LTCC 부품화를 통한 다채널 고격리 초소형 MIMO 안테나
기술 개발로 차세대 무선 통신용 고부가가치의 안테나 시장 창출이 가능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Massive MIMO 안테나로 활용하며, 기저 대역

2013
2013

신호 처리부와 결합되어 고품질의 Post-WiFi 서비스 제공
 ·다채널 고격리 안테나 기술을 관련 통신 부품/안테나 업체에 기술 이전함으로
국내 산업의 안테나 부품 경쟁력 강화, 수입 대체 효과 및 수출 산업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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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사용자 자유도 허용 정밀 시선추적 기술
감성미디어연구실  담당자  차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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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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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UI패러다임에 있어 시청자의 편의성 및 현실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이 부각되고 있음
 ·오감 중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민감하고 반응이 빠른 시각을 이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보다 효과적인 인터랙션 수단으로 활용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기술의 상세 사양
 ·시선추적 시스템
  - 소형 광각카메라 2대 및 협각카메라 1대 사용
‥ 동작거리 3~3.5m
‥ Pan-Tilt-Focus 제어를 위한 3개의 모터 사용
  - 적외선 조명 2개: 940nm 대역, 조사각 : ±20。

 ·손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의사소통의 기회 제공, 미디어 소비 편
의성 및 정보 접근성 향상
 ·스마트TV를 통해 노출된 광고 효과 모니터링, 홍채 정보 기반 본인 인증
을 통한 스마트 TV 금융결제 및 시청 연령 제한 기능 등에 응용 확장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됨
시선추적 시스템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추적거리 : 3m

■ 고객/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사용자 자유도 : ±45X45 cm

 ·세계 최초 추적거리 3m의 원거리 시선추적 기술

  - 정확도 : ±0.8°

 ·사용자의 전방향 움직임시 시선 위치 보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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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추적 구동 S/W 모듈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사용자 시선 이동 분석에 기반한 광고 효과 모니터링
 ·시선과 제스처를 연동한 차세대 게임
 ·장애인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선추적 구동 소프트웨어

 ·운전자의 시선 정보 분석을 통한 운행 보조 서비스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Sweden Tobii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다양한 형태의 시선 추적 장치를 개발 중이나 대부분 근거리용 (<80Cm)

 ·국내 시장에서 시선 추적 기술은 TV응용, PC응용 및 차량응용에 적용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는 '17년 78억원 규모에서 '22년 1,099

시선추적 장치임
  - 시선 추적 하드웨어 외에 수집한 시선 추적 정보 분석 도구 개발에도 집중

억원 규모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
(2012. 8, 단위:억원)

 ·Germany SMI
  - PC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근거리용 (<80Cm) 시선추적장치
  - 시선 추적 장치가 부착된 헬멧을 착용하고 시선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기
술(eyeDriver) 개발
 ·U.S.A. EyeTech
  - 근거리 PC제어 (<60cm)
  - 원거리 TV제어 (<250cm), 좁은 사용자 움직임 허용 범위(±18x10cm)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CAGR

TV응용

-

95

PC응용

-

173

123

173

285

328

36.20%

204

235

356

360

20.10%

차량응용

78

119

168

252

352

411

39.40%

합계

78

387

494

659

993

1,099

69.60%

* 자료: 스마트TV 판매전망치(ETRI 기술경제연구부 자체전망치, 2011.12),
PC 판매전망치(IDC Korea, "Korea PC 2011-2015 Forecast Updates: 2010 Q4 Review, 2011.3), 자
동차 판매대수(국토해양부, "자동차 관리현황" , 2011.12)에 근거하여 ETRI 기술경제연구부 추정

 ·세계 시선추적 기술의 응용시장 규모는 '17년 5천6백만$ 에서 연평균 64%

본 기술의 우수성
·EyeTech의 시선추적 기술은 2.5m이내, ±18x10cm 움직임 범위 하에서만  

EyeTech

구분

동작이 가능하나, 본 기술은 세계 최초로 3m 추적거리에서 ±45x45cm의 높은
사용자 움직임 하에서도 동작이 가능한 시선추적 기술임.

기술의 완성도

의 고성장세로 '22년 6.7억$ 규모로 성장 전망

(2012. 12, 단위:백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CAGR

시선추적

56

268

332

428

623

666

64.00%

* 자료: MarketandMarket(2011.6), IDC(2011.3) 등 기반으로 ETRI 기술경제연구부 추정
* 주: 각 분야별 국내시장의 세계시장점유율은 13~15%로 동일하다고 가정

■ 기술개발 완료시기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2015년 5월
■ 기술이전 범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 동향

 ·사용자 자유도 허용 정밀 시선추적 시스템 하드웨어 설계서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시선추적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실제 제품화
가 이루어지는 방법들은 2차원적인 영상 분석 방법을 데스크탑 컴퓨터의    

  - 시선추적용 고해상도 PTZ 카메라

일반 모니터 환경을 대상으로 구현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근거리 고정형

  - LED 조명

기술이며, 장애우를 위한 입력 보조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음

 ·사용자 자유도 허용 정밀 시선추적 소프트웨어 및 상세설계서

 ·EyeTech Digital Systems(www.eyetechds.com)에서 개발한 TM3는 마우스

 ·사용자 설명서

를 대용한 시각 마우스로써 적외선 광원을 이용하여 눈동자의 위치를 추정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눈 깜박임으로 클릭을 할 수 있게 개발되었음

표준화 및 특허

 ·2013년 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스마트폰에서 눈이 페이지 하단에
닿으면 화면이 내려가는 '아이스크롤링' 기능과 눈동자를 인식해 동영상을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재생 혹은 정지할 수 있는 '스마트 비디오' 기능을 탑재했음. 그러나 이러한 기

 ·MPEG-V Part 5. (Data Formats for Interaction Device)
  - 시선 추적을 위한 데이터 포맷 기술을 중심으로 2nd edition MPEG-V   
표준화 과정에 기고

능들은 개략적인 시선위치 분석만으로 충분히 제공 가능한 것으로써 메뉴
조작을 위한 정밀 시선위치 분석 기술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 FDIS of ISO/IEC 23005-2 Control Information, 23005-5 Data Formats

4. 기대효과

for Interaction Device 2nd Edition에 채택
■ 보유 특허

기술도입효과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

전방향 움직임을 허용하는 원거리 시선 추적 방법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

20120111702

2012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기존 시선추적 장치들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원천기술이 외국에 있어 응용
장비의 개발에 한계를 보이는 실정이므로, 저가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고객에게 어필하여 외국 제품을 대체함으로써 국내 제품 점유율을 늘릴 뿐
아니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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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최신 이동 위성망에서의 전송자원 관리를 위한
교차계층설계 기술
위성휴대방송통신연구실  담당자  박운희

본 기술은 최신 이동 위성망 전송자원 관리 기술로 교차계층설계를 통한 최적의 전송자원 관리 기술임. 본 기술이 도입될 시
한정적인 위성 자원 이용효율의 최대화를 통한 지상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자원 공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시스템
구현에 유리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최신 이동위성망 전송자원 관리 기술 - 교차계층설계를 통한 최적의 전송자원 관리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점점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의
위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인
한 다양한 형태의 위성시스템에 대한 효율적 주파수 이용 기술이 필요
함

 ·위성 주파수 및 궤도 자원의 한정성을 고려한 최신 이동위성망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 주파수 사용 기술 및 시스템 개발

 ·또한, 지상 통신시스템의 이용 증가와 기술발전으로 인해 이동통신 업무
용 광대역 주파수의 소요도 증가하면서 지상 및 위성 스펙트럼의 공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임

 ·위성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연구를 통해 국가 기본 인프라로서의  
위성 주파수 자원의 효율 증가 및 다양한 서비스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이러한 신규 서비스의 스펙트럼 이용 기술 및 주파수 공유 기술 등은  
다양한 무선 업무 제공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한정된 위성
주파수 자원의 활용 기술은 최신 이동위성 위성 서비스 제공에 필수 기반
기술로 활용이 가능함

■ 기술의 상세 사양

 ·또한, 위성 통신 네트워크의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는 독립적 역할을 수행
하는 각 네트워크 계층이 최적화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노드 간의 데이터
교환을 통한 각 계층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계층의 정보를 보
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계층교차 최적화를 통해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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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이동위성망 내 각 통신 계층의 긴밀한 정보 교환을 통해 계층교차 최적
화를 달성함으로써 전송자원 효율 및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최신이동위성망에서의 전송자원 관리를 위한 교차계층설계 기술
  - 다
 중 빔 안테나를 갖는 이동위성망에서 변복조 및 코딩기법을 결정하
는 물리계층, 누구에게 얼마나 자원을 줄지를 결정하는 MAC 계층, 안정
적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혼잡 제어 등을 결정하는 상위 계층간에 서로   
정보 교환을 통해 통신 자원 및 네트워크 효율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계층간 협력 기술로써 신규 이동위성 시스템에 적용 가능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INMARSAT(영국), Thales (프랑스), Terrestar, SkyTerra (미국) 등 이동
위성통신시스템은 주로 L-, S-대역 다중 빔 안테나 기반 시스템으로     
운용/개발되고 있음
 ·MIT(미국) : 다중 빔 위성망에 대하여 Queue delay 등의 QoS를 반영한
동적 전력 자원 관리 기술 개발 중
 ·ESA(영국) : 현재 다중 빔 위성망에서 최대용량 달성을 위한 일반적인
water-filling 기법에 의한 위성 자원 관리 기술이 운용 중
 ·NITC(일본): 위성/지상 통합 망에서의 위성과 지상의 스펙트럼 공유,   
동적 자원 할당 기술 등의 위성 통신자원의 최적화 및 공유 연구를 진행
하고 있음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이동위성 및 위성/지상 통합 우주국 - 이동위성망 및 위성/지상 통합망                  
에서 위성 통신자원 관리 기술로써 한정적인 위성자원 이용효율성의       
최대화 및 네트워크 안정화를 통한 지상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자원 공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시스템 구현에 유리
 ·위성 전송 자원관리 시뮬레이션 S/W - 위성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단계
에서 최적화된 교차계층 자원 관리 시나리오의 구현 및 성능 평가가 가능
하며, 이동 위성망에서 다양한 최적화 시스템 구성에 대해 분석할 수 있도록
각각의 구성 요소를 독립적으로 설계하여 소프트웨어 제작 과정의 수정
및 변경이 용이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다중 빔 위성망 내 각 빔의 서로 다른 Queue delay 특성을 반영한 전력 자

MIT, 다중 빔 위성망 내
자원관리 기술

원을 관리하는 MAC-네트워크 계층 간에 대한 교차설계 기술인 반면, 우리
기술의 경우 각 빔에 대하여 물리계층부터 네트워크 계층 또는 상위 계층까
지 포함하여 각 계층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계층교차 최적화를 달성함으로
써 전송 자원 및 네트워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세계 위성통신 서비스 매출 현황은 FSS 144억 달러, MSS 22억 달러로
Inmarsat, Thuraya 및 GlobalStar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휴대 이동위성
통신 시장 형성
 ·'03년부터  '10년까지 이동위성서비스 시장은 연 평균 36% 증가 추세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 동향

 ·2013년 12월 - 최신 이동위성망 내 전송자원관리를 위한 교차계층설계
기술 ETRI 제안

 ·우리나라 GMPCS 현황 참조 : 2009년 가입자 수 약 10,500명, 매출액
약 18,400백만원 수준(위성 전용 단말) 위성/지상 공용 시장으로 전환,
매년 10% 성장 가정

 ·2014년 02월 - 이동위성망 최적자원관리를 위한 교차계층설계 기술  
성능 평가 완료

 ·'10년 85.6억불(NSR, 2007)에서 '15년까지 매년 성장률 36% 가정, 그
이후 성장률이 5%씩 감소 가정

■ 기술이전 범위
 ·최신 이동위성망 내 통신자원 및 네트워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차
계층설계 기술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광대역, 다중빔 위성 시스템의 주파수 활용 기술에 대한 개발은 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위성 사업자 또한 주파수 이용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위성 통신망 및 위성/지상 통합망에 대한 통신자원 및 네트워크 고효율
을 위한 자원관리 기술로써 한정적인 위성 자원 이용효율의 최대화를
통한 지상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자원 공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시스템 구현에 유리함

 ·유럽 ETSI는 MSS 표준화 회의를 통하여 3G 위성무선접속규격 표준화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위성휴대통신시스템 아키텍처 및 위성무선접속규격
개발 착수

 ·지상 무선 시스템과도 호환이 가능한 고효율의 교차계층설계를 통한 전
송자원 관리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경제
및 기술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ITU-R에서는 SG4산하 WP4B 표준화 회의를 통하여 IMT-2000 위성무
선접속규격 표준화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IMT-Advanced 위성접속규격
표준화가 진행 중

 ·일반적으로 위성통신 시스템 관련 기술은 지상이동통신 시스템에 비해
외국 기술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으로, 국내 업체의 해당 기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함

 ·일 본 NICT는 위성/지상 통합망에서의 자원공유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STICS(Satellite/Terrestrial Intergrated Mobile
Communication System) 아키텍처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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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광대역 방향탐지 시스템 기술
전파신호분석연구실  박광문

본 기술은 전파 서비스 특성이 고주파, 광대역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파 송신원에 보다 근접하게 설치 할 수 있는 실외형 방향탐지
시스템 기술임. 본 기술은 국내외 이벤트 발생시 대상 지역이나 전파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장기간 상시 측정이 가능한 방향
탐지 시스템과 무선 통신 시스템 분야의 핵심 기술로써 무선 통신 시스템, 계측기 및 군용 고성능 전자전 장비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V/U/SHF 대역내 광대역 전파 신호를 방탐안테나과 방탐수신부를 통해 수신하고 고속 신호 처리 및 정밀한 방향탐지 알고리즘을 수
행하여 신호의 도래방향과 위치를 추정함.
·운용부는 유무선 네트워크을 통해 방탐수신부 원격 제어, 장비의 이상유무 점검 및 전원 ON/OFF 제어를 할 수 있음.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설치 장소 이동이 용이한 친환경 전파 방향탐지

·새로운 전파 서비스의 특성이 고주파, 광대역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고정형 방향탐지시스템 으로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소
 형, 경량, 저전력 실외형 전파 방향탐지

·또한 대형 고정형 장비로 전파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시 많은
재설치 비용이 소요됨.

■ 신호원 근접 측정과 고속/정밀 신호처리를 통한 성능향상

·따라서 송신원에 보다 근접하게 설치하여 공간손실을 크게 줄여줌으로써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고, 고층 건물의 옥상 등 좁은 설치환경       
에서도 설치 가능한 컴팩트한 실외형 플랫폼 측정 장비가 필요함.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시스템 원격 제어 및 장비진단
·R
 F 전단 손실 저감을 통한 수신감도 향상
·광
 대역 고속/정밀(잡음저감) 스캔
·광
 대역 고속 다채널 /협대역 정밀 방향탐지 동시 수행
■ 편집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편리한 운용
·허
 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빠른 허가주파수 검색
·사용하기 쉬운 GUI와 유무선인터넷 접속 환경
■ 활용 분야
·대도시 음영지역 혹은 중소도시 지역에서 상시 방향탐지
·국가 및 지역적 주요 이벤트 발생시 주요 감시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상시 방향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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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상세 사양

■ 보유 특허

구분

기존 방향 탐지 시스템

광대역 방향탐지 시스템

주파수 범위

20 MHz ~ 3 GHz

20 MHz ~ 6 GHz

IF 대역폭

10 MHz

25 MHz

수신 채널수

5 채널

- 대형, 중량, 대전력
- 대형 철탑 위에 고정 설치
- 수신기 실내 설치

등록

특허명
방향탐지용 디지털 누적 스펙트럼 분석기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미국

8639470

2014년

2 채널
- 소형, 경량, 저전력

주요 특징

출원/
등록구분

- 건물옥상, 소형 철탑 등 이동 설치 가능
-수신기 실외 성치로 감도 향상
-광대역 고속 다채널 / 협대역 정밀 동시 방향 탐지
- 고감도(잡음저감) 스펙트럼 스캔
- 민간용 항범신호(GPS) 교란 대응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복잡해지는 전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성능 실외
형 방향탐지 시스템으로 이용 가능함.
 ·무선 통신 시스템 분야의 핵심 기술로써 무선 통신 시스템, 계측기 및 군
용 고성능 전자전 장비에 활용 가능함.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독일 Rohde & Schwarz의 방향탐지 시스템 UMS200 :                         
주파수범위 20 MHz ~ 3 GHz, IF 대역폭 10 MHz

 ·컴팩트한 크기로 다양한 방향탐지 기능을 수행 가능함.

 ·미국 Agilent의 방향탐지 시스템 E6841A :                                       
주파수범위 20 MHz ~ 6 GHz, IF 대역폭 20 MHz,                                                                        
잡음지수 15 ~ 25 dB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독일 Rohde & Schwarz의

·광대역 신호 방향탐지                                                          

방향탐지 시스템 기술

(본 기술 : 주파수범위 ~6GHz, IF 대역폭 25MHz)

미국 Agilent의 방향탐지     ·주요 RF 성능 파라미터인 잡음지수 우수                                       
시스템 기술

(본 기술 : 12 dB[Typ.])

기술의 완성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본 기술에 대한 수요처의 특수성으로 인해 객관적인 자료수집이 어려움.

■ 기술개발 완료시기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2014년 10월

 ·주 수요부서인 중앙전파관리소의 향후 3년간 구축 계획에 의하면 예상
수요는 190억으로 추정됨.

■ 기술이전 범위
 ·광대역 방향탐지 시스템 시스템 설계 기술
 ·광대역 안테나 설계 기술

 ·공항, 해상 등 민간 기관과 국방 관련 기관 및 해외 전파관리기관의 수요
를 감안하면 향후 3년간 예상 수요는 100억으로 추정됨.

 ·광대역 수신기 설계 기술
  - 주파수 변환부 기술 - preselection, 주파수 가변 필터, 주파수 변환 기술
  - 주파수 합성부 기술 - YIG 발진기, DR 발진기, 수정 발진기 기술
  - 디지털 처리부 기술 - 주파수변환부 및 주파수 합성부 제어, 디지털 데이터
신호처리 기술

 ·방향탐지 기술
  - 배열 안테나 응답 측정 및 시스템 보정 기술
  - 광대역 고속 다채널/협대역 정밀 동시 방향탐지 기술
  - 고감도(잡음저감) 스펙트럼 스캔과 민간용 항법신호(GPS) 교란 대응 기술

표준화 및 특허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컴팩트한 구조 설계로 기존 고정형 장비 대비 제품 단가 20% 이상 절감
효과
 ·고층건물 옥상 등의 설치장소에 보수 인력의 접근이 용이하여 시스템   
유지 보수 및 관리 비용 획기적인 절감 효과
 ·전파 서비스의 새로운 경향에 대응할 수 있는 실외형 광대역 방향탐지  
시스템 국산화를 통하여 수입 대체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해외수출에
기여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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