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소개
 본 기술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사용자 검출 방법 및
장치에 있어, 사용자의 행동 패턴에 따른 채널상태정보
를 학습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채널상태정보를

특정 사용자에 대한 검출 결과
제3 피처정보
검출모델

신호 피처 모델

이용하는 것이 특징임
 본 기술을 이용한 무선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시야 인식
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에서의 식별 및 검출 확률이 향상
상됨과 동시에, 시야 인식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에서의
식별 및 검출 확률 향상이 가능함

수평/수직
시각화 맵(복수)

▲ 사용자 검출 과정

기술 특징

 특정 공간에서 움직이는 사용자에 대한 영상 및 무선신호 수집

 시야 인식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에서의 식별 및 검출 확률 향상

경쟁기술 대비 특장점
무선 정보
활용

01

본 기술

벽 뒤에 있는
물체나 사람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

종래 기술

용의자 또는 수
배자 예측추정
과 협업 가능한
기술개발 필요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통한 식
별 및 검출
사용자 식별 및
검출 확률 향상
식별 및 검출
가능 공간 확대

o

무선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시야 인
식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에서의 식별
및 검출 확률 향상 가능

o

시야 인식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에서
의 식별 및 검출 확률 향상

시장 동향
• 전 세계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머신 시장 중 영상처리 시장은 2015년 765억 달러에서2017년
1,09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임

세계 인공지능 투자 추이 및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머신 시장 전망(단위: 십억달러)
Source: 인공지능(AI)시장 전망 2016.11.28, 미래에셋

• 세계 영상처리 시스템의 시장 규모는 2016년 100억 달러에서 2021년 191억 달러로 성장함
• 국내 시장은 2016년 1,142억 원에서 2021년 1,98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단위: 억 원)

(단위: 백만달러)

영상처리 시스템 세계 시장규모 및 전망

영상처리 시스템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Sourc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경제연구본부 추정, 2016

Sourc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경제연구본부 추정, 2016

응용 분야

영상처리 시스템 기술분야

 딥러닝으로 3차원 공간정
보를 실시간으로 학습

 외부환경을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 탐색, 유추하는 기술

 사용자의 행동, 자세, 움직
임 등을 인식하는 기술

 미리 학습한 지식정보를 바
탕으로 물체의 영상을 통해
물체의 종류, 크기, 방향, 위
치 등 3차원적 정보 획득

 사물의 일부가 가려지거나
처음 접하는 사물은 주변 상
황이나 외부 데이터와 연계
하여 추론. 또한, 다양한 객
체들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 이를 이해하는 기술

 사용자 신체의 움직임을
인식하여 컴퓨터와 상호
작용하는 기술

 실시간으로 도출함

문의처

 이를 통해, 사용자의 움직
임에서 의사결정 도출

성 명 ▶ 안준효 / 팀장

소 속 ▶ (주)SYP / 기술사업화 2실

전 화 ▶ 02-563-9607
010-2442-0342

E-mail ▶ jhahn@sypi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