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륙일오편집사 개발집단의 연구개발정형소개
 
1. IP전화개발조

IP전화개발조에서는 정보기술의 세계적 발전추세와 늘어나는 정보통신의 수요에 따라 
첨단통신기술인 IP전화봉사체계 《불야성》을 개발하였다.

VoIP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분석에 기초하여 3세대호출조종규약인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에 기초한 IP전화봉사체계를 자체로 개발하였으며 국내의 여러 기관들에 도입하여 
호평을 받고있다.

IP전화봉사체계《불야성》은 IP망이 구축되여있는곳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즉시 
전화봉사망을 형성할수 있게 하여주며 즉시적인 음성우편기능, 다양한 인사말설정, 친절한 
자동음성안내, 편리한 호출이행 및 호출집결기능, 통화기록과 가격관리체계, 전화회의 및 
영상전화기능 등 우수한 봉사기능들이 구현되여있는것으로 하여 기업전화로서 손색이 없다.
개발조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불야성》을 더욱 발전시켜 그의 기능과 성능을 

올려세우며 기업전화체계의 틀거리를 벗어나 공중전화교환기로 발전시키며 보다 철저한 
보안방식을 구현하여 믿음성있는 통신체계로 완성시켜나가고있다.
 
2. 내장쏘프트웨어개발조
내장쏘프트웨어개발조에서는 지난시기 Embedded System에 대한 연구 및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여러가지 내장보드들에 내장쏘프트를 이식하였다.
이 과정에 GSM/GPRS/EDGE/UMTS protocol을 지원하는 3세대 GSM손전화기 

기판설계와 손전화기프로그람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Phone용 내장체계개발제품들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mbedded Software
Real Time OS
Embedded Real Time Linux개발
ARM전용의 독자적인 실시간커늘(mini-RTOS)개발
각종 리눅스/ mini-RTOS 드라이버 및 장치검사쏘프트개발
(UART, USB-OTG, LCD, Battery management, Sound, Power management, NOR/
NAND Flash, NFTL,Bluetooth, DSP, RF … 드라이버개발, 각종 file system(FAT12/16/
32)의 개발)
Phone Middleware
phone전용GUI개발
무선통신프로토콜의 개발
GSM/GPRS/EDGE/UMTS protocol stack의 개발
Bluetooth protocol 개발
Phone Stack 및 프로그람 검사도구의 개발
MP3, MP4, MIDI, 각종 정화상 codec 및 streaming soft의 개발
DSP수자신호처리쏘프트의 개발
기타 phone응용프로그람들의 개발
 
Embedded Software개발환경의 개발과 구축
Linux Cross개발환경의 구축
ADS콤파일환경의 구축과 독자의 phone쏘프트웨어개발환경의 개발
Embedded Software porting도구들과 각종 Utility들의 개발
 
 
3. 장치개발조



장치개발조에서는 PLD, DSP, MCU 등을 리용한 하드웨어설계로부터 시작하여 펌웨어, 
각종 내장형 및 데스크톱 OS환경에서 드라이버, 응용프로그람개발, PCB설계에 이르기까지 
내장체계개발에서 제기되는 전반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있다.
 
1) FPGA,CPLD에 의한 수자IC소편 개발기술
 

VHDL, AHDL, Verilog HDL과 같은 하드웨어서술언어로서 여러가지 사양의 IC를 개발할수 
있다.
현재 연구하여 보유하고있는 IC서고는 다음과 같다
-범용프로세서 : CPU(8051(8bit), NIOSII(32bit), ARM(32bit)), DSP(SH-2(32bit)
-전용처리기: FFT, FIR, Read-solomon엔데코더
-각종주변결합모선조종소편: PCI, PCI-Express, HyperTransport
우와 같은 서고를 결합하여 SoC체계를 개발할수 있다.
 
2) 전용DSP처리기에 의한 수자신호처리 및 통신체계개발
 

Matlab, Ansoft에 의한 수자신호처리 및 통신체계 알고리듬을 개발한데 기초하여 TI사의 
CodeComposeStudio, Analog Devicet사의 VisualDSP에 의한 각종 신호처리체계를 
개발할수 있다.
현재 연구하여 보유하고있는 기술
- 음성통신용코덱들인 G.711, G.729, G.723등의 기초리론들을 원만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해당소자에 맞게 최적화할수 있는 기술
- 화상코덱인 H.264의 최적화기술 
- 변조식별기술: 이 기술은 임의의 통신방식, 임의의 변조방식에 대응한 차세대통신기술인 
소프트웨어무선기, 전파의 합리적인 관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 cdma, ofdm 등 무선접속프로토콜을 실현할수 잇다.
- 적응등화기술
 
3) PCB설계기술
 
초고주파리론에 기초하여 EDA를 리용한 배선토폴로지 추출기술, SI, PI, EMC보장을 위한 

전자기모의, 열 및 응력해석기술을 보유하고있다.
현재 P4주기판설계, PCI-Express기판과 같은 고속보드의 PCB설계기술도 보유하고있다.
 
4) MCU활용기술
 

8051, 166, ARM을 비롯한 8, 16, 32bit MCU를 리용하여 여러가지 조종장치를 
개발하고있다.
- 펌웨어개발기술
 
5) 상사회로설계
 
스위칭전원단, 각종 수감예비증폭단, RF(10GHz이하)단 설계기술 등을 보유하고있다.

● 안테나설계기술, LNA 및 HPA설계기술
● MIXER,발진기, 려파기, 주파수합성기 설계기술

 
6)주요결과물
 
ᅀ CTP(Computer To Plate)조종보드

- PCI모선조종기, SDRAM조종기, 동기 및 FIFO조종부를 하나의 FPGA에 직접하여 



제품의 소형화를 실현하고 믿음성을 제고하였다.
- PLL을 리용하여 동작주파수를 이전의 2배로 높임으로서 화소정밀도를 높였다.
- 레이자2극소자를 동시에 32개까지 조종할수 있게 하여 인쇄속도를 이전의 
2배로 높였으며 이에 상응하여 높아진 자료전송속도에 대응하여 WINNT기반에서 
PCI드라이버를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이전의 1GByte주기억이 아니라 256Mbyte의 
주기억에서도 1GByte이상의 화상자료를 련속적으로 전송할수 있게 하였다.
 

ᅀ CTP감시 및 교정보드(SG-1)
80186을  핵심처리기로 리용하고 모선조종기로서 PLD를 리용한 이전 보드에서 80186의 

생산이 중지된것과 관련하여 보드를 크랙한후 CPU갱신을 요구하였다.
●SG-1과 레이자보드사이 직렬통신규약을 크랙한데 기초하여 Altera사의 FPGA를 

리용하여 우리 식으로 모선조종기를 개발하였다.
● CPU로서는 ARM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폄웨어를 개발하였다.

ᅀ FFT처리기 (FPGA)
      - 기존제품에 비하여 메모리소비량을 4배로 줄였다.
      - 실행시 동적으로 32점-4096점까지 점수를 가변할수 있게 하였다.
ᅀ ASDSP(특정응용수자신호처리기)
      - SH-2명령모임에 기초하여 알고리듬실행에서 불필요한 명령은 없애고 필요한 명령은 

보강하였다.
      -FFT처리기를 협동처리기형태로 내장하여 DSP의 속도를 높였다.
      - 동적분기예측방법을 개선하고 고리연산을 하드웨어적으로 실현함으로서 5단관흐름에서 

조종하자드를 줄였다.
ᅀ 전광판
일본폰트를 조선폰트로 변환하는것

● FPGA로 해당 FlashROM의 규격에 맞게 ROM Reader를 개발하여 펌웨어를 읽어낸데 
기초하여 NEC사의 CPU의 역아셈블러를 자체로 개발하여 ROM의 2진자료를 
아셈블러로 변환하고 해석을 진행하였다.

●해석에 기초하여 COM포구에 의한 통신을 실현하여 콤퓨터에 의하여 임의로 폰트를 
써넣을수 있게 하였다.

ᅀ 박물관 사판 조종장치
이전에 기계적인 방법으로 동기를 맞추던것을 콤퓨터화하였다.

● ISA모선을 리용하여 자료입출력보드를 개발하였다.
●드라이버상에서 주파수측정을 진행하여 전동기의 속도변화를 보정하였다.       지금 

성과적으로 참관을 보장하고있다.
● ISA모선을 리용한 자료입출력보드 개발
● 록음해설에 동기를 맞추어 전등을 구동하는 소프트개발

 
 

 
4. 실시간3D동화상처리기술 및 응용개발조

 
실시간3D화상처리기술 및 응용개발조에서는 주로 여러가지 화상처리기술과 

인공지능모의기술측면의 기술과 그를 응용한 쏘프트웨어제품들의 개발을 기본적인 연구분야로 
하고있다.
수학, 콤퓨터, 물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학과를 졸업한 10대로부터 20대의 고급한 

기술인재들이 망라되여있으며 기초리론분야로부터 제품개발까지의 전반적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지난기간 장기와 같은 경기게임엔진기술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인공지능분야와 DirectX와 

OpenGL등 그라픽스서고들을 리용한 실시간화상처리기술들에 대한 많은 연구사업들을 



진행하여 여러가지 제품들을 개발하여왔다.
또한 미술대학졸업생들을 핵심으로 디자인력량을 꾸리고 그의 기술적인 능력을 계속 

높여가고있다.
기술자들은 앞으로도 이 분야의 최신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며 국제시장에서 

자기의 모습을 뚜렷히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해나갈것이다.
 
ᅀ 개발한 제품들
  - 지능게임들
 콤퓨터조선장기 국내경기에서 1등

오목바둑 일본출하
88Reversi 일본출하
Last One 일본출하

- 2차원그라픽스처리 게임들
Samarant 일본출하

- 3차원그라픽스처리게임
  콤퓨터 탁구 국내전시회 입선

가상수족관 국내전시회 입선
● PHP, JSP와 플라시의 련동에 의한 웹 온라인게임개발기술

●PHP, JSP 등 봉사기프로그람개발기술과 MySQL, Oracle등 웹프로그람의 
해외개발경력

ᅀ 현재 진행하고있는 주요연구분야들
  현재 이미전부터 진행하여온 실시간 3차원그라픽스프로그람개발기술들을 종합하고 더 
발전시켜 완성된 하나의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있다.
 
① Quadtree, BSP, Octree 등의 나무형식 3차원씬관리기술과 ROAM, SOAR를 비롯한 
실시간지형처리기술에 대한 연구 및 도입
② PVS(Potential Visiblity System)를 비롯한 가시성검출기술에 대한 연구
③ 모델제작 및 애니메이션 기술 및 도입
④ Normal, Bump Mapping을 비롯한 여러가지 효과기술연구 및 도입
⑤ 여러가지 충돌검출기술에 대한 연구 및 도입
⑥ 버텍스, 픽셀쉐이딩의 적극적인 활용
   등의 다방면적인 3차원 그라픽스분야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목표로 하고 깊이 있는 

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있다.
   또한 최근 수요가 높은 온라인게임분야에 대한 기술개척을 기본적으로 끝내고 제품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고있다.
 
 
5. 정보보안과 휴대기에서의 응용개발조
 
정보보안과 휴대기에서의 응용개발조에서는 정보보안에 대한 기초연구를 기본으로 하면서 
내용물보안체계프로그람, 모바일응용프로그람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있다.
기초연구부분에서는 암호화(Encryption), 워터마킹(Watermarking)기술, 탐색엔진(Search 
Engine)기술 등을 핵심기술로 틀어쥐고 나가고있다.
 
대표적 개발제품: 
 
내용물열람프로그람
종류:PDA용 다매체프로그람
프로그람설명: 이 프로그람은 PDA상에서 만화내용물을 열람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프로그람은 자동페지넘기기기능이나 액션효과 등을 적용하여 만화를 실감있게 볼수있게 
한다.

화상내용물제작체계는 크게 세개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다.
ㅡ 화상내용물제작프로그람은 여러가지 기능과 효과들을 리용하여 만화내용물을 제작하는 

프로그람이다.
내용물제작프로그람은 페지의 삽입, 삭제기능, 현시효과변경기능, 미리보기기능 등 

화상내용물을 제작하기 위한 훌륭한 기능들을 모두 제공하여 높은 수준의 화상내용물을 손쉽게 
제작할수 있게 한다.

ㅡ 화상내용물열람프로그람은 제작프로그람으로 만든 내용물을 리용하여 PDA상에서 
실지로 만화내용물을 현시하는 프로그람이다.

내용물열람프로그람은 페지의 자동이행기능, 내용물의 현시속도조절기능, 서표끼우기기능, 
페지목록보기기능 등 사용자에게 편리한 열람기능들을 제공해준다.

ㅡ 내용물보안체계는 화상내용물의 비법열람을 막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한번 열람한 화상내용물은 그 기계에서만 열람가능하며 다른 기계에서는 열람할수 없게 

되여있다.
 
코마치프로그람(Komarchi)
종류 ; PDA용업무프로그람
체계설명 : 판매업체의 업무수행을 PDA를 리용하여 진행할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점포에서의 기본업무기능들인 회계, 발주, 재고등록, 상품점검, 입출하등록, 이동의뢰, 

회원관리, 출근관리 등을 모두 휴대용말단기인 PDA로 진행할수 있다.
본부와의 련계는 무선 LAN접속을 리용하여 필요할 때마다 휴대용인쇄기로 령수증 등을 

출력할수 있다.
상품의 관리는 JAN코드를 리용하여 JAN코드입력이 필요할 때에는 PDA상에 장착된 

JAN코드스캐너를 리용하여 JAN코드를 직접 스캔할수 있다.
본부와의 통신에는 csv파일을 리용한다.
 
체계구성 : 체계는 크게 회계, 송수신, 발주, 재고, 점검, 근태, 업무지원, 그외업무, 

체계관리 등의 9개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업무지원은 상품조회, 상품검색, 입하상황, 
재고조회, 이동의뢰, 의로받기, 고객의 의견, 기한 끝 통지 등의 부분체계로 이루어졌으며 그외 
업무는 개점처리, 파라메터설정, 소구현금등록, 일보조회, 출하등록, 입하등록, 페점처리 등의 
부분체계로 이루어져있다.

 
실현정형
 

적용기계 화면크기 실행용량 개발언어
FUJITHU 240*320 881K eVC++4.0

 
 
Brew 용제품들
마장게임
종류 : 보드게임
게임설명 : 휴대전화에서 마장을 놀수 있게 한 지능게임이다. CPU를 대상으로 3인/4인 

마장을 할수 있다.
게임규칙은 실지마장규칙과 같다.
규칙설정화면에서 마장규칙과 역설정을 진행하며 상대선택화면에서 상대선수들(캐랙터에 

따라 레벨과 성격이 다르다)을 선택하며 대국화면에서 대국을 진행한다. 대국이 다 끝나면 
역화면에서 역을 표시하고 점수화면에서 점수를 표시한다. 대국이 완전히 끝나면(동남, 서, 북)
순위화면에서 순위를 표시한다.



현재게임상대를 보관하고 후에 다시할수 있는 기보기능을 가지고있다.
조작이 간단하고 실지마장을 그대로 구현함으로서 매우 재미있게 게임을 진행할수 있다.
 
화면구성 : 로고화면, 메뉴화면, 대국설정화면, 헬프화면, 규칙/역설정화면, 상대선택화면, 

대국화면, 역화면, 점수계산화면, 순위화면 등
 
실현정형

적용폰 기종 화면크기 실행용량 개발언어
AU (all) 240*320 300K Brew(C)
탁구게임
 
종류 : 액션게임
게임설명 : CPU와 탁구를 놀기 위한 게임이다.
게임규칙은 실지 탁구규칙과 같으며 CPU의 수준은 7가지이다. 사용자는 간단한 조작으로 

게임을 진행할수 있다. 대전상대의 선택화면에서 캐릭터를 선택하면 시합이 개시된다.
시합에서는 먼저 두개의 회전을 이긴 쪽이 승자로 되며 매 회전에서는 11점(설정에 의해 

15점을 먼저 획득하는 쪽이 이기는것으로 된다.
채로 공을 친 후 상대가 공을 받지 못하면 이기게 된다. 처넣기한 쪽이 이기면 1점의 득점이 

되지만 상대측이 이기면 득점이 안되거 처넣기를 교대한다.
1번째의 회전에서는 사용자가 최초의 처넣기를 하며 다음 회전에서는 앞의 회전에서 

이긴 플레이어가 첫 처넣기를 하게 된다. 시합중에 옵션화면에 이행하여 락하지점의 표시와 
효과음설정을 변경할수 있다.

 
화면구성 : 로고화면, 타이틀화면, 레벨결정화면, 이야기화면, 경기화면, 승리화면, 

기록보기화면, 게임설명화면, 환경설정화면, 게임설정화면
 
실현정형

적용폰 기종 화면크기 실행용량 개발언어
AU (all) 240*320 200K Brew(C)
골프게임
  
종류 : 3D게임
게임설명 : 혼자서 골프를 하기 위한 게임이다.
모두 18개의 홀이 있으며 하나의 홀을 끝내면 다음 홀을 진행한다.
매 홀마다에서 바값은 기정으로 주어지며 홀을 끝난 후의 점수는 공을 친 회수에서 바값을 

덜어서 계산한다. 마감에 점수가 적은 플레이어가 이기는것으로 된다.
홀의 바닥은 잔디, 콩크리트, 물, 모래 등 실지 골프장의 환경을 그대로 모의했으며 3가지 

동물의 캐랙터를 리용하여 게임을 즐길수 있다. 게임에서는 캐랙터가 공을 치는 행동, 홀을 
끝낸후의 행동 등을 3D적으로 현시하여 게임을 매우 재미있게 즐길수 있게 하며 여러가지 
효과음들을 넣어서 실지 골프경기의 환경을 그대로 느낄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미 진행된 
게임들중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날자와 점수 등을 보존하며 새로 기록을 갱신하였을 
경우에는 그 경기성적도 보존하게 함으로서 게임을 경쟁심을 가지고 진행할수 있도록 하였다.

 
화면구성 : 로고화면, 메뉴화면, 옵션화면, 시합화면, 헬프화면, 과거의 성적화면, 

라운드결과화면, 점수화면
 
실현정형

적용폰 기종 화면크기 실행용량 개발언어
AU (all) 240*320 490K Brew(C)



당구게임
 
종류 : 3D게임
게임설명 : CPU와 당구를 놀기 위한 게임이다.
대국방식에는 나인볼, 로테이션볼, 에이트볼 등이 있다. 나인붙은 구멍에 들어간 공의 

번호에 의해 채점하는 방식으로서 1, 2, 4, 6, 8번 공은 1점, 3, 5, 7번 공은 2점, 9번 공은 
4점으로 된다.

9번공을 구멍에 넣으면 게임이 끝나며 점수가 높은 쪽이 이기게 된다.
로테이션볼은 테이블상의 15개의 표적공을 구멍에 떨어뜨려 가는 방식으로서 공을 구멍에 

넣으면 공의 번호에 의해 득점이 다르며 어떤 플레이어의 점수가 61점이상이 되면 승부가 
결정된다.

에이트볼은 자신의 표적공을 모두 구멍에 떨어뜨리고 마지막에 8번공을 떨구는 방식이며 
누구가 8번 볼을 먼저 떨구는가 의해 승부가 결정된다.

자신의 표적공은 게임이 시작되여서 최초에 구멍에 넣은 공에 의해 결정된다.
조작이 쉽고 실지의 당구규칙을 그대로 구현하여 매우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수 있다.
 
화면구성 : 로고화면, 타이틀화면, 레벨결정화면, 이야기화면, 경기화면, 승리화면, 

기록보기화면, 게임설명화면, 환경설정화면, 게임설정화면
 
실현정형

적용폰 기종 화면크기 실행용량 개발언어
AU (all) 240*320 360K Brew(C)

 
Java기반대응 제품들
삼국지연의
종류 : 보드게임(i-mode)
게임설명 : 이 게임은 휴대전화용 기능게임이다.
주인공은 사용자가 지정한 방향으로 움직일수 있으며 적과 마주하여 무기와 특기를 

리용하여 싸울수 있다.
또한 여러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화면에 실시되는 명령을 차례대로 수행하면 회전이 

올라간다.
적을 죽이면 레벨이 올라가며 여러가지 특기들을 사용할수 있게 되며 적의 레벨도 같이 

올라간다.
화면에서 왼쪽, 오른쪽하단에 표시되는 메뉴에 대한 지령은 왼쪽, 오른쪽 Soft Key를 

누르면 수행된다.
우, 아래, 왼쪽, 오른쪽방향건을 사용하여 이동할수 있으며 Fire건(PC에서는 Enter건)을 

누르면 무기를 사용할수 있다.
게임진행시 메뉴에서 보존을 누르면 현상황이 그대로 보존되며 그후 그것을 적재하여 

게임을 계속할수 있다.
효과음은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On 혹은 Off 할수 있다.
게임은 화상, 음성과 같은 자원을 봉사기에 올려놓고 그것을 내리적재받아 수행하게 

되여있다.
 
화면구성 : 로고화면, 메뉴화면, 헬프화면, 게임화면, 승페화면

적용폰 프로파일 화면크기 실행용량 개발언어
i-mode Doja3.5 240*240 (50K)60K Java

 
night2_p5
 



종류 : 보드게임(i-mode)
게임설명 : 이 게임은 휴대전화용 기능게임이다.
주인공은 사용자가 지정한 방향으로 움직일수 있으며 적과 마주하여 무기와 특기를 

리용하여 싸울수 있다.
또한 여러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화면에 현시되는 명령을 차례대로 수행하면 회전이 

올라간다.
적을 죽이면 레벨이 올라가며 여러가지 특기들을 사용할수 있게 되며 적의 레벨도 같이 

올라간다.
화면에서 왼쪽, 오른쪽하단에 표시되는 메뉴에 대한 지령은 왼쪽, 오른쪽 Soft Key를 

누르면 수행된다.
우, 아래, 왼쪽, 오른쪽방향건을 사용하여 이동할수 있으며 Fire건(PC에서는 Enter건)을 

누르면 무기를 사용할수 있다.
게임진행시 메뉴에서 보존을 누르면 현상황이 그대로 보존되며 후에 그것을 적재하여 

게임을 계속할수 있다.
효과음은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On 혹은 Off할수 있다.
게임은 화상, 음성과 같은 자원을 봉사기에 올려놓고 그것을 내리적재받아 수행하게 

되여있다.
화면구성 : 로고화면, 메뉴화면, 헬프화면, 게임화면, 승페화면
 
Hero
종류 : 액션게임(Vodafone)
게임설명 : 이 게임은 휴대전화용 액션게임이다.
게임에서 주인공은 비행기를 타고 적의 기지를 공격한다.
리용자는 좌우상하건을 리용하여 피할수도 있고 해당한 항목을 얻을수도 있다.
해당한 회전을 점령하면 다음 회전으로 올라간다. 총 3개의 수명이 있다.
 
화면구성 : 로고화면, 메뉴화면, 캐릭터선택화면, 수준선택화면, 게임화면, 승패화면

적용폰 프로파일 화면크기 실행용량 개발언어
Vodafone p5 240*240 192K Java

 
비루스방역프로그람 클락새 2007
Antivirus Kulak2007
이 프로그람은 8만여종의 부트감염형(Boot virus), 파일감염형(File virus), 웜형(worm) 

비루스들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제거를 할수 있다.
파일의 읽기와 쓰기, 복사에 대한 파일조작을 체계준위에서 감시하는 안전하고도 정확한 

실시간감시(Realtime scan)를 실현하고있다.
또한 전자우편과 인터네트열람으로 인한 비루스감염을 막기 위해 전자우편감시와 

웨브페지감시기능을 갖추고 있다.
Zip, rar, cab 등 여러가지 압축파일에 대한 해동검사를 할수 있으며 신종비루스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콤퓨터망을 통한 패턴(pattern)자동갱신기능도 제공하고있다.
현재 국내에서 자기의 싸이트를 개설하고 제품리용자들에게 비루스방역봉사를 하고있다.
 
콤퓨터리용감시체계
 
이 체계는 콤퓨터의 사용상황을 기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이다. 누가, 언제, 어떤 작업을 

하였는가 하는것을 감시함으로써 정보도난방지나 작업진척상황관리 등 기관내업무관리를 
지원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체계는 관리자를 위한 봉사프로그람과 일반직원을 위한 말단프로그람으로 
구성되여있다.



말단콤퓨터의 로그인정보, 응용프로그람기동기록, 인터네트리용기록, 파일조작기록, 
전자우편송수신기록, FTP조작기록, 인쇄기리용기록, 활성창문(Active window)제목기록, 
snapshot작성과 같은 콤퓨터조작기록을 봉사기에 저장하여 관리자가 열람, 검색, 보고서작성 
등 다양한 관리조작을 할수 있다.

이 체계는 40~50명정도의 소규모기관에 적용하는것으로 설계되여있다.
 
주문카라오케봉사체계
VOD(Video On Demand) Karaoke
이 체계는 콤퓨터망이 구축되여있는 노래방에서 한대의 봉사기에 구축된 화면반주음악들과 

오락, 영화 등의 비데오편집물을 여러대(최대 40대)의 말단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콤퓨터 
혹은 TV를 통하여 즐길수 있는 주문카라오케지원체계이다.

봉사기와 말단사이의 통신은 실시간전송규약인 RTSP(RealTime Streaming Protocal)를 
리용하고 있으며 mp4형식의 비데오파일을 스트림방식으로 재생할수 있다.

조선어, 영어, 중어, 일어에 의한 노래제목 및 가수검색, 반주음의 높낮이조절, 예약곡작성 
등 말단리용자들을 위한 편리한 대면환경을 제공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