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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인식 시장전망
2.1) 기업별 점유율 현황
2.2) 생체 대상별 시장규모
2.3) 시장전망
(3) 모바일 바이오인식 시장전망
2) 주요 기업동향
(1) 대표 기업
(2) 주요 기업동향
3) 정부 주도 바이오정보 수집·관리 현황
(1) 주요국 바이오정보 수집·관리 현황
(2) 바이오 eID 카드
2. 국내 시장동향
1) 바이오인식 기술 시장전망
(1) 국내 정보보안 시장전망
(2) 바이오인식 시장규모 및 전망
2.1) 제품 매출액 규모 추이
2.2) 제품 수출현황
2.3) 시장규모 및 전망
2) 국내 주요 기업 및 보험업계 동향
(1) 주요 기업동향
(2) 보험업계 동향

3) 국내 비대면 실명확인 추진동향
(1) 개요
(2) 추진 경과
3. 주요국 바이오인식 산업동향
1) 미국
(1) 시장현황
1.1) 시장동향 및 규모
1.2) 시장전망
(2) 업계 수요
(3) 기술별 시장현황
2) 중국
(1) 산업현황
1.1) 기술사용 현황
1.2) 관련업체 현황
(2) 시장규모 및 전망
3) 일본
(1) 생체인식 기술 주요 도입사례
1.1) Ogaki Kyoritsu Bank
1.2) Liquid
1.3) Hitachi
1.4) IoT 활용 얼굴인식 입장 시스템
1.4.1) 콘서트장에서의 도입사례
1.4.2) 시스템 보급현황
(2) 생체정보 측정 신소재 연구개발 동향
2.1) 도레이-NTT

2.1.1) hitoe
2.1.2) 활용 가능성
2.2) 테이진-칸사이대학
2.2.1) 압전 패브릭(?電 fabric)
4) 인도
(1) 생태계 구축현황
1.1) Aadhar
(2) 산업동향
2.1) 시장동향
2.1.1) 전자결제 시장
2.1.2) 응용분야 확대
2.2) 관련 인증제도(STQC&UIDAI)
2.2.1) 품목별 세부규격
2.2.2) STQC-UIDAI 승인 생체인식 디바이스 리스트
2.3) 한국과의 교역동향
5) 말레이시아
(1) 관련 정책동향
1.1) 제11차 말레이시아 플랜
(2) 기술 도입사례
2.1) Maybank
2.2) KLIA 국제공항
2.3) Biometric ID 카드도입
(3) 시장전망
6) 브라질
(1) 전자투표 시스템

1.1) 배경
1.2) 바이오정보 기반 선거 DB 구축
(2) 국내 기업 해외진출 시사점
7) 스위스
(1) 취리히 공항
1.1) 바이오정보 여권 통제

Ⅳ. 바이오인식 관련 업체 동향

1. FIDO 및 생체인증 관련 기업 Value Chain
1) Value Chain
2) 관련 기업 주요 사업내용
(1) 주요 사업내용 요약
(2) 관련기업 Valuation Table
2.1) 생체인증 디바이스 기업
2.2) 생체인증 솔루션 기업
2.3) 인증 서비스 기업

(3) 해외 주요 플레이어
3.1) 3M Cogent
3.2) 4Gid
3.3) Acme Future Security Controls Inc.
3.4) Airborne Biometrics Group, Inc.
3.5) Animetrics
3.6) Bi ATM
3.7) BIO-key
3.8) BioConnect
3.9) Cognitec
2. 관련 업체 동향
1) 크루셜텍㈜
(1) 기업 현황
1.1) 기업 개요
1.2) 매출 현황
1.2.1) 매출 실적
1.2.2) 분기별 매출 추이 및 전망
1.2.3)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
(2) 주요 제품현황
2.1) BTP(Biometric TrackPad)
2.2) IoT 지문인식 솔루션
2.3) Optical TrackPad
2.3.1) 제품 개요
2.3.2) 제품 원리
(3) 주요 사업현황

3.1) BTP/OTP 사업
3.1.1) 산업의 특성
3.1.2) 국내외 경쟁 현황
3.1.3) 핵심 경쟁력
3.1.4) 판매 전략
a) BTP
b) OTP
3.2) 모바일 플래시 모듈/PL 렌즈 사업
3.2.1) 산업의 특성
3.2.2) 핵심 경쟁력
(4) 연구개발 동향
2) ㈜슈프리마
(1) 기업 현황
1.1) 기업 개요
1.2) 매출 현황
1.2.1) 매출 구성
1.2.2) 지역별 매출 비중
1.2.3) 매출 현황 및 전망
1.3) 사업 내용
(2) 주요제품 현황
2.1) 주요 제품
2.2) 바이오인식 시스템 부문
2.2.1) Platform
a) BioStar 2
b) BioStar 2 TA

c) BioStar 2 Mobile Card
d) BioStar 2 Mobile
e) BioStar 2 API
f) BioStar 2 Device SDK
g) BioStar 1
2.2.2) 바이오인식단말기
a) FaceSration 2
b) BioSration A2
c) BioSration 2
d) BioSration L2
e) BioLite Net
f) BioLite Solo
g) BioEntry W2
h) BioEntry Plus
2.3) 바이오인식 솔루션 부문
2.3.1) SFM6000 Series
2.3.2) SFM5500 Series
2.3.3) SFM5000 Series
2.3.4) SFM4000 Series
2.3.5) SFM3000 Series
2.4) 지문인식 PC솔루션-지문스캐너
2.4.1) BioMini Slim 2
2.4.2) BioMini Slim
2.4.3) BioMini Combo
2.4.4) BioMini Plus 2

2.5) BioSign
(3) 연구개발 실적현황
3) ㈜엠씨넥스
(1) 기업 현황
1.1) 기업 개요
1.2) 매출 동향
1.2.1) 매출 추이 및 전망
1.2.2) 분기별 실적 전망
(2) 사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
2.1) 휴대폰 부문
2.2) 전장 부문
2.3) 바이오인식 부문
2.3.1) 사업 진출 현황
2.3.2) 생체인식 보안 모듈 사업 매출 현황
2.3.3) 스마트DID 및 향후 계획
4) 유니퀘스트㈜
(1) 기업 현황
1.1) 기업 개요
1.2) 매출 동향
1.2.1) 연도별 매출 추이 및 전망
1.2.2) 전방산업별 매출 비중
(2) 자회사 현황 및 사업 내용
2.1) 드림텍: 지문인식 센서 모듈
2.1.1) 기업 개요 및 매출 현황
2.1.2) 기업 현황

2.2) PLK테크놀로지
2.2.1) ADAS 사업 현황
2.2.2) ADAS Chip 공급 현황
2.2.3) 스마트카 사업 현황
5) ㈜파트론
(1) 기업 현황
1.1) 기업 개요 및 사업영역
1.2) 매출 동향
1.3) Valuation 추이
1.4) 시나리오별 2018년 영업이익 전망
(2) 바이오인식 모듈 및 신규 사업 현황
2.1) 홍채인식 모듈
2.2) 지문인식 모듈
2.3) 신규 사업 동향
6) ㈜청호컴넷
(1) 기업 현황
1.1) 기업 개요
1.2) 매출 동향
(2) 바이오인식 관련 기술개발 현황
2.1) 주요 사업 영역
2.2) 생체인증 ATM
7) 퍼스텍㈜
(1) 기업 현황
1.1) 기업 개요
1.2) 사업 분야

(2) 얼굴인식 솔루션 사업 현황
2.1) 사업 현황
2.2) 제품 및 솔루션 소개
2.2.1) VISION Gate 3D
2.2.2) VISION Surveillance
2.2.3) VISION Watch
2.2.4) VISION Eye
2.2.5) VISION Online
2.2.6) VISION CRM/SIGNAGE
2.2.7) VISION Kiosk
2.3) 연구개발 실적현황
8) 라온시큐어㈜
(1) 기업 현황
1.1) 기업 개요
1.2) 매출 동향
1.2.1) 매출 실적 추이 및 전망
1.2.2) 사업부별 매출 비중
1.2.3) 주요 시장 점유율
1.2.4) 매출처 비중
1.3) 사업 영역
(2) 바이오인증 관련 제품 및 솔루션 현황
2.1) TouchEn OnePass
2.1.1) 개요
2.1.2) FIDO 솔루션 대표 적용 사례
a) 신한은행

b) 인피니티움
2.2) FIDO 생체인증 지원 플랫폼
2.2.1) OneGuard
9) 삼성에스디에스㈜
(1) 기업 현황
1.1) 사업 영역
1.2) 매출 동향
1.2.1) 부문별 실적 동향
1.2.2) 매출 구성
(2) 바이오인증 관련 사업 현황
2.1) NexSign
2.2) FIDO 생체인증 솔루션 대표 도입 사례
2.2.1) KG모빌리언스/KG이니시스
2.2.2) 데이타뱅크시스템즈
10) ㈜민앤지
(1) 기업 현황
1.1) 사업 영역
1.2) 매출 동향
1.2.1) 매출실적 추이 및 전망
1.2.2) 제품별 매출비중
(2) 주요 사업현황
2.1) 세틀뱅크
2.2) 간편결제매니저 서비스
2.2.1) 서비스 개요
2.2.2)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2.3) 로그인플러스 서비스
2.4) PNS 서비스
(3) 바이오인증 도입현황
11) 한국정보인증㈜
(1) 기업 현황
1.1) 사업 영역
1.2) 매출 동향
1.2.1) 매출 실적 추이 및 전망
1.2.2) 매출 구성
(2) 주요 사업내용
2.1) 공인인증 사업
2.1.1) 해외 수출 실적
2.1.2) 시장 점유율 및 매출 현황
2.2) PKI 솔루션 사업
2.2.1) 보유 현황
2.2.2) 해외 진출 현황
(3) 바이오인증 서비스 사업현황
3.1) 사업 현황
3.2) 공급 현황
3.2.1) 삼성페이
3.2.2) 클라우드 기반 바이오인증 오픈 플랫폼
3.2.3) 우리은행
3.2.4) LG페이
12) ㈜유니온커뮤니티
(1) 기업 현황

1.1) 기업 개요
1.2) 매출 동향
1.2.1) 매출실적 추이 및 전망
1.2.2) 매출비중
1.3) 기업 포지셔닝
1.3.1) 경쟁력
1.3.2) 시장 점유율
(2) 주요사업 내용
2.1) 사업 개요
2.2) 사업별 현황
2.2.1) 출입통제 및 근태관리 솔루션
2.2.2) 지문인식 Module
2.2.3) Live Scanner
2.2.4) 바이오 정보보안
(3) 주요 제품소개
3.1) 지문인식 보안 제품
3.2) 응용 제품
(4) 해외 수출 및 국내 적용현황
4.1) 해외
4.1.1) 미국
a) Avigilon
4.1.2) 인도
4.1.3) 일본
a)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b) 일본 야스다주식회사

c) 경시청
4.2) 국내
4.2.1) 경찰청
4.3) 협력 연구현황
4.3.1) 심전도를 이용한 텔레바이오인식 인증기술 개발
13) ㈜바이오로그디바이스
(1) 기업 현황
1.1) 기업개요 및 사업 영역
1.2) 매출 동향
(2) 바이오인식 사업 현황
14) ㈜아이리스아이디
(1) 기업 개요
(2) 주요 제품 및 솔루션 현황
2.1) IrisAccess 시스템
2.2) 하드웨어 제품
2.2.1) iCAM T10
2.2.2) iCAM TD100
2.2.3) iCAM7 시리즈
2.2.4) iCAM D1000
a) 주요 기능
b) 적용 사례
2.3) 소프트웨어 제품
2.3.1) iCAM Entry
2.3.2) iCAM Manager SDK
2.3.3) IrisAccelerator

a) 개요
b) 시스템 구성 모듈
2.4) 분야별 솔루션 현황
(3) 주요 적용사례
15) ㈜이리언스
(1) 기업 개요
(2) 주요 제품현황
2.1) 이리언스 홍채
2.2) Iriskey Ⅲ
2.3) Iris Module
2.4) Iris Access Control Device
2.4.1) PASS 6060
2.4.2) IRIS Scope
2.4.3) EYE MASTER
(3) 대표 적용사례 및 협력현황
3.1) 보훈 병원
3.2) 두올테크
3.3) 엘리펫
3.4) 트라이그람스코리아
16) ㈜파워보이스
(1) 기업 개요
(2) 음성·화자인식 기술서비스 현황 및 적용사례
2.1) CNC(Command And Control)
2.1.1) Vehicle
2.1.2) Mobile

2.2) VSR(Variable Speech Recognition)
2.2.1) Vehicle
2.2.2) Mobile
2.3) CSR(Continuous Speech Recognition)
2.3.1) Vehicle
2.4) NCNC(Natural Command And Control)
2.4.1) Vehicle
2.4.2) Mobile
2.5) PSV(Prompt-word Speaker Verification)
2.6) SLD(Sound Local Detection)
2.7) EA(Emergency Awareness)
2.8) STC(Send To Car)
2.9) SoundLife
17) ㈜아이리시스
(1) 기업 개요
(2) 주요제품 현황
18) 이니텍㈜
(1) 기업 현황
1.1) 기업 개요
1.2) 매출 동향
(2) 바이오인증 사업 제품현황
2.1) INISAFE FIDO
2.2) INISAFE BaroSign
19) ㈜시큐브
(1) 기업 현황

1.1) 기업 개요
1.2) 매출 동향
(2) 생체수기서명인증 기술현황
2.1) 사업의 가치
2.2) SecuSign
2.2.1) 강점
2.2.2) 활용 분야 및 지원 플랫폼
2.3) 엘페이(LPay)
20) ㈜한컴시큐어
(1) 기업 개요
(2) 생체인증 플랫폼 솔루션 현황
2.1) XecureP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