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ology Request

네덜란드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여행 및 기관 방문 중 COVID-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IT 솔루션을 찾고 있음

Summary
분석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한 네덜란드 기업이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를
통해, 생체인식 및 비 접촉 여행을 가능케 하는 IT 기술 및 지식(디지털 식별, 생체측정,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 데이터 처리 및 블록체인)을 보유한 기업을 찾고 있음. 협력 유형으로는 기술 지원이
포 함 된 상 업 적 (Commercial Agreement with technological assistance), 라 이 선 스 (License
Agreement) 또는 기술 협력(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임.

Description
분석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한 네덜란드 기업이 최근, 유럽위원회(EC)가 주관하
는 해커톤*인 ‘오픈게이트(OpenGate)’ 프로젝트를 위한 컨소시엄에 신규로 참여하였음. 오픈게이
트(OpenGate) 플랫폼 완성을 목표하는 동 프로젝트에서 동 네덜란드 기업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문성과 기술을 지원하고, 비접촉 생체 인식보드를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 규모 확대에도 기여할
예정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 항공사들이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컨소시엄은 오픈 게이트 플
랫폼을 바탕으로 하늘길을 재개방하여, 생체인식 및 비접촉 방식의 여행을 통해 항공 경제를 회
복하고자 함. 동 플랫폼은 승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여행 보장에 그 목적이 있으며, 팬데믹 전후
로 공항 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접촉하지 않고 건물로의 접근을 가능케 함. 오픈 게이트는 사
용자들의 생체 또는 위치 정보를 따로 저장하지 않아, 코로나 검사 결과를 공유 시 사용자의 사생
활 보호가 가능함. 유럽위원회(EC)에서 ‘EU vs 바이러스’ 주제로 개최한 해커톤에서 동 플랫폼은,
항공 사업 재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계획 TOP 30개 안에 들기도 하였음.

결론적으로, 동 네덜란드 기업은 코로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비접촉 여행과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코로나 검사 결과와 접촉자 추적, 생체 검역증과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
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과 협력 파트너를 찾고자 함.
*해커톤: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앱, 웹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를 일컬음.

Partner Sought
- 희망 협력 유형 : 기술 지원을 포함한 상업(Commercial Agreement with technological
assistance), 라이선스(License Agreement), 또는 기술 협력(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
계약 등
- 희망 협력 파트너 : 디지털 ID, 생체 인식, AI, 정보 보호, 데이터 프로세싱 또는 블록 체인 관련
전문 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