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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스페라는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검색엔진 플

랫폼 Criminal IP(크리미널 아이피)와 위협 인텔리전스 기

반 공격표면관리 자동화 솔루션 RMR(Risk Management 

Report)를 선보였다.

Criminal IP는 전 세계 IP 주소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사용자 개인이 웹 검색엔진을 통해 검

색하거나 국가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API를 연동하여 사

용 가능한 종합 위협 인텔리전스 검색엔진 서비스다. 개

인을 포함한 기업 및 기관에서 비상식적인 사용자의 유입

을 식별하거나 보안관제, 공격표면관리에 효과적인 특징

을 가진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42억 개 IP 주소 데이터로 ▲군 기밀

정보 유출 방지 ▲해커 IP 은닉 탐지 ▲디도스 공격 의심 

호스팅 IP 탐지 ▲군대 내부에서의 위협 IP 접속 탐지 등의 

사전 위협 탐지가 가능하며, 원격 근무로 증가한 VPN 악

용 사이버 범죄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 관계

자 등 참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에이아이스페라

에이아이스페라 부스

ALPHA-S

지슨은 다양한 해킹·도청·몰카 탐지 시스템 등을 선보

였다. ‘ALPHA-H’는 서버실, 관제실, 집무실 등에 침투되

어 망분리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무선 스파이칩을 실시간

으로 탐지하는 무선해킹 탐지 시스템이다. ‘ALPHA-S’는 

집무실, 회의실 등 중요 장소에 설치되어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도청을 탐지하는 상시형 무선도청 탐지 시스

템이다. 그 밖에도 상시형 몰카 탐지시스템 ‘ALPHA-C’, 

이동형 전파탐지기 ‘ALPHA-P’ 등을 소개했다. 

스페이스앤빈은 기존 방사선·전자파 차폐재료를 대체

할 수 있는 차폐력이 우수한 저비용, 경량, 유연한 방호소

지슨

스페이스앤빈

재를 소개했다. 방사능 차폐는 우주산업, 핵산업, 의료산

업 등에서 필요로 하고, 전자파 차폐는 국방산업, AR/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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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리얼은 경계 과학화 시스템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실

시간 영상 객체 탐지추적 솔루션을 소개했다. 전시 부스

에는 자체 설계 제작한 임베디드 Vision AI 플랫폼 S/W

가 내장된 AI 카메라 모듈, AI 게이트웨이 장비, 컴퓨터 비

전 기술이 집약된 지능형 영상분석 소프트웨어인 AI 서버

(Vision AI@Server) S/W를 전시했다. EO/IR 영상장비 

내장형 AI 영상분석 모듈, 무인차량/드론 장착용 AI 영상분

석 장비, 휴전선 및 해안선 경계감시 자동화용 AI 영상분석 

서버 등이 적용분야다.

넥스리얼

산업, 정보통신 5G기반 산업 등에서 필요하다. 스페이스

앤빈은 차폐 랙과 같은 제품 개발 판매를 넘어, 다양한 현

장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방호 소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이스앤빈 신소재는 다양한 형태의 가공이 가장 

큰 강점이다. 테이프나 시트, 분말 형태로 가공해 기존 설

비에 붙이거나 도포하는 식으로 간단히 시공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도 쉬운 신소재라서 다양한 형태의 가공이 가장 

큰 강점이다. 

스페이스앤빈 자동 롤 블라인드 차폐랙 AI기반 맞춤형 방사선 방호 및 전자파 차폐용 소재

AI 카메라, AI 블랙박스, AI 영상분석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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