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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소개 (사업분야)

AI Vision 융합기술 기반 검사계측 솔루션 전문기업

Network & Media
네트워크 및 IPTV 품질 검증을 위한
자동화 검사계측/모니터링

netMeter

Service Automation
지능형 보행자/차량관제, 세무자동화 서비스



1. 기업소개 (주요인력)

이창근
CEO / 연세대기계공학석사
NHN, SK Communications

김성민
CBO / 연세대기계공학석사
LG전자

박영수
CTO / 포항공대 제어계측박사
LG전자

이세용
솔루션개발팀장 / 컴퓨터공학 학사

윤영주
사업관리팀장 / 시각디자인 학사

이지웅
하드웨어개발팀장 / 기계공학 석사

전은비
경영지원팀장 / 소방방재학 학사

연구개발부터 제조, 전문검증서비스까지 Total Solution 제공역량 보유



2. 차별성

경쟁대비 높은 가격경쟁력
→ Telestream, Grass Valley, Witbe 등 외산브랜드 대비 높은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국산 계측제품
→ 경제적인 예산으로 검사계측, 모니터링 커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음

고객 체감 관점(QoE)에서 서비스품질 관리가능
→ 영상분석에 기반한 고객 체감품질의 정량적 측정/모니터링 가능
→ 전송망 종말구간까지 모니터링 확장가능

국내 서비스환경에 최적화
→ 2014년부터 꾸준한 납품, 고객사 협력을 통해 검증되었고, 높은 국내시장 이해도 보유
→ “R&D → 제조 → 운영지원” 전과정의 직접진행을 통해 경쟁대비 긴밀하고 빠른 대응



3. 주요 납품성과

고객사 공급시작시점 주목할 납품성과

2014년 3월

미디어검증센터용 자동화 검증 플랫폼 (2017~계속)

→ 검사계측 플랫폼 구축부터 품질지표, 검증영역 확대를 위한 전방위 협력 중

2016년 6월

현장 엔지니어용 서비스 SLA 측정 계측기 (2020~계속)

→ 단순 SLA판정 측정 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 최적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 중

Not for Public -
internal use only

Not for Public -
internal use only

납품 뿐만 아니라 고객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BMT검증 Monkey Test

정형화된시나리오기반 검증 무작위 검증

Grey영역 검증

검증영역 확대

검사계측 플랫폼 구축

관제서버 AI STB 검증용 계측기 대규모 검증용 계측기

https://drive.google.com/file/d/1Id-dNcRLTavzn6sXFRwBom903JZZ6DId/view?usp=sharing
https://www.youtube.com/watch?v=hMY-yI8mTq8&list=PL3nai9RQR-7jrVAZOtGqJ6VtIlLbhJHI6
https://www.youtube.com/watch?v=NBxs9CkXM8o
https://drive.google.com/file/d/1JzVEWaWrtvm5v0JtHIycoLTdxi6PL1SH/view?usp=sharing


4. 주요 제품/솔루션 소개

미디어서비스 검사계측

“풍부한 STB 자동제어 및 Back-Data수집기능을 바탕으로
IPTV서비스의 기능, 비기능품질 검사”

통신인프라 검사계측

“SLA 측정을 너머 현장업무, 망품질 개선업무에 특화된 스마트기기”

Base제품

STB Multimeter 및 NEXTLab Athena netMeter

솔루션

(1) 상시 IPTV 서비스품질 모니터링
→ 체감품질(QoE) 관점으로 24시간, 대규모 서비스품질 모니터링 실현

(2) Intelligent Monkey Test
→ Defect 검출율과 원인분석효율 극대화를 지향하는 검증플랫폼

(3) 전문 검증용역 서비스
→ 단순 BMT를 넘어 데이터기반 원인분석, 품질개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1) 현장용 서비스 SLA 계측기
→ 통신사 현장에 최적화된 All-in-One 계측기

(2) 전국 망품질 모니터링
→ 경제적인 가격으로 모니터링 커버리지를 L2단까지 확장가능

Base제품 기반으로 Segment별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가능

●
●
●

STB Multimeter
(계측기)

NEXTLab Athena
(관리, 통계분석)

netMeter Essential 1G/10G netMeter Standard 1G+802.11ac1)

1) 하반기 출시예정

상세사양

상세내용



4. 주요 제품/솔루션 소개 (상시 IPTV 서비스품질 모니터링)

NEXTLab Athena

관제요원

NMS

(1) 계측기별로 유연하게 모니터링 항목 할당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24시간 모니터링 진행

(2) 실시간 방송의 화면품질, Loudness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채널전환시간 품질추이, 유료컨텐츠 구매검증 등으로 모니터링영역 확장가능

●
●

●

Dashboard

계측기별 모니터링항목 할당

복합적인 알람발생 기준설정
(Critical Level 장애에만 집중)

실시간방송
(1) 화면품질 (Macro Block, Freeze, Black Screen)

(2) Loudness

유료방송
품질평가

(1) 채널전환시간 (인접, 비인접, 매체간(SD,HD,UHD))

(2) 부팅소요시간 (Sleep-Wakeup, Cold Booting)

(3) VOD 광고시간 (재생시간, 횟수)

IPTV서비스
(1) VOD 컨텐츠 구매검증
(2) 특정 App. (키즈랜드) Availability검증

기타
(1) OTT 컨텐츠 체감품질 (Netflix, Youtube – 재생대기시간, 버퍼링횟수)

(2) 특정 웹사이트 체감품질 (진입소요시간, 표시완료시간)

(1) 모니터링항목 : 지속적인 확장가능 (2) 모니터링 할당절차

모니터링항목 선택

조건 입력

알람조건 지정

계측기 할당

모니터링 진행

(예시) 화면품질 모니터링
- 단일채널
- 지정채널 순환 (채널목록, 채널별 모니터링시간)

(예시) 화면품질 모니터링
- 지정시간동안 Macro Block n회 이상 발생 시
- n초 이상 Macro Block 발생 시

- 무한정 및 기간지정 가능



4. 주요 제품/솔루션 소개 (Intelligent Monkey Test)

지능화된 무작위 조작기반 검증
(1) Test Case 기반 검증대비 : 불필요한 Lead-Time 절감 (No Script based) 
(2) Monkey Test 기반 검증대비 : 비의도영역 검증에 따른 검증목적 상실 회피

BMT검증 Monkey Test
기존 검증방법론으로

커버하기 어려운 Grey 영역 존재

정형성 무작위성

Intelligent Monkey Test
“의도한 영역내에서만 무작위 검증 수행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시나리오기반 검증 진행”

커서위치 인식UI Map 구조인식1) Scene 인식 무작위 Key List 가변화

- 화면간 수직/수평관계 인식
- 광고영역 등 관련없는 요소 인식

1) 등록특허보유 및 정보통신단체(TTA) 표준 제정

현재 화면의 특성을 인식하여
특정 검증시나리오 실행가능여부 판단

AI기반 현재 커서위치 인식으로
컨텐츠간 자동탐색 지원

현재 화면에서 무작위 조작가능한
Key List 배정하여 불필요한 검증 배제



4. 주요 제품/솔루션 소개 (현장용 서비스 SLA 계측기)

IPTV 서비스품질 측정 (RTP/TS Analysis)

VOD 서비스품질 측정 (Streaming Bitrate)

유선인터넷 품질측정

netMeter

[확장모듈 추가장착 지원]

- 회선길이측정, Wiremap체크, 부저테스트 제공



4. 주요 제품/솔루션 소개 (전국 망품질 모니터링)

고객 체감품질 관점에서 망품질 모니터링 수행
→ 고객불만의 직접적 요인인 체감품질 중심의 모니터링, 관리를 통한 VoC 발생률 저감
→ 선제적인 탐지를 통해 다량 VoC 인입을 방지할 수 있음

경쟁대비 저렴한 예산으로 망품질 모니터링 커버리지를 전국단위로 확대가능
→ 경쟁솔루션 대비 체감품질로 차별화되지만 더욱 경제적인 도입단가 실현
→ 특정지역의 품질열화현상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음

국사

OLTAccess Router

가입자망

RN ONU

거점설치형 계측기
(상시형)

이동설치형 계측기
(간이형)

Head End

CDN



Innovation with NEXTLab

본사 :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3 12층
제조센터 :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B102

sales@nextlab.co.kr

www.nextlab.ai

Youtube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6kYqPthhkeAELsI9oJibCA
https://www.youtube.com/channel/UC6kYqPthhkeAELsI9oJibCA


별첨 1. STB Multimeter & Athena 플랫폼 – (1) 플랫폼 구성체계

관제서버 (NEXTLab Athena)

분석서버#1
(STB Log수집/전처리)

분석서버#2
(머신러닝기반 화면품질 모니터링)

계측기 (STB Multimeter)

Macro-Block No Signal

• 체감품질(채널재핑 등) 측정
• 채널별 화면품질 모니터링
• 주요 서비스 동작여부 상시검증

971

479

1251

463

• STB 모델별 동작특성 분석
• Aging(Monkey)Test
• 기본성능 검증

상시 서비스품질 모니터링 종합 품질 검증

→ 플랫폼의 모든 기능 제공→ 용도별 특화된 기능 제공



별첨 1. STB Multimeter & Athena 플랫폼 – (2) 계측기 주요기능 (STB Multimeter)

Network Packet Video Output
(via HDMI)

AC/DC 전원
On/Off 제어

IR 송수신 제어

Data 수집 모듈
(1) HDMI 출력 영상/음성
(2) Network Packet
(3) STB Log

제어 모듈
(1) IR 송수신 제어
(2) A/C 전원 On/Off
(3) 네트워크 Bandwidth/Port/Delay 제어
(4) HDMI 연경 On/Off (via HPD Line)

동작시간 동기화
(1) IR 송수신 신호 시간
(2) 전원 On/Off 입력시간
(3) HDMI Frame 입력시간

STB

분석모듈
(1) 자동화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영상분석 : Image Matching, OCR Recognition
(2) 체감품질(QoE) 측정
(3) 음성/영상 모니터링 (AVQ)



별첨 1. STB Multimeter & Athena 플랫폼 – (2) 계측기 주요기능 (STB Multimeter)

1. 체감품질 측정

품질지표 채널 변경 시간

기능설명

결과지표
(1) ms 단위 측정값 제공
(2) 측정 영상 녹화

(1) 오차범위 : ±50ms

Video Output Live

IGMP

(IR )

Leave Time

Join Time

(A)

(B)

품질지표 부팅 소요시간 UI 반응시간

기능설명

(1) Warm/Cold 부팅 소요시간 측정 기능 제공

결과지표
(1) ms 단위 측정값 제공
(2) 측정 영상 녹화

(1) ms 단위 측정값 제공
(2) 측정 영상 제공

Warm UI 

On (IR )

Wakeup Time

Cold 

A/C On (A/C )

Bootup Time

UI 

UI 

Key (IR )

Response Time

https://drive.google.com/file/d/15lPOzJtnaw0T3SxZOr1CV-tT1q2mnK7n/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file/d/17IvtP6s27P2x6ORIUoe_4m_Hfk3k1jJw/view?usp=sharing


별첨 1. STB Multimeter & Athena 플랫폼 – (3) 관제서버 주요기능 (NEXTLab Athena)

NEXTLab Athena

계측기 제어

Back-Data
& 측정결과

Test Case Script Editing Test/Monitoring 스케줄링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리포트



별첨 1. STB Multimeter & Athena 플랫폼 – (3) 관제서버 주요기능 (NEXTLab Athena)

1. Test Case Scripting
(1) TestCase 별 Multimeter 수행동작 정의
(2) STB Live View Capture를 통한 매칭 영역 지정
(3) 원격 IR 제어

2. Test/Monitoring 스케줄링
(1) Timeline 기반 테스트 예약 관리
(2) 반복 측정 예약

https://drive.google.com/file/d/17RAeJpxWG0bS9uEpChp4n3M5TkjZKT3Y/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file/d/17Ux6F0d2bW2FjuokDNundiCThtlZ2-Aw/view?usp=sharing


별첨 1. STB Multimeter & Athena 플랫폼 – (3) 관제서버 주요기능 (NEXTLab Athena)

3. 실시간 모니터링
(1) 계측기 그룹 관리

- 그룹별 동시 제어
- 그룹별 제어 권한 부여

(2) 연결된 STB 상태 표시
- STB 연결 상태 표시
- 장애 발생 상태 표시

4. 결과 리포트
(1) 사용자가 필요한 Template 생성
(2) 일별/주별/월별 통계 리포트 자동 발송
(3) Raw Data Excel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7VrjfjmHOePNDOP14Q90d6s58aSixwp6/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file/d/17TdPr_q8I1FSNY9NiGwj1kJPnOIB3A5G/view?usp=sharing


별첨 1. STB Multimeter & Athena 플랫폼 – (4) 분석서버 주요기능

STB Log 수집/전처리 서버

1. STB Log수집/전처리 서버
(1) SSH/ADB 기반 STB Back-Data 수집 및 Pre-Processing 진행
(2) 복잡한 Log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직관적 원인분석 지원

STB Back Data 수집항목

Top dumpsys Logcat Tombstone

Data 시각화

(1) 리소스 추이

(2) Process별 Log발생 빈도 Heat-map

(3) Process별 Lifecycle



별첨 1. STB Multimeter & Athena 플랫폼 – (4) 분석서버 주요기능

화면품질모니터링 서버

2. 머신러닝기반 화면품질 모니터링 서버
(1) 지원 해상도 : 최대 1080p
(2) 근실시간 탐지모니터링 지원 : 분석소요시간 1,000ms 이내
(3) 대역폭 공유형 모니터링 : 서버에 연결된 계측기 수량에 따라

Sampling Rate 변동됨



별첨 1. STB Multimeter & Athena 플랫폼 – (4) 분석서버 주요기능

(3) 모니터링 지표

Video Audio

품질지표 Macro Block Black Screen Freeze Loudness Silence

옵션
(Thresholds)

(1) Frame내 Macroblock 발생 영역 비율 (%)
(2) 발생 지속 시간 (ms)

(1) 발생 지속 시간 (ms) N/A (1) 발생 지속 시간 (ms)

결과지표

(1) 알람 전송
(2) RTP/MPEG2TS Loss, Jitter 지표 제공
(3) 녹화 영상 제공 (알람 발생 10초 전후 영상 녹화)

(1) LKFS 지표
(S-LKFS, I-LKFS)

(1) 알람 전송

머신러닝 기반 Macro Block 탐지기술 소개

→ Macro Block 탐지 모델의 학습속도와 머신러닝 기반 분석속도를 높일 수 있는 독자기술 보유 (등록특허 : 10-1849092)

[지속적 학습 데이터 확보] [화면 분할 분석]

2. 머신러닝기반 화면품질 모니터링 서버



별첨 2. netMeter 플랫폼 – (1) 계측기 사양

1G 모델 (NLPA-GN-B) 10G 모델 (NLPA-DGN-B)

기본사양

(1) 외관 : W61mm X H42mm X D66mm

(2) 이더넷포트 : 2 X 1Gbps RJ-45

(3) IR발신기능 내장
(4) 내장배터리 : 3.7V 2,500mAh Li-Po (자가교체가능)

(5) 충전사양 : USB Type-C 커넥터 (5Vdc 충전)

(1) 외관 : W191mm X H53mm X D124mm

(2) 이더넷포트 : 1 X 10Gbps RJ-45 + 1 X 1Gbps RJ-45

(3) IR발신기능 내장
(4) 내장배터리 : 11.1V 3,300mAh Li-Ion (자가교체가능)

(5) 충전사양 : USB Type-C 커넥터 (USB-PD 고속충전)

측정사양

(1) 인터넷 속도측정

(2) IPTV 품질측정

(3) VOD 품질측정

(4) 기타 기능

인증정보 및 기타

(1) 인증

(2)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1) 인증

(2) 제조물 배상책임보험가입

-Upload/Download 속도 (최대, 평균)
-RTT기반 Delay, Loss
-CRC (RX) Check

-지역별 EPG정보 수신
-실시간채널 Join/Leave 소요시간
-실시간채널 Join 후 수신 Bitrate, Jitter, RTP Error Count, ETSI TR 

101 290 1st Priority기반 MPEG2-TS 패킷분석, CRC (RX) Check

-VOD재생 Bitrate
-광고송출 자동인식

- KC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등록)

- 환경시험 통과 (1.5m 낙하, -20~60°C 동작, 저주파진동 동작)
-KC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등록)
-환경시험 통과 (0.35J 충격, -20~60°C 동작, 저주파진동 동작)

-원격 F/W 업데이트
-도난/분실단말 비활성화
-지정 IP대역 외 측정제한



별첨 2. netMeter 플랫폼 – (2) 전국 망품질 모니터링 솔루션

1. 주요 모니터링 지표

2. 활용방안
(1) 장애발생 감지 : 정의한 기준들을 초과할 경우 지정한 NMS 등으로 알람 전송
(2) 통계분석기반 품질최적화 : 지역별 편차, 시간대별 추이 등의 분석리포트 추출

국사내부에 계측기 설치하여 24시간 IPTV/OTT 서비스 통합 모니터링

(1) IPTV 방송품질 (2) 체감품질1) (3) 인터넷 속도측정 및 기타

- 최대 30채널 동시 모니터링
- RTP Error, ETSI TR 101 290, MDI

- STB 연동기반 OTT/VOD 체감품질
- IPTV 체감품질 (채널전환, Loudness)

- 속도측정서버 연동기반 속도측정
- Traceroute, TWAMP

1) STB 연동옵션 적용 시

구성도

국사

OLTAccess Router

Head End

CDN

NMS, 관제요원

STB 연동옵션 HDMI 캡처

IR제어
Ethernet Bypass

납품사례

전국망
체감품질
계측솔루션
(2019~2020)

경쟁솔루션

Telestream
- 서비스별 개별 계측기 사용
- IPTV : Surveyor TSc
- OTT : Surveyor ABRc

EXFO
- 체감품질 미지원
- Nova Verifier PNF



별첨 2. netMeter 플랫폼 – (3) 이동설치형 모니터링 솔루션

1. 주요 측정항목

2. 활용방안
(1) 모니터링현황 실시간 확인 : Timeline 형태로 장애 Event 이력 확인 (스마트폰 확인 및 제어 지원)
(2) Back-Data기반 원인분석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애발생 원인 세분화에 활용

→ 향후 일정규모 이상 데이터 수집 시 원인분석과정 없이 머신러닝기반 원인추정까지 확장가능

품질열화, VoC 다수발생 지역에 간이 거치 후 일정기간 모니터링 진행

(1) IPTV 방송품질 (2) 인터넷 속도측정 (3) 기타

- 최대 5채널 동시 모니터링
- RTP Error, ETSI TR 101 290, MDI

- 속도측정서버 연동기반 속도측정
- iPerf

- TWAMP, Ping, Traceroute
- CDP/LLDP, Link Speed, Network Discovery

구성도 As-Is 비교

국사 가입자망

RN ONU HGW STB

TWAMP TWAMP

기존 모니터링 체계
- 측정지표 제한적임 : Data기반 원인분석 어려움
- Sampling Rate, 수집량 제한적임 : 현황확인 정도로만

활용가능

L3 L2 HGW STB (Agent)

RTP Error, 속도측정

Ping,CRC Ping,CRC Ping,C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