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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P, 저비용, 저전력의 MCU 기반 안면 인식 솔루션 발표… 

무접촉식 액세스 제어용 생체탐지 기능 제공 

 
2020년 11월 6일 – NXP 반도체는 OEM업체들이 시각 기반 무접촉식 액세스 제어를 신속하고 쉽게, 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보안 안면 인식용 최신 NXP EdgeReady IoT 솔루션을 발표했다. NXP의 턴키 

솔루션에는 총 비용 10달러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외선과 RGB 카메라, 플래시, SDRAM 메모리를 제공

해 생체(liveness) 점검으로 얼굴을 인식하는 AI/ML 기반 안면 인식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i.MX RT

106F 크로스오버 마이크로컨트롤러(MCU) 가 포함된다. 

 

이 솔루션은 안면을 인식해 출입문, 잠금장치,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차고 문, 보안시스템 등이 있는 호

텔, 공공건물 및 주택의 보안 기계, 장비, 접근 지점을 인증하고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 생체(liveness) 감지: 적외선 카메라를 가시광선(RGB) 카메라와 함께 작동하면 고비용의 3D 

구조의 조명이나 ToF 카메라를 사용할 필요 없이 사진에서 실제 인물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0.5초 이내 안면 인식: 클라우드에 연결하지 않고도MCU 기반 엣지에서 500밀리초 미만의 시

간 내에 표정 탐지, 품질 검사, 생체(liveness) 감지, 얼굴 인식이 가능하다. 

⚫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기능 향상: 개인의 생체 인식 데이터가 엣지 장치에 모두 저장될 수 있

어서 개인 정보 보호 규정과 많은 소비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배터리 수명 극대화: 신속한 MCU 부팅 시간 때문에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절전 모드로 

유지 가능하다. MCU의 저전력 기능과 함께 빠른 인식 시간은 저전력 시스템 요건을 더욱 만

족시킨다. 

⚫ 생체 인식 원격 등록: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스마트폰이나 PC 애플리케이션은 생체인식 모델

을 원격 잠금장치나 기타 기기에 전송해 접대용 장소, 스마트 건물, 스마트 홈 애플리케이션에 

편리한 제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i.MX RT106F MCU기반 개발키트(SLN-VIZNAS-IOT)로 출시시간(TTM) 단축 

통합과 코딩이 필요한 다른 개발키트와 달리, i.MX RT106F 개발키트(SLN-VIZNAS-IOT) 기반 보안용 안

면 인식 NXP EdgeReady IoT솔루션은 6개월 미만의 빠른 시간내에 설계 완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와 하드웨어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이 개발키트에는 스키매틱스(schematics), 자재명세서(BoM), 턴키 

디자인 경험을 위한 보드 레이아웃,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얼굴 생체인식 등록 애플리케이션 등이 포함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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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정보 

SNL-VIZNAS-IOT 보안용 얼굴 인식 개발 키트는 현재 NXP와 공인된 유통업체에서 각각 권장소비자가

격 199달러에 판매 중이다. 

 

i.MX RT106F MCU는 현재 구입 가능하며 NXP의 얼굴인식용 SDK를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포함

된다. 이 장치는 소비자 및 산업 온도 등급이며, 권장소비자가격은 1만 개 단위 당 4달러부터 시작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nxp.com/mcu-vision2에서 확인할 수 있다. 

 

NXP EdgeReady 솔루션 정보 

NXP EdgeReady 솔루션은 지능형 엣지 컴퓨팅의 성능을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에 통합시킨다. 각각의 

레디-포-더-엣지(ready-for-the-edge) 플랫폼에는 비용과 폼 팩터에 최적화된 하드웨어가 탑재되어 있

으며, NXP가 전면 테스트하고 인증한 완전하게 통합된 자체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h

ttp://www.nxp.com/EdgeReady 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X RT 시리즈 크로스오버 MCU 관련 정보  

i.MX RT 시리즈 크로스오버 MCU는 엣지 환경에서 고성능 내장 프로세싱에 대한 오늘날의 요구에 부

응하기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고성능과 통합기능 모두를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었다. i.MX RT 시리즈

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기능으로 마이크로컨트롤러(MCU)를 저비용으로 개선하여, 수많은 커넥

티드 엣지 기기의 컴퓨팅과 머신 러닝 기능을 향상시킨다. 

 

 

NXP 반도체 소개 

NXP® 반도체(나스닥: NXPI)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첨단 솔루션을 개발하여, 안

전하게 연결되는 스마트 월드를 만들고 있다. NXP는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용 보안 연결 솔루션의 선

도 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 및 IoT, 모바일, 통신 인프라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NXP는 60년 이

상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29,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

19년 매출은 미화 88억 8천만 불이다. NXP 관련 뉴스는 www.nxp.com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NXP 반

도체 블로그 (http://blog.naver.com/nxpkor) 에서도 NXP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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