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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R(Digital Video Recoder, 디지털 상저장장치) 개발과생산에주력하고있는아이디스는국내시장보다해외에서더유명세를타고

있는벤처기업이다. 매출의90% 이상을 로벌무 에서거둘만큼해외진출에능동적일뿐아니라, 그에걸맞게전세계보안장비시장

에서톱클래스의위치를점하고있다. 김 달 표는지난달에도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보안장비전시회‘ISC 웨스트’참석차일주일간

미국출장을다녀왔다. 

최근에는독일의TUV그룹으로부터유럽의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을준수하고있다는인증을획득해업계의이목을집중시켰다. 아이

디스가생산하는DVR 전제품에 한친환경인증이라는점에서도의미가크지만, 업계최초로달성한결과이기에가히쾌거라할만하다. 이

는앞으로환경규제가까다로워질유럽시장에서아이디스가유리한발판을구축했다는얘기로도해석된다. 이처럼해외시장에서아이디스의

승승장구는명백히현재진행형이다. 

디지털기술로보안장비시장틈새공략

보안장비시장은30여년간지속적으로발전을거듭해왔다. 유행에따라변화하는다른시장과달리좀처럼변화를허용하지않는, 그로인해

신생기업의접근을쉽게허락하지않는분야이기도하다. 그러나1990년 말모든산업에걸쳐아날로그에서디지털로패러다임이바뀌게되

면서자연스레보안장비시장에도진입의틈이생겼고, 기술력으로무장한패기넘치는아이디스가안착할공간이생겼다. 

“카이스트에서석사과정을마치고1년간파견연구원으로미국실리콘밸리의한벤처기업에근무하면서그곳의창업열기를몸소느낄수있었

어요. 디지털혁명이보안분야에도불어닥치리란확신을가지고귀국후연구실동료와함께창업을감행했죠.”

아날로그환경에서는CCTV카메라와VCR 등이주로사용됐지만, 디지털방식의DVR이등장하면서보안장비시장은획기적인전환을맞게됐

다. CCTV카메라로잡은 상을디지털로변환해간편하게하드드라이브에저장함으로써기존VCR의단점을보완해주기에충분했다. 뛰어난

화질과탁월한검색기능은보안장비본연의기 감을충족시키며고객층의열렬한지지속에세력을확장해나갔다. 세계보안장비시장을철통

처럼선점하고있던일본기업들의30년아성이흔들린것은바로이러한디지털혁명이원인이되었다. 아이디스는2001년또한번의기회를잡

아고공성장의궤도로접어들었다. 9∙11테러를기점으로세계각국의보안의식이고취되면서시장의확 를가져왔기때문이다. 제품수요가

급증하면서아이디스는뜻밖의호황을누리게됐다. 이즈음미국의하니웰, 타이코사에제품을공급하기시작하면서매출규모는2001년161억

원, 2002년403억원, 2004년514억원, 2005년697억원등으로급성장을기록하고있다.

DVR 이후는통합솔루션

“창업초기부터하이엔드(High-end) 제품을통해해외수출에역량을집중하기로전략을세웠습니다. 제품의우월성은의심의여지가없었고,

다만효과적인마케팅을도와줄파트너십이필요했지요. 하니웰, 지멘스, 타이코그룹등과접촉하면서ODM(제조업자개발생산) 방식을제안한

결과해외유수 기업들과의제휴에성공할수있었습니다.”

해외공략은성공적이었다. 미국항공우주국, 유니버셜스튜디오, 북경국제공항, 호주올림픽주경기장,

뉴욕지하철등에아이디스의DVR이철통보안을서게된것이다. 현재해외34개국약60개파트너사가

아이디스의제품을판매중이다. 미국의칼라텔, 국의데디케이티드마이크로등과함께세계3 DVR

메이커로손꼽히게된것은불과창업8년만에일구어낸성과이다. 또한미국포브스지가2년마다선정

하는세계200 베스트중견기업으로두번연속선정되는등아이디스를바라보는해외의시각은무척

이나 고무적이다. DVR의 다음 주자로 내세우고 있는 비장의 무기는 IP기반 통합솔루션 VISS(Video

Streaming Server). 전국각지에깔려있는3만개의카메라를중앙서버에서관리∙모니터링할수있는

시스템으로원격모니터링시장을겨냥하고있는아이디스로서는차기주력서비스가될전망이다. 

세계어디에서나보안장비의 명사로아이디스의이름이거론되기를희망하고있는김 달 표. 세계

1위라는눈부신성과는그동안한눈팔지않고달려온아이디스구성원의몫이다. 이자리를확고히지켜

내는것은, 위험으로부터인류를지켜주고있는아이디스의임무만큼이나중요하고가치있는일이될

것이다.

보안장비시장에서매년눈부신성과를갱신하고있는아이디스. 단1초의오차도허용하지않으

며, 신뢰없이는존재조차불가능하다는까다로운보안장비업계를평정함으로써또하나의벤처

신화를만들어내고있다. 365일지구촌곳곳에서쉬지않고돌아가는DVR은아이디스의끈기와

승부근성을닮았다.

아 이 디 스

전세계보안장비시장의절 강자
아이디스김 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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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기반 DVR ‘IDR 6016’

◉ 초당 480장 실시간 녹화 및 16CH 오디오 입력 지원

◉ CD RW 기본내장으로백업의편의성제공(IDE Card 장착시HDD 최 6개장착)

◉ 전면 USB 포트를 이용한 데이터 백업 및 SW 업그레이드 지원

◉ ICF : 자체 방화벽 기능으로 바이러스를 원천적으로 차단

◉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저장방식으로 녹화 상의 안정성과 저장효율 향상

◉ 유동 IP 지원 및 웹브라우저를 이용한 원격감시 지원

◉ 하드웨어와치독, 위변조방지, 움직임감지, 테러감지, 시간동기화등다양한기능제공

◉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지 SW 업그레이드 가능

Stand-Alone 타입 DVR ‘SDR 401’

◉ 실시간 감시 및 녹화 : 초당 120장 감시 및 120장 녹화

◉ 오디오 녹음 및 재생 : 1CH 오디오 입력과 1CH 출력 가능

◉ 다양한 디스플레이 출력 : Composite, SVHS 및 VGA 출력 지원

◉ 하드웨어 와치독 타이머 기능 내장. OS 및 SW가 저장되어 안정성 향상

◉ 전면 USB 포트를 이용한 데이터 백업 및 SW 업그레이드 지원

◉ 상호연결구조 암호화 방식을 통해 저장 데이터의 위조 및 변경 불가능

◉ 콤팩트한 크기로 ATM/POS기기 내부 등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 가능

◉ 사용자 편의성 증 를 위한 리모컨 지원

◉ 네트워크를 통한 감시∙검색, SW업그레이드 및 유동 IP 지원

Stand-Alone 타입 DVR ‘XDR1600’

◉ 실시간 감시 및 최 240장 녹화

◉ 오디오 녹음 및 재생 : 4CH 오디오 입력과 1CH 출력 가능

◉ 다양한 디스플레이 출력 : Composite, SVHS 및 VGA 출력 지원, 4개의 외부 모

니터 Spot 출력 지원

◉ CD-RW 기본내장으로백업의편의성제공(CD-RW 제외시HDD 최 4개장착가능)

◉ 하드웨어 와치독 타이머 기능 내장. OS 및 SW가 저장되어 안정성 향상

◉ 리모컨, 마우스 지원을 통한 관리의 편의성 제공(최 16 의 DVR제품을 하나의

리모컨으로 조작 가능) 

◉ 상호연결구조 암호화 방식을 통해 저장 데이터의 위조 및 변경 불가능

◉ 전면 USB 포트를 이용한 데이터 백업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 네트워크를 통한 감시∙검색, SW 업그레이드 및 유동 IP 지원

Q : 아이디스 창업 멤버라던데, 합류 배경은?

A : 김 달 표와는 학동기다. 창업을 하겠다며 의

향을 묻기에 망설임 없이 응했다. 마침 학원 졸업을

앞두고 기업과 중소기업 중 어느 곳에 취업을 할지

고민했었는데, 중소기업 쪽으로 마음이 더 끌리던 차

다. 기업에서는큰조직의일원으로생활해야하는반

면, 상 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서는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맡아 실력발휘를 제 로 해

볼수있겠다싶었다. 아이디스창업멤버로의기투합하

면서실제그런역할이주어졌다.

Q : 최근에는 어떤 제품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나?

A : 지금까지는 단품 위주로 연구개발을 진행했고, 요

즘은 세계적인 IP 추세에 발맞춰 솔루션 개발에도 많

은 비중을 두고 있다. 연구소 이사로서 두 가지 모두

총괄해야 하는 위치다. 지금 주류로 하는 것은

Stand-Alone 제품들인데, 3가지 제품을 출시했다.

일반인을 상으로 하는 low-cost제품과 기존에 보

유하고 있던 레벨에서 가격 비 성능을 향상시킨

High-end 제품을 각각 선보 다. 

Q : VISS에 해 설명해 달라

A : 작년부터 개발해온 VISS(Video Streaming

Server)는 단품 DVR을 묶어서 통합 관리하는 제품

이다. IP 보안에서 중앙 서버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일본의 서버기업 유니아덱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일본

은행에 카메라 1만 와 함께 납품하는 규모 성과가

있었다. 솔루션과 DVR을 같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

라는 점에서 전략적 제품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공급 중이다. 

Q :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는? 

A : VISS를 판매하다 보니 기존에 단품만 판매할 때

에 비해서 큰 규모의 프로젝트 참가가 가능해졌다.

또 서버가 들어간다는 것은 솔루션 서비스에 해당하

기 때문에 단품 판매를 넘어선 사업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제조업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솔루션을 판

매하는 기업의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

로 보안시장이 IP기반으로 변화하는 추세인 만큼 핵

심기술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해서 향후에도 시장을 리

드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닦고 싶다.

IP기반보안장비시장도준비완료, 연구소류병순이사

mini
interview 궁금하다! 아이디스 브레인

Stand-Alone 타입 DVR ‘MDR400’

◉ 콤팩트한 크기

◉ 차량장착에 최적화된 설계

◉ 진동 및 충격 방지를 위한 Mounting Rack 

◉ 장시간 녹화 및 편리한 검색 기능

◉ 4채널 오디오 녹음 및 재생 지원

◉ 착탈식 HDD  

◉ 전용 콘트롤러 지원

IP기반 통합솔루션‘VISS’

◉ DVR에서 전송된 상을 중계해 다수의 접속자에게 Multi-Cast 

◉ 다수의 DVR로부터 전송된 상을 실시간 저장

◉ DVR에 저장된 상의 네트워크 백업

◉ 여러 의 서버 운용 시 Fail-Over 기능 지원

◉ 주요활용사례 : 상관제센터 -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국에 산재된 지사의 상을

중앙에서 동시에 감시

아파트홈서버 - 주차장 및 출입구의 상을 다수의 아파트 주민

이 Wall Pa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홈서버와 CCTV를 연동

중앙백업시스템 - DVR에 저장되어 있는 상을 중앙의 스토리지

백업장치에 실시간 또는 스케줄에 따라 백업

첨단보안장비 DVR 풀라인업구축
아이디스제품라인

▲ 실시간 감시화면

백업 상 검색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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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기반 DVR ‘IDR 6016’

◉ 초당 480장 실시간 녹화 및 16CH 오디오 입력 지원

◉ CD RW 기본내장으로백업의편의성제공(IDE Card 장착시HDD 최 6개장착)

◉ 전면 USB 포트를 이용한 데이터 백업 및 SW 업그레이드 지원

◉ ICF : 자체 방화벽 기능으로 바이러스를 원천적으로 차단

◉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저장방식으로 녹화 상의 안정성과 저장효율 향상

◉ 유동 IP 지원 및 웹브라우저를 이용한 원격감시 지원

◉ 하드웨어와치독, 위변조방지, 움직임감지, 테러감지, 시간동기화등다양한기능제공

◉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지 SW 업그레이드 가능

Stand-Alone 타입 DVR ‘SDR 401’

◉ 실시간 감시 및 녹화 : 초당 120장 감시 및 120장 녹화

◉ 오디오 녹음 및 재생 : 1CH 오디오 입력과 1CH 출력 가능

◉ 다양한 디스플레이 출력 : Composite, SVHS 및 VGA 출력 지원

◉ 하드웨어 와치독 타이머 기능 내장. OS 및 SW가 저장되어 안정성 향상

◉ 전면 USB 포트를 이용한 데이터 백업 및 SW 업그레이드 지원

◉ 상호연결구조 암호화 방식을 통해 저장 데이터의 위조 및 변경 불가능

◉ 콤팩트한 크기로 ATM/POS기기 내부 등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 가능

◉ 사용자 편의성 증 를 위한 리모컨 지원

◉ 네트워크를 통한 감시∙검색, SW업그레이드 및 유동 IP 지원

Stand-Alone 타입 DVR ‘XDR1600’

◉ 실시간 감시 및 최 240장 녹화

◉ 오디오 녹음 및 재생 : 4CH 오디오 입력과 1CH 출력 가능

◉ 다양한 디스플레이 출력 : Composite, SVHS 및 VGA 출력 지원, 4개의 외부 모

니터 Spot 출력 지원

◉ CD-RW 기본내장으로백업의편의성제공(CD-RW 제외시HDD 최 4개장착가능)

◉ 하드웨어 와치독 타이머 기능 내장. OS 및 SW가 저장되어 안정성 향상

◉ 리모컨, 마우스 지원을 통한 관리의 편의성 제공(최 16 의 DVR제품을 하나의

리모컨으로 조작 가능) 

◉ 상호연결구조 암호화 방식을 통해 저장 데이터의 위조 및 변경 불가능

◉ 전면 USB 포트를 이용한 데이터 백업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 네트워크를 통한 감시∙검색, SW 업그레이드 및 유동 IP 지원

Q : 아이디스 창업 멤버라던데, 합류 배경은?

A : 김 달 표와는 학동기다. 창업을 하겠다며 의

향을 묻기에 망설임 없이 응했다. 마침 학원 졸업을

앞두고 기업과 중소기업 중 어느 곳에 취업을 할지

고민했었는데, 중소기업 쪽으로 마음이 더 끌리던 차

다. 기업에서는큰조직의일원으로생활해야하는반

면, 상 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서는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맡아 실력발휘를 제 로 해

볼수있겠다싶었다. 아이디스창업멤버로의기투합하

면서실제그런역할이주어졌다.

Q : 최근에는 어떤 제품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나?

A : 지금까지는 단품 위주로 연구개발을 진행했고, 요

즘은 세계적인 IP 추세에 발맞춰 솔루션 개발에도 많

은 비중을 두고 있다. 연구소 이사로서 두 가지 모두

총괄해야 하는 위치다. 지금 주류로 하는 것은

Stand-Alone 제품들인데, 3가지 제품을 출시했다.

일반인을 상으로 하는 low-cost제품과 기존에 보

유하고 있던 레벨에서 가격 비 성능을 향상시킨

High-end 제품을 각각 선보 다. 

Q : VISS에 해 설명해 달라

A : 작년부터 개발해온 VISS(Video Streaming

Server)는 단품 DVR을 묶어서 통합 관리하는 제품

이다. IP 보안에서 중앙 서버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일본의 서버기업 유니아덱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일본

은행에 카메라 1만 와 함께 납품하는 규모 성과가

있었다. 솔루션과 DVR을 같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

라는 점에서 전략적 제품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공급 중이다. 

Q :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는? 

A : VISS를 판매하다 보니 기존에 단품만 판매할 때

에 비해서 큰 규모의 프로젝트 참가가 가능해졌다.

또 서버가 들어간다는 것은 솔루션 서비스에 해당하

기 때문에 단품 판매를 넘어선 사업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제조업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솔루션을 판

매하는 기업의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

로 보안시장이 IP기반으로 변화하는 추세인 만큼 핵

심기술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해서 향후에도 시장을 리

드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닦고 싶다.

IP기반보안장비시장도준비완료, 연구소류병순이사

mini
interview 궁금하다! 아이디스 브레인

Stand-Alone 타입 DVR ‘MDR400’

◉ 콤팩트한 크기

◉ 차량장착에 최적화된 설계

◉ 진동 및 충격 방지를 위한 Mounting Rack 

◉ 장시간 녹화 및 편리한 검색 기능

◉ 4채널 오디오 녹음 및 재생 지원

◉ 착탈식 HDD  

◉ 전용 콘트롤러 지원

IP기반 통합솔루션‘VISS’

◉ DVR에서 전송된 상을 중계해 다수의 접속자에게 Multi-Cast 

◉ 다수의 DVR로부터 전송된 상을 실시간 저장

◉ DVR에 저장된 상의 네트워크 백업

◉ 여러 의 서버 운용 시 Fail-Over 기능 지원

◉ 주요활용사례 : 상관제센터 -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국에 산재된 지사의 상을

중앙에서 동시에 감시

아파트홈서버 - 주차장 및 출입구의 상을 다수의 아파트 주민

이 Wall Pa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홈서버와 CCTV를 연동

중앙백업시스템 - DVR에 저장되어 있는 상을 중앙의 스토리지

백업장치에 실시간 또는 스케줄에 따라 백업

첨단보안장비 DVR 풀라인업구축
아이디스제품라인

▲ 실시간 감시화면

백업 상 검색화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