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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와 함께한 ICT 표준화의 힘, 자문서비스 사례집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 사례집을 내며

표준은 세계와 소통하는 약속입니다.
정보통신시대, ICT 표준은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ICT 표준의 가치를 알고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TTA에서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매년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2015년에는 총 27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88회 진행하였으며,
이 중 표준을 통해 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되었던
사례들을 묶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을 통해 ICT 표준화의 힘을 공유하고
표준을 활용한 기업의 성장을 가늠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TTA에서는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 . 중견기업들의 관심과 이용을 기대합니다.

이 책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
통신발전기금으로 시행한 방송통
신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자료로 무단 복제를 금하
며, 내용을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방송통신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결과임을 밝히고 사용해야 합니다

TTA와 함께한 ICT 표준화의 힘,
자문서비스 사례집

차례

표준 구현 및 개발 자문
5개사 선정 집중 자문

㈜뉴론웍스/㈜보강시스템
IoT 기반 네트워크 구축으로
스마트 팩토리 시대의 문을 열다
자문 전에는 기술을 사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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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위주로 접근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TTA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니 저희 쪽에서
도 도전적으로 사업 방향을 보다 전환할
용기가 생기더군요.
기술 자문이 실무 개발자에게까지 이루어
졌으니까요. 이제는 조금 리스크가

04

있더라도 국제 표준 맞춤 기술을 누구보다

㈜오픈베이스

앞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ADC 통합관리솔루션의

㈜뉴론웍스 신선 대표

새로운 장을 열다

㈜보강시스템 김충수 기술이사

자문을 통해 얻은 것은 단순한 기술적

㈜모바일에코
IoT 단말기와 서비스 플랫폼,
국제 표준으로 한계를 극복

02

지식 이상입니다. 유사 업계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획득하여 차후 지속해서 상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자세한 현황 파악은
클라우드화를 향한 경영진의 의지를

표준화라는 것을 처음에는 접근하기

높이는 계기로도 작용했습니다.

어려운 영역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자문이

TTA 자문을 거치며 ㈜모바일에코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차후 2차,

추진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도 적극적으로

3차의 자문도 성사되었으면 합니다.

표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용기를

㈜오픈베이스 채현주 수석

얻게 되었습니다.
㈜모바일에코 유승열 상무

03

㈜에스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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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웨이브

새로운 표준 제안으로

IoT 국제 표준으로

한발 더 앞선 SaaS 플랫폼 제작

스마트폰 업사이클링

표준 제안은 생각보다 더 까다롭고 섬세한

직접 표준 활동에 참여해왔던 경험이

작업을 필요로 하더군요.

있어서 국내 표준 개발을 어느 정도 할 수

절차도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나만이 아닌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표준은 IoT를

미래의 관련자들 입장까지 고려해야

다루는 기구도 워낙 다양하고 완전히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다릅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모호한 문장 하나가 누군가에게 규제로

전략적으로 방향을 잡기가 힘들었는데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문을 받기 전에는

TTA가 표준 인적 네트워크로 많은 도움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되어 주었죠.

㈜에스엠시스템 김성민 대표

㈜브로드웨이브 이태진 대표

단기 자문
수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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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테스테크놀러지

㈜센서테크

IoT 향후 10년을 준비하다

IoT 기술 장착으로

TTA에서 WoTWeb of Things

한 차원 더 앞선다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과 IoT 솔루션에
웹을 접목하는 아이디어 및 구체적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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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두잇
SAT > IP 기술로 위성방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TTA 자문의 도움으로 인터넷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다루고 있는 국제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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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투엠테크

IoT 표준으로 국내 승강기 시장 지킨다

14

기구인 IETF의 전반적인 동향과 IP,

이번 자문으로 사용자 요구에 맞는

TTA 표준 자문서비스를 받으며

RTSP, HTTP 관련 기술의 표준화

플랫폼과 IoT 보안을 고려한

㈜클레버로직

여러 가지로 시각의 전환을 하게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키텍처를 적용함으로써 국내 승강기

표준으로 선행 제품 개발의 자신감을 얻다

oneM2M 국제 표준 기반 IoT 플랫폼 구현

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되었습니다. IoT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로써 유럽의 위성사업자포럼이 움직이는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접근해야 한다는 것, 그 뒤에 있는

흐름의 큰 윤곽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M2M용 LTE 통신칩/모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국내 . 외 시장의 수요 확대, M2M

㈜헤리트의 상황에 딱 필요한 정보만

이를 통해 OMA의 Got APIGeneric

SAT > IP를

위한 IETF 표준 기술의

㈜헤리트

선별적으로 제공해 주시고 시스템

Open Terminal API 표준을 이해하고

빅데이터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들이

핵심인

TTA 표준 자문서비스가 성장의

생태계 자가 구축 및 성장 유도, M2M

개발에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나우테스테크놀러지가 개발한 다양한

모두 그렇죠. 서버를 구축할 경우에는

조사 및 분석 역시 가능해졌습니다.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제조/네트워크/서버/응용 서비스

짚어주시니까 무엇보다 시간적인 손실을

장비 및 솔루션 등에 해당 표준들을

서비스라는 개념이 적용되어 새로운

㈜아이두잇 박승훈 개발팀장

㈜엠투엠테크 김진기 대표

사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크게 줄였죠. TTA 자문을 통해 IoT 플랫폼

적용함으로써 글로벌한 인터페이스 확보가

형태의 수익 모델과 가치 모델을 끌어

TTA 표준 자문서비스로 얻은 자신감으로

개발을 둘러싼 여러 다양한 관점 역시

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어야 한다는 사실은 차후의 사업

M2M용 LTE 통신 모뎀 업계 글로벌 1위를

비교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나우테스테크놀러지 임중권 대표

방향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이티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헤리트 박희숙 소장

㈜센서테크 고성석 소장

표준 창출 사업의 비즈니스

13
㈜유엠로직스

㈜클레버로직 최영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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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추구하다

국제 표준 장착한 정보보호 제품으로

이번 TTA 표준 자문서비스로

세계 시장 진출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표준에 대해 보다

uPrivacy와 같은 상품들을 해외에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특정 산업

진출시키고 싶어도 이전까지는

㈜아바엔터테인먼트

또는 기술 분야의 방대한 관련 지식을

관련 사업에 대해 어떤 국제 표준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직원들이 닥친

최신 표준 기술로 업그레이드한

㈜아이티엘이 단독으로 파악하는 것이

존재하리라는 정도의 예상밖에

메타데이터 국제 표준 준수로

업무에만 급급하기 마련입니다.

360˚ VR 영상

불가능했는데 TTA 표준 자문의 덕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공공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다

지식을 습득할 시간이나 포괄적 시각에서

TTA 표준 자문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기술

선별적으로 주요 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TTA의 표준 자문을 받으며 2016년부터

이번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표준과 시장을 이해할 기회가 없었는데,

개발이 가속화된 것은 물론 수출을

얻었습니다.

착수할 표준 기반 사업화 준비를

㈜ 헤르메시스의 전 직원이 관련 분야의

쉽게 초빙하기 어려운 전문가로부터

포함한 매출 증가에도 큰 덕을 보았습니다.

차후의 사업화 방향의 가닥을 잡는 데도

다질 수 있었죠. 이전에 정부 국책과제로 한

국제 표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방문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어 대단히

이번 기회를 통해 고비용 저효율 VR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R&D 사업의 시험인증을 TTA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자문 과정 동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제작 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을

㈜아이티엘 황차동 대표

받았는데 이것을 계기로 표준

전문가분께서 성실히 교육에 임해주셔서

추후 본 자문을 활용해 기회가 있다면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콘텐츠

자문서비스까지 알게되어

실제 자문이 진행된 횟수 이상의 도움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은 듯합니다. 앞으로도 기회만

㈜유엠로직스 남기효 부사장

허락된다면 계속해서 자문서비스를

㈜넷앤티비
MPEG-MMT 표준 기술로
차세대 방송 문화 꿈꿔
중소기업의 여건상 시장형성 시점이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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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 방송 등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산업 전반의 가치 생태계 선순환 구조

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넷앤티비 박재홍 대표

㈜아바엔터테인먼트 김태형 대표

11

㈜헤르메시스

활용하고 싶습니다.
㈜ 헤르메시스 김순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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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뉴론웍스 / 보강시스템, IoT 기반 네트워크

구축으로 스마트 팩토리 시대의 문을 열다
㈜뉴론웍스의 사물 인터넷 미들웨어 아이뉴런iNEURON

TTA 자문서비스와 함께 IoT 기반 네트워크 구축
Mobile Android

Mobile iOS

J2EE Server WAS
Resource
Adapter

MQTT
MQTT

Mobile

2011년 사업을 시작해 현재 국내 최고의 통합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한 ㈜뉴론웍스는
대한민국 ICT의 역사를 개척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회사이다. 제조 ICT, 물류 ICT 등

Coap

Tablet

iNEURON

Coap

다양한 I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의 70%가 연구 개발 인력으로
솔루션, 웹 서비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등 여러 첨단 융합 ICT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Sensor Embedded C

C Application

Web Server

Browser

System Admin

Message over
UDP/IP

Sensor

축적하는 데 중요한 바탕으로 작용했다. 한편 섬유정보화 전문기업인 ㈜보강시스템은 1994년 설립

Message over
TCP/IP

Java Application

Message over
UDP/IP
Message over TCP/IP
HTTP

Coap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은 ㈜뉴론웍스가 중소 규모 SI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J2EE Server WAS

Coap

Sensor

이후 제직, 염색, 후가공 등 섬유업종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보강시스템의 솔루션은
internet

20년간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30여개의 섬유업체에서 이용되고 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DMZ

internet

인정받고 있는 뉴론웍스와 보강시스템은 IoT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해 힘을 합쳤다.
하지만 인적 자원에 투자함에도 중소기업 단독으로 기술 개발 및 성장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뉴론웍스가 장벽에 부딪힌 것은 이를 위한 모듈을 개발할 때였다. 단순한 염색공정 과정 데이터

있었고, 고민 끝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표준 자문서비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의 수집·관리를 넘어 이들 기록을 분석한 뒤 작업 표준을 도출하여 다시 검증하는 등 보다 상위 차
원의 서로 다른 여러 서비스를 네트워크상에서 하나로 묶으려면 그 바탕에 필연적으로 이들을 관통
하는 표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함을 발견한 것이다.
이에 ㈜뉴론웍스는 나름의 채널을 통해 표준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자 했으나 아무래도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을 막는
장벽을 뛰어넘다

㈜뉴론웍스는 ㈜보강시스템, 다이텍연구원과 함께 섬유 염색 제조 분
야에 접목한 IoT 디바이스 및 시스템을 연구 개발 중이며 염색공정 스
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작업

표준이 현장에 상주하는 전문가에 의존했다면,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데이터가 그 역할을 대신해 더
욱 정밀한 공정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불량률 역시 크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론웍스의 주요 성과 내용
2012년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웹 콘텐츠 관리 솔루션iCONS 개발

2013년

‘이종 응용프로토콜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 구성 방법 및 장치’ 등 5개 특허 보유

2014년

I oT 미들웨어 부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정중소기업청

2015년

융합기술개발사업 선정중소기업청

I 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M2M
Machine to Machine
사물 통신

단독으로서는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의 문을 두드
리게 된 데에는 바로 이러한 계기가 작용했다.

맞춤형 자문서비스로
돌파구를 찾다

션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는 실무자들이 작업 표준을 수립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아니었으며, 독립된
시스템 안에 완결되는 형태로 다소 폐쇄적인 면이 있었다. ㈜보강시스템이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
해 ㈜뉴론웍스와 손을 잡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뉴론웍스 사업의 핵심인 IoT/M2M 기술
이 공용망인 인터넷상의 각종 서비스를 연계시킴으로써 더 큰 확장성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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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뉴론웍스의 갈증이 가장 컸던 여러 국제표준기구의 최신 표
준들에 대해 먼저 설명하였다. 이 중 중점이 되었던 것은 사물 통신

M2M분야 국제 표준화 협력체인 oneM2M의 동향이었다. 윤주상 교수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
는 협의체에서 승인한 표준 기술의 내역과 트렌드를 자세히 소개하고, 이 중 ㈜뉴론웍스가 현실적
으로 활용 가능한 것들에 대해 조언했다.

㈜뉴론웍스가 필요로 한 서비스

협력 기업인 ㈜보강시스템이 이미 생산공정관리시스템으로 검증된 생산공정관리MES/POP 솔루

TTA가 연결한 전문가인 동의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윤주상 교

여러 국제표준기구의
최신 표준 정보

TTA가 제공한 서비스
·사물 통신M2M분야 국제 표준화 협력체인 oneM2M의 동향 설명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승인한 표준 기술의 내역과 트렌드 소개
·이 중 ㈜뉴론웍스가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들 제안

·미들웨어와 게이트웨이에 올릴 구체적인 스펙과 프로토콜 지침 제안
IoT/M2M 기술 실현을 위한 ·QoS 관점의 데이터 타입 구분 및 전송 방법 제시
표준 적용 모듈 개발
·트래픽데이터 발생 모델 설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성 시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
후보군 결정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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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론웍스 / ㈜보강시스템 IoT 기반 네트워크 구축으로 스마트 팩토리 시대의 문을 열다

loT 기반 스마트공장관리시스템 개발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된 데는 TTA 자문이 한몫했다고 밝혔다.

loT 표준 기술 도입으로 섬유염색생산 패러다임 전환 추진

CPS
Cyber Physical Systems
사이버 물리 시스템

표준에 관심이 생긴 것도 TTA 자문이 가져다준 ㈜보강시스템의 긍정적 변화 중 하나이다. ㈜보강
loT 기반 공장/설비 시스템 개발
loT 기반 플랫폼 기술 도입 요구
공장 내 loT 기반 네크워크 구축 요구

표준 전문가 기업 자문
구현 시스템 정보 제공
및 기술 요구사항 전달

loT 기반 데이터 전달 기술 도입 요구
loT 표준 기술에 대한 지식 요구

oneM2M 플랫폼 기술 및 적용 사례
loT 기반 네트워크 구축 기술
CoAP/MQTT 프로토콜 기술

Feed Back

시스템은 여러 기관에서 R&D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표준에 대해서는 고려해본 적이 없었는데, 자
문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의 성공 사례를 듣고, 염색 표준 역시 가능함을 깨닫게 되었다. TTA는 이러
한 직접적인 표준 제안 외에도 관련 사업의 시험, 인증 등 개발 이후의 단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신 loT 표준 기술 제공

2015년 6월에 착수한 현 과제는 2017년 6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 40%의 착실한 진행률을 보
loT 표준 기술 도입

l oT 표준 기술 자문

이고 있다. 2017년에 들어서면 시제품 단계의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금의 시점에서 자
문이 종료되는 것이 아쉽다고 ㈜뉴론웍스와 ㈜보강시스템은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TTA는 자문

TTA 자문은 지식 전달에 멈추지 않고 미들웨어와 게이트웨이에 어떤 스펙, 어떤 프로토콜을 올릴

종료 이후에도 ㈜뉴론웍스와 ㈜보강시스템을 위한 기회를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침을 주었다. 윤주상 교수가 QoSQuality of Service 관점의 데이터

약속했다.

타입 구분 및 데이터 타입에 따른 전송 방법을 제시하고, 트래픽데이터 발생 모델 설계를 통한 네트
워크 구성 시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 후보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실제 기업의 수익 모델에
도 깊이 관여되는 일이었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TTA 자문서비스

신선 ㈜뉴론웍스 대표는 이제까지 컨설팅을 받아 본 경험이 많으나 모두
형식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요식행위에 그쳐 처음에는 TTA의 자문 서
비스에도 기대가 크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10차에 걸친 6개월 동안

의 자문 과정 후에는 이러한 선입견을 많이 깰 수 있었다고 TTA에 고마움을 전했다.
기업명

㈜뉴론웍스

“자문 전에는 기술을 사용하면서 기존의 것들에 안정성 위주로 접근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하드웨

대표자

신선

어 개발업체가 펌웨어를 던져주는 대로 받아서 작업하는 걸 최선으로 알았던 거죠. TTA가 고락을

홈페이지

www.neuronworks.co.kr

함께하는 사업 파트너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주니 저희 쪽에서도 보다 도전적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

설립일

2011년 12월

할 용기가 생기더군요. 기술 자문이 대표인 저뿐 아니라 실무 개발자에게까지 이루어졌으니까요.

주요사업

I oT/M2M 솔루션 개발 및 구축

이제는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국제 표준 맞춤 기술을 누구보다 앞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영남이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708호

TTA 자문서비스 이용 결과

기업명

㈜보강시스템

월 2회 이상의 현장 컨설팅→ 표준화 자문의 결과물을 시스템 개발에 활용할 예정

대표자

이안수

컨설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적 애로사항→ R&D 기술로 발굴, 연구개발 과제로 해결하는 방안 마련

홈페이지

www.bokang.co.kr

관련 업체들과의 협력 → T TA 의 발 넓은 네트워크로 탄탄한 협력망 개설

설립일

1994년 7월

주요사업

섬유업종 특화 솔루션 개발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앤씨이노비즈타워 604호

㈜뉴론웍스의 안내로 함께 TTA 자문서비스의 혜택을 받은 ㈜보강시스템의 박정현 부장도 중소기
업청의 국책과제인 ‘염색작업표준을 통한 불량률 10% 개선 및 I oT/CPS 기반 염색공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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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바일에코,

국제 표준으로 한계를 극복하다
TTA와 함께 IoT 단말기와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박차

IoT 전문 기업인 ㈜모바일에코는 퀄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이동통신사에

ETRI의 모바일 IoT 미들웨어 기술은 IoT 단말과 연결되는 다양한 센서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사물

WCDMA/LTE 기반의 모바일 라우터, 사물통신용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미 3G/LTE 기반

탐색기 기술이며 시맨틱 IoT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온톨로지 모델링을 통한 서비스 도메인에 최적화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IoT 서비스를

된 의미 정보 기반의 IoT 서비스 플랫폼이다. ㈜모바일에코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들에 ㈜모바일에코

위한 단말기와 서비스 플랫폼을 준비하던 ㈜모바일에코는, 향후 IoT 솔루션의 호환성 및

만의 단말 기술과 RMS 시스템을 더해 차량과 이륜차에 대한 도난 방지용 IoT 융복합 단말기와 서비

확장성을 위해 ICT 표준 기술 적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스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를 신청하게 된 계기였다.

RMS
Router Management System
라우터관리시스템

이를 위해 ㈜모바일에코는 도난방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센서와 IoT 단말기 간 연동을 가능하게 하
는 미들웨어 및 IoT 단말기와 서비스 플랫폼 간 미들웨어를 구현하고자 노력 중이다. 또한 사용자 편
의성을 고려해 도난방지 서비스용 웹·모바일 앱을 함께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개요
사업대상 분야 및 필요 서비스
사물

분야

서비스

이륜차/자동차 지능형 도난 방지 서비스

모바일 IoT 미들웨어 기술

새로운 IoT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의 필요성

㈜모바일에코는 2015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ICT
기술사업화 기반구축사업 지원 과제인 ‘이동체 도난방지를 위한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시맨틱 IoT 서비스 플랫폼

IoT 융복합 단말 및 IoT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주관기관으로 선정

IoT 서비스 플랫폼 기술’을 이전 받았다.
㈜모바일에코의 주요 성과 내용

IoT 융·복합 단말기LTE기반
+
이동체 맞춤형 IoT
서비스 플랫폼Ontology 기반

이동체 통학차량

스쿨 버스 안전 서비스

렌트카

스마트 렌트 서비스

셰어링카

스마트 셰어 서비스

축산차
•
•
•

되었다. 기존의 정부 지원금으로 이룩한 기술 성과물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모바일에코는
지난 8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IoT 플랫폼의 ‘모바일 IoT 미들웨어 기술’과 ‘시맨틱

제품화 / 서비스화
기술이전

정부 지원 선행 기술
ETRI IoT 플랫폼

물류 컨테이너
·시맨틱 IoT 서비스: 온톨로지 모델링을 통한 의미정보 기반의 IoT
•
•
서비스
도시 환경
다양한
분야
·온톨로지Ontology :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
공장
농업
는 것에 대한 서로 간의 토론 등으로 동의하는 개념을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모델
빌딩

농림부 구제역 방역 사업
•국내 차량 보유 수 : 약 2천만 대
•세계 차량 보유 수 : 약 13.2억 대

스마트추적/관제서비스

다양한 IoT서비스

2011년

퀄컴 라이선스 보유

2012년

국내•외 이동통신사에 WCDMA/LTE 기반의 모바일 라우터, 사물통신용 단말기 공급

그러나 ETRI의 선행 연구 성과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I oT의 인터페이스적인 면에서는 더욱 큰 확장

2013년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인 RMSRouter Management System 자체 개발

성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었다. ㈜모바일에코의 자체 기술도 이미 훌륭하지만, 외부 디바이스에 대

2014년

R M S 를 이용하여 ㈜모바일에코에서 판매하는 모든 사물통신용 단말기에 대한 실시간 원격 관제
서비스 제공

한 호환성을 고려했을 때에는 이러한 독립적 완결성이 오히려 어떠한 기술적 국한성이 될 수도 있

2015년

7월 ‘이동체 도난방지를 위한 IoT 융복합 단말 및 IoT 서비스 플랫폼 개발’ 선정미래창조과학부
8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모바일 IoT 미들웨어 기술’과
‘시맨틱 I oT 서비스 플랫폼 기술’에 대해 기술 이전 완료

는 터였다. ㈜모바일에코는 이에 대한 타결점이 표준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모바일에코는 국내 표준화와 분야에서 정보력과 행정력을 비롯한 노하우가 가장 많다고 여
겨지는 TTA에 도움을 청했다. 그전까지 ㈜모바일에코가 적극적으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한 이력은
없었지만, 대부분의 표준화 정보가 TTA로 취합되고, TTA가 국제 표준화의 창구가 된다는 것을 알
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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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코 국제 표준으로 한계를 극복하다

TTA의 자문서비스로
기술 업그레이드

TTA는 IoT 표준 관련 전문가인 ETRI의 홍용근 박사를 ㈜모바일에코를

TTA 표준 자문서비스의 도움으로 표준 적용된 사례에는 농림축산 검역본부가 주관하는 디지털가축

위한 전문가로 섭외했다. 홍용근 박사는 IoT 단말기와 서비스 플랫폼과

방역 고도화 사업도 있다. 축산 차량에 장착되는 GPS내장 LTE 단말기에 소, 돼지의 구제역 방역을

관련하여 특히 oneM2M,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

위한 디지털 가축 방역 관제 플랫폼인 KAHIS를 연동시키는 내용이다.

Allseen Alliance와 같은 국제 표준의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했다.

㈜모바일에코는 LTE를 통해 표준 보정 신호RTCM를 전송 받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NTRIP서비

더불어 이동체 관련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동향, 스마트팜 등 ㈜모바일에코에서 관심

스를 이용하여 GPS의 오차를 보정한다. 이렇게 높여진 위치 정밀도를 이용하여 가축 방역 관제를 더

을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자문 도중 별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욱 정확히 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은 KT를 통해 2016년 1월부터 양산될 예정이다.

㈜모바일에코는 6개월에 걸친 TTA의 자문서비스를 마치고 ㈜모바일에코에서 자체 구축한 기존의

“표준화라는 것을 처음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으로만 생각했는데 TTA 자문을 거치며 ㈜모바

RMS 시스템을 표준 IoT 서비스 플랫폼인 oneM2M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국제 표준

일에코에서 추진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도 적극적으로 표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용기를 얻

을 기반으로 한 RMS 시스템은 향후 새로운 IoT 서비스 시장에서 호환성 및 확장성을 확보함으로써

게 되었습니다.”

KAHIS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RTCM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Maritime Services
해양서비스용 무선통신기술
NTRIP
Network Transport of RTCM
via Internet Protocol
인터넷 기반 보정정보 시스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oT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있다.
유승열 ㈜모바일에코 상무는 단순히 하드웨어 제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언
㈜모바일에코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IoT 단말기와 서비스 플랫폼 제작

·oneM2M, O IC , A lls een A lliance 와 같은 국제 표준의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교육과 세미나 진행

I T S 동향, 스마트팜 등의 관심 분야 정보

·김우용 교수부산대 초빙 교육

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IoT 세상에 꼭 필요한 작지만 강한 회사가 되겠다는
굳은 다짐을 밝혔다.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사와 연계되어 차후 국내·외 표준화 추진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도
TTA 표준 자문서비스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결실 중 하나이다. ㈜모바일에코는 TTA 표준 자문서비스
로 인연을 맺은 ETRI 홍용근 박사를 통해 미래부에서 진행하는 한- EU 국제공동연구 사업에 컨소
시엄으로 참여하여 제안을 준비 중이다. ETRI, KAIST, 삼성전자, KT, 모바일에코 등으로 구성되는
한 - EU 컨소시엄은 OIC 또는 oneM2M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 및 스마트시티 분야를
타겟으로 하며 ㈜모바일에코는 이 중 모바일환경에서 스마트 서비스가 가능한 단말기 부분 기술 개
발을 맡을 예정이다.
㈜모바일에코는 미래부 과제가 완료되는 2016년 7월까지 이동체 맞춤형 IoT 단말과 서비스 플랫폼
을 활용하여 다양한 IoT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이에 따른 커넥티드카, 카셰어링 등 이동

기업명

㈜모바일에코

체 관련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IoT 분야 내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이륜차 및

대표자

박세철

홈페이지

www.mobileeco.com

설립일

2009년 12월 30일

주요사업

사물통신용 IoT 통신 단말 및 IoT 서비스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67 성령빌딩 4층

차량의 도난방지 서비스를 출시 이후 2017년 국내 2만 대 판매, 매출 38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등 아시아 시장으로 시장을 확대하면 2017년 10만 대 판매, 150억 원의 매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Mobile Router ME-C3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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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에스엠시스템, 새로운 표준 제안으로
한발 더 앞서는 SaaS 플랫폼 제작
TTA 자문서비스로 업계 선두주자를 꿈꾸다

㈜에스엠시스템은 2015년 2월 법인으로 전환한 젊은 회사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재의 클라우드 SaaS 서비스는 각자 독립적으로 개발 및 운용되고 있어 새로운 기업이 기존의

aPaaSapplication - Platform - as - a - Service 기반의 SaaS 플랫폼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는

SaaS 서비스에 진입할 경우 CRM-ERP 등의 연동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수준 높은 기술력을 가진 클라우드 전문 기업이다. 주력 브랜드로는 그룹웨어, ERP, CRM 등

ERP 서비스가 운용되다가 기업 사정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신규 진입 업체가 새로운 ERP 서비

다양한 분야에 SaaS 플랫폼을 제공하는 종자넷 서비스가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 ERP와 다른 서비스그룹웨어, 산하 쇼핑몰 등 간 연동되던 기능들을

㈜에스엠시스템은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사업의 SaaS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다시 제공하는 데 상당한 개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현 단계에서 표준화의 벽에 맞닥뜨린 ㈜에스엠시스템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자문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다.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 자원 관리

㈜에스엠시스템이 추구한 것은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로, 기업의 범용 SaaS 서비스 간 연동에 필요
한 요구 사항을 정의해 후발 기업들의 개발을 쉽게 하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
해 사용자 및 기업에게 돌아갈 시간적·경제적 혜택은 궁극적으로 차후 국내의 SaaS 서비스의 활성
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aPaaS 기반 SaaS 플랫폼
현재 구현 방식

API 브릿지 방식

SW 시스템 B

SW API B

고객관리

전년 대비 500%
매출 신장의 신화

㈜에스엠시스템의 aPaaS 기반 SaaS 플랫폼 기술은 전년 대비 500%라
는 괄목할 만한 매출 신장을 가능케 하였으며 국립대학의 자원관리 시스
템으로도 그 적용 영역을 확대하였다. 39개 국립대학 자원관리 서비스의

핵심인 SaaS 플랫폼의 개발 책임사로 정부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SI와 클라우
드 기술의 접목을 통한 것으로 기존 SI 사업의 방향 자체를 크게 전환시킨다.

㈜에스엠시스템의 주요 성과 내용
클라우드 기반의 동적 생성 UI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 특허 보유
2014년

NIPA에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 선정

~2015년

KT, SKT, LG 등 국내 통신사업자의 플랫폼 설계 및 개발 참여
국내 클라우드 S a a S 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협동조합 추진

SaaS
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의 여러 기능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 소프트웨어

SW 시스템 A

SW 시스템 C

업무관리

기업자원관리
인터넷 접속
SaaS 이용자

각각의 시스템에서 필요한 부분만 사용
상호 연계를 통한 확장성 불가
완성된 시스템으로 개별 API로 개발 작업

SW API A

서비스 포털
업무관리
고객관리
기업자원관리

SW API C

인터넷 접속
이용자

이에 대한 ㈜에스엠시스템의 역할은 자체 SaaS 기술로써 서비스 중심의 유기적인 체계가 기능할 수
있는 기초 환경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기존의 틀에서 그때그때 조금씩 첨가·보충
이 이루어지는 식이었다면 ㈜에스엠시스템의 SaaS 플랫폼은 완전히 새로운 전체의 큰 프레임을 제
시한다. 또한 각 대학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단순 통합시스템이 아닌 개별 대학의 맞춤형
ERP 역시 가능하게 한다.
이를 구현하는 데 있어 ㈜에스엠시스템이 맞닥뜨린 어려움은 의외로 기술적 장벽보다 기준점에 대한

aPaaS란 쉽게 말해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만들어 쓰게끔 웹 기반의 환경을 제공하는 서

부분이었다. 교육부로서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낯선 기술이니만큼, 실제 SaaS 플랫폼 구현의 범주는

비스라 할 수 있다. PaaSPlatform as a Service는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SaaSSoftware

물론이고 기초적 개념의 이해조차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능이 가

as a Service는 엔드유저를 위해 바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형태의 서비스인데 이 둘이 결합된

능한 것인지, 적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교육부가 가질 수 있는 의문

중간 형태이면서 개발의 주체가 실제 사용자인 소비자가 되는 것이 aPaaS이다.

점들부터 먼저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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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시스템 새로운 표준 제안으로 한발 더 앞서는 SaaS 플랫폼 제작

게다가 이러한 걸림돌은 차후에 사업이 진행될수록 더욱 문제가 커질 위험이 있었다. 선례가 없으므

“자문에 참여하기 전에는 클라우드라는 것에 막연히 관심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자문을 통해 표준

로 정부로서는 ㈜에스엠시스템이 맡은 사업을 중간중간 점검하고자 해도 현재의 진행 정도가 정상적

작업에도 협력하게 되면서 국내•국제의 추세를 체감해 보니, 리스크 진단에도 가닥이 잡히고 차후

인지, 최종적으로는 갖춘 요건들이 충분하고 적절한 것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고, ㈜에스엠시스템으로

에 보다 큰 시각에서 사업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듯합니다.” 서영석 부장

서도 스스로를 입증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이었다.
㈜에스엠시스템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50여 개 이상의 대학에 정보 시스템을 제공한 경력의 기업 전략정보시스템 구축 업체 ㈜대우정보시

대학 SaaS 플랫폼에 대한 표준

·SaaS 플랫폼 구현 범주, 개념 정립

스템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이에 대한 해결은 어려웠다. 결국 ㈜에스엠시스템은 기술의 선구자로서,

SaaS 연동을 위한 표준

·SaaS 플랫폼 기능 가능성, 적용 범위 설명

그 기준점인 표준에 대해서도 개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김성민 ㈜에스엠시스템 대표는 평소 참고
하던 표준 문서들의 출처가 대부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였던 것을 기억하고 중소·중견기업

허의남 교수는 준비 중인 두 개 표준의 채택 확률을 90% 이상으로 예상한다. 채택 여부를 떠나서,

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6차례의 단독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가닥을 잡

TTA 자문을 통한 ㈜에스엠시스템의 표준 제안은 먼저 해외에 대항해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노

은 이후에는 협력사인 ㈜대우정보시스템에게도 TTA 표준 자문서비스를 안내해 함께 자문 회의에

력했다는데 첫 번째 의의가 있다. 그다음으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점은 해당 표준 자체의 미래 지향

참여했다.

성이다. 최초로 시도되는 파일럿 시스템인 만큼 또 다른 분야에 대한 동기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SaaS는 국내 시장 환경에서 가장 확산 가능성이 큰 산업 발전의 키워드이며 곧 상당한 분야의
비즈니스에서 SaaS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허의남 교수는 내다보았다.

TTA의 자문서비스로
표준의 개척자가 되다

TTA는 경희대학교 실시간 모바일 클라우드 연구센터 센터장이자 클
라우드/빅데이터 특별기술위원회의 의장으로 활동 중인 허의남 교수

㈜에스엠시스템은 이미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클라우드서비스포럼 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지만

를 멘토링 전문가로 섭외했다. 국내 클라우드 관련 표준의 최고 수준

단순히 단체의 회원으로 국한되지 않고자 한다. 국내 클라우드 SaaS 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대변할

전문가인 허의남 교수는 14회에 걸친 자문 과정 동안 교육부가 요구한 대학 SaaS 플랫폼에 대한 표

수 있는 클라우드서비스협동조합의 설립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도 이번 TTA 자문서비스의 의도와 맥

준과 SaaS 연동을 위한 표준, 총 두 가지의 표준 제안 작업을 자문했다.

락을 같이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당장의 가시적인 수익 외에도, 점진적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모범적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 앞으로도 ㈜에스엠시스템은 공익적 역할과 책임을 자처할 계획이다.

특허를 획득하거나 보급된 표준을 다루어 본 적은 있어도 실제로 표준 문서를 작성해 제안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김성민 ㈜에스엠시스템 대표와 ㈜대우정보시스템의 서영석 품질컨설팅
팀 부장은 이번 표준화 작업을 통해 숨은 이해 관계자를 파악하고 이들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게 되
었다고 입을 모았다.
“표준 제안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섬세한 작업을 필요로 하더군요. 특허는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을 모
두 서술하기만 하면 됐었는데, 표준은 절차도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나만이 아닌 미래의 관련자들

기업명

㈜에스엠시스템

입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호한 문장 하나가 자칫하면 누군가에게 규제로

대표자

김성민

홈페이지

www.jongja.net

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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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문을 받기 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성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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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system
Team offic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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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오픈베이스,

ADC 통합관리솔루션의 새로운 장을 열다
TTA와 함께 한 클라우드 기술 분석

2015년은 ㈜오픈베이스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 1995년 1세대 IT기업으로

NMS
Network Monitoring System
망 감시 시스템

출범 후 국내 최초로 인터넷 트래픽 매니지먼트 사업을 시작한 ㈜오픈베이스는 지난 20년간 ADC 및
네트워크 분야 리더 기업의 위치를 확고히 해왔다. 더불어 차세대 방화벽, 웹 게이트웨이 등
탁월한 보안 솔루션까지 갖춤으로써 네트워크와 보안을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는 중이다. 2012년 자체 기술로 ADCsmart를 출시하며
‘ADC 통합관리솔루션’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단순 유통기업에서 솔루션 벤더업체로

■ ADC 장애 진단

■ ADC·서비스별 권한 관리

■ 설정 이력 분석 및 복구

■ ADC 로그 및 설정 백업

■ 쉽고 안전한 SLB 설정

발돋움한 ㈜오픈베이스는 자사의 기술을 클라우드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표준화의 필요성을
■ 서버 응답 시간 분석을 통한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자문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다.

ADC 성능 모니터링
■ 패킷분석 기능을 활용한
신속한 장애 대응

네트워크를 관리해주는 NMS와는 달리 ADCsmart는 실제 사용 고객의 네트워크 및 ADC 관리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 장애를 분석할 수 있다.
ADCsmart는 2014년 GSGood Software 인증을 획득

우수성을 입증받은
ADCsmart와 클라우드의 만남

했을 뿐 아니라 신 소프트웨어 상품 연말 대상에서는 국
무총리상을 받으며 우수성을 입증했다. ㈜오픈베이스는

2015년 제14회 대한민국 SW기업 경쟁력 대상에서도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시장과 정부 양측 모두로부터 인정받는 자타공인 ADC 리딩 기업이다. ㈜오픈베이스는 IT
인프라 솔루션 1위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네트워크와 보안의 융합을 통한 차세대 솔루션 개발을 추
진하며 끝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ADC
Application Delivery Controller
데이터센터 내에 설치된
네트워크 장비로 주로 부하 분산이나
보안 강화 기능을 구현

ADCsmart는 국내 인터넷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외에도 삼성 SDS, 건강보험
공단, 국세청 등에 활용되며 ADC 관리의 편리성과 효율성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ADC 솔루션이 클라우드 상에서 동작하는 가상화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에 맞춰 ㈜오픈베이스
는 ADCsmart를 클라우드 버전으로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고심했다.
ADCsmart를 클라우드에 적용하면 고객들이 개별적으로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를 갖출 필요도 없
어지며, 장비를 다루어야 하는 관리자의 부담도 덜게 된다. ㈜오픈베이스와 고객사, 고객사와 ㈜오픈
베이스 양측 모두에서 더욱 효율적인 사업 활성화가 가능해지는 부분이었다.

㈜오픈베이스의 주요 성과 내용
2014년

ADCsmart로 GSGood Software 인증 획득
신 소프트웨어 상품 연말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2015년

제14회 대한민국 SW기업 경쟁력 대상에서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에서 최우수상

현장과 학계를 넘나드는
TTA의 자문 서비스

㈜오픈베이스 연구소의 양승호 소장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는 것은 전기 공급 방식으로 비유할 수도 있

㈜오픈베이스가 개발한 ADCsmart는 이 기종 다수의 ADCApplication Delivery Controller 장비

죠. 전기 발명 초기에는 일반 가정집들도 개별 발전기를 가지고 직접 동력을 해야 했습니다. 장비

를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직관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ADC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네트워

를 갖추고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지속해서 관리하는 것도 큰일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한국

크 장애 상황 시 패킷 유실 분석과 서비스 진단 등 다양한 기능으로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전력공사라는 중앙기관에 이러한 단계를 위임하고 전기 자체만을 간편하게 공급받지 않습니까.

및 ADC 이슈에 대한 원인 분석을 지원하는 세계 최초의 ADC 통합관리솔루션이다. L2-3수준의

ADCsmart도 유사한 방식으로 구동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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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베이스 ADC 통합관리솔루션의 새로운 장을 열다

문제는 클라우드가 ㈜오픈베이스의 이전 사업 영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낯선 분야인 만큼 이를 실
현하려면 우선 연구 개발 이전에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 이해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이었다. 무턱
대고 연이 없는 학계나 동종업계에 손을 내밀 수도 없는 막막한 와중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가 송규헌 ㈜오픈베이스 대표의 눈에 들어왔다.
자문을 의뢰한 ㈜오픈베이스에 TTA가 최초로 연결해 준 표준 자문 전문가는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기술지원팀의 박종계 부장이었다. 박종계 부장은 우선 ㈜오픈베이스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본

SDN
Software Defined Networking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소개하여 ADCsmart 제품을 차세대 네트워크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차세대 네트
워크 시장인 클라우드, SDN/NFV에 대한 시장 전망 분석을 통하여 ADCsmart 제품 홍보를 최적화

CSP
Cloud Solution Provider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자

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 것은 물론이다.
㈜오픈베이스는 이러한 TTA 표준 기술 자문을 통해 ADCsmart 제품의 차세대 네트워크 시장인 가
상화에 최적화된 R&D 방향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제품 마케팅 방안을 통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개념과 사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관련 표준 상황을 포함한 최신 동향 등을 전달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SaaS 클라우드 서비스의 실사례를 공유하여 국내 웹 방화벽 솔루션 업체들의 SaaS형 클라우

박종계 부장의 자문과 지원은 이론적인 면에 그치지 않았다. ㈜오픈베이스로서는 가장 절실한 정보

드 웹 방화벽 서비스 구조뿐 아니라 이들의 시장규모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받을 수 있었다.

였던 국내 SDN/NFV 산업 현황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안내하여 오픈베이스의 차후 사업 방향에도 도

그뿐만 아니라 TTA 자문은 ㈜오픈베이스가 국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현황에 대해서도 빠짐없

움을 주게 된 것이다.

이 알 수 있도록 국내 1위 CSP 사업자인 KT의 ucloud biz에 대한 소개도 빠트리지 않았다. 다만
ADCsmart의 클라우드 사업화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한 시장 규모의 파악이 어려우므로 클라우

㈜오픈베이스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가상화 기술의 ADCsmart
제품 적용

·네트워크 장비의 클라우드화에 필요한 기술인 SDN과 NFV를 소개하여
ADCSmart 제품을 차세대 네트워크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차세대 ADCsmart
제품의 시장 진출

·클라우드, SDN/NFV에 대한 시장 전망 분석을 통하여 ADCsmart
제품 홍보를 최적화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에 대한 자문

SaaS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실사례 공유

·국내 웹 방화벽 솔루션 업체들의 SaaS형 클라우드 웹 방화벽 서비스 구조와
이들의 시장규모 정보 지원
·국내 1위 CSP 사업자인 KT의 ucloud biz 소개

드 비즈니스 모델을 진행할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선행 연구가 필수적임을 덧붙였다.
현재 ㈜오픈베이스는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파트너사와 함께 네트워크 보안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런칭을 추진하고 있다. 채현주 ㈜오픈베이스 수석은 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자문을 통해 얻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지식 이상입니다. TTA를 통해 ㈜netKTI, ㈜다보링크 등 유
사 업계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획득하여 차후 지속해서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고, 자

박종계 부장이 TTA 자문 과정을 통해 ㈜오픈베이스에 제공한 여러 좋은 정보와 기회 중 특히 빛을 발

세한 현황 파악은 클라우드화를 향한 경영진의 의지를 높이는 계기로도 작용했습니다. 사업이 보

했던 것은 필드에서 활약 중인 산업계로까지 자문의 범주를 확대했다는 점이었다. TTA는 전문가인

다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자문이 종료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차후 기회가 된다면 2차, 3차의 자문도

박종계 부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netKTI의 김병규 부장과 ㈜오픈베이스와의 만남을 주

성사되었으면 합니다.”

선했다.
㈜오픈베이스는 2016년 자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도 개발 중이며, 해당 솔루션과 ADC 통합관리솔
KT의 사업 파트너인 ㈜netKTI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 전문업체로서

루션인 ADCsmart를 쌍두마차로 클라우드 사업과 접목해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이슈와 이에 맞서는 추진 전략들을 ㈜오픈
베이스와 아낌없이 나누었다.
또한, TTA 자문은 자문 과정에서 도출해 낸 정보들을 활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오픈베이스
의 현황과 방향을 분석, ADCsmart 솔루션의 클라우드 사업화 적합 여부를 분석해 주었다. 그 결과,

기업명

㈜오픈베이스

㈜오픈베이스의 ADCsmart 제품의 자문 기술 방향을 크게 2가지로 정립할 수 있었다. 하나는 ‘네트

대표자

송규헌

워크 패러다임의 큰 축인 가상화 기술을 ADCsmart 제품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홈페이지

www.openbase.co.kr

설립일

1995년 9월 18일

주요사업

네트워크 솔루션, 보안 솔루션, 서버,
소프트웨어 개발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 빌딩 리빙관 4층

하나는 ‘차세대 ADCsmart 제품을 시장에 어떻게 진출시킬 것인가’였다.
기존의 ADCsmart 제품을 클라우드화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독자적인 솔루션
형태로 개발하는 방법과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와 연계하여 사업자의 응용 서비스로 개발하는 방
법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TTA 자문은 네트워크 장비의 클라우드화에 필요한 기술인 SDN과 NF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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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브로드웨이브,

IoT 국제 표준으로 스마트폰 업사이클링
TTA와 함께 국제 표준화를 노리다

Smart Connectivity를 위한 IoT, 네트워킹,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로드웨이브는

㈜브로드웨이브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했다. 사용하지 않는 중고 스마트폰을 효율적으로 제어·활용

자사만의 경쟁력을 통해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

하면 이들이 다른 스마트폰이나 PC, 노트북 간의 게이트웨이로서 기능할 수도 있겠다는 데 착안한

내실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개방과 공유로써 성공적인 IoT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

것이다. 중고 스마트폰에 Wi-Fi나 블루투스, NFC 등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과 GPS, 중력, 자이로스

국제 표준 기반의 개방형 IoT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사용하지 않는

코프 등의 각종 센서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게이트웨이 대체 전용 장비가 필요 없게 된다. 특

중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IoT 표준화를 통해 다른 스마트폰이나 PC, 노트북간의 게이트웨이로서

히 휴대성과 이동성까지 보장하는 중고 스마트폰은 PC보다 활용 분야가 훨씬 더 넓다.

기능케 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IoT 표준화가 필수였으나, ㈜브로드웨이브 단독의 힘만으로는 원하는

이를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관점을 전달받는 것이 중요했고, 고민 끝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바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IoT 표준화는 IEEE, IETF, ITU-T, oneM2M, ISO 등 다양한 기
구의 표준이 공존하며 함께 어우러져 진행되므로 가능한 많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관점을 전달받
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차원에서 국내외 표준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표준화 기술
에 대한 동향, 인적 네트워크, 표준화 진행을 위한 전략 등의 다양한 리소스부터 마련하는 것이 필요
했다. ㈜브로드웨이브가 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의 도움을 청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IoT 게이트웨이
표준을 위한 한 걸음

㈜브로드웨이브는 이미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015년도 중소기업 표
준개발 지원사업 부문에서 ‘2015년 스마트폰을 이용한 IoT 게이트웨
이 표준 개발’이라는 과제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동의대학교와 협력

하는 이 프로젝트는 스마트폰 재활용을 통한 IoT 서비스 연계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방형 DIY 시
장 활성화와 더불어, 스마트폰을 IoT의 게이트웨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진행하는 것까지
포괄한다.
㈜브로드웨이브의 주요 성과 내용
2007년

무선메쉬네트워크Wireless Mesh Network로 도로공사, 현대제철 등에 인프라 구축

2009년

IP-USN서울시 시범서비스 수행

2010년

미국 Digi International과 전략적 파트너 계약, 현재까지 Cloud I oT 솔루션 공급

2014년

E T R I 와 공동 연구로 TI ITrusted Information Infrastructure 프레임워크 개발 사업 참여

스마트폰 재활용이란 이렇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83%를 넘기면서, 이제 어느 집이든 안 쓰는
스마트폰 한두 개쯤은 있기 마련. 그러나 먼지 쌓인 오래된 스마트폰이라도 아직 충분히 스마트하다.
이들 중고제품엔 여전히 고속 프로세서와 대용량 메모리, 유무선 인터페이스를 비롯한 각종 센서가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업사이클링
Up-cycling
재활용Re-cycling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더해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0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물인터넷특별위원회SPG11/12를
통한 국내표준화 추진
·SPG11/12를 통한 IETF, oneM2M
등 사실표준화 추진전략 협의
국립전파연구원
·ITU-T SG20 연구위원회를 통한
ITU-T 표준화 추진

03

브로드웨이브
·표준화 기술 개발
·국내 표준화 추진
·국제 표준화 추진
·표준 기술을 이용한
파일럿 시스템 개발

스마트폰을 이용한
IoT 게이트웨이
표준화

02
동의대학교
·국제 표준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loT Device의 호환성 연구
·국제 표준화 전략 수립 및 동향 분석
지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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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웨이브 IoT 국제 표준으로 스마트폰 업사이클링

06 나우테스테크놀러지,

IoT 표준 파악으로 돌파구를 찾아
TTA 자문서비스로 10년 후를 준비하다

TTA의 자문서비스로
최신 정보까지 한눈에

㈜나우테스테크놀러지는 2003년 3월 설립 이래 음성코덱, H.323, H.263, SIPSession Initiation

㈜브로드웨이브는 TTA 표준 자문 서비스를 통해 IETF와 ITU-T 등에
서 이루어지는 IoT와 연관된 국제 표준화에 대한 추세 및 표준화 히스

Protocol 기술 등을 기반으로 인터넷 환경에서의 음성 및 영상 처리, 음성자동응답IVR,

토리 등에 대해 소개 받음으로써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음성우편서비스VMS, 컨퍼런스 등 다수의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미디어 솔루션을 확보해 왔다.

쟁점 사항들을 시기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력은 차후 ㈜브로드웨이브의 주요 경쟁

또한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이슈에 대비하여 VoIP 서버를 위한 네트워크

기술 개발 시에도 참조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연동 기능을 가진 차세대 SBCSession Border Controller 솔루션도 보유했다.

㈜브로드웨이브가 필요로 한 서비스
표준화 기술에 대한 동향, 인적 네트워크, 표준화
진행을 위한 전략 등의 다양한 리소스 마련

이러한 안정적인 대용량 처리 시스템 구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IoT에 관련한

TTA가 제공한 서비스

새로운 사업 분야 개척을 준비하던 ㈜나우테스테크놀러지는 IoT 서비스 플랫폼인 Pluszone 서비스를

·IET F 와 IT U - T 등에서 이루어지는 IoT와 연관된
국제 표준화에 대한 추세 및 표준화 히스토리 등 소개

일본 NESICNEC 그룹의 자회사에 공급하게 되었다.
현재 NESIC은 Pluszone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표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표준 활동에 참여해왔던 경험도 있고 해서 국내 표준 개발은 어느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또 다른 어려움이 존재했다.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표준은 IoT를 다루는 기구도 워낙 다양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을 타개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 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방향을 잡기가 힘들었는데 TTA가 표준 인적 네트워크로 많은 도

표준 자문서비스를 알게 된 ㈜나우테스테크놀러지는 TTA에 자문을 요청했다.

움이 되어 주었죠.”
이태진 ㈜브로드웨이브 대표는 TTA 표준 자문이 기업의 방향성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브로드웨이브는 표준 제안 기술이 향후 국내 IoT 기술개발에 표준 기술로 확대 사용
되길 희망하며, 아울러 이를 위해 개방형 기술교류를 위한 IoT 오픈 포럼 사이트인 Limecode.co.kr

향후 10년을 대비하는
새로운 아이템 물색

을 개발 중에 있다. 또한, 경쟁력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L-IoT 플랫폼, RTLSReal-Time Locating

㈜나우테스테크놀러지는 국내 주요 통신사에 교환기 연동 인터페이
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음성 통화 관련 통신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
다. 창업 초기부터 음성 통화 관련 기술의 많은 부분이 VoIP로 진화

할 것을 예상하고 VoIP 관련 솔루션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SBCSession

System 등을 개발하고 있다.

Border Controller, VoIP 녹취시스템, 음성자동응답, VoIP 선불시스템 등을 해외로도 납품하고 있
다. 또한, VoIP 녹취 솔루션은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SK브로드밴드, KT의 통신사를 비롯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VoIP
Voice of Internet Protocol
인터넷 텔레포니.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한
음성 서비스

하여 금융 기업들에도 공급되었다. 뿐만 아니라, VoIP 전화망과 무전기 네트워크를 연동하는 게이
트웨이 솔루션을 개발하여 공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우테스테크놀러지는 이러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10년에 대한 대비로 새로운 아
이템을 물색하던 중, IoT 플랫폼 개발을 검토하게 되었다. 국내·외에서 다수의 업체가 IoT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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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브로드웨이브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미뤄, IoT 기술의 향후 시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한

대표자

이태진

것이다.

홈페이지

www.broadwave.co.kr

설립일

2004년 4월 28일

주요사업

Wireless IoT Device, Gateway

2010년

삼양사, 온세텔레콤에 SBCSession Border Controller 보급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연구개발타워 1009호

2011년

SK브로드밴드에 대용량 녹취시스템 공급

2012년

일본 NECSICNEC 그룹 자회사에 Pluszone 서비스 공급

㈜나우테스테크놀러지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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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테스테크놀러지 IoT 표준 파악으로 돌파구를 찾아

이미 Pluszone IoT 서비스 플랫폼으로 비교적 초기에 IoT 시장에 진입한 ㈜나우테스테크놀러지였지
만, 정작 IoT 분야에서 적절한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었다. 보유 자본의 제약과 한계로 투자에도 어
려움을 겪고 있었다. 오직 기술로 승부를 봐야 하는 ㈜나우테스테크놀러지에게 TTA 표준 자문은 보

㈜나우테스테크놀로지가 필요로 한 서비스
IoT 기술을 이용한 업그레이드

TTA가 제공한 서비스
·WoTWeb of Things 관련 기술 설명
·IoT 솔루션에 웹을 접목하는 아이디어 및 구체적인 표준 소개
·표준화 활동을 통한 글로벌 기술 마케팅 가능성 설명

유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돕는 파트너의 역할을 했다.
자문전문가로는 WoTWeb of Things 관련 표준화 기구인 OMAOpen Mobile Alliance에서 활발

또한 전문가와 함께 IoT 관련 표준화 상황을 분석하던 중, 해외 업체는 초기 표준안으로 제품을 개발

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성대학교 한민규 교수가 적격이었다.

및 출시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업체의 제품화 시도가 없었음을 파악해낸 것도 TTA 표준 자문서비스로
얻은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나우테스테크놀러지는 현재 관련 기술을 습득 후 기존 제품에 추가

Pluszone+ZONE 플랫폼 시스템 구성도

로 업그레이드하고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상용화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국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임중권 ㈜나우테스테크놀러지 대표는 TTA 표준 자문을 통해 기존 기술의 업그레이드 방향과 새로운
시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얻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적용 가능한 기술 제안

TTA 표준 자문은 WoTWeb of Things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과
IoT 솔루션에 웹을 접목하는 아이디어 및 구체적인 표준들을 소개했
다. 특히 OMA의 Got APIGeneric Open Terminal API 표준을 설

기업명

㈜나우테스테크놀러지

대표자

임중권

로벌한 인터페이스 확보가 가능함을 조언했다.

홈페이지

www.nautestech.com

또한, 표준화 활동을 통해 글로벌한 기술 마케팅까지 가능함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OMA의 표준화

설립일

2003년 3월

프로세스 및 활동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나우테스테크놀러지의 차기 장

주요사업

VoIP 솔루션, IoT 플랫폼

비 및 솔루션에 대해 표준화와 해외 마케팅을 병행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접근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주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학의로 282
금강펜테리움 B동 423

명하고 ㈜나우테스테크놀러지가 개발한 다양한 장비 및 솔루션 등에 해당 표준들을 적용함으로써 글

변화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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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넷앤티비, MPEG-MMT 표준 기술로
차세대 방송 문화 꿈꿔
TTA 자문서비스로 스텝업!

방송은 표준 기술에 민감한 분야이다. 그래서 차세대 방송 포맷과 연관된 솔루션과 서비스 개발은

이런 필요성 때문에 등장한 기술이 MPEG-MMTMPEG Media Transport이다. 이는 MPEG-2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르다. ㈜넷앤티비는 향후 쌍방향 방송Interactive Broadcast 기술을

TS를 대체할 새로운 전송 표준으로 선정되어 미국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 중에 있다.

기반으로 2세대 인터넷 방송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
MPEG-MMT 표준의 장점

2000년 ㈜넷앤티비는 지상파 DMB 방송으로 출발하여 10년 넘게 개척자의 자리를 지켜왔다.
미래 경쟁력을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은 필수불가결하며, 방송 기술은 누가 표준 기술을
개발하는가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 표준 기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파트너와

HEVC
콘텐츠
전송

VOD
Video On
Demand

화상
전화

실시간
TV 방송

게임
서비스

Hybrid
Service

짧은
초기 지연

중간 광고
삽입 가능

기획단계부터 호흡을 맞춘다면 자사의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어 향후 수십년간 수익을
보장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넷앤티비는 TTA에 국제 표준에 대한 기술자문과
교육서비스를 요청하게 되었다.

㈜넷앤티비는 이러한 MPEG - MMT 표준의 필요성을 일찍이 파악하고 발 빠르게 이를 흡수·활용
하고자 했다.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MMT 서버 시스템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MMT 기술을 기반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기술뿐 아니라 방송에서 나타낼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정보들을 재시청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게 구현해야 했다.

㈜넷앤티비의 소셜 모바일 브로드캐스팅 서비스

차세대 표준 기술로
스텝업

차세대 방송 시장에 대비해 ㈜넷앤티비는 2세대 인터넷 방송의 기반
기술이 되는 MPEG-4 BIFS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인터넷
방송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핵심 소프트웨어인 MMTMPEG

Media Transport 에뮬레이터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상용 MMT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다.
2004년

M P E G - 4 필수특허 특허대상 세종대왕상 수상

2005년

세계 최초로 휴대폰용 BIFS 플레이어 개발

2006년

양방향 D M B 서비스 시스템 구축, KTF-4개 DMB 방송사에 협력 서비스 시작

2009년

이탈리아 R A I WayTV ,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에 iDMB 솔루션 수출

멀티미디어 서비스 기술은 기본적으로 압축과 전송으로 이루어진다. 한 가지 특징은 압축 기술이 변
화하는 동안 전송 기술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1990년대 초반에 표준화된 MPEG-2
TS가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HDTV 전송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전송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었고, 모든 네

MPEG-MMT
Moving Picture Experts GroupMPEG Media Transport
MPEG 미디어 전송

콘텐츠 중심의
소셜 생태계 제공

Viewer A
↑

BIFS
Binary Format for Scenes
MPEG-4 시스템에서 2차원 및
3차원 그래픽을 구현하는 포맷
TS
Transport Stream
MPEG-2 시스템에서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등을 동시에
한 스트림으로 전송하는 규약

Viewer D ←

DMB
콘텐츠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 관련
정보의 생산 ex. Tweet

→ Viewer B

바이럴 효과참여유도

정보의 실시간

정보수집/분석광고활용

전파 및 재생산

Lock-in 효과시청시간 확대

↓
Viewer C

ex. ReTweet

트워크는 IPInternet Protocol로 통일되었으며, 모바일 서비스가 일반화되었다. 지금까지 전송기술
로는 이런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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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앤티비 MPEG - MMT 표준 기술로 차세대 방송 문화 꿈꿔

TTA의 자문으로 만난
최적의 멘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 서

“중소기업의 여건상 시장형성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직원들이 닥친 업무에만 급급하기 마련

비스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리하여 ㈜넷앤티비는 TTA에

입니다. 지식을 습득할 시간이나 포괄적 시각에서 표준과 시장을 이해할 기회가 없었는데, 쉽게 초

상용 개발을 위한 자문과 더불어 개발에 참여할 ㈜넷앤티비의 연

빙하기 어려운 전문가로부터 방문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어 대단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구 인력이 표준 문서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함께 요청했다.

참여해주신 서덕영 교수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추후 본 자문을 활용해 기회가 있다면 UHD

TTA는 ICT 표준 자문 전문가들 중 ㈜넷앤티비에 최적인 멘토를 찾아냈다. MPEG-MMT 표준 기

방송 등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자문은 단기적 경영에 급급한 다

술 전문가인 경희대학교 서덕영 교수를 선발한 TTA는 ㈜넷앤티비의 자문 및 교육 요청에 대응이

양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에게 알려지고 활용될 수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넷앤티비가 자문을 필요로 했던 내용은 구체적으로 MPEG-MMT 표준규

있기를 바랍니다.”

격을 적용한 MMT-TS 컨버터 구현 기술과 MMT 서버 구현 기술 및 구현 특허 기술, MMT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의 기술적 분석 방법 등이었다.

㈜넷앤티비는 전자책, 전자앨범 등 이미 여러 가지 리치미디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
로 MPEG-MMT를 실용화한다면 단순한 표준 구현을 넘어 새로운 서비스의 개념과 이를 해결할

㈜넷앤티비가 필요로 한 서비스
MMT-TS 컨버터 구현 기술

TTA가 제공한 서비스
·TS 시그널링과 MMT 시그널링 매핑 과정 설명
·TS 프레임→인터넷 패킷 변환 방법 설명
·1:n , n:1 서비스 가능성 증명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국내 시장의 부차적인 여건이 해결된 후에는 MPEG-MMT
표준을 준수한 방송 솔루션 개발로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넷앤티비는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MMT 서버 구현 기술 및 구현 특허 기술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객체 지향적 모델링 문서 제공 및 설명
MMT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의 기술적 분석 방법 등 ·포괄적 시각에서 표준과 시장에 대한 교육

이 중 ‘MMT-TS 컨버터’ 구현 기술에서 TS에 대한 내용은 ㈜넷앤티비에서 이미 기술을 보유하고 있
었다. 이것을 MMT로 컨버팅하는 기술은 메타데이터 부분과 미디어 데이터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
된다. 서덕영 교수는 메타데이터 부분에서 TS의 시그널링과 MMT의 시그널링을 매핑하는 과정을
㈜넷앤티비에 설명하였다. 미디어 데이터 부분에서는 188바이트로 고정된 TS 프레임을 훨씬 길이
가 긴 인터넷 패킷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1:1 서비스만 아니라, 1:m 또는 n:1 서
비스도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MMT 서버’ 구현 기술에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객체 지향적 모델링 문서를 서덕영 교수가 ㈜넷앤
티비에 직접 전달, 설명하였다. 특히, 효율적인 정보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랩터코드를 이용하여 에러
를 정정하는 FECForward Error Correction 기술은 이론적인 설명과 함께 소스코드를 분해하

기업명

㈜넷앤티비

여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로써,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는 것이 가

대표자

박재홍

능해졌다. 본격적 사업화 이전까지 진행될 에뮬레이터의 개선 등에 결정적 도움이 된 것이다.

홈페이지

www.netntv.co.kr

설립일

2000년 7월 28일

주요사업

인터넷 / 모바일방송 및
리치미디어 솔루션 개발 판매

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이앤씨벤처드림타워 5차 3층 308호

㈜넷앤티비의 박재홍 대표는 특히 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 중 교육 부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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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술 장착으로 한 차원 더 앞선다

TTA의 자문서비스로 혁신을 거듭하다

2000년 창립한 ㈜센서테크는 지난 15년간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환경 기술 분야의

이것이 실현되면 유해물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사용자의 위험 노출도를 낮추어 안

환경 가스 탐지장비 개발 업체로서 기술 혁신을 거듭해 왔다.

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센서테크의 센서들은

매년 매출액 대비 10% 이상을 연구 개발비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센서테크는 다양한

각각 하나의 독립된 완결 제품으로 제품 간 또는 서버 간 연동은 없었다. IoT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소형 탐지장비를 개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는 특수재난CBRNE 대응 분야를 선도하는

아닌 필수적인 것으로 대두된 시점이었다. IoT를 다뤄본 경험이 전무한 ㈜센서테크는 IoT 관련 정보

세계 리더로 성장한다는 큰 그림 아래 끊임없이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와 적용방법 습득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자문서비스의 문을 두드렸다

㈜센서테크의 유해물질 탐지 장치

새롭게 개발 중인 화학물질 탐지 센서를 비롯한 그 외 개발 제품에 IoT 기술을 더하고자 한 것도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IoT를 다뤄본 경험이 전무한 ㈜센서테크는
센서 제품에 IoT를 구현하기 이전에 전반적인 IoT 관련 지식과 실현 방법, 고려해야 할 항목 등을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고민하던 중 주변의 추천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의 문을 두드렸다.

전문가가 진단하고
제안하는 서비스

TTA에서는 앱센터의 김규호 박사를 ㈜센서테크를 위한 전문가로 섭외했
다. 앱센터는 문화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이제 막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스
타트업 기업들이 개발자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 커뮤니티를 구성해 도움을 주는 곳이다. 앱센터의 전문위원인 김규호 박사는 2015년 초에
많은 이들이 불편해하는 지역난방 아파트의 난방 관련 문제를 IoT 기술을 통해 해결한 좋은 사례로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김규호 박사는 먼저 각 통신모듈Bluetooth, WiFi, nRF24, ZigBee의 장단점을 안내하고 센서에 IoT
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요소 및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VOCVolatiile Organic Compounds 등

검증받은 기술과
TTA 자문서비스의 만남

㈜센서테크는 전자, 화학 등 센서 요소기술의 전문가들을 기술 인
력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주 비즈니스 모델은 특정 화학물질을 탐
지하는 탐지장치의 제조 및 판매이다. 원자력 연구소와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이며 플라즈마 크로마토그래픽 기술로 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신기술 인정마크인 KT마크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센서테크의 주요 성과 내용
2004년
~ 2005년
2014년

환경부와 전 산업자원부 사업으로 각각 PID 방식을 이용한 VOC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분석
장비와 반도체 방사능 탐지 소자를 이용한 방사능 측정기, 117nm 파장의 광이온화원을 이용한
복합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기 개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중 환경·생명·화학 부문에서 ‘화학테러물질 감지
부착센서 개발’의 주관 업체로 선정

CBRNE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and high-yield Explosive

유기화합물 측정기 전문 업체들의 무선 데이터 로깅방식에 활용된 다양한 선행 기술 및 방법론을
조사한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센서테크의 기술 전략을 탐색했다.
구체적으로는 ㈜센서테크 제품의 선행 데모 시스템 모델로 라즈베리파이나 아두이노의 활용이 가능
한지 확인했다. 소프트웨어란 무엇인지 경험을 통해 개념을 잡아가고 자문 마지막 회차에는 아두이
노를 이용해 센서 노드를 만들고, 이를 WiFi 모듈을 통해 클라우드 서버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시나
리오 일부를 직접 만들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더 큰 사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축적된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관리할 역량을 가질 필요
가 있다는 점도 ㈜센서테크에 상기시켰다. 김규호 박사는 개발 초기에는 아마존의 AWS와 같은 클
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간단한 작업목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조언하며 서
버를 구축할 경우 서비스라는 개념이 적용되므로 새로운 형태의 수익 모델과 가치 모델을 끌어 내어
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사업이 전개되면 한국전자부품연구원KETI의 IoT 플랫폼인
MOBIUS 등 표준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소개하였다.

2014년에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중 환경·생명·화학 부문에서 ‘화학테러물질 감지 부착센서 개
발’의 주관 업체로 선정되어 2018년 6월 완료를 목표로 과제를 수행 중이다. 개발 중인 센서는 화학

“㈜센서테크는 인터넷통신,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한 엔지니어링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나 최근

작용제GB, VX와 불화수소산, 질산, 황산, 암모니아와 같은 유해물질을 선택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의 IoT 기술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큰 부담 없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이해·적응할 수 있고 데모 시

것으로 헬멧, 헤드셋, 의복 등에 부착되어 주변 대기 중의 유해물질을 감지한 후 사용자의 무선통신

스템을 통한 실험 역시 가능합니다. 아두이노 등을 활용한 데모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며 감을 익히

기기를 통해 유해물질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면 서비스 기술의 노하우와 관련 기술 습득의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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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아바엔터테인먼트, 최신 표준 기술로
업그레이드한 360° VR 영상
TTA 자문서비스로 신기술 개발 가속화

김규호 박사가 TTA 표준 자문을 통해 추천한 라즈베리파이, 아두이노는 모두 오픈 소스가 많고 코드
를 직접 짤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개념만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기존의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어 개

㈜아바엔터테인먼트는 방송, 교육, 교양, 3D 영상관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점이 있다.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UHD 3D 기술을 통해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유산 디지털화
사업발전에도 기여한 바 있으며 최근 UHD 콘텐츠가 국내 매출 12억을 달성한 데 이어

㈜센서테크가 필요로 한 서비스

자사의 센서 제품 간
또는 서버 간 연동

TTA가 제공한 서비스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에도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이 이루어지는 등 경사가 이어졌다.

·각 통신모듈Bluetooth, WiFi, nRF24, ZigBee의 장단점 안내
·센서에 IoT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요소 및 방법 설명
·㈜센서테크 제품의 선행 데모 시스템 모델로 라즈베리파이나 및 아두이노의
활용 가능성 확인
·경험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념 정립
·아두이노를 이용한 센서 노드 제작
·제작한 센서 노드로 Wi-Fi 모듈을 통해 클라우드 서버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시나리오의 일부 제작 및 경험

그러나 수출이 급격히 확대될수록 ㈜아바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방송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더욱 철저한 대응책이 요구되었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장차 더욱
확장하기 위해 까다로운 국제 표준을 파악해 이를 만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빠르게 대두한 것이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자문서비스를 신청,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

문희진 ㈜센서테크 연구원은 TTA 표준 자문의 도움으로 ㈜센서테크에서 기획한 제품 사업화의 목적
을 보다 명확하게 끌어낼 수 있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고려 사항을 확인할 계기를 얻었다
고 밝혔다.
“TTA 표준 자문서비스를 받으며 여러 가지로 시각의 전환을 경험하였습니다. IoT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그 뒤에 있는 빅데이터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들이 모두 그렇죠.
서버를 구축할 경우에는 서비스라는 개념이 적용되어 새로운 형태의 수익 모델과 가치 모델을 끌

국제 표준에 대한
능동적 접근 요구

어 내어야 한다는 사실은 차후의 사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TTA의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를 찾은 ㈜아바엔터테인먼
트는 TTA가 연계해 준 전문가를 통해 UHD 영상 MPEG 표준화에 대해 기

VR
Virtual Reality
가상 현실

술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VR 영상 관련 MPEG -V 표준화 진행 상황을 전

달받을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습득한 정보들은 UHD 영상 촬영, 편집, 제작 전반에 걸쳐 직접적으
㈜센서테크는 서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TTA 자문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적으

로 활용되었으며 VR 영상과 관련하여 현재 개발 중이던 360° VR 생방송 기술에 크게 도움을 받았

로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의 센서 개발 완료 후에도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IoT를 적용한 다양한 제품의

다.

MPEG-V
MPEG-Virtual Worlds
MPEG의 현실-가상 세계간
인터페이스 표준
UHD
Ultra High Definition,
Ultra HD
초고선명 영상 해상도

응용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esktop / 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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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센서테크

대표자

김미숙

홈페이지

www.isensor.co.kr

설립일

2000년 6월 8일

주요사업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517-13
중앙인더스피아 411호

iOS / Android
360 VR LIVE SYSTEM →
VR / Mobile VR

Digital Signage / Kio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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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이두잇, SAT > IP 기술로 위성방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TTA 자문서비스로 신기술에 표준을 더해 신시장 개척

KT경제경영연구소는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시장이 2018년까지 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디지털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쌓아온 ㈜아바엔터테인먼트는 최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고효율 비디오 코딩

위성 안테나 전문 기업인 ㈜아이두잇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고
교내 스마트허브 산학융합본부에 입주해 있다. 최첨단 안테나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신개념

첨단 3D 카메라 시스템 및 영상제작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4K UHD 3D 영상과 360°

웨이브가이드 안테나 및 모바일 안테나와 같은 디지털 방송 관련 제품을 개발한다.

VR 콘텐츠 분야에도 진출하여 새로운 콘텐츠 세계를 열어가고 있던 터였다.

㈜아이두잇은 2014년에만 171억 원의 매출, 1,560만 불의 수출실적을 올리는 등 IT 및

㈜아바엔터테인먼트는 2015년 9월 개최된 그랜드 케이팝 페스티벌에서 아시아 최초로 360° VR 실

통신 분야의 선두를 걷고 있다.

시간 라이브 중계에 성공했다. 또한, 실시간 스티칭이 가능한 360° VR 콘텐츠 워크플로우 기술, 시청

하지만 다양하고 풍부해진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찾아 웹으로 넘어가는 가입자들이 많아지기

환경 적응적 3D 입체 저작도구 및 렌더링 프로세스, VR 통합 플랫폼을 비롯한 여러 자체 기술을 개

시작하며 위성방송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현재의 시점에서

발 및 보급하는 등 다수의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중소기업으로서 국제 표준에 대해 능동적으로 접근

변화의 돌파구가 필요했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자문서비스로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아바엔터테인먼트가 필요로 한 서비스
국제 표준에 대한 능동적 접근

TTA가 제공한 서비스
·VR 영상 관련 MPEG - V 및 영상규격, 해상도, 퍼블리싱 등 관련 이슈
설명

TTA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실감방송연구센터 센터장이자 제13대 한국방송공학회장인 호요성 정보
통신공학부 교수를 전문가로 선임했다. 호요성 교수는 2차에 걸쳐 UHD 영상을 위한 MPEG HEVC
표준과 최근 급격한 발전을 보이는 VR 영상 관련 MPEG-V 및 영상규격, 해상도, 퍼블리싱 등 관련

위성방송 기술의
또 다른 진화

이슈에 대해 ㈜아바엔터테인먼트에 자세히 안내했다.

㈜아이두잇은 95% 이상의 실적을 수출에서 얻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
업이다. 유럽과 호주, 동남아 국가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주력하는 지역은 가정용 위성 TV 안테나 시장이 그중 제일 크고 활성화된

김태형 ㈜아바엔터테인먼트 대표는 “TTA 표준 자문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기술 개발이 가속화된 것

서유럽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위성방송과 IP의 결합인 SAT>IP 관련 기술 개발에

은 물론 수출을 포함한 매출 증가에도 큰 덕을 보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형 대표는 이번 기회

㈜아이두잇이 관심을 두게 된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SAT>IP 기술
Satellite Internet Protocol
위성방송과 인터넷 통신을 결합한 기술
위성방송을 스마트폰 등 다양한
IP기기로 수신이 가능하게 함

를 통해 고비용 저효율 VR 콘텐츠 제작 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을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콘
텐츠 산업 전반의 가치 생태계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덧붙였다.

김태형 대표

10여 년 전에는 접시 안테나만 달아도 ‘봉주르 라이프~’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위성방송 가
입자들은 현재의 위성방송의 일방향성 콘텐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상대
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해진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찾아 웹으로 넘어가는 가입자들이 많아지기 시작
하면서 위성방송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 현재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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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아바엔터테인먼트

대표자

김태형

홈페이지

www.360do.kr

2009년

·무선송수신기 부문 중소기업청장상

설립일

2009년 3월 27일

2013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협회장상 수상

주요사업

컨텐츠서비스 & 방송프로그램

2014년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1902호

·아웃도어 안테나 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 수상
·총 21개 국내 특허, 30여 개의 디자인 특허 보유

㈜아이두잇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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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두잇 SAT > IP 기술로 위성방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위성방송의 가장 큰 장점은 대량의 데이터 전송에 있다. 네트워크는 개선된다 해도 한 번에 대량으로

향 및 IP, RTSP, HTTP 관련 기술의 표준화 현황을 손쉽게

넓은 지역에 동일한 스트림을 공급하기 어려운 반면, 위성방송은 가능하다. SAT>IP란 위성 신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로써 유럽의 위성사업자포럼이 움직이는

수신 복조 후 IP로 변환 분배하여 모든 IP 기반 기기로 전송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시 말해 위성 방송

흐름의 큰 윤곽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고 핵심인 SAT > IP를 위

프로그램들이 가정의 수신 시점에서 IP 표준으로 변환되므로 TV 스크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

한 IETF 표준 기술의 조사 및 분석 역시 가능해졌다.

릿, 스마트TV 같은 다양한 IP 기기에서 위성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서로 다른 기기로

가장 취약했던 IPv4/IPv6 전환 관련 표준기술 동향도 마찬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가지였다. TTA가 파악한 최신의 동향정보와 IP 전문가인 김평
수 교수의 조언으로 ㈜아이두잇은 자체적으로 IPv6를 적용한

SAT > IP 기술은 가정용 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동하는 차량, 특히 캠핑용 차량에서도 같은

SAT>IP 서버 및 클라이언트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뿐

원리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체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캠핑 인구가 많은 서구권에서 기존의

만 아니라, 제품 개발, 상품화를 넘어서 IETF 미러포럼에서 주

캠핑용 자동위성안테나 시장 역시 신기술이 결합된 제품으로 포섭할 수 있다.

체적으로 활동하는 단계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기존 유럽의 캠핑용 자동위성안테나 시장은 비슷한 기능으로 형태만 다른 제품들이 현지 경쟁업체로
부터 쏟아져 나와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추세이다. 시장이 과열되어 있으나 서로 차별성이 없는 상태

“TTA에서 자문전문가의 위치까지 고려해 같은 교내에 계신

이므로 신기술을 도입한 제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시장 점유율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교수님을 연결해 준 덕에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대단

여러 명이 동일한 방송을 캠핑카 내부에서 단 한 개의 TV만을 통해 시청해야 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히 용이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쉬웠던 만큼 자문 과정과 결

캠핑카 주변에서도 무선으로 다양한 단말기에서 여러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 아닐

과물도 만족스러웠구요.”

수 없다. 이는 또한 기존 캠핑용 자동안테나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이두잇이 필요로 한 서비스
위성방송의 장점
대량 데이터 전송

차량캠핑카 포함에서
이용 가능

다양한 단말기를 통한
멀티 콘텐츠 이용 가능

캠핑용 자동안테나의
활용성 극대화

TTA가 제공한 서비스

인터넷 통신 관련 기술

·김평수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자문

IPv4/IPv6 전환 기술 관련 표준기술동향

·IP 전문가 조언으로 자체적으로 IPv6를 적용한 SAT>IP 서버 및
클라이언트 개발 가능

김국성 ㈜아이두잇 경영지원팀장은 이에 대해 “위성 방송 스트림을 분석·확인하여 해당 위성의 유

TTA 자문이 가져온 성과의 선순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근 ㈜아이두잇은 정부로부터 2건의 정

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비단 자동 위성 탐색뿐만 아니라 캠핑용 위성 안테나, 차량용 위성 안테나 등

부사업을 수주받아 진행 중이다.

모든 위성 수신 안테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의 스펙트럼이 넓어 기술
의 활용성 및 제품과의 연계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죠.”라고 설명했다.

이들 개발 과제가 완료된 후에는 개발 과제로 양산되는 일체형 시스템을 통해 ㈜아이두잇은 매출 증
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아웃도어 분야에서 위성 안테나에 적용할 수 있으므

위성방송 관련 기술인 평면 안테나와 LNBLow Noise Block Down Converter 기술의 경우에는

로 또 다른 신규 제품화 접근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매출 증대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아이두잇

㈜아이두잇이 이미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IP, RTSP, RTP/UDP, HTTP

은 구체적으로 향후 3년간 약 600억 원 정도의 국내외 총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의 미디어 영역과 UPnP와 같은 제어 영역 등 인터넷 통신 관련 기술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험으
로 인해 외주개발 업체에 의존하는 형편이었다. 산학협력을 통해 IP-LNB 기술과 다양한 스마트 단
말기에 위성방송을 제공하는 IPIPv4/IPv6 멀티캐스트 기술 확보를 추진하던 중 그 이상에는 한계
가 있다고 판단한 ㈜아이두잇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

기업명

㈜아이두잇

스의 도움을 요청했다.

대표자

임승준

홈페이지

selfsat.com

설립일

2006년 11월

주요사업

위성방송 수신용 안테나 및
멀티미디어 기기 개발/제조/판매

주소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스마트허브산학융합본부

TTA의 자문서비스로
표준화 동향 파악

TTA는 등록된 ICT 표준 자문전문가 중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전자공학
부 김평수 교수를 적임자로 판단하고 ㈜아이두잇에 연결 후, 관련 정보
제공을 아끼지 않았다. ㈜아이두잇은 김평수 교수가 주도한 TTA 자문

의 도움으로 인터넷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다루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ETF의 전반적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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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이티엘, 표준 창출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다

세 명의 TTA 자문전문가와 만나다

㈜아이티엘은 특허 기술 중심의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기업을 지향하는 기업이다. 2014년에는 특허경영에 대한 공로를

세 명의 ICT 표준 자문
전문가의 조언

인정받아 ‘2014년 ICT 특허경영대상’에서 기업부문 동상을 받은 바 있다. 아이티엘 표준연구소는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표준’을 모토로 현재 주요 연구개발 분야인 통신표준 분야에 200여 건의
국내 . 외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 편익을 줄 수 있는 생활 표준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면서 표준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이들이 국제 표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적극적인 국제 표준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국민공감형 표준화 사업을 제안하여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도서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 중이며
최종 목표는 단체 표준 제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 동향 및 국내ㆍ외 표준화 현황에 대해서

TTA는 ㈜아이티엘을 위해 총 세 명의 ICT 표준 자문전문가들을 선
정했다. 첫 번째는 전자출판 관련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의 정의석 선임연구원이었다. 정의석 선임연구원은

공적 표준과 사실 표준, 표준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비롯, 전자책과 e - Learning
을 다루는 표준화 기구와 이들의 주요 작업 중 하나인 Open Annotations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설

HL7
Health Level 7
의료정보 표준화기구
IHE
Integrating the Healthcare
Enterprise
의료시스템 표준화기구

명했다.
또한, 정의석 선임은 관련된 여러 기구 간의 상호 관계 및 체계와 함께 이들의 표준화 영역과 기술
개발 동향을 전달한 후에는 ㈜아이티엘이 이들에 더욱 쉽게 접근하도록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

FHIR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차세대 의료정보 프레임워크

하였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가 필요했다. 또한, 특허를 활용한 또 다른 컨설팅 사업인 의료정보
기술의 비즈니스 전략 구축과 관련해서도 표준화 현황 및 시장 현황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가

두 번째, 세 번째 전문가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유돈식 박사와 ㈜카이랩 배인호 대표가 의료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보 표준에 대하여 매칭되었다. 유돈식 박사는 의료 정보 표준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시장 상황에

표준 자문서비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대한 상세 정황과 함께 의료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의료 정보에 대한 인식과 니즈를 소개했다.

표준화를 바탕으로
사업분야의 다각화를 이루다

㈜아이티엘은 통신 관련 표준을 넘어, 표준화라는 키워드를

이를 바탕으로 배인호 대표가 HL7, IHE, FHIR 등의 구체적인 표준 기술 및 세부 요건, 구현 형태,

중심으로 사업분야를 다각화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

국내·외 적용사례를 가지고 사업화 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시

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지원하는 ‘국민공감형 표준화 사업’에

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나 법·제도적인 이슈가 있는 의료 정보 시장에 대해서도 향후 의료 정
보 표준 기술 및 표준화의 방향성과 수익화에 대한 전망을 공유했다.

참여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민공감형 표준화 사업은 서비스 및 제품의 실사용자인 국민의 편익과 생활에 도움을 줄 과제들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도서 관련 사업도 국민공감형 표준화 사업의 하나

“㈜아이티엘이 표준 특허 전문 기업이기는 하지만 이번 TTA 표준 자문서비스로 추상적으로만 알

이다. 과제 완료 이후에도 향후 사업을 확대·확장하려면 표준은 더욱 필수적이다. 또 다른 사업인 의

고 있던 표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특정 산업 또는 기술 분야의 방대한 관련

료정보 기술의 비즈니스 전략 구현에서도 표준화 현황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었다.

지식을 ㈜아이티엘이 단독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TTA 표준 자문의 덕으로 선별적으
로 주요 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이티엘이 필요로 한 서비스

e - Learning 표준화 동향

TTA가 제공한 서비스
·공적 표준과 사실 표준, 표준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전자책과 e - Learning을 다루는 표준화 기구와 Open Annotations 설명
·표준화 기구 간의 상호 관계 및 체계와 함께 이들의 표준화 영역과 기술 개발
동향 전달

의료정보 표준화 동향

·의료 정보 표준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시장 상황에 대한 상세 정황 소개
·의료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의료 정보에 관한 인식과 니즈 소개

HL7, IHE 등 의료 분야
표준 기술

·HL7, IHE, FHIR 등의 구체적인 표준 기술 및 세부 요건, 구현 형태,
국내ㆍ외 적용사례로 사업화 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해 질의 응답
·향후 의료 정보 표준 기술 및 표준화의 방향성과 수익화에 대한 전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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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슬기 ㈜아이티엘 대리는 무엇보다도 각 산업 전반의 실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 관련 사업 수행
에 보다 전문적인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차후의 사업화 방향의 가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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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엘 표준 창출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다

12 엠투엠테크,

loT 표준으로 국내 승강기 시장 지킨다
TTA 자문서비스와 함께 표준을 준비하다

㈜아이티엘은 IPIntellectual Property 자체 창출 및 수익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40여 개의 다양한

㈜엠투엠테크는 승강기 산업분야에서 IoT 기반 스마트 디바이스를 개발 중인 스타트업 기업이다.

정부사업 및 민간사업을 수행하며 대학, 출연연구소, 민간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우수 특허와 아이

특히, 원격진단, 포렌식 기능 등 확장된 관제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디어를 발굴해 이를 분석/가공한 기술사업화를 진행한다. 현재 사업 수행을 통해 연구소 기업의 새

하나의 디바이스가 다양한 제조사의 승강기에 적용되려면 승강기의 주요 부품, 디바이스, 관제 센터

살림을 차리는 중이며 유망한 아이디어와 특허 기술에 직접 투자하는 자회사 역시 설립 중이다.

간의 표준화된 통신 체계가 필요하며, 기존 승강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유지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미래에는 전체 스마트 디바이스로의 연결을 더욱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아이티엘의 표준연구소 활동

스마트 빌딩, 도시로의 적용 역시 가능하게 할 단계적 진화 모델의 고려가 필요한 것도 물론이다.
㈜엠투엠테크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를
신청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엠투엠테크는 TTA 표준 자문전문가들과 함께

사업
관계성

표준
완성률

상용
가능성

RIO

IPR
정책

기술
연구

→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IoT 프로토콜을 적용해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Simulation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었다.

기술
연구

제품화

IP
화보

표준
가능성

표준
확정

국내 승강기 시장을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

국내 승강기 시장은 2014년 기준, 운행 수 52만 6천 대로 세계 8위,
신규 설치 3만 4천 대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I 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80% 이상을 현대, 오티스, 티센크루프, 미쓰비시, 쉰들러 등 소위 빅

이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표준 컨설팅 및 표준화 사업을 진행

파이브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제조 기반이 붕괴되어 경쟁력을 잃

해 IP 수익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앞장서는 선도 기업이 되리라고 ㈜아이티엘은 다짐했다.

고 수입 지향형으로 돌아서는 것이 현실이다.
㈜엠투엠테크는 이러한 실정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승강기 관리용 스마트 디바이스인 ‘엘사블
랙박스ELSA BLACKBOXʼ를 개발 중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 추진 중인 중소
기업 공동 브랜드유니콘 실용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유니콘 프로젝트는 최신 IoT 환경에
맞는 M2M/IoT 융합형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고 생애주기관리비용

기업명

㈜아이티엘

대표자

황차동

홈페이지

www.itlist.co.kr
www.gooditl.com

승강기는 기계, 소재, 전기, 전력, 전자, 제어, IT, 통신, 소음, 진동, 센서 기술 등이 융복합된 종합기술

설립일

2013년 8월 27일

산업으로 컴포넌트가 아닌 시스템에 가까운 특성을 가진다. 또한, 관리를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와 실

주요사업

표준특허 창출, IP컨설팅,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제 제품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IoT 접목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204 양재동 83-1
JK빌딩 4층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고 있던 ㈜엠투엠테크는 개발 중인 제품에 IoT를 접목하기 위해 TTA

LCC: Life Cycle Cost을 최소화하는 것을 큰 축으로 하는 사업이다.

자문서비스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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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투엠테크 IoT 표준으로 국내 승강기 시장 지킨다

㈜엠투엠테크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의 자문서비스로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다

TTA는 승강기와 loT라는 서로 다른 두 분야의 작업에 최적인 각각
의 전문가들을 ㈜엠투엠테크에 소개했다. 서일대학교 전기공학과
엄용기 교수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정수 책임연구원이 이들이

TTA가 제공한 서비스

약 2만 2천여 개에 달하는 승강기 부품들의 인포메이션
·3개월에 걸쳐 총 7차의 자문서비스로 작업 진행
모델을 정의하는 데이터 프로파일링 표준 작업
·엄용기 교수: 작업 범위 정의 및 항목 리스트업
이들의 리소스 주소Addressing 체계 및 게이트웨이 간 ·박정수 책임연구원: 구체적인 방법론 제안 및 리뷰
I oT 통신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데이터 모델 작업

다. 엄용기 교수는 한국승강기학회 부회장으로 명실공히 국내 승강기 산업계의 최고 전문가이며, 박
정수 책임은 ITU-T, IETF 등에서 여러 건의 IPv6 관련 국제 표준을 채택시킨 IoT 표준 전문가이다.

박정수 책임은 ㈜엠투엠테크의 이러한 공익적 목표와 의도에 공감하며 TTA 표준 자문이 종료된 이

처음엔 단기 자문으로 시작했으나 ㈜엠투엠테크의 요청으로 TTA 표준 자문은 3개월에 걸쳐 총 7차

후에도 표준 제안 때까지 계속해서 ㈜엠투엠테크에 개인적으로나마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승강기에 특화된 프로토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자연스럽게 국제 표준

또한 엄용기 교수는 이번 TTA 자문서비스를 통한 IoT 접목으로 유지ㆍ보수라는 승강기의 가장 큰

제안을 준비하게 되었다. 표준 초안을 작성할 때도 두 전문가 영역의 시너지 효과가 컸다. 엄용기 교

수익 모델 부문에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덧붙였다.

수가 범위를 한정하고 항목을 리스트업하는 큰 그림을 그리면 박정수 책임연구원이 이들의 구체적
“승강기 산업은 제조, 설치, 유지보수, 리모델링을 반복하는 일종의 리사이클링 산업으로 수명은

인 방법론을 제안하고 리뷰하는 식이었다.

최대로 늘리고 LCC생애주기관리비용를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해외에서는 승강기 사용 기간
㈜엠투엠테크가 TTA 표준 자문과 함께 준비하는 표준은 승강기 부품에서 미들박스인 엘사블랙박

이 평균 20~45년인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15~20년에 그치고 마는데 이는 IoT를 기반으로

스까지의 프로토콜과 다시 엘사블랙박스에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관제 센터까

하는 승강기 유지관리 기술 부재가 주된 요인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

지의 프로토콜 두 가지다. 1년 내외면 먼저 단체 표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실무 작

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죠. IoT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되면 승강기 안전 확보는 물론 그동안

업이 완료되면 국가 표준으로도 건의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았던 LCC의 감소와 승강기 유지ㆍ보수 관련 매출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

다국적 승강기 기업들은 저마다 별도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외부에 오픈하지 않고 있다.

다. 우리나라는 특히 탄탄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니 IoT를 기반으로 좀 더 효과적이

이에 대해 ㈜엠투엠테크는 국내 승강기 산업의 해외 기술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 프로토콜을 표준화

며 부가가치가 있는 원격케어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고요.”

해 국가 표준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엠투엠테크는 이번 자문으로 받은 도움을 바탕으로 운영환경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사용자 요구에
IoT 기반 승강기 유지관리 솔루션

맞는 플랫폼과 IoT 보안을 고려한 아키텍처를 적용함으로써 국내 승강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TTA 표준 자문서비스가 성장의 큰 밑거름이 될

계획정비TBM/CMMS
·Inspection
·Repair
·Replacement

예측 관리CBM
·진단
·분석
·경향관리

운행상태 진단
/ 위험성관리

Smart work
·원격 제어
·원격 구출
·스마트 워크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아울러, M2M/IoT 기반의 진단 및 제어 시스템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기존 업체와의 협력과 함
께 관련 정책 담당자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업생태계에 선순환 구조를 생성해 시장을 확
대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MMS
Database

CBM
Database

Risk Evaluation
Database

Grade classifier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Protective Measurement Schedule

안전한 승강기
LCC생애주기관리비용 감소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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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work
Database

기업명

㈜엠투엠테크

대표자

김진기

홈페이지

www.m2mtech.co.kr

설립일

2014년 7월 17일

주요사업

승강기 관제 및 부품 제조 개발,
Embedded S/W, Security Consulting

주소

서울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고명우기념관 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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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엠로직스, 국제 표준 장착한

정보보호 제품으로 세계 시장 진출
TTA 자문서비스로 도약

2005년 설립된 ㈜유엠로직스는 ICT 통신기기 원격제어 및 제어 정보보호 기술 개발에 성공한 후

세계 시장 진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국제 표준을 검토해 준비하는 단계가 필수적이

2006년부터 KT와 업무 협력을 체결, 100억 이상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였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다. TTA 표준 자문은 uPrivacy가 클라우드 기술을 융합한 개인정보보호 제품이므로 개인정보보호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및 서비스인 uPrivacy 상품을 출시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관련 국제 표준화의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uPrivacy를 비롯한 ㈜유엠로직스의 자체 개인정보보호 기술 또는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
때문에 자문전문가를 맡은 고려대 허준범 교수는 두 개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화 기구들과 이들의 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 표준의 준수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다.

근의 동향 및 기술적 추세에 대해 ㈜유엠로직스에 자세히 설명했다. 남기효 ㈜유엠로직스 부사장은

그러나 다양한 국제표준화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TTA 표준 자문서비스의 도움으로 막연했던 사업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표준화 정보를 ㈜유엠로직스와 같은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수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유엠로직스는 국내•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전 세계적 개인정보보호의 동향 및 기술

㈜유엠로직스가 필요로 한 서비스

정보를 수집하고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국제 표준화에 활용할 방법을

개인정보보호와 클라우드 분야의 국제 표준화 정보

알아보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에

TTA가 제공한 서비스
·두 개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화 기구들과 이들의
최근 표준화 동향 및 기술적 추세 설명

자문을 의뢰했다.
“uPrivacy와 같은 상품들을 해외에 진출시키고 싶어도 이전까지는 관련 사업에 대해 어떤
국제 표준이 존재하리라는 정도의 예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TTA의 표준 자문을 받으며
2016년 착수할 표준 기반 사업화 준비를 다질 수 있었죠. 이전에 정부 국책과제로 한 R&D

원격제어와
정보보호 분야의 강자

㈜유엠로직스는 원격제어 및 정보보호 분야 내 13개 종류의 제품군
을 생산하고 있으며 20여 개의 관련 국내기술특허를 확보하고 벤처

uPrivacy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사업의 시험인증을 TTA에서 받았는데 이것을 계기로 표준 자문서비스까지 알게되어 행운
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증, 기업부설 연구소, ISO9001 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들은 30억 이상의 연 매출을 달성하는 ㈜유엠로직스의 효자상품이다. 최근에는 특히 내부정보보호

㈜유엠로직스는 벌써 몇 군데의 해외 업체와 개인정보보호 구현 부문에서 협약을 맺은 상태다.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

2017년에는 uPrivacy를 국제 표준에 적용해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버전을 내놓으며 사업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유엠로직스의 정보보호 상품인 uPrivacy의 출시는 특히 영세 사업자들에게 희소식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준용사업자임에도 고가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에 대한 가격 부담으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uPrivacy
는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검출을 수행하는 서버의 프로세서 활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원가를 절감하게 되므로 월 정액제의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명

㈜유엠로직스

대표자

권환우

2015년 ㈜유엠로직스가 KT와 새롭게 업무 협력을 체결한 것도 uPrivacy 서비스에 대해서다. 인터

홈페이지

www.umlogics.com

넷 부가서비스로 상품을 출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설립일

2005년 1월 1일

2017년에는 개인정보 국제표준에 맞는 상품을 추가 개발하여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시장에서의 선

주요사업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및 생산

도 기업의 위치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7
관평동,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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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클레버로직,

표준으로 선행 제품 개발의 자신감을 얻다
TTA와 함께 통신 표준의 진화 방향을 예측하다

㈜클레버로직은 IoT/IoEInternet Of Everything, M2M 분야에 사용될 이동통신용

㈜클레버로직은 이현우 교수가 리드하는 TTA 표준 자문서비스를 통해 3GPP LTE 관련 표준을 분

저가 M2M 단말 LTE 모뎀을 개발한다. 이동통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3GPP LTE 표준을

석하고 향후 진화방향을 예측하는 작업을 자문받았다. 이로써 현재 개발 중인 M2M/MTC/I oT LTE

따르며 현재 3GPP 릴리즈 10 규격을 준수하여 개발하고 있다. ㈜클레버로직의 경쟁사는 중견 이상

모뎀 및 모듈 디바이스의 표준화 추세 적응 및 목표 유동성에 대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 표준 변경

규모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대기업 수준의 기술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했기 때문에 선행 제품의 개발 및 개발 제품의 국제 표준 적합성 확보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추가된 표준을 분석하여 제품 개발에 즉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가능해진 것이다.

3GPP에서는 지금껏 대략 2년의 주기로 새로운 표준을 발표해 왔으나, 최근에는 3GPP 릴리즈
12의 MTC, 릴리즈 13 및 14의 CIoTCellular IoT 등 다양한 국제 표준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쏟아지는 국제표준을 이해하고 그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을 갖추는 것은
국제표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중소기업으로서 쉽지 않다.
㈜클레버로직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로

태계 자가 구축 및 성장 유도, M2M 관련 제조/네트워크/서버/응용 서비스 사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영민 ㈜클레버로직 대표는 TTA 표준 자문서비스로 얻은 자신감으로 M2M용 LTE 통신 모뎀 업

이러한 고민을 해결했다.

대기업 수준의
기술을 갖춘 중소 기업

“M2M용 LTE 통신칩/모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국내·외 시장의 수요 확대, M2M 생

계 글로벌 1위를 목표로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08년 설립된 ㈜클레버로직은 R&D 전문 기업으로 높은 수준의
첨단 무선 통신 및 신호 처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체 기술의
LTE 모뎀 IP를 바탕으로 LTE - UE IP, LTE - eNB I P, LTE - UE/

eNB Emulator, LTE 단말 모뎀, LTE 계측장비, LTE - Relay Modem을 개발하였고, 현재 다시 이들
을 기반으로 LTE 기반 M2M용 모뎀칩, LTE 기반 M2M용 통신 모듈을 개발하고 있다.
TTA는 ㈜클레버로직을 위한 전문가로 이동통신 국가R&D PDProgram Director를 역임한 바 있으
며 현재 5G 포럼 대외전략분과 위원장, TTA IMT 프로젝트 그룹 의장, 재난통신망 포럼 전문가 위
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단국대학교 이현우 교수를 추천했다. 이현우 교수는 3GPP 표준로드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M2M
Machine to Machine
사물 통신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3세대 이동 통신3G
비동기식 이동 통신 국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단체

맵 작성, 차세대이동통신 연구개발 전략 수립 등의 경력을 가진 이동통신 분야 표준 전문가이다.
MTC
Machine -Type Communication
3GPP에서 추진한
사물 통신 관련 표준

㈜클레버로직이 필요로 한 서비스
최신 국제 표준의 이해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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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가 제공한 서비스
·3GPP LTE 관련 표준 분석
·향후 진화방향 예측

기업명

㈜클레버로직

대표자

최영민

홈페이지

www.cleverlogic.co.kr

설립일

2008년 10월

주요사업

유무선 통신 및 신호 처리 기술 개발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31
도룡동, TJB대전방송별관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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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헤르메시스, 메타데이터 국제 표준 준수로
공공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다
TTA 자문서비스로 특화된 표준 교육받아

㈜헤르메시스는 공간정보처리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만 해도 다수이다. 굵직하게는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연구원과 관측자료 제공을 위한 자료 교환

관리하는 이학 공학 관련 융합분야 연구개발업 부문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하였다.

기본 설계를 완료하였고, 서울특별시의 도시통계지도 기능 개선 및 자료 업데이트를 담당했다.

2014년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HyGIS 기술GMMap, GMTools,

또한, 국민안전처의 풍수해 피해 예측 과제에 착수하였으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도시홍수 예측

HyGIS-TOPMODEL, HyGIS-SWAT, HyGIS-GRM, HyGIS-Flood을 이전받는 등

과제를 완료하였다. 2015년 하반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에게 새만금 간척지 시설단지 조성지구의

공공연구기관 주요 연구개발 성과물들의 기술 및 실시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기상환경 GIS 정밀지도 제작을 의뢰받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공간정보 처리 ToolK-GIS

하지만 굵직한 사업을 계속 진행할수록 ㈜헤르메시스는 표준에 있어 한층 더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개발도 완료했다.

절감하게 되었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공간정보처리 분야의
강자로 우뚝 서다

㈜헤르메시스는 위치기반 서비스 서버, 단말기를 통한 위치기반 서비
스 시스템 및 그 제공방법 등 공간 데이터 분야에 다양한 특허를 보유

HyGIS
Hydro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기반 기술들과 자체 보유한 래스터Raster,
벡터 자료 처리,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서비스 솔루션을 바탕으로 주로 국가출연연
구소, 지방자치단체, 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상하수도, 강우, 방범, 물 관리, 방재, 도시통계, 적지
분석 등 다양한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 주요 사업을 정부 또는 관련된 산하 기관들과 합작하게 된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된
㈜헤르메시스의 우수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사업을 계속해서 진

㈜헤르메시스의 주요 성과 내용
2013년

이학 공학 관련 융합분야 연구개발업 부문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

2014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HyGIS 기술GMMap, GMTools, HyGIS-TOPMODEL,
HyGIS-SWAT, HyGIS-GRM, HyGIS-Flood을 이전받음

2015년

한국수자원공사 K - water 연구원과 관측자료 제공을 위한 자료 교환 기본 설계 완료
서울특별시의 도시통계지도 기능 개선 및 자료 업데이트
국민안전처의 풍수해 피해 예측 과제 착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도시홍수 예측 과제 완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공간정보 처리 ToolK-GIS 개발

행할수록 ㈜헤르메시스는 기술 외적인 측면에도 한층 더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바로 표준이었다.
국내에 100여 개의 GIS 표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반 기업은 이들을 실무에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 ㈜헤르메시스 역시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먼저 시스템 구축시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표준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실무에서 도출된 여러 요소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
더욱이 국가 차원의 사업일수록, 그리고 IT 관련 사업일수록 연구·개발 및 구현 단계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 표준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었다. ㈜헤르메시스는 특히 국제 표준에 대한 이해

㈜헤르메시스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공간정보시스템의 실무 기술에 대해서만

가 완벽하지 못해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중소·중견기업

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에 진행된 사업들

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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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메시스 메타데이터 국제 표준 준수로 공공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다

국내·외 정보를 모두 꼼꼼히
제공하는 TTA 자문서비스

㈜헤르메시스의 요청을 받은 TTA는 서울시립대 겸임교수

자문 과정 중 ㈜헤르메시스는 차후 자체적으로 표준을 제안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외

이자 ㈜지인컨설팅의 대표인 장은미 지리학 박사를 전문가

표준화 절차에 대해서도 추가로 멘토링을 받았다. 지도 이미지 타일링과 관련된 WMTSWeb Map

로 초빙했다. 장은미 대표가 이끄는 ㈜지인컨설팅은 환경 방

Tile Service 표준 웹 서비스에 대한 강의는 ㈜헤르메시스가 TTA 자문을 통해 획득한 지식 중에서도

재 관련 정보화와 공간정보를 토대로 하는 활용 전략을 도출하며 연계한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는 한

실무 연관성이 높았다.

편, 최근 기술 및 정책 동향을 아우르는 표준화 교육을 하는 업체이다. 2009년부터 공간정보 표준
화 사업 역시 꾸준히 진행 중이니 ㈜헤르메시스에게는 이 이상 안성맞춤일 수 없었다.

“이번 TTA 자문 서비스를 통해 ㈜헤르메시스의 전 직원이 관련 분야의 국제 표준에 대한 이
해를 높이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문 과정 동안 전문가분께서 성실히 교육에 임해주

㈜헤르메시스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국제표준 I SO 19115:2003
·표준에 대한 개괄 및 메타데이터의 실제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도입
Geographic Information - Metadata와
사례를 함께 소개
ISO 19139 Geographic
·표준의 준수 여부 입증에 관한 객관적 검증 단계 교육
information Metadata XML schema
·국내·외 표준화 절차에 대한 추가 멘토링
implementation 정보 교육

셔서 실제 자문이 진행된 회차 이상으로 도움을 받은 듯합니다. 앞으로도 기회만 허락된다
면 지속해서 자문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김순연 ㈜헤르메시스 대표이사는 TTA 자문으로 얻은 표준 관련 지식들을 ㈜헤르메시스의 자체서
비스와 솔루션을 비롯한 사업 수행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꾸준히 국내·외 표준 준수를
지향하는 한편, 여건이 갖춰진다면 ㈜헤르메시스가 주도적으로 표준을 상정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장은미 대표는 아래와 같은 평소의 소신으로 ㈜헤르메시스와의 자문을 진행했다.

있다며 그때 보다 쉽게 표준을 제정할 노하우에 대해 TTA에 다시 한 번 자문을 받겠다는 의견을 덧
붙였다.

“표준은 신호등과 같아서 지키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어집니다. 모두 각자의 기
술개발에 바빠 표준을 무시한다면 언젠가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표준이 장벽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도구임을 밝히고, 개발자와 행정가 모두에게 표준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미션입니다.”
TTA 자문을 통해 ㈜헤르메시스가 맞춤형 지도를 받은 국제 표준은 ISO 19115:2003 Geographic
Information - Metadata와 ISO 19139 Geographic information Metadata XML schema

김순연 대표이사

implementation이었다. 이 둘은 공간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관련한 대표적인 국제 표준이다. 장
은미 대표는 이들 표준에 대한 개괄뿐 아니라 메타데이터의 실제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도입 사례
도 함께 자세히 소개했다. 또한, 이러한 표준의 준수 여부를 입증하는데 있어서도 객관적 검증 단
계가 필요함을 ㈜헤르메시스에 인지시키고 그 프로세스에 대한 개요 역시 설명하는 것도 잊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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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헤르메시스

대표자

김순연

홈페이지

www.hermesys.co.kr

설립일

2010년 10월 15일

주요사업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주소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119-151
경기북부벤처센터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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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헤리트,

oneM2M 국제 표준 기반 IoT 플랫폼 구현
㈜헤리트의 HUBISS 솔루션

어려움이 생길 때면 TTA 자문서비스와 함께

㈜헤리트는 2015년 ‘제60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여성 최초로 정보통신대상을 받은
권은희 의원을 배출한 곳으로, 지능망 솔루션 및 Io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다. 자체 기술로 개발한 IoT 플랫폼 솔루션인 HUBISS는 독보적인 노하우를 담은
㈜헤리트의 자랑이다. 이 HUBISS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홈, 스마트오피스, 스마트팜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IoT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LGU+에서 2015년 7월 상용 오픈한 IoT@Home
서비스 플랫폼 역시 ㈜헤리트가 구축하여 운용 중이다. 하지만 ㈜헤리트는 까다로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고, 이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를 신청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내기까지 ㈜헤리트는 국책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특히 까다로웠던 장벽 중 하나가 oneM2M 기반의 플랫폼을 다른 IoT 플랫폼과 연동시키는 실사례의
수집 및 분석이었고, 다른 하나는 IoT 디바이스 디스커버리 등 IoT 플랫폼에서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
사항들을 파악해 추리는 것이었다. 이에 ㈜헤리트는 주저 없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의 문을 두드렸다.
㈜헤리트는 이미 TTA와 인연이 있었다. 그전부터 TTA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와 발표를 접하며
TTA라는 기관과 친숙하기도 했지만,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 1, 2회라는 꾸준한 주기로 TTA

IoT 생태계
확장을 위한 노력

2015년 oneM2M 회원사로 가입한 것은 ㈜헤리트가 IoT 생태계를 확장하
기 위해 쏟는 노력의 일환이다. 표준화 활동과 더불어 oneM2M 기반 표준
IoT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이를 오픈소스

화해 IoT 개발자에게 보다 손쉬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2015년 9월에 있었던 ‘oneM2M 상호호
환성 검증 행사oneM2M Interoperability Event’에서 이미 IoT 기기와 플랫폼 간 상호호환성 검증

oneM2M
one Machine-To-Machine
사물 통신M2M 분야
글로벌 표준화 협력체
I 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를 이용해왔던 것이다. 처음에는 무료 자문이라는 점에
서 부담 없이, 시험 삼아 신청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문 과정이 유료의 것들 이상의 책임감과
적극성으로 효율을 낸다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여러 사업 분야에서 어려움 또는 의문점이 발생할
때마다 TTA에 도움을 요청했다.

테스트도 마쳤다.
㈜헤리트가 2015년 9월 oneM2M 상호호환성 검증 행사에서 테스트한 IoT 플랫폼은 미래창조과학

문제 예측부터
해결 방안까지 한 번에

부의 ICBMS - 3세부 R&D 국책과제인 ‘사물 가상화, 분산 자율지능 및 데이터 연계/분석을 지원하

TTA는 이번 ㈜헤리트가 수주한 국책과제에 알맞은 전문가로써 전
자부품연구원KETI의 김재호 팀장을 적임자로 판단했다. 마침 전자
부품연구원은 2015년 2월 유럽 7개국이 참가하는 글로벌 IoT 서비

는 IoT 기반 플랫폼 기술 개발’의 성과물이다.

스 연동 프로젝트에 비유럽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하며 유럽연합 R&D 지원 프로그램으로 추진

이 과제는 oneM2M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IoT 플랫폼을 만들어 사물을 가상화하고 이를 이용한

되는 ‘IoT 테스트베드 및 플랫폼 연동 공동 연구FIESTA’ 사업의 공식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기술과 시멘틱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도록 IoT 지식 프레임워크

등 IoT 시장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를 마련한 터였다. 김재호 팀장은 상기 FIESTA 프로젝

를 개발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한다. ㈜헤리트는 이 중 oneM2M 국제 표준을 적용한 IoT 서버 플랫폼을

트의 사업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IoT 관련하여 이미 oneM2M 오픈소스 플랫폼인 Mobius 및 &Cube

개발을 담당하게 되었다. 테스트 결과, 표준을 준수한 IoT 플랫폼의 기능과 함께 HTTP 프로토콜을

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외 여러 기업과의 연동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타공인의

지원하는 웹 기반 IoT 기기와의 호환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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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트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neM2M 기반의 플랫폼을 다른 IoT 플랫 ·oneM2M 시스템의 연동 기능을 다른 기업 또는 기관에서 기술
o
폼과 연동시키는 실 사례의 수집 및 분석
개발 중 발생했던 이슈와 그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
I oT 디바이스 디스커버리 등 IoT
플랫폼에서 고려해야 할 필수 사항 파악

·다른 기업의 경우를 역추적하여 ㈜헤리트의 개발 과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예측과 조언

㈜헤리트는 TTA 자문을 통해 oneM2M 시스템의 연동 기능과 관련해 실제 다른 기업 또는 기관에

표준과 함께하는 성공, TTA와 함께

㈜헤리트 oneM2M 국제 표준 기반 IoT 플랫폼 구현

서 기술을 개발하던 중 발생했던 이슈들과 그 가능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김재호
팀장은 또한 이들 케이스를 역추적함으로써 ㈜헤리트의 개발 과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예측하여 조언하였다. ㈜헤리트는 자문의 내용을 oneM2M 서버의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 단계에 반
영하여 테스트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다.
“TTA 자문전문가께서 ㈜헤리트의 상황에 딱 필요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제공해 주시고 시스템
개발에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주시니까 무엇보다 시간적인 손실을 크게 줄였죠.”
박희숙 ㈜헤리트 소장은 TTA 자문을 통해 IoT 플랫폼 개발을 둘러싼 여러 다양한 관점 역시 비교
분석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헤리트가 맡은 국책과제는 2015년 3월에 착수되어 2018년 완료 예정인 3개년 과제로서 현재
2016년 2월 1차년도 종료를 앞두고 프레임워크 플랫폼의 개발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차후 2차, 3차
년도 동안 탑재될 프로토콜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아마도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TTA의 중소·중견기
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를 찾게 될 듯 하다고 재이용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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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헤리트

대표자

김기령

홈페이지

www.herit.net

설립일

2000년 1월 18일

주요사업

IoT·M2M솔루션, 개방형 솔루션
유무선 지능망 솔루션, 메시징 솔루션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68-11 진영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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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는 이런 일을 합니다

TTA는 ICT 분야의 새로운 표준을 발굴, 제정하고 ICT 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의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자율 ICT 표준화 및 시험인증 기관입니다.
1988년 12월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후, 1992년 8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 의해
법정법인으로 재출범 하였고, 2001년 12월 시험인증연구소를 개소하면서 표준 개발부터

ICT 표준화

시험인증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표방합니다.

TTA의 표준화 활동 영역은 통신망, 정보기술융합, 정보보호, 소프트웨어/콘텐츠,

국제표준화협력기구인 GSC, 3GPPs, oneM2M 등 참여 및 ETSI유럽, TIA미국,

방송, 전파/이동통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전분야를 포괄하

ATIS미국, CCSA중국, TTC일본, ARIB일본, IEEE 등과의 업무협력 MoU 체결을 통해

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화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인 ITU의 표준참조기관으로

국내 휴대폰 충전기 표준 제정과 충전기 인증마크 제공을 통해 표준의 one-stop 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스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통신 분야에서는 국내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3G3세대 이동통신에서 LTE-Advanced, 5G5세대 이동통신까지 이르는
기술 진화에 맞추어 국제표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ICT 표준은 TTA
에서 제정하며 14,500여건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 기준

TTA 표준화
활동

시험인증서비스
국내 최고의 ICT 전문 시험인증기관으로서 네트워크, 방송융합,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분야
의 국내 및 국제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유통 제품의 품질 수준 제
고뿐만 아니라, 수출 제품의 제품 출시 기간 단축 및 외화유출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
ICT 표준기술과 시험인증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표준기술 교육 세미나 LTE, Wi-Fi, D2D, HTML5, IoT DIY, oneM2M 등
최신 표준기술 교육 및 동향 세미나
전문인력 양성 국
 제표준화 전문가 교육연2회, 무료,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일반과정/
고급과정, 정보보호제품 평가 인증 교육, CC 평가 제출물 작성교육
컨설팅 SW 품질인증, 품질관리
일러스트레이션 신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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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SW 테스트 전문가CSTS 자격시험Foundation Level/Advance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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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가 ‘무료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2
3

신청

전문가 매칭

미팅 일정
협의

TTA 회원이 되어 보세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정보통신표준의 내용을

사업참가 구분

아래 홈페이지의 신청란에 적어주세요.

정회원사 모든 표준활동 참여

assist.tta.or.kr

준회원사 1개 특정부문 표준화 활동만 참여

내용이 접수되면 전문가를 매칭하여 이메일로 알려드리고,

사업참가 분담금

자문서비스의 상세 이용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정회원사 1구좌당 260만 원
준회원사 130만 원
참여방법 www.tta.or.kr
TTA 소개/회원사 가입안내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자문 내용과 일정을 협의합니다.
자문 일정이 정해지면 TTA에 알려주세요.
전문가 자문은 세미나, 소규모 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참가 혜택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표준총회 및 표준화위원회 활동 참여
국제표준협력프로그램oneM2M, 3GPP, 3GPP2 등 가입자격 부여

4

자문 만족도
측정

납입구좌 수에 따른 정보통신표준화총회 투표권 부여준회원사 제외
자문이 끝나면, 상기 홈페이지에 자문 결과를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 제공횟수 제한 없음

간단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선정시 우대
표준화 인프라 활용교육 . 행사 할인, 표준정보 서비스 등
시험인증 수수료5% 할인
TTA 간행물 무료 제공

문의처 consulting@tta.or.kr | 031-724-0117 | assist.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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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member@tta.or.kr | 031-7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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