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
TTA가 자문서비스를 통해 해결해 드립니다.
ICT 표준 /기술 자문서비스 사례집 2016

consulting@tta.or.kr | assist.tta.or.kr

a s s i s t . t t a . o r . k r

TTA와 함께한 ICT 표준화의 힘

자문서비스
사 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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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에는 2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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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통신진흥기금으로 시행한 정보통
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
로 발간된 자료로 무단 복제를 금
하며, 내용을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의
결과임을 밝히고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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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모텍,

TTA 자문으로 국제 표준 포석
공진형 무선충전 기술 표준의 국산화 꿈꿔

‘전선 없는 세상’이 확대된다. 스마트폰에 실용화된 무선충전 기술이 조만간 의료기기,

㈜아모텍의 주요 성과 내용

교통수단 등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Wi-Fi)에 빗대

세계일류상품 재선정 ‘Chip Varistor’(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특허경영대상 대상 수상(산업통상자원부)

‘와이파워(Wi-Power)’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전기와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궁극적 지향점이자 오늘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기술 분야 중 하나이다.
신소재 기반의 IT·에너지 종합부품기업 ㈜아모텍은 무선충전 기술의 핵심인

2014년

K-tech(케이테크) 10대 기술 선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3년

글로벌전문기업 선정(산업통상자원부)

2012년

부품 소재 전문기업 인증(지식경제부)

안테나 설계기술과, 자기장차폐, 방열 관련 다수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제품에도 이 특허기술들을 적용하고 있으나 특허권을 확장하려면 표준특허가 필수적이었다.

한편 무선충전 시장에서는 상당한 통합을 거쳐 WPC와 AFA의 두 개의 컨소시엄만 남게 되었다.

㈜아모텍이 TTA에 자문 서비스를 요청한 것은 이 때문이다.

WPC는 자기유도 방식 무선충전 표준을 지원하며, AFA는 2015년 11월 각기 다른 방식을 지원하는

㈜아모텍은 TTA의 시험인증을 거쳐 2016년 7월 무선충전 국제 표준화 단체인 A4WP에

무선충전 표준화 단체인 A4WP와 PMA의 합병으로 탄생하였다. AFA는 자기유도 방식을 주로 개발

자사 제품을 등재시키는데 성공했다.

하던 PMA와 자기공명 방식의 A4WP가 합쳐진 만큼 두 기술의 단점을 상쇄하고 장점은 더욱 강화한
표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모텍은 시장의 요구가 WPC 방식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도가 높은 공진형 무선충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AFA 표준의 필요성을 일찍이 파악한 ㈜아모텍은 발 빠르게 이를 흡수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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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충전
국제 표준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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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방식 무선 충전
국제 표준화 단체
PMA
Power Matters Alliance
자기유도방식 무선 충전
국제 표준화 단체
AFA
AirFuel Alliance
무선 충전
국제 표준화 단체

을 모색했다. 그러려면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부터 찾아야 했다. 국내외 등록한 특허만
300여 개에 달하는 ㈜아모텍이었지만, 기술 분야의 표준화 동향을 면밀하게 판단하기에는 중소기업

진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기술 표준으로 부응한다

무선충전 기술은 크게 자기유도 방식과 자기공명 방식으로 나뉜
다. 자기유도 방식은 제조가 쉽고 안정성이 높지만 자기장이 약해
대부분의 유효 거리가 고작 몇 mm에 불과하고 전송거리가 멀어

지면 효율이 낮다. 이에 반해 자기공명 방식은 공진 현상을 이용하며, 발신 장치와 수신 장치가 모
두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접촉할 필요가 없어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어도 충전이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통신
MST
Magnetic Secure
Transmission
마그네틱 보안 전송

으로서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이구동성으로 TTA를 추천했다. TTA는 AFA의 전신인 A4WP로부터 세계 최초로 국제공
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는 TTA가 무선전력전송 분야 내 세계적 수준의 시험인증 기술력
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으로, AFA와 국제표준화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로 이
어지기도 했다.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유효거리가 수 미터에 이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기기를 충전
㈜아모텍의 주요 보유 기술

할 수도 있고 먼 미래에는 주머니나 가방에서 기기를 꺼낼 필요도 없다.
재료기술

㈜아모텍이 자기공명 방식인 공진형에 주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모텍에는 이미 무선충전과
NFC, MST 안테나를 하나로 집약한 콤보 모듈 형태의 안테나 기술이 있었다. 독보적인 소재 기술
로 콤보 안테나 구현의 핵심 소재인 페라이트 차폐시트와 비정질 금속(Amorphous Metal)을 이용한
메탈 차폐시트의 생산을 자체 특허기술로 내재화했다. ㈜아모텍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량의
WPC 방식 콤보 안테나와 자기장 차폐시트를 생산하는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다.

PRODUCT

설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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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기술

Ceramic, Ferrite 등 재료 기술
자체 원재료 조성 기술

설계기술

형화 설계기술
박막 패턴 설계기술 회로 설계기술
매칭 최적화 기술 (안테나, 모터 드라이버)

공정기술

세라믹 양산 프로세스 구축
열처리 컨트롤 기술
정밀 제조 공법 (인쇄, 단자형성 등)

LEADERSHIP

공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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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텍 TTA 자문으로 국제 표준 포석

돌파구를 제시하는
최적의 멘토

TTA는 무선충전기술전문가인 ETRI 조인귀 박사와 한국전기연구원 박영진

시장 확대로 향후 안테나 부분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부터는 TTA의 도움으로

센터장을 ㈜아모텍과 연결했다. 기술 전문가와 표준 전문가가 ㈜아모텍을

개선된 솔루션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통한 표준특허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자문은 먼저 각 표준화 단체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는 데서 시작했다. WPC와 AFA의 표준 문서들을 함께 살펴보고 이들과 관련된 최신 표준 정보

“중소기업으로서 기술개발에만 전념하다 보면, 포괄적 시각으로 국제 표준까지 준비 할 여유가

를 제공하였으며, 무선충전 기술에 활용 중인 ㈜아모텍의 자기장차폐, 방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다

없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표준화 실무를 하고 계신 전문가로부

면밀히 분석했다.

터 방문 교육을 받게 되니 비로소 국제 표준에 대한 중요성도 알게 되고, 구체적으로 기업에서 무엇

기존 국제 표준화 단체와 각각의 표준 작성법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자 마침내 ㈜아모텍이 표준

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TTA 자문 서비스는 중소기업들에 표준화에 대한 인식

특허를 발굴하여 국제 표준으로 제안할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아모텍이

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에게 알려져 활용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진 기술을 표준특허에 담기 위한 단계적 방안으로 측정과 인증부터 시작할 것을 권유했다.
㈜아모텍은 차후에도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의 공진형 무선전력전송 기술 개발에 TTA 자문서비스를
㈜아모텍이 필요로 한 서비스

활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모텍이 ‘World First, World Best’라는 모토로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

TTA가 제공한 서비스

국제 표준화 단체의 구조 및
최신 표준 정보

·자기유도 기반 표준화 단체의 구조 및 특성 설명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 현황 및 트렌드 정보 제공
·국제 표준을 제안하기 위한 전략 조언

자기장차폐, 방열 및
안테나 기술의 표준특허
발굴 방안

·자기장차폐, 방열 기술에 대한 보유 특허 분석
·표준특허 발굴 가능성 및 전략 제시
·표준화 과제를 통한 단계적 표준특허 발굴 방안 조언

까지 적극적으로 진출해 나갈 때, TTA도 옆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6.78㎒ 공진 주파수를 이용한 스마트폰 자기공진 방식 무선충전 수신기인 ㈜아모텍의 아모파워
(AMOPower)가 TTA의 시험인증을 거친 것도 단계적 전략의 일환이었다. A4WP 표준을 적용하고
블루투스 저전력 에너지를 활용해 큰 위치 자유도를 갖도록 설계된 이 제품은 전자신문과 TTA가 공
동 주관하는 TTA 시험인증 대상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로써 ㈜아모텍은 자문서비스 외적으로
도 TTA로부터 전시회를 통한 홍보와 수출지원 등의 지속적 후원 혜택을 받게 되었다.
“단계적 접근법이란, 우선 TTA에서 측정 기술을 병행한 국내 표준을 제안한 후 국제 표준으로 진출
하여 표준특허를 발굴하자는 것입니다. 아직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공진기의 성능 평가를 표준
에 담는다면 ㈜아모텍 기술의 우수성도 자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모텍이 보유한 자기장차폐 시트와 방열 시트 기술은 무선전력전송 및 무선충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 기술이다. 그러나 관련된 표준은 현재 WPC, AFA 어디에도 명확하게 기술된 것이 없
는 상황이라 앞으로 기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인귀 박사는 귀띔했다. 조인귀 박사는 특히 기업 입장
에서 상호 호환성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컨소시엄 표준이 그 가치가 높고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아모텍의 남현우 부장은 현재 칩과 안테나가 각각 절반씩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무선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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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아모텍

대표자

김병규, 정준환

홈페이지

www.amotech.co.kr

설립일

1994년 10월

주요사업

세라믹 부품, 감전보호소자, 무선충전,
NFC 안테나, BLDC 모터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80(남촌동)

무선충전 수신기 AMO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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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유양디앤유,

TTA로 LED빛에 날개를 달다
가시광 통신과 IoT 표준 세계 최초 접목 시도

LED 조명의 가시광에 데이터를 담아 보내는 가시광 통신(VLC) 기술 특허출원이
㈜아모텍의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개발 내용

2009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빛(Light)과 와이파이(Wi-Fi)를 합쳐 이른바 라이파이(Li-Fi, Light Fidelity)라고도 부르는

표준화기구

Wireless Power
Consortium

AirFuel Alliance

개발하려는 표준

관련된 표준특허 내용

전자기기의 중전력(15W급)
무선충전을 위한 차량용
표준 코일 및 자성체
모듈 기술 표준

15W급 충전출력을 지원하면서 차량에 탑재되는
전장부품에 요구되는 전자파 차폐 요구성능을
만족하고, 고출력에서 발생하게 될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열 방식을 고려한 차량 전장용
자기유도/자기공진 콤보 충전모듈의 코일구조

자기공진방식에서 단말의
위치에 무관하게 균일한
충전속도를 보장할 수 있는
무선전력 수신용 안테나

자기공진방식에서 수신 안테나의 특성에 따라
여러 단말기들을 다중 충전할 때 수신 안테나의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충전속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무선전력 수신용 안테나 구조

이 기술은 백만 분의 1초 간격으로 LED 조명을 켜고 끄는 것을 반복하여 데이터를 교환한다.
국내에서는 ㈜유양디앤유가 2013년 이마트와 협력해 쇼핑 관련 VLC 기술을 적용한
시범 사업을 한 바 있다.
㈜유양디앤유는 VLC 기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IoT를 접목해
사업을 다각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양디앤유는 관련된 특허를 개발하고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기 위해 TTA에 도움을 요청했다. TTA는 자문서비스와 함께
표준특허 인큐베이팅 사업을 연계하여 ㈜유양디앤유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IoT를 접목한 VLC 무선 통신 국내 특허와 PCT 국제출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모텍이 목표로 한 표준특허 기술은 무선충전을 위한 차량용 모듈과 균일한 충전속도를
보장하는 안테나에 대한 기술이다.
무선충전을 위한 차량용 모듈 표준과 관련해서는 발열 문제 해결을 위한 특허 기술에 초점을
두었다. 복수의 평판형 코일을 인증 규격에 맞으면서도 간편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지지 플레이
트와 평판형 코일을 조합한 모듈로써, 조립 시 노출되는 부위를 금속으로 처리하여 방열성능 개
선과 강성을 추가하고 전자파 차폐재와 방열 플레이트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무선전력 수신용 안테나 표준과 관련해서는 균일한 충전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특허 기술을
고려하였다. 기존 무선충전기의 안테나 상부에 단말기들을 올려놓고 충전할 때, 위치에 따라
충전속도가 차이 나는 자기공진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코일의 배치 형상과 코일 사이
간격을 조정하여 고른 공진을 갖도록 함으로써 위치에 따른 충전 효율의 편차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차량에 적용하여 무선전력전송 기기 및 전파응용기기 산업 발전 및 수출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표준개발을 통해 원가 인하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특허 PM 김광수(한국지식재산전략원)

미개척 신기술
국제 표준으로 선점한다

가시광 통신(VLC)은 켜져 있는 LED 조명을 이용하므로 추가 에너
지 소비가 적고, 기존 무선통신 주파수 대역보다 1만 배 넓은 가시
광 대역을 이용하므로 와이파이의 100배가 넘는 전송속도를 구현

할 수 있다. 또한, 장소, 시간 등에 맞춰 의도적으로 빛을 차단해 원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나가는 신
호를 방지함으로써 보안성도 높다. 기존 통신 기술들이 전자기파 간섭 문제로 병원, 항공기, 원자력발
전소 등에서 사용이 극히 제한되는데 반해 VLC는 이러한 제약이 전혀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데이터 요구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VLC는 기존 통신 기술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76년 창립한 ㈜유양디앤유는 하이브리드 IC, 광중계기, 시티폰, 통신 시스템과 같은 IT 사업으
로 기반을 구축했다. 현재는 3D, UHD, OLED TV용 전원공급장치, LED 조명 및 ICT를 융복합한
LED 솔루션과 홈네트워크, 스마트 그리드, 유비쿼터스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LED 솔루션과

VLC
Visible Light
Communication
가시광 통신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UHD
Ultra High Definition
초고선명 영상 해상도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유기발광 다이오드

ICT의 융복합을 추구하던 ㈜유양디앤유가 VLC 기반 IoT 서비스에 주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었다. ㈜유양디앤유는 5년간 ETRI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IEEE 802.15.7 VLC 표준 기술
을 보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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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디앤유의 주요 성과 내용
2015년

오스람 실바니아 LED 솔루션 공급계약 체결

2014년

LED 산업 신기술(가시광 무선통신) 최우수 대통령상 수상

2012년

600W LED 투광등 북미 안전인증 획득 및 첫 수출

2011년

지식경제부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

다각도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지원

㈜유양디앤유를 위한 IoT 분야 전문가로는 17년째 ITU-T, ISO/IEC
JTC1 등에서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 중인 고석주 경북대 IT대학
컴퓨터학부 교수가 초빙되었다. 자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논의된 것

은 VLC 기반 IoT 서비스 기술의 사업화 추진 방향이었다. 먼저, VLC 기술을 IoT 네트워크 및 서비스
에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박물관이나 대형 할인점의 안내 서비스, 대형 빌딩의 조명 제어 및
VLC 융합 IT 서비스 등 VLC 기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시나리오 발굴이 그 뒤를 이었다.

세계 최초로 VLC 기술을 상용화한 ㈜유양디앤유였지만 이를 Wi-Fi, LTE 등의 통신 기술과 차별화
를 두는 데까지는 힘에 부쳤다. 이에 신규 사업 영역 발굴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아예 통신 영역
에서 조명 영역으로 중점을 옮겼다. VLC 조명을 접속 수단으로 활용하여 IoT 서비스 영역에서 새로
운 부가가치를 찾고자 한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VLC와 IoT 각각의 영역에서 기술 개발과 표

다음으로는 도출된 아이디어의 국내외 특허출원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다수의 국가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PCT 출원을 진행하기 위해 표준특허 전문 변리사의 자문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ITU-T, OCF, IETF 등의 국제 표준화 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개발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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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VLC를 융합한 IoT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는 별다른 진전 상황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양디앤유가 필요로 한 서비스

표준화 성공가능성이 높은 분야였으나, 경험이 없는 ㈜유양디앤유로서는 국제 표준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독자적인 해결이 어렵던 때에 TTA의 자문서비스를 알게된 것은 좋은 기회였다. TTA는

TTA가 제공한 서비스

IoT 관련 국제 표준화 동향 및
VLC 기반 IoT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 전략

·ITU-T, OCF, IETF 등의 표준 동향 정보 제공
·VLC 기술을 IoT 서비스에 적용할 세부 방안 제안
·ITU-T SG20 등에 국제 표준화 추진 전략 제안

VLC 기반 IoT 서비스 기술의
사업화 추진 방향

·IoT 서비스에서 VLC 기술의 장점 극대화 방안 제안
VLC 기반 IoT 기술의 상용 서비스 시나리오 발굴
·VLC 기반 IoT 서비스 제공 방식 관련 신규 특허
공동개발(국제 특허 출원)

9개월간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월평균 2회의 세미나와 자문회의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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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사업의 고부가가치화, 차별화를 추구하던 ㈜유양디앤유는 TTA 자문 서비스로 신기술 표준화의
㈜유양디앤유 주요 보유 기술

우선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VLC 기반 IoT 서비스’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근간
이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부의 정보통신·방송 표준개발 지원 사업에 제안하여 ITU-T, IETF,
OCF 등에서도 적극적인 국제 표준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VLC 기반 IoT 서비스는 신규 서비스 및 제품을 창출해 낼 잠재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제적인 표준

MAC-ID MAC-ID MAC-ID MAC-ID
#1 전송 #2 전송 #3 전송 #N 전송

VLC 데이터 가변
업링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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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특허 발굴 및 국제 표준화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기에 핵심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확보
하면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관련 기업들에도 새로운 사업 영역을 제공할 수 있으니 국내 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석주 교수는 중점적인 국제 표준화 작업은 ITU-T SG20에서 추진하고, 세부 요소기술 및 시나리오
등의 표준화 항목은 IETF 및 OCF 등의 협의체 기구에 기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세밀하게

VLC-ZigBee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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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했다. 그는 TTA와 지식재산전략원이 연계한 원스톱 자문 서비스도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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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디앤유 TTA로 LED빛에 날개를 달다

였다. 특허사무소와 정부기관을 넘나드는 전방위적인 협력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고 고석주 교수
는 술회했다.

ITU-T SG20
ITU -T 산하
사물인터넷 연구 그룹

㈜유양디앤유의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개발 내용

㈜유양디앤유는 2016년 초 ‘가시광 통신을 이용한 매장 내 물품 추천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권
을 취득한 데 이어 6월에는 ‘가시광 통신 서비스를 위한 방법 및 장치‘ 특허권도 잇달아 취득했다.
TTA는 1차 자문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지원 대상 기업으로 ㈜유양디앤유의 표준특허 창출

표준화기구

개발하려는 표준

관련된 표준특허 내용

ITU-T SG20

가시광통신(VLC) 기반 IoT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명/디바이스, 탐색/등록 절차

가시광 통신기기 등록 방법 및 장치

ITU-T SG20

플랫폼 서버와 디바이스 간 IoT 양방향
서비스 구현을 위한 통신 절차 및
프로토콜(메시지 규격) 정의

가시광 통신 방법 및 장치

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TTA 자문서비스는 블루오션을 꿈꾸는 많은 기업들에 새로운 도전과 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유양디앤유 역시 VLC 기반 IoT 서비스로 LED 사업의 활로도 다시금 찾을 수 있게 되었
습니다. 앞으로 더욱 고도화된 기술개발을 통하여 당사가 이 부문의 대표 회사로 자리 잡도록 하겠

기존 가시광통신(VLC) 기술은 이미 구축된 조명 인프라를 정보 전달용 매체로 활용할 수 있다

습니다.”

는 이점이 있지만, 불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획일화된 정보를 한 방향으로만 제공해 양방향 소
통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조명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방향 Io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승완 ㈜유양디앤유 수석은 TTA 자문서비스가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적극적인 협력과 구체적인 조언

IoT 플랫폼 서버에 다수의 조명 및 디바이스를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을 받은 좋은 기회였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유양디앤유는 VLC 무선 통신 기술의 표준특허를

㈜유양디앤유가 목표로 한 ‘가시광 통신기기 등록 방법 및 장치’ 에 대한 특허는 이 절차를 획

선점하여 다양한 사업화 분야를 개척해 글로벌 시장을 리드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적으로 개선한 기술이다. 등록 절차가 간단해지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고부가 가치를 가지는 양방향 IoT 서비스 신산업 창출이 가능
하다.
또한, ‘가시광 통신 방법 및 장치’ 에 대한 특허는 플랫폼 서버, 조명, 디바이스 간 데이터 변환
을 포함한 통신 절차 및 메시지 규격을 정의하여, 특정 디바이스로 각기 다른 서비스 정보 또
는 제어 명령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특허를 활용하면 스마트 홈 환경에서 가시광 통신 기반의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특히 가시광 통신이 갖는 위치 정확성을 활용하면, 미아
찾기 등의 공공서비스, RF(Radio Frequency) 통신이 불가능한 특수 환경의 서비스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가시광 통신 기반의 플랫폼 기술은 조명만 설치되어 있으면 인도어(indoor), 아웃도어
(outdoor) 환경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 ㈜유양디앤유는 표준을 제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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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유양디앤유

대표자

김상옥

홈페이지

www.yuyang.co.kr

설립일

1976년 11월

주요사업

SMPS 모듈, LED 솔루션, HIC, 스마트팜, IoT 및
가시광 통신 모듈

주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길 223

로 구현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기술들을 특허망으로 구축함으로써 IP 기반 사업자로서
의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특허 PM 이준우(한국지식재산전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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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엠티,

TTA와 함께 후발주자에서 선도 그룹으로
해상통신 국제 표준 제정에 참여하여 업계 리드할 것

선박과 육상을 아우르는 해양 정보를 수집, 통합, 교환, 표현 및 분석하는 선박 운항체계인
㈜지엠티의 주요 성과 내용

e-Navigation은 배가 출항할 때부터 귀항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과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지엠티가 주목한 것이 바로 이러한 e-Navigation의 차세대 핵심통신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초단파를 이용한 데이터교환시스템인 VDES(VHF Data Exchange System)다.
위치기반 교통/상황 관제 및 항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엠티는 이미

2016년

해양수산부 2016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확대 구축 사업

2015년

해양경찰청 V-Pass 시스템 4차 구축사업

2014년

해양수산부 제 5차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고도화 사업

2013년

해양경찰청 원거리추적감시시스템 3차 구축

기존의 리치미디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솔루션들을 실용화했던 쟁쟁한 경험이 있지만,
VDES는 이제 막 국제 표준개발을 검토 중인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다.

이제 막 VDES 장비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국제 표준개발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은 ㈜지엠티에게

TTA는 국제 표준 관련 경험이 전무했던 ㈜지엠티를 표준 전문가 네트워크에

커다란 기회이자 분수령이었다. 지금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표준개발에 참여하면 표준과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였다.

불어 서비스 및 관련 기술을 동시에 개발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업계를 선도해나갈 수 있다.

해상통신용 수신기 EyeCOM-VAAR

㈜지엠티가 목표로 하는 것도 그것이었다. 그러나 참여하지 못할 경우 시기를 놓치면 시장진출 자체
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지엠티는 탄탄하고 실력 있는 기업이지만, 국제 표준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라는 규모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비용 등의 문제로 국제 표준화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도 쉽지 않을뿐
더러, 특히 해양 분야는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료 공유를 받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제정
된 국제 표준에 대한 후발적인 대응만이 가능한 것인지 고민하던 ㈜지엠티에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새로운 기술이 가져온
절호의 기회, 국제 표준이 답이다

현재 국제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는 VDES는 VHF(초단
파) 대역에서 항해 안전정보 등의 데이터에 대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상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다. 이

는 기존에 사용하던 선박자동식별장치(AIS)에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AIS 응용메시지와 VHF 주파
수를 이용하는 데이터 링크 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친 것이다. 이러한 VDES 기술은 앞으로
e-Navigation 통신 및 서비스의 기반이 될 기술로써 관련 서비스 및 장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는 현재 논의 중인 국제 표준화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VDES
VHF Data Exchange System
VHF 대역의 데이터교환시스템
VHF
Very High Frequency
초단파
AIS
Auto Identification System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지엠티는 해양안전 국제법 규정에 따르는 AIS, 해상 위치기반 선박모니터링(VMS) 등 세계적 수준
의 해상통신 및 관제기술로 활약해 왔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통합상황관제시스템은 정부사업의 예
산절감에도 기여했다. 다양한 솔루션을 국산화하며 노하우를 축적한 ㈜지엠티는 e-Navigation이
해양 ICT 분야에 대두하자 VDES가 그 중심이 될 것을 예상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에 착

은 TTA와 연계한 자문서비스를 소개했다.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 통신 기술

㈜지엠티의 주요 보유 기술

위치관제
(Surveillance)

핵심기술
최고의 선박 관제,
시물레이션 제품/솔루션

(주) GMT사이버네틱스 로고 GMT Cybernetics.Co.Ltd.,

항해
(Navigation)

GIS
기술

로고 영문

LOGO DESIGN

·사용자관점의 개발툴킷/고도화된 기술인증

+

전문기관

≫

·차별화된 GIS기술(육/해상통합) 확보

무선통신 /
RF

·독보적인 제품/솔루션 제공

수했다.
한국해양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로고 국문
LOGO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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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원한
서비스, 30년을 내다본다

TTA는 ㈜지엠티를 위한 맞춤형 자문을 위해 해상통신장치
권위자인 한국해양대학교 유영호 교수와 한국선박전자산업
진흥협회의 모수종 국장을 전문가로 초빙하였다. 전문가들

은 약 10개월간 ㈜지엠티와 매월 자문회의를 가지고 VDES 국제 표준화 진행의 동향을 전달하는 한
편, 표준을 적용한 제품 개발을 위한 올바른 접근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이 제공한 정보는 IALA 표준제정 시 국제협력이 이루어지는 단계별 과정과 같은 기초 지식
에서부터 IALA, ITU, IEC 등의 작업 진행 정도 및 관련 국제단체의 인적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상황
까지 아울렀다. 특히 VDES의 e-Navigation 활용에 관한 연구사례 등은 기술 개발에 직접적인 도움
이 되었다.

IAL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ghthouse Authorities
국제항로표지협회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표준회의

이근석 ㈜지엠티 대표는 초빙하기 어려운 전문가로부터 방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TTA 자문
의 큰 혜택 중 하나로 꼽았다.
“중소기업의 여건상 새로운 표준이나 시장을 파악할 기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IALA,
ITU-R과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의 경우 전혀 활동이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끼어들기가 불가능
한 상황이었죠. 이번에 TTA의 도움으로 IALA 쪽에 대응하는 전문가 네트워크 풀에 포함될 수 있
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TTA 자문서비스는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가려운 곳을 적시 적소
에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이더군요.”
㈜지엠티는 보유 중인 다양한 해양 IT 관련 기술에 자문서비스로 확보한 표준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엠티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VDES 국제 표준 제정 동향

·IALA, ITU, IEC 등의 VDES 표준 진행과정 정보
·IEC 표준 제정을 위한 단계 및 국제협력 전략
·VDES와 관련한 국제 표준화 단체의 인적 네트워크 정보

VDES의 e-Navigation
활용 및 국제 표준 제정

·IMO의 e-Navigation의 경과 과정과 목적 등에 대한 정보
·VDES의 e-Navigation 활용에 관한 연구사례 등
·VDES 국제 표준 제정을 위한 전략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TTA 자문서비스 이후 단기적으로는 차년도 미래부/산업부
표준화 사업 수주를 추진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해양 IT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것
이라고 다부진 의지를 드러냈다.

ITU-R
ITU Radiocommunication
Sector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통신 부문

자문 과정을 통해 ㈜지엠티가 시도할 수 있는 표준 제안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수정되었다. 초기 구상
했던 VDES 통신의 핵심인 변조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표준 및 특허 대부분이 ITU-R에 권장
사항으로 존재하므로 채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보다는 아직 초기 단계인 활
용 및 시험 방법에 관한 IALA 표준을 노리며 장비 표준과 병행해 서비스 표준을 제안해보는 것으로
새롭게 전략을 수립했다. 유영호 교수는 아울러 해당 분야의 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MOU를 맺는 등의 표준 외적 활동 역시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2020년

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국제 해상조난 및 안전통신제도
(주) GMT사이버네틱스 로고 GMT Cybernetics.Co.Ltd.,
로고 영문
LOGO DESIGN

경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는 새로운 GMDSS까지 고려한 것으로, ㈜지엠티가 당면한 과제를 넘어서
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과거 1990년대에 독자적 GMDSS 시스템 개발로 국내 항해통신 제조기반이 크게 성장할 기회가
있었으나 변화하는 표준을 제때 수용하지 못해 결국 국제시장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새로
운 기술 개발에 뒤처져 있는 원인이죠.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향후 30여 년 간 국제시장진출은
조선시장 불황과 맞물려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TTA 자문 전문가들이 ㈜지엠티를 단순한 클라이언트 이상으로 여기며 함께 도전에 공을 들이는 이
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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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지엠티

대표자

이근석

홈페이지

www.gmtc.kr

설립일

2002년 05월

주요사업

해양 IT 솔루션, 무선통신장치 HW, 해양안전 SW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9-22,
판교W- CITY 7층(711~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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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티 TTA와 함께 후발주자에서 선도 그룹으로

04 휴맥스,

TTA와 손잡고 미래로 도약
차세대 무선랜 국제 표준 한 발 먼저 준비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확산으로 무선랜은 이제 현대인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지엠티의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개발 내용

IEEE 802.11 표준은 모바일 기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무선 근거리 통신망 기술인
무선랜 와이파이를 정의하는 표준이다. 무선랜 기술은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며,

표준화기구

ITU-R SG5
WP5B

IEC TC80 WG15

개발하려는 표준
ITU-R M.2092 :
Technical characteristics for
a VHF data exchange system
in VHF maritime mobile band
차세대 해상통신 통합 장치 개발 및
이를 이용한 MSP 양방향 교환
표준기술 (시험/인증)

관련된 표준특허 내용

스마트그리드, IoT 등과 같은 새로운 응용서비스들로 인해 더욱 일상생활에 밀접해지고 있다.

해상통신시스템에서 멀티 패킷 데이터의 효율적
전송방법 및 멀티 패킷 데이터 송수신 장치

㈜휴맥스는 다수의 무선랜 제품으로 디지털 방송을 선도하는 게이트웨이 제조업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되며 최신 와이파이 표준 및 차세대 표준인 802.11ac와

TDMA 기반의 무선통신시스템에서 송수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빔포밍 안테나의
제어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무선통신장치

802.11ax 표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졌다. TTA 자문서비스를 만난 ㈜휴맥스는
이를 응용한 표준특허 제안과 미래부 표준개발 사업 제안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선박용 VDES 장비의 무선 성능에 대한 원스톱
자동화 시험 계측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시스템

㈜지엠티가 표준특허를 목표로 하는 기술 중 하나는 해상통신시스템의 데이터 전송방법 및 송수신
장치에 대한 기술로서 트래픽 과부하 및 전송 지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존 해상통신시
스템(AIS)의 TDMA 슬롯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해상통신 데이터 양이 증가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송수신 성능 향상을 위한 안테나 제어 방법 및 무선통신장치에 대한 특허 개발도 추진하
였다. 기존의 해양 무선통신 환경의 해상통신시스템은 데이터와 함께 위치정보를 수신하게 되

국제 표준으로
다음 세대에 대비한다

현재 대부분의 최신 스마트 기기에 탑재된 무선랜 표준은 IEEE에서
제정한 802.11ac 표준이다. IEEE에서는 차세대 무선랜 표준으로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는데, 이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동기화된 빔포밍으로 송수신 성능향상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802.11ax 표준을 4년에 걸쳐 개발하고 있다. 기존 표준이 이상적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다. 수신감도 향상과 도달거리 증가로 비용대비 우수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차세대 해

환경에서의 최대 전송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던데 반해, 11ax 표준은 다수의 AP와 단말이 혼재된

상통신시스템(VDES)에 필수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사용 환경에서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능 향상에 주력한다. 또한 IEEE에서는 무선랜 기반 IoT

LRLP
Long Range Low Power
장거리 저전력

두 번째는 차세대 해상통신 통합 장치 개발과 이를 이용한 MSP 양방향 교환기술이다. 이와 관련

기기들을 지원할 장거리 저전력(LRLP) 통신 기술도 논의하고 있다.

해 향후 도입될 차세대 해상통신시스템(VDES)에 대비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 정확성, 신속성을

1996년 아시아 최초로 유럽 표준규격(DVB) 디지털 위성방송용 셋톱박스를 개발한 ㈜휴맥스는 글로

보장하는 표준 검증 방법 및 자동화 시험 계측 방법과 시스템을 특허로 개발하였다. 이는 VDES

벌 게이트웨이 전문업체로서 비디오 게이트웨이 등 다양한 방송/통신 기술을 갖추고 있다. 4K 영상

표준화 이후 생산되는 장비들의 시험과 검증에 활용될 수 있다.

을 위한 HEVC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셋톱박스 외에도 통신 서비스용 모뎀/공유기, 스마트홈

㈜지엠티의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특허가 국제표준화를 통한 표준특허로 이어진다면, 선박

솔루션 등으로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 주변 해상 정보 등을 안정적으로 송수신함으로써 해상 교통 및 수송

표준특허 PM 김헌업(한국지식재산전략원)

2016년

iF Design Award Product Design 본상(2015, 2016)

2015년

Reddot Design Award 수상(2014, 2015), IDEA SILVER Award 수상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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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고효율 비디오 부호화

㈜휴맥스의 주요 성과 내용

의 안전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며, 해양 생태 및 환경 연구를 위한 자료 전송 인프라 및 정보체
계로도 활용되어 선박 및 항해장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다.

4K 영상
가로 3840, 세로 2160
픽셀수를 가진 영상

호주 올해의 제품 선정(HMS-1000T)
영국 리테일 시장 점유율 No.1(55%) (출처: Gfk, 2013.11~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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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제 표준화 기구 IEEE에 국내 중견업체가 단독으로 뛰어

표준 동향 예측에서 주도적
표준 제안까지

들어 동향을 파악하고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휴맥스와 같이 전도유망한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국제 표준화 회의 참가 및 표준을 제안한 경험이 부족한 개발 인력들만으로는 차세대 표준 기술

자문의 골자는 추후 제정될 무선랜 기반 IoT 표준이 제공할 기능
들을 파악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미리 설계해 보는 것이었다. 새로

WFA
Wi-Fi Alliance
와이파이 얼라이언스

운 IoT 무선랜 표준은 기존에 출시된 수많은 무선랜 기기들과

을 앞서서 연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결국, 외부에서 802.11 계열의 표준 전문가를 찾던 ㈜휴맥스는

필수적으로 공존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한 기술 설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전문가와의 논

TTA에서 무선통신 전문가 풀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TTA 자문서비스의 문을 두드리게

의로 가정 내 IoT 기기들을 지원할 무선랜 기반 LRLP 통신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한 ㈜휴맥스는 기술

되었다.

개발을 위한 초기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수행했다.

㈜휴맥스는 오퍼레이터의 요구사항에 맞춰 셋톱박스 등을 적용 및 개발하는 능력은 있으나, 신규무

이를 위해 무선랜에 협대역 통신개념이 도입되었다. 레거시 및 11ax 표준을 상세히 분석하여 기존

선 통신 표준 기술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품에 구현시키는 부분은 중견기업의 여건

무선랜 기기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기술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IoT 기기를 지원

상 어려운 부분이었다. TTA는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의 곽진삼 대

하는 시나리오를 목표로 하여 최신 11ax 표준 탑재 무선랜 AP에서 함께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설계

표를 ㈜휴맥스의 멘토로 선정했다. 9개월간 이어진 자문서비스 동안 월 1회 이상의 사내 기술 세미나

에 중심을 맞추어 자문이 진행되었다.

등이 개최되었다.

㈜휴맥스의 주요 보유 기술

Optional
Light

Smoke
sensor

Motion
sensor

Door
sensor

Smart
Plug

Siren

Partnership with
3rd party service provider
Monitoring Call Center
Rescue Service

㈜휴맥스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IEEE 802.11의 최신 표준 정보

·I EEE 802.11 전체 동향 제공
·11ax 표준의 주요 기술 및 표준화 현황 제공
·향후 휴맥스 무선랜 제품의 주요 기능들 제안

장거리 무선랜 차세대 표준 기술
선점을 위한 공동 연구

·무선랜 기반 IoT 기기를 위한 협대역 장거리 무선랜 프토토콜 논의
·장거리 무선랜 기기의 무선랜 프레임 포맷, 상하향 통신 방식 제시
·11ax 기기와 장거리 무선랜 기기와의 효율적인 공존을 고려한
혼합 프레임 포맷 및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법 연구

㈜휴맥스는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개발 실무진들의 802.11 계열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아울러 수동적으로 인증만을 받던 WFA(Wi-Fi Alliance) 기술 전반에 대해서도 파악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표준 제안 시 독자 기술이 적용된 기능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ZigBee
Z-Wave
Bluetooth

㈜휴맥스는 차세대 무선랜 IEEE 802.11ax 규격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응용표준 개발을 핵

Smart Home Service Platform
Monitoring & Control
Cloud Storage
Streaming & P2P
Connectivity Mgt.

심 목표로 잡았다.
“준비 중인 장거리 무선랜 표준은 11ax 표준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

IoT Gateway

Cloud Platform

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표준 기술 채택 여부를 떠나서, TTA 자문서비스를

IoT Things

통한 ㈜휴맥스의 무선랜 표준 제안은 먼저 해외 선도 기업들에 대항해 국내 자체 기술력을 확보
하고자 노력했다는데 첫 번째 의의가 있습니다.”
LAN

표준 전문가인 곽진삼 대표는 이번 자문으로 ㈜휴맥스가 습득한 11ax의 특성을 반영해 가정 내 IoT 기
기를 위한 장거리 무선랜 통신기술을 미리 개발해 볼 것을 조언했다. 추후 장거리 무선랜 표준화 논

IP Came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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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Router

STB(TV)

PC(Web)

Mobile

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단순한 게이트웨이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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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맥스 TTA와 손잡고 미래로 도약

넘는 ㈜휴맥스만의 차별화된 무선랜 제품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내다보았다.
㈜휴맥스의 강기원 부장은 단기적 경영에 급급한 다양한 중소·중견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 협력 조약

㈜휴맥스의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개발 내용

판단된다고 TTA 자문서비스를 평가했다.
표준화기구

“그전까지는 포괄적 시각에서 표준과 시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통신 표준을 개발할 기회도 없었고요. TTA 자문서비스가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에 알려지고 활용될

개발하려는 표준

IEEE 802

LR 시퀀스

IEEE 802

HE-LR 혼합 PPDU 포맷

Method and Apparatus For Wireless Communication
Using Mixed PPDU Format In A Long Distance
Wireless LAN Environment

IEEE 802

HE-LR 혼합 PPDU 포맷 기반
RU 할당 방법

장거리 무선랜 환경에서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무선 통신 방법 및 무선 통신 단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맥스는 이번 자문을 활용해 앞으로 기업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WFA 인증 관련 표준개발도
추진해보고자 한다고 의욕을 보였다. 내실을 다진 후에는 미래부 정보통신 방송표준 개발지원사업

관련된 표준특허 내용
레거시 스테이션과 혼재된 환경에서 장거리 무선랜 스테이션을
위한 효율적인 상하향 무선 통신 방법 및 무선 통신 단말

에도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과제화가 되지 않더라도 TTA는 출원된 특허들에 대한 후속 관리 및
표준화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차후의 PCT 국제 출원 등을 통한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활동

기존 무선랜 기술은 단거리에서만 통용된다는 단점이 있다. 휴맥스는 장거리 IoT 서비스를 제공할

을 도울 계획이다.

수 있는 무선랜 기술과 관련된 표준특허들을 마련했다.
‘레거시 스테이션과 혼재된 환경에서 장거리 무선랜 스테이션을 위한 효율적인 상하향 무선 통신
방법 및 무선 통신 단말’ 표준특허는 엑세스 포인트와 스테이션 간에 효율적으로 장거리 무선랜
통신을 지원하는 상하향 통신 시퀀스를 정의하여 레거시 스테이션과 장거리 스테이션이 혼재된
셋톱박스 및 게이트웨이
H4, HG3310 등

환경에서 저전력으로 장거리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Method and Apparatus For Wireless Communication Using Mixed PPDU Format In
A Long Distance Wireless LAN Environment’ 표준특허는 혼합 PPDU 포맷을 활용해 통신
하는 기존 고효율 스테이션과 장거리 스테이션이 혼재된 환경에서, ‘장거리 무선랜 환경에서 주파
수 분할 다중 접속 무선 통신 방법 및 무선 통신 단말’ 표준특허는 혼합 PPDU 포맷 기반의 RU를
할당하는 레거시 스테이션과 장거리스테이션이 혼재된 환경에서 저전력으로 장거리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표준특허 ‘장거리 무선랜 환경에서 상향 링크 전송을 위한 무선 통신 방법 및 무선 통신 단말’
기술은 장거리스테이션의 상향 링크 전송 통신을 수행하는 레거시스테이션과 장거리스테이션이
혼재된 환경에서 저전력으로 장거리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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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휴맥스

대표자

김태훈

홈페이지

humaxdigital.com

설립일

2009년 10월

주요사업

셋톱박스, 게이트웨이, 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AVN)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16

저전력-장거리 차세대 무선 랜기술 사용이 확대되어 향후 IoT 서비스에 적용되면 위와 같은
표준특허로 차세대 무선랜 응용 표준제품 시장을 선점해 특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IEEE
802뿐만 아니라 무선랜 응용 표준개발 및 제품 인증을 담당하는 WiFi Alliance 표준화 기구에서
도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특허 PM 정석현(한국지식재산전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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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넥스트랩,

TTA 표준 적용해 솔루션 개발 성공
영상 기반 UX(사용자경험) 품질 지표로 오랜 개발 결실

01
수요조사

02
방문·애로사항
청취

UX(User eXperience)가 디지털 시대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06
성공사례
발굴

UX란 사용자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 경험을 말한다.
ICT 표준기반
제품·서비스 구현 자문

03
대상기업
선정

개인화된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이 보편화되어 사용자와 기기 간 상호작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UX에 대한 정량적 측정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었다.
㈜넥스트랩은 UI/UX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취득한 원천특허기술 바탕으로

05
맞춤형
표준자문

UX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연구소다.
2013년부터 IPTV 체감품질(QoE) 및 UX 솔루션을 개발하던 중, 단계별 정량화 요소 및

04
전문가 섭외

계측 방법에 대한 도움이 절실해졌다. 관련 표준을 보유한 TTA가
㈜넥스트랩에 표준 제정에 참여한 위원을 전문가로 소개했다.
TTA 자문서비스는 솔루션 개발 기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며

제품서비스 구현 자문

사업화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ICT 표준을 기반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기업에게는 표준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기술개발, 표준화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담합니다.
검토회의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게는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멘토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자문서비스를 진행합니다.

필수 표준 작성 위원을
맞춤 자문 전문가로

제품의 제조, 시험 과정에서 획득한 영상을 기반으로 이상 현상, 불
량 등을 감지하는 솔루션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상당 기간 발전해
온 분야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서비스품질(QoS), 비디오 및 오디

오 체감품질(QoE)에 대한 연구 결과나 표준은 다양한 데 반해, UX 품질 요소에 대한 지표 정의, 측
정 방법 및 품질 기준 표준화는 산업계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TTA는
2015년 ‘영상 기반 UX 품질 지표(TTAK. KO-01.0201)’ 표준을 발표했다.
㈜넥스트랩은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 스마트 기기에 대한 UX 정량화 평가 기술과 테스트 자동화

UX
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
QoS
Quality of Service
서비스 품질
QoE
Quality of Experience
체감 품질

기술을 기반으로 2012년 출범했다. UI/UX 품질평가 전문업체로서 TV, 스마트 디바이스, 자동차용
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AVN) 등 다양한 영상 기반 기기의 성능/감성 평가에 특화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는 품질 평가 대상을 IPTV 셋톱박스, 자동차 내비게이션에까지 확대했다.
최근 딥러닝 기반 실시간 영상 평가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특허 출원을 완료하여 시장 선점을
목표로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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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는 ‘영상 기반 UX 품질 지표’ 표준 작성에 참여한 위원 중 IPTV 품질 관리 전문가인 서범석

㈜넥스트랩의 주요 성과 내용
2016년

2015년

SK브로드밴드에 IPTV 서비스 체감 품질 자동화 솔루션 ‘BeyondTest STB’ 납품

SK브로드밴드 매니저를 자문 전문가로 초빙했다. 서범석 매니저는 기존에도 ㈜넥스트랩과 협업한

LG전자 VC사업부에 자동차 내비게이션 품질 평가 자동화 솔루션 납품

인연이 있으므로 자문서비스 과정도 더욱 원활할 것이라는 세심한 판단이었다. ㈜넥스트랩은 자문

SK텔레콤에서 IPTV 서비스 UX 품질 정량화 및 시나리오 테스트 자동화 R&D 수주

서비스 3개월간 사업화 방향과 전략적인 기술 개발 방안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AR
Augmented Reality
증강 현실

LG전자에 카메라 체감 품질 자동화 솔루션 납품
IPTV UHD 영상 품질 실시간 평가 부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정(중소기업청)

2014년

HDMI
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스마트 기기 UX 품질 정량화 부문 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중소기업청)

㈜넥스트랩의 UX 품질 측정·분석 기술을 다른 모든 영상 기기에도 적용하려면 TTA의 ‘영상 기반

자문서비스로 얻은 혜택
그대로 주력 제품화

현장에서 실무를 겸하는 전문가와의 자문으로 ㈜넥스트랩은 현재
통신사에서 주도하고 있는 IPTV 시장에 대한 이해와 향후 필요 기술
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TTA 표준을 응용해 지표 정의와 측정

UX 품질 지표’ 표준이 필수였다. 기술적인 면은 TTA가 공개한 문서로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이해할

방법에 대한 의문점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이는 2017년도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방향을 잡는 데 상당

수 있었다. 그러나 현업에서 표준이 적용되고 응용되는 방식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파악하기 힘든

한 도움이 되었다.

VR
Virtual Reality
가상 현실
딥러닝
Deep Learning
기계 학습 기술

부분이었다.
특히 다양한 사업자 및 단말 환경에서 QoE와 UX를 측정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네트워크 적
요소인 QoS와 감성적 요소인 QoE, UX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 등은 전문가의 의견이 꼭
필요했다.
㈜넥스트랩의 주요 보유 기술

Test Framework

External
Adapter

테스트
시나리오
구성

테스트 수행
Diagram 혹은
Script로
시나리오 구성

화면인식을 통한
테스트모델
자동생성

테스트 자동화

센서 데이터 취득

Analysis Engine & Dashboard

User

테스트
결과확인
및 구성

대용량 데이터 관리
Watcher 기반
실시간 병렬처리

Vision 기반
제어/분석

Model 기반
제어/분석

다양한 형태로
Report
구성가능

Application Creation
App 실행
/결과확인
및 분석
자주 사용하는 테스트 & 분석 기능을 다양한 형태의
BeyondTest App으로 구성가능함

외부 Engine 및
리소스 활용

㈜넥스트랩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영상 기반 UX 품질의
정량적 분석·계측 기술

·국내외 표준기구의 QoS, QoE, UX 관련 동향 제공
·TTA UX 품질 지표 세부 사항 설명 및 기술 자문
·IPTV 서비스 품질 측정/분석 방법 및 솔루션

IPTV 서비스용
셋톱박스의 개발, 운영, 시험,
평가 전반에 대한 요구 사항

·IPTV 셋톱박스 개발/시험 절차
·IPTV 셋톱박스 시험 항목, 성공/실패 기준
·IPTV 셋톱박스 시험 환경 구성을 위한 N/W 및 시스템 구축 방법
·각종 개발/시험 시료 등

TTA 자문서비스는 솔루션 개발 및 검증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환경 구성 및 기존 서비스 사업자
의 품질 관리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솔루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Device
Adapter

TTA 표준이 구현된 HDMI 캡처 기반의 IPTV 서비스 및 셋톱박스 품질 평가 솔루션인 BeyondTest
STB, 터치 기반 디바이스(스마트폰,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품질 평가 솔루션인 BeyondTest TSD은

Sensor
Adapter

㈜넥스트랩의 주력 제품이다.

Data
Manager

“UX 테스트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요한 시장으로 발전 및 확산 가능성이 충분한 분야입
니다. UX에 대한 정량평가/분석 솔루션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

External
Plugins

스마트디바이스
및 Display
디바이스
카메라, 센서 등
DB, Excel
외부 엔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VR/AR 등 신기술 응용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기존 2차원 평면에서 이루어지던 UX 상호작용
이 더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되며, 관련 UX 측정·분석에 대한 신규 시장도 창출될 것이라고 서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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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랩 TTA 표준 적용해 솔루션 개발 성공

06 A2U정보통신,

국내 최초 칩셋을 국제통용 완성형으로

저전력광역통신 표준으로 200억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매니저는 내다보았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지금과 같이 자문서비스를 활용해 선도적 대응에 노력한

세계 곳곳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싱크홀, 이들을 모두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 있다.

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전력발전과 송전, 배전, 도시가스, 송유관, 상하수도 등의 원격 모니터링 장비에 활용할 수 있는

이창근 ㈜넥스트랩 대표는 목표 시장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 기술 개발 및 사업 전반의 방향

IoT용 저전력 장거리통신 칩세트가 그것이다. ㈜A2U정보통신이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

을 정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TTA 자문서비스를 돌아보았다. 이창근 대표는 특히 VR, AR,

㈜A2U정보통신은 차별화된 이동 및 무선 통신 모뎀 기술을 바탕으로 모뎀 소프트웨어/모듈 시장에서

딥러닝과 같은 다른 최신 기술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감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탄탄한 비즈니스 기반을 확보했지만, 새롭게 개발한 칩세트를 IoT용 무선 네트워크에 통용시키는 것은

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다른 문제였다. 표준 및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갖춘 무선통신 전문가가 간절할 때, 주변의 추천으로
TTA를 소개받았다. TTA의 자문 서비스를 통해 IoT 무선통신망 원천기술까지 확보한

“그간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요구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단독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A2U정보통신은 업계 내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다.

TTA 자문서비스는 어려운 경영 환경의 중소기업에게 업계에서 활약 중인 표준 전문가를 연결해
줍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좋은 길잡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듭니다.”
㈜넥스트랩은 현재의 IPTV 품질 평가 솔루션을 고도화하여 2017년 SKT R&D 연구과제와 중소기업
청 창업성장 개발과제 수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둘 다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을 통해 일차적으로 국내에서 사업적 가치와 경쟁력을 입증한 다음에는 글로벌 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셋톱박스 품질평가 솔루션
BeyondTest STB

기술에 표준을 더해
사업화·차별화를 꾀하다

IoT 통신망은 광범위한 지역의 수많은 기기를 낮은 전력소모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저전력광역통신기술(LPWA)이 통신망 분
야의 가장 큰 축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LPWA의 ‘저전력 장거리’라는 특징은 기존 유·무선통신망 기반 통신망을 IoT에서 사용할 때 발생하
는 단점을 적절히 보완할 수 있다.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LPWA
Low Power Wide Area
저전력광역통신기술

디지털 무선통신 모뎀 전문업체인 ㈜A2U정보통신은 IoT 무선통신망 구축의 베이스가 되는 칩부터
이를 적용한 제품까지 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LPWA 칩세트는 수십 년간 외국계
부품업체들이 주도해온 분야로 ㈜A2U정보통신은 불과 3년여 만에 이들을 따라잡았다.
㈜A2U정보통신의 주요 성과 내용
LPWA 모듈(AXM100)의 Wi-SUN얼라이언스 및 KC 인증 획득
기업명

㈜넥스트랩

대표자

이창근

홈페이지

www.nextlab.co.kr

설립일

2012년 7월

주요사업

스마트 기기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개발 및 공급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24-6 성해빌딩 2층

2016년

K-Brain 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선정(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융ㆍ복합기술개발사업 선정(초소형 음성인식 전용 SoC 개발)
LPWA 모듈 및 칩세트, 900MHz 안테나 국산 상용화

그러나 IoT 시장에서 반도체만으로는 사업화가 가능하지 않다.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 공존하는 IoT
무선통신 분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기술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기술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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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선택·집중해야 한다. 모듈과 안테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넘어 무선망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지식 전달 이상의
역지사지 자문 서비스

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무선통신망을 구축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차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A2U정보통신은 구체적으로 900MHz 안테나와 저속 단거리 무선망 표준인 IEEE 802.15.4g/k/e

LPWA 플랫폼 AXM100

자문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기반기술과 표준 및
관련 이슈들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단계에서 IoT용
무선 LAN, IoT용 이동통신 시스템, IoT용 비표준 통신 시스템 등 다양

한 IoT 무선통신 시스템에 대한 동향 및 장단점을 파악했다.

기술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성해야 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여건상 제한된 R&D 인력을 가지고

이후로는 구체적인 IoT 무선망의 설계 및 운용, 경쟁사의 유사기술에 대비한 사업화 전략을 수립했다.

다양하게 세분화된 표준과 기술 동향 파악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기술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망 성능 향상을 위한 다중안테나, 주파수 재사용, 간섭 관리 기술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지하실 등의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TTA는 이를 위한 전문가로 동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의 임민중 교수

음영지역, 디바이스 밀도가 높은 환경, 다른 시스템으로부터의 간섭이 큰 환경 등에서의 해결 방안

를 ㈜A2U정보통신에 매칭시키고 7개월에 걸쳐 월 2회의 세미나 및 기술자문을 지원했다.

도 모색되었다.
㈜A2U정보통신이 필요로 한 서비스

㈜A2U정보통신의 주요 보유 기술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 분야

·기반 기술의 이해, 표준 분석 및 적용
·표준을 제품에 적용하는 방안
·표준 항목들의 중요도 검토 및 시스템 구현 방안
·표준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이슈 분석
·국내 주파수 및 전파 규격에 따른 이슈 분석

무선망 설계/운용, 사업방향

·다양한 IoT 무선통신 시스템의 동향 및 장단점 분석
·유사기술 대비 경쟁 우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
·망 성능 향상을 위한 다중 안테나, 주파수 재사용,
간섭 관리 기술 제안
·불안정한 무선망 환경에서의 안정성 확보 방안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

Wi-SUN
Wireless Smart Utility Network
IEEE 802.15.4g
표준 명칭

TTA가 제공한 서비스

900MHz 안테나와
IEEE 802.15.4g/k/e 기술 접목

에너지 절약 시스템
재난방지 시스템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자문 과정에서 ㈜A2U정보통신의 IoT용 통신 모듈이 ‘KC 인증’과 ‘Wi-SUN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는
지능형 오피스

큰 성과가 있었다. 국제 표준인 IEEE802.15.4g/4k를 지원하는 제품 인증 Wi-SUN의 획득은 900㎒
주파수를 활용하는 모든 칩과 호환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해외에 IoT 제품을 판매할 때 Wi-SUN을

융합기술개발
근거리 무선 통신
인프라 기술 전환

다양한 무선링크
ZigBee, WLAN, RF, ...
에서 활용 가능한 모듈 개발

적용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길도 열린다. 또한, Wi-SUN 홈페이지에 LPWA 모듈인 AXM100 제
품이 등록돼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 협력이 가능하다.
LTE 중계기용
모뎀 모듈 개발

“IEEE802.15.4g/k/e 표준에서는 호환성을 위한 최소한만 정의되어 있으며 여전히 표준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많은 이슈가 존재합니다. IoT 무선망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물리계층 및 MAC 계층기술

이동통신
시스템 분야

LTE 응용 기술 개발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며, 향후 IoT 무선망 기술에 대한 주도적인 표준화가 필요할 수 있
습니다.”

이동통신 기지국 엔지니어링
이동통신 기지국 모뎀 S/W 개발
중계기 제어 S/W 개발

임민중 교수는 ㈜A2U정보통신의 입장에 서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그 기술이 어떻게 사업
화와 연결될 수 있는지 고민했다. 국제 표준의 일부 기술이 국내 주파수 환경에 맞지 않는 경우도

34

35

㈜A2U정보통신 국내 최초 칩셋을 국제통용 완성형으로

07 AKN KOREA,

수혜 업체에서 기여 기업으로 발돋움하다

웹기반 통신기술(WebRTC)에 적응형 기능 얹고 국제 표준까지 전력 질주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최적화를 꾀해야 한다는 조언 역시 이러한 고민 끝에 나온 것이었다. 당사

㈜AKN KOREA는 WebRTC 기술을 서비스하는 실리콘밸리 출신 신생 기업이다.

자인 ㈜A2U정보통신 못지않은 전문가의 의욕은 단발성 자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계를 지속

WebRTC란 웹사이트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실시간으로 음성 및 화상 및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을 말한다.

중소기업은 한정된 여건으로 개발 외적인 요소를 완벽하게 보완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A2U정보통신

업무 프로세스와 내부 IT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추세인 요즘,

정성현 대표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TTA 자문 서비스로 보다 많은

WebRTC는 기업 디지털화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동반 성장할 기회를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AKN Korea는 HTTP 동적 스트리밍 기술인 DASH 기술이 WebRTC에 적용 가능할지
자문이 필요하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로부터 DASH 기술을 이전받았으나

“회사에 꼭 필요한 전문가 분에게 직접 맞춤형 세미나를 받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향후의 솔루션

사업화를 하기에는 기술의 많은 부분이 표준과 연계되어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뿐 아니라 사업 전략 전반의 수립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A2U정보통신으로서도 본 TTA

이를 극복하고 적용하는데에 TTA가 큰 도움이 되었다.

자문서비스를 주변의 기업들에 많이 홍보할 것입니다.”

㈜AKN Korea는 TTA의 자문서비스로 WebRTC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적응형(Adaptive) 스트리밍 기술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A2U정보통신은 주력이던 동기 모듈 사업에서 Wi-SUN 사업으로 전환하여 4년 동안 준비한 만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초기 시장 확보에 매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주한 과제 ‘IoT 글
로벌 서비스를 위한 국제표준규격의 FAN 프로토콜 탑재 및 서브기가 비면허 대역용 100나노미터
급 SoC 통신 모듈 개발’에도 최근 돌입했다. ㈜A2U정보통신은 2020년까지 200억을 달성하겠다는
‘2020200’ 표어에 걸맞게, 장차 해외 판로 개척에도 나설 것이라고 당당한 포부를 밝혔다.

WebRTC는 웹브라우저 간에 플러그인의 도움 없이 서로 통신할

표준 전문가의 경험 빌려
신기술에 날개를 달다

수 있도록 설계된 오픈소스 API이다. 음성 통화, 영상 통화, P2P
파일 공유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껏 기업의 통합 인터페이

스 체제가 확산되는 중에도, 음성 통신만큼은 별도의 네트워크를 필요로 해 다른 IT 시스템과 통합하
기 어려웠다. WebRTC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 간의 통신 서비스 구현을 위
한 표준 웹 프로토콜 역할까지 할 수 있어 더욱 각광받고 있다.

WebRTC
Web Real-Time
Communication
웹기반의
실시간 통신 기술
DASH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HTTP 동적 적응
스트리밍 기술

㈜ANK KOREA의 주요 보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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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A2U정보통신

대표자

정성현

홈페이지

www.a2uict.com

설립일

2009년 12월

App

주요사업

LPWA Module & Chip sets,
이동통신 DSP SW Engineering, LTE-TDD 동기 모듈

WebRTC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28, 1202호
(수내동, 오너스타워)

Signaling

Signaling

App

App

SessionDescription

Browser
Caller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운영체제에서 응용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SessionDescription

Media

Browser
Cal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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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N KOREA는 WebRTC를 제시한 국제 표준화단체인 W3C의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한국과 미
국에 걸쳐 R&D 센터와 비즈니스 법인을 두고 있으며 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WebRTC 기반 플랫폼
을 개발하고 있다. 목표는 가변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유동적으로 동영상 퀄리티를 제어·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응적(Adaptive) 스트리밍 기술이 요구된다. ㈜
AKN KOREA에서는 적응적 스트리밍 기술 중 하나인 DASH 기술을 이전받아 Adaptive WebRTC
특허를 출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AKN KOREA의 주요 성과 내용
2016년

2015년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웹 분야 국제 표준화단체
SVC
Scalable Video Coding
스케일러블 비디오 부호화

대비가 끝나자 ㈜AKN KOREA도 차후 WebRTC 표준 확장을 제안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전문
가들은 이를 위한 노하우도 귀띔했다.
㈜AKN KOREA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DASH 표준 관련 최신 동향 정보

·DASH 기술에 대한 표준 동향 정보 제공
·DASH와 SVC 기술 표준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실시간 화상회의 솔루션에 활용 가능한 미디어 스트리밍 기술 및
부호화 기술 안내

WebRTC 기반
화상 회의 기술 개발

·WebRTC 웹 통신 규격에서의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메커니즘 제시
·다양한 단말 및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적응적 미디어 스트리밍 기술 소개
·실시간 화상 회의를 위한 DASH 솔루션의 문제점 및 대체 방안 제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투자연계형 R&D 지원사업 선정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사업 2단계 선정
한국과학기술지주로부터 3억 원 투자유치

㈜AKN KOREA가 TTA 자문서비스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마침내 WebRTC 스트리밍에 적응형 스

미국 현지 엔젤투자자로부터 10만 달러 투자유치

트리밍 기술을 구현한 White-label WebRTC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WebRTC 플랫폼 WebPeer

WebPeer로 이름 붙여진 이 플랫폼은 현재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표준과 연계된 플랫폼 개발은
DASH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 JTC1의 MPEG에서 표준화한 표준 기술로 스케일러블 비디
오 부호화(SVC) 기술과 함께 대표적인 적응적 미디어 스트리밍 기술이다. DASH 플레이어를 통해
HTML5에서 적응적 미디어 재생이 가능하며, 주로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AKN KOREA는 이를 WebRTC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것을 착안했다.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업화 전략을 세우려면 이들과 관련된 표준의 흐름과 전망을 필수
적으로 알아야 했다. 그러나 2015년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어도 해당
표준 분야에는 경험이 없었다. TTA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TTA는 ETRI의 김태정 박
사와 이원석 박사, 경희대학교 전자정보학부 서덕영 교수를 ㈜AKN KOREA을 위한 맞춤 전문가로
지정했다.

W3C 회원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
“WebRTC는 향후 기대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기술로 다양한 웹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KN KOREA에서 개발하는 서비스 플랫폼은 WebRTC 서비스 환경에 따른 적응적 콘텐츠 소비에
대한 표준기술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또한 이를 음성, 텍스트 등의 부가적인 서비
스에까지 확장하여 표준화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DASH도 WebRTC 1.0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실시간성, 서비스 품질(QoS) 보장, 다양한 단말
성능 등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SVC를 기반으로 하는 비디오 코덱이 선정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김태정 박사는 덧붙였다. 그는 ㈜AKN KOREA이 앞으로 더 다양한 WebRTC 관련 서비스
를 발굴해 WebRTC 표준을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 내다보았다.

기술 분석부터 위기관리까지
풀 패키지 자문서비스

관련 국제 표준의 동향으로 물꼬를 튼 자문은 응용 기술로서
의 DASH와 SVC 특성 및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이어졌
다. 기술적으로는 특히 ㈜AKN KOREA에서 추구하는 실시간

화상회의 솔루션에 맞추어, 활용 가능한 미디어 스트리밍 및 코덱 기술을 살펴보았다. 실시간 적응적
스트리밍을 위한 SVC 비디오 코덱 활용 방안과 다양한 서비스 접근 방식이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
TTA 자문 위원들은 기술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단점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았다.
시나리오를 통해 이들을 미리 파악한 후에는 대처할 수 있는 수단까지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시행착
오로 있을 수 있는 회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신속히 기술 개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기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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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혁훈 ㈜AKN KOREA 대표는 스타트업 기업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TTA 자문서비스와 같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활용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기술 사업화를 하기 위
해서는 자신 있는 하나의 기술 분야에만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유치를 하고 기술 이전을 받은 상황에서도 길이 시원하게 보이질 않아 답답했던 게 사실입니다.
TTA 자문을 통해 뛰어난 전문가분들로부터 인접 기술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었죠. TTA 자문서
비스는 다른 어떤 지원 사업보다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기업에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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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N KOREA 수혜 업체에서 기여 기업으로 발돋움하다

08 모바일에코,

두 번째 도약도 TTA와 함께
저전력광역 IoT 통신 기술로 매출 24억 달성 향해

심혁훈 대표는 이번 자문이 ㈜AKN KOREA가 차별화된 기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모바일에코는 M2M 모듈 및 LTE 라우터를 전문 개발 공급하는 기업이다. 퀄컴 라이선스를

며, 앞으로 시장에서 성과를 내서 좋은 사례를 만드는 것이 ㈜AKN KOREA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보유하고 있으며 실시간 원격관리 시스템(PMS, RMS)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기술기업으로

㈜AKN KOREA는 WebRTC와 관련한 보다 다양한 표준 기술과 솔루션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글로벌

평가받고 있다. ㈜모바일에코는 2015년 이미 6개월간의 TTA 자문서비스를 받은 바 있다.

시장에서 WebRTC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 결과로 미래부 ICT 기술사업화 기반구축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당시 ‘이동체 도난방지를 위한 IoT 융복합 단말 및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자문을 받았던
㈜모바일에코는, 이를 구제역 방역 사업에 적용한 인터넷기반 보정 정보 시스템(NTRIP)
기술을 들고 다시 한 번 TTA의 문을 두드렸다. 표준과 표준 기술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얻기에는 TTA 자문서비스만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성공으로 쌓은 신뢰,
두 번째 자문 신청으로

㈜모바일에코는 TTA 자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2015년부터 미래
창조과학부의 ICT 기술사업화 기반구축사업인 ‘이동체 도난방지 서
비스를 위한 IoT 융·복합 단말 및 IoT 서비스 플랫폼 개발’ 사업을

수행했다. 이 개발 사업의 결과물인 ‘이동체 맞춤형 IoT 융·복합 단말제품’은 현재 KT를 통해 농림
축산식품부의 구제역 방역을 위한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이 단말기는 주로 농가의 트럭에 장착되는데, 실시간으로 이들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기 위한 별도의
기술이 요구되었다. GPS오차보정기술(DGPS)과 저전력광역(LPWA) IoT 통신 기술이 그것이다. 해외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M2M
Machine to Machine
사물 통신
PMS
Patch Management System
패치관리시스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IoT 플랫폼과도 연동해야 했다. 그러려면 사물 통신 분야의 국제
표준화 단체인 OCF 표준이 필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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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AKN KOREA

대표자

심혁훈

홈페이지

www.akn.io

설립일

2015년 2월

주요사업

White-label WebRTC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양방향 적응형 스트리밍 솔루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10호

㈜모바일에코의 주요 성과 내용
2016년

‘LPWA IoT 네트워크 핵심기술개발’ 과제 참여(미래창조과학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과 연동되는 GPS 위치관제 단말 사업화 시작

2015년

‘이동체 도난방지를 위한 IoT 융복합 단말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선정(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모바일에코 사물통신용 단말기에 RMS 실시간 원격 관제 서비스 제공

2013년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RMS 자체 개발

RMS
Router Management
System
라우터관리시스템
NTRIP
Network Transport of RTCM
via Internet Protocol
인터넷망을 통한 GPS보정신호 전송
LPWA
Low Power Wide Area
저전력 광역 통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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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코 두 번째 도약도 TTA와 함께

㈜모바일에코의 주요 보유 기술

제어시스템
데이터
관리 서버

단말 인증/
기지국
이동성
관리 제어기 연동 제어기 관리 제어기

LPWA(저전력 광역)
저전력 : Sub-GHz 비인가대역
광역 : 장거리(-10km)
새로운 MAC/Network 요구

LPWA기지국
기지국

기지국

기지국

과제에서 개발하는 LPWA 기술을 적용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방역 사업에 서비스되는 “이동체

LPWAN IP 적응계층
LPWA-Network

맞춤형 IoT 융·복합 단말제품” 모니터링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홍용근 박사는 기존 GPS의

LoRaWAN 전송신뢰성 개선과
RPMA보다 개방적
LPWA-MAC

NTRIP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게이트웨이서버를 구축함으로써 무선 인터넷 데이터 비용에

oneM2M
one Machine-To-Machine
사물 통신 분야
글로벌 표준화 협력체

대한 부담없이 정확한 위치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 개발을 국제 표준 흐름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OCF나 oneM2M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

LPWA단말
단말

단말

단말

단말

단말

단말

단말

의 인증 및 상호연동 테스트를 통과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

인공위성으로부터 지상의 GPS 수신기로 송신되는 정보는 오차를 가지게 마련인데, DGPS는 두
수신기가 가지는 공통의 오차를 서로 상쇄시킴으로써 더욱 정밀한 데이터를 얻는 기술이다. LPWA
통신은 서비스 범위가 10km 내외의 매우 넓고 전력 소모가 적은 무선 광역 통신망을 말한다.
㈜모바일에코는 이들 기술과 관련 국제 표준에 대한 동향을 알고자 했다.

DGPS
Differential GPS
GPS 오차 보정 기술
OC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사물 통신 분야 국제 표준화 단체

기 때문입니다. 현재 IoT 관련해 다양한 국제 표준화 기구/포럼/산업단체가 존재하므로 이들 중
㈜모바일에코에 적합한 기구를 선정해야 합니다.”
㈜모바일에코의 유승열 상무는 TTA 자문서비스가 IoT 전문가, 국내외 표준과의 훌륭한 교량 역할을
해준다고 평가했다. ㈜모바일에코에 적합한 IoT 관련 표준 기술의 내용 및 동향 정보는 신규 정부과
제 참여, 제품 개선, 사업화를 통한 매출 증대 등 실제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유승열 상무는 덧붙였다.

OCF 국제 표준에서
단말 적용까지

회사 인지도 향상 및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TTA는 2015년 ㈜모바일에코의 자문을 성공으로 이끈 ETRI의 홍용근

㈜모바일에코는 ETRI와 함께 우선순위 관리형 LPWA IoT 네트워크 핵심기술을 활용한 단말 및 IoT

박사를 전문가로 초빙했다. ㈜모바일에코를 잘 알고 있는 표준 전문가

서비스를 사업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6년 5월 시작한 IoT 융복합 단말 적용 구제역 방역 사업은

로서 그 이상의 적임자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ETRI 박태준 박사

현재까지 누적 5천 대, 약 6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2018년까지 누적 2만 대, 24억 원의 매출을

와 삼성전자 박수홍 수석도 연계해 자문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기대하고 있다.

먼저 사물통신 분야 국제 표준화 단체인 OCF 동향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관련 글로벌 기업들에서
표준을 제안한 내역이나 트렌드 역시 살펴보았다. 이 중 ㈜모바일에코에서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 기술을 선별했다. 그 다음으로는 모듈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뒤따랐다. LPWA IoT 통신
기술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제안도 이때 이루어졌다.
㈜모바일에코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IoT 관련 국제표준화기구의
최신 표준 정보

·사물 통신 분야 국제 표준화 단체인 OCF 동향 설명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 제안 내역, 트렌드 정보 제공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 기술 제안

I oT 표준 기술 구현을 위한 모듈 개발

·저전력 광역 IoT 통신 기술 개발 참여를 위한 제안
·‘이동형 맞춤형 IoT 융·복합 단말’ 실시간 모니터링 기법 제안

기업명

㈜모바일에코

대표자

박세철

홈페이지

www.mobileeco.com

설립일

2009년 12월

하는 사물인터넷 융합기술개발사업인 ‘저전력광역(LPWA) IoT 네트워크 핵심기술개발’ 과제의 참여

주요사업

사물통신용 IoT 통신 단말 및 IoT 서비스

기관이 된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선순위 관리형 LPWA MAC 기술을 적용한 단말에 대한 개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7 성령빌딩 4층

㈜모바일에코는 2016년 자문서비스에서도 2015년 못지않은 실적을 올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

발을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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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E Router ME-C5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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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에스엠시스템,

TTA 자문서비스로 표준 완성도 높인다
클라우드 SaaS 상호운용성에 보안까지 완비

클라우드 PaaS 분야의 세계 최고 업체를 꿈꾸는 ㈜에스엠시스템과

㈜에스엠시스템의 주요 성과 내용

TTA 자문서비스와의 인연은 2년째 이어졌다.

2016년

미래부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협의체 참여

㈜에스엠시스템은 2015년 자문서비스를 통해,

2015년

국내 클라우드 SaaS 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협동조합 추진
클라우드 기반의 동적 생성 UI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 특허 보유

교육부가 요구한 대학 SaaS 플랫폼에 대한 표준과 기업 범용

2014년

SaaS 상호 연동성에 대한 상호연계표준 제안에 착수했다.

NIPA에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 선정
KT, SKT, LG 등 국내 통신사업자의 플랫폼 설계 및 개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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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A는 2015년의 표준 제안 과정을 이끌었던 허의남 교수를 다시금 ㈜에스엠시스템을 위한 전문가
로 초빙했다. 허의남 교수는 경희대학교 실시간 모바일 클라우드 연구센터 센터장이자 클라우드/
빅데이터 특별기술위원회 의장으로, 국내 클라우드 관련 표준의 최고 수준 전문가이다.
㈜에스엠시스템의 요청은 독립적으로 개발되는 클라우드 SaaS 서비스의 표준 기반 연동 솔루션을
도출하고 표준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클라우드 SaaS 서비스 간 상호운영성의 보안에
대한 해외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동향으로 얻은 정보는 표준 초안 문서를 검토하는 데 활용
되었다.

또 한 번의 발전,
TTA 자문서비스와 함께

초기에는 상호운영성에 초점을 두어 기술을 정의하고 표준화
를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 단계에서 보안 문제 표준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에스엠시스템은 상호운용성의 보안

사항에 관한 기술적 표준화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한 번 더 TTA 자문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했고,
TTA는 국내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표준화 방법으로 화답했다.
㈜에스엠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의 동적 생성 UI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
높은 클라우드 전문 기업이다. aPaaS(application PaaS) 기반 SaaS 플랫폼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주력 브랜드인 ‘종자넷 서비스’로 그룹웨어, ERP, CRM 등 다양한 분야에 SaaS 플랫폼을 제공한다.

SaaS
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에스엠시스템이 필요로 한 서비스
기업 범용 SaaS 연동을 위한 요구 사항, 플랫폼 표준개발

소프트웨어의 여러 기능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 소프트웨어
PaaS
Platform as a service
서비스형 플랫폼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

기업 범용 SaaS 연동을 위한
플랫폼 표준개발로 멀리 뛰다

TTA가 제공한 서비스
·SaaS 요구 사항 구체화, 주체와 대상 구분
·메타데이터 보안과의 구분
·표준 초안 문서 검토

㈜에스엠시스템은 두 번째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간 보안 문제를 해외의 선진 수준에 맞추는 표준을 정립할
수 있었다. 시험인증에도 소기의 진척이 있었다.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이들을 바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객에게 좀 더 구체적인 보안 수준을 제시할 수 있
으므로 서비스 확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민 ㈜에스엠시스템 대표는 보안 문제까지 상호운용성 표준에 포함하게 되면 보다 많은 서비스들
의 상호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운용성 및 보안 표준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서 또다시 다양한 서비스들의 결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더욱 높은 수준의
서비스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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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시스템 TTA 자문서비스로 표준 완성도 높인다

01
TTA 홈페이지를 통해
자문 신청

㈜에스엠시스템은 과거 10년간의 클라우드 컴퓨팅 SaaS 사업 경험과 5년의 PaaS 플랫폼 개발 경험
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써 클라우드 PaaS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력 회사로 널리 인정받
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단기 자문
03
맞춤형
표준자문

02
전문가
섭외 및
일정 확인

단기 자문
표준 기술, 표준화 최신 동향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수시로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자문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의 요청에 따라 강의나 소규모 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 가능합니다.

SM system
Team offic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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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에스엠시스템

대표자

김성민

홈페이지

www.jongja.net

설립일

2014년 8월

주요사업

클라우드 SaaS 서비스 솔루션 개발 및 제공

주소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로159 금강펜테리움 1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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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바이너리랩,

TTA 조언으로 선택과 집중
단문 메시지 압축 기술 세계화에 몰두하기로

㈜바이너리랩은 이진 데이터의 압축, 암호화 알고리즘 및 헬스케어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고효율 동영상 압축 기술

㈜바이너리랩의 주요 보유 기술

특화된 기업으로 특히 SNS 단문 메시지 압축 기술이 자랑이다.
㈜바이너리랩의 다양하고도 기발한 방식의 이진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은 열악한 통신 환경이나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며 서버 트래픽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Support
Multi
Language

㈜바이너리랩은 보유하고 있던 유니버설 코드(Universal code) 압축 기술을 응용하여

High
Compression
ratio

상용화 목표로 삼았던 동영상 압축 코덱 기술로 실제 구현 가능한지,
또 상용화 가치가 있을 지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검증받고 싶었다.
그러나 2015년 설립해 신생 기업 중에서도 사업 초기 단계를 밟고 있는 만큼,
No overhead
at any case

마땅한 연결고리를 찾기가 힘들었다. 마침 TTA에서 자문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이너리랩은 주저 없이 지원했다.

Support
Mixed
Language
Text

한계를 넘기 위해
TTA 자문서비스를 두드리다

유니버설 코드는 특정 코드넘버(code-num)를 실시간으로
유일복호성을 가지는 이진수로 변환하여 시켜주는 기술로서

㈜바이너리랩의 인력은 대부분 약학 분야의 전공자들이다 보니 데이터 압축, 그중에서도 영상 압축에
대한 기술적 특징이나 현황을 파악하기엔 많은 한계가 있었다. TTA는 ㈜바이너리랩을 위해 MPEG
전문가인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의 호요성 교수와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심동규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유니코드 대체 기술로의 성능상 한계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가 명확히 밝혀
질 수 있었다. ㈜바이너리랩 개발력의 정확한 현재 위치를 알게 되자 향후 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하다
는 사실도 파악되었다.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추천했다.
㈜바이너리랩의 주요 성과 내용
슈퍼맨 창조오디션 결선 진출 및 테크크런치 컨퍼런스 참가
창업 맞춤형 사업 선정

㈜바이너리랩이 필요로 한 서비스

사업화 연계 특허기술 가치 평가사업 선정

TTA가 제공한 서비스

㈜바이너리랩 개발
유니코드 분석

·코드 구조, 인코딩, 디코딩 알고리즘 분석
·실질적 성능 파악을 위한 확률적 분포 특성 고려 제안
·H.264의 CAVLC(Context-adaptive Variable Length Coding) 부호화
방법 제안

자체 유니코드의
영상압축 분야 활용 가능성

·복잡도가 낮은 장치(TV콘텐서, 캡슐 내시경 등)에 대한 활용 가능성 제시

판교 융합 SW 클러스터사업 선정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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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은 ㈜바이너리랩 유니코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되었다. 고효율 비디오 코덱 H.265
또는 H.264의 유니코드인 Exp. golomb 코덱을 ㈜바이너리랩의 코드로 대체 시 압축 효율을 개선

었다.

2015년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동영상 압축 기술 표준

영상압축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바이너리랩이 자체

개발한 코드로 대체했을 때에도 과연 원하는 효과가 일어날 것인가가 ㈜바이너리랩의 최대 의문이

2016년

Higher
compression
mode using
dictionary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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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너리랩 TTA 조언으로 선택과 집중

11 스피니티,

TTA 자문서비스로 전문성 완비
이러닝 국제 표준 확보해 경쟁력 강화

현재를 파악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하다

김정훈 ㈜바이너리랩 대표는 섣불리 사업화를 진행했으면 자칫

㈜스피니티는 교육업계 최초로 연습, 관리, 소셜 기능을 연계한 영어 학습 플랫폼을 서비스했다.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과 직면했을 수도 있었다며 다행이라고

20여 년간의 영어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공영방송 VOA(Voice of America)와 제휴를 맺고

말했다. 더불어 관련 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 수준을 확인하게 되어

14개의 영어 스피킹 연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자체 전략을 수정할 수 있었으니, 오히려 비즈니스적 리스크나 불명확성을 해소한 셈이라 굉장한

최근에는 보다 나은 개인맞춤형 스마트러닝 플랫폼을 연구 중이었다.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자체 기술 로드맵 작성에서 한계에 부딪힌 ㈜스피니티는 TTA에 도움을 요청했다.
㈜스피니티는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이러닝(e-Learning) 국제 표준을 습득하고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구현이 가능할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알고

이를 활용해 2016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싶었습니다. 자문서비스로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시점의 한계와 위험 요소를 명확
히 인지하게 되는 것도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했다고 봅니다.”
㈜바이너리랩은 자문 이후 현재 수준과 관심 영역, 기술 분야에 더욱 적합한 비즈니스 및 기술 모델
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강점인 전 세계 언어를 지원하는 단문 메시지 압축 기술에 집중해 해
외 시장에 기술을 수출할 계획이다. 2016년이 R&D와 사업 모델 수립의 해였다면 2017년에는 이를
통해 실제로 도약할 수 있는 한 해로 만들 것이라고 ㈜바이너리랩은 단단한 의지를 보였다.

IMS 국제 표준 이해,
TTA 자문서비스와 함께

IMS GLC
IMS(Instructional Management
System) Global Learning
Consortium
IMS 국제학습컨소시엄

IMS GLC는 1999년 설립된 국제 이러닝 컨소시엄이다. 약 190여
개의 전 세계 산·학·연·관이 참여해 e러닝 국제 표준을 개발한다.
IMS GLC에 참여하던 ㈜스피니티는 그동안 시장의 필요에 의해 자

체적으로 기획하고 개발해온 기술들이 세계적인 표준화 기술의 도전 과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
하게 되었다.
스마트러닝 기술의 필요성과 지능형 학습 플랫폼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1인 기업으로 시
작한 스타트업으로서 ㈜스피니티 혼자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를 갖추기가 힘겨웠다. 특히 IMS 국제
표준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았다. 그러나 기존 이러닝 기술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IMS 국제
표준과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였다. TTA 자문서비스는 바로 이 점을 해결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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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바이너리랩

대표자

김정훈

홈페이지

www.binarylab.co.kr

설립일

2015년 4월

주요사업

단문 압축 알고리즘,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
CDSS(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동 409호

㈜스피니티의 주요 보유 기술
스피니티
2014 정부 지원 사업 선정
VOA Voice of America)
미국 공영방송

스피킹900
SK Planet 상생혁신센터
1인 창조기업 육성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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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니티 TTA 자문서비스로 전문성 완비

㈜스피니티의 주요 성과 내용
2016년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중소기업청)

2015년

조달청 새싹기업에 선정(공공기관 납품추천 영어학습 도움 S/W 품목으로 지정)

2014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제201450336호)

2013년

구글플레이 베스트앱 선정(7주 연속 ‘스피킹 900’ 메인 추천)

2012년

글로벌 진출 App 지원 사업 선정(중소기업청, SK Telecom)

㈜스피니티에서 개발하고자 한 것은 확장성 있고 유연한 이러닝 플랫폼이었다. 이러닝 플랫폼의 각
기능 및 성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도 필요했다. 이를 위해 관련된 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TTA는 이러한 ㈜스피니티의 조건에 맞추어 스마트러닝 전문가인 한국교육
학술정보원의 정의석 연구원을 전문가로 초빙했다.
자문회의는 크게 전자책/이러닝 국제 표준과 관련 기술, ㈜스피니티가 구현하고자 하는 소프트웨
어의 객관적인 시험인증 단계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국제 디지털 출판 포럼 IDPF의
EPUB과 EDUPUB, IMS GLC의 Caliper(학습분석표준) 프레임워크, LTI(학습도구상호운용성표준)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스피니티에 전달되었다.
㈜스피니티가 필요로 한 서비스

EPUB
Electronic Publication
전자 출판물 표준
EDUPUB
Education Publication
교육기술과
전자출판기술 융합 표준
LTI
Learning Tool
Interoperability
학습도구 상호운용성 표준

정의석 연구원은 EPUB을 적용한 뷰어, 콘텐츠를 개발하면 다양한 환경에서도 전자책 뷰어와 콘텐츠
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채널에서 발생하는 학습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활용하는 학습 분석 플랫폼 개발에도 국제 표준이 기여할 것이라며 차후 ㈜스피니티
가 확장성/개방형 이러닝 시스템까지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스피니티의 김정은 대표는 신속하게 전문가를 연결해준 TTA와 대구에서 서울까지 직접 방문해
아낌없는 상담을 펼친 전문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1인 기업의 특성상 그동안 필요한 기능을 빨리 구현하여 상용화하는 데에만
집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기술을
체계화하여 독자적인 기술로 발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자문으로 확실하게 인
식하게 되었습니다.”
㈜스피니티는 이번 기술 개발의 성공으로 영어학습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차 IMS 국제
표준의 미구현 분야에도 표준특허기술로써 도전할 것이라고 꿈을 밝혔다.

TTA가 제공한 서비스

전자책, 이러닝 관련 최신 표준 정보

·전자책 분야 국제 표준(IDPF) 정보 제공
·이러닝 분야 국제 표준화 단체인 IMS GLC의 표준 정보 제공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자출판/이러닝 표준 설명

이러닝 기술의 객관적인
성능 시험 규격 정보

·소프트웨어 시험 인증 기준 설명
·IMS GLC Caliper, LTI 표준 설명
·IDPF EPUB, EDUPUB 표준 설명
·이러닝 기술에 대한 객관적 성능 지표 도출 방법 조언

빠른 상용화보다
독자적 기술로의 발전이 먼저

IDPF
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
국제 디지털 출판 포럼

㈜스피니티는 TTA 자문서비스로 단기간에 IMS 국제 표준에
대해 낱낱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로써 ㈜스피니티가 개발
하고자 하는 기술의 체계와 전문성을 빠르게 보완함은 물론,

객관적인 평가방법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는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2016년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에 ㈜스피니티가 선정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이러닝 플랫폼 서비스는 각자 독립적으로 개발 및 운용되고 있어 서드파티의 응용 프로그램이
나 도구와의 연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LTI와 같은 이러닝 국제 표준을 적용하면 예산 및 개발

기업명

㈜스피니티

대표자

김정은

홈페이지

www.speanity.com

설립일

2012년 3월

주요사업

스마트러닝 소프트웨어 개발 및 영어 스피킹 훈련 서비스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SK 텔레콤연구소 1층
상생혁신센터

인력을 절감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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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TA 자문서비스,

앤솔루션의 방향키가 되다

망분리 기술의 최정점을 향해

㈜앤솔루션은 자체 기술을 보유한 망분리 전문 업체이다. 현장에서 망분리 환경을 구축, 운영하면서
기존 방식들의 한계를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기존 방식의 한계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망분리 솔루션인 NetSpliter 제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제품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 기밀 등 중요 자료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을 다른 영역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었다.
가상사설망 제품 NetSpliter

2000년대 후반부터 공공기관의 인터넷과 업무전산망 분리구축이 추진되었다.

㈜앤솔루션의 주요 성과 내용

2012년에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100만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했거나

2014년

‘가상사설망을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 망분리 시스템 및 방법’ 특허 등록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2013년

중소기업청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자 선정

2012년

안랩 “Advanced Technology Partner(AhnLab TrusZone 분야)”선정

‘망분리’를 도입할 것을 법으로 의무화했다.
㈜앤솔루션은 2009년부터 망분리를 핵심 사업 영역으로 하여 기존 물리적, 논리적 방식의

접목 가능한 서비스 모델과 이를 위한 향후 추가적인 개발의 필요 여부, 개발 시 고려 사항, 연계 기술에

망분리에 대한 컨설팅, 운영, 유지보수 등을 추진해왔다. 2013년에는 기존 방식의 한계 사항들을

대한 정보 등이 ㈜앤솔루션이 요청한 내용이었다. TTA는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의 박종계 부장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망분리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자체 개발한 제품을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로 추천했다.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동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

2회의 자문서비스 동안 박종계 자문위원은 ㈜앤솔루션의 기술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이에 관련 기술의 전문성을 가진 표준화 단체인 TTA에 자문서비스를 요청했고,

신규 서비스 영역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망분리와 관련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지침

TTA의 도움으로 구체적인 제품의 개발 방향과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었다.

과 같은 각종 정책적인 요구사항도 자세히 짚었다. 이후에는 솔루션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적 고려 요
소들에 대해 분석했다.
㈜앤솔루션이 필요로 한 서비스

체계적인 분석으로 융합형
망분리 구현 기술을 찾다

망분리는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는 보안 체계를 뜻한

망분리 동향 및 국내 가이드라인 분석

·주요 사이버 공격의 유형 정보 제공
·망분리 최근 기술 동향 정보 제공
·국내 망분리 기준 정보 제공

망분리 구현 위한 표준 기술 및 이슈

·망분리에 필요한 구현 기술 정보 제공
·다양한 망분리 방식의 장단점 비교 분석
·솔루션의 사업화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 제공

다. 논리적 망분리와 물리적 망분리 두 방식으로 구분된다. 물리
적 망분리는 단말과 네트워크 모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축

하는 것이고, 논리적 망분리는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단말 및 네트워크를 분리 구성하는 것이다.

TTA의 자문서비스와 함께
세계 진출의 꿈을 얻다

㈜앤솔루션의 주요 보유 기술

TTA가 제공한 서비스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앤솔루션은 현재의 서비스 모델에서
더욱 높은 안정성과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다. 단기적으로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의 큰 윤곽을 그려준 자문 덕에, ㈜앤솔루션의 연구소와 사업부도 손쉽게 공통의 방향성을

보안채널포트

공유하고 수월하게 협의를 해 나가게 되었다.

VPN 터널

1 Cable

㈜앤솔루션의 솔루션은 기존의 물리적 망분리 방식과 논리적 망분리 방식이 결합된 융합형 방식이
클라이언트 장치

내부 네트워크

다. 박종계 부장은 융합형 방식에 대해 2개의 단말을 사용하더라도 네트워크 부분만 논리적으로 분리

암호화 게이트 웨이
외부 네트워크

일반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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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을 사용하므로 보안성은 충족하면서 가격 효율성이 높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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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솔루션 TTA 자문서비스, 앤솔루션의 방향키가 되다

13 에이앤티에스,

TTA 조언으로 사업 영역 확대
사물인터넷 통신기술 로라(LoRa)로 IoT 시장 문 두드려

“아직 망분리에 대한 국제 표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시장 분석을 통해

2004년 이동통신용 중계기 개발/제조 전문기업으로 시작한 ㈜에이앤티에스는

제품을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앤솔루션이 개발 중인 제품은 공공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

2012년 원격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IoT 시장에 진입했다.

로 국내의 법/제도적인 부분을 만족하게 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연동을 해결하는 것이 사업 성

현재 저전력 광역 통신기술(LPWA) 중 하나인 로라(LoRa)와 센서 모니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공의 키워드라고 판단합니다.”

보안 및 안전관리 분야의 상품 개발 중이다.
㈜에이앤티에스는 IoT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자 했다.

기회가 된다면 차후에도 자문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며 ㈜앤솔루션 권재욱 이사는 이번 자문이 단기

보다 깊게 시장에 개입할 방법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IoT 비즈니스 전문가를 물색하던 중,

로 완료되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TTA 자문서비스로 획득한 것들이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TTA를 추천했다.

소규모의 제한된 인적 자원으로 해당 분야 이외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여력이 부족

TTA의 자문서비스를 거친 ㈜에이앤티에스는 LoRa 모뎀 및 게이트웨이를 개발하여

했다.

본격적인 IoT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망분리 분야에서 수년간 제품을 개발하며 관련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당장 개발 요구사항에
집중하다 보니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했습니다. 망분리 시장이 무르익고 기회가 줄어들 때를 대비
하여 추가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했지만 생각뿐이었죠.”
㈜앤솔루션은 자체 개발한 융합형 망분리 솔루션인 NetSpliter를 공공시장에 최적화되도록 개선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매출을 증대할 계획이다. 국내 공공시장을 중심으로 국내시장 검증이 끝나면 해외

현재 IoT와 관련된 이슈는 플랫폼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IoT

IoT 네트워크의 원리에서
트렌드 분석까지

시장에 진출할 토대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랫폼이 제 기능을 다 하려면 IoT를 지원하는 적절한 네트워크가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필수적이다. 산업, 과학, 의료용(ISM)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완

전히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로 시그폭스(SigFox)와 로라(LoRa)가 유력하며, 기존 LTE 기술을 업그
레이드시킨 방식으로는 LTE-MTC(Machine-Type Communications), NB-IoT(NarrowBand)IoT 기술이 2017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에이앤티에스의 주요 보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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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앤솔루션

대표자

진영인

홈페이지

www.nsolution.kr

설립일

2009년 10월

주요사업

네트워크, 보안 컨설팅, 망분리 사업, NI, SI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87 디지털엠파이어 A동
1001-1호

AnTS

System
/ SMD / SI

IBS
계측기
유통 / 렌탈

통신부품
Global
Sourcing

■Production : 중계기, LTE RRH
■Test&Measurement : 판매, 렌탈
■IBS
■정보통신부품(Global Sourcing Biz)
■전원 사업(Power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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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티에스 TTA 조언으로 사업 영역 확대

㈜에이앤티에스는 IoT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후속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IoT 응용 서비스가 탄생할 것을

“IoT 네트워크는 초저전력 소모, 매우 넓은 전파도달 거리, 높은 접속용량, 우수한 보안성 등이 요구

예상했다. ㈜에이앤티에스에는 이동통신 사업자에 특화된 ICT 장비나 솔루션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

됩니다. 이들을 모두 만족하는 새로운 IoT 무선 네트워크 기술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만, IoT 관련 지식은 일반적인 수준이었다. TTA 자문서비스가 광범위한 IoT 시장에서 ㈜에이앤티에스
에 적합한 분야/영역을 선정하는 것을 도왔다.

이상근 교수는 ㈜에이앤티에스가 IoT 기지국 제조과정의 관련 기술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보다 효율
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TTA 자문서비스로 IoT 네트워크 기술과 시장

㈜에이앤티에스의 주요 성과 내용
2016년

2015년

비전센서 및 로라(LoRa) 기술을 이용한 아날로그 게이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시작
SK테크엑스에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원격제어장치 공급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에 원격전력검침장치 공급
SK텔레콤에 무인기지국의 누전차단기 원격 Trip 시험 및 자동제어장치 공급

에 시행착오 없이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무리 없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IoT 통신모듈 AN-P100AWS
기상센서에서 수집된 Data를
기상서버로 전달하는 장치

말했다.
정교영 ㈜에이앤티에스 부사장도 앞으로의 IoT 산업 전개방향을 예측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
에서 고맙다는 뜻을 표했다. 그는 TTA 자문서비스가 향후 업무 계획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을
전했다.

IoT 시장에 진입할 비즈니스 기획을 세우려면 우선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와 기술 동향에 대해 알아

㈜에이앤티에스는 기존에 보유한 이동통신 장비 제조 및 시험 자동화 솔루션에 ICT/I oT 기술을

야 했다. TTA는 김학용 IoT전략연구소 소장과 이상근 청강문화산업대학 이동통신과 교수를 전문가로

추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자체 LoRa 게이트웨이를 바탕으로 자가망을 구축하여 토탈

초빙하고 ㈜에이앤티에스가 비즈니스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객관적 전망과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되겠다고 ㈜에이앤티에스는 다짐했다.

1, 2차로 진행된 자문서비스는 IoT의 개념, IoT 비즈니스 접근 방법, 해외 IoT 비즈니스 사례 등을 차
례로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에는 이들의 국제 표준 기술인 저전력 광역 통신망(LPWAN)과
LoRa에 대해 기술하고 이들을 구현하기 위한 모듈 개발에 대해 조언했다. IoT를 위한 네트워크의
요구 조건과 각 기술의 원리와 특징, 장단점 그리고 향후 기술적 전망이 빠짐없이 논의되었다.
㈜에이앤티에스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I oT 관련 국제표준화기구의 최신 표준 정보

·IoT 네트워크 기술 표준화 및 산업화 동향
·대표 IoT 기술들의 구조와 특징, 동작 원리 소개
·IoT 기지국 제조 기술에서 고려할 RF 기술 소개

I oT/M2M 표준 기술 구현을 위한 모듈 개발

·RF 관점의 LoRa와 측정 기술에 대한 조언
·LoRa OVSF Code tree에 따른 트래픽 발생 모델 설명

TTA 자문서비스로
IoT 네트워크 시장으로의
안전한 진입

TTA 자문서비스 결과, ㈜에이앤티에스는 센서 데이터를 서버로
올리기 위한 저전력 통신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기존 사

기업명

㈜에이앤티에스

업과 연관성이 있을뿐더러 향후 사업 확대에도 용이할 것이라고

대표자

구데니스

홈페이지

www.ants.co.kr

설립일

2004년 8월

주요사업

원격전력검침모뎀,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센서 네트워크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88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저전력 통신방식의 대표 격인

LoRa를 최종 선정하여 LoRa 모뎀 및 게이트웨이 개발에 돌입하게 되었다. 차후 각종 센서와 통신
모뎀을 결합하여 보안, 안전, 환경 분야에서 자체적인 IoT 솔루션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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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피제이팩토리,

이미지 파일 포맷 세계 표준 도전
표준 망망대해에 길잡이가 된 TTA

㈜피제이팩토리는 이미지의 정보화 작업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가능하게 하는

TTA는 MPEG 및 이미지 파일 전문가인 단국대학교 전자공학과의 김영섭 교수를 전문가로 초빙하

UX(User eXperience)를 개발했으며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디테일(Detail)’은

고, 3차에 걸쳐 자문을 진행했다. 먼저 JPEG와 MPEG의 파일 포맷 국제 표준을 살펴보았다. 특히

그 특허를 통해 구현된 ㈜피제이팩토리의 모바일기기 기반 카메라 앱 및 SNS 서비스다.

JPEG 표준은 기존 이미지 파일의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췄다.

2016년 2월, 기업환경통합(EAI/ESB), 애플리케이션성능관리(APM) 및 보안 솔루션 개발 구축

이후에는 전반적인 국제 표준화 작업의 프로세스를 안내했다. ISO/IEC JTC1 SC29 산하의 담당 워

전문업체인 모코엠시스로부터 5억여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킹그룹에 대한 자세한 정보 등을 제공한 후에는 ㈜피제이팩토리가 개발한 새로운 형식의 이미지 파

새로운 이미지 파일 포맷을 개발하던 ㈜피제이팩토리는 국제 표준화의 필요성을 알았으나,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전략을 구상하기에는 정보와 경험이 턱없이 부족했다.
TTA의 자문서비스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 JTC1 SC29에
국제 표준으로 제안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이미지 파일 포맷의 현재화,
TTA 자문서비스와 손잡다

이미지 파일 포맷이란 영상을 표현하는 형식을 말한다. 현재
JPEG나 MPEG 파일 포맷은 각각 독립적으로 개발 및 운용되
고 있어, 새로운 파일 포맷이 기존 디바이스 서비스에 진입하

는 경우 연동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모든 스마트 디바이스에 맞는 파일 포맷 표준이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미지들을 더욱 정확하고 원활한 소통의 도구로 만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오던 ㈜피제이팩토리도

JPEG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정지영상의 압축 표준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동영상 압축 기술 표준

TTA가 제공한 서비스

자체 개발한 이미지 파일 형식의
국제 표준화 가능 여부 확인

·파일 포맷에 대한 국제 표준화 기구 ISO/IEC JTC1 SC29 동향 설명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 제안 내역, 트렌드 정보 제공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 기술 제안

이미지 파일 포맷 기술 구현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

·이미지 파일 포맷의 구체적인 규격과 프토토콜 제안
·JPEG와 MPEG의 데이터 타입 종류 및 파일 포맷 제시
·JPEG나 MPEG에서 사용 가능한 파일 포맷 후보군 선택 조언

신개념 이미지
네트워킹 솔루션으로
세계 시장을 향하다

㈜피제이팩토리는 TTA의 도움으로 국제 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을 습득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 및 담당기관에 국제 표준에
관련한 지원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TTA는 ㈜피제이팩토
리에 표준특허 전문 변리사도 소개해주었다. 차후 상용 특허의 표준특

허화 가능성을 감별하고, 표준특허를 활용해 본격적인 국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때 큰 몫을 할 든
든한 아군이었다.

이로 인한 문제에 부딪혔다. ㈜피제이팩토리의 새로운 이미지 파일 포맷이 기존의 파일 포맷으로는

“이미지 파일 포맷은 국내 시장 환경에서 가장 확산 가능성이 큰 스마트 디바이스 발전의 키워드입니

작동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 것이다. 요소 항목들의 기능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정의와 기준

다. 곧 상당한 분야의 비즈니스에서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피제이팩토리에서 개발하는

점이 필요했다. 표준이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미지 포맷 역시 사용자에게 큰 시간적·경제적 혜택을 안겨 줄 것입니다.”

㈜피제이팩토리의 주요 성과 내용

2016년

김영섭 교수는 ㈜피제이팩토리가 준비 중인 표준의 채택 확률을 90% 이상으로 예상했다. 채택 여부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지원사업 창업선도대학 아이템 사업화 선정

를 떠나서도, 이번 표준 제안은 먼저 해외에 대항해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는 데 의의

일본 광학기기업체 RICOH Corp.과 협업 관련 NDA 작성

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섭 교수는 해당 표준 자체의 미래 지향성을 크게 평가하며, 다른 분야에 대한

DETAIL UX 국내특허 등록 / 해외 특허출원(미국, 일본, 유럽, 중국)

새로운 동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견 SI 업체 모코엠시스(MocoMsys)로부터 투자 유치

VR
Virtual Reality
가상 현실

일 포맷의 국제 표준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피제이팩토리가 필요로 한 서비스

이때 지인의 소개로 국제 표준화 작업 과정을 도울 기관으로 TTA를 추천받았다.

AR
Augmented Reality
증강 현실

㈜피제이팩토리의 전우진 이사도 이번 파일 포맷이 실용화되면 단순한 표준 구현을 넘어 새로운 서비
스의 개발과 빅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신개념 이미지 네트워킹

300개의 이미지를 5개로,
5개의 이미지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이미지 포맷 및 생성기

솔루션으로서 전 세계 모바일 및 AR/VR 산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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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IT 스타트업 업체는 국제 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관련
전문가를 찾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TTA 자문서비스는 마치 망망대해의 등대와 같이 앞으로 나아가
야 할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사업과 앞으로의 개발 방향에 대한 전략적인 자문은 ㈜피제이팩토리의 전체 경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우진 이사는 술회했다. ㈜피제이팩토리는 새로운 이미지 파일 포맷 솔루션을

표준과 함께하는 성공, TTA와 함께

㈜피제이팩토리 이미지 파일 포맷 세계 표준 도전

통한 차세대 빅데이터 서비스를 실용화하여 장차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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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피제이팩토리

대표자

박정환

홈페이지

www.pjfactory.com

설립일

2016년 1월

주요사업

새로운 이미지 포맷 및 생성기 개발(DETAIL)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4길 68
리젠트오피스텔 6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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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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개발부터

ICT 표준화

시험인증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표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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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협력기구인 GSC, 3GPPs, oneM2M 등 참여 및 ETSI(유럽), TIA(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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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IS(미국), CCSA(중국), TTC(일본), ARIB(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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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

지정되어 있습니다.

스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통신 분야에서는 국내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
탕으로 3G(3세대 이동통신)에서 LTE-Advanced, 5G(5세대 이동통신)까지 이르는
기술 진화에 맞추어 국제표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ICT 표준은 TTA
에서 제정하며 14,500여건이 있습니다.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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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2회, 무료),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일반
과정/고급과정), 정보보호제품 평가 인증 교육, CC 평가 제출물 작성교육
컨설팅 SW 품질인증, 품질관리
일러스트레이션 신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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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SW 테스트 전문가(CSTS) 자격시험(Foundation Level/Advanced Level)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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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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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부터
준회원사 1/2구좌 130만 원
참여방법 www.tta.or.kr
(TTA 소개/표준화 사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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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협력프로젝트(oneM2M, 3GPP, 3GPP2 등) 가입자격 부여

4

자문 만족도
측정

납입구좌 수에 따른 정보통신표준화총회 투표권 부여정회원사
자문이 끝나면, 상기 홈페이지에 자문 결과를
간단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횟수 제한 없음)
표준화 인프라 활용(교육 . 행사 할인, 표준 정보 서비스 등)
시험인증 수수료 추가 5% 할인
TTA 간행물 무료 제공
표준화 관련 행사 시 회원사 홍보부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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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