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
TTA가 자문서비스를 통해 해결해 드립니다.
ICT 표준기술 우수자문사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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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lting.tta.or.kr

TTA와 함께하는 기업 성공의 첫걸음

ICT표준기술
우수자문사례

TTA와 함께하는 기업 성공의 첫걸음, ICT 표준기술 우수자문사례

‘ICT 표준기술 우수자문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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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기술 자문서비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3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99회 진행하였으며
이 중 표준을 통해 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되었던
사례들을 묶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ICT 표준화의 힘을 공유하고
표준을 활용한 기업의 성장을 가늠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TTA에서는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 . 중견기업들의 관심과 이용을 기대합니다.

이 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시행한 정보
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의 일환
으로 발간된 자료로 무단 복제를 금
하며, 내용을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의
결과임을 밝히고 사용해야 합니다.

TTA가 One-Stop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CT 표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자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ICT 표준을 적용해 제품/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기업
·이를 위해 국내외 시장·기술·인증·제품의 동향 파악이 필요한 기업
·정부사업(R&D 결과물)의 신뢰도 확보를 필요로 하거나
표준을 적용한 사업화 계획으로 신규 사업을 수주하고자 하는 기업
·자사 기술을 국내·국제표준에 반영해 경쟁력을 갖추고 싶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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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와 품질 검증을 통해

신청

신뢰도 및 완성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전문가
매칭

기획부터 ICT 표준의 적용, 보유 기술의 표준화, 표준기술 동향 파악에 필요한 자문과
제품/서비스 상용화에 필요한 시험인증 지원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
적용

기획

연구 개발

표준
검증

제품화

기술 제품화

제품 상용화

상용화

마케팅

ICT 표준기술 자문

정보통신 / SW 시험인증 자문

consulting.tta.or.kr

test.tta.or.kr / sw.tta.or.kr

제품·서비스
표준 적용 자문

표준·표준특허
개발 자문

기술, 동향 등
단기자문

장기 집중형

단기 일반형

별도 수요조사 및 대상 선정

연중

제품 상용화 자문

마케팅

개발지원,
애로기술지원

로드쇼, 기술세미나,
시험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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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consulting.tta.or.kr

내용이 접수 되면 전문가를 매칭하여 이메일로
알려드리고, 전문가 자문서비스의 상세 이용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자문 내용과 일정을 협의합니다.

미팅
일정
협의

전문가 자문 일정이 정해지면 TTA에 알려주세요.

자문
만족도
측정

전문가 자문이 끝나면, 자문 결과를 간단히 작성하여

전문가 자문은 세미나, 소규모 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TTA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문서비스 문의
consulting@tta.or.kr | consulting.tta.or.kr

2017년 TTA 자문서비스,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이런 혜택을 얻었습니다

기업의 지역 분포

기업의 자문 신청 내용

자문 전문가 현황

자문 기술 구분

기업의 혜택 부문

기업의 소리
자문을 통해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문을 통해 알게 된 노하우, 정보들이 개발에 큰 도움이 되
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서비스가 동향 파악과 연구/표준화 방향설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섭외나
자문이 어려웠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V&V 업무를 진행하시는 전문가에게 실질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적 기술적 한계 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차례의 기술자문으로 막연했던 기술의 구체화 방향을 잡아 주었
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자문에 비하여 자문해주는 내용의 범위가 넓어 단순 기술 표준 외에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로
의 자문이 가능했습니다. ICT 표준기술 자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으며, 기업에서 선행적으로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였습
니다. 관련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셨던 전문가와 회의하며 조언을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2017년 TTA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의 응답을 기반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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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문 사례
표준적용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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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

표준개발 자문

오픈스택㈜

고석주

정윤재

어떻게 하면 되는지 빛이 보이기

TTA와 함께 세계로 뻗는 빛의 기술
TTA 자문서비스로 세계 최초의 VLC 기술

IoT 기반 통신 융합 분야
인공지능, 빅 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

오픈소스 분야
스마트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시작하더군요.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합니다. 이번 TTA 자문서비스를 바탕으로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빅데이터, IoT 등이 오픈소스

마치 회사 직원 모두가 전문가 그룹에

국제 표준을 따라가는 후발 주자가 아닌

VLC 무선통신기술에 보유한 다양한

주요 기술입니다. 이들을 IoT 기술을 통해

기술을 기반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속하게 된 것 같은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먼저 국제 표준을 제안하고

특허를 바탕으로 VLC 기술을 점진적으로

연결하는 초연결 네트워킹 기술이

있습니다. 이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오픈스택㈜ 남재권 대표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보급할 계획입니다.

필수적입니다.

형성하고 차세대 산업 모델을 끊임없이

㈜칩스앤미디어 김진태 책임

㈜유양디앤유 김상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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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스앤미디어

㈜유양디앤유

08

국내 유일에서 세계의 표준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큰 기반을 닦았다고 생각

TTA 자문으로 저변과 꿈 확장

창출할 것입니다.

김상진
㈜화승엑스윌

06

4차 산업혁명으로 내딛는 첫 걸음

㈜피제이팩토리

적절하고 명쾌한 자문서비스 덕에
4차 산업혁명으로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이미지 파일 포맷의 국제 표준화
중소기업의 여건상 표준화에 대한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 R&D 사업에 선정되고,

이번 자문서비스를 통해 국제 표준화

차세대 제품 개발도 성공할 거라 믿습니다.
㈜화승엑스윌 김용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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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랩

시장 확장을 이끈 표준 기술 적용
기술 벤처에서 업계와 시장, 학계 동향을
민첩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TTA 자문서비스로
표준 제정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방송 규격 및 시스템 개발 분야
아날로그부터 UHDTV까지 모든

단기 자문

방송의 규격과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빅데이터 아키텍처 분야
데이터 공유의 폭이 넓어지고 쉬워질수록

현재 주목하는 UHDTV 기술을 활용하면

딥 러닝 기술 등 이를 활용한 인공지능

TTA와 교통안전 수호자 꿈꾼다
표준을 이해함으로써 명확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릴 것입니다.

분야의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컨퍼런스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전략

최신 기술들을 제품 설계에 적용할 수

박정수

것으로 기대됩니다.

획득은 물론,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금전적인 부담도 해소되었습니다.

진출하기 위해 TTA와 함께 더욱

미래 인터넷 IoT 보안 분야
이제는 특정 네트워크 기술에 한정되지

한민규

㈜피제이팩토리 전우진 이사

적극적으로 국제 표준을 도입하고자

않는 서비스 공통 플랫폼 개발이 트렌드

합니다.

입니다. IoT 환경에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IoT 지식 재산 분야
요즘은 플랫폼 기술에 상황 인지,

㈜퀀텀게이트 백주용 대표

개척하고자 한다면 주목하세요.

지능형 관리 등 인공 지능 기술을

㈜웨이테크

서범석

이들의 산업 분야는 다양한

데이터 통신 서비스 품질 분야
실감미디어는 강제적 규제가 적용될

버티컬 마켓으로 그 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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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티

09

㈜퀀텀게이트

각종 서비스들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TTA 엄호로 세계 시장

진출 준비 완료
시장 형성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

융합한 형태의 발전 경향이 뚜렷합니다.

실감하여 향후에도 표준화 활동에

중소기업으로서 포괄적 시각을 가지고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진출
영향력 있는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표준과 시장을 이해하기란 힘든 일입니다.

있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교수님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계는

㈜넥스트랩 이창근 대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교육은

연계되어 전문 기술에 대해 더 깊이

표준화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지엠티에 대단히 귀한 기회였습니다.

이해하고 향후 사업의 중요 방향성을

가지고 과정에 참여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지엠티 이주환 대표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AKN KOREA㈜
기술과 표준으로 완전무장
2년에 걸친 자문서비스는

04

글로벌 사업화 추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웨이테크 엄문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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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상
IoT 네트워크 프로토콜 분야
IoT 분야의 네트워크 관련 표준 기술은

세계 최초 WebRTC와 WebVR

현재 완성 단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융합 가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있습니다. 서비스 시장이 계속해서

기술 개발과 W3C 표준화 원천 기술

확장되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게

확보도 자신 있습니다.
AKN KOREA㈜ 심혁훈 대표

하수욱

중소기업의 표준활용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대 범위가 넓습니다.

표준과 함께하는 성공,
TTA와 함께

표준적용
자문

ICT 표준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01 오픈스택,

TTA 자문으로 저변과 꿈 확장
ATSC 3.0 호환 UHD 인코더(Encoder)로 상용화보다 앞선 개발

자문 프로그램

오픈스택㈜은 2008년 창업 이래 10년간 비디오 코덱 분석 및 개발 연구에 전념했다.
국내 방송용 Encoder 장비 시장에서 오픈스택㈜의 OSBE-2000 series Video Encoder는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10년은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딥러닝 기반
01
수요조사

비디오 분석 기술을 비디오 코덱 장비에 결합해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할 계획이다.
H.264 1080p@60fps triple play를 지원하는 OSBE-1000 series와

02
방문·애로사항
청취

4K UHD H.265 @60fps를 지원하는 OSBE-5000이 주력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해외 시장 진출, 특히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해서는 ATSC에서 제정한

06
성공사례
발굴

UHD 방송 기술 표준인 ATSC 3.0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제품·서비스
ICT 표준 적용 자문

03
대상기업
선정

그러나 ATSC 3.0은 표준 자체가 방대할뿐더러 해당 기술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이라
중소기업인 오픈스택㈜으로서는 이를 독자적으로 학습해 제품에 접목할 길이 막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한 TTA 자문서비스는

05
맞춤형
표준 자문
(월평균 1~2회)

ATSC 3.0 관련 업체와의 협업 체결과 ETRI 기술 이전이라는 목표 이상의 결과를 끌어냈다.
04
전문가 섭외

ATSC 3.0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standard 3.0 version
미국텔레비전규격위원회의
지상파 초고선명(UHD)
방송 기술 표준

UHD 방송 기술 표준 ATSC 3.0

ATSC S31-204r17

ATSC 3.0 System

April 12, 2017

A/3xy:YYYY

ATSC
Standard
Prefix

ATSC 3.0
Standard

ATSC 3.0
Layer/System

Standard
ID #

UHD
Ultra High Definition
Ultra HD
초고선명 해상도

Version

Application and Presentaion

(Year)

Management
0
2
3
4
6

=
=
=
=
=

System
Physical Layer
Management and Protocols Layer
Application and Presentaion Layer
Security Layer

Figure 1.1 ATSC 3.0 Standard nam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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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s

딥 러닝
Deep Learning
기계 학습 기술
H.264
MPEG-4 AVC
동영상 압축 기술

Physical
Figure 4.1 ATSC 3.0 layered
architecture

H.265
HEVC
고효율 동영상
압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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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본토를 앞지르는
기술력 노린다

ATSC 3.0은 미국 디지털 TV 표준화 단체인 ATSC의 차세대 디지털
TV 방송 표준 규격이다. 인터넷 프로토콜(IP)로 브로드밴드와 호환성
있는 고화질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며 고효율 코덱(CODEC), 효율적

인 RF 주파수 대역 사용 등이 특징이다. 다채널 방송과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며 호환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으로 유럽의 DVB-T2나 일본의 ISDB-T 방식보다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하다. 국내에서는
2016년 7월 지상파 UHD 방송 표준 규격으로 채택되었다.

RF
Radio Frequency
무선 주파수
DVB-T2
Digital Video
Broadcasting-Second
Generation Terrestrial
유럽의 디지털 비디오
방송 그룹-지상파 디지털
방송 표준 버전 2

DTV 간이 송출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는 오픈스택㈜은 ATSC 3.0 간이 송출 시스템의 개발에 도전
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며, 칩세트 등의 상용화 상황이 달라 과거의 경험만
으로는 진행이 어려웠다.
오픈스택㈜의 주요 성과 내용
2017년

ICT 핵심융합과제 ‘4K UHD 영상과 ATSC 3.0을 지원하는 실시간 방송용
Encoder 장비 개발’ 선정

2016년

제51회 발명의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장 수상

2015년

특허경영 대상 수상

2014년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취득

ATSC 3.0은 완전히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다. 아직 미국에서도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했기

김상진 SBS 연구소장이 오픈스택㈜의 자문 코디네이터를
맡아 ATSC 3.0 기술 전문가인 삼성전자 황성희 수석연구원,
양현구 수석연구원, 이학주 수석연구원, ETRI 배병준 박사

등을 자문위원으로 초빙해 최고의 자문팀을 꾸렸다. 자문위원들은 먼저 ATSC 3.0 관련 국내외 동향
을 파악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 관련 개발 상황과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이를 국내 업체들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오픈스택㈜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발 로드맵도 수립했다.

ISDB-T
Integrated Services
Digital Broadcasting-Terrestrial
일본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표준
MPEG-2 TS
Transport Stream
MPEG-2 시스템에서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등을
동시에 한 스트림으로
전송하는 규약

를 제외한 IP 송출을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도록 제안했다. 반면에 MMT 디코더
기술은 기술 이전을 통해 소스를 분석함으로써 MMT 인코더를 선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
다. 이러한 개발에 필요한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적당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
시하였다.
오픈스택㈜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ATSC 3.0 표준에 대한 설명

·ATSC 3.0 표준의 개요
·ATSC 3.0 시스템 프로토콜인 MMT/ROUTE 표준 설명
·ATSC 3.0에서 채택한 A/V 코덱 기술, 시그널링, RF 규격 설명

ATSC 3.0 기반의
간이형 송출 시스템 제작 방안

·학교 및 교회에서 송출할 수 있는 ATSC 3.0 기반 간이형 송출
시스템 개발 방안 및 관련 산업체 동향 자료 제공
·RF/IP 기반 송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 기술 설명
·디코더 소스 획득 방안 제공, 관련 연구 개발 업계 협의 주선
·시스템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제공
·관련 산업 활성화 시기 및 사업 추진 최적기 파악
·방송 서비스 동향 및 계획 분석

때문에 국내 일부 업체에서만 시스템 개발이 이뤄져 있으며, 개발된 상품은 상당한 고가로 출시된다.
오픈스택㈜은 코덱 칩세트 및 RF 칩세트를 이용하여 MPEG-2 TS 기반의 송출 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ATSC 3.0은 TS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의 시스템 프로토콜은 어려울 뿐 아니
라 기술 구현이 오픈되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구현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TTA는 오픈스택㈜에 ATSC 3.0의 파트별 설명과 기술 개발 방법을 모두 제공해야 했다. 우선
TTA의 지상파 UHD 송수신 정합 표준을 근간으로 교육을 시작함과 동시에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새로운 방송 서비스 계획 및 현황을 전달했다. 아울러 국책연구소의 디코딩 기술 도입을 주선하였
으며, 시스템 개발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방송사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귀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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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택㈜의 주력 제품 OSBE-5000

또한, RF 칩세트 기술 이전도 새로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RF 개발 상황이 쉽지 않았기에 RF

통신용 변조기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오픈스택㈜은 비디오 및 오디오 코덱, 딥러닝을
이용한 비디오 분석, 네트워크 Protocol Stack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ATSC 1.0 기반으로

자문서비스,
막막함을 해소하는 빛이 되다

오픈스택㈜은 TTA 자문서비스를 거치며 비로소 개발 중이던 ATSC 3.0 호환 UHD 인코더에 MMT
프로토콜과 ROUTE를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산업계의 어떤 업체와
협력이 필요한지, 어떤 연구기관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늠할 수 있었다.

MMT
MPEG Media Transport
인터넷 환경에서도
멀티미디어 전송이 가능하도록
MPEG-2 TS를 보완한 표준
ROUTE
Real-time Object
Delivery Over
Unidirectional Transport
기존 인터넷망에서 사용했던
전송 표준을 방송망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표준

실제로 오픈스택㈜은 Open Innovation 관점에서 ATSC 3.0 관련 업체와 협업을 체결하였으며 ETRI
로부터 ATSC 3.0 MMTP & ROUTE 기술 이전을 받게 되었다.
“TV 시장은 ATSC 3.0 방송의 활성화 정도와 관계없이 이미 UHDTV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반
DTV와 ATSC 3.0 탑재 TV의 가격 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일정 크기 이상의 TV는 모두 ATSC 3.0
기능을 탑재할 것이기 때문에 전문 방송이 아닌 간이 방송 송출기 시장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UHDTV
Ultra High-Definition
TeleVision
초고선명 텔레비전
DTV
Digital TeleVision
디지털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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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택㈜ TTA 자문으로 저변과 꿈 확장

02 화승엑스윌,

4차 산업혁명으로 내딛는 첫걸음
IoT 융합 스마트 컨베이어 벨트로 대세를 주도한다

김상진 연구소장은 현재 송출 시스템 부품의 컴포넌트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상황이나, 가격이 하락

2007년 화승그룹, R&A에서 분사한 ㈜화승엑스윌은 컨베이어 벨트, 산업용·유압 호스,

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자체 개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수물, 시트 등의 산업용 고무제품과 철도 장비 등을 제조·도매한다.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표준에 대한 연구 및 부분적인 선개발에도 노력해야

특히 해양 방현재의 설계 및 제작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함은 물론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해양수산부 등을,
해외에서는 SUMITOMO, TEXCEL, TRELLEBORG 등을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견기업이다.

TTA 자문서비스로 이전의 막막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더 넓은 시각에서 기술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화승엑스윌은 세계적 대세를 따라 기존의 컨베이어용 벨트를 IoT 융합형

고 남재권 오픈스택㈜ 대표는 술회했다. 나무가 아닌 전체적인 숲을 조망함으로써 ATSC 3.0에 대한

스마트 컨베이어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했고, 개발 기술의 표준화도 염두에 두었다.

자신감은 물론 오픈스택㈜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마저 크게 향상된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 기반 기업으로서 표준·IoT 관련 전문성은 외부에서 구할 수밖에 없었다.
주변의 추천으로 TTA 자문서비스를 신청한 ㈜화승엑스윌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오픈스택㈜ 직원들은 그전까지 대외적인 교류가

현재 IoT 표준 제품의 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부 과제 참여를 검토 중이다.

빈약했는데,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국내 최고의 ATSC 3.0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어 마치 회사 직원 모두가 전문가 그룹에 속하게 된 것 같은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교류하
는 업체들이 크게 확대되니 회사의 외연도 아주 커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오픈스택㈜의 목표는 Intelligent Visual Communication 분야 세계 1위 수출 강소기업이다. 남재권
대표는 개발 중인 ATSC 3.0 호환 UHD 인코더를 상용화하면 매출액 200억 원 달성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차 TTA 자문서비스로 받은 도움과 혜택의 바통을 이어받아 궁극적으로는
전체 방송 산업계가 좀 더 나은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리라고도 다짐했다.

제조·생산 영역에서
시스템 개발로 확장

IoT 융합 스마트 컨베이어는 영상, 센서, 고무 내부 층의 색깔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마모 상태를 포함해 운행 중 발생하는 문제를 자
동으로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벨트의 한계 수명을 예측하고 생산 손실

해양 방현재
marine fender
배의 뱃전에
장치한 완충물

도 최소화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산업 현장과 기술 표준 모두가 스마트 컨베이어를 지향하는 쪽으
로 변화 중이다. 국내의 컨베이어 시스템 업계도 이와 관련된 국제 표준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간 ㈜화승엑스윌의 주력 생산 품목은 컨베이어 벨트용 고무였다. 이에 대해서는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수십 개에 달하는 특허와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컨베이어 시스템 전체에 대한 기술
분야에는 아직 발을 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특히 스마트 컨베이어는 기술 구현의 핵심이 고무
내부에 삽입되는 센서와 무선 통신, 데이터 저장 및 분석 등 다양한 ICT 기술에 있다. ㈜화승엑스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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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오픈스택㈜

대표자

남재권

홈페이지

www.openstack.co.kr

설립일

2008년 1월

주요사업

Video Codec 장비 - 방송용 Encoder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97
분당테크노파크 A동 906-1호

TTA 자문서비스의 도움이 절실했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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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는 전자부품연구원 에너지IT융합연구센터 이상학 센터장을 비롯해 ETRI, 국가기술표준원, 한국
스마트제조산업협회에서 각 전문가를 선정하고, ㈜화승엑스윌을 위한 자문단을 꾸렸다. 자문서비
스는 ㈜화승엑스윌의 현 상황과 상품에 대해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으로 물꼬를 텄다. 본격적인 IoT
C/Belt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자문에 들어가면서 스마트팩토리 표준 전문가도 합류했다.

ARPM
Association for
Rubber Product
Manufacturers
고무 제품 제조업 협회

표준 소비자에서
표준 생산자로 전환

자문을 진행하면서 관련 표준을 파악한 결과, 국내에서는 한국산업
표준(KS)에서 컨베이어 벨트의 고무에 대한 표준을 다룬 것이 고작
이었다. ㈜화승엑스윌이 추구하는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표준

은 아직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다. 대신 기존 제품에 IoT를 융합한 신제품을 시험·인증하는
기술 개발이 추진 중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 개발이 ㈜화승엑스윌의 사업과 연계

함께 스마트 컨베이어 관련 국내외 표준과 기술의 동향을 파악한 후에는 우선 한국산업규격(KS

추진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M 6534)에 국내 표준을 제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북미 산업계 표준 단체인 ARPM의

‘Conveyor and Elevator Belt Handbook’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책 과제 선정에 대해서도 검토했
다. TTA 자문단은 ㈜화승엑스윌이 기존에 제출했던 수요조사서를 기술 개발 내용과 정부 지원 필요
성 등이 보다 명확해지도록 수정해 정부 R&D 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였다.

㈜화승엑스윌이 필요로 한 서비스
컨베이어 벨트
모니터링 기술 개발

·업체 현황 및 상품에 대한 진단 분석
·기존 정부 R&D 사업 수요조사서 수정
·스마트팩토리 관련 표준 조언
·관련 해외 산업 단체 ARPM 및 가이드북 검토, 분석

스마트 기술 적용 및 확산을 위한 관련 표준 제안

·국내외 관련 표준 동향 파악
·한국산업규격(KS M 6534)에 대한 제안 내용 정리 및
추진 방향 제시
·관련 시험 인증 기술과 연계 개발 추진 방법 조언

㈜화승엑스윌의 주요 성과 내용
2017년

글로벌 전문 기술 개발 사업 선정(KEIT, Concrete docking hose)

2016년

Hyundai Steel 1st Tech show 우수제안상 수상(Colorful conveyor belt)

2015년

‘마모 확인 타입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 및 그 제조 방법’ 특허 출원(한국, 미국, 중국)

TTA가 제공한 서비스

㈜화승엑스윌의 컨베이어 벨트 고무 기술에 IoT를 접목하면 최초의 고무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기술
㈜화승엑스윌의 주요 보유 기술

융합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학 센터장의 예측이다. 선주문 후 개발되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공급 방식을 고려할 때 이는 더욱 큰 장점이 된다. 고무 내부의 센서 삽입, 고무 내외부의 층
별 색 변화 등 수요처마다 서로 다른 여러 요구 사항을 맞춤형으로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스마트 컨베이어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표준을 확
보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장 확대는 이 두 요소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상학 센터장은 IoT 융합과 스마트 기능 내재는 장차 모든 산업 부문에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좌
우하고 시장의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항목이 될 것이라 내다본다. 그는 ㈜화승엑스윌이 이번 TTA 자
문서비스를 통해 정부 R&D 사업에 선정되고 순조롭게 차세대 제품 개발에도 성공하리라고 자신했다.
㈜화승엑스윌 연구개발팀 김용환 팀장은 각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정확히 선별하고 연결하는 TTA
자문서비스의 능력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적절하고 명쾌한 자문서비스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고 김용환 팀장은 전한다. 수도권과 부산의 거리를 극복하는 TTA 측의 섬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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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엑스윌 4차 산업혁명으로 내딛는 첫걸음

03 넥스트랩,

시장 확장을 이끈 표준 기술 적용
UX 품질 측정 솔루션의 개발과 납품 동시 성공

㈜넥스트랩은 2016년부터 TTA 자문서비스를 이용해왔다.

자문 계획과 진행 등의 배려에도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스마트 기기 UX(User eXperience) 품질의 정량적 측정과 분석 기술 개발을 자문받았다.
TTA 자문서비스로 인연을 맺은 전문가들의 주선으로 ㈜화승엑스윌은 이제 KS 전문위원으로서도 활

당시 TTA로부터 얻은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이 기술 사업 전반의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약한다. 그동안 열람만 하던 규격을 주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게 된 만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솔루션 개발 기간과 비용도 크게 절감되었다.

것이라고 ㈜화승엑스윌은 다짐했다. 국내에만 만족하지 않고 장차 ISO/TC에도 표준 위원으로 참여

2017년에는 2016년의 자문 성과에서 더 나아가, 개발한 UX 품질 측정·분석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하여 글로벌 기술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게 TTA 자문서비스로 새롭게 추가된 ㈜화승엑스윌의 목표다.

AR·VR 성능 측정에 적용하고자 했다.
기술 개발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넥스트랩은 다시 TTA 자문서비스의 문을 두드렸다.
2년 차 자문에서는 전년도에 개발한 솔루션의 고도화 개발과 납품 수주 성공이라는
보다 뚜렷한 가시적인 결과들이 있었다.

국내 IPTV 서비스 시장에서 화질과 콘텐츠 부문은 상호 경쟁력이 상당히 평준화

표준으로
솔루션 확장

되어 있다. 때문에 조작에 대한 반응의 신속성이나 신뢰성과 같이 사용자의 편의
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러한 UX 품질의

정량 지표 정의 및 측정은 기존의 품질 계측 솔루션으로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었다. 미비한
표준과 측정 방법의 난이도 등으로 대부분이 부정확하고 생산성이 낮은 수동적 측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End-User Section
Contents
IPTV Servic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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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엑스윌

대표자

박동호

홈페이지

www.hs-exwill.co.kr

설립일

2007년 4월

주요사업

산업용 컨베이어 벨트, 호스, 해양 방현재의
설계·제작·판매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 장천빌딩 8층

Packet
Monitoring

IPTV Set-Top Box(OTT Box)

Television

Remote
Control

Video
Monitoring

●

●

Measures Set-Top’s Reaction Qualities
Of User Input

●

Monitors Real-Time Video, Audio Streaming
Qualities and Network Packets

Set-Top Box
QoE Testing
Service Network
QoE Monitoring

Access Point

●
Automated Testing

AR
Augmented Reality
증강 현실
VR
Virtual Reality
가상 현실

영상 기반 셋톱박스 UX 품질측정 솔루션 개요

기업명

UX
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기반
양방향 TV 서비스

Supports Scenario based Test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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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용자 체감 품질(QoE) 측정 솔루션 전문 기업인 ㈜넥스트랩은, 2016년 TTA 자문서비스로 개
발한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현업에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여 진화된 솔루션으로 발전시
키고자 했다. 기존 솔루션이 셋톱박스(STB)의 단순 불량률 검사용이었다면 개선된 솔루션은 실제 사
람의 사용 패턴과 유사한 환경에서 셋톱박스를 24시간 반복적으로 조작하며 서비스가 잘되고 있는
지를 지역별, 시간대별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QoE
Quality of Experience
체감 품질
셋톱박스(STB)
Set Top Box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텔레비젼에 표시하는
멀티미디어 기기

㈜넥스트랩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IPTV UX 품질 상시 모니터링
기술·표준·시나리오 개발 및
현업 응용 방안과 개선 정보

·2017년 제정 추진 중인 셋톱박스 UX 품질 지표 및
측정 방법 표준 정보 제공
·현업에서 필요한 모니터링 규격(안) 및 결과 분석 방안 공동 개발
·개발 시스템 활용 측정 결과 공동 분석 및 제품 성능 개선 지원
·셋톱박스 개발 부서 등으로 기술·제품 확산 지원

VR·AR 등 실감 미디어 서비스의
QoE 측정·개선 동향 및 관련
국내외 학계·산업계의 표준화 동향

·ITU-T, IEEE, 국내외 학계 등의 관련 연구·표준화 동향 공유
·시장 동향 및 전망, 사업화 방향, 솔루션 개발 방향에 대한 컨설팅
·VR QoE 관련 협회 및 표준화 기구 참여 방법 안내
셋톱박스 상시 UX품질측정 계측기

㈜넥스트랩의 주요 성과 내용
2017년

영상 인식 기반 시나리오 테스트 자동화 연구과제 수주(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IPTV 셋톱박스의 상시 UX 품질 측정 솔루션 개발·납품(SK Broadband)
셋톱박스·리모컨 품질측정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수주(SK Broadband)

2016년

IPTV 셋톱박스 자동화 품질 측정 솔루션 출시 및 납품(SK Broadband)

2015년

자동차 내비게이션 제스처 품질 측정 솔루션 출시 및 납품(LG전자)

그 결과 ㈜넥스트랩은 IPTV 셋톱박스의 상시 UX 품질 측정 솔루션을 알맞은 시기에 개발하는 데 성공
했다. 완성된 솔루션은 SK브로드밴드 운용 부서에 납품되었으며 SK브로드밴드 내의 셋톱박스 성능
시험 부서로도 추가 납품하였다. IPTV 셋톱박스 테스트 시나리오 변경 시 시스템에서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정부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도 수주할 수 있
었다. 그 외에도 VR 헤드셋 UX 품질 측정 기술의 개발 방향을 수립하고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는 등

셋톱박스 품질 측정 분야에서 측정 기술을 고도화하고 활용 범위를 확장하려면 현업에서 활동 중인

의 성과가 있었다.

전문가의 경험과 업계의 동향 파악이 필수적이었다.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보하고자 시도한 UX 품질
측정을 VR·AR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절실했다. 관련 학계의 표준화 동향과 국내외 시장

“이미 제정되었거나 추진 중인 표준 기술을 시의적절하게 제품에 적용하면 독보적인 시장을 창출할

을 모두 분석해야만 솔루션 개발과 비즈니스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넥스트랩은 관련 분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특히 IPTV 시장은 새로운 유료 방송 서비스의 한 축으로 국내뿐 아니라

의 전반에서 절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했다.

해외에서도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므로 세계 시장으로의 동시적 접근도 쉽습니다.”

이에 TTA는 IPTV 품질 관리 전문가인 서범석 SK브로드밴드 매니저가 2016년도에 이어 ㈜넥스트랩

서범석 매니저는 ‘셋톱박스 UX 품질 지표 및 측정 방법’이 TTA 표준화 과제로서 2017년 말 제정

의 자문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했다. 서범석 매니저는 ‘영상 기반 UX 품질 지표’ TTAK.KO-01.0201

완료를 앞두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표준에 따르면 리모컨을 이용한 셋톱박스 조작 패턴까지 고려

의 응용 표준으로 개발 중인 ‘셋톱박스 UX 품질 지표 및 측정 방법’을 ㈜넥스트랩과 공유하고 이를

하여 UI 이용 품질을 측정해 정량 지표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넥스트랩에서 개발한 셋톱박스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즉시 방법론 연구에 돌입했다. TTAK.KO-01.0201은 2015년에 제정되어

상시 UX 품질 측정 솔루션도 이 표준 지표를 기반으로 한다. 실감 미디어 서비스의 핵심 영역인

곧바로 자문서비스에서 활용되었던 표준이다.

VR의 QoE 요소를 발굴 및 정의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도 2018년 제정을

VR 헤드셋 UX 품질 측정 시제품

앞두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TTA 자문서비스는 우선 차후 실제 활용하게 될 현업에 ㈜넥스

이창근 ㈜넥스트랩 대표는 2년에 걸친 TTA 자문서비스의 도움으로 ㈜넥스트랩의 셋톱박스 체감

트랩이 개발 중인 솔루션의 사전 적용을 실시하게 했다. 사전

품질 측정 기술을 중심으로 한 통합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말을

적용으로 얻은 피드백은 솔루션을 신속하게 안정화하는 데 활용

전했다. 이창근 대표는 앞으로 측정 장치를 소형화하고 측정 업무 전 과정에 걸친 자동화 솔루션을

되었다. 개발된 솔루션의 납품 이후의 안정화와 활용성 극대화 측면에도 미리 신경을 썼다. 또한, 장차

개발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발전시키겠다고

VR·AR 등의 실감 미디어 서비스 QoE 관리에도 기술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학계 및 표준화 기구

다짐했다.

다다익선, 더욱 커진
2년 차 자문서비스의 성과

의 동향을 조사해 공유하고 AR·VR 전시회 참여 및 솔루션 시연 방안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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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랩 시장 확장을 이끈 표준 기술 적용

04 AKN KOREA,

기술과 표준으로 완전무장
WebRTC에 WebVR 더해 블루오션 개척

“개발 인력 중심으로 구성된 기술 벤처에서 업계와 시장, 학계의 동향을 민첩하게 파악하는 것은

AKN KOREA㈜는 2016년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WebRTC 스트리밍에 적응형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TTA 자문서비스가 이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

스트리밍 기술을 구현한 White-label WebRTC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개발에 성공했다.

습니다. 이번 자문으로 표준 제정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여 향후에도 관련된 표준화 활동에

WebRTC란 웹사이트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실시간으로 음성 및 화상 및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를 계기로 2017년부터 W3C 회원사로서 W3C WebRTC WG에도 참여한다.

2012년 창립한 ㈜넥스트랩의 최종 목표는 인간을 향한다. 단순 반복적인 테스트 업무에 소비되고

2017년 들어 AKN KOREA㈜는 서비스 분야를 가상현실(VR) 커뮤니케이션 분야로

있는 사람의 역량을 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창의적 업무에 할애하도록 지원하고자

확대하고자 했으며, AKN KOREA㈜는 다시 한 번 TTA 자문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는 것이다. ㈜넥스트랩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동화 테스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궁극의 체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대는 빗나가지 않았고, 자문의 성과는 이전 성과를 크게 웃돌았다.

품질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TTA 자문서비스를 거치며 AKN KOREA㈜는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개발해냈고,
효율적인 서비스 사업화 전략의 방향도 잡았다.

정보의 바다를 밝히는 등대,
TTA 자문서비스

WebRTC 기술을 활용하면 모바일, PC, TV 등 거의 모든 디바
이스에서 화상 통화 및 채팅이 가능하다. 현재 W3C는 웹 기반
가상현실 서비스 환경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인 WebVR을

국제 표준화 기구

개발하고 있다. 장차 WebVR을 기반으로 한 차원 높은 웹 콘텐츠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표준회의

다. 구글, 모질라,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도 WebVR 표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AKN KOREA㈜는 실리콘밸리 출신 신생 기업으로 WebRTC 기술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는 한편 초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ebRTC 커스텀 링크 및 Adaptive 스트리밍 기
술과 가상·혼합현실(VR·MR) 환경에서의 WebRTC 구현 기술을 보유했다. ISO/IEC의 적응적 미디
어 스트리밍 국제 표준 중 하나인 MPEG-DASH 기술을 이전받아 Adaptive WebRTC 특허를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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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넥스트랩

대표자

이창근

홈페이지

www.nextlab.co.kr

설립일

2012년 7월

주요사업

스마트 기기 테스트 자동화 체감 품질 측정
솔루션 개발 및 공급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24-6 성해빌딩 2층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한 바도 있다.

MPEG-DASH
MPEG-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MPEG에서 표준화한,
HTTP를 이용한
적응형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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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N KOREA㈜의 주요 성과 내용
혼합현실 기반 커뮤니케이션 기술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2017년

WebRTC 기반 원격 멘토링 서비스 REGO 출시
K-Global 300 기업 선정
WebRTC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WebPeer 출시

2016년

KOITA 투자연계형 R&D 지원사업 선정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사업 2단계 선정

2015년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웹 분야 국제 표준화단체
WebRTC
Web Real-Time
Communication
웹기반의
실시간 통신 기술

W3C 표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이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자문해주었고, 실제 W3C 표준
화 회의에서도 함께하며, 마치 표준화 멘토처럼 전 세계 표준화 담당자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소개 및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켜주었다.
AKN KOREA㈜가 필요로 한 서비스
W3C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의
최신 표준 정보

·W3C 최신 현황 및 표준화 활동 방법 제공
·W3C WebRTC WG 최신 표준 개발 현황 제공
·W3C WebVR 표준화 현황 및 관련 서비스 개발 방안 제공

‘The peer: URI scheme’의
W3C 표준화 추진 자문

·‘The peer: URI scheme’의 표준화 추진 시 필요한
검토 사항 제공
·깃허브(Github) 기반의 W3C 기고 방법 제공

W3C 표준화 참여 전략 수립 및
표준화 회의 참여 지원

·스타트업에 필요한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자문
·표준화 회의 시 적극적인 네트워킹 지원

한국과학기술지주로부터 3억 원 투자유치

그러나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어도 갈수록 연구·습득해야 할 정보량이 방대해지므로, 중소기업이 독

WebVR
Web Virtual Reality
웹기반의
가상현실 기술

자적으로 이 중 필요한 것을 선별해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특히 Web 기반 기술 분야는 전문화되는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에 더욱 그렇다. AKN KOREA㈜가 조언을 구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는 ‘The peer: URI scheme(WebRTC 전용의 인터넷 주소)’ 표준화 추진 방향에 대한 것이고 두 번
째는 WebRTC와 WebVR을 연계한 서비스 개발 방안이다.

깃허브
깃(Git)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웹 기반의 호스팅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가장 능률적인 방식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TTA 자문서비스의 전두지휘 아래, AKN KOREA㈜는

WebRTC 기반
원격 멘토링 서비스 REGO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프로토타입을 완성할 수 있었다. ‘The peer: URI scheme’ 표준도 WebRTC
상 Peer의 설정이나 연동을 보다 원활하게 처리하는 장점이 있어 특허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TTA는 Web 기술의 국내 최고 전문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표준연구본부의 이원석 박사를

새롭게 세운 WebVR 콘텐츠 확대 전략은 국내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해외 시장 진입에도 크게 도움

AKN KOREA㈜에 연계했다. 이원석 박사는 먼저 AKN KOREA㈜의 기존 기술 및 서비스를 세세하

이 될 예정이다.

게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자문서비스를 계획했다. WebRTC와 WebVR의 기술 및 표준화 방법에 대
한 자문 회의는 매회 4시간 가량이 투자되며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WebVR은 차세대 고품질 웹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핵심적인 표준입니다. 신규 서비스 개발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이미 크므로 장기적으로 매우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창과
표준이라는 방패를 갖추다

AKN KOREA㈜는 URI scheme을 확장하여 peer에 대한 설

이원석 박사는 기획 단계에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기보다 서비스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분석할 수

정 및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The peer: URI scheme’에 대한

있는 로깅(Logging) 시스템을 구축해 요구에 맞게 개선해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권했다. 사용자의

W3C 표준화를 검토 중이었다. 이원석 박사는 전체 표준화 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웹과 더불어 iOS나 안드로이드로 패키징한 앱 형태의 웹앱으로도 서비스를

발 방향에 대한 레퍼런스로 과거 W3C에서 URI scheme을 확장한 표준을 개발한 사례를 찾아 소개

제공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했다. W3C의 Royalty Free 정책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W3C에 표준을 제안하는 절
차와 함께 깃허브(GitHub)를 활용하는 기고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WebRTC와 WebVR를 연계하는 서비스 개발에 대해서는 우선 W3C의 WebVR 표준 개발 및 브라
우저 지원 현황을 제공했다. 실제 WebRTC와 WebVR을 연계한 선례들을 발굴해 서비스 형태와 사
용 사례를 분석하기도 했다.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과 그 개선안 등 전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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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벤처기업의 입장으로 아무래도 표준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할애하기가 어렵다고 AKN KOREA㈜
심혁훈 대표는 고백한다. 그는 이를 TTA가 탁월한 전문가 매칭과 밀도 높은 자문서비스로 해결해
주었다고 말한다. 가장 큰 수혜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기술을 전수하고 이를 활용할 비즈니스
방향까지 제시해 준 것이었다. WebVR은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기술 분야임을 고려할 때 더욱
소중한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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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N KOREA㈜ 기술과 표준으로 완전무장

표준개발
자문

특허청-과기정통부-산업부(국표원)가 협업하여

우수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표준개발과 표준특허 창출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자문 프로그램
한국, 미국, 홍콩에서 활동하는 AKN KOREA㈜는 2년에 걸친 TTA 자문서비스가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하는데 많은 활용이 될 것으로 믿는다. 세계 최초로 WebRTC와 WebVR이 융합된 가상 커뮤니케
이션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의 목표다. W3C 표준화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머지않
았다고 AKN KOREA㈜는 자신한다.
01
모집공고

05
성공 사례
발굴

02
지원 기업
선정

표준·표준특허 개발 자문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 연계
(특허전략개발원 협업)

03
자문팀구성
(표준 전문가,
변리사,
표준특허PM)

04 국내외 표준개발 및
표준 특허 창출 자문 지원
(월평균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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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AKN KOREA㈜

대표자

심혁훈

홈페이지

www.akn.io

설립일

2015년 2월

주요사업

가상현실 기반 WebRTC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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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칩스앤미디어,

국내 유일에서 세계의 표준으로

반도체 설계 자산 관련 업무로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산업지원팀과 협력 중이던 ㈜칩스앤미디어
는 특허청 담당자로부터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소개받았다.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은 TTA와 한
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이 협력해 ICT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을 선정하고 국제 표준

차세대 비디오 코딩 표준 특허 출원

과 표준 특허를 동시에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선정 기업의 연구 개발 현장에 특허 및

VCEG

표준 전담팀을 파견하는 과정에서 TTA 자문서비스와 ㈜칩스앤미디어가 연계되었다.

Video Coding
Experts Group
영상 부호화 전문가 그룹
ITU-T에서 시각적 코딩
표준화를 맡고 있는
Q6의 비공식적 명칭

㈜칩스앤미디어 주요 보유 기술

㈜칩스앤미디어는 2003년 반도체 설계 자산(Semiconductor IP)생산을 시작으로
System APB BUS

현재는 표준 영상 압축 기술인 MPEG 표준을 비롯하여 UHD 표준 압축 기술인 HEVC 등을

32bit APB Host I/F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미지 신호 처리(ISP) 및 CV IP 등의 시장 출시를 준비 중이다.

vCPU

HEVC의 개발 이후 ISO/IEC에서는 차세대 영상 압축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논의하고 있다.
㈜칩스앤미디어는 표준 규격이 완료되기를 기다려 이를 구현하기보다,

vCORE

ISO/IEC JTC1
ISO/IEC Joint
Technical Committee 1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와 IEC의 합동기술위원회 1

BPU

한 발 더 앞서 행동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했다. 직접 국제 표준을 제안함으로써
RDO

원천 특허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TTA 자문서비스의 도움으로

Deblocking Filter

SAO

Motion
Estimation

㈜칩스앤미디어는 차세대 영상 압축 기술 표준 관련 특허출원에 성공했다.

Intra-Prediction

Inter-Prediction

FRAME

128bit AXI External Memory Interface
System AXI BUS

TTA 자문서비스는 표준 영상 압축 기술의 전문가인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영렬 교수를 ㈜칩스
앤미디어의 자문위원으로 추천했다. 이영렬 교수는 CABAC 부호화 및 복호화 기술과 인트라(화면
내) 예측(Intra Prediction), 인터(화면 간) 예측(Inter Prediction), 변환 개선(Transform Improvement) 분

국내 유일에서
세계 표준을 향해

차세대 비디오 코딩(FVC)은 ITU-T SG16/WG3/Q6(VCEG)와 ISO/IEC
JCT1/SC29/WG11(MPEG)가 공동 주관하는 비디오 코딩 표준이다. 퀄컴,
인터디지털, 고프로, 화웨이, 애플, 소니, 테크니칼라, NHK, KDDI, Dolby,

Panasonic, Sharp, Ateme, HiSilicon, Arris, HHI, 미디어텍 등의 해외 기업들과 국내의 삼성전자,
ETRI, LG전자 등이 이 표준에 뛰어들었다. 차세대 비디오 코딩 기술은 2017년 10월까지 약 30%
에 가까운 비트 감소를 하고 있다.
㈜칩스앤미디어는 영상신호처리 비디오 IP 기술 분야 전문 회사이다. Video Post Processing부터

IP
Intellectual Property
개발되고 검증이
완료된 반도체
설계 자산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동영상
압축 기술 표준

Video Frame Buffer Compression, 이미지 신호 처리(ISP)까지 비디오 코덱 중심의 IP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고품질 IP 솔루션을 개발하여 세계 유수의 반도체 제조사들에 제공하던 ㈜칩스앤미
디어도, 차세대 비디오 코딩이라는 새로운 영상 압축 기술에 대해 단독으로 표준을 제안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했다.
㈜칩스앤미디어의 주요 성과 내용
2016년

초소형 UHD 급 HEVC 코덱(CODEC) 출시

2015년

UHD 급 HEVC & VP9 비디오 디코더 IP 출시

2014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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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 급 HEVC 비디오 디코더 IP 출시
IP 적용 SoC 칩 생산 누계 2억 개 돌파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고효율 동영상
압축 기술
UHD
Ulra High Definition
초고선명 해상도
ISP
Image Signal Processing
이미지 신호 처리

야에 대한 구현 방식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국제 표준 특허 확보에 필요한 절차와 기고서
제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세계적 입지 세울 기회,
표준 특허

CV
Computer Vision
컴퓨터에서
시각매체를 통해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

이영렬 교수는 차세대 비디오 코딩 표준에 하드웨어 구현을 보다 용

차세대 비디오 코딩
Future Video Coding
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Telecommunication
국제전기통신연합내
전기통신표준화 부문
CABAC
Context-based
Adaptive Binary
Arithmetic Code
주위의 상황에 따라
적응적으로 부호화를
수행하는 이진 산술
부호화 방식

이하게 하는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는 국제 동향을 ㈜칩스앤미디어
에 전달했다. 하드웨어 내장형(Hard-wired) IP를 판매하는 ㈜칩스

앤미디어로서는 매우 귀한 정보였다. MPEG-LA의 특허 풀에 회사 이름이 등재되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귀띔해 ㈜칩스앤미디어의 표준 특허 도전 의욕을 북돋기도 했다.
㈜칩스앤미디어가 필요로 한 서비스

차세대 비디오 코딩
국제 표준 확보 지원

TTA가 제공한 서비스
·여러 회사의 차세대 비디오 코딩 예비 실험
(EE, Experimental Experiments) 내용 공유 및 논의
·칩스앤미디어의 기존 출원 특허들에 대해 차세대 비디오 코딩에 유용한
특허 여부 검토
·차세대 비디오 코딩을 위한 특허 출원 5건

㈜칩스앤미디어는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차세대 비디오 코딩 표준 기술 제안의 일환으로 국내외
특허 출원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 출원으로 전문가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내부

미국 지사 및 일본 사무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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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스앤미디어 국내 유일에서 세계의 표준으로

역량에도 집중할 수 있었다. 자문서비스를 거치며 기존 ㈜칩스앤미디어 개발 기술의 성능, 신뢰성
등이 향상되어 기술 자체뿐 아니라 확산 방안까지 보완·개선된 것이다.
“인트라 코딩(Intra Coding)이나 양자화의 효율성 향상 등 ㈜칩스앤미디어가 가장 자신 있는 하나의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과 집중 후에는 차세대 비디오 코딩과 관련해 앞으로 출원
할 특허에 대하여 과감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 기존 MPEG-4, H.264, H.265를 구현해 오며 얻
은 아이디어를 차세대 비디오 코딩에 특허화하는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차세대 비디오 코딩 기술 표준이 ITU-T에서는 H.266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영렬 교수는 말했
다. 그는 중소·중견기업이 단독으로 표준화에 뛰어드는 데는 위험이 너무 크다며 TTA 자문서비스
와 같은 표준 특허 출원 진행이 가능한 전문가와의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치가 크다
고 판단되는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보완을 계속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김진태 ㈜칩스앤미디어 책임자는 TTA 자문서비스로 얻은 가장 큰 소득으로 진행 절차, 방식, 대응
방안 등 표준 특허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습득하게 된 것을 꼽았다. 그 과정으로 전문가와의 기술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보유 기술을 수정·보완하고 아이디어를 통합해 발전시킬 수 있던 것도
뜻밖의 성과였다고 덧붙였다.

MPEG-LA
Moving Picture
Expert Group-2
Licensing Administrator
MPEG-2 표준
특허권자 협의체를 위한
특허 라이센싱 대행 전문회사
MPEG-4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4
MPEG에서 제정한
동영상 압축과 전송을 위한
국제표준

㈜칩스앤미디어의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개발 내용
표준화기구

H.264
MPEG-4 AVC
동영상 압축 기술
H.265
HEVC
고효율 동영상
압축 기술

“장기적 관점에서도 큰 기반을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이번 TTA 자문서비스를 바탕으로
영상 처리 기술에 대한 개발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른 많은 기업에도 TTA 자문서비스가

SO/IEC JTC1/SC29
WG11(MPEG)
ITU-T SG16
WP3/Q6(VCEG)

개발하려는 표준
차세대 비디오 코딩
(Future Video Coding)

관련된 표준특허 내용
표준화된 비디오 코덱 영상을 디코딩하는 칩의
설계 구조를 제공하는 비디오 디코더

㈜칩스앤미디어는 비디오 녹화 및 재생 기능이 있는 반도체 칩에 사용될 합성 가능한(synthesizable)
형태의 RLT(Register-Transfer-Level) 코드 및 그것을 구동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개
발한다. 현재 H.264 및 HEVC 등의 비디오 코딩 기술과 관련하여 해외 출원 건을 포함 약 60여
건의 표준 구현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널리 알려져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칩스앤미디어는 TTA 자문서비스를 계기로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국제 표준을 따라가는 후발

FVC 기술은 HEVC를 잇는 차세대 기술로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 대부분의 동영상 서비스 기기

주자가 아닌 먼저 국제 표준을 제안하고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앞선 기술로 무장한

들에 적용되어 그 사용 범위가 넓고 파급 효과가 크다. 때문에 표준특허를 확보할 경우 기업 인지

토털 IP 개발사의 입지를 굳혀 장차 세계 최고 수준의 영상 처리 반도체 설계자산 기업으로 발돋움

도 및 가치 상승, 시장 점유율 확대, 매출 증가 등 경영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으며 부수적

하겠다고 ㈜칩스앤미디어는 포부를 밝혔다.

인 로열티 수입도 예상된다.
이를 위해 ㈜칩스앤미디어는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개발사업 및 국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과제 제안 계획이 있으며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JVET(Joint Video Experts Team, VCEG와 MPEG 간 공동 표준화 협력회의) 표준화 회의 참석으로
2018년부터 표준화 활동을 시작하려고 한다. 1차 목표 기술은 FVC 부호화/복호화 기술 중 엔트
로피 코딩 분야이고 2차 목표 기술은 Inter/Intra Prediction Improvement 분야다. FVC 표준화
동향에 따른 부호화/복호화 기술 및 대역폭 효율 향상 표준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표준특허 확보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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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칩스앤미디어

대표자

김상현

표준 기술 및 표준특허 확보는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으므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표준화 역량을

홈페이지

www.chipsnmedia.com

갖출 수 있을 때까지는 2~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 내다본다.

설립일

2003년 3월

주요사업

반도체 설계 자산(Semiconductor IP), 소프트웨어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5길 26(대치동 V&S 빌딩) 13층

표준특허 PM 이학규(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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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피제이팩토리,

이미지 파일 포맷의 국제 표준화

ISO/IEC JTC1/SC29 표준 제안 목전에

2016년 설립한 신생 벤처기업 ㈜피제이팩토리는 모바일기기 기반 카메라 앱,

TTA는 2016년 단기 자문으로 ㈜피제이팩토리와 인연을 맺은 MPEG 국제 표준 전문가 단국대학교

그리고 SNS 솔루션인 ‘디테일(DETAIL)’을 서비스하고 있다.

김영섭 교수를 계속해서 ㈜피제이팩토리의 자문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번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디테일은 ㈜피제이팩토리가 개발해 특허를 확보한 자체 상품으로 이미지 정보화 작업을

(KISTA)의 엄석재 특허 PM도 조언에 협력했다. 이들은 보다 본격적으로 디테일 이미지 파일 포맷의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가능하게 하는 UX(User eXperience) 기술을 구현했다.

국제 표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전략을 구상했다.

그 가능성을 인정한 기업환경통합(EAI/ESB), 애플리케이션성능관리(APM),
보안 솔루션 개발 구축 전문 업체 모코엠시스로부터 5억여 원의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

자금 문제까지 해결한
‘디테일’ 전략

㈜피제이팩토리가 TTA 자문서비스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부터다.
총 3회 만에 매우 구체적인 국제 표준 제안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고,

전략 기획 단계에서 ISO/IEC JTC1/SC29가 ㈜피제이팩토리의 새로
운 이미지 파일 포맷 국제 표준을 제안할 구체적 타깃으로 결정되었
다. 표준화 자문은 크게 기존 JPEG 파일 포맷에 대한 표준과 MPEG

이에 ㈜피제이팩토리는 2017년 정식으로 표준 개발 부문 TTA 자문서비스를 신청했다.

에 대한 표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특히 JPEG 표준에 대해서는 상용 중인 이미지 파일의 요구

지금은 ISO/IEC JTC1/SC29 진입을 코앞에 앞두고 있다.

사항에 맞추도록 했다. 또한 자문의 일환으로 공동 기술 개발 연구에도 착수했다.
㈜피제이팩토리가 필요로 한 서비스

단기 자문에서
장기 자문으로 신뢰의 확대

이미지 파일 포맷이란 영상을 표현하는 형식을 말한다. 현재
JPEG나 MPEG 파일 포맷은 각각 독립적으로 개발 및 운용되

JPEG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고 있어 새로운 파일 포맷이 기존 디바이스 서비스에 진입할 때

정지 영상의 압축 표준

연동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피제이팩토리가 개발하는 이미지 파일 포맷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기반 환경을 조성하며, 모든 스마트 디바이스에 맞는 파일 포맷 표준을 제시한다.
이렇듯 디테일이라는 새로운 이미지 포맷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피제이팩토리는 그 상용화 준비와
더불어 AR·VR 부문의 추가적인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
센터(IITP),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에서 정부 지원 사업 및 벤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며 몇 개의
국내외 특허 등록도 완료했다. 그러나 이를 국제 표준으로 확고히 정립하는 것은 뛰어난 자체 기술력
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동영상 압축 기술 표준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R&D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정
예술의전당 디지털전시 협업 MOU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선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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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가 제공한 서비스

이미지 파일 포맷 및 JPEG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의 최신 표준 정보

·이미지 파일 포맷에 대한 SC29 동향 설명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 제안 내용과 트렌드 정보 제공
·㈜피제이팩토리가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 기술 제안
·㈜피제이팩토리의 표준화 기구 활동 전략 제시

이미지 파일 포맷 기술 구현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

·이미지 파일 포맷의 구체적 규격과 프로토콜 제안
·JPEG와 MPEG의 데이터 타입 종류와 파일 포맷 제시
·JPEG나 MPEG에서 사용 가능한 파일 포맷 후보군 선택 조언

김영섭 교수는 준비 중인 ㈜피제이팩토리 표준의 국제 표준 채택 확률을 90% 이상으로 예측한다.

ISO/IEC JTC 1
ISO/IEC Joint Technical
Committee 1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와 IEC의
합동기술위원회 1
SC29
Special Committee 29
오디오, 이미지,
멀티미디어 정보의
코딩 표준화 위원회

그러나 채택 여부를 떠나서도 ㈜피제이팩토리가 국제 표준을 제안한 자체에 이미 큰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대항해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도전한다는 것은 대단

AR
Augmented Reality
증강 현실
VR
Virtual Reality
가상 현실

㈜피제이팩토리의 주요 성과 내용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기술개발사업 선정

㈜피제이팩토리의 주요 보유 기술

NDA
Non-disclosure
agreement
기밀 유지 협약서

히 미래 지향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최초로 시도되는 이미지 파일 포맷이니만큼 또 다른 분야에 대한 동기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미지 파일 포맷은 국내 시장 환경에서 가장 확산 가능성이 크며 스마트 디바이스 발전의 키워드이기
도 합니다. 곧 상당한 분야의 비즈니스에서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피제이팩토리의 차세대 이미지 파일 포맷 기술로 차후 모바일 단말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출판, 교육, 영화, 게임 등에도 활용되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관심 분야를 충족할 수 있다고 김영섭 교수
는 말했다. 결국 기업과 개인에게 돌아갈 시간적, 경제적 혜택 역시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광학기기업체 RICOH Corp.과 협업 관련 ND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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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이팩토리 이미지 파일 포맷의 국제 표준화

이번 2차 연도 TTA 자문서비스의 가장 큰 성과로, 전우진 ㈜피제이팩토리 이사는 국제 표준화 컨퍼런
스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전략을 획득한 것을 꼽았다. 국제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피제이팩토리의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개발 내용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 등을 소개받아 실제로 선정된 일은 현실적으로 가장 든든했던 소득이었다.
표준화기구

“중소기업의 여건상 표준화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TTA를 통해 전문가 방문 교육을 받고
많은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정부 지원 사업들을 안내받아 사업비 지원을 받을

IISO/IEC JTC1
SC29 WG1

개발하려는 표준
360도 정지영상 기반의
다중연결 이미지 표준

관련된 표준특허 내용
멀티 심도 이미지 생성 방법

수 있게 되어 금전적인 부담감도 해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회사 운영 계획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피제이팩토리의 다중 이미지 처리 기술은 사용자에게 빠르고 직관적인 이미지의 정보화 방법
을 제공한다. 또한 문자, 오디오, 비디오, AR·VR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포괄하는 통합 플랫

㈜피제이팩토리의 디테일 애플리케이션은 2018년 초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될 예정이다.

폼의 근간이 될 수 있다.

디테일 이미지 포맷 솔루션 상용화를 기반으로 AR·VR 접목과 전자 출판, 디지털 도감 기술 개발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한 디지털 이미지 서비스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방대한 이미지 정보를 손쉽게

㈜피제이팩토리는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에 과제 수주를

함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로 성장하는 것이 ㈜피제이팩토리의 꿈이다.

목표로 하고 있다. ISO/IEC JTC1 SC29 360 Degree Image ad-hoc group에서 360도 이미
지 관련 표준 개발을 핵심 안건으로 표준화 작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자문을 통해 출원한 특허들
에 대한 후속 관리 및 표준화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관리 할 예정이다.
표준 개발 이후에는 ㈜피제이팩토리 보유 기술을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진
다. AR·VR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응용서비스 및 전자출판 관련 표준화 기구 등에서도 보다 폭넓
은 표준화 활동 추진이 가능하다. 방대한 양의 이미지를 정보화·관리·이용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
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AR·VR기술 분야 및 SNS서비스에 적용 시 특허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특허 PM 엄석재, 임혜미(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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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피제이팩토리

대표자

박정환

홈페이지

www.pjfactory.com

설립일

2016년 1월

주요사업

이미지 솔루션 서비스 DETAIL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4길 68 리젠트오피스텔 6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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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지엠티,

TTA 엄호로 세계 시장 진출 준비 완료

VDES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통신 방식과 변조 기술이 나열되어 있는 ITU-R M.2092가 있으나 구
체적인 주파수 할당 문제로 표준화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WRC-19에서 해결이 된다면 표준
화 및 연구 개발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시장 진출을 위해 ㈜지엠티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국제 표

VDES 국제 표준의 블루오션 개척한다

준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TTA는 e-Navigation과 해상 통신 전문가인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유영호 소장을 ㈜지엠티에
소개했다. 유영호 소장은 지난 2016년 한국인 최초로 국제선박전자연합(IMEA)의 이사직에도 선임되

㈜지엠티는 해상선박관제, 항로 표지 관리, 항공관제, 항해통신 및 수색 구조 등에 관한

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의 김헌업 특허 PM도 ㈜지엠티를 위한 자문서비스에 협력했다.

장비와 서비스를 다루는 기업이다.
운항 중인 선박 정보를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기반으로 모니터링해

㈜지엠티 주요 보유 기술

정부 및 인증된 기관에 제공하는 통합 상황 관제 시스템을 개발·제공한다.

M-Services

㈜지엠티도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중 ㈜지엠티가 주목한 것이 e-Navigation의 차세대 핵심통신기술로 부각된 VDES이다.
VDES는 현재 국제 표준화를 논의 중인 단계로
이에 2016년부터 TTA에 자문을 구해온 ㈜지엠티는 2017년에도 자문서비스의 도움으로

Web ENCs

M-Intergration
Solutions
M-Application
Products

관련 서비스 및 장비 시장을 선점하려면 국제 표준 전문가가 절실했다.

Telematics

상황관제 솔루션
위치정보
분석시스템

M-SDK

VMS

상황관제 솔루션

AIS 응용 솔루션
특수목적/
시뮬레이션

SE-Mail

해상사고 예측 솔루션

ARPA/Radar
System

ECDIS/ECS

M-GIS

M-Navigation

ENC Kernel SDK

Land Chart Kernel SDK

TCS

IALA, IEC TC80, NMEA 등을 통한 국제표준화 협력 방안과 전략을 마련하였다.

섬세한 전략, 타깃 선정으로
백전백승

유영호 소장은 ㈜지엠티에 장비 표준과 서비스 표준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공동으로 작업하면 장비와 서비스 시장에 동시
적으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분야 내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선제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관한 MOU를 맺는 것이 바

를 하나의 장비로 합친 것이다. AIS와 VDES의 장비 개발과 활용에 관

선박 자동 식별 장치

Earth와 ORBCOMM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ORBCOMM은 AIS 트랜스폰더를 탑재한 위성 발사

한 표준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시장 진출이 어렵다. 2019년

VDES
VHF Data
Exchange System
VHF 대역의
데이터 교환 시스템

VDES는 기존에 사용하던 선박자동식별장치(AIS)에 AIS 응용 메시지
(ASM)와 VHF 주파수를 이용하는 데이터 링크 서비스(VHF Data Link)

WRC 회의 결과에 따라 빠른 진척이 예상되므로 국내에서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2002년 설립한 ㈜지엠티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수협중앙회 등 해양 관련 기관에 정보
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탄탄한 중소기업이다. AIS와 더불어 S-57/52 전자해도
기반 선박 관제 기술, VHF/SSB/V-PASS 통신 및 자동 출입항 관리 기술 등 국제 표준을 수용하며
15년 이상 해양 안전 및 선박관제 분야에서 기술력을 키워왔다. 최근에는 e-Navigation 연구로 후
발적인 대응을 넘어서 세계 시장 선도를 노린다.
㈜지엠티의 주요 성과 내용
해양수산부 원양어선 FMC 사업, 해양수산부 재난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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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
Application Specific
Message
AIS 응용 메시지
VHF
Very High
Frequency
초단파

기술 아키텍처

최근 차세대 전자항법 체계인 e-Navigation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 표준 흐름 읽고
지피지기

NMEA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
국립해양전자협회

IAL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ghthouse Authorities
국제항로표지협회
IEC
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sion
국제전기표준회의

람직하다며 표준 외의 비즈니스 활동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위성과 연계한 서비스는 현재 Exact
시험을 마치고 상용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IALA eNAV WG3에서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S-57/52
국제해사기구(IMO)의
디지털 해양 지도 시스템
(ECDIS) 제작/성능 기준
FMC
Fixed Mobile
Convergence
유무선 융합
ITU-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Radiocommunication
Sector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 부문
WRC-19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19
2019년 세계전파통신회의

표준화가 논의 중이다.
㈜지엠티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VDES 국제 표준 제정 동향

·ALA eNAV WG3 통신 그룹의 VDES 표준 제정 동향 설명
·IEC TC80 WG15의 VDES 관련 국제 표준 제정 동향 설명

VDES 개발에 대한 국제 기업 동향

·미국 Shine Micro의 VDES 개발 동향 설명
·독일 및 국내 e-Navigation 사업단의 VDES 개발 동향 설명

IMEA
International Marine
Electronics Allies
국제선박전자연합

자문 회의를 거치며 VDES 통신의 핵심인 변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이미 자세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후발 주자인 ㈜지엠티가 표준을 선도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2016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확대 구축 사업

주로 ITU-R의 권장 사항인 표준 특허 등으로 존재한다.

해양경찰청 V-Pass 시스템 4차 구축사업

다만 TTA 자문서비스는 이를 활용하기 위한 표준과 시험 방법에 대한 IEC 표준이 아직 작업 초기

해양수산부 제5차 선박 자동식별 시스템(AIS) 고도화 사업

단계인 것에 주목했다. 특히, VDES의 상세 운용 및 활용에 대한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IALA eNAV

해양경찰청 원거리 추적감시 시스템 3차 구축

WG3를 통해 서비스 영역을 확보하는 동시에, 활동 중인 국가와 국제 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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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티 TTA 엄호로 세계 시장 진출 준비 완료

공동으로 표준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IEC TC80 WG15(VDES 성능평가
표준화)에서 VDES 관련 PWI를 논의, 표준화를 시작하는 시기임을 주목해 지엠티 보유 특허를 기반

으로 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경에는 새로운 GMDSS 탑재와 e-Navigation 서비스 등이 맞물려 있습니다. 때문에 바로 지
금 표준화에 선도적이고 공격적인 비즈니스가 필요합니다. 초기에 표준 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개발
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새로운 해상통신시스템에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PWI
Preliminary Work Item
예비 표준화 업무 항목
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국제 해상조난 및
안전통신 제도

㈜지엠티의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개발 내용

e-Navigation
해양안전 종합관리체계

유영호 소장은 항해 통신 장비로 국제 시장에 진출할 기회는 기술이나 표준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순간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이러한 기회로, 이를 놓치게 되면 향후 30여 년간 국제
시장으로의 진출은 조선 시장 불황과 맞물려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주환 ㈜지엠티 대표는 시장 접근에 대한 방법과 자신감을 갖추게 되었다며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표준화기구
IEC TC80
WG15

개발하려는 표준
차세대 해상통신통합장치
개발 및 이를 이용한 MSP 양방향
교환 표준 기술(시험/인증)

관련된 표준특허 내용
선박에서의 단일 안테나 시스템을 위한
VDES 통신시스템 송신 슬롯 관리 방안
VDES 기지국 통신 시스템 무인운영을 위한
VDES 기지국 제어장치 및 중계 통신 방법

TTA 자문서비스를 신청할 것이란 용의를 밝혔다. 앞으로 단기적 경영에 급급한 다양한 중소기업들에
TTA 자문서비스가 더 많이 알려지고 활용되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현재 단일 안테나로 AIS, ASM, VDE 3가지 시스템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합선박통신장비
국제 표준이 논의 중이다. ㈜지엠티가 준비하는 표준은 이에 관한 시스템/신호의 우선순위, 타임

“시장 형성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 중소기업으로서 포괄적 시각을 가지고 표준과 시장을 이해하기

슬롯 할당 방법 등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란 힘든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교육은 ㈜지엠티에 대단히 귀한 기회였습니다.”
VDES 기지국 통신 시스템이란 3가지 시스템 데이터를 중계하기 위한 기지국으로, 각 시스템에
㈜지엠티는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VDES 연구 및 제품 기획의 방향성을 잡고 현재 관련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여 국산화를 진행 중이다. 2018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표준

필요한 안테나 수를 6개에서 4개로 줄여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GPS 시스템 장애에도 유연
하게 대응할 수 있어 향후 통합 기지국 구현에 필수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 관련 사업 수주 추진도 예정되어 있다. ㈜지엠티는 e-Navigation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향해 앞으로도 TTA 자문 성과를 십분 활용할 계획이다.

㈜지엠티는 자문의 성과로 2018년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사업에 과제를 제안
할 예정이다. 과제를 수주할 경우 IEC TC80에서 AIS, ASM, VDE 통합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ITU-R SG5 WP5B에서 제정 중인 M.2092 표준도 지속적인 IALA 활동
을 통해 모니터링함으로써 제품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송수신/서비스 데이터 트래픽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선박과 기지국에 VDE를 부가·통합한 시스
템을 탑재하는 것이 필수가 될 것이다. ㈜지엠티의 국제표준 전략이 성공하면 IT 기술이 융합되
어가는 선박 및 항해 장비/서비스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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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지엠티

대표자

이주환

홈페이지

www.gmtc.kr

설립일

2002년 5월

주요사업

선박 자동식별 시스템, 선박 관제 시스템,
항해 통신 장비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9-22,
판교W-CITY 7층(711~714호)

표준특허 PM 김헌업(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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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유양디앤유,

TTA와 함께 세계로 뻗는 빛의 기술

㈜유양디앤유의 주요 성과 내용

세계 최초의 VLC 기반 IoT 기술 상용화 시나리오

2015년

오스람 실바니아 LED 솔루션 공급계약 체결

2014년

LED 산업 신기술 최우수 대통령상 수상(가시광 무선통신)

2013년

지식경제부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

2012년

600W LED 투광등 북미 안전인증 획득 및 첫 수출

㈜유양디앤유는 VLC 기술 자체에는 경쟁력이 있었지만 해당 분야의 표준에는 참여한 적이 없었다.

TTA 회원사로 활동 중인 ㈜유양디앤유는 지난 2016년 1차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따라서 독자적으로 표준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표준화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은 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지원하는 표준특허창출지원 사업을 소개받았다.
2016년에만 3건의 가시광 통신(Visible Light Communication, VLC)을 활용한 특허권을 취득했으며,
2017에도 잇달아 또 하나의 VLC 기반의 서비스 특허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원한 상황이었다. TTA는 IoT 기반의 통신 융합 서비스 전문가인 경북대학교 고석주 교수를 ㈜유양디

준우 PM도 참여했다.

출원하는 쾌거를 이룬 후에도 이를 표준으로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였다.

㈜유양디앤유 주요 보유 기술

특히 특허를 바탕으로 표준에 접근할 수 있는 표준특허 부분 관련 조언과
이에 ㈜유양디앤유는 2016년의 신뢰를 바탕으로

OC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화 단체

TTA 자문서비스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VLC는 LED 조명을 활용하는 통신 기술로 IEEE 802.15.7 국제 표준
으로 승인되었다. 실내조명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으며 실내에 위치한 사용자만이 VLC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IoT 서비스와 VLC 기술을 접목하는 ‘VLC 기반 IoT
서비스’가 대두되며 수많은 LED 조명의 제어뿐 아니라 VLC 사용자의 단말기 관리 기능 및 IoT 네
트워킹을 통한 부가 통신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ETRI의 주도로 VLC는 IEEE 802.15.7로서 국제 표준화에 성공했다. ㈜유양디앤유는 지난 5년간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 협력 조약

업 영역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유양디앤유는 통신 영역보다는 조명 영역에 중점
을 두고 VLC 조명을 접속 수단으로 활용하는 IoT 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찾고자 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VLC와 IoT는 각각의 기술 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VLC를 융합한 IoT
기술 및 서비스 분야는 아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토털 솔루션 제공하는
전방위적 자문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 조명 기반의 정확한 실내 측위 등 VLC 기술의 장점
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시나리오를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시나리오 내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 등도 꼼꼼히 조언했다. 이윽고 관련 아이디어를 국제 특허로 출원하게 된 ㈜유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LTE
Long Term Evolution
4세대 이전 이동통신 기술

을 수립했다.
우선 국내 표준화 작업은 TTA 자문서비스의 주선으로 TTA PG 425를 통해 착수하고 이를 이어갈
표준화는 ITU-T SG 20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고석주 교수가 IoT 서비스의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기구 중에서도 가장 적절한 그룹을 찾아냈다. 국제 표준으로 제안할 세부 요소
기술 및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정리하는 데도 TTA 자문서비스의 지대한 도움이 있었다.
㈜유양디앤유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IoT 관련 국제 표준화 동향 및 ·IoT 분야 국제 표준화 협력체인 ITU-T, OCF, IETF 등의 표준 동향 정보 제공
VLC 기반 IoT 기술의
·VLC 보유 기술을 IoT 서비스에 적용하는 세부 방안 제안
국제 표준화 추진 전략
·VLC 기반 IoT 기술의 국제 표준화 전략 제안(TTA PG 425, ITU-T SG20 등)
VLC 기반 IoT 서비스 기술의
사업화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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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주 교수는 먼저 VLC 기술을 IoT 네트워킹 및 서비스에 적용하는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양디앤유와 TTA 자문서비스는, 이후의 관련 개발 기술의 국내 표준화 및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전략
LED
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

ETRI와의 공동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VLC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국내 선두기업으로 발
돋움했다. 다만 아직 WiFi나 LTE 등의 다른 통신 기술과의 차별화가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신규 사

PG425
TTA 표준화 위원회
가시광 융합통신
프로젝트그룹(PG)
ITU-T SG 20
ITU-T 산하
사물인터넷 연구 그룹

그 작성 과정 등 구체적인 방법론에 도움이 필요했다.

새로운 서비스 분야
표준으로 개척한다

ISO/IEC JTC1
Joint Technical
Committee 1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와 IEC의
합동기술위원회 1

앤유에 소개했다. 고석주 교수는 18년간 ITU-T, ISO/IEC JTC1 등의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해온
IoT 표준 분야의 전문가이다. 보다 완성도 있는 자문서비스를 위해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의 이

총 4건의 IoT를 접목한 VLC 무선 통신 국내 특허와 1건의 PCT 국제 특허를 동시에

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Telecommunication
국제전기통신연합내
전기통신표준화 부문

·IoT 서비스 내 VLC 기술의 장점 극대화 방안 제안(실내 위치, 보안성 등)
·VLC 기반 IoT 기술의 상용 서비스 시나리오 발굴
·IoT 테스트베드 상에서 VLC 서비스 기술 구현 및 검증
·VLC 기반 IoT 서비스 제공 방식 관련 신규 특허 공동 개발(국제 특허 출원)

41

㈜유양디앤유 TTA와 함께 세계로 뻗는 빛의 기술

TTA 자문서비스를 거치며 ㈜유양디앤유는 VLC 플랫폼을 기반으로 IoT 서비스를 지원하는 무선
조명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 서비스 사용 사례로 박물관을 선정하여 VLC 기반의
IoT 서비스 구현 작업에 반영하는 등 ㈜유양디앤유가 추구하던 VLC 신규 사업의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었다. 새롭게 발굴한 아이디어들은 실제 VLC 무선통신 기술을 확장하는 모티브가 되었다.
특허 출원 쪽에서도 TTA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베리타스 국제특허 법률사무소, 경북대학교가 협력
해 자문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였다. ㈜유양디앤유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VLC 기반 IoT 서비스 플랫폼 기술의 국제 표준화 성공을 기대하며 2년에 걸친 TTA 자문서비스의

㈜유양디앤유의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개발 내용

솔루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사업 수주에도 도전할 계
획이다.

표준화기구

“VLC 기반의 IoT 서비스 기술은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술 개발 및 국
제 표준화를 선점하는 경우, 신규 서비스나 제품을 창출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

ITU-T SG20

개발하려는 표준
초연결 IoT 서비스를 위한
가시광통신 네트워크 구조 및 통신
절차 내 보안 필수 요구조건

관련된 표준특허 내용
가시광통신을 이용한 콘텐츠 제공 방법 및 장치
가시광통신에서 물리계층 보안을 위한 동기화 방법

성이 매우 크죠. 또한, 정부 사업의 지원을 통해 관련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국제 표
준화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 장기적으로 국내 관련 기업에도 새로운 사업 영역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고석주 교수는 TTA 자문서비스가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는 매우 좋은 사
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특허 사무소와 정부 기관까지 동원해 One-Stop으로 포괄적인 자문서비스
를 지원하는 부분은 타 사업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인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유양디앤유는 1976년 창사 이래 광중계기, 시티폰, 통신 시스템과 같은 IT 사업으로 기반을 닦고
LED Solution, 2차 전지, 전장용, 태양광, ICT용 등의 신에너지와 스마트 & 유비쿼터스 간의 융복합
을 추구해 왔다. 이제 TTA 자문서비스로 세계 최초의 VLC 기술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유
양디앤유는 VLC 무선통신기술에 보유한 다양한 특허를 바탕으로 VLC 기술을 점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유양디앤유의 최종 목표는 스마트 빌딩 통신을 기반으로 한 LED 조명과 VLC 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IoT 세상의 리더이다.

가시광 통신은 기존 조명 인프라를 정보 전달용 매체로 활용하는 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보안
이슈를 효율적으로 해결 가능한 기술이다. 기존 IEEE 802.15.7 물리 규격 프레임 상의 프리엠블
구간을 활용한 기술로, 세미나·박람회 등의 서비스 환경에서 정당한 유료 가입자들에게만 안전
하게 프리미엄 콘텐츠 파일을 배포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조명 사업자와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간 협업으로 악성 VLC 데이터를 사전에 필터링 가능하며, 다양한 고부가가치 VLC 기반 IoT서비
스 창출이 예상된다.
본 자문의 성과를 기반으로 ㈜유양디앤유는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표준
개발지원사업에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ITU-T SG20 Q3/Q4에서 IoT 서비스를 위한
초연결 가시광통신 응용의 요구사항, 프레임워크, 프로토콜 안건 표준화 작업을 추진 할 계획이
다. 인터넷과 관련된 요소 프로토콜들에 대해 IETF 6lo, core 워킹그룹 등에 초연결 가시광통신
기술 활용에 필요한 저전력 단말 및 네트워크 요구사항 표준화도 포함한다. 스마트홈 가시광통신
요구사항을 고려한 OCF포럼에서의 표준화 활동 등 국내 TTA 표준화 활동을 병행할 것이다.
가시광통신은 인도어/아웃도어의 일반 환경 및 RF 통신이 불가한 특수 환경 등 기술 적용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VLC 서비스 가입자뿐 아니라 관리자 측면도 고려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IoT 산업
도 새롭게 발굴할 수 있다. 국제 표준에 기반하면 이들을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으며 표준
응용 관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구현 기술을 특허 포트폴리오로 구축하면 IP 경쟁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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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가능하다.

기업명

㈜유양디앤유

대표자

김상옥

홈페이지

www.yuyang.co.kr

VLC 기반 IoT 서비스 기술은 정부에서 주시하는 4차 산업혁명과 매우 밀접한 분야로 국가 차원

설립일

1976년 11월

의 적극적 연구개발 지원이 요구된다.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홍보하여 정보통신 방송표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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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개발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주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길 223

표준특허 PM 이준우(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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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자문

09 퀀텀게이트,

TTA와 교통안전 수호자 꿈꾼다
빅데이터와 지능형 교통 통신 시스템 융합 성공

표준 기술, 표준화 최신 동향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수시로 신청 받아 지원하는 자문 프로그램

㈜퀀텀게이트는 스쿨존 차량 과속 경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2016년 설립한 신생기업으로 ILDA 기반 Laser Display 방식 구현 등의 기술을 갖고 있다.
2017년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형기업기술개발과제를 수주하고,

01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IoT 기술을 이용한 교통안전 ICT 융합 시스템 제품을 개발 중이다.

자문시스템(consulting.tta.or.kr)을
통해 자문신청(연중 수시)

대략적인 신제품 개발 계획을 짜던 ㈜퀀텀게이트가 한계에 부닥친 건
정부 과제 수주를 진행하면서 신제품에 적용 가능한 관련 표준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제품 고도화 방향을 잡는 단계였다.
소프트웨어 시험 의뢰로 TTA와 인연이 있던 ㈜퀀텀게이트는 TTA 표준 자문서비스의 문을 두드렸다.

단기 자문
03
맞춤형
표준자문

자문 성과는 정부 과제에 최종 선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02
전문가
섭외 및
일정 확인

정부 과제 수주를 위한
신뢰도 확보

㈜퀀텀게이트의 서비스 콘셉트는 스쿨존, 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이다. 기존의
공간 입지 분석과 센서, 웹 서비스들을 통신으로 묶어 서비스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퀀텀게이트는 ITS 통신시스템을 위한 LTE 시스템 인터페이
스,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의 기능적 요구사항, 빅데이터 실시간 처리 관련 표준 등에 이해
가 깊지 못했다. 정부 과제 수주에 필수 요소인 개발 목표와 산출물의 신뢰도 확보도 시급했다.

ILDA
International Laser
Display Association
국제 레이저
디스플레이 협회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공간 플랫폼 기반의 사고 분석 빅데이터 표준 제품 개발 및 사업화 방향 등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
가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TTA는 ㈜오픈위즈덤의 정윤재 대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의 하수욱 책임을 ㈜퀀텀게이트의 자문 멘토로 매칭했다. 자문 위원들은 먼저 눈앞에 닥친 정부 과제
발표·평가에 맞춰 개발 제품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사업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과제 수행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빅 데이터로 활용하고 사업적인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 관련 자문
이 이루어졌다. 확률적 예상치의 오류와 비정상 요인을 피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 현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예보 패널을 통한 메시지 전달에도 효율성과 더불어 사업성 발굴점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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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게이트 TTA와 교통안전 수호자 꿈꾼다

본격적인 과제 수행에 들어가 서비스 대상과 관련해 협력·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C-ITS) 기술, 차량
내 운전자를 위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타깃 서비스마다 표준 기술 적용 시 요구 사
항이 달라지는 부분도 설명했다.
㈜퀀텀게이트의 주요 성과 내용
특허청 특허전략개발원 IP-R&D과제 선정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형기업기술개발과제(2년) 최종 선정

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Telecommunication
국제전기통신연합내
전기통신표준화 부문

2017 코리아 유레카 데이 한국 대표단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서비스 분야 GOOD DESIGN 선정

2016년

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융합 R&D 과제 선정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 규정

“활용하고자 하는 대상 데이터의 획득 가능성과 사용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노변 안내 표지판의 입지 선정을 위해 공간 분석 툴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먼저 갖추어야 할 것
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적용 가능한 표준에 대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문 위원들은 또한 획득한 데이터들을 저장, 관리해 추후 서비스 개선 등에 사용하는 ‘빅데이터’ 관

CAN
Controller Area Network
차량용 네트워크 시스템
OBD-2
On-board diagnostics-2
자동차 진단용 통신규약 2

점의 서비스 확장 방안을 제시했다. ‘서비스 복제’에 의한 시장의 레드오션화를 방지하고 개발된 시스
템의 용도를 보다 다각화하는 데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백주용 ㈜퀀텀게이트 대표는 무선통신을 통한 IoT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와 차량 CAN 통신, OBD-2
통신 표준 등 다양한 교통 관련 표준들에 대해서도 추가 자문을 계획하고 있다. 이후에도 TTA 자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유럽 국제 협력 R&D 사업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퀀텀게이트가 디자인한 서비스는 초기 개발에서 구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었다. 우선 ㈜퀀텀
게이트에서 기획한 방향의 타당성 여부와 다양한 데이터들로 서비스를 지능화·최적화하는 방법론

“표준을 이해함으로써 명확하지 않았던 최신 기술들을 제품 설계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

적인 부분에서 전문가 검토가 필요했다. 타깃 시스템의 시나리오 및 개념 설계를 돕기 위해 ITU-T Y

목표인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TTA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 표

Suppl. 40(빅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에 대한 표준)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야의 전반적 표준화 동향이

준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경고 표지판 설치 입지 선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접근 방향, 수집된 데이터 중

최종적으로는 국제 기술 표준 확립에도 참여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포석을 다지는 것이 ㈜퀀텀게이트

차량 번호 등의 개인 정보 관리 관련 법적 문제점, 데이터의 실시간성 및 해상도 분석 가용성 등에 대

의 장기 기획이다. 교통안전 ITS 분야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이 되고자 ㈜퀀텀게이트는 오늘도 목표

해서 논의했다. 향후 실제 가용한 데이터 및 서비스 구성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추가로 자문에 대한

에 매진한다.

진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퀀텀게이트가 필요로 한 서비스
빅데이터 기본 구성, 상용화 예시,
개발 툴의 종류 및 특징

TTA가 제공한 서비스
·제품 개발 시 수집 가능한 데이터 활용 방안 및 사고 예측 등
분석 방법의 적절성 검토
·수집 대상 데이터를 적용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 방안 마련

·서비스 사용자층 및 적용 분야에 대한 기술적 포지셔닝
빅데이터 분석 관련 표준 및
·C-ITS, 차량 인포테인먼트 관련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법적 규제사항 등 활용 가능한 표준 소개
·수집된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법적 문제(개인정보 보호법, GDPR) 소개

IoT 및 빅데이터 제품,
날개를 달다

IoT와 빅데이터의 제품 적용에 대한 표준 및 상용화 기술 이슈 분석
으로 ㈜퀀텀게이트는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기획의 많은 부
분을 구체화 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는 2년간 5억 원을 지원받는 혁

신형기업기술개발과제 최종 선정으로 이어졌다.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되는 표준 기술 및 표준 적용
방안에 대한 조언은 유연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에 직접적인 보탬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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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퀀텀게이트

대표자

백주용

홈페이지

www.quantumgate.co.kr

설립일

2016년 3월

주요사업

ICT 융합 시스템(교통 인프라) 제조 및 판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72번길 72
동영벤처스텔 5차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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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웨이테크,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진출
BLE 표준 습득해 개발 영역 심화

2012년 설립한 ㈜웨이테크는 블루투스, 무선 주파수(RF) 등의 통신 기술을

㈜웨이테크의 주요 성과 내용

일상에 접목한 IoT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한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통신 기술과 별도 센서 없이
지판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기타 지판 인식 기술 등을 보유했다.

2016년

성균 엔젤 펀드 추가 투자 유치

2014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선정 및 자본투자

2013년

RFID 통신 기반 산학연기술개발사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2012년

RFID 통신을 이용한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선정(창업진흥원)

주로 IoT 기반 웹과 애플리케이션 구현으로 기존 제품에 대해 신규 기능 추가,
그리고 성능 개선 등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웨이테크는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자 BLE 통신에 눈을 돌렸다.

기술 개발과 목표 성능지표,
하드웨어 블루투스 통신까지 확장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펌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통신의 규격과 표준에 대해 깊은 이해가 필요했다.

TTA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전자공학과의 김정곤
교수를 ㈜웨이테크의 자문 위원으로 추천했다. ㈜웨이
테크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내의 시흥 비즈니스센터

TTA 자문서비스로 전문가를 소개받은 ㈜웨이테크는 현재

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자문서비스 이후에도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어지도록 매칭한 것이다. 김정곤

OBD용 BLE 모듈과 BLE 기반 음원 전송 보드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교수는 크게 두 주제로 나누어 자문 회의를 진행했다.
먼저 BLE 표준 및 핵심 기술에 대한 이론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BLE 모듈 설계 및 펌웨어
구현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다. 실제 구현 단계에서 설계 시 유의할 사항과 개발 목표의 달성 가능
여부 등이 지속적인 피드백 속에 논의되었다. 개발 내용의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로 사업

하드웨어 구현에 대한
노하우 전수받아

블루투스는 IEEE 802.15.3 국제 표준 기술이다. BLE는 블루투스의
4.0 버전으로 기존 Bluetooth 3.0에 대비 전력 소모를 1/10 수준으
로 줄였다. 저전력 BLE Protocol과 적응 Frequency Hopping 등이

핵심 기술이다. 애플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에 필수 탑재되는 등 IoT 기반의 여러 응용 서비스에 활
용된다. 최근 출시된 5.0 버전에서는 전송 속도가 50Mbps까지 증가했으며, 일부 기능이 개선·추
가되어 근거리에서 중거리 무선 표준으로 진화 중이다.
한편 ㈜웨이테크는 인력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으로 하드웨어 구현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형편이었다. 계획 중인 OBD를 활용한 차량 정보 전송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해도 BLE 칩을
사용한 보드 개발과 인증 과정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규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해 성능 평가에 대한 목표 설정 및 평가 방안 수립 등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RF
Radio Frequency
무선 주파수
BLE
Bluetooth Low Energy
저전력 블루투스
OBD
On-Board Diagnostics
자동차 진단용 통신규약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계획서를 작성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 기술 개발 과제에 도전했다.
㈜웨이테크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BLE 표준 규격 및
핵심 기술 세부 정보

·블루투스 기술 개념 및 표준 규격 진화 방향
·최신 버전 BLE 표준 규격 특징 및 저전력 구현 세부 기술
·BLE 응용 분야 및 향후 IoT 분야와의 연동 관련 적용 기술

BLE 모듈 활용한 앱 개발 및
펌웨어 설계 방안

·OBD를 활용한 차량 정보 전송 보드 구현 시 BLE 모듈 및 펌웨어 통한
전송 성능 비교 결과 평가 방안
·BLE 활용 모듈 설계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적용 기술 세부 논의
·BLE 기반 음원 전송 보드 개발을 위한 회로 구성, 통신 회로 설계 및
성능 평가 방안 논의

㈜웨이테크는 TTA 자문서비스를 수료하고 웹·앱 응용 애플리케이션에만 집중되어 있던 기술 개발과
목표 성능지표를 하드웨어 블루투스 통신까지 넓힐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차기 전략 제품인 전자

㈜웨이테크의 주요 보유 기술

음원 무선 전송 서비스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웨이테크는 자문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
개발부서와 기업부설 연구소도 설립할 예정이다.

Smartphon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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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Sensing Network

Web/ Mobil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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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테크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진출

표준, 왜 필요할까요?

높은 호환성
“앞으로 BLE 모듈을 활용한 무선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호환성(Compati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의 제공으로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신규 제품을 개발하는 전략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자문이 필요할 것

같은 기종 또는 다른 기종 간에 정보교환,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입니다.”

생산, 거래 비용 절감
제조업체 등 사업자는 단위 생산·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량생산을

엄문회 ㈜웨이테크 대표는 TTA 자문서비스로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그동안 놓치거나 소홀했던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부분을 되짚어 보게 되었다고 말한다. 단순한 실적을 위한 자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의 애로사

또, 기술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이전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엄문회 대표는 밝혔다.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 영향력 있는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교수님과 연계되어 전문 기술

성공적인 무역

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향후 사업의 중요 방향성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WTO TBT 협정에 따라 국가 간 무역은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국제 교역이 활성화됩니다.

㈜웨이테크는 TTA 자문서비스 이후 사업 영역을 블루투스 기반 보드의 직접 개발까지 확장하고자
한다. 출발점은 IoT 기반 스마트 지판인식 기타 개발이다. 기존 악기 시장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스
마트 연주 지원 디바이스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것이 ㈜웨이테크의 포부다.

생산자

ICT

환경

시장 진출 성공
표준의 제정 과정에는 소비자 및 시장의 요구가 반영됩니다.
즉, 소비자는 표준을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국, 표준을
사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진출 시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품질 제품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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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웨이테크

대표자

엄문회

홈페이지

www.waytech.kr

설립일

2012년 9월

주요사업

블루투스 통신을 기반 IoT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지판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기타 및 애플리케이션

주소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803-3호

표준에 명시된 방법으로 품질보장 및 관리, 생산관리 등 제품 및
서비스를 측정함으로써 제품 개선이 손쉬워집니다.

공공성 기여
재난 대비, 환경 보호 등을 위한 ICT 표준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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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로 보는 ICT 표준 활용 사례

TTA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제품 개발에 적용해 시장경쟁력 확보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제품·서비스 기획과 개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줍니다.

㈜엠투엠테크는 사물인터넷 프로토콜의 하나인 CoAP(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를 자사

우리 기술의 표준화가, 제품·서비스에 표준을 적용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ELSA IoT Gateway 솔루션에 적용했습니다. 국내 승강기 산업분야에서는 최초로 국제표준을 개발

표준에 기반한 개발 목표 설정, 검증에 대해 조언해 드립니다.

단계부터 자문 받아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했습니다. 이 인연으로 업계 최초로 TTA CoAP Verified 인
증서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2015 자문사례집>
㈜넥스트랩은 TTA ‘영상 기반 UX 품질 지표‘, ‘셋톱박스 UX 품질 지표 및 측정 방법‘ 표준의 지표를
적용해 셋톱박스 UX 품질 측정 계측기를 개발했습니다. 완성된 제품은 매출로 이어졌고, 정부 사업도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2016, 2017 자문사례집>

국제표준화와 특허료 수익

1

동향 파악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수집,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3

표준 기반 제품/서비스 구현, 기술의 표준화
표준을 적용한 고품질의 제품/서비스 개발이
가능합니다. 우리 기술을 국내 TTA 표준 또는

모바일 기기 기반 카메라 앱 및 SNS 솔루션인 ‘디테일(Detail)’을 서비스 하는 ㈜피제이팩토리는 보

아이템 발굴·선정에 대한 가이드를

국제표준에 반영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유 기술에 대한 특허를 분석·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ISO/IEC JTC1에서 국제표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 특허로 특허료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준 특허로 이어진다면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로열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2016, 2017 자문사례집>

보유 기술의 표준화로 수익 창출

제품/서비스 개발 기획

아이템 발굴·선정

제품/서비스 개발

제품/서비스 상용화

㈜보이스아이는 인쇄 활자를 점자와 음성 변환용 코드로 변환해주는 제품을 개발하고 TTA표준 및 국
가표준(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 지침)으로 추진해 공공기관 등
제품 보급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TTA저널 Vol 157, 2015년 ½월>

계획 수립·진단에 활용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CMMI)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장비 운영 업체들의 업

2

ICT 표준기술 탐색·적용 연구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발방향

무 능력 및 조직의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장비 운영 분야의

설정에 도움을 줍니다. 적용할 수 있는

품질 관련 국제 공인 기준으로 TTA 표준(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프로세스 part1~6)으로 제정, 활용되

기술, 표준을 조언해 드립니다.

고 있습니다.

정부과제 수주 등의 2차적인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TTA는 국내 시험 인증은 물론
각종 국제 공인 시험인증 기관의
자격을 갖추고 평가 및 검증,

그 밖에

시험 인증과 그에 필요한

표준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표준화 활동을 통해 동 분야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통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해관계를 가지는 여러 기업들과 연계,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표준 특허(SEP, standard-Essential Patent): 국제표준화 기구가 정한 표준규격에 따라 제품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

4

제품/서비스의 표준 검증

·TTA ICT 표준은 www.tta.or.kr - 자료마당 - 자료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서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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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

2017년 각 기업의 자문가로서 활약한

#4차산업혁명대비
#IoT통신융합
#왕초보전문
#장거리_이동도_거뜬

여덟 명의 ICT 표준기술 전문가

IoT 기반 통신 융합의
국제 표준 전문가

고석주 교수
Q 고석주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Q TTA 자문서비스에 대해 직접 소개해주세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경북대학

기술 자문, 특허 출원 및 표준화 추진 등의 패키지 서비스를

교 컴퓨터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경북대학교 소프트웨

One-Stop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기업 지원 프로젝트입니

어교육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ITU-T, JTC1,

다. 지역을 초월해 전문가와 기업을 매칭하며 잦은 장거리

IETF 등의 국제 표준 기구에서 국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

이동은 전문가가 부담합니다. 표준에 무지한 기업도 백지부

고 있죠.

터 교육해 공동으로 국제 특허를 출원케 합니다. 더 나아가
국내외 표준화 과정에도 함께 참여해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Q 교수님의 전문 분야는 무엇인가요?
인공지능, 빅 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통
신 융합 서비스입니다. 이들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Q TTA 자문서비스 맛보기 Tip을 주신다면요?
최근 다양한 IoT 기반 서비스 개발 시도에 발맞추어 CoAP,

를 주도할 주요 기술로 전망되지요. 이들의 실질적인 서비

MQTT 등의 국제 표준 프로토콜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스 상용화를 실현하는 데는 수많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물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새로운 기술과 제품, 서비스 개척

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연결하는 초연결 네트워킹 기술이

에 이들을 적절히 적용한다면 마케팅이나 시장 확대에 지대

필수적입니다.

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입니다.

Q 어떤 기업들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산업체와 연구 기관의 기술·서비스 공동 개발을 주최
하는 동시에 이를 국제 표준화에 반영하는 작업도 가능한
멀티 플레이어입니다. IoT 기반 통신 융합 서비스나 관련 기
술의 개발, 사업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제가 제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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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TV
#ATSC3.0
#기술협력지원가능
#진입장벽_파괴

Q 김상진 소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IoT보안
#디바이스부터_서버까지
#비즈니스발굴
#빠른성과
방송 규격과
시스템 개발의 모든 것

미래 인터넷
IoT 보안 전문가

김상진 연구소장

박정수 책임

Q 어떤 기업들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Q 박정수 책임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Q 어떤 기업들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SBS 뉴미디어개발팀·방송기술연구소의 연구소장입니

새로운 방송 기술·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을 환영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유무선 애드혹 및 메쉬 네트워

센서, 게이트웨이 등 IoT 디바이스와 서버 기술을 개발하는

다. TTA TC8 (방송기술위원회)과 TTA DTV PG802 (DTV

합니다. 방송 기술의 현재 위치와 상황을 잘 몰라도 제가 최

크 라우팅 및 보안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

중소·중견기업들에 제가 딱입니다.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PG)에서 의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모바일 방송으로 ABU

신 현황을 제공하니 괜찮습니다. 표준 관련이나 콘텐츠를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책임으로 있습니다. ITU-T, IETF,

서비스 플랫폼을 소개하고 각 기업 특징에 알맞는 데이터

Broadcasting Engineering Excellence Award를 수상했

기반으로 한 플랫폼 개발 협력에도 자신 있습니다. 진입장

ISO, IEEE, oneM2M 등 다양한 표준화 기구에서 국제 표

모델 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기존 시장

고, UHDTV 방송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

벽이 높은 연구소, 가전사 등의 기술적 협력과 지원 요청도

준을 개발했죠. 미래 인터넷(Future Internet)과 IoT 보안 분야

에서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업체들, IoT 환경에서 새로운 사

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여러 번 수상했습니다. 30년

도와드립니다.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업체들 모두 저에게 오세요!

가까이 방송 기술 R&D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요.

Q 소장님 전문 분야에 대해 알려주세요.

Q 왜 TTA 자문서비스가 필요할까요?

Q 책임님의 전문 분야, 요즘 무엇이 대세인가요?

Q TTA 자문서비스, 무엇이 남다를까요?

새로운 기술들의 덩치가 크다 보니 중소기업이 전체를 다

특정 네트워크 기술에 한정되지 않는 서비스 공통 플랫폼

기본 담당자 뿐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관련 기술 전

저는 아날로그 방송부터 UHDTV까지 모든 방송의 규격과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방송 기술은 그

개발이 트렌드입니다. 많은 국제 표준 기구들이 관련 표준

문가 모두가 표준 전문가와 함께 자문회의에 참여합니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현재는 방송의 형태 자체도 바뀌고

크기에 따라 표준도 너무나 방대하지요. 거대 표준은 내용

을 연구 중이며,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스마트 시티, 스마트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청취·반영되고 그만큼 의사 결정이

있는데, 요즘 주목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UHDTV

안에 또 다른 표준을 참조하고 있을 때도 많고요. TTA 자문

팩토리 분야에서 이들의 응용 표준이 크게 활용될 것으로

빠르죠. 자연스럽게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역시 신속

기술을 활용하면 방송사에서도 이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서비스는 이런 부분에서 큰 도움을 드립니다. 기본 개념의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프라이버시, 트러스트 등 식별과 보안

하게 진행됩니다. 멘토인 저로서도 실제로 필드에 설치된

가 열릴 것이라 예상합니다. 아울러 콘텐츠 보호 기술도 소

가닥을 바로잡는 것이 TTA 자문서비스의 큰 역할 중 하나

에 대한 쟁점 사항도 부각되고 있고요. 블록체인이나 AI 기

사례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뿌듯함이 더 크죠.

비의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계속 연구되고 있고요.

이니까요.

술을 활용한 확장에 대해서도 표준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Q 요즘에는 어떤 이슈가 있나요?

Q 왜 TTA 자문서비스가 필요할까요?
IoT 분야는 각 산업의 규모가 작아 시장성 확보가 어렵습니

UHDTV의 모바일 방송 준비, 브로드밴드 방송의 활성화,

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개발되는 것이 IoT 관련 공통 표준

HTML5 기반 IBB 기술 탑재로 인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으로, TTA 자문서비스는 중소기업들이 이들을 활용할 수 있

등을 꼽을 수 있겠군요. ACR(Automatic Content Recognition)

도록 도와줍니다. 고유의 독립성 확보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을 UHDTV에 적용하여 시청률 전수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동시에 시장에서 유연하게 협력·공유할 수 있는 상생 비즈

유료 방송 사업자와 연동해서 지상파의 킬러 앱이 동작하게

니스 모델, 매력적이지 않나요?

하려고도 합니다. 타깃 광고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는 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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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기
#실감미디어
#UX품질
#표준_첫단추

Q 서범석 매니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IoT통신
#네트워크프로토콜
#기초부터_탄탄하게
#표준해설가
데이터 통신 서비스
품질 전문가

IoT 네트워크
프로토콜 전문가

서범석 매니저

윤주상 교수

Q 어떤 기업들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Q 윤주상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Q TTA 자문서비스란 이런 것이다!

SK브로드밴드 Infra 솔루션팀 매니저로 재직 중입니다. 초

영상 기반 제품의 UX 품질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획기적

IETF, ITU-T SG13, SG20, 3GPP 등의 표준화 기구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표준이나 기술 동향에 대한 인식 부족

고속 인터넷 도입 이후 내내 국내 통신 서비스 품질 관리의

으로 개선하고 싶은 업체, Motion Sickness와 같은 실감미

활동하는 TTA 국제 표준 전문가입니다. 무선·이동성 관련

으로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제일 안타깝습니

중심에 있는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초고속 인터

디어 관련 국내외 표준의 동향을 파악해, 이를 자사의 기술·

통신 프로토콜과 IoT 분야 통신·네트워크 프로토콜의 표준

다. 이는 중소기업이 쉽게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기

넷, 인터넷 전화, IPTV, WiFi 등 데이터 통신의 발전 과정을

제품에 접목하고 싶은 업체 등이 떠오르네요. 통신 사업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동의대학교 산업ICT기술공학과

술 문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TTA 자문서비스는 이들을

함께했으며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기술요소와 인적요소를

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도 도와드릴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위한 살아있는 맞춤형 해설서입니다. 그간 기술적·사업적

두루 섭렵했다고 자부합니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측면의 고려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면 차후 서비스 개선이나 개발도 효과적으로 진행할

Q 전문 분야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꼽는다면?
2차원 영상 기반 기기 중 IPTV의 UX 품질 국제 표준과 참
조 모델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향후 표준화와 기술 개

수 있죠.

Q TTA 자문서비스 경험을 나눠주세요.

으로 완성도 높은 제품과 서비스들을 배출하며 그 성과를

Q 교수님의 전문 분야는 요즘 어떤 추세인가요?
IoT 분야의 네트워크 관련 표준 기술은 현재 완성 단계에 다
다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분야 통신 프로토

증명해왔습니다.

Q 왜 TTA 자문서비스가 필요할까요?

콜이 IoT 서비스 개발에 적극 활용되고 있죠. 서비스 시장이

IoT는 한두 개의 기술로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발에 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죠.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

가장 기쁜 순간은 무엇보다 자문 과정에서 논의하고 검증한

계속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게 디바이스를

분야가 아닙니다. 새로 수립되는 표준뿐 아니라 이미 시장

고 있는 VR, AR 등의 3차원 기반 실감미디어도 도전이 필

내용을 실제 성과로써 확인할 때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TTA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 통용되는 포럼이나 협의체의 ICT 표준기술도 숙지하고

요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기술적으로도 화면에서 공간으로

자문서비스 후에 연간 경영 계획상으로 예측했던 것보다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었을 뿐더러, 서비스 품질이 시장 활

훨씬 큰 매출 실적을 올립니다. 그러면 마치 제가 직접 판매

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에 나섰던 것처럼 뿌듯하죠.

Q 왜 TTA 자문서비스가 필요할까요?

있어야 하죠. 개발 목적, 서비스 특징, 제품 단가 등에 따라

Q 어떤 기업들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적용되는 표준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 개발 초기 단계

IoT 플랫폼과 연동되는 IoT 디바이스와 게이트웨이를 개발

에서 이들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는 기업이 저와 가장 잘 맞을 것 같습니다. MQTT, CoAP,

이때 TTA 자문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 개발 과정이 한결

websocket 등 디바이스 개발에 필수적인 통신 프로토콜

빠르고 수월해질 것입니다.

최근 실감미디어 분야 내 중국 기업의 국제 표준화 주도

관련 사항이라면 무엇이든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IoT 서비

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감미디어는 몰입 관련

스 개발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물론 가능합니다. LWM2M,

이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강제적 규제가

oneM2M 플랫폼 기술과 활용 방법에 관해서도 무엇이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계는 표준화 초기

물어보세요!

단계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과정에 참여하고자 노력
해야 합니다. TTA 자문서비스가 이 과정을 도울 것입니다.

58

59

#오픈소스
#라이선스_거버넌스
#기술부터_실무까지
#예습철저

Q 정윤재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공간정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기획
#역지사지의_자세
오픈소스
특화 전문가

빅데이터 아키텍처 전문가

정윤재 대표

하수욱 책임

Q 어떤 기업들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Q 하수욱 책임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Q 어떤 마음으로 TTA 자문서비스에 임하시나요?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전산과학 및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오픈소스 거버넌스,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야의 아키텍처 표

기획하고 디자인한 서비스들을 구현하는 단계에서, 향후

습니다.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연관된 논문으로 박사 학

오픈소스 라이선스 등의 영역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

준화 전문가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 중이며

부딪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해 언급해야 할 때가 가장

위를 취득했고요. 미국 Qwest International 통신사와 삼성

습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밍, 솔루션 개발·운영부터 신규 서

ITU-T의 미래 네트워크 표준화 연구반(SG13)에서 에디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지적한 점에 업체도 공감할 때는 반

SDS에서 ICT 업무 경력을 쌓았고, 현재 오픈위즈덤의 대표

비스 창출, 글로벌 사업 개발, 저작권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G13에서 Y.3601 빅데이

갑기도 하지만 그 문제가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일 때는 혹

로서 오픈소스에 특화된 저술, 강의, 컨설팅 전문가로 활동

조언이 가능합니다. ICT 기반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터 교환 프레임워크 및 요구사항(Big data–Framework and

여나 의욕이 저하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지요. 언제나 업체의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 지원 벤처사업의 멘토로서 사업 모델링 및 심

requirements for data exchange) 표준 개발을 주도했죠.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평가를 수행하는 등 실무 경험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Q 대표님 전문 분야에 대해 알려주세요.
오픈소스는 미래 경쟁력 확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유

Q 어떤 마음으로 TTA 자문서비스에 임하시나요?

자산입니다. 스마트 모바일을 비롯한 클라우드 컴퓨팅, 빅

한정된 시간 안에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자문을 요청

데이터 분석, IoT, 핀테크, 블록체인 등이 오픈소스 기술을

하는 기업의 요구 사항, 문제점, 이슈 사항, 사례, 상황 등을

기반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도의 성장세

자문서비스 시작 전에 미리 알아두려고 합니다. 사전에 업

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발전 트렌드는 궁극

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받고 공유하려

적으로 선순환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차세대 산업 모델을 끊

고 하지요.

임없이 창출할 것입니다.

Q 왜 TTA 자문서비스가 필요할까요?
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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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책임님의 전문 분야는 요즘 어떤 추세인가요?

Q 왜 TTA 자문서비스가 필요할까요?

현재 빅데이터 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사용 가능한 데이터

한 예로, 빅데이터는 수평적으로 넓게 퍼져있는 형태의

들을 어떻게 상호 공유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

기반 기술입니다. 그렇다보니 각 응용 분야에서 서로 다른

터 공유의 폭이 넓어지고 또 쉬워질수록 딥 러닝 기술 등 이

이름으로 개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들의 현황과 추세

를 활용한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입니

를 한 눈에 파악하려면 ITU-T 표준인 “Supplement on Big

다. 이를 이용한 각종 서비스들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data standardization Roadmap”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

으로 기대됩니다.

니다. TTA 자문서비스는 이러한 표준으로의 입문과 습득,
응용 후의 성과 도출까지 도와줍니다.

Q 어떤 기업들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빅데이터와 접점이 있으면 좋겠지요. 오랜 기간 공간정보

비해 상대적으로 그 효용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데이터 모델 표준화와 공간정보 환경에서의 텍스트 마이닝

있는 실정입니다. TTA 자문서비스는 중소기업들이 오픈소

에 대해 연구해 온지라, 지도를 바탕으로 하는 빅데이터 서

스를 활용·공유·적용해 기존 사업을 강화하거나 신규 사업

비스를 기획중이라면 조언할 수 있는 것이 더욱 많을 듯합

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쪽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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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 함께하는 성공,
TTA와 함께

#IoT기술표준
#지식재산화
#시장맞춤설계
#포텐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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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지식 재산 전문가

법정법인으로 재출범 하였고, 2001년 12월 시험인증연구소를 개소하면서 표준개발부터
시험인증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표방합니다.

한민규 교수

국제표준화협력기구인 GSC, 3GPPs, oneM2M 등 참여 및 ETSI(유럽), TIA(미국),
ATIS(미국), CCSA(중국), TTC(일본), ARIB(일본), IEEE 등과의 업무협력 MoU 체결을 통해
국제 표준화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인 ITU의 표준참조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Q 한민규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Q 왜 TTA의 표준 자문서비스가 필요할까요?

IoT 분야의 기술 표준을 비롯한 서비스/플랫폼 관련 전문가

표준은 준수 지침 외에도 중소기업들에 활용될 방안이 많습

입니다. KT 통신망연구소에서 근무했었고 이후로는 10여

니다. 기술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이를

년간 중소기업을 이끌었습니다. 지금은 한성대학교에서 교

체계화하는 측면에서도 참조할 만한 표준이 많거든요. 서비

수직을 맡고 있고요. 국제 표준 기구에서 의장단을 맡는 등

스 모델 등의 표준화 동향을 잘 살펴보면 세계 시장의 트렌

다양한 국제 표준 활동 경험이 있죠.

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 활동 과정에서는 다양한
국가와 기업의 해당 분야 담당자들과 직접 접촉하니 그 자

Q 교수님의 전문 분야는 요즘 어떤 추세인가요?
IoT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개발이 끊임없이 필요한 분야
입니다. 중소기업에 좋은 기회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

체가 시장 개척의 장입니다.

Q TTA 자문서비스란 이런 것이다!

고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은 플랫폼 기술에 상황 인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도 까다로운 국제 표준화 활동을

지능형 관리 등 인공 지능 기술을 융합한 형태의 발전 경향

수행한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TTA는 중소기업끼

이 뚜렷합니다. 이들의 산업 분야는 다양한 버티컬 마켓으

리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돕거나 해당 분야 표준화 경력

로 그 응용의 확대 범위가 넓지요.

자들을 주선해 경험을 나누도록 합니다. 기술 표준에 있어
이만한 기회가 없죠. 제가 표준 입문을 도왔던 분들이 이제

Q 어떤 기업들을 기다리시나요?

표준화 활동을 직접 리드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
을 느낍니다.

자신의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자 하
는 기업을 만났으면 합니다. 보유 기술을 시장에 걸맞게 확
대하고 변화시키려는 하는 기업들, 환영합니다! 확보한 기반
기술을 표준, 특허 등으로 지식 재산화해 장점·강점을 극
대화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표준화에도 의욕이 있었으면 좋겠군요.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시장 진출의 열쇠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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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신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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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는 이런 일을 합니다

표준 제정 절차는 이렇습니다

ICT 표준화

일반적으로 표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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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업은 표준화기구에 따라 1년 ~ 3년 정도 소요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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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 TTA는 그 동안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국내외 표준화 활동을

고 있습니다.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휴대폰 충전기 표준 제정과 충전기 인증마크 제공을 통해 표준의 one-stop 서
비스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통신 분야에서는 국내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3G(3세대 이동통신)에서 LTE-Advanced, 5G(5세대 이동통신)까지 이르는
기술 진화에 맞추어 국제표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ICT 표준은 TTA
에서 제정하며 16,000여건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

1
2
3
4
5
6
7

제안

초안
작성

TTA 표준화
활동

심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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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연2회, 무료),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일반
과정/고급과정), 정보보호제품 평가 인증 교육, CC 평가 제출물 작성교육
컨설팅 SW 품질인증, 품질관리
자격시험 SW 테스트 전문가(CSTS) 자격시험(Foundation Level/Advanced Level)

채택

발행

개정

표준화 항목 제안
표준화기구에 자사의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표준화 항목을 제안.
이때, 해당 항목에 대한 표준 초안을 함께 제안
기술위원회 표준 초안 검토
관련 기술위원회는 제안된 기술을 비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안기술을 수정하여 기술적으로 최선의 표준 초안 개발
기술위원회 합의
기술위원회의 합의로 표준안 도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2단계로 회부
회원의견 청취
모든 회원에게 표준안을 공개하여 의견 청취,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최종표준안으로 확정. 타당한 이견이 제기된 경우
단계 2~3을 반복
회원의결
모든 회원이 최종표준안에 대하여 투표하고, 승인된 경우
표준 채택(부결된 경우 단계 2~4를 반복)
표준문서 발행
표준화기구에서 표준문서 발행 후 표준화기구의 정책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로 배포
표준의 유지보수
기술과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표준의 개정, 폐지 등
지속적인 관리

TTA 회원(사업참가자)이 되어 보세요

사업참가 구분
정회원사 모든 표준화 활동 참여
준회원사 1개 특정부문 표준화 활동만 참여

사업참가 분담금
정회원사 1구좌당 285만 원부터
준회원사 1/2구좌 142.5만 원
참여방법 www.tta.or.kr
(TTA 소개/표준화 사업 참가)

사업참가 혜택
정보통신표준총회 및 100여개 표준화위원회 활동 참여
국제표준협력프로젝트(oneM2M, 3GPP, 3GPP2 등) 가입자격 부여
납입구좌 수에 따른 정보통신표준화총회 투표권 부여(정회원사)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횟수 제한 없음)
표준화 인프라 활용(교육 . 행사 할인, 표준 정보 서비스 등)
TTA 간행물 무료 제공
표준화 관련 행사 시 홍보부스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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