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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와 함께하는 기업 성공의 첫걸음, ICT 표준기술의 우수자문사례

‘ICT 표준기술 우수자문사례’를 내며

표준은 세계와 소통하는 약속입니다.
정보통신시대, ICT 표준은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ICT 표준의 가치를 알고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TTA에서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매년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37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1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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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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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와 품질 검증을 통해
신뢰도 및 완성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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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검증

제품화

연구 개발

기술 제품화

제품 상용화

전문가 자문이 끝나면,
자문결과를 시스템

상용화

마케팅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전문가와 구체적인 자문

(consulting.tta.or.kr)에서

사항을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용, 일정을 협의합니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해주세요.

전문가 자문 일정이 정해지면

consulting.tta.or.kr

신청 내용이 접수되면

TTA에 알려주세요.

전문가를 매칭해

자문은 세미나, 소규모

알려드리고,

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표준기술 자문서비스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세 이용 방법을

ICT 표준기술 자문

정보통신 / SW 시험인증 자문

consulting.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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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적용 및
개발 자문

표준특허
자문

기술, 동향 등
자문

장기 집중형

단기 수시형

별도 수요조사 및 대상 선정

연중

제품 상용화 자문

마케팅

개발지원,
애로기술지원

로드쇼, 기술세미나,
시험인증대상

안내해 드립니다.

자문서비스 문의 consulting@tta.or.kr

2018년 TTA 자문서비스,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이런 혜택을 얻었습니다

기업의 지역 분포

자문 기술 부문

기업의 혜택 부문

자문 전문가 현황

자문 기술 부문

기업의 소리

방향성 수립

전문가와의 만남
맞춤형 자문
편안한 분위기!
기업에 맞춘 일정과 장소!
상세하고 친절한 응답
찾아가는 자문서비스에
A+를~

국제표준화에 실제
참여 중인 전문가,
실제 V&V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 등
적임 전문가 연결을
통한 자문

막연했던 기술개발 방향이
표준화 전략과
제품 개발 로드맵 수립 및
기획까지 구체화

표준 동향과 기술 이해
기술의 현재와 미래 진단,
기초부터 응용까지
5G 표준기술에 대한
이해도 향상, 국제표준
개발 동향 파악

* 본 자료는 2018년 TTA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의 응답을 기반으로 작성

개발 기간과 리소스 효율화
인적, 기술적 한계를 가진
기업에 안성맞춤!
시행착오를 줄여
개발 기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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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기업 자문 사례

전문가 인터뷰

표준 적용 및 개발 자문

01

큐비콤㈜

05

㈜넥스트랩

㈜후본

표준기술로 세계 시장에 최적화

국제 표준으로 그린 큰 그림

09

단기수시 자문

13

㈜이오피스코리아

박주영
스마트 농업 분야

표준을 적용한 OTT 체감품질 측정

표준과 특허를 포함한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기술 전략이 중장기적 전략 수립에

표준기술로

기존 IPTV STB 품질 측정 솔루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표준활동을 통한

눈앞에 다가온 상품화

최신 표준기술 상황을 인지하고

해외 시장 진출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술 이미지 제고와

제품에는 단일 기술이 필요한 경우보다

좌우하므로 관련 표준화가 중요한

필요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넥스트랩 이창근 대표

국내외 기업 동향 정보 획득도

여러 기술이 복합적으로 상호 연결이 되는

시기입니다.

기대합니다.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마트

㈜후본 배영식 대표

오피스, 스마트 홈케어 소형가전 라인업

배병준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입니다.

방송 규격 및 시스템 개발 분야

㈜이오피스코리아 임광철 대표

정통 방송 장비 기업뿐 아니라 특히

선제적 정보 획득으로
한 박자 빠른 제품 개발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에

06

박차를 가해 5G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공헌하겠습니다.

㈜AKN KOREA

큐비콤㈜ 최병혁 대표

TTA와 함께하는 W3C 국제 표준 정복

02

WebRTC를 기반으로 하는 시제품을

팅크웨어㈜

개발하고 국제표준 제안 기반을

국제 표준으로 본격 세계 진출

마련했습니다. 2018년 블록체인 기반

국제 표준에 대한 인식을 전환했습니다.

영양가 높은 표준으로 신제품 수확 임박

WebRTC 플랫폼 MEET 출시까지

보유 기술들의 표준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쌓은 경험을

3년차 자문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막연했던 ISO 표준 시험의 구체적인

토대로 스마트팜 표준을 적용한

㈜AKN KOREA 심혁훈 대표

㈜에스티엠

온실 하우스 제어 시스템 개발을

10

03

07

선제적 표준화가 기술과 시장 선점을

UHD 기반 방송 시장에 진입하려고

14

하는 기업에게 지상파 UHD 방송의

㈜트루네트웍스

전체 개념, 필요한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표준 발판 딛고 도약

유영호

시험 방법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 제도적인 검토를 시작하고 시장 공략

스마트 자율 운항선박 분야

㈜팅크웨어 이흥복 대표

방향을 수립 중입니다. TTA 표준자문

선박자동화, 스마트 선박, 자율운항선박,

서비스는 중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틀을

선박네트워크, 선박의 사이버 보안

마련해주었습니다.

관련 기술과 장비,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트루네트웍스 류선영 대표

한다면 주목하세요.

㈜에스티엠 엄기석 대표

셀프라스 디자인센터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모바일 콜센터 솔루션 국내 도입을 위해

성공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표준특허 자문

스마트 농업은 기존 농축산업을

㈜피제이팩토리

11

시장 확대와 수익 창출 이끄는 국제 표준

㈜아크릴

표준화 주요 멤버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천리 표준도 한 걸음부터

시장 형성과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여우전자

TTA 표준자문 서비스의

다양한 표준기술 콘텐츠·서비스로

약점을 극복하는 표준기술

웹 페이먼트, WebRTC, 웹 AR/VR,

전문가 방문 교육은 매우 좋은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TTA 표준자문 서비스로 무선통신에 대한

Automotive Web, 웹 어셈블리, 웹

BLE 5.1이 공식 발표되고 TTA에서

기회였습니다.

㈜피제이팩토리 박정환 대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IoT 산업

인증, Houdini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인증 서비스가 시작되면, 국내에서 가장

국제표준과 표준특허로 글로벌

분야로의 진출도 모색하고, IoT 기반

HTML5 표준기술을 알아보세요.

먼저 인증을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시장 진출을 꿈꿉니다.

셀프라스 디자인센터 이승욱 대표

㈜아크릴 박외진 대표

표준으로 기술 역전

Mobile Tag에 적용 가능한 BLE SoC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픈스택㈜

04

㈜지엠티

08

12

15

이원석
HTML5 표준기술 분야

탁구 자동 심판 장치로 해외 시장 진출도

㈜유양디앤유

표준으로 밝히는 특허 기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일완

㈜여우전자 박창호 대표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분야

지금까지 도출된 11건의 특허 성과물 중
표준 관련성이 높은 기술들은

블루투스와 와이파이의 새로운 활용을

최고의 전문가에게 전수받는 고난이도 표준

국제 표준으로 꿈꾸는 안전한 바다

이른 시일 내에 표준안 반영을

기업의 표준활용 가이드

다음 목표는 OSBE-5000에 딥 러닝

상선과 어선 간 정보 교환 문제점의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표준, 왜 필요할까요?

기술을 접목해 세계 최초 딥 러닝 기능

해결 방안을 세계에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유양디앤유 김상옥, 박일 대표

한 줄로 보는 ICT표준 활용 사례

지원 방송용 인코더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혁신 창출을 향한 오픈스택㈜과 TTA의

표준화 관련 사업 수주도 추진할

ICT표준을 제품·서비스에
어떻게 활용할까요?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획입니다.

우리 기술도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오픈스택㈜ 남재권 대표

㈜지엠티 이주환 대표

TTA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이제는 GPS 신호가
거의 잡히지 않는 실내에서 전파를
이용한 측위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표준과 함께하는 성공,
TTA와 함께

표준 적용 및
개발 자문

01 큐비콤,
선제적 정보 획득으로
한 박자 빠른 제품 개발

ICT 표준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 구현 및
기업 보유기술의 표준화를 지원하는 자문 프로그램

표준 공표 전에 핵심 내용과 기술을 누구보다 먼저 흡수한다

큐비콤㈜은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통신망 품질측정 계측 장비를 개발한다.
이동통신망 설계, 최적화 컨설팅, 전문측정 및 분석기술 등

01
수요조사

02
방문·애로사항
청취

경쟁력 있는 R&D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동통신 기술이 LTE에서 5G로 진화하고 있지만 아직 5G 표준은 미완성인 상태에서
5G 표준기술에 대한 전문가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06
우수사례
발굴

표준 적용 및
개발 자문

큐비콤㈜는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5G 시스템의 후보 표준기술인
03
대상기업
선정

5G NR Layer 1/2/3 프로토콜과 NR Measurement에 대한 자문을 받고,
5G 계측 장비 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 분석 및 무선신호 측정 방법을 설계할 수 있었다.

05
맞춤형
표준 자문
(월평균 1~2회)

04
전문가 매칭

표준 컨설턴트와
컴공과 교수의 콜라보

큐비콤㈜은 LTE 시스템에서의 무선 품질 측정을 기반으로 최적의 무
선망 설계 및 분석을 통해 보다 향상된 방법을 제안하는 측정 장비 제
조·개발업체다. 2018년 LTE의 다음 세대인 5G NR 시스템의 표준

완성이 임박함에 따라, 이에 대응해 기존 장비들의 무선신호 측정 방법 설계를 변경해야 했다. 사실

NR
New Radio
5G 이동 통신에서
단말과 기지국 사이의
무선 접속 기술

상 새로운 측정 장비의 제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큐비콤㈜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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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머신러닝을 이용한 이동통신(LTE/5G) 자동화 분석 시스템 개발

2017년

자동차 전장 모뎀 무인 측정 및 머신러닝을 이용한 Big Data 분석 시스템 개발

2015년

상용 LTE망 데이터 전송속도 향상을 위한 스마트폰용 Multi DM 및 웹 기반 무선 파라미터(RRC)
분석 시스템 개발

2013년

LTE DM 및 분석 웹 서버 WAS 개발(Web base)

11

큐비콤 선제적 정보 획득으로 한 박자 빠른 제품 개발

무선신호 측정(Measurement)이란 측정 지역, 방법, 수집 파라미터 등에 대한 구성 정보를 기반으로
주요 기지국 간의 전파환경 및 데이터 용량을 실제 측정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련의 절차
를 말한다. 5G NR 시스템은 LTE와 다르게 밀리미터파 대역을 지원하며 OFDM 전송 방식을 도입
하므로 기존과는 다른 측정 방식이 요구된다.
2018년 현재 LTE 시스템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NR 시스템에 대한 표준이 완성을 앞두고 있
다. 큐비콤㈜은 이에 대응해 해당 표준기술을 포함하는 새로운 NR 시스템 무선 측정 장비들을 개발
하고자 했다. 기존의 LTE 장비를 NR 시스템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무선신호 측정 방법
에 대한 설계 변경이 필수였다.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상호 직교성을 갖는
다수 반송파를 이용하여
신호를 변조하고
다중화하는 전송 방식
밀리미터파
millimeter wave
주파수가 30~300
기가헤르츠(㎓)이고,
파장이 1~10
밀리미터(㎜)인 전파

자문 과정 중 표준으로 아직 공표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들도 자세히 다루어졌
다. 특히 각 Layer 별로 LTE와 비교해 변경점이 많은 기술이 위주였다. NR 시스템에서의 무선신호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LTE와 유사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NR에서만 적용되는 측정방법 및 측정
구성정보 등을 모두 포괄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으나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표준기술 부분은
특히 귀한 정보였다.
큐비콤㈜은 TTA 표준 자문 서비스로 막연하게 느껴졌던 최신 표준기술 상황을 인지하고 필요한 기
술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자문 결과를 활용해 연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추후
5G 분석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스템 상용화로 수입 대체 효과도 기
대하고 있다.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 5G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큰 공

그러나 장비 개발 업체로서 큐비콤㈜이 단독으로 5G의 개념과 핵심 기술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
었다. 5G의 개념과 핵심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측정 장비 개발까지 활용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표
준 항목이 필요한지 정보가 간절했다. 주변의 추천으로 접한 TTA 표준자문 서비스가 이를 위한 돌파
구가 되었다.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전문가들은 직접 큐비콤㈜에 방문해 무선 프로토콜 및 NR 무선
신호 측정 방법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다.
큐비콤㈜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 5G 시스템 후보 기술인 3GPP의 NR 표준기술 중
Layer 1/2/3 프로토콜에 대한 소개 및 설명

5G NR Layer 1/2/3 프로토콜 소개

• NR PHY 표준화 현황 및 Massive MIMO 기법 소개
• 표준 공표 전 단계의 합의된 내용 소개 및 설명
• 각 Layer 별 LTE 대비 변경 점이 많은 기술 소개 및 설명
• NR 시스템에서의 무선신호 측정 방법 설명

NR Measurement 소개

• LTE와 유사한 부분, NR에서만 적용되는
측정 방법 및 측정 구성정보 등에 대한 내용 설명
• 미완성인 표준기술 중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

5G 이동통신망 최적화
분석 시스템 개발

TTA는 권기범 ㈜아이티엘 실장과 손일수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교수를 큐비콤㈜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3GPP 국제 표준화 기구에 참여 중인 5G 표준 전문가다. 계측장비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기지국 시스템 간의 프로토콜을 검증하고 시스템 성능을 측정 및 분석하는 역할
을 하며, 5G망을 설치하는 초기 시점부터 사용되는 장비로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표준 스펙과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이들 전문가들의 자문은 개발 장비 요구사항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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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이동 통신 표준을 제정하는
사실 표준화 기구

헌을 하겠다는 것이 큐비콤㈜의 각오다.

PHY
Physical Layer Protocol
일반적인 유무선 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물리적 링크를
설정, 유지, 절단하는데
관련된 최하위층
MIMO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스마트 안테나
기술 중의 하나로,
여러 개의 송수신 안테나를
이용하여 무선 통신 채널의
다중 경로 간섭에 의한
페이딩 현상, 이동 통신
채널 손실과 사용자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기업명

큐비콤㈜

대표자

최병혁

홈페이지

www.qubicom.co.kr

주요사업

S/W 개발, 정보통신엔지니어링, 교육 및 컨설팅

설립일

2006년 6월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91 성호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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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에스티엠,
영양가 높은 표준으로 신제품 수확 임박
표준이 개정되어도 최소한의 수정으로 대응하는 팁

온습도 및 시스템 제어 기술을 보유한 ㈜에스티엠은

㈜에스티엠도 이러한 스마트 농업을 꿈꾸며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그러다 정부의 스마

온실 하우스 제어 시스템인 하우스마루 시리즈를 개발 중이다.

트팜 기자재에 대한 표준화 움직임을 알게 되었다. 곧 시설원예용 환경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국

기존 제품에 표준을 적용해 하우스마루 7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에스티엠의 고민은

내외의 참조할만한 표준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때 우연히 참석한 세미나에

TTA 자문서비스를 만나 해결되기 시작했다.

서 TTA 표준자문 서비스를 알게 된 건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

스마트팜
Smart farm
ICT를 접목해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

보유 기술과 기존 표준 규격을 비교 분석하고, 개발 시제품 적용 시기에 대한 조언도 받았다.
TTA는 ㈜에스티엠을 위한 구원투수로 박주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실장을 선발했다. 박주영

㈜에스티엠은 TTA 스마트 농업 프로젝트그룹(PG426)의 표준 자료를 입수해

ETRI 실장은 스마트 농업과 관련한 정부 측 가이드라인을 대리하는 전문가다. 먼저 제품 평가를 시

신규 프로젝트에 반영하고 사용환경 변화에 쉽게 대응하는 기술력까지 확보했다.

행해 ㈜에스티엠의 보유 기술과 기존 표준 규격의 차이를 비교 대조하는 것으로 자문의 물꼬를 텄다.
신제품 설계 중 표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시스템 구조, 통신 프로토콜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체적
으로 지목해 설명했다.
㈜에스티엠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 국제표준화 기구 ITU-T SG13, ITU-T SG20의 스마트 농업 분야 동향

미래 먹거리
제공하는 표준

㈜에스티엠은 냉동탑차 컨트롤러의 온도기록계, 냉동 컨테이너 제어장치 등
한 온실 하우스 환경제어 시스템을 개발해 주력 시스템으로 삼는 것이다. 이를

2016년

스마트 농업 영상 카메라의
최신 표준 정보

• ‘스마트 온실을 위한 원격 감시용 스마트 영상 장치’ 표준 소개 및 개발
방법론 조언

스마트온실을 구성하기 위한
공통센서 노드 표준안 조언

㈜에스티엠의 주요 성과 내용

2017년

• 국내 표준화 단체 TTA PG426의 스마트 농업 분야 표준 동향

온/습도 및 시스템 제어 제품을 전문으로 제조한다. 차기 목표는 표준을 적용

위한 부수적 과제로 저가의 CCTV 시스템을 구축할 방안도 필요했다.

2018년

스마트 농업 관련 국내외
표준화 기구의 최신 표준 정보

• ㈜에스티엠 개발 제품과 표준의 차이점, 현실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표준기술 설명

• 센서 모듈만을 교체하여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제기
• 범용 센서 노드의 TTA 표준화 추진 가능성에 대한 조언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단동하우스 분산제어 환경조절시스템 보급 3차 시범사업
(전국 8개, 15 농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단동하우스 분산제어 환경조절시스템 보급 2차 시범사업
(전국 8개, 17 농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단동하우스 분산제어 환경조절시스템 보급 1차 시범사업
(전국 11개, 25 농가)

농가에 설치된 하우스마루 5

미래를 향한 종합 환경
시스템으로 진화

TTA 자문서비스의 통신 프로토콜 표준 자료로 ㈜에스티엠은 가장 필

유동 휀

요한 최적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표준 하드웨어의 구성요소를
이해한 뒤에는 이를 활용해 신규 프로젝트인 마루7 환경제어 시스템

의 제품 설계에 반영했다. 개발 시제품의 적절한 시장 적용 시기도 검토되었다.
스마트 농업은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데이터 관리, 컨설팅, 판매까지 모든 부분을 입체적으

또한 박주영 ETRI 실장은 ㈜에스티엠의 표준 자문 중 표준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다.

로 아우른다. 지능화된 농업시스템으로, 단계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

현재 참조할 수 있는 국내외 표준들은 아직 제정된 시점이 그리 오래되지 않아 언제든지 필요에 따

인다. 사용자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라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업체들은 표준에 따라 제품을 수정해야 할 위험 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추

PC와 스마트폰 등으로 원격에서 자동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파악하면 최소한의 수정으로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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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센서

15

에스티엠 영양가 높은 표준으로 신제품 수확 임박

03 셀프라스 디자인센터,
표준으로 기술 역전
BLE 4.2 기반 AoA 표준기술에 BLE 5.1 서비스 지원

한편 역으로 박주영 실장이 ㈜에스티엠을 통해 파악한 현장 상황도 국내 표준화 추진에 영향을 주었

무선충전 IC, BLE IC를 개발하는 셀프라스 디자인센터는

다. ㈜에스티엠 제품에 TTA 표준을 적용하는 동시에 ㈜에스티엠 기술을 TTA 표준에 반영하도록 검

팹리스 반도체로 출발해 무선 충전 제품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토하게 된 것이다.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표준으로 피드백된다는 점에서 이는 ㈜에스티엠을 비롯한

하지만 BLE 5로 옮겨가며 BLE 5.1까지 바라보는 시장 환경 속에서,

관련 업체들에게도 유익한 일이다.

셀프라스 디자인센터 기술은 BLE 4.2가 최선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다.
TTA 자문서비스로 현재 상황에 맞는 개발 방향을 자문받고,

㈜에스티엠은 그전까지 자체 보유기술에 기대어 스스로 제품 개발과 판매에 힘써왔다. 그러나 이번

국제 블루투스 상호운용성 시험 행사인 UPF 60에 참가하는 기회도 가졌다.

습도, CO2센서

자문서비스로 TTA와 같은 정부 산하기관도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

BLE 4.2로 BLE 5.1 Direction Finding 기능을 구현하고,

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 남은 단계들이 있지만, 이번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 농업 표준을 적용한 온

바로 적용 가능한 H/W와 F/W, IOP 검증 환경까지 한번에 구축할 수 있었다.

실 하우스 제어 시스템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리라고 ㈜에스티엠은 다짐한다.

IP 카메라

급변하는 시장,
시작은 표준

셀프라스 디자인센터는 2016년 저전력 블루투스(BLE) transceiver IC 및
무선 전력 전송 IC를 개발하는 팹리스 반도체 회사로 출발했다. BLE 4.2 지
원 RF/analog, PHY, Link controller 및 Qi 1.2.x 지원 아날로그, 디지털 컨

트롤러 설계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밀 실내 위치 측위를 제공하는 BLE IC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셀프라스 디자인센터의 주요 성과 내용
2018년
2017년

15W EPP Wireless Power Transmitter 인증 획득(QI-ID 2496)
15W EPP Wireless Power Receiver 인증 획득(QI-ID 2231)
Bluetooth Low Energy(이하 BLE) 4.2 Controller Subsystem 인증 획득(QDID 99277)

Bluetooth Low Energy
BLE
저전력 저용량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술
블루투스
Bluetooth, BLE
무선 통신 기기 간에
가까운 거리에서
무선 통신하기 위한 표준
AOA
Angle of Arrival
신호의 방향을 찾아내어
위치를 결정하는 측위 방식

차세대 블루투스 표준의 주요 기술인 direction finding은 차세대 Bluetooth 표준(Bluetooth 5.1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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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에스티엠

는 Madrid version)에서 제안하는 실내 측위 기능들을 지칭한다. 크게 Connection에 기반한

대표자

엄기석

AoA(Angle of Arrival)와 Connection이 없는 상태에서 periodic advertisement packet을 이용

홈페이지

www.stmt.co.kr

하는 AoD(Angle of Departure)로 구분되어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사업

온·습도제어 및 시스템 제어

설립일

2008년 1월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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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라스 디자인센터 표준으로 기술 역전

이미 시장은 BLE 5.1의 직전인 BLE 5로 옮겨가는 상황이지만, 셀프라스 디자인센터가 보유한 BLE
기술은 4.2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다. 기존의 실내 위치 측위 제품은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렵다. 독자적인 기술로 시장을 선점한 해외 업

체들에 비하면 차별성이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표준화 진행 중인 기술의 정보나 국내외 동향, 구체적 구현 방법에 절실했던 셀프라스 디자인센터는
TTA 전문가 검색을 통해 직접 BLE 전문가인 이일완 ㈜지씨티리써치 이사를 선택하고 표준자문 서
비스를 요청했다. 자문은 BLE 4.2 기반 Direction Finding 기술을 주제로 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셀프라스 디자인센터가 필요로 한 서비스

BLE 4.2에 기반한
Direction Finding 기능 구현

TTA가 제공한 서비스
• 블루투스 SIG의 차세대 BLE 5.1(또는 Madrid version)에서 진행
중인 Direction Finding Group의 내용 소개
•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집중 기술 및 제외할 부분 제안
• CTE(Constant Tone Extension) 핵심 생성 모듈의 구체적인 설계
방식 제공
• BLE 5.1에 맞춰 locator H/W를 경량화하여 tag role을 쉽게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2018 UPF 60 참가 방법

묵은 기술에서
최신 서비스로

• 전문가의 이전 UPF IOP 참가 경험 전수
• IOP 참여로 Bluetooth-SIG 내 PTS(Protocol Test Suite)팀과 직접
대면 테스트 기회 제공 및 DF WG의 CTES와 ATP에 최초로 IOP
테스트 성공 기업으로 등록

BLE 5.1
Bluetooth 5.1 또는
Madrid version
현재 차기 Bluetooth 표준의
정식 버전이 정해지지 않아
BLE 5.1, BLE 5.x 또는
BLE 6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상태임. 2018년
12월 24일에 5.1로
표기를 통일하여
Bluetooth-SIG에서
2019년 1월 15일 승인을
위한 투표 절차가 시작되었음.
2019년도 ICT 표준화 전략맵에서
BLE 6에 해당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수신기 입력에서의
평균 신호 강도 지수

셀프라스 디자인센터는 전문가의 소개로 Bluetooth SIG의 PTS 팀과 IOP 테스트를 진행하고 최초
로 test success report를 제출한 기업으로 등록되었다. Asset Tracking Profile Test 초기 단계에
서는 실험이 쉽지 않은 멀티 안테나를 사용하는 항목에 대한 피드백을 블루투스 SIG에 전문가와 공
동으로 전달했고 멀티 안테나 시험 항목을 유예하는 안이 다음 IOP에 바로 반영되었다.
1년간의 집중 자문을 통해 셀프라스 디자인센터는 BLE 5보다 훨씬 저렴한 BLE 4.2를 기반으로

BLE 4.2 기반
실내 위치 측위가 가능한 SoC

Asset Tracking Profile에서 Tag role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하드웨어와 펌웨어 그리고 이를 외부
솔루션과 상호 호환성(IOP)을 검증 가능한 환경까지 모두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칩을 간단
히만 업그레이드해도 BLE 5.1에 추가될 Direction Finding 기능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 자문을 활용해 추후 Mobile Tag에 적용 가능한 BLE SoC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셀프라스 디
자인센터의 다음 목표다. BLE 5.1이 공식 발표되고 TTA에서 인증 서비스가 시작되면, 국내에서 가
장 먼저 인증을 받는 기업이 되리라고 셀프라스 디자인센터는 자신한다.

블루투스 SIG
블루투스 Special Interest Group
근거리 무선통신의 세계 표준인
블루투스 기술의 다국적 연합체

TTA 표준자문 서비스는 표준 동향과 기술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개발 방향까
지 상세하게 설정해주었다. AoD는 Direction Finding 기술의 핵심 중 하나지
만 BLE 5에만 있는 Periodic Advertisement Packet을 사용하므로 구현 대

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언했다. 대신 AoA의 경우에는 CTE(Constant Tone Extension) 생성 모듈만
있으면 BLE 4.2 기반으로도 구현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기업명

셀프라스 디자인센터

이를 바탕으로 셀프라스 디자인센터는 멀티 안테나가 필요하지 않은 Tag role에 집중하는 것으로 가

대표자

이승욱

닥을 잡고 구체적인 CTE 관련 설계에 대한 자문을 이어갔다. 자문 도중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된 블

홈페이지

www.celfras.com

루투스 SIG 주최 상호운용성 시험 행사인 UPF(UnPlugFest) 60에 전문가와 함께 참가하는 기회도

주요사업

무선충전IC 개발, BLE IC 개발

얻게 되었다.

설립일

2016년 4월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14,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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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오픈스택,
최고의 전문가에게 전수받는 고난이도 표준
UHD 인코더 OBSE-5000, ATSC 3.0 상용화 완료
ATSC 3.0 표준은 RF, 시스템, A/V 코덱, 시그널링, 링크 레이어, 콘텐츠 보호 등 매우 방대한 내용

10여 년간 Video Codec & Analytics 연구 개발에 전념해 온 오픈스택㈜는

을 담고 있다. 또한 다른 문서를 참조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관련 기술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오지 않

ATSC 1.0 용 인코더와 8VSB modulator 일체형 장비를 주력제품으로 내세운다.

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문서만으로 기술 이해를 하고 시스템을 개발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방대한 ATSC 3.0 표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언제 구현할지가 고민이었다.
TTA 표준자문 서비스를 통해 만난 분야별 최고 전문가에게 맞춤형 기술을 자문받고

오픈스택㈜은 DTV 간이 송출 시스템상의 ATSC 1.0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ATSC 3.0 간이 송출 시

ATSC 3.0 호환 UHD 인코더인 OSBE-5000 개발에 성공했다.

스템을 개발하고자 2년째 TTA 표준자문 서비스를 받아오고 있다. 2017년에는 ATSC 3.0 표준기술

국내 시장 선점과 북미 시장 진출 준비도 완료했다.

과 아울러 기술의 배경, 진화될 서비스 형태 등에 대해서 다루었다. 2018년에는 2017년에 완성하

OSBE-5000 : ATSC 3.0 호환
UHD Encoder

지 못했던 RF 구현에 최대한 가깝게 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오픈스택㈜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 ATSC 3.0 물리계층 전송 기술 설명
• RF 모듈과의 인터페이스에서 ALP와 STL 규격 자문
• ATSC 3.0(A/324) STL 인터페이스 표준 설명

ATSC 3.0 표준에 대한 설명

• STL 정합에서의 타이밍 이슈 설명
• MPEG-H 오디오 표준 설명

계속되는 TTA와
표준에 대한 신뢰

오픈스택㈜은 ATSC 1.0 용 인코더와 8VSB modulator 일체형 장비를
연구 개발 및 생산하는 방송 송출 장비 제조 업체다. 주 판매 대상은 국내
관공서와 학교다. 2008년 창업 이래 지난 10여 년간 Video Codec &

Analytics 연구 개발에 전념해 왔으며 국내 방송용 인코더 장비 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픈스택㈜의 주요 성과 내용
2018년

대한발명진흥회 우수발명품에 선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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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제51회 발명의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장 수상

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미국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표준을 연구·개발하는
비영리의 표준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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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E 6.0에 맞춰 locator H/W를 경량화하여 tag role을 쉽게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전문가의 이전 UPF IOP 참가 경험 전수

OFDM Waveform 생성을 위한
FPGA의 구현

• IOP 참여로 Bluetooth-SIG 내 PTS(Protocol Test Suite)팀과 직접
대면 테스트 기회 제공 및 DF WG의 CTES와 ATP에 최초로 IOP
테스트 성공 기업으로 등록

Encoder
리더기의 표준 명령 또는
태그의 표준 응답에 해당하는
디지털 신호를 생성하여
표준신호발생기에 입력하는 장치
8VSB
8-level Vestigial Side band
Modulation
8단계의 변조 신호 레벨과
잔류 측파대 변조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TV 전송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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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 방송사의 현 RF 파라미터 세트 정보

Modulator
데이터 처리 기기로부터 발생되는
전기적인 펄스 신호나 비트를
받아서 전송 링크로 보낼 수 있는
변형된 형태의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장치

표준 정복으로
고급 기술 선제적 상용화

2017년부터 오픈스택㈜의 자문 코디네이터를 맡아온 김상진
SBS 연구소장이 국내 최고의 ATSC 3.0 각 분야 전문가들을 섭
외했다. 특히 RF 기술은 오픈스택㈜의 전문 영역이 아니라 상세한

설명과 도움이 필요했다. 관련 모듈의 도입과 모듈 활용 시 필요한 인터페이스 규격에 대해서도 집중
적 자문이 이루어졌다.
모듈 도입에 사업적 문제가 발생하는 장애도 있었다. TTA 자문단은 이에 새롭게 FPGA 용역 개발을
제안했다. FPGA 구현 시 기존 DTV와 가장 다른 OFDM 부 구현 방식도 즉각적으로 논의되었다. 프
로페셔널 방송 신호 생성기의 필수요소인 Waveform Generation에 대한 구현도 놓치지 않았다. 오
디오 기술에 대한 별도 자문까지 마치자 오픈스택㈜은 비로소 방대한 ATSC 3.0 규격 전체를 이해
하고 구현 기반을 완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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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B-T2
Digital Video Broadcasting-Second
Generation Terrestrial
유럽의 디지털 비디오 방송 그룹에서
DVB-T의 성능을 개선하여
제정한 지상파 디지털 방송 규격
ISDB-T I
Integrated Services Digital
Broadcasting-Terrestrial
일본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 표준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상호 직교성을 갖는
다수 반송파를 이용하여
신호를 변조하고 다중화하는
전송 방식
FPGA
Field-Programmable Gate Array
이미 설계된 하드웨어를
반도체로 생산하기 직전
최종적으로 하드웨어의 동작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제작하는
중간 개발물 형태의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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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택 최고의 전문가에게 전수받는 고난이도 표준

05 넥스트랩,
표준기술로 세계 시장에 최적화
제품 개발, 해외시장 진출, 표준 제정까지 한 번에

가장 큰 성과는 ‘17년까지 기능 적용 기획 단계의 시제품 수준이었던 OSBE-5000(ATSC 3.0 호환

자동화 체감품질 측정 솔루션 업체인 ㈜넥스트랩은

UHD 인코더)에 MMTP, ROUTE, HEVC/H.265 비디오 코덱, MPEG-H 오디오 코덱을 자문 받아

2016년부터 3년째 TTA 장기집중 자문을 받고 있다.

IP 송출 기능, 코덱 등의 UHD 관련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게 된 것이다. 2018년 5월에는 KOBA

표준을 적용한 제품 개발, 해외 시장 진출, 표준 제정 주도까지

전시회에, 11월에는 일본 InterBEE 전시회에도 참가해 성공적으로 신제품을 발표할 수 있었다.

TTA 표준자문 서비스를 통해 전방위적인 종합 자문을 받았다.
OTT QoE 측정 솔루션 개발에 납품 계약을 완료하고,

오픈스택㈜의 OSBE-5000은 전문 업체들조차도 가전사와의 정합을 통해서야 구현할 수 있는 어려

IPTV STB 품질 측정 솔루션의 해외 시장 수출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운 기술 요소를 탑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TTA 자문 지원단은 단기간에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까지 내
다볼 수 있게 해주었다. 아직은 RF 부 기술구현을 완료하지는 못했지만, 전문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곧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TA는 연구 기관의 기술 지원 협력도 주선할 계획이다.
오픈스택㈜은 국내 시장 선점과 북미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김상진 연구소장은 미국의 방송 서비
스가 상용화되는 시점을 목표로 개발한다면 사업적인 성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측한다. 다음 목
표는 OSBE-5000에 딥 러닝 기술을 접목해 세계 최초 딥 러닝 기능 지원 방송용 인코더를 개발하
는 것이다. 혁신 창출을 향한 오픈스택㈜과 TTA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외 진출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

자동화 테스트/품질평가 측정 솔루션 업체인 ㈜넥스트랩은 3년 차
TTA 표준자문 서비스 이용 기업이다. 스마트 기기 UX 품질의 정
량적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에 대한 자문으로 2016년 인연을 시

작했다. 2017년에는 해당 기술을 고도화해 IPTV 셋톱박스의 UX 품질 측정 기술을 개발하고, VR/
AR 성능 측정 영역까지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 기술 개발 영역의 확장과 납품 수주 성공이라는 뚜렷
한 결과들이 매해 자문을 이어간 원동력이 되었다.
㈜넥스트랩의 주요 성과 내용
OTT 체감품질(QoE) 측정 솔루션 납품(SK Broadband)
2018년

셋톱박스 검증센터 솔루션 납품(SK Planet)
IPTV QoE / QoS 통합품질평가 연구과제 수주(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사업)
영상처리기반 이물검사 시스템 개발 및 납품을 위한 MOU 체결(Pungkook Corporation)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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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셋톱박스 검증센터 솔루션 납품(SK Broadband)
영상인식 기반 시나리오 테스트 자동화 연구과제 수주(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IPTV 셋톱박스 자동화 품질측정 솔루션 출시 및 납품(SK Broadband)

기업명

오픈스택㈜

대표자

남재권

홈페이지

www.openstack.co.kr

㈜넥스트랩의 2018년 TTA 표준자문 목표는 세 가지였다. 첫째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종합한 솔루

주요사업

Video Codec 장비 - 방송용 인코더

션으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것, 둘째는 모바일/OTT로 변화하는 국내 미디어 서비스 환

설립일

2008년 1월

경에 따라 ㈜넥스트랩의 기존 STB 품질 측정 관련 기술력과 솔루션을 응용하는 것, 셋째는 자문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97
분당테크노파크 A동 906-1호

2년 차까지 개발한 XQMS 솔루션에 신기술인 STB UI 탐색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활용력을 높이고
관련 기술의 표준화까지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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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랩 표준기술로 세계 시장에 최적화

OTT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업체가 실질적인 시장과 사실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STB UI 탐색 자동화 기술 부문에서는 기존에 시도된 사례가 없었고 마땅히 참조할 국내외 표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와 단말 경쟁력을 경험한 국내 소비자의 눈높이를 고려

준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넥스트랩과 TTA는 과거 자문의 성과로 XQMS 솔루션을 직접 개발해

할 때, OTT 서비스 품질에 대한 국내 시장 요구 수준은 글로벌 대비 월등히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냈던 자신감으로 다시 한 번 기술 개발에 도전했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기존 솔루션이 업그레이드된

이미 높은 보급률과 품질 수준을 달성한 국내 IPTV 서비스 상황을 보아도 OTT QoE 분야에서 충분

것은 물론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허 출원 및 TTA 표준 제정도 병행해

히 기술 우위를 노려볼 만하다.

2018년 말 표준과제로 제안한 상황이다.

또한 표준기술 솔루션을 해외에 수출하려면 바이어의 기술 검증에 대한 대응이 또 하나의 과제다. 이
를 위해 관련 업계와 해외 표준의 동향은 물론, 해외 바이어의 현지 시스템 운영 상황과 요구사항을

IPTV STB 자동화 테스트 솔루션
(BeyondTest IPTV)

OTT QoE 측정 기술 역시 적기에 개발 완료하여 SK Broadband에 자동 측정 솔루션을 납품했다.
기존에 개발한 STB 관련 기술력과 솔루션을 응용할 경우 OTT QoE 측정/평가 영역에서도 선도적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TTA 표준자문은 이번에도 고객사 상

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결과였다. 측정 항목의 적정성 및 측정값

황에 맞는 솔루션 제안, 제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선보이는 데모 시연 방안, 제안서 검수·대응까지 전

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은 TTA 표준화위원회(PG221)의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품질 측정 방

문가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했다.

법’(TTAK.KO-01.0211) 표준을 적용해 시장 요구사항까지 미리 충족시켰다.

㈜넥스트랩이 필요로 한 서비스
OTT QoE 품질평가표준을
활용한 OTT 서비스의
QoE 측정 솔루션 개발

TTA가 제공한 서비스

㈜넥스트랩은 전문가의 풍부한 경험과 이해에서 비롯된 전방위적인 자문이 TTA 표준자문 서비스만

• QoE 측정과 관련된 업계의 요구사항 설명

의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평한다. 자문으로 얻은 성과인 기술 고도화와 신기술 개발을 지속해 국내 뿐

• 표준화위원회에서 개발 중인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품질 측정 방법’
표준의 상용화 적용방안 자문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인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넥스트랩은 다짐한다.

• OTT QoE 측정 솔루션 개발 방향 및 기능/UI 설계안 검토
• STB UI 구성/변화를 자동으로 탐색하여 데이터화 하는 기술 개발

STB UI 탐색 자동화 기술 개발 및
기존 솔루션 대상 적용

• 개발 알고리즘 타당성 검토 및 field 적용 가능성 시험
• 기존 QoS/QoE 계측 솔루션에 해당 기술 적용 방안 제안
• 개발 기술의 국내 표준화(2019년 완료 예정)

STB UX/UI QoE 솔루션 관련
신규 국책 과제 수주 지원

• 기존 솔루션의 개선 방향 조언

OTT QoE 측정 솔루션
(BeyondTest OTT)

• 작성된 제안서 관련 수정/보완 사항 조언
• 고객사(베트남 FPT Telecom JSC) 상황에 적절한 솔루션 방향 제안

IPTV 서비스 & STB QoS/QoE
솔루션 수출 추진 방안

• 국내 IPTV 업계의 서비스 개선 history 및 솔루션 진화 방향 제공
• 국제적으로 솔루션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는 표준 적용/시험 방안 제안
• 제안서 검수, 제안/현지 시연 등을 위한 전략 수립

연차만큼 확대되는
TTA 자문 성과

기업명

㈜넥스트랩

대표자

이창근

통신망 품질관리와 체감품질 기술 전문가인 서범석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www.nextlab.co.kr

매니저가 3년 연속으로 ㈜넥스트랩의 자문을 담당했다. 서범석 매

주요사업

Smart Automation, Smart Factory를 위한
자동화 테스트/품질평가 솔루션 개발공급

설립일

2012년 7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2 JS빌딩 9층

니저는 10여 년의 국내 IPTV/STB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시연 방안, 국내 사례에 따른 수출용 솔루션 진화 방안 등을 적극 제안했다. 지금 ㈜넥스트랩은 베트
남 FPT Telecom으로의 솔루션 납품계약 성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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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AKN KOREA,
TTA와 함께하는 W3C 국제 표준 정복
블록체인 기반 WebRTC 플랫폼 최초 개발

WebRTC 표준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스타트업인 ㈜AKN KOREA는

W3C에서 최근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표준은 Web Payments, Automotive, WebVR 등이다.

혼합현실 및 블록체인 기술 분야로까지 확장했다.

WebRTC WG의 주요 표준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Candidate Recommendation 단계에 있

신기술 융합 서비스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그리고

으며 애플 등 주요 브라우저 벤더들도 WebRTC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며 중요한 변환기를 맞이하고

확보한 특허로 국제 표준 개발에 도전해 보고 싶었던 ㈜AKN KOREA는

있다.

WebRTC 표준 문제는 W3C에서, 블록체인 표준은 EEA에서 해결했다.
블록체인 역시 업계에서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기술이다. 아직 합의된 명확한 아이템은 없으나 ISO/

WebRTC 기술, 증강현실(AR), 블록체인을 융합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고,

TC 307, ITU-T 및 W3C 등에서 웹과 블록체인을 연계하는 국제 표준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플랫폼 성장을 위해 오픈소스화도 고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형 블록체인 솔루션과 비즈니스 모델, 표준을 개발하는 EEA(Enterprise Ethereum
Alliance)가 부상하고 있으며 ㈜AKN Korea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블록체인 산업에서도 WebRTC를 적용해 스카이프나 왓츠앱과 같은 인지도 높은 커뮤니케이션 서비
스를 만들고 싶은 ㈜AKN Korea를 위해 TTA는 ETRI 이원석 박사를 또 다시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글로벌 기업의
표준 개발 따라잡기

㈜AKN은 WebRTC 표준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 및 융합 서비스, 플
랫폼을 개발한다. 2016년 처음 TTA 자문서비스를 접했고 WebRTC 스트리밍에 적응형 스트리밍 기술을 구현한 White-label

WebRTC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개발에 성공했다. 2017년에는 가상현실(VR) 커뮤니케이션으로 서
비스 분야를 확대해 ‘원격 멘토링 서비스 REGO(프로토타입)’를 개발하고, 올해는 AR 글래스를 통해
WebRTC를 구현하는 제품 ‘ARTalk’을 출시했다. 이 모든 서비스는 W3C WebRTC 1.0 표준에 기
반한다. ㈜AKN은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회원사로서 W3C WebRTC WG에도 참여
하고 있다.
㈜AKN KOREA의 주요 성과 내용
2018년

2017년

WebRTC
Web Real-Time
Communication
웹에서 별도 플러그인 없이
실시간 통신 기능을
위한 open API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웹 분야 국제 표준화단체

㈜AKN KOREA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 미들웨어와 게이트웨이에 올릴 구체적인 규격과 프로토콜 제안

‘peer : URI scheme’의 W3C 표준화
추진 자문

• QoS 관점의 데이터 타입 종류 및 전송방법 제시
• 트래픽 발생 모델 설계를 통해 네트워크 구성 시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 후보군 선택 조언
• W3C에서 블록체인 표준화 추진 방향 및 전략
• ISO에서 블록체인 표준화 추진 방향 및 전략

블록체인의 표준화 현황 및 개발 방법/
방향, 오픈소스화 전략

EEA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이더리움 기반 기업형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 협력, 제휴하기 위한
블록체인 컨소시엄

• WebRTC와 블록체인의 융합 방안
• Ethereum 및 Solidity 개발 방법론 및 Ethereum test net 및
main net 적용 전략
• 블록체인 기술 오픈소스 프로젝트 컨셉 설정 및 방향, 사례 자문

해외 특허 출원 지원사업 선정(서울지식재산센터)

㈜AKN KOREA는 확보한 특허를 바탕으로 ‘peer:

혼합현실 기반 커뮤니케이션 기술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정(중소기업청)

보유 특허 기반 W3C 표준 제안,
서비스의 오픈소스화까지 고민 중

WebRTC 기반 원격 멘토링 서비스 REGO 출시

표준은 ‘19년 W3C에 제안할 계획이다. WebRTC에서 Peer의 설정이나 연동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K-Global 300 기업 선정

수 있고 서비스 확산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판단했다.

블록체인 기반 WebRTC 플랫폼 MEET 출시

ARTalk (version 1.0)
혼합현실 기반의
화상 공유 플랫폼으로
홀로렌즈 단말기와
기존 스마트 단말기 간의
화상회의 기능을 구현

URI scheme(WebRTC 전용의 인터넷 주소 사용을
제안)’에 대한 W3C 표준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이

WebRTC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WebPeer 출시
2016년

26

KOITA 투자연계형 R&D 지원사업 선정

블록체인은 분산 컴퓨팅 플랫폼 기술이다.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사업 2단계 선정

증·저장·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신뢰를 담보해주는

27

AKN KOREA, TTA와 함께하는 W3C 국제 표준 정복

표준특허
자문

특허청과 과기정통부가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표준개발과 표준특허 창출을 연계 지원하는 자문 프로그램
‘제3 신뢰 기관(Trusted Third Party)’의 도움 없이 참가자들이 거래 기록을 각자 보관하며, 공동으로
인증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구조다.
이원석 박사는 기존 ㈜AKN KOREA의 WebRTC 기반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실제 서비스 형태와 사례를 소개하고 서비스 개발 방식 및 개선 방법 특히,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서비스 구조를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문했다.
W3C와 ISO/TC 307에서 진행하는 국제 표준화 동향을 파악한 후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시험과

01
모집공고

MEET (alpha version)
블록체인 기반
WebRTC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사용자간 커뮤니케이션
기능 제공 및 실시간 송금 가능

개발을 해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향후 표준 제안을 고민하고,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
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개발한 내용을 오픈소스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다. 소
스를 오픈하는 경우의 장단점과 고려사항 및 방향에 대해서 심도있는 자문이 진행되었다.

05
우수사례
발굴

02
지원 기업
선정

표준특허
자문

03
자문팀구성
(표준 전문가,
변리사,
표준특허PM)

한편, WebRTC를 기반으로 기존 VR에서 AR 서비스까지 고도화한 ARTalk 개발도 놓치지 않았다.
증강현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ARTalk은 2019년에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계획이다. ㈜AKN
KOREA는 WebRTC을 기반으로 하는 시제품 개발과 국제표준 제안 기반 마련, 올해 블록체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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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WebRTC 플랫폼 ‘MEET’ 출시까지 3년차 자문기간을 역동적으로 보내고 있다. 이제 ㈜AKN
KOREA는 표준 제안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응용 서비스 개발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WebRTC의 대표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한다.

28

기업명

㈜AKN KOREA

대표자

심혁훈

홈페이지

www.akn.io

주요사업

블록체인 기반 WebRTC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설립일

2015년 2월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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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아크릴,
천리 표준도 한 걸음부터
ITU-T 국제 표준화와 표준 특허 동시에 노린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핵심 모듈 중 하나인 감성 인식 기술과 관련 특허를 보유한 ㈜아크릴은

이스에 적용하면 감성 적용 자연어 UI 기술로도 활용될 수 있다. 여러 표준 기구의 관심을 비롯해 중

감성 인식 솔루션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은 관련 표준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인 인공지능 국제 표준화 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지에 대한 ㈜아크릴의 고민을

㈜아크릴이 개발하려고 하는 멀티모달(multi-modal) 감성 인식 시스템 UI 표준은 크게 인공지능과

TTA 표준자문 서비스가 앞을 내다보는 표준 계획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자연어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자연스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NUI: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제안할 것인지 가이드했다.
ITU-T SG16 신규 표준 제안을 위한 배경 기술 기고서를 제출하고,
ITU-T SG16 Q24에 ‘멀티모달 감성 인식 UI 표준화’ 신규 제안을 성공했다.

Natural User Interface)로 진화해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ISO JTC1

의 Sentiment analysis framework에 관련 표준이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로 추상적인 구조만 제시

멀티모달
multi-modal
하나의 특징이 아닌
두 개 이상의 특징을 결합
NUI
Natural User Interface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인식하여
주고받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 상태이다.
㈜아크릴은 인공지능 표준 및 특허에 대한 필요성을 일찍이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관련 표준화 동향과 특허 현황을 살피기에는 아직 경험과 역량이 부족했다. 궁극적인 목표인 표준 특
허 출원은 더욱 요원했다. 이 때 주변에서 TTA 표준 자문 서비스를 추천했다.

인공지능 표준,
지금이 기회

㈜아크릴은 2011년 텍스트 기반 감성 인식 솔루션으로 출발했다. AI
플랫폼, AI 시스템, AI 응용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한다. 텍스트 분석
지능, 감성 분석 지능, 대화 지능, 학습 데이터 생성 시스템, 분산 데

이터 크롤링 엔진, 분산처리 컴퓨팅 프레임워크 기술을 보유했다. 사람에 공감하는 궁극의 AI 구현을

㈜아크릴이 필요로 한 서비스
감성 인식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의
최신 표준 정보

• 표준 제안할 후보 표준화 기구 소개 및 추천

감성 인식 프레임워크 표준기술 개발

목표로 현재 공감형 인공지능 플랫폼(Jonathan) 기반 AI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 중이다.

2018년

옴니씨앤에스와 감성 분석 인공지능 기반의 심리상담 플랫폼 개발 MOU 체결
베스티안병원 재단과 인공지능 헬스케어 신사업 업무 협약 체결
B2C 서비스 Hawayou IF 디자인 어워드 ‘Social Media’ 부문 수상
특허경영대상 특허청장상(금상) 수상

2017년

이노비즈 기업 선정 (AA등급)
우수 벤처기업 선정 (벤처기업협회)

• 감성 인식 표준화와 표준특허 창출에 적합한 표준기구 소개 및
표준 주제 제안
• 기고서를 통한 신규 표준화 항목 프로세스에 대한 조언

㈜아크릴의 주요 성과 내용
LG전자 전략적 투자 유치

TTA가 제공한 서비스
• 감성 인식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의 현황 정보 제공

국제 표준 선정을 향한
치밀한 플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최미란 책임이 ㈜아크릴을 위한 표준 자문위
원으로 배정되었다. 자문은 ㈜아크릴의 보유 기술인 언어지능의 표준
반영을 NP → CD → 표준 승인의 총 2년 과정으로 설계했다. 세부적

으로는 감성 인식과 관련된 신규 표준화 항목(NP) 제안 과정을 소개하고 제안 표준기구로 ITU-T
SG16 Q24 Human Factors related issues를 제시했다. 제2 후보로는 중국 발의로 Sentiment
analysis framework을 개발 중인 JTC1 SC35 WG5를 꼽았다.
㈜아크릴은 최미란 책임의 지도하에 7월 정기 ITU-T SG16 회의에서 신규 표준화 항목을 제안하기
위한 배경 기고서를 제출했다. 참여 국가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곧바로 차기 회의에서 제안

현재 시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아크릴이 보유한 감성인식

할 신규 표준화 항목에 대한 제목 선정과 목록 등 구체적 내용이 자문회의에서 검토되었다. ITU-T

기술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핵심 모듈로 고려되고 있으며, 특히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사용자 인터페

SG16 Q24 회의에서도 감성 인식 프레임워크 전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점으로 정의해 모듈별
상세 표준화를 제안하는데 성공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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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 천리 표준도 한 걸음부터

이러한 과정에서 ㈜아크릴은 표준화 기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절차와 더불어 인공지능 멀티모달
감성인식 프레임워크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사항 및 표준 진행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

㈜아크릴의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개발 내용

로 전략적인 특허 출원 및 표준화 기고가 가능해지자 바로 국제 표준화를 진행하게 되는 쾌거가 이
어졌다.
제안한 내용이 ITU-T의 표준으로 완성되면 ㈜아크릴의 지명도와 기술에 대한 상당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준특허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아크릴은 초빙이 어려운 전문가의 방문 교육을
제공하는 TTA 표준자문 서비스가 대단히 좋은 기회였다고 전한다. 소중한 성과와 함께 ㈜아크릴은

표준화기구

개발하려는 표준

관련된 표준특허 내용

ITU-T SG16
Q24

Emotion enabled multimodal
user interface based on artificial
neural network

복합감성이론 기반 감성 확장 방법,
자연어문장의 지식베이스 생성 방법 및
시스템, 멀티모달 인공신경망의
노이즈 학습 방법

이제 국제표준과 표준특허로써 글로벌 시장 진출을 꿈꾼다.
㈜아크릴은 멀티모달 방식으로 인간의 언어를 인지하고 감성 관련 텍스트를 구별하여 이를 바
탕으로 사용자의 감정에 대응하는 ‘멀티모달 인공지능 감성인식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감성인식 인공지능 ‘플랫폼’ 표준화 방향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아
크릴은 보다 더 구체화된 멀티모달 감성인식 기술, 노이즈 처리 기술, 인공지능 학습 기술 등에
집중해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가져가고자 했다.
자문으로 현재 국내 3건, PCT 1건의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다. TTA 표준전문가와 함께 ITU-T
SG16에 신규 표준화 항목을 제안하기 위한 배경 기고서(title:Considering fusion methodology
for the multimodal emotion analysis)를 제출하는 등 표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JTC1 SC35 WG5 등으로 표준화 활동을 확대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TTA를 통한 국내 표준 추진도 검토 중이다. 2019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정보통신방송표
준 개발지원 사업에도 지원해 국제 표준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표준특허 PM 정진현(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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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아크릴

대표자

박외진

홈페이지

www.iacryl.com

주요사업

AI 플랫폼•시스템•응용 사업

설립일

2011년 3월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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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지엠티,
국제 표준으로 꿈꾸는 안전한 바다
AIS와 인터넷 결합한 스마트 선박 서비스 국제 표준화

해양 관련 기관에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엠티.

이러한 약점을 극복할 방안을 찾던 ㈜지엠티는 AIS-i 기술을 탐지하게 되었다. AIS(선박자동식별장

15년 이상 해양 안전 및 선박 관제 분야에서 기술력을 키웠다.

치)와 인터넷을 결합한 이 기술은 각국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아직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지

자율운항은 물론 경제적, 안전 운항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시핑(smart shipping) 시대,

않았다.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상의 제한이 있으며 효과 역시 반감

AIS와 인터넷을 결합한 국제 표준이 없어 해상사고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된다.

TTA 자문 서비스는 AIS-i 국제 표준 현장에 다리를 놔주었고,
㈜지엠티는 상선의 AIS와 어선의 V-Pass를 인터넷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을 고

서비스와 장비 시장 선점을 위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안했다. 이를 보완하여 국제표준을 제정하면 활용 효과가 증대될 것이 분명했다. 보다 높은 수준의 서

미국 RTCM의 AIS-i 표준 사용을 협의하고 있으며,

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표준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지엠티는 다시금 TTA에 자문서비스의 문을

ISO TC8 WG10에 PWI(예비작업항목) 등록을 성공했다.

두드렸다.
㈜지엠티가 필요로 한 서비스
AIS-i를 이용한 스마트 선박
서비스와 서비스 표준 개발

해난사고 예방할
AIS 국제표준

㈜지엠티는 해상선박 관제, 항로 표지 관리, 항공관제, 항해통신 및 수색
구조 등에 관한 장비와 서비스를 다루는 기업이다. e-Navigation의 차
세대 핵심통신기술인 VDES(VHF Data Exchange System)에 주목하

고 2016년부터 TTA와 인연을 맺어왔다. 2017년에는 자문서비스의 성과로 IALA, IEC TC80,
NMEA 등의 관련 국제 표준 당사국들과 빠르게 접촉하고 협력할 방안과 전략을 마련했다.
㈜지엠티의 주요 성과 내용
2018년

해양수산부 한국형 e-Navigation 통합시험센터구축사업
해양수산부 AIS 시스템 운영 및 구축사업
해양경찰청 통합재난시스템 구축사업

2017년

수협중앙회 조업 알리미 시스템 구축사업
해양수산부 원양어선 FMC 사업

2016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재난 대응 체계 컨설팅 및 구축사업

㈜지엠티가 개발하는 GICOMS 등의 시스템은 선박의 거동을 모니터링해 안전 항해에 기여한다. 그

e-Navigation
국제 해사 기구가 정한
배의 안전과 보안,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표준
VDES
VHF Data Exchange System
초단파 데이터 교환 시스템
FMC
Fixed Mobile Convergence
유무선 융합
GICOMS
General Information Center
On Maritime Safety & Security
IT를 활용하여
해양 안전과 재난을 종합 관리하는
해양 위기관리 시스템

AIS와 인터넷 결합
서비스 표준의 국제 표준화

국제 공통 시스템
판로 개척

RTCM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Maritime Services
해상에서의 전파통신 및
항법에 대한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표준화 기구

TTA가 제공한 서비스
• 미국에서 논의 중인 AIS-i 표준 설명 및 정보 제공
• 국내 어선과 상선 간 해난사고 방지를 위한 위치 공유 방법 제안
• 고의적 V-Pass 전원 차단으로 인한 위치전송 방해 방지 방법 제안
• 추가적 서비스 표준 제안을 위해 미국 RTCM과 표준 사용에 대해 협의
• Standard of Service for Smart Shipping combining AIS and
Internet 발표자료 검토 및 전략 수립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유영호 소장이 2018년에도 ㈜지엠티의 자문
위원을 맡았다. 우선 RTCM에서 이미 AIS-i 표준을 개발 중이라는 정보
를 입수하고 이를 ㈜지엠티가 사용할 수 있도록 RTCM과 협의했다.

㈜지엠티가 스마트선박의 인터넷과 연계한 각종 서비스를 상선과 어선에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나아가 이 서비스를 포함해 인터넷과 AIS를 연계한 스마트 선박 서
비스 표준을 ISO TC8 WG10(스마트 시핑 표준화그룹)의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PWI(Preliminary Work Item, 예비작업항목)로 제안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전략을 세웠다. 그 결과, 2018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TC8 WG10에서 PWI 등록을 성공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구체적인 서비스와 초안을 마련해 WG10에 추가로 진행과정을 발표하고 NP(New Pro-

러나 자율운항은 물론 경제적, 안전 운항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선박 시대가 열리며 해상사고 예방에

posal, 신규 작업항목 제안)를 제안하도록 앞으로의 국제표준 진행 과정을 자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어선과 상선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해상

다. ㈜지엠티로서는 스마트 시핑 서비스 국제표준 제정과 표준을 적용한 다양한 서비스 시스템 개발

사고가 잦다.

을 모두 선점할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국제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것은 물론이다.

34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 등
항해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첨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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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티 국제 표준으로 꿈꾸는 안전한 바다

㈜지엠티는 TTA 표준자문 서비스를 통해 상선과 어선 간 정보 교환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세계에 제
시할 수 있었다. 여러 국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판로를 개척한 것이다. AIS-i 및

㈜지엠티의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개발 내용

관련 통신기술 연구와 제품 기획의 방향도 잡았다. 현재 제품화를 진행 중인 ㈜지엠티는 추후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표준화 관련 사업 수주도 추진할 계획이다.

표준화기구

개발하려는 표준

관련된 표준특허 내용

ISO TC8 WG10

Standard of Service for Smart
shipping combining AIS and Internet

인터넷 기반의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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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S는 선박의 해상안전 운항을 지원하는 국제통신표준 체계로 선박의 제원·운항 정보를 선박

로고 영문
LOGO DESIGN

간, 선박 육상 간 자동 송수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대형 선박은 의무적으로 AIS 장비를 장착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선, 낚싯배와 같은 소형 선박은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지엠티의 특
허는 소형 선박과 대형 선박 간 정보교환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해상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선박자동식별 시스템(AIS-i)에서 출발했다.
자문 과정 중 AIS-i가 국제 표준화와 표준 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대상 표준화 기구도 ISO/TC 8/WG 10으로 변경했다. ISO TC8 WG10 회의에서 AIS-i 기술
관련 PWI(Standard of Service for Smart shipping combining AIS and Internet)를 발표하였
고, 참여한 다른 국가멤버들의 승인을 얻어 통과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가기술표준원 국가표준기술력 향상사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
보통신 방송표준 개발지원사업에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특허 12대 전략 중 하나인

로고 국문

‘선출원 지위 확보를 위한 긴급 출원 전략’을 활용해 향후 표준특허가 될 수 있는 가출원도 진행

LOGO DESIGN

했다. 향후 PWI 기반의 NP 제안도 진행할 계획이다.
표준특허 PM 이수일(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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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지엠티

대표자

이주환

홈페이지

www.gmtc.kr

주요사업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선박 관제 시스템, 항해 통신 장비

설립일

2002년 5월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9-22,
판교W-CITY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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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후본,
국제 표준으로 그린 큰 그림
이종 소재 융복합 3D 프린터 소프트웨어·장비 표준화

연구소 중심 융합기술 개발 전문기업 ㈜후본은

이종 소재 출력이 가능한 3D 프린팅 기술의 경우 출력물 제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2014년부터 IP R&D를 통한 차세대 3D 프린팅 기술 확보에 힘쓰고 있다.

장점이 있다. 또한 도체와 부도체를 동시에 출력함으로써 단독으로 출력 가능한 대상을 넓히고 출력

3D 프린팅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했지만

가능 소재를 이종 소재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선점과 표준화를 위한 방법을 몰라 막막한 상황에서 TTA 표준자문 서비스를 만났다.
최근 가장 수요가 큰 표준은 3D 프린팅을 위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 기술이다. ㈜후본

ASTM F42, ISO/IEC JTC 1/WG 12 멤버로 국제 표준화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은 기학 모델링과 기하 모델 검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기술은 아직 표준화 기구에서 논의되

중장기 사업전략, 기술 사업화 방향을 구체화했다.

지 않고 있다. 보유 기술과 특허에 대한 표준화 방향성을 잡고자 했던 ㈜후본은 TTA 표준자문 서비
스로 구체적인 이종소재 융복합 3D 프린팅 기술과 3D 콘텐츠 보안 기술 채택 방안을 설정했다.
㈜후본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 3D 프린팅 관련 표준화 기구 및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포맷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방향 설정

국제표준의 블루오션
3D 프린팅

㈜후본은 융합기술 개발 전문기업이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IT 기술 등에 전문성을 구축하며 융복합 소재 출력 3D 프
린터 솔루션, 착용형 컴퓨팅 HMD(Head Mounted Display), IoT 보

안 시스템 SECARD 등 50여 건 이상의 기술 특허를 보유했다. 2014년부터 IP R&D를 통한 차세대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연구과 특허출원 등을 통한 기술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HMD
Head Mounted Display
머리에 착용하는
형태의 디스플레이

• 특허 표준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관련 기술 자문

3D 프린팅 콘텐츠 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DRM 관련 기술 등)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방향 설정

꿈을 현실로 이루는
표준

• 3D 프린팅에 대한 표준화 연관 기술로 DRM 관련 기술 제안
• 표준을 기업 전략체계에 맞추는 방안 설명, 참조 사례 확보

TTA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3D융합산업협회의 강승철 팀
장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병남 박사, 이승욱 박사 및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이환용 교수를 ㈜후본에 소개했다. 이들은 ASTM

F42(미국재료시험학회)에 회원사 가입을 추천하고 ISO/IEC JTC 1/WG 12(3D 프린팅 및 스캐닝
㈜후본의 주요 성과 내용

표준화)에 멤버로 참가하도록 적극 지원했다. 3D 프린팅 및 콘텐츠 보안을 위한 DRM 기술과 블록

2018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통한 표준개발 활동 및 기술 개발(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17년

자동차 3D 프린팅을 위한 3축 제어 프로그램 개발 및 솔루션 공급(한국탄소융합기술원)

2016년

지식재산 활용 전략 사업 선정(한국발명진흥회)

㈜후본이 ISO/IEC JTC 1/WG 12의 국내 및 국제 표준화 회의 온라인 컨퍼런스콜에 참여하게 된 이

2015년

특허경영대상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표창

후에는 ㈜후본의 사업 아이템을 표준화에 반영할 방안을 논의했다. ㈜후본 특허만의 특성을 활용한

2014년

IP R&D ‘차세대 3D프린터’ 전략사업 주관(한국지식재산전략원)

PCB 고 전문성이 바로 적용될만한 예술 분야 등 가능한 실증화 영역을 체크했다. 사업성과 시장 현

체인 기술에 대한 자문도 이루어졌다.

황, 운영 접근에 대한 기술과 콘텐츠 보안 방안에 대한 대응 필요도 확인했다.
지금의 3D 프린팅 표준화 단계는 ㈜후본의 기술을 반영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기초 단계를
건너 뛰고 세부 기술 표준화 단계부터 참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현 시점에서 미리 기술 요소를 반

TTA 표준 자문으로 ㈜후본은 표준화 기술의 중요성과 초기 진입단계로써의 자사 기술의 가능성을

영해 둘 필요가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단일 소재 출력 위주의 3D 프린팅 기술을 쓰고 있으며 진행

확인했다. 2019년에는 표준화 신규 아이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기고문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중인 관련 표준 역시 단일 소재 3D 프린팅 위주이다. 때문에 이종 소재 출력이 가능한 3D 프린팅 기

위해 정부 지원 표준화 과제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소재 3D 프린팅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이 최

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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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본 국제 표준으로 그린 큰 그림

㈜후본은 표준과 특허를 포함한 기술 전략이 중장기적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제품
과 기술 개발 대상을 선정할 때 시장의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준활동을 통

㈜후본의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개발 내용

한 기업의 기술 이미지 제고와 경쟁사의 동향 정보 획득도 기대하고 있다. 일반 사용자들도 가정에서
쉽게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셀프팩토리, ㈜후본이 꿈꾸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미래에
TTA가 동참한다.

표준화기구

개발하려는 표준

관련된 표준특허 내용

ISO/IEC JTC 1/
WG 12

3D 프린팅 및 스캐닝 표준

이종 소재 융복합 3D 프린터 개발 기술
3D 프린터용 객체의 블록체인 기반 DRM 보호 기술
3D 프린터를 이용한 전기차 제조 기술

㈜후본의 3D 프린팅 기술은 단일 소재에 대한 표준화를 다루는 국제표준 상황보다 앞서 있다.
국내에서도 표준화 초기 단계이고 표준전문가 풀도 빈약하다. ㈜후본은 ISO/IEC JTC 1/WG
12 국내 전문위원회 참여를 시작으로 신규 표준화 과제(PWI) 준비 작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2018년부터 ISO/IEC JTC 1/WG 12(3D Printing and Scanning) 표준화 회의 온라인 컨퍼
런스콜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내외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9년 2차 3D 프린
팅 기술에 대한 표준 전문가 지원에는 본격적으로 표준 기고문을 작성·기고하고 표준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이종 소재 3D 프린팅 기술의 국제 표준을 선점해 국내 기술이 국제 표준화되는 성과가 예상된
다. 이를 다시 국내 표준으로 도입할 경우 현재 외국이 주도하는 3D 프린팅 시장을 국내 기업이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계속해서 기술 분야가 확대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꾸준한 표준전
문가 지원 사업과 국가과제 지원 연계 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표준특허 PM 이학규(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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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후본

대표자

배영식

홈페이지

www.whoborn.net

주요사업

ICT 융합 기술 개발, 표준기술 개발 및 제품화

설립일

2013년 4월

주소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24길 20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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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팅크웨어,
국제 표준으로 본격 세계 진출
ADAS 솔루션 국제 표준화

국내 최초 PDA 기반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팅크웨어㈜는

하지만 팅크웨어㈜에는 국제 표준화 활동을 접한 내부 인력이 전무했다. 중견기업으로서 ADAS 관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했다.

련 국제 표준화 회의에 단독으로 참석하기에는 여러 여건상 장벽이 높았다. 자연히 ADAS 관련 국제

국제 표준화 활동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TTA 표준자문 서비스를 만났다.

표준 동향에 대한 정보도 매우 부족했다. 외부의 국제표준 전문가 자문이 절실했다.

팅크웨어㈜가 보유한 ADAS 기술과 국제표준과의 매칭 작업으로
이를 타개하고자 팅크웨어㈜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신청했다. 특허전

ADAS 관련 신규 특허 아이템을 설계하고 표준 특허 확보 로드맵을 수립했다.

략개발원은 ICT 분야의 표준 전문가 풀을 보유한 TTA 표준자문 서비스를 팅크웨어㈜에 소개했고,

ISO 11067 국제 표준 인증 시험도 준비 중이다.

자문위원으로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유시복 책임이 추천되었다.
팅크웨어㈜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C-ITS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지능형 교통 체계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 재산권

•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 자료 제공 및 설명
ADAS 솔루션 표준화
방향 설정 및 애로 사항 분석

• 연관성이 높은 EEBL FVCWS ACC PADS CSWS 등의
표준 문건 전달 및 설명
• 표준화 회의 현장의 최근 이슈 설명

국제 통용 차세대
솔루션을 위해

팅크웨어㈜는 2001년 국내 최초로 PDA 기반 내비게이션 소프트웨
어를 개발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 장치,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 및 위
치 기반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시장을 선도한다. 2014년에는 국내

최초로 증강현실(AR) 기반의 내비게이션을 출시했고 해외 28개국에 차량용 블랙박스(Dash cam)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 국제표준화를 위한
국제 표준화 기구 문서 검토

ADAS/자율주행차 국제
표준화 관련 인증 프로세스

• 팅크웨어㈜에 적합한 C-ITS 시스템들에 대해 논의
• C-ITS 서비스 항목에 대한 제안 및 설명, 자료 전달
• 차량용 통신 메시지 관련 내용 논의
• ISO를 기준으로 목표치를 포함하는 절차서 작성, 구체적 시나리오 구축
• 다중 차선 인식 관련 단일 카메라를 통한 인식방법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안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과 AR/ADAS 솔루션 공급
을 계획 중이다.
팅크웨어㈜의 주요 성과 내용

세계 시장을 향한
인증마크, 표준

팅크웨어㈜가 보유한 ADAS 관련 기술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해
안전한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검출·계산·제공한다. 교통사고를 효
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기반기술이다. 전문가는 팅크웨어㈜의

2018년

일본 Volkswagen에 Dash cam 제품 공급

2017년

일본 Denso Sales에 Dash cam 제품 공급

2016년

KT, LGU+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시

2015년

Mercedes Benz Korea 전용 블랙박스 공급

TTA 자문서비스로 신규 특허 아이템을 설계하고 특허 출원을 진행했다. 표준 문서와의 매칭 작업을

2014년

국내 최초 증강현실 기반 내비게이션 X1 출시

통해 발굴한 이들 특허는 ADAS 표준의 주변 기술로서 모두 널리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보유

ADAS 솔루션과 현재 국제표준의 개발방향을 비교하고, 보유 특허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 반영 가능
성을 자문했다.

특허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관련 기관과 연계해 ISO 11067(CSWS, Curved Speed Warning
팅크웨어㈜는 최근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했다. ADAS는 향후 팅크웨어㈜의

System)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인증 시험도 검토 중이다.

주요 핵심 역량이 될 솔루션이므로 관련 특허도 출원했다. 그러나 팅크웨어㈜의 ADAS 솔루션 기술
과 특허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였다. 이를 확인하고 국제표준 인증 획득을

이로써 팅크웨어㈜의 기출원 특허 중 현재 ADAS 기술 관련 ISO 표준에 채택 가능한 특허의 선별이

이끌어낼 수 있는 표준 전문가가 필요했다.

가능해졌다. 장기적인 로드맵 방향도 가닥을 잡을 수 있었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시험 결과로 글

42

43

팅크웨어 국제 표준으로 본격 세계 진출

로벌 완성차 업체 및 부품 업체들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도 목전이다.

팅크웨어㈜의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개발 내용
팅크웨어㈜는 이번 표준자문 경험으로 국제 표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게 되었다. 보유 기술들의 표
준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막연했던 ISO 표준 시험의 구체적인 시험 방법 등을 알게 되면서 할 수 있
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TTA의 도움으로 얻은 표준화 주요 멤버들과 긴밀한 체계를 구축해 국내 표준
화 활동도 지속한다. 팅크웨어㈜는 향후 표준화 기구의 IPR 정책을 고려한 표준특허 선언을 진행할

표준화기구

개발하려는 표준

관련된 표준특허 내용

ISO TC204 WG14

ADAS

실시간 영상 분석 기반의
주행정보 계산 및 안내 방법

예정이다.
ISO TC204 WG14는 ITS에서 ADAS와 자율주행 시스템, 차량 및 도로용 경고 및 제어 시스
템 기술(Vehicle/Roadway Warning and Controls) 표준을 담당한다. 팅크웨어㈜의 ADAS 관
련 기술은 기존 기술에 비해 세부적으로 실시간 영상을 분석하여 안전한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검출·계산·제공한다. 이 기술은 ITS에서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기반기술이 될 수 있다.
TTA 표준자문 서비스로 ADAS 표준 주변 기술로서 널리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4건의 신규 아
이템을 발명 및 특허출원을 진행했다. 표준 문서와의 매칭 작업을 통해 추가 보정작업으로 표준
특허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발굴했다. 이들은 표준 특허 정합성 심층 검증을 거쳐 향후 표준
화 기구의 IPR 정책을 고려해 표준 특허 선언을 진행할 계획이다.
표준특허 PM 김문영, 이준우(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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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팅크웨어㈜

대표자

이흥복

홈페이지

www.thinkware.co.kr

주요사업

차량용 블랙박스, 차량용 내비게이션, 위치 기반 서비스

설립일

1997년 3월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 (삼환하이펙스 A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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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피제이팩토리,
시장 확대와 수익 창출 이끄는 국제 표준
보유 특허로 차세대 이미지 포맷 국제 표준화 추진

새로운 형식의 이미지 포맷, ‘디테일’ 솔루션을 제공하는 ㈜피제이팩토리는

JPEG 이미지 파일 포맷이란 정지영상을 표현하는 형식을 말한다. ㈜피제이팩토리에서는 숨어있는

차세대 이미지 네트워킹 선도 기업을 꿈꾼다.

영상도 한 영상에서 보면서 point to point move로 마지막 종착점도 보고 schematic view도 할 수

각기 다른 연관 이미지들을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는 표준을 제안하고 싶었고

있는 파일 포맷 표준을 제안하고자 했다. 그 시작점을 JPEG 360 Metadata 그룹에서 만들어 냈다.

TTA 표준자문 서비스를 만나 국제 표준화 기구 활동을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는 각 스마트 디바이스에 맞는 파일 포맷들을 독립적으로 개발 및 운용한다. 이로 인해 새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이미지 포맷을 JPEG 360 AHG에 제안 중이다.

운 파일 포맷이 나오면 기존의 디바이스 서비스에 진입할 때 연동 서비스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6건의 다중 이미지 처리 기술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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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제이팩토리는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방송표준개발 지원사업을 수주했다.

기존의 360도 이미지 시장이 가지는 한계 및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파일 포맷(2D 이미지,
MPEG 등)들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Requirement로 제안했고, 제81차 JPEG 회의에서

Recommendation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지금 ㈜피제이팩토리는 지금 JPEG 360 파일 포맷 뿐 아
니라 디바이스 간 호환이 가능한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이다.

포괄적 종합 표준의
필요성

㈜피제이팩토리는 모바일기기 기반 카메라 앱 및 SNS 솔루션인 ‘디
테일(DETAIL)’을 서비스한다. 디테일은 ㈜피제이팩토리의 특허 상품
으로 이미지 정보화 작업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가능하게 하는 UX

NDA
Non-disclosure agreement
기밀 유지 협약서

㈜피제이팩토리가 필요로 한 서비스

360 Image file format 및 JPEG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의 최신 표준 정보

기술을 구현했다. 2016년부터 TTA 자문서비스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피제이팩토리는 현재 자문

•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 제안 내역, 트렌드 정보 제공
•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JPEG 360 표준기술 제안

성과로 2018년 상반기부터 ISO/IEC JTC 1/SC 29/WG 1 360도 이미지 그룹에서 국제표준화 활
360 Image file format
기술 구현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

동 중이다.

TTA가 제공한 서비스
• JPEG 360 image file format에 대한 19566-6 – JPEG 360
메타데이터 동향 설명

• JPEG 360 image file format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프로토콜
제안
• JPEG과 MPEG의 데이터 타입 종류 및 file format 제시
• JPEG 360 Use case 조언

㈜피제이팩토리의 주요 성과 내용
제79, 80, 81차 ISO/IEC JTC1 SC29 WG1 국제표준화회의 활동(360도 이미지그룹)
2018년

AWS 국내 최대 총판업체 ‘메가존’과 협업 NDA 및 MOU 체결
IITP ‘정보통신 방송표준개발’ 및 ‘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
백남준 아트센터와 협업 NDA 및 MOU 체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 선정

2017년

세계가 인정하는
표준 특허 포트폴리오

㈜피제이팩토리는 TTA 표준자문 서비스에서 새로운 이미지 파일 포
맷에 대한 자문을 구했었다. 2년차 2018년의 자문 대상은 SC29/
WG1의 19566-6 JPEG 360 Metadata와 point to point move

다. 폭넓은 전문가 풀에서 적합한 전문가를 발굴하고 자문회의에 필요한 행정 등의 처리를 지원하는
데는 TTA 표준자문 서비스만 한 데가 없었다.

예술의 전당과 협업 NDA 및 MOU 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
IITP ‘첨단 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

TTA는 2016년 단기 자문으로 ㈜피제이팩토리와 인연을 맺은 JPEG 국제 표준 전문가 단국대학교
김영섭 교수를 계속해서 ㈜피제이팩토리의 자문위원으로 추대했다. 김영섭 교수는 기존 JPEG 360
파일 포맷에 대한 표준과 JPEG 360 Use case, 그리고 이를 확장해 PCC(point cloud coding)에
도 적용하는 표준으로 부문을 나누어 자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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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이팩토리 시장 확대와 수익 창출 이끄는 국제 표준

2년 여에 걸친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과 부처 공동 사업기획으로 함께 추진한 TTA 자문의

㈜피제이팩토리의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개발 내용

성과로 ㈜피제이팩토리는 6건의 다중 이미지 처리기술 관련 유즈 케이스를 고려한 특허 포트폴리오
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방송표준개발 지원사업
을 수주하고 ISO/IEC JTC1 SC29 WG1 JPEG 360AHG에도 참여했다.

표준화기구

개발하려는 표준

관련된 표준특허 내용

ISO/IEC JTC 1/
SC 29/WG 1

360도 정지영상 기반의
다중연결 이미지 표준

멀티 뎁스 이미지 표시 장치 및 방법

㈜피제이팩토리는 현재까지 AHG 내 기고 및 발표 2회, Requirement 기고 및 발표 2회, Recommendation 등록 1회 등 활발한 국제 표준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 단계는 다중 이미지 처리
기술 관련 출원 특허를 표준화 추진 기술과 시장 활용 기술로 구분하는 것이다. 표준화 주요 멤버와
의 긴밀한 소통으로 시장 형성과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표준기술 콘텐츠·서비스로 수익을

1년 차인 2017년에는 ㈜피제이팩토리의 다중 이미지 처리 기술이 적용 가능한 분야, 목표 표
준화 기구 및 작업반 등을 탐색하고 예상 표준화 방향성에 부합하는 특허 전략을 지원했다.
2018년 2년 차에는 ISO/IEC JTC 1/SC 29/WG 1(Coding of still pictures 표준화그룹)로 목

창출한다는 것이 ㈜피제이팩토리의 계획이다.

표 표준화 기구를 최종 선정하고 360도 이미지 관련 표준의 응용·서비스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구현 특허 창출 전략을 세웠다.
2년에 걸쳐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과 부처 공동 사업 기획으로 추진한 자문의 성과로
다중 이미지 처리기술 관련 유즈 케이스를 고려한 6건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이를 기
반으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방송표준 개발지원사업 과제를 수주하고 WG
1의 360AHG(360 메타데이터에 대한 임시 표준화그룹)에 참여 중이다.
표준특허 PM 임혜미(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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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피제이팩토리

대표자

박정환

홈페이지

www.pjfactory.com

주요사업

‘DETAIL’ 이미지 솔루션 서비스

설립일

2016년 1월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4길 68, 6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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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양디앤유,
표준으로 밝히는 특허 기술
초연결 IoT 서비스를 위한 가시광 통신 서비스 플랫폼 표준 제안
㈜유양디앤유는 LED 조명 기반의 VLC 기술을 보유한 국내 선두기업이다. 다만, WiFi, LTE 등의 통

디지로그 회로기술 기반의 ICT 융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양디앤유는

신 기술과 차별화가 부족해 신규 사업 영역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통신 영역보다는 조명 영

가시광 통신 기술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역에 중점을 두고 VLC 조명을 접속수단으로 활용하는 IoT 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찾고

가시광 통신(VLC) 기반 IoT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자 했다.

TTA 표준자문 서비스를 3년째 이용중이다.
표준화 전략에서 사업화 방향까지 빠짐없이 조언받아

VLC와 IoT 기술은 각각의 표준화가 진행 중이나, VLC를 융합한 IoT 기술 및 서비스 분야는 현재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방송표준개발 지원사업 과제를 수주할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아직 진전 상황이 없는 초기 단계다. 관련 기술 국제 표준화에 신규 서비스·제품 창출,

국내·외 표준화를 동시 추진 중이다.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에 대한 잠재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유양디앤유는 관련된 국제 표준화 참여

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Telecommunication
국제전기통신연합내
전기통신표준화 부문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경험이 부족했다. 독자적으로 국제표준에 접근하기가 요원한 상황이었다.
㈜유양디앤유가 필요로 한 서비스
VLC기반 IoT 서비스 기술의
국제·국내표준화 추진 전략

TTA가 제공한 서비스
• VLC 보유 기술을 IoT 서비스에 적용하는 세부 방안 제안
• VLC 기반 IoT 기술의 국내·국제 표준화 추진(TTA PG 425, ITU-T SG20)
• IoT 서비스에서 VLC 기술의 장점 극대화 방안 제안(실내 위치, 보안성)

표준의 잠재력을
깨닫다

㈜유양디앤유는 디지로그 회로기술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TV용 전원
공급 장치와 고출력 LED 조명, ICT 융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VLC
기반 IoT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표준특허 개발 및 국제표준

화를 연계 추진하고자 했다. 3년에 걸친 표준자문으로 ㈜유양디앤유는 VLC 기반 IoT 서비스를 지
원하는 무선 조명 네트워크의 구성이 가능해졌다. 서비스 구현 시나리오를 발굴하는 한편, 특허 포트

VLC
Visible Light Communication
가시광선(400~700nm)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기술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 협력 조약

폴리오를 설계하고 국내특허와 PCT를 3년째 출원·진행하고 있다.
㈜유양디앤유의 주요 성과 내용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VLC 기반 IoT 서비스 기술
구현, 검증 및 사업화
추진 방향 수립

• VLC 기반 IoT 기술의 상용 서비스 시나리오 발굴(위치 기반 안내서비스 등)
• VLC 기반 IoT 서비스 기술의 구현 및 테스트베드 검증
• VLC 기반 IoT 서비스 및 핸드오버 관련 특허 공동개발(국제특허 출원)

사업화에 박차를 가한
표준자문

㈜유양디앤유의 올해 TTA 표준자문 목표는 관련 정부 사업의 지원
을 통해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국제 표준화 추진
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TTA는 융합 서비스 전문가인 경북대

학교 고석주 교수를 계속해서 ㈜유양디앤유의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2018년

한국철도공사 승강장 안전문 VLC시스템 적용 대체 센서 개발 계약

2015년

오스람 실바니아 LED 솔루션 공급계약 체결

먼저 관련 개발 기술 내용을 토대로 TTA 가시광 융합통신 프로젝트그룹(PG425)을 통해 국내 표준

2014년

LED 산업 신기술 최우수 대통령상 수상(가시광 무선통신)

화를 시작했다. 동시에 ITU-T SG20에서 세부 요소 기술 및 시나리오에 대한 국제 표준화 추진 전략

2012년

600W LED 투광등 북미 안전인증 획득 및 첫 수출

을 수립했다. 이와 병행해 사실 표준인 IETF 6lo, core 워킹그룹 등에서 VLC와 인터넷 접목 시 요
구될 수 있는 요소 기술의 제안을 계획했다. VLC 기반 IoT 서비스 Use case 개발 및 플랫폼의 표

VLC는 LED 조명을 활용하는 통신 기술로 IEEE 802.15.7 국제표준으로 승인되었다. 사용자의 위

준화를 통해 다양한 신규 응용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실내에 위치한 사용자만이 VLC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IoT 서비스와 접목한 ‘VLC 기반 IoT 서비스’가 대두되며

VLC 기반의 IoT 서비스를 지원하는 무선 조명 네트워크의 구성이 가능해지자 전시 안내 서비스를

LED 조명 제어에 더해 VLC 사용자의 단말기 관리기능과 IoT 네트워킹을 통한 부가 통신 서비스까

Use case로 하여 VLC 송수신 서비스를 구현했다. ㈜유양디앤유는 이 기술로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지 제공한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장치 VLC 플랫폼 적용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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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디앤유 표준으로 밝히는 특허 기술

TTA 표준자문 서비스가 사업화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유양디앤유는 말
한다. ㈜유양디앤유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표준 개

㈜유양디앤유의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개발 내용

발지원 과제도 수주했다. 2.5년간 약 6억이 지원되는 정부 사업이다. 또한 지금까지 도출된 11건
의 특허 성과물 중 표준 관련성이 높은 기술들은 이른 시일 내에 표준안 반영을 목표로 추진을 앞
두고 있다.

표준화기구
ITU-T SG20

개발하려는 표준
초연결 IoT 서비스를 위한
가시광통신 서비스 플랫폼

관련된 표준특허 내용
VLC 네트워크에서 핸드오버를 위한 방법
VLC 네트워크에서 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2016년 1년 차에는 먼저 ITU-T SG20을 주요 타깃으로 유즈 케이스와 요구 사항을 정리했다.
이후 아키텍처와 정보 플로우를 포함한 표준화 방향과 부합하는 특허 전략을 지원했다. 2017
년 2년 차, 2018년 3년 차에는 표준의 응용·서비스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구현 이
슈를 지원했다. 특히 고속 이동 차량을 대상으로 심리스하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즈 케이스를
고려한 특허 기술을 선점코자 했다.
3년에 걸친 지속적 자문 성과를 기반으로 ㈜유양디앤유는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
신 방송표준 개발지원사업 과제를 수주했다. 지금까지 도출된 11건의 특허 성과물 중 표준과의
관련성이 높은 기술들에 대해서는 표준안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준특허 PM 이준우(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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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유양디앤유

대표자

김상옥, 박일

홈페이지

www.yuyang.co.kr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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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1976년 11월

주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길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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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시
자문

표준기술, 표준화 최신 동향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13 이오피스코리아,
표준기술로 눈앞에 다가온 상품화
IoT 기반 다기능 스마트 멀티탭 제품 개발

수시로 신청 받아 지원하는 자문 프로그램
컴퓨터 주변 기기와 모바일 액세서리 도매업체 ㈜이오피스코리아는
Io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오피스 사무용품을 개발하고 있다.
판매력은 높은데 기술력이 부족하고,

01
자문시스템(consulting.tta.or.kr)을
통해 자문 신청·접수(연중 수시)

IoT 상품화를 실현할 맞춤형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TTA를 만나
최적화를 이룰 표준기술과 서비스 모델을 자문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R&D과제를 수주할 수 있었고,

04
우수사례
발굴

단기수시
자문

03
맞춤형
표준자문

이를 발판으로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홈케어소형가전 라인업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02
전문가
매칭 및
일정 협의

제품 개발의 키워드,
표준기술

컴퓨터 주변 기기 및 모바일 액세서리 도매업과 가맹 사업을 주력으
로 하는 ㈜이오피스코리아는 유통전문 중기업으로서 보유 제품의
IoT 연계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19년간 축적한 생산 및 유통 노하우

와 전국 단위 B2B 유통망, B2C 대형 할인점 기반의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오피스코리아의 주요 성과 내용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전문기업(K-ESP) 협력기술 개발사업 선정

2017년

경영혁신(Main-Biz) 선정

2016년

삼성물산 ㈜플레오맥스 해외 및 국내 상표권 인수(86개국)

2015년

커버스토리 휴대폰 케이스 프랜차이즈 인수

㈜이오피스코리아는 생산 및 판매하는 기존 사무용품에 Io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오피스용 사무용
품을 개발하고자 했다. 블루투스 표준기술이 적용된 멀티탭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이었다. 블루투스
기술은 오피스 환경 내 다양한 제품들과 상호 연동이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 및 관리 측면에서도 와
이파이와 같은 다른 근거리 통신 기술보다 효과적이다.
블루투스 5 기술은 IoT 서비스에 적용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저전력 통신 기술이다. 와이파이 등의 IP
기반 통신 방식에 비해 네트워크 구축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개발된 블루투스 5 기술과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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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피스코리아 표준기술로 눈앞에 다가온 상품화

쉬 네트워킹 기술이 멀티탭에 적용되면, 전원 스위치 기능을 넘어 오피스에서 사용 중인 제품들의 에
너지 사용률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허브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이오피스코리아가 개발 중인 스마트 멀티탭은 스마트 오피스 구축에 필요한 핵심 제품이다. 그러
나 다소 미흡한 기술력으로 Things Network를 완벽히 상품화하기 어려웠다. IoT 상품 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맞춤형 전문가를 찾던 ㈜이오피스코리아는 TTA 표준자문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오피스코리아가 필요로 한 서비스
IoT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의
최신 표준 정보

TTA가 제공한 서비스
• IoT 근거리 통신 기술에 대한 설명
• 블루투스 기술 및 블루투스 메쉬 네트워크 구축 표준기술 제공
• ㈜이오피스코리아가 개발 중인 IoT 제품에 필요한 표준기술 제안
• 통신 기능이 제공되는 IoT 기반 스마트 멀티탭의 서비스 모델 제안
• 스마트 멀티탭에 적용 가능한 통신 방식 검토

IoT 기반 스마트 멀티탭 개발

• 블루투스 4, 블루투스 5 및 블루투스 메쉬 표준기술 적용 방법 제시
• 메쉬 기술 적용 시 서비스 모델 조언
• 스마트 멀티탭 제어를 위한 앱 설계 및 기능 조언

표준으로 첫 삽 뜨는
스마트 오피스

TTA는 윤주상 동의대학교 산업융합시스템공학부 교수를 ㈜이오피
스코리아의 표준자문위원으로 추천했다. 최우선 사항은 멀티탭에 통

IoT 기반 다기능 스마트 멀티탭 서비스 컨셉

신 기능을 적용해 전원 온/오프 제어, 스마트 오피스 에너지 관리 허

브 역할 등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었다. 윤주상 교수는 제품에 필요한 기능을 검토하고 제공될 수 있
는 서비스 모델을 제시했다. 사업화를 위해 생산원가 측면까지도 면밀히 고려했다.
구현에 필요한 표준기술로는 블루투스 및 블루투스 메쉬 표준기술이 제시되었다. 블루투스 메쉬 기
술은 간단한 구성 방식으로 메쉬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IoT 응용 서비스 개발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
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에너지 절감 측면을 고려한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추후 스마트 오피스 에
너지 허브 기능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
단기수시 자문임에도 성과는 뚜렷했다. ㈜이오피스코리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기술전문기
업 협력기술개발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 정부 출연금으로 ‘사물인터넷 기반의 다기능 스마트 멀티
탭 제품 개발’에 몰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업명

㈜이오피스코리아

㈜이오피스코리아는 이번 TTA 표준자문 서비스를 통해 제품에는 단일 기술이 필요한 경우보다 여러

대표자

임광철

기술이 복합적으로 상호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종합적인 개발을 수행하는 데는

홈페이지

www.pleomaxclub.co.kr

표준 정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번에 얻은 노하우다. ㈜이오피스코리아는 이번 자문에

주요사업

컴퓨터 주변기기 및 모바일 액세서리 도매업/ 가맹사업

설립일

2004년 7월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1409-3호

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홈케어 소형가전 라인업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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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트루네트웍스,
표준 발판 딛고 도약
이중화 기능 내장 L2 이더넷 스위치 개발

IT 보안 솔루션 개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루네트웍스의

호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금은 상품을 출시하고

최근 관심 분야는 표준에 부합하는 SBC 장비 개발, L2 이더넷 스위치 이중화 기술이다.

GS 인증을 준비중이다.

표준화, 사업화, 기술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TTA의 단기수시 자문서비스를 받았다. SBC 장비 개발을 완료하고,

㈜트루네트웍스가 올해 새롭게 관심을 가진 기술은 이중화 기능을 내장한 L2 이더넷 스위치 기술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도 수주할 수 있었다.

다. 현재 상용화된 통신 네트워크 장비에서 LAG, MC-LAG, VRRP 등의 다양한 프로토콜로 망 이중

TRUE SBC-RW
mVoIP 기반 콜센터에
적용 가능한
보안 강화형 SBC 장비

화 기술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 중 바이패스 기술이란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통

표준화를 통해 기술을 확산하고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회하는 이더넷 기술이다.
여기서 ㈜트루네트웍스가 착안한 아이디어는 전원장애를 대비해, 케이블 하나로 구현하던 기존과는
다르게 종단장치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를 복구하고 전체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이중화 기술이었다. 기
술을 구현해 보던 중 망전환을 안정적으로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MAC 테이블을 공유하는 방안에 애
로사항이 있었다. 이번에는 이광국 KT 책임이 ㈜트루네트웍스 표준자문을 위해 나섰다.

기술 구현 어려움
타개하는 표준

㈜트루네트웍스의 주요 사업 분야는 MikroTik의 네트워크 장비 국내 총
판 및 NSP, VPN, NUC Server 서비스다. 연평균 매출액 대비 30%를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에 투자해 다양한 IT 솔루션 사업화로 확장하고 있

다. 기술 집약, 고집적, 저전력, 외산 솔루션 대체, 시스템 통합을 위한 솔루션을 연구해 공급한다.
㈜트루네트웍스의 주요 성과 내용
신규 특허출원 4건, 등록 3건
2018년

모바일 게이트웨이 TTA 자급제 단말 인증 및 전용보안장비(SBC) 개발
모바일 콜센터 솔루션, 중소기업용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솔루션 테크팀, RDI 기반
선박용 통합 인프라 솔루션 출시

2017년

누적 특허 12건 출원 2건 등록, sktellink, kt 등 장비납품, 매출 20억 달성

2016년

정부 연구개발과제 선정(2건 5억)

㈜트루네트웍스가 처음 TTA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17년이었다.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안
성이 강화된 인터넷전화 교환 장비 SBC(Session Border Controller)를 개발하고자 했다. TTA는

NSP
Network Service Provider
상업용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
VPN
Virtual Private Network
공중망 상에 사설망을 구축하여
사설 구내망 또는 전용망 같이
이용하는 통신망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IP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을 디지털 패킷의 형태로
전달하는 기술
SBC
Session Border Controller
VoIP 네트워크에서
발신자와 수신자간 시그널링과
트래픽 관리 등을 지원하는 장치

㈜트루네트웍스가 필요로 한 서비스
SBC 제품의 표준 부합화 확인

스위치 이중화 기능 구현

이중화 솔루션의 표준화 방안 및
적절성 논의

표준화 통한
기술 확산

TTA가 제공한 서비스
• 개발중인 SBC 제품의 보안 요구사항, 보안 표준 적용 점검 자문
스위치 이중화 기능 구현
• L2 이중화 기술 소개(LAG, MC-LAG, VRRP/HSRP, ERP 등)
• 스위치 MAC 테이블 동기화 기능 구현 애로사항 조치 방법 제시
• TTA 국내 표준화 제안 가능성 제시
• 특화 기술 표준화에 따른 IPR 제도 검토 조언
• TTA PG218 표준화 활동 범위 소개

이광국 KT 책임은 프로토콜 레벨에서의 이중화 기능 구현 방안과 효율적인 기
능 검증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MAC 테이블 동기화 방법 중 ITU-T G.8032에
서 사용되는 방식의 예를 들어 테이블 공유 메커니즘을 프로토콜화 하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표준화를 통한 ㈜트루네트웍스의 보다 큰 기술 확산도 꾀했다. 이더넷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담당하

SBC 보안 표준(TTAK.KO-12.0085 SBC 보안기능 요구사항) 제정에 직접 참여한 김환국 한국인

는 TTA 이더넷 프로젝트그룹(PG218)의 활동과 관련 표준화 기술들을 ㈜트루네트웍스에 소개했다.

터넷진흥원 팀장을 전문가로 선정했다. 자문은 2018년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표준에 부합하는 SBC

L2 이더넷 스위치 이중화기술 표준화를 제안하기 위해 직접 위원회에 참가해 분위기도 경험해 보았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 전문가는 이 제품이 모바일 VoIP 기반 콜센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

다. 현재 관련된 표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표준화를 통한 기술 확산, 시장 확대 가능성은 충
분하다고 전문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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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네트웍스 표준 발판 딛고 도약

15 여우전자,
약점을 극복하는 표준기술
충격 센서를 이용한 탁구경기 자동심판 장치 개발

전자장치와 자동화기기 분야의 오랜 실력자인 여우전자는

이중화 기능 내장 L2 이더넷 스위치 개념도

Switch A

Power Unit
SMPS 1

무선통신 전문지식이 부족해 신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User Interface

TTA 단기수시 자문서비스를 받았다. 블루투스 표준기술을 기반으로

Power Down Control

Sensor A
SMPS 2

Switch B

스포츠 산업과 IoT 기술을 융합한 제품을 개발 중이다.

Control Unit

제품을 구현할 수 있었고 시간과 노력 모두 절감했다.

Power Control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주하고,
국민대학교와 무선통신 부문 산학연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Watchdog Interface
Sensor B

Redundancy
Unit

Shared Memory

TTA 표준자문 서비스의 노력으로 ㈜트루네트웍스는 국내표준에 부합하는 SBC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 이중화 기능 내장 L2 이더넷 스위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도 수주했다. 모바일 콜센터 솔루션 국내 도입을 위해 법적, 제도적인 검
토를 시작하고 시장 공략 방향을 수립 중이다. TTA 표준자문 서비스가 소기업을 벗어나 중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주었다고 ㈜트루네트웍스는 말한다.

판단이 어려울 땐
표준이 기준

㈜여우전자는 전자장치와 자동화기기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다.
전자기술을 기반으로 Embedded system, 유무선 통신 장치 개발,
Mechatronics 장치를 개발한다. 주요 제품으로 LCD 터치 패널, 카

드 프린터, 통행권 발행기, 통행권 확인기 등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Controller를 개발·판매한

Mechatronics
기계 공학(Mechanics)과
전자 공학(electronics)의 합성어,
이들 기술을 응용해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

다. 최근 신규 사업으로 스포츠 산업과 IoT 기술을 융합한 제품 개발을 준비 중이다.
㈜여우전자의 주요 성과 내용
2018년
2017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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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트루네트웍스

대표자

류선영

홈페이지

www.truenetworks.co.kr

주요사업

IT 보안 솔루션 개발 및 IT 서비스, 정보통신 장비 수출입

설립일

2009년 6월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3번길 10번지
하나EZ타워 402호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 대상 선정
스포츠개발원 보육기업 선정
8 Hopper Card 발급기 개발
고속도로 통행권 제어시스템 개발

㈜여우전자가 개발하는 탁구 자동 심판 장치는 IoT 기술이 적용된 스포츠 제품이다. 제품에 적용된
블루투스 기술은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에 최적화된 기술이며 여러 제품과 상호 연동이 가능하다. 또
한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다른 근거리 통신 기술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IoT 서비스 개발 시 디바
이스 통신 방식으로 점점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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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전자 약점을 극복하는 표준기술

IoT 서비스에 최적화된 저전력 통신 기술인 블루투스 4.2 기술은 와이파이와 같은 IP 기반 통신 방

㈜여우전자는 자문의 성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수주했다. 국

식보다 빠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 최근 발표된 블루투스 메쉬 기술은 간단한 구성 방식으로 메

민대학교와의 산학연으로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TTA 표준자문 서비스가 아니었다면 1:1 통신

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IoT 응용 서비스 개발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인 셈이다.

으로만 알던 블루투스가 메쉬기술로 와이파이보다 간결하고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개발 제품
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도달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미세 다중 충격 센서를 활용한 IoT 기반 탁구경기 자동 심판 장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제어장치
와 충격 센서 모듈들이 통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여우전자에는 뚜렷한 개발 방향과 기준이 부재해

㈜여우전자에게 무선통신은 약점이었다. 그러나 TTA 표준자문 서비스로 무선통신에 대한 자신감을

어떤 무선 통신기술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았다. 이를 타개하고 상품화 개발을 진행하기 위

갖게 되어 향후 다른 IoT 산업 분야로의 진출도 모색할 것이라고 ㈜여우전자는 밝혔다. 현재 개발 중

해 TTA 표준자문 서비스를 신청했다.

인 미세 다중 충격 센서를 활용한 IoT 기반 탁구 자동 심판 장치는 해외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여우전자가 필요로 한 서비스

미세 다중 충격 센서를 활용한
IoT 기반 탁구경기 자동 심판 장치

ST사의 Bluetooth Kit

• IoT 통신 분야 중 근거리 통신 기술 방식에 대한 설명

IoT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의
최신 표준 정보

• 근거리 통신 환경에서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 및 통신 방법 제공
• 블루투스 기술 및 블루투스 메쉬 네트워크 구축 표준기술 제공
• 스마트 탁구 점수대 제품에 필요한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 방법 제안

소규모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
탁구 점수대 개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표준

TTA가 제공한 서비스

• 스마트 탁구 점수대에 적용 가능한 통신 방식(와이파이, 블루투스) 검토 및 제안
• 블루투스 5.0 및 블루투스 메쉬 표준기술 적용 방법 제시

TTA는 무선 통신 전문가인 동의대학교 산업융합시스템공학부 윤주상 교
수를 ㈜여우전자에 소개했다. 우선적으로 업체에서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필요 기술 검토가 시행되었다. 윤주상 교수는 다 대 다 통신이 가능한 네트

워크 기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어 블루투스 기술을 통해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

㈜여우전자 블루투스
4.2 모듈

안이 논의되었다.
상대적으로 간섭 문제와 네트워크 구축 비용에서 자유로운 블루투스 4.2 기술과 블루투스 메쉬 네트
워크 표준기술을 선정했다. TTA 자문으로 제품에 필요한 통신기술과 나아갈 방향까지 조언을 받으
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여우전자는 이후 ST사의 블루투스 4.2 키트를 구입해 블루투스 기

기업명

㈜여우전자

반 성능을 테스트 해보았다. 자체적으로 블루투스 4.2 모듈을 제작해 자동 심판장치의 충격 센서 모

대표자

박창호

듈 시제품 성능을 확인중이다.

홈페이지

www.smartfox.kr

주요사업

전자장치, 자동화기기

설립일

2013년 10월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2길 10 옥산빌딩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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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왜 필요할까요?

한 줄로 보는 ICT 표준 활용 사례

높은 호환성

제품 개발에 적용해 시장경쟁력 확보

호환성(Compati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의 제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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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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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A IoT Gateway 솔루션에 적용했습니다. 국내 승강기 산업분야에서는 최초로 국제표준을 개발
단계부터 자문 받아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했습니다. 이 인연으로 업계 최초로 TTA CoAP Verified

생산, 거래 비용 절감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2015 자문사례집>

제조업체 등 사업자는 단위 생산·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량생산
을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랩은 TTA ‘영상 기반 UX 품질 지표‘, ‘셋톱박스 UX 품질 지표 및 측정 방법‘ 표준의 지표를

또, 기술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이전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적용해 셋톱박스 UX 품질 측정 계측기를 개발했습니다. 완성된 제품은 매출로 이어졌고, 정부 사업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도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2016, 2017 자문사례집>

성공적인 무역

국제표준화와 특허료 수익

WTO TBT 협정에 따라 국가 간 무역은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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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기술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국제 교역이 활성화됩니다.

유 기술에 대한 특허를 분석·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ISO/IEC JTC1에서 국제표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준 특허로 이어진다면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로열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2016, 2017 자문사례집>

보유 기술의 표준화로 수익 창출
생산자

ICT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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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진출 성공
표준의 제정 과정에는 소비자 및 시장의 요구가 반영됩니다.

계획 수립·진단에 활용

즉, 소비자는 표준을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국, 표준을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CMMI)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장비 운영 업체들

사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진출 시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 업무 능력 및 조직의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장비 운영 분
야의 품질 관련 국제 공인 기준으로 TTA 표준(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프로세스 part1~6)으로 제정, 활

고품질 제품
시장

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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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표준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표준화 활동을 통해 동 분야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통

공공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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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대비, 환경 보호 등을 위한 ICT 표준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표준 특허(SEP, standard-Essential Patent): 국제표준화 기구가 정한 표준규격에 따라 제품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
에서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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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표준을 제품·서비스에 어떻게 활용할까요?

66

우리 기술도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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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2018년 기업의 자문가로서 활약한
다섯 명의 ICT 표준기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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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인터뷰

기업의 보유 기술을 표준으로 만들고, 표준을 적용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표준에 기반한 개발 목표 설정, 검증에 대해 조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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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보유 기술을 TTA 표준 또는

아이템 발굴·선정에 대한 가이드를

국제표준에 반영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 특허로 특허료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제품·서비스 개발 기획

아이템 발굴·선정

2

제품·서비스 개발

ICT 표준기술 탐색·적용 연구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발방향
설정에 도움을 줍니다. 적용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을 조언해 드립니다.
정부과제 수주 등의 2차적인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제품·서비스 상용화

4

제품·서비스의 표준 검증

TTA는 국내 시험 인증은 물론
각종 국제 공인 시험인증 기관의
자격을 갖추고 평가 및 검증,
시험 인증과 그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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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농축산업의 스마트한 발전을 위하여

20여 년 경력의 방송 표준 전문가

박주영 실장

배병준 책임 연구원

박주영 실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어떤 분들이 TTA 표준자문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니다. 네트워크 분야를 전공했고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기술
을 개발했습니다. ISO, IEC, ITU-T, 3GPP 등 다양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의장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요. 최근에는
스마트 농업 표준화와 관련해 TTA 그린 ICT 프로젝트그룹
(PG426)의 의 부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표준화, 지금이 적기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Q

Q

Q

ETRI 방송·미디어연구소 미디어연구본부의 프로젝트 리

지상파 UHD 방송기술 관련 주요 표준을
추천해주세요.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스마트 농업 관련 표준이 구

더를 맡고 있는 배병준입니다. Universitu of Scence &

지상파 UHD 방송기술 관련 주요 표준 중 구체적으로

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에

Technology에서 통신미디어공학과 교수를 겸임하고 있습

TTAK.KO-07.0127/R1: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 트랙터에 대한 표준인

니다. TTA 시스템 및 코덱 정합 테스트 실무반(WG8028)과

합, TTAK.KO-07.0128/R2:지상파 UHD IBB 서비스를

ISO 11783 시리즈는 시설원예, 노지, 축사와 같은 환경과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UHDTV분과 CSWG 의장직도

추천합니다. 이들 표준은 TTA 지상파 방송 프로젝트그룹

농기계간 상호연계를 위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행 중입니다. ATSC TG3 S33의 표준화 위원이기도 합

(PG802)에서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다양

니다.

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문 과정에서 어떤 보람을 느끼시나요?
노력 끝에 자체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표준 정보 부족으로

Q

배병준 책임 연구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요즘 UHD 방송업계에는 어떤 이슈가 있나요?

Q

자문 과정에서 어떤 보람을 느끼시나요?

스마트 농업은 ICT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기존 농축산업을

혹시 부적격 판정을 받을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업체들이

지상파 UHDTV 방송 관련 기본 표준과 시스템 개발, 본방

사실 일반 중소기업들로서는 표준 자문이 어떤 것인지 개념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 또한 크게 발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표준이 충분하지 못

송 서비스는 일단락되었습니다. 다음의 개발 진행 방향은

조차 어렴풋합니다. 이러한 초보 기업들에 적절한 도움을

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마트 농업 관

할 때는 표준화 전문가로서 안타까움도 큽니다. 그럼에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 TIVIVA, 타겟광고 등의 양방향 서비스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단기간에 해결되지도 않습니

련 기술들의 상호 연동을 위한 표준이 많이 부족합니다. 선

이러한 업체들과 함께 기술을 검토하고 표준 준용의 실마리

분야, 둘째 재난경보, 복지 방송 등의 공공 미디어 분야, 셋

다. 그러나 하나씩 배워 충실히 표준기술과 그들의 목표를

제적 표준화가 기술과 시장 선점을 좌우하므로 우리나라로

를 얻게 될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째 학교, 교회 내부 방송 등 타 분야에서의 응용 분야입니다.

구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국가 기관 연구원으로서 깊은

서도 관련 표준화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Q

Q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본부의 기반표준연구실장입

Q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기업들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기업들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정통 방송 장비 기업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응용 제

기존의 농축산업에 ICT 기술을 도입하고 싶지만 표준기술

품·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기업들을 환영합니다. 표준을 준수

특히 막 UHD 기반 방송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문은 물론, 보유 기술의 국내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파 UHD 방송의 전체 개념을

표준화 추진 협력도 가능합니다. 스마트 농업 장치를 표준

쉽게 이해시키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에 기반해 개발 혹은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들과도 교류하고

드립니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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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선박 ICT 표준 전문가

국내외 웹 표준 기술에 몸담은 20년

유영호 소장

이원석 책임 연구원

Q. 유영호 소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Q. 이원석 책임 연구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면 연락주십시오. 전문이 아닌 분야여도 관련된 전문가를

TTA TC6 PG607에서 제정한 여러 표준을 참조하면 이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본부의 이원석입니다. 20년

영호 연구소장입니다. 선급협회 검사원, SOLAS선박 기관

활용한 경제성 높은 서비스를 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자

이상 웹 기술 관련 개발 및 표준화에 참여했습니다. W3C

장, 25년간의 한국해양대학교 IT공학부 교수를 거쳐, 스마

율운항선박포럼(www.sanship.or.kr)의 표준도 주목할 만

System Applications WG 공동의장직을 수행했고 에디터

트자율운항선박포럼, e-내비게이션 대응전략포럼, 해상

합니다. e내비게이션대응전략포럼(www.e-navi.or.kr)에

로서 W3C 표준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W3C HTML5 Ko-

HTML5 응용 개발 시 성능 개선 관점에서 서비스워커의 활

e-내비게이션 프로젝트그룹(PG607) 등에서 의장을 맡고

서는 안전운항을 위한 서비스 요구사항들로부터 아이디어

rea Community Group, Automotive and Web Plat-

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능은 응용이 지원해야 하는 가장

있습니다. IMEA/NMEA 이사로서 국내 IMEA/NMEA 관련

를 얻을 수 있을 겁입니다.

form Business Group 의장직과 ETRI에 있는 W3C 대한

중요한 기능입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더불어 푸시 알림을

민국 사무국에서 기술 코디네이터 역할을 10년째 수행하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물인터넷 제품 개발을 준비 중이라

고 있습니다. TTA에서는 웹 프로젝트그룹(PG605)에서 의

면 OCF 표준과 IoTivity의 Full, Lite, Constrained 버전을

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것을 추천합니다.

인증시험과 교육도 대행합니다.

Q. 요즘 스마트 선박업계에는 어떤 이슈가 있나요?

Q. 왜 TTA 표준자문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의외로 전문기업들도 표준에 대한 상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Q. HTML5 관련 주요 표준을 추천해주세요.

스마트 선박과 자율운항선박, 사이버 보안 이슈가 한동안

니다. 국내 대기업에서 선박 네트워크 표준을 만들고 국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스마트 선박은 ICT 기술을 활

표준화를 시도하다가 이미 국제 표준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용해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최적의 경제운항을 꾀합니다.

된 적도 있습니다. 표준은 함께 만들고 함께 사용해 경제적

웹 페이먼트, WebRTC, 웹 AR/VR, Automotive Web,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중 하나가

IMO 자율운항선박(IMO MASS)은 2020년까지 법적 개념

이득을 공유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웹 어셈블리, 웹 인증, Houdini 등이 최근 가장 주목받는

표준입니다. 표준에 대한 이해가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드

정립 완료 계획을 수립하였고 터그보트, 물자공급선 등 특

HTML5 표준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생태계 활성화

는 시간과 자원을 절감해줍니다. TTA에서는 기술 지도를

수목적선의 자율운항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ICT

를 위해 블록체인 간, 그리고 블록체인과 기존의 레거시 시

위해 연구 기관, 학계, 주요 기업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관련 표준화 활동도 활발합니다.

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

가들을 연계시켜 줍니다. TTA 표준자문 서비스를 통해 중

물인터넷 쪽에서는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

소기업은 본연의 사업화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기업들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선박자동화, 스마트 선박, 자율운항선박, 선박네트워크, 선
박의 사이버 보안 관련 기술과 장비,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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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 선박 관련 주요 표준을 추천해주세요.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조선해양ICT융합기술센터 유

Q. 요즘 어떤 이슈가 있나요?

Q. 왜 TTA 표준자문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표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어떤 기업들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하는 기업을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

HTML5 기술 관련 활용 방향이나 전략에 대한 자문이 필요

화를 노리는 기업도 환영합니다. 70여개의 협회 회원사를

한 기업들을 기다립니다. 블록체인 외의 IoT 제품·서비스

통해 우호적인 협력관계 구축도 도와 드립니다.

기업들도 표준 활용이나 오픈소스화 등에 자문이 필요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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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노하우 전달하는 실무 전문가

표준과 함께하는 성공,
TTA와 함께

이일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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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인증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표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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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완 이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Q. 어떤 기업들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무선통신 반도체 기업인 GCT Semiconductor에서 Wire-

WLAN(802.11ax)이나 블루투스 5.1 내의 positioning 또

less Connectivity Solution 연구 개발 담당 이사로 근무

는 location을 위한 기능들은 업체 간의 협업이 아주 중요

중입니다. 주로 WLAN(WiFi)과 블루투스 관련하여 표준 적

합니다. 특히 아직 표준화 단체에서 진행 중인 부분들에 대

용, H/W 설계 및 검증, 필드 테스트, 인증 시험, IP Integra-

해 공동 협력 대응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SIG의 경우

tion 지원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UPF와 IOP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므로 UPF 참여시 사전

Q. 요즘 어떤 이슈가 있나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는 이전의 단순한 무선통신 역할에 그

상호 호환성 시험 준비에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Q. 왜 TTA 표준자문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치지 않고 GPS 신호가 거의 잡히지 않는 실내에서의 전파

1년간의 장기 자문 동안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블루투스

측위(Indoor Positioning)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와이파

SIG의 표준 자료 문서들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이의 경우는 RTT를 이용한 WiFi location 표준이 안드로이

TTA가 블루투스 SIG associate member로 활약하고 있

드 오레오에서부터 지원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블루투스도

어 필요한 기술 자료들을 매 자문 회의 때마다 꾸준히 전달

BLE 6 표준이 도입되면 다중 안테나를 이용하여 정확도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TTA의 적극적인 협조가 소기의 자문

대폭 향상된 실내 측위 시스템들이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성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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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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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동통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전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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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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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준 바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통신 분야에서는 국내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3G(3세대
이동통신)에서 LTE-Advanced, 5G(5세대 이동통신)까지 이르는 기술 진화에 맞추어 국제표준

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ICT 표준은 TTA에서 제정하며 약 18,000건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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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A 표준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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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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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의결
모든 회원이 최종표준안에 대하여 투표하고,
승인된 경우 표준 채택(부결된 경우 단계 2~4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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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문서 발행
표준화기구에서 표준문서 발행 후
표준화기구의 정책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로 배포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연2회, 무료),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일반과정/고급과정),
정보보호제품 평가 인증 교육, CC 평가 제출물 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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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SW 품질인증, 품질관리

자격시험

SW 테스트 전문가(CSTS) 자격시험(Foundation Level/Advanced Level)

표준의 유지보수
기술과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표준의 개정, 폐지 등 지속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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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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ber.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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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member@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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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
TTA가 자문서비스를 통해 해결해 드립니다.
https://consulting.t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