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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CT 기반의 융복합 서비스 발전과 특히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으로 우리 사회
전반을 비롯해 우리의 생활방식까지 많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ICT 기반의 융복합 표준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제 표준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ICT 기반기술을 중심으로 융합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집중시켜 한국경제 혁신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ICT 표준화는 기반기술과 융합기술의
상호연동을 해결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ICT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2002년
‘정보통신 표준개발 중기계획’을 시작으로 매년 ‘ICT 표준화전략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성장을 대표하는 D.N.A.(Data, Network, AI)와 블록체인, 스마트X(공장, 시티, 팜, 헬스), 무인이동체
ICT(무인기, 선박, 자동차) 등 융합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15개 ICT 중점기술을 선정하여, 국내 표준전문가
350여명이 참여하여 국내외 ICT 표준화 추진전략을 담은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표준화전략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
부처의 ICT 표준화 정책수립과 국내 산·학·연 표준화 활동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정보통신기술의 국제 표준 반영을 통해 시장선점과 신규 시장 창출
등 글로벌 표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화전략맵 개발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국가 연구개발 정책과 관련된 자문을 주신
관계부처 PM, PD,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여러분, 그리고 본 작업을 진행하는데 진정한 조언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10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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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CT 표준화 개요
1

ICT 표준화의 중요성
ICT 제품·서비스 대부분은 표준 구현의 결과물

•표
 준은 제품·서비스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ICT 시스템·단말·서비스 간에 정보 교환 및 처리 등의
통신이 가능케 하는 규격으로, 사람 간의 통신에 언어가 필요하듯 ICT 시스템·단말·서비스에는 ICT
표준이 필요
- 국민 생활 패턴과 비즈니스 활동을 스마트 생태계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
3G/LTE, Wi-Fi, 블루투스, GPS 등 약 3,500여개 이상의 표준 집합체

[스마트폰에 구현된 ICT 표준]

- 국민 일상생활(업무, 여가, 관리, 재난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제품과 서비스는 ICT 표준
기반으로 제공

[생활 속 ICT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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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은 R&D 결과의 상용화를 위한 연결 다리
• R &D와 표준화 연계
- 표준은 「기술개발 → 표준화 → 상용화」에 이르는 연구개발 전주기에 포함되며, 기초연구에서 개발·
실용화 연구까지 죽음의 계곡을 쉽게 넘을 수 있는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
※ ICT 융합시대에 R&D-표준 연계(의료, 교통, 환경 등)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
※ 국제표준이 세계시장 선점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됨에 따라 「기획 → R&D(특허획득), 표준개발(표준특허) → 표준
인증·확산(시장 주도)」사이클이 일반화 추세
※ 표준화는 단순 문서작업이 아니며, 기술개발 결과(특허 확보)를 표준에 반영(표준특허 확보)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Ⅰ. ICT 표준화 개요

기술개발-표준연계
제품상용화
(Product development &
commercialization)
원천연구
(Pure Research)

응용 R&D
(Applied R&D)

기초과학
(Sciencce Base)

연구개발-표준화-상용화과정

기술개발
(Technology)

응용서비스
(Applications)

시장
(Markets)

[R&D-표준화-상용화 과정(출처: 영국 BSI, Introducing Standard)]

R&D-표준화 연계 체계
기술
개발

기술개발 활동 (시제품개발)

시장표준

(원천특허, 구현특허)

(Market Accept)

(기술개발→ 특허→ 표준)

표준
개발

선행

병행

후행

(표준특허)
표준화
기반

공식 표준화기구
(국제/국내)

사실 표준화기구
(포럼)

국제 표준화
전문가/협력

표준
보급
진흥

(표준의 구현)
국제표준
↓
국내표준
↓
포럼표준

상용화

선행

병행

후행

(선 표준화 후 기술개발)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선 기술개발 후 표준화)

미래 핵심기술의 개념 형성 분야로 연구
개발 시작단계의 1∼2년 동안 표준개발 추진.
국제표준이 논의되는 시점에 기술개발 병행
추진. 국제표준 완료단계에 세부 표준의
수용을 위한 표준개발 추진

국제표준화 초기(진행)단계 핵심기술에 대해
원천기술(표준특허) 확보와 표준개발을 동시
추진. 국제표준 완료단계 이후에는 국제시장
확보와 국제표준과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개발 추진

국내 시장 확산을 위해 표준 기반 기술·
서비스 개발 추진. 국제표준의 국내 부합화
과정에서 도출된 틈새표준의 국제표준 반영
추진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표준은 기술개발과 동시에 추진되는 병행표준(R&D-표준 연계)뿐만 아니라 개념형성(원천연구)
기술에 대한 선행표준, 성숙된 기술(상용화)의 후행표준 개발이 함께 필요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지식재산(특허) 및 부가가치

표준화 간 지속적인 순환연구가 필요한 연구개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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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의 효과
• (비용 절감) 제조업체 등 사업자는 단위 생산·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대량생산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과 기술의 중복투자 방지, 기술이전 촉진 등 연구개발 비용 절감
• (무역활성화) WTO/TBT 협정에 따라 국가 간 무역은 국제표준을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 무역
장벽 제거 및 국제 교역 활성화 촉진
• (시장 선점 및 시장진출 도구) 국내 핵심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세계 시장 우위 확보 및 관련 장비
국산화 가능
•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신기술·제품의 품질·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제품·서비스
이용 가능, 서로 다른 제조사 제품 이용의 불편함 해소
※ 교통카드 전국 호환, 안전한 모바일뱅킹, 편리한 휴대폰 충전(5핀, 무선충전) 등

• (제품 및 서비스 개선) 품질보장 및 관리, 생산관리 등 제품과 서비스의 성능 측정 기준으로 활용
• (공공안전, 보호 및 ICT 접근성 향상) 국가의 안보와 안전,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의 ICT 이용
편의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재난·긴급문자, 재난안전망(PS-LTE), 스마트 수화방송 서비스,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등
•타깃 시장과 신규기회 포착
•시장인지도 및 제품에 대한 이해 고취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율성 증가
•개발비용 감소
•민첩성 보장
•규모의 경제
•글로벌소싱 가능
•규제 준수
•보건 및 안전

•일관성있는 대응
•품질서비스 보장
•모범사례 홍보

마케팅 분야
판매 분야

생산 분야

불공정
•소비자요구 만족
•계약 간소화
•고객 신뢰 증가
•무역 장벽 완화

불량재화

불량서비스
재난

불편

기업의
이익
고객 대응
분야

재정 분야
R&D 및
엔지니어링
분야

•가치를 높이는 혁신
•상호운용성 보장
•위험비용 감소

•기본 지침
•규제 준수
•전략적 자원 배분
•과금 및 지불 모범사례

•요구사항 구체화
•품질 보장
•규제 준수

[표준화의 민간부문 효과]

[표준화의 공공부문 효과]

표준의 경제적 가치
• 한국, ICT 표준은 GDP 증가율에 2.6%를 기여(표준 전체는 9.3%)하며, 최근 5년간 ICT 산업성장 기여액은 약 6조 3,500억원
(TTA, ’17.11월)
• 영국, 표준화가 경제적으로 매년 25억 파운드를 기여하며, GDP 증가율의 28.4%,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13% 기여
(Cebr(영국경제경영연구센터),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Standard to the UK Economy, ’15년)
• EU, 표준화를 통해 0.3～1%의 GDP를 높일 수 있음(European Commission, ’13.7월)
• 독일, 1%의 표준 증감이 0.7～0.8%의 경제 성장과 비례함(DIN, The Economic Benefits of Standardization, ’11년)
• 호주, 1%의 표준 증가는 0.17%의 GDP 성장과 관련이 있으며, 약 27.8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임
(Standards Australia, Research Paper: The Economic Benefits of Standardization, ’09년)
• 국제 무역에서 80% 이상이 표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OECD), 이는 약 7조 달러에 해당 (미국 의회 청문회, ’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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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표준화 정책 및 추진체계

선진국 및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표준을 시장 지배전략으로 활용
국제표준의 규범화

표준전쟁
“국제표준” 준수의무 :
국제규범화

Winner takes all

기술장벽철폐
후보기술
표준

후보기술

GLOBAL
Standard

후보기술

TBT

Ⅰ. ICT 표준화 개요

+특허
(FRAND조건)

후보기술
WTO 체제 (1995.1~)
*WTO TBT : 기술무역장벽에 관한 협정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 1990년대 초, 2세대 이동통신규격 중 기술적으로 우수한 일본의 PDC 방식 대신에 유럽의 GSM이 110여개 국가에서
표준으로 채택하여 시장 선점
※ 국내 대학이 개발한 HEVC(고효율동영상압축기술)의 표준특허로 향후 10〜15년의 안정적 로열티 수익 창출 가능

표준화 추진 3대 요소

표준 전쟁의 핵심성공요인

기술을 표준으로 구체화하는 주체이며,
이들의 활동 무대가 표준화기구

우수
기술

사람
(표준화 기구)

제휴와
협상

표준화전문가,

R&D-특허

의장단

국제: 정부/민간,

상용화,

시장: 포럽,협의체

마케팅

전략
기술
(표준화 방향) (표준화 대상)

기술 수준과 표준화 전문가들의

서비스 구현의 필수 요소이자

양적,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유효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입력 요소

필요한 전략

글로벌
표준화

표준
결정능력

시장
경쟁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5G, IoT, 인공지능, ICT 융합 등 新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의 글로벌
표준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표준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표준화 추진 3대 요소(사람, 기술,
전략) 확보와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력 강화 필요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 WTO 협정(상품분야의 WTO/TBT, 서비스분야의 GATS 협정)은 각 회원국이 국가표준 및 기술기준
채택 시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 WTO 출범 이후,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세계시장 지배전략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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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 현황
구분

공식표준화기구(De-jure)

사실표준화기구(De-facto)
•기업간 연합체(기업 또는 개인이 회원)

주체

•사회적으로 공인된 표준화기구

분야

•비교적 광범위한 대상을 표준화

•특정 기술분야

기간

•3~6년 소요

•신속한 절차(2~3년 이내)

•유사 기술분야에 다수 연합체가 표준화 경쟁

•이동통신 분야 : 3GPP, GSMA 등

•국제표준화기구 : ITU, ISO, IEC
대표

•지역표준화기구 : ETSI(유럽), APT(아태)

기구

•네트워크 분야 : Bluetooth SIG, Wi-Fi 얼라이언스,
Zigbee 얼라이언스 등

•국가표준화기구 : ATIS, TIA(미), ISACC(캐), TTC,
ARIB(일), CCSA(중), TSDSI(인), TTA(한) 등

•방송 분야 : ATSC, DVB 포럼 등
•SW 분야 : Linux, OASIS, OMG 등

Global
Forum
Consortium

국가표준화기구

TTC

지역표준화기구

(일본)

ANSI
(미국)
ICT
디바이스

국제표준화기구

ARIB

TIA

(일본)

(미국)

정보보호

3DMF, ASTM, MIPI-Alliance,
OCP-IP, OSHWA, IEEE RAS,
IRF, PC/SC Workgroup,
USB-IF

FIDO Alliance, Raise Forum,
Cloud Security Alliance, SCA,
EMVCO, Kantara Initiative,
EEA, R3CEV

이동통신

SW

3GPP, Small Cell Forum,
GSMA, IrDA, NFC Forum,
UMTS, WIF, NGMN Mobility
Development Group

현
상
도

Apache Foundation,
Open Stack Foundation,
Linux Foundation, OASIS,
OMG, Open Group,
OAGI, WAMC

Bluetooth SIG, Wi-Fi Alliance,
Wi-SUN, LoRa , ZigBee, Z-Wave

TSDSI

ATIS

(인도)

(미국)

ETSI

APT

(유럽)

(아태지역)

네트워크
Broadband Forum, Ethernet
Alliance, FSAN, IEEE802,
IETF, MEF, OIF, ONF, PLASA,
HDbase-T Alliance
AirFuel Alliance2 WPC, OGC

전파위성

CCAS

ISACC

(중국)

(캐나다)

ATSC, CableLabs, DRM.
Consortium, DVB,
SCTE, SMPTE, HbbTV,
UHD Alliance,
World DMB Forum

기반SW
컴퓨팅

융합
서비스

DMTF, ECMA, OCP, OGF, SNIA
OCF, IIC, OCPF Thread
Group, oneM2M, HL7, IHE,
Continua, IVSC, W3C(IDPF),
Autosar, CCC, Open
Automotive, Genivi Alliance,
IALA, NEMA, SGIP

DCMI, DDEX, DMP, IDF,
IMS Global, Khronos Group
13DS & 3D@Home, Web 3D
Consortium

방송 및
스마트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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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ICT 표준화 정책
국가

특징

주요 정책
•미국 정부는 표준화 촉진 전략ㆍ제도를 통해 산업체의 표준화활동 지원
※ 제4차 미국표준화전략(United States Standards Strategy, ANSI, ’15.12)
※ (NIST) 시장형성 전 스마트그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시티 등 주요 분야 표준화 선점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표준화 추진

민간 중심의
표준화

※ AI, IoT 등 ‘표준화 및 기초 R&D 강화’를 위해 약 725백만달러 지원(’18, 상무부)

•퀄컴, 인텔, 구글 등은 사실표준화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오픈소스 연계 전략으로 표준특허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지배
분야 표준특허 1위
※ (인텔)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 ’16년, 400여개 기업)를 통해 독자적인 IoT 표준 개발 주도
※ (구글, 애플) 모바일 플랫폼(Android, iOS)을 기반으로 시장 표준화 주도

Ⅰ. ICT 표준화 개요

※ (퀄컴) ITU, 3GPP, 5GAA, OCF 등 전세계 100여개 표준화기구에 참가하고 있으며, LTE 등 이동통신

•범유럽 정책으로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 조달 규격으로 사실표준화기구 표준의 활용, 중소
기업의 표준화 참여 보장을 강조

(정부-민간 협력)

※ Europe 2020 전략(Digital Agenda in the Europe 2020 Strategy, ’10년)
※ EU-EFA(유럽자유무역엽합)은 ETSI에 매년 운영예산의 약 20% 지원
※ Horizon 2020은 2014~2020년 7년간 총 800억 유로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5G, IoT 등 핵심 분야에서 EU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표준화 연계 추진
※ METIS(Mobile and wireless communications Enablers for 2020 Information Society, ’12.11월) :
에릭슨, 이탈리아 텔레콤 주도로 5G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범유럽 R&D 프로젝트

•IT 기반 경제구조와 사회 혁신을 위한 시장 중심 표준화 추진
※ 미래투자전략2017(’17.6월) : Society 5.0 실현을 위해 표준화 전략, 표준화 인재 육성, 중소기업을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전략적으로
표준화 활동 지원

위한 표준화 전략 강화 강조

•통신사업자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Top-Down 방식으로 국제표준화 활동(ITU 중심) 및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
※ Smart Japan ICT 전략(’14.6, 총무성) : 국제표준화 전략에서 중소기업 지원 강조
※ 표준화 민관전략(’14.5, 경제산업성) 및 시장창출형 표준화제도(’14.7): 정부ㆍ민간의 역할 정립 중
중소기업의 표준화 지원 강화 강조
※ SONY, NTT, SOFTBANK 등 사실표준화기구에 참여

•’20년까지 국제표준 50% 주도를 목표로, 자국 기업의 국제표준화기구 참여 및 의장단
진출을 독려
정부주도로
공식표준화기구
(ITU 등) 영향력
확대 중

※ 리커창 총리, 표준화 제도 개혁 강조(’15.2월)
※ 중국 국가표준화시스템 발전계획(’16~’20) (’15.12월)
※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 발전 촉진 3개년 행동계획(’18~’20, 공업정보화부) (’17)

•화웨이, 알리바바 등은 자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해외 기업들과 글로벌포럼 활동 주도
※ (화웨이) 3GPP, OCF, OPC Foundation 등 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융합서비스 관련 표준화기구에 참여
하여 활동 중
※ (알리바바) Linux Foundation, OCP Foundation, W3C 등 AI 및 SW 관련 포럼 사실표준화기구에 참여

국제표준이 국제규범(WTO/TBT)으로 역할을 함에 따라,
각 국의 정부에서는 직·간접적 재정 지원 등 ICT 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정부차원의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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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CT 표준화 정책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16.3월)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17.11월)

국가표준체계 고도화로 선진경제 구현

1. 글로벌 시장 창출로 경제성장 견인
2. 표준 기반 확충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3. 즐겁고 안전한 생활로 국민행복 실현
4.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18.1월)

R&D–표준화–시장 선점의 선순환 표준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 글로벌 시장
선점과 연계되도록 R&D-표준 연계 확대 및
중소기업 표준역량 강화

● 혁신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부처의 핵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회의 개최(11.28.)

●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서로 친화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장전략으로 혁신성장 4대 부문과 주요 내용이 발표되었으며, 국제표준 선점이
과학기술 혁신 부문에 포함

•4차 산업혁명 기술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
•도전적, 창의적 연구 조성
•R&D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 연구산업 육성
•국제표준 선점
과학기술 혁신
사람혁신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월)
신기술·신비즈니스의 제도적·실증적
생태계 구축
•국제표준 활동 강화 및 신규 표준 국내 대응
연구개발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 활용 지원과 관련 R&D 지원

정책
제4차 국가표준
기본계획
(2016~2020)
(2016.3월)

미래성장동력
2016년도
종합실천계획
(2016.3월)

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추진방안
(2016.7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직업능력개발 혁신
•온 국민 혁신역량 교육 강화
•산학연계확대
•여성, 청년 인재 지원

개요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산업,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기업 혁신역량 강화
•혁신거점 활성화
01 02
03 04

산업혁신
사회제도 혁신
•규제혁신
•사회적 대화 활성화
•공정경제 기반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혁신안전망 구축

세부 내용
•글로벌 시장 창출로 경제성장 견인

국가표준체계 고도화를 통한
선진경제 구현을 위해 4개
분야, 12대 중점과제 수립

•표준기반 확충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즐겁고 안전한 생활로 국민행복 실현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표준생태계 정책

19대 미래성장동력의
맞춤형 투자전략 등을 통한
조기성과 창출에 중점

미래성장동력 종합 실천계획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한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법제도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 5G 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실감형콘텐츠, 착용형스마트기기, 지능형 사물인터넷, 지능형 반도체
•원천실증 R&D 선제적 투자 : 고기능 무인기,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융복합소재
•민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속도 지원 :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가상훈련시스템, 맞춤형웰니스케어
•관계 부처간 협력 기반으로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산업화
속도와 표준 완성도를 종합ㆍ분석하여 3개 영역별 맞춤 전략 추진
1. (표준선제) R&D-표준-특허 연계 강화
2. (협력경쟁) 맞춤형 국제표준화 및 국제협력 강화
3. (수용적용) 표준의 적시 보급 및 확산

국가전략 프로젝트
(2016.8월)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성장동력 확보(5개) : 선진국 수준 인공지능 기술, 가상증강현실
핵심기술과 전문기업 확보, 자율차 핵심부품과 실증 확보,
경량소재 양산, 스마트시티 수출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4개) : 정밀의료 기반구축,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바이오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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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016.12월)

기술ㆍ산업ㆍ사회
분야별 정책방향 및
12개 전략과제 제시

2017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2016.12월)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대비한
지능정보기술, 정보보호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클라우드, 바이오 정보, 지식정보자원, 정보보호,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지능정보기술, 생체인식 기술 분야

정부-민간 R&D
역할분담 분석

•정부는 차세대 미래기술 탐색을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 기업의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유인을 위한 금융ㆍ조세 지원,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인증, 시험ㆍ평가 등 지원

2018년 정부
R&D 투자방향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17.3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혁신성장
전략회의
(2017.11월)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2017.12월)

(2018.1월)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18~’22)
(2018.2월)
2019년 정부 R&D
투자방향

•사회정책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

•AI, 자율주행차, AR/VR 등 신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원천 특허
전략을 제시
•빅데이터, IoT 등 표준화 유망 기술 분야에 표준특허 창출 지원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제시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 (표준ㆍ인증)
신속인증제 운영 활성화, 범부처 TBT 대응지원센터 운영,
신속표준제도 도입 등 신산업 표준ㆍ인증제도 혁신(Standards on
Demand)

혁신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제 공유 및
각 부처의 핵심 사업 추진에
가속화를 위한 전략 제시

•4차 산업혁명 기술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 도전적·창의적 연구 조성,
R&D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 연구산업 육성, 국제 표준선점 등의
정책방향 제시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할
구체적인 범부처 성장동력
분야 확정

•원천기술 확보 분야 : 표준과 연계된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국제협력
및 국내기업ㆍ연구자의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지원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ICT R&D 혁신전략 발표

•R&D-표준화-시장선점의 선순환 표준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 글로벌 시장 선점과 연계되도록 R&D-표준 연계 확대 및
중소기업 표준역량 강화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
정책 청사진 발표

(2018.3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및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

제4차 국가표준 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시행계획

국가표준기본계획
분야별 실행과제 수립

•산업 확산 분야 : 차세대통신 분야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표준화
대응 및 조기 상용화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및 주력산업 고품질 특허ㆍ국제표준 확보를
위한 IP-R&D 및 국제표준 R&D 연계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 유망 표준기술 발굴 및 선제적 표준화 추진
•표준화, 인증ㆍ검증, 시험ㆍ평가 등 부처의 협업 수행을 뒷받침하는
공공수요 부문 R&D 지원 강화
•표준과 연계한 R&D를 지원하고, 융합 제품ㆍ서비스 개발 강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기업성장을 위한 표준기반 확충,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민간주도의 표준 생태계 확산

(2018.5월)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2018.6월)

과학기술기본계획
분야별 실행과제 수립

•연구개발, 국제표준안 개발, 표준화활동 등 표준특허 창출 전 과정에
걸친 표준특허 확보전략 지원 및 정보서비스 제공 등 추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국 표준개발 선도 및 정보통신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한 국ㆍ내외 표준개발을 주도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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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월)

AI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특허, 원천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

•글로벌 수준의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Ⅰ. ICT 표준화 개요

(2017.3월)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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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화 추진체계
• ICT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 분야는 산업자원통상부 및 소관부처
• ICT 분야 TTA 단체표준(TTAS) 추진체계(TTA 표준화위원회)
국내 표준화

국제협력 및 대응
국가입장 반영/참여

정
부
부
문

국가표준
고시위임
표준화활동 지원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표준심의회

한국ITU연구위원회

정보통신표준심의회

표준기고
문서회람

ITU

표준기고
문서투표

ISO/IEC/JTC1

↓

국가표준안 ↓ 운영총괄

운영지원

정보통신전문위원회

COSD
간사기관
지정

민
간
부
문

APT공동기고

APT

운영총괄

ICT국제표준화전문가

국가표준개발
및 운영지원

국가표준안
제안

포럼표준제안

표준기고

선정/지원

제조업체

표준초안
제안참여

통신사업자

표준화전략맵

연구기관

운영
위원회

표준화활동
가이드라인 제시

학계 등

전략계획위원회

정보통신
표준총회

GSC/CJK/3GPPs/
oneM2M

표준화기구간 협력

TTA표준화위원회
TTA표준
제정/보급

포럼/컨소시엄

선정/지원

ICT표준화포럼

국가표준안
작성기관 지정

표준기고

IPR 전문위원회, 작업방법 전문위원회

프로젝트조정위원회
정보통신용어표준화위원회

7개 기술위원회(TC)

50개 프로젝트그룹(PG)

19개 실무반(WG)

통신망(TC2)

광전송, 스마트홈, 통신설비, 이더넷, 미래인터넷, 망관리/서비스품질, 통신망응용

CWDM기반, AVB/TSN

ICT 융합(TC4)

공간정보, 지능형 로봇, 지능형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헬스,
공공정보서비스, 스마트 에너지/환경, 가시광 융합통신, 스마트농업, 지능형 CCTV

인공지능

정보보호(TC5)

정보보호기반, 개인정보보호/ID 관리 및 블록체인 보안, 사이버보안,
응용보안/평가인증, 바이오인식

정보보안 평가 및 검증 기술

소프트웨어/콘텐츠(TC6)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웹,
메타데이터,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전자출판, CPS, 디지털콘텐츠

게임기술, 디지털 홀로그래피

방송(TC8)

모바일방송,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방송공통기술, 위성방송

RF정합 테스트,
시스템 및 코덱 정합 테스트,
디지털 케이블 UHDTV

전파/이동통신(TC9)

전파자원, 공공안전통신, 특수통신, LBS시스템, ITS/차량 ICT,
근거리 무선통신, 스마트 전력전송, 이동통신 서비스

지능정보기반(TC10)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기반기술, 블록체인기반기술

1개 특별기술위원회(STC)

5개 프로젝트그룹(SPG)

5G(STC3)

5G 무선접속, 5G 네트워크, 5G 기술평가, 5G 국제협력,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전자파적합성/전파특성, 전자파인체보호,
PS-LTE, 지중/수중통신, 해상/항공통신,
철도통신시스템, 모바일 무선전력전송,
정보가전 및 운송기기 무선전력전송, RCS연동
oneM2M 특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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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
APG
아태지역 WRC 공동제안서 개발

ITU/APT 국내 대응 조직 운영
산업계
표준기술
개발

제도, 기획
및 체계분석

한국ITU연구위원회

의제분석 협력

운영위원회, 5개 연구반

전문가 지원

운영위원회

TTA 표준화위원회

국내 표준연계

8개 기술위원회 등, 55개 PG

전략 참조

TTA 대응 준비반

의제분석 협력

ITU-R

ITU-T

ITU-D

연구단
및
8개
연구반

연구단
및
11개
연구반

연구단
및
2개
연구반

국제표준화
협력 및 대응

Ⅰ. ICT 표준화 개요

국제표준화
전문가Pool

한국 WRC 준비단

기술 제안

AWG 준비반, ASTAP 준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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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권고 개발 및 ITU-R/T 공동대응

AWG ASTAP

• ISO, IEC, JTC1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

국제표준화
협력 및 대응

ISO/IEC/JTC1 국내 대응 조직 운영

정보통신 전문위원회
ISO

IEC

JTC1

2개 전문위원회

11개 전문위원회

19개 전문위원회

의제분석 협력

국내 표준연계

정보통신 국가표준 기술위원회
ISO/IEC/JTC1 기술위원회 (국제표준 조사분석 및 국가표준 개발)

기술 제안

전문가 지원

전략 참조

산업계
표준기술
개발

국제표준화
전문가Pool

제도, 기획
및 체계분석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J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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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대응체계(포럼) 구축(’19년)
5G포럼•
IEEE802포럼•
사회안전시스템포럼•
IETF미러포럼•
SDN/NFV포럼•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공공안전통신망포럼•

웹표준기술융합포럼•
지능정보기술포럼•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All@CLOUD 포럼•

신규 선정 포럼(7개 포럼)

미래통신
전파

SW
컴퓨팅

차세대
보안

•스마트의료보안포럼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디바이스

•3D프린팅창의융합표준화포럼
•스마트로봇표준포럼
•국제무인기포럼
•스마트카기술포럼
•지능형반도체포럼

블록체인
융합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OCF Korea Forum
•정보접근성포럼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스마트자율운항선박포럼
•에너지데이터프로슈머포럼

ICT 표준화 포럼
(35 Forums)

멀티스크린서비스포럼•
MPEG 뉴미디어포럼•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포럼•
디지털가상화포럼•
홀로그램융복합산업포럼•
지능형콘텐츠표준화포럼•

방송
콘텐츠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사례
•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으로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新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표준명

차세대 인증기술

차량 군집 주행

채택기구/연도
ITU-T X.1095
(2019 예정)

ITU-T X.itssec-2
(2019 예정)

스마트 ID카드 기반

ITU-T X.1093

바이오인증기술

(2018.11)

클라우드 서비스

차량 긴급구난체계
(e-call) 프로토콜

ITU-T Y.3506
(2018.6)

ITU-T Y.4119
(2018.1)

설명
•사람 심전도, 심박수 등 생체신호를 이용한
차세대 인증 기술 표준
(글로벌 생체인증기술 선도 및 시장 경쟁력 확보)

•공인(기기)인증서 기반 차량통신을 위한 규격 정의
(국내기술의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스마트ID카드의 소유자 정보 확인을 위한
바이오인증 기술 표준
(국내기술의 국제시장 경쟁력 확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를 위한 브로커리지 서비스
개념 및 시스템 정의
(국내기술의 글로벌 시장)

•차량 사고시 사고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국내기술의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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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

채택기구/연도

대면 상황

ISO/IEC 20382 시리즈

음성 통역

(2017.10)

클라우드 DaaS
시스템

ITU-T Y.3503(2016.7)

•개인 PC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
(국내기술의 국제시장 경쟁력 확보)

IPTV

ITU-T Y.1902, Y.1192,
X.1193, X.1194, X.1195,
X.1197, H.771, H.730,
Y.1903 등
(2009～2013)

•인터넷기반 방송서비스인 IPTV의 기술,
서비스 방식 및 보안 표준
(외국기업의 WTO 제소 가능성 차단 및 국제시장
진출 기반 마련)

4G 이동통신

ITU-R M.2012
(2011.3)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위한 이동통신 서비스 표준
(국내 4G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

(2009.10)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한 충전 및 멀티미디어용
단자(잭) 표준
(자원낭비 방지 및 국민편익 증대)

ITU-T Y.4000(2012.6)
•IT 기반으로 서로 다른 기기ㆍ단말이 연동이
ISO/IEC 29182-3
(2013.12)
가능토록 하는 기술
(우리 기업의 국제시장 진출 기반 마련)
oneM2M Release2
(2016.6)
•동영상 및 멀티미디어 규격(MPEG-1 규격 중 대표적
인 것이 MP3 오디오 관련 규격)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3GPP(2016.3)

•이동통신 기술인 LTE를 이용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술 표준
(글로벌 시장 주도 기반 마련)

ATSC 1.0(2013.1),
2.0(2015.5),
3.0(2017.1)

•TV를 통해 3D영상 시청이 가능하기 위한 방송기술 표준
(세계 최초 3D 지상파 방송 시연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확대)

(LiFi)

IEEE 802.15.7
(2011.2)

•LED 전등의 빛을 전달매체로 활용하는 통신기술 표준
(LED조명의 부가가치 제고 및 LED 시장 주도권 확보
기반 마련)

휴대인터넷

IEEE 802.16e
(2005.12)

국가재난
안전통신망
(PS-LTE)

3DTV

가시광통신

(WiBro)

지상파DMB

ITU-R M.1457
(2007.10)
ETSI EN 300
401(2005.6)
ITU-R BT.1833
(2007.12)

•이동 중에도 인터넷을 활용케 하기 위한 표준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 진출 기반 마련)

•지상파 멀티미디어 방송인 DMB 방송기술 표준
(국제 이동 방송 서비스 시장 선도)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ISO/IEC 11172, 14496,
23008 시리즈 등
(1992～계속)

M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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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사물인터넷)

ITU-T L.1000

•대면 상황에서 음성 통역 서비스를 위한 규약 정의
(국내기술의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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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20핀 충전기

ITU-T Y.3501(2014.3)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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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1

ICT 표준화전략맵 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제 환경
- (4차 산업혁명) AI, IoT, 빅데이터 등 지능화기술로 산업·국가시스템·문화 등 사회 전반이 혁신적
으로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으로 新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의 글로벌 표준 주도권 확보
경쟁 가속화
· 단일 제품·서비스 호환을 넘어, 시스템간·산업간·이해관계자 등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정보 교환·학습·
판단 등의 상호작용이 필수로 인식됨에 따라 표준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 (시장 중심의 표준화) 공급자에서 시장·수요자 중심으로 표준화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현재 글로벌
ICT 기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사실표준화기구 중심으로 표준화 추진
· 북미, 유럽의 글로벌 ICT 기업들은 IoT, 5G 등 분야에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3GPP(이동통신), oneM2M(IoT/M2M), IEEE(무선), IETF(인터넷) 등 150여개의 사실표준화기구가 활동 중

-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 양적 확대에 의존한 경제 발전의 한계를 인지하고, AI, 모바일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노력 중
· 중국은 정부 주도로 표준화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20년까지 국제표준 50% 주도 목표로 관련 자국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및 의장단 진출 독료
※ 중국은 ITU 의장단 진출 14석으로 ’19년 세계 3위 수준(한국은 15석으로 세계 2위)

• 국내 환경
- (4차 산업혁명 대응) 정부는 ’17.10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17.12월 ‘혁신
성장동력 추진계획’을 발표
·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17.11월)’에서 과학기술 혁신 부문에 ‘국제표준 선점’을 포함
·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18.1월)’에 ‘R&D-표준화-시장선점의 선순환 표준체계 구축’을 포함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월)’에 ‘국제표준 활동 강화 및 신규 표준 국내 대응 연구개발 확대’와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화 활동 지원과 관련 R&D 지원’ 포함

- (시장 선점의 도구) 국내의 글로벌 표준화 위상은 ITU 세계 3위·표준특허 세계 5위 수준으로 뛰어난
성장을 보여 왔으며, MPEG, 4G 이동통신, IPTV 등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달성하였으나, 관련
분야의 글로벌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는 데에 한계 직면
- (중소기업의 표준화 역량) 산업계 중심의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이 중요하나, 주요 경쟁국에 비해 표준화
역량이 미흡하고 시장에서의 파급효과가 큰 新융합·산업 분야 사실표준화기구에서의 산업체 참여
비율은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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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표준 인식·인력·예산·시간 부족, 표준화 정보 및 구현능력 미흡
※ 260명의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중 산업계 전문가는 21.9%(57명)에 불과(’19년)

- (국민편익형 표준) ICT 표준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약자(여성, 고령자, 장애자 등) 배려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표준화 요구 증대
·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를 위한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18.6월)’ 발표

과거

환경변화

현재

시장 트랜드

개별 기술 중심 표준화

제4차 산업혁명

지능화기술 기반 융합표준화

표준화 중심

De-jure 중심

시장맞춤형 적시 표준화 요구

De-facto 대응 강화

표준화 주도

기술우위 선진국 주도

중국 등 신흥국 부상

신흥국과 표준화 협력 강화

표준 적용

양적 성과 위주 표준개발

양적성장 - 질적 성장 격차 심화

상용화가 가능한 표준개발

지원 체계

연구기관/대기업 위주

표준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경쟁

중소기업 표준화 지원 확대

표준화 대상

기술 중심 표준개발

ICT를 통한 삶의 질 개선

국민편익형 표준개발

- 표준 환경 변화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표준화 분야의 지속적 발굴과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표준화 추진 필요

국제표준이 세계시장 선점 및
확산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
표준시장 선점

세계시장 선점 수단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글로벌 표준 주도권 경쟁 가속)
•사실상 표준 전쟁
(세계시장 지배전략으로 활용)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중장기적
ICT 표준화활동 기획 필요
ICT 표준화전략맵
사전조사분석
•국내외 ICT 정책, 국내외 유관기관
전망
•주요 국내외 표준화기구 등 항목 분석

국제표준화

국제 표준화 주도
•질적으로 우수한 핵심표준 개발
(표준 선점 후 상용화 가능)
•중국 등 신흥국의 표준화활동 강화

국내외 표준화 환경분석
•국내외 시장/기술/표준/IPR 현황분석
•SWOT분석 및 표준화 추진방향

중소기업 표준화 역량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산업계 중심의 표준화활동
(중소기업의 표준화 역량 확보 필요)
•ICT 표준기술을 활용한사회문제 해결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ICT 표준화자원 활용 가이드라인
•중장기 전략맵 수립으로 표준경쟁력
강화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글로벌 표준화 경쟁 환경 대응과 명확한 표준화 대상과 목표 설정, 체계적인
접근방식과 전략적인 국내외 표준화활동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ICT 표준화 추진전략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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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표준화전략맵의 필요성

Ⅰ. ICT 표준화 개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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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및 근거
• 추진목적
-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ICT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대응 방향을 포함한 ICT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 가이드라인을 산·학·연·관에 제공
함으로써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조기 선점과 국제표준화 경쟁력 제고에 기여
국제표준화기구

우리 기술의 선제적 국제표준화 추진

표준화
위원회

정책수립

표준화
전문가

표준화
포럼

연구
위원회

정책지원

표준개발
정보제공

출연 (연)
중소기업

ICT 표준화전략맵

정책제시

활동 참여

대학
협회 및 단체 등

…

대학

연구소

대기업

중소
중견

벤처

협회

단체

•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5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ICT 표준화전략맵(Standardization Strategy Map) 개념
국내외 ICT 분야의 정책, 시장, 기술, IPR 현황 및 주요 표준화기구의 표준화 추진 현황분석 등 국내외 표준화 환경분석(SWOT)을
통해 체계적인 표준화 추진을 위한 3대 요소(표준화 대상, 기구, 방향)를 수립함으로써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주요 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 대응 전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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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 ICT 분야 표준화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된 것은 2002년 ‘정보통신 표준개발 중기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2003년 ‘표준화로드맵’으로 개발되었고, 2010년 현재의 ‘ICT 표준화전략맵’으로 명칭이 변경
• 매년 개정 작업을 통해 목표 지향적인 표준화항목 발굴과 표준화 전략 방향을 제시

•표준개발
중기계획 수립

2003

2004

2010

2017

•정부정책과 일관성
유지 : IT839 전략

•표준화로드맵 →
표준화 전략맵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표준화로드맵
프레임워크 개발

•표준화 Vision 및
기대 효과 포함

•기술개발과 표준화
연계 분석

•오픈소스 현황 및
연계 전략 포함

- 매트릭스 분석모형
개발 추진전략 제시
- 국내외 시장, 기술개발,
표준화 현황 분석
- 표준상태전이
(선행/병행/후행)
분석모형 개발

•SWOT 분석 상세화

•표준특허 전략 포함

•기술간 연계도 포함
- 중장기 표준화
전략 상세화

•스타형 지수
분석모형 개발 :
세부 항목별 표준화
추진전략 제시

구분

시기

세부 추진내용

탄생기

2002～2003년

•2002년 제정된 중기계획을 바탕으로 이듬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ICT 표준화 전략인
‘표준화로드맵’이 수립

발전기

2004～2009년

•ICT의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으로 요약되는 이른바 ‘IT839’ 체제로
들어선 2004년부터는 ‘IT839전략 표준화로드맵’으로 명칭을 바꿔 추진되었으며,
스타형 지수 분석모형, 중점 표준화 항목의 객관적 지표, 기술개발-표준-특허출원으로
이루어지는 표준화 사이클에 대한 총괄 분석 시작

성숙기

2010～2016년

•국제표준 선점를 위한 추진 전략 부분이 강화됨에 따라 ‘ICT표준화전략맵’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특히 2011년부터는 표준화전략맵에 기반한 ‘ICT 표준 활용·개발맵’을
별도로 개발하여 배포 시작

2017년～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5G 이동통신, AI 등 차세대 ICT
핵심 기술 및 융합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오픈소스-표준화 연계전략, 표준특허 확보 전략, 기술간 연계도, 중장기
표준화 전략 상세화 등 국제표준 선정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방안 포함

재도약기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ICT 표준화 전략의 발전 과정은 크게 탄생기와 발전기, 성숙기, 재도약기의 네 단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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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향 전환 : 중기
계획 → 표준화로드맵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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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개발

추진체계
• 표준화전략맵 개발 간사 기관인 TTA 표준화본부를 중심으로 표준화전략맵 자문위원회와 15개 중점
기술별 기술표준전략위원회, 1개의 특허분석 자문위원회로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준화전략맵자문위원회

TTA표준화본부(간사부서)

기술표준전략위원회(분과1)

(과기정통부 담당관, 총괄 PM, ITU, JTC1, 포럼 전문가)

기술표준전략위원회(분과n)

분과1

분과n

분과장

분과장

위원

특허분석자문위원회

위원

위원

소분과1~n

소분과1~n

소분과장

소분과장

위원

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원

세부 추진내용
•ICT 표준화 정책방향 제시, 표준화전략맵 최종 검토 및 승인

표준화전략맵 자문위원회

•과기정통부 담당관 및 총괄 PM, TTA 표준화위원회 의장, 국제표준화기구 표준화전문가, 표준화
포럼 의장 등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중점기술(안) 검토 등 ICT 표준화전략맵 추진 전략
자문 역할 수행

기술표준전략위원회

•중점기술별 관련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로 343명으로 구성되며, 중점기술별 국내외 정책·시장·
기술·IPR·표준화 동향 파악 및 분석, 표준화항목 발굴과 항목별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특허분석 자문위원회

•15개 중점기술 분야별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특허분석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며, 특허
동향 파악 및 분석 수행

TTA 표준화본부

•표준화전략맵 전체 총괄로써 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사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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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절차

1

사전 조사분석
중점기술 선정

ICT 사전조사분석

중점기술 후보군 전문가 조사

•국내외 ICT 정책 및 주요 유관기관의 전망 분석
•공식 및 사실 표준화기구 항목 분석 및 수요조사
•주요 이슈 키워드 발굴·정제·문류

•ICT 표준화전문가(PG, ITU, JTC1 표준화전문가,
표준화포럼 등) 대상 설문조사 실시
•사전 조사분석 및 결과 분석

중점기술(안) 도출 → 수정: 표준화전략맵 자문위원회 검토

2

•연도별 주요현황 및 이슈
•국내외 정책·시장·기술개발
·IPR·표준화 현황분석

중점
표준화 항목
도출

항목별 전략수립
•국제표준화기구 대응 및 국내표준화 계획
•기술개발-IPR-표준화 연계방안 등
•중장기 표준화 계획

Ⅰ. ICT 표준화 개요

기술별 현황분석

기술별 현황분석
전략수립

표준화전략맵(초안) → 산·학·연·관 전문가 검토 및 보완 → 발표회

(정부) 국가 ICT 표준화 정책 수립 참고자료 및 표준개발을 위한 과제 기획 시 활용
(민간) 산·학·연 배포를 통해 국내외 표준화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활용 및 홍보

개발경과
(2월)
15대 중점기술 선정(2.23)

사전
조사· 분석

15대 중점기술
선정

( ’18.11월~’19.1월)
국내외 전망·정책·시장, 기술개발,
국내외 표준화기구 현황 등
조사·분석 및 전문가 설문조사
(1월)
표준화전략맵 자문위원회 개최(1.30)

표준화전략맵
개발

(8월)
산·학·연·관 대상 표준화전략맵
초안 의견 수렴
(8~9월)
표준화전략맵 보고서 수정보완

의견수렴 및
발표회

(6월)
표준화전략맵 초안 발표회 개최
(6.19, 6.20, 6.26, 8.22)
(학회연계)
6.19~21:
한국통신학회/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하계학술발표회
6.26~28:
한국정보과학회 종합학술대회
8.22~24:
한국전자파학회 하계학술대회

발간 및
활용

(10월)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발표
(10.17, GISC2019과
연계 발표)
(10~12월)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보고서 및
표준화전략맵 활용/개발맵
발간·배포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2~8월)
15대 중점기술별 표준화전략맵 개발
(15개 기술표준전략위원회별
Kick-Off 및 1~6차 회의 개최)
(특허분석 자문위원회 회의는 별도 개최)
(중점 표준화 항목 중간 워크숍 개최,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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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조사·분석(’18.12~’19.1월)
- 국내외 ICT 현황 조사·분석
· 한국 및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 ICT 정책 분석
· 국외(가트너, IDC 등 7개 기관 및 매체), 국내(IITP, KISA 등 3개 기관) 주요기관 보고서 및 언론·매체 선정 유망기술 분석
· ISO, IEC, JTC1, ITU-T/R 등 국제공식표준화기구 워크아이템 4,017건 분석
· 105개 포럼 및 컨소시엄 회원사 수 분석을 통한 활성화 정도 조사 및 주요 글로벌 기업의 가입여부 분석

- 주요 이슈 키워드 발굴
· 전망/정책(국내외 ICT 환경 분석), 표준(공식·사실) 분석을 기반으로 분야별 키워드 도출
· 키워드별 의미 연계 및 군집 분석 등 이슈 정제와 ICT 기술분류 체계에 따른 기술 분류 매핑을 통해 중점기술(안)
후보군 23개 발굴

• 중점기술 선정(2월)
- 전문가 설문조사(’19.1.7~18)
· 조사대상 : 전략맵 전담반 참여 위원, ITU-T/R 연구위원회, JTC1 전문위원회, TTA 표준화위원회, ICT 표준화 포럼,
국제표준화 전문가 등
· 조사항목 : ICT 관련 중점기술에 대한 전략적 중요도(정책부합성,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IPR확보 가능성), 국제
표준화를 위한 국내 표준 역량 등

- 중점기술(안) 도출
· 전망/정책(국내외 ICT 환경 분석), 표준(공식·사실), 전문가(설문조사) 분석을 기반으로 중점기술(안) 도출
· 중복배제 및 그룹핑을 통해 중점기술(안) 15개 도출

- 15개 중점기술 선정
· ICT 표준화전략맵 자문위원회(1.30)를 통해 5G 이동통신, IoT, 지능정보 등 15개 중점기술 최종 선정 및 발표(2.23)

Ver.2019 대비 중점기술 조정 내용
-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을 ‘지능정보’로 통합
-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헬스’를 ‘스마트X’로 통합
- ‘무인기 ICT’, ‘자율운항선박’, ‘자율자동차’를 ‘무인이동체 ICT’로 통합
- ‘차세대보안’을 ‘정보·물리보안’, ‘융합보안’ 으로 분리

• 중점기술별 표준화전략맵 개발(2~6월)
- 중점기술별 기술표준전략위원회 구성
· TTA 표준화위원회, 한국ITU연구위원회, 정보통신전문
위원회, ICT 표준화 포럼, 국제 표준화전문가 등 표준화
전문가 343명(산:학:연:관:기타=20%:15%:44%:1%:20%)
으로 구성
· 기술개발과 표준화 계획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중점기술별

특허 분석,
20명
PM/PD/NSC,
23명

PG담당,
24명

6%

7%

7%

위원회를 통해 특허분석 및 표준특허 전략 개발 전담

20%

관, 3명

1%
산·학·연·관 전문가
총 343명 참여

과기정통부 PM, 산업부 PD/NSC 참여
· KISTA 특허 전문가 20명으로 별도 구성된 특허분석자문

산, 68명

연, 153명

44%

학, 52명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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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분과별 Kick-Off 회의 및 1~5차 회의 등 총 132회 개최
Kick-Off 회의

2~3월

제1차 회의

3월

•작업범위/방향 및 중점 표준화 항목(안) 협의

제2차 회의

4월

•국내외 현황분석(정책, 시장, 기술개발, IPR, 표준화 등)
•중점 표준화 항목 결정
※ 표준화항목 중복성 검토 워크숍 개최(4.18)

제3차 회의

4～5월

• 현황분석 최종 검토, SWOT 분석 및 전략 포지셔닝

제4차 회의

5～6월

•항목별 표준화 전략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제5차 회의

6월

•보고서 초안 검토 및 보고서 일관성 검토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위원 구성 협의

· 6.21,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하계학술발표회(6.20~22)와 연계 추진
· 6.26, 한국정보과학회 하계학술발표회(6.26~28)와 연계 추진
· 8.22, 한국전자파학회 하계학술발표회(8.22~24)와 연계 추진

-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 2019) 개최(10.15-18), L-타워) : 표준화전략맵 Ver.2020 발표
• 발간 및 활용(10~12월)
-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발간 (10월) : 정부, 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표준화 정책수립
및 국내외 표준화활동 가이드라인과 교육/참고자료로 활용
※ TTA 홈페이지(tta.or.kr) → 자료마당 → TTA 간행물에서 확인 가능

표준화전략맵과 기술로드맵 연계 추진
(기술로드맵→표준화전략맵)  15개 중점기술별 기술표준전략위원회 운영 시 분야별 PM이 총괄자문으로 참여하여 R&D 기획과의
일관성 유지
(표준화전략맵→기술로드맵)  1차(7.22, 초안), 2차(10.1, 최종본)에 걸쳐 표준화전략맵 보고서 공유를 통해 기술로드맵에 표준화
동향 및 전략 반영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6.20, 한국통신학회 하계학술발표회(6.20~22)와 연계 추진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 표준화전략맵 초안 발표회 개최

Ⅰ. ICT 표준화 개요

• 산·학·연·관 의견수렴(8월) 및 수정보완(8~9월), 표준화전략맵(안) 발표회 개최(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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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보고서 구성

3

표준화전략맵 보고서 구성
※ 표준화 항목 (예: 사물인터넷)

목차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항목

1. 표준화 개요

표준화 내용

IoT 서비스
통합 데이터
모델(oneDM)
표준

1.1. 기술개요
1.2. 중점 표준화 항목
1.3.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2. 국내외 현황분석
2.1. 연도별 주요 현황 및 이슈

서
비
스

2.2. 정책 현황 및 전망
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2.4. IPR 현황 및 전망

oneM2M RDM,
OCF, OMA CD/
DMSE, Zigbee,
Dotdot

④

◯

철도
IoT 서비스
표준

IoT 철도 디바이스 연동을 위한 정보 데이터 모델링 및 매핑
- 일반 및 고속철도의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별 상태 조회 및
기능 제어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 정의
- 철도 전용 디바이스의 정보 데이터 모델 정의

3GPP SA6,
UIC FRMCS,
oneM2M
RDM/TDE

③

◯

핀테크
IoT 서비스
표준

IoT 디바이스가 융합된 핀테크 서비스의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모델링 및 결제 프로세스
- 결제 핀테크 서비스의 IoT 디바이스연동 및 센서 연동 서비스
- IoT 디바이스를 통한 핀테크 광고 서비스 등 기타 핀테크 분야
IoT 단말/서비스 연동

oneM2M,
FIDO, EMVe

⑤

◯

디지털
트윈 표준

물리적인 사물에 대하여 컴퓨터에 동일하게 표현되는 디지털
JTC1 SC41,
가상 모델
ISO TC184 SC4
- 정보 모델, 시뮬레이션, 시각화, 동기화 기술

③

◯

IoT 환경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사항 및 가이드
라인 표준
-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사용자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접근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요구사항 및 가이드라인 구현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자 접근성 프로파일 요구사항 및
가이드라인 구현
-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정보 접근성 요구사항 및 가이드라인 구현

②

◯

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Target SDOs 특성 중점항목

IoT 디바이스/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상이한 형태로 표준화 되어
있는 각 표준단체의 데이터모델을 하나의 기술규격으로 통합
- 각 표준기구별 데이터모델 정보의 수집 및 공유
- 통합데이터 모델 정의를 위한 방법론 및 데이터 모델 정의

IoT 서비스
접근성 표준

3.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ITU-T SG20,
OCF, W3C

3.1. 표준화 SWOT 분석
3.2. 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표준화 전략

표준화 항목별 표준화 내용, Target SDOs, 특성 및 중점 표준화 항목 결정

3.3.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표준화 특성]

3.4. 중기(3개년) 및 장기(10개년) 표준화 계획

① 개념, 정의 표준
③ 기능 도출 및 참조구조 표준
⑤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작성위원], [참고문헌], [약어]

※ SWOT 분석 (예: 사물인터넷)

※ 중점 표준화 항목별 전략목표 포지셔닝(예: 사물인터넷)

강점요인(S)
국내역량요인

시장

기술

국외환경요인
표준

기회
요인
(O)

시
장

- 전 세계적으로 IoT에 대한 수요와
시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ICT기술이 IoT와 결합하는 추세

기
술

- 기존의 ICT 통신 기술을 확장하여
IoT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대응할 기회 가능성 존재

표 -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 가능
준

위협
요인
(T)

시
장

- 해외 시장은 산업체 연합 등을 위
주로 기술개발과 산업화가 이루
어지고 있어, 미국과 유럽 기업의
기술위주 시장 주도 우려

기
술

- IoT기술은 기존의 ICT 통신 기술
을 확장한 것이므로, IoT서비스를
위하여 급격한 변화 보다는 기존
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추가로
개발하는 소극적인 형태로 진행

표
준

- 해외 기업이 이미 상당부분 우위
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주
요 핵심 기술에 대한 표준 제정이
어려움

약점요인(W)

-세
 계 최고 수준의 ICT 시장 및
인프라 보유

시장

-인
 터넷업체 및 이동통신업체
와 제조업체를 포함한 산업체
와 연구소 및 학교에서 활발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추진

- IoT 원천 기술 및 요소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미흡함
 천기술 및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 - 원
소극적 투자로 지적재산권
확보 미흡

-다
 양한 분야에서 표준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국제표준화 기
구 의장단에 많이 진출해 있음

표준

WO전략
- (시장) 정부 주도의 IoT 시범 사업 추진
및 핵심기술 확보 가능한 기술 분야
의 정책 추진

◑ 핀테크 IoT 서비스 표준
◑ IoT Edge Computing 표준
◑ IoT 접근성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표준

보
통

선도경쟁공략
○ IoT 서비스 통합 데이터
모델 표준
◑ 철도 IoT 서비스 표준
● IoT 디바이스 탐색 표준
◑ IoT 플랫폼 시맨틱 표준
◑ IoT 플랫폼 코어 네트워크
연동 검증 표준
◑ 디지털 트윈 표준
◑ LPWA IoT 통신 표준

- (표준) 경쟁력이 미흡한 기술분야
육성책 마련(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관련분야 시험 서비스 실시)

WT전략

- (시장) 국내 강점분야인 ICT 통신 기
술 및 서비스 분야를 중점 개발하여
국제표준특허 확보

- (시장) 국내에서 IoT 시범 서비스를
통하여 IoT에 대한 수요 증가 확대
- (기술) 해외 공동 개발 확대를 통한 선
진기술 공유
- (표준) 국내외 표준화에서의 IPR 확보
를 위한 중장기 연구사업 추진

지속/확산공략
◑ IoT 플랫폼 연동 표준
◑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 IoT 서비스 접근성 표준
◑ 스마트 센서 디바이스 표준

3.0

추격/협력공략

전략적수용
○ IoT 플랫폼과 이종통신망
연동 표준

- (기술)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유기적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산학관연의
협력을 통한 국제 표준화 참여

ST전략

- (기술) IoT 기술 연구에 산·학·연 협력
이 잘 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IoT 시범 서비스 개발

○ 선행(선표준화 후기술개발), ◑ 병행(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 후행(선기술개발 후표준화)

차세대공략
높
음

- 일부 기술 분야를 제외하고는
표준 경쟁력이 미흡하며, 기술
개발과 표준화의 연계가 미흡함

SO전략

- (표준) 국내에서 우위를 점하는 표준
화 분야 및 표준화 기구의 적극 활용
을 통한 표준 선점분야 확대

국내
역량

-대
 기업 위주의 제품화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한계 발생

- (시장) 국내 IoT 기술의 시범사업 적용·
검증을 통한 조기 상용화 및 시장 선도
- (기술) IoT 기술 연구와 기존의 ICT 통
신 인프라 노하우를 통해 거대 시장
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

② 유즈케이스 및 요구사항 표준
④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낮
음

국제
표준화
단계
표준화 과제기획

표준화 과제승인

초기

표준안 개발

진행

표준안 최종검토

표준 채택

완료

- (표준) 국내에 적합한 IoT 서비스 개
발을 통하여 해외시장 및 표준화 추
진을 통하여 우리의 요구사항 반영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표준제안부터 표준제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 국내에서는 정부 과제의 지원을 받아
국제표준화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과제 중단이나 종료 시 국제표준화 활동의 지속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움

중점기술별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 분석 및 현안 사항

국제표준화 단계(초기, 진행, 완료) 및
국내역량(높음, 보통, 낮음) 수준에 따라 중점 표준화
항목별 전략목표(차세대공략, 선도경쟁공략,
추격/협력공략, 지속/확산공략, 전략적 수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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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표준화 항목별 전략 분석 내용 (예: 사물인터넷 – ‘IoT 서비스 통합 데이터 모델(oneDM) 표준’ 항목)
(선도경쟁공략 | 선행) IoT 서비스 통합 데이터 모델(oneDM) 표준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5

5
4
3
2

5

4

3

2

3

2

3

4

5 국제표준화
국내 기여도

1

oneM2M RDM,
OCF, OMA CD/
DMSE, Zigbee,
Dotdot

3

국내
ETRI, 삼성전자,
참여
LG전자, 헤리트,
업체/
한성대
기관

4
5
IPR 확보
가능성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oneM2M MAS

국제
표준화

□과제기획 → □과제승인 → ■개발 → □검토 → □표준채택

국제

□과제기획 → □과제승인 → ■개발 → □검토 → □표준채택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제
표준화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19) → 선도경쟁공략(Ver.2020)
다양한 IoT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서비스/디바이스별 데이터 모델의 중요성 인식. 특히 각 표준화 기구별로 정보
프로파일/오픈 API 형태의 데이터 모델링을 정의 및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난 통합 모델의 제정은 매우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스마트시티 등 통합 데이터 모델이 필요한 시장 확산과 서비스 확대 등 표준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
고 있고, oneDM은 통합논의 진행 중으로 초기이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전략적중요도/국내역량 6개 분야,
국내외 기술개발 및 표준화 단계 등 정량평가

• 디바이스 프로파일

• 모바일 헬스케어
디바이스
• 3D 프린터 디바이스

TTA 사물인터넷 융합서비스 SPG
TTA 사물인터넷 oneM2M SPG
•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별 디바이스
프로파일

W3C WoT
• 웹 기반 디바이스
프로파일

’16~’22

TTA 스마트홈 PG
• 스마트폼 가전 디바이스 프로파일
• 웹기반 디바이스 프로파일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oneM2M, OCF는 가전 디바이스 별 의무적/선택적으로 지원해야하는 기능에 대한
프로파일을 표준 규격서로 정의
•oneM2M은 2019년 Rel-4 규격서에 산업별 디바이스 정보 모델 규격 강화 작업을
Rel-4에서 작업 중
국제
•OMA는 웹기반으로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3D프린터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정의,
표준화
2017년에 공개. 2018년 IPSO와의 합병 이후 디바이스 프로파일 규격의 제정을
대응
DMSE의 LwM2M과 연계하여 추진 중

방안

<대응방안>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각 사실표준화 기구에서
정의하는 디바이스 프로파일 규격 간 파편화를 지양하고 상호 매핑 가능한 데이터
정보모델 정의를 구축하고, 상호 매핑 불가한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브릿지/어뎁터
규격 제정을 통해 프로파일 변환 지원
<표준화 계획>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2)에서 특정 산업 영역을 위한

국내
서비스/단말 정보모델 및 프로파일 규격을 제정 중. 일부 국내 독자적인 기술규격은
표준화
해외 기술규격과의 동기화 필요
추진
<대응방안>
계획

•(국내표준화 대응전략: 사실표준준용) 국내 업체들의 주도하에 oneM2M, OCF, OMA
등 국제 표준 규격서 개발 완료 시 국내 표준으로 준용하여 활용 가능

표준
특허
전략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oneDM은
특정한 특허 이슈는 없으나, 현존하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에 대한 특허 출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여야 함

연계
방안

•(선표준화-후기술개발) 프로파일 관련 특허 이슈가 없어 IPR 확보는 불가하나,
국내사 제품 기능 중심으로 국제 표준화를 진행하면, 국내사 제품 수정 최소화로
제품 호환성을 확보하여, 저비용으로 국내외 사업 동시 대응이 가능

국제표준화 대응방안, 국내표준화 추진계획,
표준특허 전략, R&D-표준화-IPR 연계전략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중기(3년) 및 장기(10년) 표준화 계획 (예: 스마트X(시티, 헬스))

’18~’22
OMA CD/DM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미국/Qualcomm, 독일/SIMENS, 중국/Huawei, 일본/NTT
한국/삼성전자, LG전자, ETRI, 헤리트, 한성대

• 홈가전 정보모델

’17~’22
OCF

’16~’22

미국/Qualcomm, Intel, 유럽/SIMENS, 도이치텔레콤
중국/Huawei, 일본/NTT, 한국/삼성전자, LG전자, 헤리트, ETRI

국내

선도국가
/기업

국제

2

국내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플랫폼 PG 산하
oneM2M
실무반

Ⅰ. ICT 표준화 개요

5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표준화
단계

1
1

4

1

1

2

기술
개발
단계

2
1

정책
부합성

국내

4
3

전략적
중요도/
국내
역량

’17~’22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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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모델
국내
역량

○ 선행(선표준화 후기술개발), ◑ 병행(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 후행(선기술개발 후표준화)
차세대공략

높
음

● 중점 표준화 항목 1
◑ 중점 표준화 항목 2

보
통

선도경쟁공략
○ 중점 표준화 항목 3
◑ 중점 표준화 항목 4
◑ 중점 표준화 항목 5

지속/확산공략
◑ 중점 표준화 항목 8
◑ 중점 표준화 항목 9

3.0

추격/협력공략
◑ 중점 표준화 항목 6
◑ 중점 표준화 항목 7

전략적수용
○ 중점 표준화 항목 10

낮
음

표준화 과제기획

표준화 과제승인

초기

표준안 개발

표준안 최종검토

진행

표준 채택

완료

영역별 특징 및 대응전략
▶ (차세대공략) 미래 핵심기술 및 유망서비스 신규 표준 제안을 통해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는 분야
: 국제표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
: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
▶ (선도경쟁공략) 표준화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역량이 높아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분야
: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표준화활동 추진
▶ (추격/협력공략) 국
 제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 중 국내 진입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타 국가의 표준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후발주자로써 추격하거나 다각화된 협력이 필요한 분야
: 국제 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 포럼, 컨소시엄에서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
: 전략적 대외협력 강화 및 제휴를 통한 기술/표준의 Catch-up 전략 추진
▶ (지속/확산공략) 국
 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단계이나 국내역량이 높아 후속/개정 표준화에서의 선도가 예상되며,
표준 기반 서비스 및 시장 확산에 집중이 필요한 분야
: 높은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한 후속/개정 표준화 주도 및 추가적인 틈새표준 발굴을 모색
: 표준기반 킬러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적용을 통한 표준 활용 촉진
▶ (전략적수용)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된 분야 중 국내역량은 낮지만 전략적으로 수용이 필요한 분야
: 국제표준의 수용 및 적용을 통한 국제 호환성 확보와 국내 시장 확산

국제
표준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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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전략 모델(출처 : ‘표준특허 길라잡이’, 특허청/KISTA, 2016)
표준개발진행
(Standard)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승인

조회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1.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2.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3. 선출원 지위확보를 위한 긴급 출원 전략
4. 권리범위 확대 전략
5.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기술기획

번호

설계

전략명

6.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7.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전략

구현

프로토타입/제품

상용화

연구개발진행
(R&D)

세부내용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R&D 기술 접근이 용이한 선행특허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표준을 기고

2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표준화 방향(흐름)을 분석하고, 기존 기술 중 관련된 특허를 추출·예측하여
특허를 확보

3

선출원 지위확보를 위한
긴급 출원 전략

빠른 표준기술 진화 속도와 예측불능의 표준화 흐름에 대응하여 표준화 일정에
맞춰 긴급 출원하여 선출원 지위확보

4

권리범위 확대 전략

표준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항목을 표준사양에 한정하지 않고 적용 가능한 기술
분야로 확대

5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표준화 쟁점 및 변동 상황을 예측하여 특허 명세서의 상세 설명부에 다양한 실시
예들을 반영하여, 표준 변동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6

표준 필수특허 설계 전략

R&D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 표준규격 구현시 필수적인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

7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 전략

R&D 기술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표준기술 구현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권리화 할 수 있는 다수의 특허를 출원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8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전략

목표 표준안에서 필수 표준화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술분야를 파악하여 이를 권리화

9

기출원 특허 권리 범위
안정화 전략

표준 관련 기출원 특허들의 청구항 권리범위 분석을 실시하여, 기출원 특허의
권리범위 안정성을 검토하여 향후 특허등록 가능성을 높임

10

표준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재설계 전략

변경된 표준안에 대한 정합도를 높이기 위해 기출원 특허의 보정이나 재발행,
분할/연속출원

11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신규출원, 우선권주장출원, 보정 등의 방법으로 특허의 권리범위를 보완

12

특허풀의 로열티 분배기준에 따른 IPR개수 확대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극대화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하고 특허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개의 패밀리 특허를 만들어 심사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청구를 달리 추진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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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Ⅰ. ICT 표준화 개요

제안

10.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11. 특히 권리범위 보완전략
12.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 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8.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9. 기출원 특허 권리범위 안정화 전략

위원회

작성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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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주요내용

중점기술 변경 사항
• 중점기술 재정비 : Ver.2019 20개 중점기술 → Ver.2020 15개 중점기술
- (선택·집중) 4차 산업혁명의 핵심원동력인 D.N.A.(Data, Network, AI)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차세대보안, 블록체인 등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타 산업과의 융합 서비스 분야까지 확장하여 선택과
집중 추진
- (통합)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은 ‘지능정보’로, ‘무인기 ICT’와 ‘자율운항선박’,
‘자율자동차’를 ‘무인이동체 ICT’로,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헬스’를
‘스마트X’로 통합하고 ‘차세대보안’은 ‘정보·물리보안’과 ‘융합보안’으로 분리

기술분류체계

미래통신·전파(4)

Ver.2019 20개
①

5G 이동통신

②

WLAN/WPAN

③

지능형 네트워크

④

특수융합통신/전파응용

⑤

위성/무인기 ICT

⑥

인공지능

⑦

빅데이터

⑧

지능형 로봇

⑨

클라우드컴퓨팅

⑩

Ver.2020 15개
①

5G 이동통신

②

WLAN/WPAN

③

지능형 네트워크

④

전파응용

⑤

지능정보

⑥

클라우드컴퓨팅

실감방송·미디어

⑦

실감방송·미디어

⑪

실감형 콘텐츠

⑧

실감형 콘텐츠

⑫

자율자동차

⑨

무인이동체 ICT

⑬

사물인터넷

⑩

사물인터넷

⑭

스마트헬스

⑮

스마트시티

⑪

스마트X

⑯

스마트공장

⑰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⑫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⑱

블록체인

⑲

자율운항선박

⑬

블록체인

⑭

정보·물리보안

⑳

차세대보안
⑮

융합보안

SW·AI(2)

방송·콘텐츠(2)
디바이스(1)

블록체인·융합(4)

차세대보안(2)

※ Ver.2019 대비 파란색: 조정, 빨간색: 용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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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버전별 중점기술 변천

Ver.2016

Ver.2017

Ver.2018

Ver.2019

Ver.2020

25+2개

30개

22개

20개

15개

e-Navigation

e-Navigation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선박

Health ICT

Health ICT

스마트헬스

스마트헬스

스마트홈/워크

스마트홈/워크/시티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IoT

IoT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공공안전/재해예방ICT

공공안전/재해예방ICT

공공안전/재해예방ICT

스마트교통

지능형로봇

스마트팩토리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축수산업

스마트농축수산업

블록체인

블록체인

블록체인

[특별기획]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

인공지능

인공지능

지능정보

웹

웹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빅데이터

클라우드/빅데이터

빅데이터

빅데이터

SW품질평가
모바일서비스

오픈소스

지능형 로봇

지능형 로봇

5G 이동통신

5G 이동통신

5G 이동통신

5G 이동통신

5G 이동통신

WLAN

WLAN

WLAN/WPAN

WPAN/WBAN

WLAN/WPAN

WLAN/WPAN

WPAN/WBAN
전파응용

전파응용

특수통신

특수융합통신/전파응용

전파응용

위성/무인기ICT

위성/무인기ICT

위성/무인기ICT

위성/무인기ICT

SDN/NFV

SDN/NFV

SDN/NFV

미래형창의네트워크

미래형창의네트워크

미래네트워크

광통신네트워크

광통신네트워크

지능형 네트워크

지능형 네트워크

실감형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실감방송·미디어

실감방송·미디어

실감방송·미디어

차세대보안

차세대보안

실감/융합영상
방송
·
콘텐츠

차세대
보안

디바이스

실감형 콘텐츠
(3D 프린팅 포함)

게임
교육/전자출판

실감방송

실감방송

스마트미디어

스마트미디어

공통기반보안

정보보호

네트워크/디바이스보안

네트워크/디바이스보안

서비스/융합보안

서비스/융합보안

[특별기획] 스마트디바이스

스마트디바이스

지능형디바이스

스마트교통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정보·물리보안
융합 보안

자율자동차

무인이동체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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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신
·
전파

Green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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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
컴퓨팅

Green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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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
융합

스마트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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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부 정책과의 중점기술 연계성
•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관계부처 합동, ’17.11)
-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와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방향을 제시
-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AI, IoT 등 범용핵심기술, AR/VR, V2X 등 분야별 응용기술, 무인항공기 자율
자동차 등 분야별 혁신사례가 포함된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간 연계도’ 제시
•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과기정통부, ’19.8)
- 혁신성장을 전 방위로 확산하고,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D.N.A.(Data, Network, AI)와 3대
신산업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에 대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 가속화, 혁신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 공공·사회 분야로의 혁신 확산, 인재·규제·노동 등 혁신 가반 강화의
4대 전략으로 2020 전략투자방향을 제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AI
범용 핵심
기술

Cloud
IoT
Mobile
Big Data
로봇틱스
V2X
지능형 센서
블록체인
AR/VR

응용기술

유전자 가위
웨어러블
신소재
신재생 에너지
3D 프린팅
CPS
지능형 로봇
무인항공기
자율자동차
스마트 국방
스마트 유통
지능형 금융

혁신사례

스마트 시티
바이오
정밀 의료
맞춤형 교육
스마트 복지
스마트 환경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공장

15개 중점기술
5G이동통신

13개 혁신성장동력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WLAN/WPAN
지능형 네트워크

지능화
인프라

AI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스마트
이동체

전파응용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정보
클라우드컴퓨팅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융합
서비스

지능형로봇
실감방송·미디어
실감형 콘텐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무인이동체 ICT

산업
기반

신재생에너지

사물인터넷
스마트X
블록체인

D.N.A.+빅3
데이터
네트워크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정보·물리보안

AI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융합보안

DNA

바이오헬스

3대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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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부 정책과의 기술 관계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17.10)

AI ★
Cloud ★
IoT ★
Mobile ★
Big Data ★

드론(무인기)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AR/VR ◆

인공지능

데이터
(Cloud, Big Data)
네트워크
(5G, IoT)
AI

지능정보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WLAN/WPAN
지능형 네트워크
전파응용

미래자동차
드론

고기능무인기
자율주행차

미래차

무인이동체 ICT

스마트팜

스마트팜

스마트X(팜)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스마트X(시티)

스마트공장·산단

지능형로봇

스마트X(공장)

지능형로봇

실감방송·미디어
실감형 콘텐츠

바이오헬스

정밀의료

신재생에너지 ◆
스마트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지능형센서 ◆

지능형반도체

시스템반도체

3D 프린팅 ◆
스마트환경 ◇

바이오헬스

스마트X(헬스)

시스템반도체

사물인터넷(일부)

첨단소재
스마트공장

스마트X(공장)
미세먼지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스마트복지 ◇
스마트국방 ◇
맞춤형교육 ◇

※ ★ : 범용 핵심기술, ◆ : 분야별 응용기술, ◇ : 분야별 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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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융합보안

핀테크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신약

신소재 ◆

지능정보

가상증강현실

블록체인 ◆
지능형금융 ◇
웨어러블 ◆
유전자 가위 ◆
정밀의료 ◇
바이오 ◇

표준화전략맵
Ver.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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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
스마트공장 ◇
로봇틱스 ◆
지능형로봇 ◇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19.8)

빅데이터
차세대통신(5G, IoT)
인공지능

스마트유통 ◇
스마트시티 ◇

혁신성장
10대 융합과제
(R&D PIE)
(’19.3)

9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19.2)

Ⅰ. ICT 표준화 개요

V2X ◆
무인항공기 ◇
자율자동차 ◇

13대 혁신
성장동력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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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중점기술별 주요 표준화 대상 및 기구
분야

중점기술

개요

주요 표준화 대상 및 Target 기구

초고속 대용량, 초저지연, 고신뢰성 및 (대상) 무선, 서비스 지원, 네트워크 기술 등 표준화
5G 이동
대규모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지원 하는 (기구) ITU-R WP5A/WP5D, ETSI ITS/NFV/MEC, 3GPP RAN/SA,
통신
무선 액세스망 및 코어망 기술
5GAA, IEEE 802, SAE, O-RAN Alliance

WLAN/
WPAN

미래통신
· 전파

마이크로파 비면허대역, 적외선 대역
(대상) IEEE 802.11ba/bb/bc/bd/be, Wi-Fi Alliance, 인체통신,
및 가시광 대역을 사용하여 수(십) 미터
IEEE 802.15.4w/4z/12/13, OWC, 블루투스 등 표준화
반경 내의 단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WLAN 기술과 수
미터 혹은 인체 영역까지의 개인 공간 (기구) IEEE 802.11ba/bb/bc/bd/be, IEEE 802.15.4w/4z/12/13,
에서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Wi-Fi Alliance, IEC TC34/TC47, JTC1 SC6, ETSI TC SmartBAN,
스마트 개인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Bluetooth SIG
WPAN/WBAN 기술
(대상) SDN, NFV, 네트워크 지능, 저지연/시간-확정형 네트워크,
양자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조, 전달망, 유무선 액세스 등 표준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초연결
지능형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기구) ITU-T SG11/SG13/SG15/SG17/FG-ML5G, JTC1 SC27, IEC
네트워크 혁신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네트워크
TC65/TC86/SC46/SC86, ETSI NFV/EN/ZSM/QKD, IEEE
및 인프라 기술
802.1/802.3/1588, IETF/IRTF, 3GPP CT4/SA2, MEF, OIF, ONF,
BroadBand Forum, AVnu, OPEN Alliance, OPC
(대상)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등 표준화
전자기파와 음파의 본질적 속성을 이용
하는 다양한 기술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 (기구) IEC TC69/TC77/TC100/TC106/CISPR, ITU-R SG1/SG4, ITU-T
전파응용
으로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SG5, JTC1 SC6/SC41, IEEE 802, ETSI TC SES, APT, WPC,
전자파환경 기술을 포함
AirFuel Alliance, NATO, CCSDS, ICAO, DVB

SW·AI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인공지능 기술을
(대상)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지능, 지능정보 응용 등 표준화
기반으로 대량의 데이터 생성·저장·
분석 및 이를 활용하는 빅데이터와 실시
지능정보
간 반응·무인 의사결정을 제공하는 로봇 (기구) ITU-T SG13/SG16/SG20, JTC1 SC29/SC35/SC36/SC42, ISO
분야로 구성하여 이를 통합 연계한 지능
TC184/TC299, Khronos Group, W3C, IMS, IEEE LTSC/RAS/SA
정보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IT 자원(SW,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대상) 기반, 데이터 활용, 상호 연동 등 표준화
플랫폼 등)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
클라우드
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컴퓨팅
확장성을 지원 받으며, 사용한 만큼의 (기구) ITU-T SG11/SG13, JTC1 SC38/SC39/SC41, DMTF, ETSI, OCP,
SNIA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기술

방송 ·
콘텐츠

사실감과 현장감을 표현하는 초고품질/ (대상) UHDTV, 디지털 라디오, 몰입형 미디어 방송, 실감미디어 부호
화, 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기술 등 표준화
초실감미디어를 방송 및 유무선 통신
실감방송·
망을 통하여 제공하고, 시공간과 기기 (기구) ITU-R SG4/SG6, ITU-T SG9/SG12/SG16, JTC1 SC29, JVET, ISO
미디어
제약 없이 이용자에게 융합적이고 지능적
TC204, ETSI, ATSC, DVB, W3C, SMPTE, AMWA, HbbTV, CTA,
으로 전달해주는 기술
RadioDNS, SCTE
(대상) 비디오 콘텐츠, MR/VR, 오감 미디어 콘텐츠, 홀로그래픽 콘텐츠,
주거, 여가, 이동, 교육, 경제 활동 등 생활
콘텐츠 중심 사물인터넷, 웹 기반 콘텐츠 플랫폼, 게임, 디지털
실감형 콘 전반에서 소비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가상화, 전자출판 등 표준화
텐츠
고품질의 정보를 실감할 수 있는 방식
(기구) JTC1 SC24/SC29/SC34/SC35, IEC TC110, W3C, GSA, IEEE,
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
Khronos Group, EMV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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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디바이스

중점기술

개요

주요 표준화 대상 및 Target 기구

사물
인터넷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물리적
(physical) 및 가상(virtual)의 사물들을 (대상)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 표준화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상황에 맞는
상호작용과 지능화를 통해 자율적인 (기구) ITU-R SG5, ITU-T SG11/SG20, JTC1 SC25/SC35/SC41, ISO
TC22/TC184, ETSI, IETF, oneM2M, OCF, OMA, W3C, 3GPP,
(autonomous)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Bluetooth SIG, Z-wave, ZigBee Alliance
인프라 기술

제품 기획·설계, 생산, 유통, 서비스 등 (대상) 플랫폼, 연동, 서비스, 3D 프린팅 등 표준화
공 제품수명 주기의 全과정을 ICT기술로 (기구) ITU-T SG11, JTC1 SC29/WG12, ISO TC8/TC108/TC184/TC261, IEC
장 통합하여 고객 맞춤형 제품을 최소의
TC65/SyC SM, 3GPP, oneM2M, ETSI, NIST, ISA 95, MESA, OAGi,
비용·시간으로 생산하는 미래형공장
VDI/VDE, IVI, IIC, VDMA, Khronos Group, OMA SpecWorks

농축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대상) 시설원예/노지과수, 축산, 유통·물류, 농업 로봇 SW, 서비스 등
표준화
유통·물류를 실현시키기 위해 기존 농축산
팜
분야의 생산·유통·물류 단계에 지능정보 (기구) ITU-T SG13/SG20, JTC1 SC31/SC41, ISO TC23/TC34,
ICT를 접목한 융합기술
oneM2M, OCF, W3C, GS1 EPCIS & CBV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해시기반으로 블록 처리하여 (대상) 기반, 플랫폼 및 연동, 응용, 보안 및 관리 등 표준화
블록체인 기록·보관함으로서 공인된 제3자 없이도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분산원장을 (기구) ITU-T SG13/SG16/SG17/SG20/FG-DLT/FG-DFC/FG-DPM, ISO
TC46/TC307, W3C, oneM2M, IEEE
가능하게 하는 기술
(대상) 인프라 및 응용 서비스, 사전예방 및 대응 서비스 등 표준화
공공안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해를 예방
재해예방
(기구) ITU-R SG5, ITU-T SG15/SG16/SG20, IMO, 3GPP SA/RAN,
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ICT 융합기술
ICT
oneM2M, IALA, OMA SpecWorks, W3C, ETSI
정보·
물리
보안
차세대
보안

ICT 환경에서 전달·저장되는 정보의 (대상) 암호, 인증, 물리보안, 사이버 위협 대응, 보안관리·평가,
위/변조, 유출, 해킹, 서비스거부 등을
5G 보안 등 표준화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물리적 공간에서의 보안 침해 (기구) ITU-T SG17, JTC1 SC27/SC37, ISO TC215/TC307, IETF, W3C,
FIDO, CCRA, IEEE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와 의료, 제조, (대상)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무인항공시스템, 핀테크, 스마트공장,
바이오산업, 자동차, 금융 등 다양한 산업
스마트헬스 등 표준화
융합보안 분야 간의 융합이 이루어진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무인항공시스템, 스마트공장, (기구) ITU-T SG14/SG20, JTC1 SC17/SC27, ISO TC22/TC204/TC215,
IEC TC65, 3GPP, OCF, oneM2M, ISA 99, FIDO
스마트헬스, 핀테크 등의 보안 기술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대상) 데이터, 플랫폼, 디바이스 등 표준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질병의 예방,
헬
상태파악, 진단,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보건 (기구) ITU-T SG16/SG20/FG-AI4H/FG-DLT, JTC1 SC41/SC42, ISO
스
TC215/TC307, IEC TC62/TC100/TC124/SyC AAL, IEEE, OCF,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oneM2M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스
마
트
블록체인 X
 · 융합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 (대상)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 등 표준화
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 (기구) ITU-T SG20, JTC1 WG11, ISO TC268, IEC SyC SC, oneM2M,
티
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
ETSI, GSMA, TM Forum

Ⅰ. ICT 표준화 개요

무인
이동체
ICT

(대상) 자율주행시스템 및 운영제어, 디지털 인프라, 차량 통신, 자율
이동체 스스로 외부의 환경을 인식해
자동차 SW 플랫폼, 자율운항 선박 및 제어, 해상 연결성, 무인기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운행하거나
통신, 무인기 탐지 및 회피, 무인기 교통관리(UTM) 등 표준화
또는 원격조종을 통하여 임무를 수행
하는 육해공 분야별 자율자동차, 자율 (기구) ITU-R SG4/SG5, ITU-T SG20, ISO TC20/TC22/TC204/TC211,
IEC TC80, SAE, W3C, AUTOSAR, IMO, IALA, IMEA/NMEA,
운항선박, 드론 및 무인항공기를 포함한
MCC, IACS, INAS, ICAO, JARUS, RTCA, EUROCAE, 3GPP,
이동체의 안전 운행을 위한 기술
Global U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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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중점기술 분석
• 15개 중점기술 표준화항목별 중점 표준화 항목 통계
- 1 5개 중점기술에서 442개의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이 중 표준화 전략 방향을 제시한 중점
표준화 항목은 242개이며, 신규로 제시한 항목은 73개(30.2%)임
- 중점기술별 평균 29.5개의 표준화 항목과 16.1개의 중점 표준화 항목(신규 4.9개)이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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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중점 표준화 항목   ▒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신규 항목
분야

중점기술

미래통신·전파

SW·AI

방송·콘텐츠
디바이스

블록체인·융합

차세대보안

중점 표준화 항목 수
수

비율

5G 이동통신

17

15

6

40.0%

WLAN/WPAN

22

14

5

35.7%

지능형 네트워크

25

17

2

11.8%

전파응용

36

18

6

33.3%

지능정보

38

19

5

26.3%

클라우드컴퓨팅

18

11

4

36.4%

실감방송·미디어

26

15

2

13.3%

실감형 콘텐츠

43

20

7

35.0%

무인이동체 ICT

30

22

8

36.4%

사물인터넷

23

15

6

40.0%

스마트X

68

33

10

30.3%

블록체인

28

11

3

27.3%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22

11

5

45.5%

정보·물리보안

27

11

3

27.3%

융합보안
계

표준화 항목 수

19

10

1

10.0%

442

242

73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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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개 표준화 항목에서의 표준화 특성
- 전
 파응용, 지능정보, 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 등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표준화가 시작단계인
분야는 개념 및 정의, 유즈케이스나 요구사항과 관련한 표준 항목이 많으며, 5G 이동통신, WLAN/
WPAN, 실감방송·미디어, 실감형콘텐츠, 스마트X, 정보·물리보안 등 표준화를 통해 기술 사업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는 인터페이스 관련 표준 항목이 많음
8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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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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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중점기술 242개 중점 표준화 항목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 선도국 대비 표준수준, 기술수준을 분석
- 전반적으로 표준과 기술이 유사한 수준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클라우드컴퓨팅, 지능정보, 블록체인
등의 분야에서 표준수준이 기술수준에 비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분야의 표준화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됨
100.0%

95.0%
5G이동통신

90.0%

WLAN/WPAN

기
술
수
준

정보·물리보안

실감방송 · 미디어

지능형 네트워크

사물인터넷
실감형 콘텐츠
전파응용

블록체인
스마트X
지능정보
공공안전/
융합보안
재해예방ICT
무인이동체 ICT

85.0%

80.0%

클라우드컴퓨팅

75.0%

70.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표준수준

분야

미래통신·전파

SW·AI

방송·콘텐츠
디바이스

블록체인·융합

차세대보안
계

중점기술

표준수준(%)

기술수준(%)

차이(%)

5G 이동통신

91.7

92.0

-0.3

WLAN/WPAN

87.9

88.2

-0.3

지능형 네트워크

84.4

87.6

-3.2

전파응용

89.7

88.1

1.6

지능정보

91.8

85.6

6.2

클라우드컴퓨팅

93.0

76.9

16.1

실감방송·미디어

91.0

91.0

0

실감형 콘텐츠

89.0

90.0

-1.0

무인이동체 ICT

87.0

85.0

2.0

사물인터넷

91.0

90.0

1.0

스마트X

86.4

85.0

1.4

블록체인

89.5

86.8

2.7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88.6

86.4

2.2

정보·물리보안

93.2

91.4

1.8

융합보안

85.5

85.0

0.5

89.3

87.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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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 전략, 연계특성 분석
• 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추진전략 및 R&D-표준화 연계 특성 통계
국내
역량

높
음

후행(17건, 7.0%)

병행(217건, 89.7%)

선행(8건, 3.3%)

선도경쟁공략

지속/확산공략

‘전파응용’ 기술의
‘미래 수중통신 융합 표준’
항목 등

‘사물인터넷’ 기술의
‘ IoT 서비스 통합 데이터 모델
(oneDM) 표준’ 항목 등

‘5G 이동통신’ 기술의
‘eMBB 전송접속 기술 표준’
항목 등

총 54건 (22.3%)

총 118건 (48.8%)

총 44건 (18.2%)

추격/협력공략

전략적수용

‘무인기 ICT’ 기술의
‘자율주행시스템 및
운영제어 기술 표준’ 항목 등

‘융합보안’ 기술의
‘스마트헬스 보안 표준’
항목 등

총 14건 (5.8%)

총 12건 (5.0%)

보
통

3.0

표준화 과제기획

표준화 과제승인

표준안 개발

진행

표준 채택

완료

• 표준특허 세부전략 통계(242개 항목 중 234개 항목)
(표준)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기술의
‘5G 재난문자 개선 기술 표준’ 항목 등

‘실감형 콘텐츠’ 기술의
‘VR 휴먼팩터 표준’ 항목 등

총 12건 (5.0%)

총 75건 (31.0%)

개발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승인

‘스마트X(시티)’ 기술의
도시행정을 위한
디지털트윈 표준 항목 등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
요구사항 표준’ 항목 등

기획

총 89건 (36.8%)

총 58건 (24.0%)

검토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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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표준안 최종검토

국제
표준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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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오픈소스 현황
분야

중점기술

주요 오픈소스

오픈데이라이트
(ODL)

- LInux 재단이 운영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SDN 콘트롤러 개발 프로젝트로, 데이터센터
SDN으로 시작하여, 실제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개발을 목표로 함
- 오픈플로우 표준과 더불어 OVSDB, NETCONF, LISP, BGP 등의 다양한 사우스바운드
인터페이스 지원과 NFV 기술의 연동을 위해 OpenStack의 Neutron API와 연동 지원

- LInux 재단이 운영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SDN 네트워크 운영체계(OS), 혹은 콘트롤러
ONOS
(Open Network
개발 프로젝트로 캐리어(Carrier) 및 대규모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대상으로
Operating System) 설계
P4
- 상위 수준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스위치 내부의 파서, 매치/액션 테이블 등을
(Programming
Protocol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기술로 2017년 5월에 기존의 P4_14 버전을 크게 개선한 P4_16
미래통신 지능형
independent
버전이 발표됨
· 전파
네트워크 Packet Processors)

SW·AI

ONAP
(Open Network
Automation
Platform)

- NFV Orchestration, SDN Controller 뿐 아니라 Service Design, Analytics, Network
Management 등이 포함된 운영, 관리 플랫폼으로 AT&T에서 공개한 ECOMP와 China
Mobile, Huawei, ZTE 등이 주도한 Open-O 프로젝트가 Linux Foundation의 Open
Source 프로젝트로 2017년 4월에 합쳐짐

OSM
(Open Source
MANO)

- ETSI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ETSI NFV MANO(Management and Orchestration) 표준
기반 Production Ready 소프트웨어 제공을 목표로 2016년 2월 시작

OPNFV
(Open Platform
for NFV)

- NFV 관련 여러 오프소스 소프트웨어들의 통합, 적용 및 시험을 통한 요구사항 도출 및
신규 기능 개발을 위해 2014년 9월 Linux 재단 산하의 프로젝트로 시작

TensorFlow

- Google이 2015년 11월 공개한 오픈소스로 인공지능 연구 조직 내에서 머신러닝과
신경망연구를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PyTorch

- Facebook은 2015년 인공지능 개발 조직인 FAIR(Facebook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을 통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인 Torch 기반으로 제작된 인공지능 모듈들을
오픈소스로 공개

Windows ML

- Windows 운영 체제의 기계 학습을 위한 Microsoft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로
2018년 12월 ONNX 런타임을 발표

MXNet

- Apache 재단에서 인큐베이팅 중인 MXNet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써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고 모바일부터 서버까지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

ONNX

- Microsoft와 Facebook이 서로 다른 프레임워크 간 모델 전환을 위해 만든 프로젝트로
딥러닝 모델을 대표하는 표준

NNEF 1.0

- Khronos Group은 2018년 8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SIGGRAPH 행사에서
NNEF 1.0 표준의 비준을 완료하고 일반에 공개

Hadoop

-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분산 시스템으로 HDFS, 맵리듀스, YARN
으로 구성

Spark

- 빠른 성능을 위해 인메모리 캐싱과 최적화된 실행을 사용하고 일반 배치처리, 스트리밍
분석, 기계학습, 그래프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여 차세대 빅데이터 프레임워크

R

-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통계적 컴퓨팅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환경이며, 빅데이터의
등장과 함께 R은 데이터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

지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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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중점기술
Cloud-Barista

SW·AI

Crossplane

- Upbound 사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개발하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 관리 기술

OwnCloud

- 인터넷 기반 파일 저장(클라우드 스토리지)을 가능하게 하는 웹 파일 공유 서비스 플랫폼

Pydio

- 웹하드, FTP, 클라우드, 로컬 디스크 연결 및 삼바 연결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장소를
연결할 수 있는 오픈소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EdgeX Foundry

- 스마트공장, 공장 자동화, 자율 주행차 등의 산업용 IoT 시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하반기에 만들어진 오픈소스 그룹으로, 델(Dell)이 주도

Open Edge
Computing

- 모든 엣지 노드가 개방적이고 표준화된 메커니즘을 통해 근접한 컴퓨팅 및 스토리지를
제공하기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컴퓨팅

- IoT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물인터넷 프로젝트

AGL
(Automotive
Grade Linux)

- LInux 재단이 제공하는 자용차용 오픈소스 LInux 프로젝트로 LInux 기반 OS와 애플
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오픈 플랫폼 제공

Automotive OIN
(Open Invention
Network)

- 오픈소스를 특허 분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비영리 단체로 OIN이 소유한
특허들은 Linux를 상대로 특허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다른 단체들에게도 로열티
없이 공유

GENIVI

- LInux 기반 IVI용 플랫폼 ‘제니비 플랫폼’을 관리하며, BMW와 GM, 인텔, 델파이 등
완성차 및 부품, IT 업체 150여개가 활동 중

Android Open
Source Project

- 물리적 전송 계층과 무관하게 인터페이스 제공을 위한 차량 하드웨어 추상 계층(HAL :
Hardware abstraction layer)을 제공

OSVehicle

- 신생기업이 보다 쉽게 맞춤형 전기 자동차 및 운송 서비스를 디자인 및 설계 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 제공하며, 2017년 초 르노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 국제
모터쇼에서 OSVehicle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전기자동차 플랫폼을 발표

H-ROS

- 오픈소스 로봇 운영체제인 ROS는 자동차 회사의 연구개발(R&D)팀이 신속하게 자율
차량 개발이나 프로토타입 구현 가능

OSM
- 2005년도에 설립된 영국의 비영리기구 오픈스트리트맵 재단이 운영하는 오픈소스
(Open Street Map) 방식의 사용자 참여형 무료 지도서비스를 제공
- 해양 산업이 공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OSP
(Open Simulation
모델을 공유하여 디지털 트윈 시스템 및 선박의 구축을 촉진 할 수 있는 생태계의 기반을
Platform)
마련
OpenBridge

- 노르웨이의 조선해양 기업들이 모여서 선박에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 환경을 위해
다양한 제품들의 통합을 쉽게 하고, 새로운 기능을 손쉽게 적용하기 위해 구성

Inland ENC
Harmonization
Group

- 유럽의 수송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INDRIS와 독일의 ARGO 프로젝트에 기반하고
있으며, 내륙 ECDIS 및 ENC에 대한 표준을 적용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Eclipse Kura™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무인
이동체
ICT

-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용·확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 기술과 표준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Ⅰ. ICT 표준화 개요

디바이스

클라우드

주요 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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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오픈소스

OpenIVEF

- 오픈소스 기반의 VTS 간 데이터 교환표준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로서, IALA
에 정한 VTS 데이터 교환 표준으로 실시간 추적 정보, 정적선박정보를 포함한 항해 관련
정보로 구성

OpenSeaMap

- OpenStreetMap의 일부로서 2009년에 시작되어, 비콘, 부이 및 기타 항로표지, 선박
수리, 항구정보, 선용품 공급 뿐만 아니라, 상점과 식당을 포함하는 관심지역 정보도
같이 제공되며, 대상은 SOLAS 대상 선박이 아니라, 요트 등의 레저선박을 위해 개발됨

OpenShip

- 실제적인 물리, 기상, 충돌, 손상 및 하위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Python
기반의 OpenGL 선박 및 서브 시뮬레이터 플랫폼

디바이스

- 2018년 5월에 일본의 46개의 해양관련 단체가 모여 시작한 프로젝트는 2019년 4월에
IoS OP
(Internet of Ships
그 성과를 공표. 일본 선급 자회사로 설립된 Ship Data Center(ShipDC)에 IoS 데이터
Open Platform)
센터를 갖추고, 해양정보를 수집, 공유, 분석하는 전진기지로 활용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 융합

스
마
트
X

OCEAN

- IoT 오픈소스 커뮤니티로써 oneM2M 표준의 서버 플랫폼인 모비우스를 중심 진행.
모비우스는 2018년 5월 상호호환성 및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오픈소스 최초의
oneM2M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모비우스를 확장 개발한 중소기업의 다양한 IoT
플랫폼이 oneM2M 인증을 취득 중

IoTivity

- OCF의 기술규격의 검증 및 규격의 연동테스트 등을 통하여 OCF 기술규격의 품질을
높이고, 시장에 빠르게 확산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Device Connect

- 2015년 4월 설립된 DeviceWebAPI컨소시엄이 OMA GotAPI, DWAPI 표준 규격을
준수하는 오픈소스인 DeviceConnect를 개발하여 제공

LwM2M
- 2015년에 OMA LwM2M 기술규격을 기반으로 구현하는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Developer ToolKit
GitHub에 개설한 OMA LwM2M 오픈소스 개발 지원 프로젝트
EdgeX

- 상호 운용이 가능한 IoT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벤더 중립적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델 테크놀로지스가 주도 중

Android

- Google의 모바일 OS로 전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기기의 운영체제로
사용 중이며, 최신버전이 안드로이드Q에서는 ‘라이브 캡션(Live Caption)’기능을 통해
모든 비디오나 오디오의 내용을 실시간을 자막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포함. 구글의
스크린리더인 TalkBack 4.3.1 등이 오픈소스로 공유

Tensorflow

- Google에서 만든 딥러닝 프로그램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심볼릭 수학 라이브러리이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기계학습 응용프로그램에
사용되며 2015년 11월 9일 아파치 2.0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공개

Hadoop

- 대용량 데이터를 적은비용으로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며, 빅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위한 플랫폼. 대량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큰 컴퓨터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리웨어 자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 개발
완료

EdgeX Foundry

- Linux 재단에서 주관하는 상호 운용이 가능한 IoT 에지 컴퓨팅에 대한 공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프로젝트. 산업용 IoT솔루션을 쉽고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하드웨어 및
OS 애그노스틱 레퍼런스를 제공

Raspberry Pi

- 영국의 라즈베리파이 재단이 개발한 초소형 컴퓨터. 라스베리파이는 신용카드 크기의
기판에 컴퓨터 프로세서와 램, USB포트 등이 들어 있고, 가격은 매우 저렴하여 스마트
공장을 위한 디바이스 제어장치로 많이 활용

공
장

45

PART 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분야

중점기술

- 3D 프린팅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인 Cura는 네덜란드의 얼티
메이커사에서 초기 무료로 공개하였으며, 개발자나 초보자도 사용하기 쉬운 편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KISSlicer

- 다양한 옵션과 매우 빠른 변환이 특징인 슬라이서이며, 무료 Free 버전과 유료 Pro버전
으로 나뉘어 제공되는 슬라이서 제공

K-OPEN ERP

- 스마트공장 솔루션 전무기업인 노블시스템에서 출시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커버
하며, 기존 프로세스 혁신을 지원해줄 유연한 플랫폼

Free OPC-UA

- OPC Foundation에서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 정의한 통신 프로
토콜. Free OPC-UA는 LGPL을 따른 C++, Python 기반의 OPC UA 프로젝트로 Client를
위한 UI를 제공하며, 데이터 모델을 위한 XML 기반의 모델러를 지원

libmodbus

- 제조공장의 기계들을 자동화하고 제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PLC)와 통신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토콜로써, 2004년 4월 이후로
프로토콜의 개발과 수정을 Modbus Organization에서 진행

MTConnect

- MTConnect Institute는 MTConnect 사용을 위한 MTConnect 오픈 소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net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MTConnect의 핵심이 되는 서버, 어댑터, 클라이언트
등을 제공

OpenDDS

- OCI에서 TAO(The Ace Orb) 기반으로 만든 오픈소스로 이클립스 연동 지원 SDK,
모니터링 툴 등을 지원

OpenSplice

- PrismTech에서 만든 오픈 소스로 다양한 언어와 플랫폼을 지원하며, 특히, DDS 성능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Tuner, Tester, Modeler 등의 도구를 지원

PlantPulse

- 한국오픈솔루션에서 전사적인 실시간 팩토리 데이터 관리, 공정 및 설비 모니터링, 제어
자동화, 예측 분석, 에셋 관리, SCADA/HMI,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단일 플랫폼으로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플랫폼

RealDisplay

- 한국오픈솔루션에서 실시간 데이터 및 이벤트 수집기, 고성능 실시간 분석 엔진, 통찰
및 관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단순하고 종합적인 플랫폼

RepRap

- 플라스틱 사출물을 프린팅 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 표준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슬라이싱을 지원하는 Slic3r, 하드웨어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호스팅 기능을
지원하는 Prontface 등으로 구성

Slic3r

- GUI와 Command line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게 특징이며, 다중 익스트루더 지원이
강력한 슬라이서 개발로 빠른 변환과 고급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옵션 지원

OCEAN

- 국제 IoT 미들웨어 플랫폼 표준인 oneM2M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및 다양한 도구에
대한 오픈소스를 제공

FIWARE
Foundation

- 스페인 Telefonica, NEC 독일 연구소 등 유럽 기관들을 중심으로 OMA NGSI 9 및 10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Orion Broker와 같은 Context Broker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오픈소스 기반의 컴포넌트를 제공

djane

- oneM2M 표준 오픈소스인 Eclipse Foundation 산하 OM2M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Sensinov에서 NGSI-LD API 표준에 대한 최초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2018년 5월 공개

스
블록체인
· 융합

마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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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

스

주요 오픈소스

OLIOT

- GS1 EPCGlobal의 전체 표준안을 구현한 레퍼런스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아파치 라이
센스를 채택하였으며, GS1의 공식 협력 국제공동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원 Auto-ID
랩에서 주도적으로 진행

Opensource.com
(Agriculture)

- RedHat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 주제로 개발된 다양한 오픈 소스들을 한 곳에서
모아 보여줌

Aker Kit

- 어반 가드닝을 위한 오픈소스 펌웨어 키트를 제공하며, 식물 기르기, 양봉 등에 필요한
관련 펌웨어 및 오픈 데이터 서버 소스코드 다운로드를 지원

Farmbot

- 100% 오픈소스 기반의 End-to-End Soil-based 푸드 생산 시스템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개발자 문서 등을 제공

Open Food
Network

- 로컬 푸드 판매를 위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오픈소스로 농업과 푸드 허브 간 네트워크를
제공

IoTivity

- OCF의 기술규격을 참조구현하고, 기술규격의 검증 및 규격의 연동테스트 등을 통하여
OCF 기술규격의 품질을 높이고, 시장에 빠르게 확산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IoT 기반
스마트 홈, 헬스케어 관련 오픈소스 프로젝트

마
트
X

OpenEMR

- EMR, 의료행위관리, 스케줄링 및 과금 등을 지원하는 오픈소스로 인증제도도 제공

OpenEHR

- 상호운영성과 의미기반 임상지식 모델을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정보모델의 기초
모델로 헬스케어 플랫폼 관련 명세와 모델을 제공

블록체인
· 융합
헬
스

블록체인

- OSEHRA(Open Source EHR Alliance)는 미국 보훈부에서 주로 지원하는 의료분야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기업의 주도 하에 성장 중이고, 인증제도도 제공
OSEHRA/VistA

- VistA(Veterans Information Systems and Technology Architecture)는 미재향군인회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서 개발된 EHR시스템으로 OSEHRA에 의해
배포되는 오픈소스 EHR로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이용되며 이용자들의
연합체인 WordVistaA와 OSEHRA에서 관리

XNAT

- 워싱턴대 Neuroinformatics Research Group에서 개발한 범용 이미지 데이터 관리
플랫폼으로 PACS, DICOM 등 의료 영상,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진화 중

HAPI

- University Health Network에서 시작된 Java를 이용하여 HL7의 메시지, FHIR 등의
표준을 구현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다양한 서비스들에서 표준구현을 위해 이용 중

Hyperledger

- 2015년 말부터 Linux 재단 산하의 오픈소스 기반 블록체인 표준개발 중이며, 모든
거래내역이 암호화를 통해 보호되고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에 공개되는 방식의
거래시스템을 연구하며, Linux 운영체제를 탑재한 모든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하며
블록체인의 글로벌 공개 표준을 만드는데 주력

Corda

- 금융거래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불필요한 데이터 공유를 막고 개별 금융회사 간에만
금융거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Interledger
Protocol

- 2015년 결제 네트워크 간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결재를 위한 Interledger Protocol
(ILP)을 시작. W3C그룹에서 기술적 논의가 진행 중이며, ILP를 활용하여 리플(Ripple)
프로젝트가 구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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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중점기술

- 2016년 12월부터 모든 구현을 Linux 재단의 협력하여 오픈소스로 진행 중이며,
Hyperledger 구현은 데이터 백본 개념을 다중 조직 수준으로 확장하기 위한 엔터
프라이즈용 블록체인 서버

Chain Project

- Nasdaq, Citi, Visa, Fidelity, Capital One 등과 협업하도록 디자인된 높은 확장성을
갖는 금융 네트워크를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프로토콜로 2016년에 개발
되었으며, 단순한 자산의 전송부터 대출까지 사용될 수 있어 금융권의 규제, 보안 및
프라이버시의 요구사항을 만족

D-CENT
(Decentralised
Citizens
ENgagement
Technologies)

- 차세대 오픈 소스, 분산 및 개인 정보 보호 도구로 지난 수년간 민주주의를 변화시킨 시민
중심의 유럽 전역의 프로젝트로 D-CENT 도구는 개방형 오픈소스로 블록체인 기반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체계이며, EU 지원을 통해 개발

Sovrin Foundation

- 2016년에 비영리 재단으로 설립되어, 인터넷에서 오랜 기간 동안 누락된 identity
계층을 생성하고, 디지털 ID 제공을 위한 유틸리티 제공

Follow My Vote

- 온라인 투표 서비스로 완전히 투명하고 단대단(end-to-end) 검증이 가능한 온라인 투표
(voting)와 여론조사(polling)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목표로 개발

OpenSSL

- 1998년 12월 OpenSSL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보안 취약점 보완 등 코드
개선 및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 암호화 통신을 위한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
TLS(Transport Layer Security) 및 SSL(Secure Sockets Layer)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툴킷
및 범용 암호 라이브러리를 제공

정보·물리
보안

OWASP
(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 오픈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로 웹에 관한 정보노출, 악성 파일 및 스크립트,
보안 취약점 등을 연구하며, 10대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OWASP TOP 10)을 발표

기타 오픈소스
보안 툴

- Nmap, OpenVAS, OSSEC, Security Onion, Metasploit Framework, Wireshark,
Kali Linux, Nikto, Moloch, Bro IDS, Snort, OSQuery, GRR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Digital Asset
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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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엑센츄어, BNY 멜론 등이 기업내 개인적이고 유동적인 블록체인
구축을 위한 기술표준을 개발을 위해 2017년 3월 결성되었으며, 이더리움 블록체인
코드를 보다 쉽게 채택하기 위한 표준 및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
보안, 확장성을 강화시켜 기업 앱에 더 적합하도록 개발

Ⅰ. ICT 표준화 개요

EEA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블록체인
블록체인
· 융합

차세대
보안

주요 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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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 활용·개발맵 Ver.2020」 개발 및 발간
• 전략맵 기반 분야별 표준 활용·개발맵 Ver.2020 개발(8～10월) : 관련부처 및 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ICT 표준 활용과 전략적 표준개발을 위한 동향 파악 및 교육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6
 대 분야별 15개 중점기술의 242개 중점 표준화 항목에 대해 표준화 전략방향, 표준화 특성, 표준
특허 전략, 주요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번호와 표준명 및 TTA 단체표준번호 및 표준명을 매핑하여
도식화 표현
※ ICT 기술분류체계 6개 분야별 서비스 구조도를 도시하고, 프로토콜 스택, 표준 정보를 매핑
※ 3종 발간 : 미래통신·전파/디바이스, SW·AI/방송·콘텐츠/차세대보안, 블록체인·융합
※ TTA 홈페이지(tta.or.kr) → 자료마당 → TTA 간행물에서 확인 가능

미래통신 · 전파/디바이스

SW · AI/방송 · 콘텐츠/차세대보안

블록체인 ·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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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ICT 표준 10대 이슈」 선정 및 발표
• (추진목적) ICT 표준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9년 국내외 ICT 표준화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를 발굴하여, 각 이슈에서 예측할 수 있는 전망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 제공
• (선정방법) 표준화전략맵 분석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이슈 분야 선정
- 전
 략맵 현황 분석 :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255개 중점 표준화 항목의 전략적 중요도 및 국내
역량 분석내용 반영

※ 전략적 중요도 :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정책부합성, IPR 확보 가능성
※ 국내 역량 : 국내 표준화 역량, 국내 기술개발 수준, 국제 표준화에 대한 국내 기여도

Ⅰ. ICT 표준화 개요

- ICT 표준화전문가 설문조사(AHP) : ITU, JTC1, 사실표준화기구 등 표준전문가, TTA PG, 포럼 등
ICT 표준화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이
 슈포인트 : 각 이슈별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 전망 및 파급효과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분석/전망

2019년도 ICT 표준 10대 이슈, TTA 표준총회(’18.12) 발표

표준화전략맵 분석 및 향후 중요
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후보 발굴(255개)

1차 선정
평가

2차 선정
평가

255개 이슈 후보

40개 이슈 후보

40개 이슈 후보

10개 이슈 선정

TTA 내부 전문가 및 표준화
전략맵 분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평가를 통해 후보 압축

ICT 표준화전문가 설문조사
(AHP)를 통한 10대 이슈 선정

전문가
인터뷰

10대 이슈 항목에 대한 ICT 표준
화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이슈
포인트 결정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이슈 후보
발굴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 (선정결과) 2018년과 비교하여 ‘무인기 ICT’, ‘특수통신’, ‘실감형콘텐츠’, ‘스마트공장’ 분야는 신규로
포함되었으며, ‘클라우드컴퓨팅’,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분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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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전략맵 활용 및 홍보
• 주요 정책 표준화전략맵 활용 현황

“2018년도 연구개발
종합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12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5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8.6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6

• 표준화전략맵 홍보 및 발표

“우체국과 사람들” 1월호 ICT talk talk “세상을 바꿀 2018 ICT 10대 이슈”
우정사업본부, 2018.1

“ICT 표준화전략맵 중간 워크숍”
TTA, 2019.4

“HSN2019”
OSIA, 2019.1

“지능정보 기반 기술위원회(TC10) 워크숍”
TTA, 2019.5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발표회”
한국통신학회 하계학술발표회 연계, 2019.6

“2019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IITP, 2019.4

“TTA 표준화위원회 전략워크숍”
TTA, 2019.5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 2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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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기반 표준 활용 시나리오
5G 융합시대의 하루

• 5G의 특별함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 머
 지않은 5G 시대의 아침. 기상 시각을 알리는 AI비서의 홀로그램 모닝콜을 받으며, A씨는 잠에서
깬다. 잠결에 어렴풋이 눈을 뜬 A씨는 화상 단말기로 밤새 일어난 세계 각국의 소식과 경제지표를
한번 훑어본다. 그 사이 AI비서가 스마트홈 내에 배치된 다양한 헬스케어 센서를 통해 A씨의 건강
데이터 상황을 점검·분석하여, 스마트 냉장고가 추천한 맞춤형 건강식이 ‘소고기 죽’으로 정해진다.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폭 넓은 100㎒, 400㎒의 대역폭을 사용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폭이 넓은 수도관이 좁은 폭의
수도관보다 한 사람이 한 번에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많듯이, 큰 폭의 대역폭을 이용하면 초당 내려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고,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속도만 빠른 게 아니다. 5G와 4G의 가장 큰 차이점은 4G(10㎳, 100분의 1초)보다 10배 짧은 ‘응답
속도(지연시간)’이다.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생중계할 때, 앵커의 질문이 끝난 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 취재기자가 답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5G 통신망을 이용하면 이 같은 지연 현상을
0.001초로 줄여준다. 1천분의 1초, Low latency 덕분에 방송의 답답함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A씨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은 5G의 ‘초연결’ 기술이다. 5G는 사물과 사물 간 연결의 범위가
확대돼 단위면적(1㎢)당 100만 개의 사물인터넷(IoT) 기기들을 연결시킨다. 각종 IoT에서 발생하는
셀 수 없는 정보는 순식간에 클라우드(Cloud)에 올려지고, 눈도 깜박 못한 사이 AI로 분석해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를테면 A씨의 혈액성분 분석 정보가 A씨의 앱, 의사의 PC, 건강검진을
지원한 행정기관 클라우드 시스템에 동시에 저장되고, AI 기반 추천 처방 리스트가 의사의 모니터
화면에 떠서 의사가 A씨에게 맞는 처방을 한다.
네트워크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비디오 품질이 향상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활용한 미디어처리 기술은 과거 기술적 제약으로 제공되지 못한 많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50㎞ 떨어진 곳에서 응급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기 위해서는 4K 이상의
고화질 영상으로 환자의 상태를 전달이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원거리에서도 응급환자의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이 3가지 강점을 앞세워 5G 시대는 실시간 반응 속도가 필요한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공장,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의 표준 활용 시나리오를 통해 미래의 산업과 일상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자.

Ⅰ. ICT 표준화 개요

AI비서의 추천 메뉴로 가볍게 식사를 하던 A씨는 과거와 전혀 다른 차원의 5G 세계에 살고 있음을
실감한다. 정보가 곧 가치로 이어지며 사회와 경제를 움직이는 통신기술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덕분이다. 5G의 특별함은 초고속(speed), 초저지연(latency), 초연결(connection)에 있다. 4G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끊기지 않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기가 동시에 연결
가능한 세상이다.
여기서 ‘빠르다’는 개념은 데이터의 전송량, 곧 데이터의 전송 속도이다. 5G에서는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20Gbps로 4G LTE보다 최대 20배 이상 빠르다. A씨가 2GB 영화 한 편을 내려 받는 데 1초면
끝난다. 6㎓이하 대역에서 20㎒ 대역폭을 사용하던 4G와 달리 5G는 3.5㎓와 28㎓ 대역에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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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⑤

⑫
⑫

⑩
⑧

⑦

②
③

①
④

⑪

⑥

시나리오 No.

중점 표준화 항목

Target SDOs

①

5G 전자파적합성평가 기술 표준

IEC CISPR/TC77, ITU-T SG5

②

차량정보 서비스 API 및 차량 정보 데이터 모델 표준

W3C Automotive WG, GENIVI

C-V2X(vehicle-to-everything) 기술 표준

3GPP RAN/SA, 5GAA, ETSI ITS, SAE, ITU-R WP5D/WP5A

차세대 위성/지상 연동기술 표준

ITU-R SG4, ETSI TC SES

C-V2X(vehicle-to-everything) 기술 표준

3GPP RAN/SA, 5GAA, ETSI ITS, SAE, ITU-R WP5D/WP5A

항법 수신기 성능 평가 기술 표준

ETSI TC SES, ICAO

C-V2X(vehicle-to-everything) 기술 표준

3GPP RAN/SA, 5GAA, ETSI ITS, SAE, ITU-R WP5D/WP5A

③

④
⑤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센서와 데이터 융합 유닛 간 데이터 통신-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논리적인 인터페이스 정의 표준

AUTOSAR, ISO TC22 SC31/TC204 WG14

자율주행지원을 위한 선형위치 참조 및 정적도로구조 데이터모델

OpenDrive, OGC, OADF, NDS, ISO TC204/TC211

C-V2X(vehicle-to-everything) 기술 표준

3GPP RAN/SA, 5GAA, ETSI ITS, SAE, ITU-R WP5D/WP5A

IMT-2020/5G 지원 전달망 표준

ITU-T SG15

차세대 무선랜 V2X(802.11bd) 표준

IEEE 802.11

C-V2X(vehicle-to-everything) 기술 표준

3GPP RAN/SA, 5GAA, ETSI ITS, SAE, ITU-R WP5D/WP5A

전기차(EV)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ITU-R SG1, IEC TC69 WG7/TC106 WG9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IEC TC100 TA15, WPC

차량정보 서비스 API 및 차량 정보 데이터 모델 표준

W3C Automotive WG, GENIVI

자율주행지원을 위한 선형위치 참조 및 정적도로구조 데이터모델

OpenDrive, OGC, OADF, NDS, ISO TC204/TC211

제한구역내에 저속 자율주행시스템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표준

ISO TC204 WG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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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CT 표준화 개요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주
 차장에 도착한 A씨. A씨의 호출로 이미 자율주행자동차가 대기하고 있다. 차에 오른 A씨가
목적지를 ‘집’이라고 얘기하니 자동차가 알아서 이동한다. 운전석에 탄 A씨의 손과 발은 핸들, 가속·
제동 페달에서 떨어져 있다. 완전자율주행 중이다. 모든 상황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속도와 방향을
통제하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주행한다.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얼마나 개입하느냐에 따라 단계가 구분된다. 단순 보조 역할의 레벨1에서
완전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레벨5까지 있다. A씨가 레벨5의 자동차를 구입한 건 불과 얼마 전이다.
혹 차량의 무선기기 간 오작동으로 사고라도 일어날까 두려워 구입을 망설였지만, 전자파 적합성
(EMC) 평가를 통해 적합을 확인한 후 안심하고 구매하여 이용 중이다(①번).
완전자율주행이 대중화된 뒤, 이동시간에 즐기는 차량용 엔터테인먼트는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A씨는 유튜브, 음악 스트리밍 등 기존 웹 기반의 서비스를 즐긴다(②번). 인터넷망과
위성 통신망을 통해 끊김 없이 고품질로 즐긴다(③번). 운전자가 운전에서 벗어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차량 내부는 또 하나의 다른 플랫폼이 되었다.
A씨의 집으로 가는 길의 최적 이동도로는 강변북로를 타는 것이다. 하지만 강변북로로 진입하려던
자동차가 주행 경로를 변경한다. 평소 다니던 도로인데 조금 전에 공사를 시작한 걸 모르고 출발했다가
실시간 지도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내비게이션이 그 상황을 알고 다른 길로 안내한 것이다(④번).
또한 A씨가 잠시 직접 사이드미러를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하려는데 갑자기 충돌 경보 알림이
울린다. A씨가 시선을 돌려보니 운전자 시야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다른 차량이 있다(⑤번).
자율주행자동차의 3차원(3D) 정밀도로지도 상에는 차의 위치 정보, 도로 상황, 현재 차량 주행의
차선, 차선 변경 가능 여부까지 정확히 나온다. 차량에 내장된 센서와 정밀도로지도가 연동돼 다양한
정보를 얻어 효율적인 자율주행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제공한다(⑥번).
자율주행자동차는 차량 한 대가 모든 상황을 알아서 해결하지 않는다. 도로 교통안내판·신호등과
같은 인프라와 차량(V2I)이 연결돼 서로 긴밀히 소통하거나, 차량과 차량(V2X)이 연결돼 차량끼리
전후방 상황, 차간 거리, 주행 속도, 추돌 경보 등의 정보를 주고받거나, 보행자와 자전거 라이더
(V2P)와 연결돼 도로 안전 약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지 않고도 안전하게 일정
속도와 간격을 유지해 달릴 수 있다(⑦번). A씨의 차 또한 5G 기술을 기반으로 도심 지역의 신호
체계와 주변의 교통 흐름에 잘 대응하며 달린다(⑧번).
급하게 전기차 충전소를 찾아 헤매던 일은 옛말이다. A씨의 차는 이미 충전된 상태이다. 어제 퇴근
후 무선 충전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더니 알아서 충전하고, 전날의 충전 상황 정보를 오늘
아침 A씨에게 안내했다(⑨번).
그러고 보니 슬슬 배가 고프다. A씨가 근처 맛집을 알려달라고 하자 맛집 정보를 내려 받은
내비게이션에서 ‘5㎞ 앞 별 다섯 개 맛집이 있다’는 안내가 나오고, 맛집 쿠폰을 제공한다(⑩번). 차량
내에서 가깝고 저렴한 주차장도 검색하여 알려준다(⑪번). 자동차가 도착한 곳은 보리비빔밥 맛집.
A씨가 차에서 내리자 차는 스스로 움직여 주차 공간에 진입하고, 빈자리에 척척 알아서 자율주차를
한다. 그동안 A씨는 보리비빔밥 한 양푼을 먹고 나온다.
A씨를 태운 차는 다시 움직인다. 얼마쯤 지난 거리에서 화물트럭이 군집주행을 한다. 자율군집주행은
운전자 없이 선두 차량의 이동구간을 뒤따르는 차량이 그대로 추종하는 방식이다. 화물트럭의 군집 주행
덕분에 운전자는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한다. 자율주행 기능의 택시와 셔틀버스들이 정해진
노선을 따라 이동하다가 정해진 정류장 위치에 정차하여 승객들을 태우는 광경도 눈에 띈다(⑫번).
한참 바깥 풍경을 즐겼더니 눈이 피곤하다. 집에 도착하려면 20㎞는 더 가야 한다. A씨는 남은
거리를 자율주행자동차에 맡기고 편안히 쉰다. 20분쯤 지났을까,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왔음을
알린다. ‘사고 제로’를 지향하는 자율주행자동차 덕분에 A씨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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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날개 단 스마트공장, 작업현황 손금 보듯 본다

⑧

⑨

⑦

①

②

⑤

⑪

⑩
⑥

④
③

⑫

시나리오 No.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중점 표준화 항목

Target SDOs

5G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표준

ETSI MEC, 3GPP SA, ITU-T SG11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품 생산 및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정보 모델 표준

OAGi SM WG, NIST SM PWG, MESA(B2MML)

Smart APS 시스템 표준

ISA 95, SCOR

CPS 기반의 스마트공장 참조 아키텍처 표준

NIST CPS PWG, VDI/VDE GMA 7.20, IVI PF01, IIC ATG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품 생산 및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정보 모델 표준

OAGi SM WG, NIST SM PWG, MESA(B2MML)

AI 기반 설비 이상 징후 검출 표준

IEC SyC SM, NIST, VDMA, ITU-T SG11

AR/VR 기반 유지·보수 지원 기술 표준

Khronos Group OpenXR, IEC SyC SM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품 생산 및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정보 모델 표준

OAGi SM WG, NIST SM PWG, MESA(B2MML)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ISA 95, MESA, NIST, IEC SyC SM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품 생산 및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정보 모델 표준

OAGi SM WG, NIST SM PWG, MESA(B2MML)

프로젝트 공정 분야 스마트공장 정보서비스 연동 표준

ISA 95, MESA, ISO TC8

CPS 기반의 스마트공장 참조 아키텍처 표준

NIST CPS PWG, VDI/VDE GMA 7.20, IVI PF01, IIC ATG

3D 프린팅 파일포맷 표준

JTC1 SC29 WG11, ISO TC261, OMASpecWorks CD, JTC1 WG12

3D 프린팅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JTC1 WG12, ISO TC261

5G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표준

ETSI MEC, 3GPP SA, ITU-T SG11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품 생산 및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정보 모델 표준

OAGi SM WG, NIST SM PWG, MESA(B2M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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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CT 표준화 개요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간
 단히 아침식사를 끝낸 A씨. A씨는 우리 경제의 기둥이고 성장 동력인 ‘제조업’ 분야의 산업용
로봇을 제작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다. 산업용 로봇의 부품을 설계하는 그는 3일은 집에서,
2일은 회사에서 근무한다. 초고속 네트워크, IoT, CPS, 디지털 트윈과 같은 최신의 ICT 기술로 인해
과거처럼 출퇴근을 지켜야 하는 틀에 박힌 근무 형태가 아닌, 다양한 형태로 근무할 있도록 직장
개념이 바뀐 사회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A씨의 오늘 근무지는 공장이다.
A씨가 도착한 공장의 주력 제품은 ‘로봇 제어장치’이다. 최근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도입했다. 이곳에서는 ‘생산자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 모든 공정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로봇 제어기에 부품이 언제, 어떤 생산라인에서 조립됐고, 현재 어떤 공정이 진행 중인지, 다른
부품들과의 연결 상태는 어떤지와 같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모니터링 된다. 공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IoT 센서와 카메라들이 현장의 작업환경 및 운영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되는 데이터만 하루 수천만 건이다.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AI플랫폼을 이용해 분석
하여 스마트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다. 이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플랫폼은 제품
생산을 모니터링하고 제품 질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실시간 생산 계획에 반영한다(①번).
공장의 총괄 매니저는 과거처럼 현장에 가서 일일이 지시할 필요가 없다. 오늘 생산할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입력하면 AI 시스템이 현재 설비 상태 및 남은 재고 등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시간별 생산
계획을 세운다(②번). ICT 기술이 접목된 기계들은 정밀한 작업을 하면서도 불량률이 거의 없다.
생산라인마다 수집된 데이터를 AI플랫폼을 통해 정밀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불량 제품을 파악하기
때문에 대규모 불량품 발생을 사전에 막는다. 또한 AI플랫폼은 향후 좀 더 정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량 제품의 데이터를 학습한다. 모든 장비가 5G 통신망으로 연결된 이곳은
제품의 품질 검사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져(③번) 불량률 제로(0)를 추구한다.
스마트공장에서는 생산 설비의 상태도 바로바로 확인된다. 고장이 나야 이상을 확인했던 과거와
달리,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정보 덕분에 설비의 이상 징후를 미리 확인하고 정비하여 가동 휴지시간을
최소화한다(④번). 작업자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도 AR·VR기술이 적용돼 생산라인 정보와 설비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⑤번). 설비의 가동률이 낮거나 불량률이 올라간 생산라인은 곧바로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이때 비숙련 작업자라도 제공되는 AR·VR 기반의 디지털 매뉴얼을 바탕으로
복잡한 설비의 정비나 수리, 생산라인의 오류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⑥번).
이 스마트공장에서 가장 혁신적 디지털화로 꼽는 것은 CPS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다. 제품 생산라인 설계 단계부터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가상의 디지털 공장에 시뮬레이션
해보고 실제 적용 가능한지 검증하는 시스템이다(⑦번).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새로운 제품도
가상세계 공장에서 검토·제작해본 후 실제 공장에서 생산 가능한지 결정한다(⑧번). 급히 필요한
추가 주문이나 주문을 변경해야 할 때도 공장의 다음 상황을 예측하여 실현성 있는지 판단한다. 이를
통해 장비가 멈춰 있는 시간을 줄이고 가동률을 높여 최적의 운영 계획을 세운다(⑨번).
소비자들의 요구는 시시각각 변한다. 그 때문에 제품의 수명주기는 점점 줄고, 고가의 소량 주문형
생산이 많다. 일반 제품이 아닌 주문자의 특별한 고가 제품도 몇 개의 생산라인만 교체하면 만들어낼
수 있다(⑩번). 새로운 제품의 생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3D 프린터로 실물
크기의 모형(목업)을 저렴하게 제작해 생산 가능성을 검증한다(⑪번).
한 생산라인에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제품을 제작하는 것도 스마트공장의 강점이다. 새로운
제품의 생산 정보만 입력하면 같은 라인에서도 각기 다른 제품이 제작된다. 변경된 생산 계획에 따라
설비를 안전하게 제어해 오차 없이 여러 제품을 생산한다(⑫번).
이곳 스마트공장은 ICT와 5G가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을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공정이 착착 진행되는 상황을 점검한 A씨는 안심하고 공장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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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방불케 하는 실감 콘텐츠 VR과 5G는 환상의 커플

⑥

⑦

②
①
③
⑤
④

시나리오 No.

중점 표준화 항목

Target SDOs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표준

JTC1 SC29 WG11

미디어사물 간 거래 및 고속 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이터포맷 표준

JTC1 SC29 WG11

②

FIDO 및 응용기술 표준

FIDO Alliance

③

VR 콘텐츠용 오감정보 표현 표준

JTC1 SC29 WG11

④

VR 휴먼팩터

IEEE 3079/802/2048

실감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JVET, JTC1 SC29 WG11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JTC1 SC29 WG11

디지털 홀로그램 정보 표현 표준

JTC1 SC29, IEC TC110 WG6

완전 입체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

JTC1 SC29 WG1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표준

JTC1 SC29 WG11

①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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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현실 분야 표준 활용 시나리오
- A
 씨가 집에 들어서자 집 안의 모든 기기가 ‘알아서’ 작동을 시작한다. 천장과 거실은 물론 주방과
화장실에도 IoT 센서가 설치돼 온도와 밝기, 습도 등 최적화된 환경이 제공된다. 이제부터 A씨의
시간은 자유이다. A씨는 AI비서가 마련한 간식을 저녁 삼아 먹고, 차도 한잔 여유롭게 마시고 난
다음, 이후 VR 콘텐츠를 즐길 생각이다.
VR은 5G의 핵심적인 응용 서비스이다. 전후좌우에 상하측면까지 360도 전방위를 담기 때문에
VR 콘텐츠 용량은 수십GB 이상으로 매우 크다. 그렇기에 초고속, 초저지연을 가능하게 하는 5G와
가상현실의 시너지가 난다.
A씨는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었던 몇 가지 VR 콘텐츠를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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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대표적 고고학 유적인 앙코르와트를 VR로 체험한다. 라이다를 사용한 포인트 클라우드
획득 기술로 거대한 건축물을 재현해냈기에 가능한 일이다(⑦번). 시공간을 초월해 살아 숨쉬는 3D
디지털 모델을 본 A씨는 마치 앙코르를 걸어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5G 시대는 A씨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이러한 변화는 ‘4G LTE도 충분히 빠른데 왜 5G를
써야 할까’라고 생각했던 A씨에게 명확한 답을 던진다. 밖은 벌써 어둠이 짙게 깔렸다. A씨는 AI
비서로부터 내일 해야 할 일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 받고 잠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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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더욱 생동감을 안겨준 기술은 6DoF(6자유도, Degrees of Freedom)이다. 6DoF는 수평
(X), 수직(Y), 깊이(Z), 피치(pitch), 요(yaw), 롤(roll) 등 6개의 동작 요소를 뜻한다. 3DoF로는
고정된 위치에서만 360도 공간을 체험하지만, 6DoF는 전후좌우로 이동하면서도 같은 체험을 한다.
사용자의 실제 움직임을 포착하고, 모션 시차까지 제공하는 6DoF 기술은 사용자의 시각과 전정계
감각기관이 충돌하지 않도록 만들어 더욱 실감나는 경험을 제공한다(⑤번).
A씨가 두 번째로 즐길 VR 콘텐츠는 3차원 홀로그램 콘서트. A씨는 홀로그램 기술을 사용해 걸그룹
콘서트를 즐긴다. 자신의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은 생동감에 A씨도 신이 나서 몸을 흔든다. 실제
공연에 초대된 듯한 홀로그램 콘서트에 A씨는 ‘심쿵’ 당하는 색다른 경험을 한다(⑥번).
A씨는 포인트 클라우드 기술로 구현한 역사의 현장도 찾는다. 캄보디아에 직접 가지 않아도 앙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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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다(①번). 콘텐츠 비용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의 암호화된 신원 정보와 생체인증(안면인식)
의 신분 체계를 통해 인증 한 번만으로 손쉽게 결제가 완료된다(②번).
A씨가 맨 먼저 경험하려는 VR 콘텐츠는 ‘1인칭 슈팅게임(FPSr)이다. HMD를 착용하고 게임에
돌입하니 표정이 생생한 괴물들이 사방팔방에서 날아든다. A씨는 정신없이 총을 쏘아댄다. 방향에
따라서는 각각 다른 느낌의 바람이 불어오고, 사람의 감정선을 고려한 화약 냄새까지 감돈다(③번).
이런 4D의 효과가 몰입도를 더욱 극대화시킨다. 진짜 같은 가상 게임에 얼마나 빠져들었는지 땀이
흥건하다. 그런데 참 신기하다. 화면이나 입체감 등이 빠르게 움직여도 어지럽지 않다. 어지럼증
해소 요구사항을 만족시킨 HMD 제품이기 때문이다(④번).

ICT 표준화전략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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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신‧전파

5G 이동통신

개요
• 5 G 이동통신 기술은 ‘아주 빠르게(초고속)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대용량 데이터와 모든 사물을 연결
(초연결)시키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로 정의(5G+ 전략, 2019.4.8. 발표)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공식 표준화 기구
ITU-R
WP5A/WP5D
ITU-T SG13
ETSI ENI/ITS
MEC/NFV/ZSM

사실 표준화 기구

관계부처

TTA PGs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5G 무선접속(SPG31)
5G 네트워크(SPG32)
ITS/차량ICT(PG905)
클라우드 컴퓨팅(PG1003)



정책 제시


정책 지원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ITU-R WP5A/WP5D 연구반
ITU-T SG13 연구반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전략방향 제안

5G 포럼



5G 이동통신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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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표준
수준

대응표준화기구
국내

국제

전략목표

TTA SPG31, 5G포럼

3GPP RAN,
ITU-R WP5D

지속/확산
공략

mMTC(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s) 기술 표준

100% 100%

TTA SPG31,
TTA SPG32,
5G포럼

3GPP RAN

지속/확산
공략

URLLC(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s) 기술 표준

100% 100%

TTA SPG31, 5G포럼

3GPP RAN,
ITU-R WP5D

선도경쟁
공략

IIoT(Industrial IoT) 무선 기술 표준*

95%

TTA SPG31, 5G포럼

3GPP RAN

선도경쟁
공략

Flexible Spectrum Usage 기술 표준

100% 100%

TTA SPG31,
TTA SPG32,
5G포럼

3GPP RAN,
ITU-R WP5D

지속/확산
공략

무선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80%

85%

TTA SPG31

3GPP RAN

선도경쟁
공략

C-V2X(Cellular-Vehicle-to-everything)
기술 표준

95%

100%

TTA PG905, 5G포럼,
한국지능형
교통체계협회

3GPP RAN/SA,
5GAA, ETSI ITS, SAE,
ITU-R WP5D/WP5A

선도경쟁
공략

NTN(Non-Terrestrial Networks)
기술 표준

85%

90%

TTA SPG31,
TTA SPG32

3GPP SA/RAN

차세대공략

위치기반 서비스 지원 기술 표준*

90%

95%

TTA PG904

3GPP RAN/SA

선도경쟁
공략

무인기(UAV) 기술 표준*

95%

95%

TTA SPG31,
TTA SPG32

3GPP SA/RAN

차세대공략

액세스망 구조 기술 표준

100% 90%

TTA SPG31,
TTA SPG32,
5G포럼

3GPP RAN,
ITU-R WP5D,
IEEE 802/P1914,
O-RAN Alliance

지속/확산
공략

코어망 구조 기술 표준

90% 100%

3GPP SA/CT,
ITU-T SG13,
ETSI NFV

지속/확산
공략

3GPP SA/CT,
ITU-T SG13,
ETSI ENI/ZSM

선도경쟁
공략

3GPP RAN/SA/CT,
IEEE 802

선도경쟁
공략

ETSI MEC/NFV,
3GPP SA,
OASIS

선도경쟁
공략

기술

서비스
지원

95%

기술

네트워크
기술

데이터 분석 및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 표준*

90%

90%

버티컬 산업용 네트워크 및
NPN 기술 표준*

90%

80%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
기술 표준

85%

80%

TTA SPG32,
5G포럼
TTA SPG32,
5G포럼
TTA SPG31,
TTA SPG32,
5G포럼
TTA PG1003,
5G포럼

* Ver 2020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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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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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B(enhanced Mobile BroadBand)
전송접속 기술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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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기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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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5G 이동통신 및 진화 국제표준 선점으로 세계시장 기술 주도권 확보
목표
2019~2020
•5G 버티컬 연계 표준 주도
•5G 버티컬 실증 사업 진행
•5G 선순환 생태계 확보

2021~2022

2023~2024

•5G 글로벌 상용 서비스 확산
•모바일 글로벌 리더쉽 확보
•5G 진화 로드맵 확정

•5G 진화표준 주도
•5G 버티컬 산업 확산

SWOT 분석
강점

약점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 시작

•5G 상용망 구축 투자비 상승

•5G 상용화 기술 확보 및 운용 경험

•무선통신 핵심 소자/부품 기술 기반 취약

•국내 표준 및 5G 포럼 활동 강화

•의장단 확보 부족

•5G 도입 확대

•융합 서비스 출현으로 주도권 경쟁 심화

•5G 조기 상용화 경험 활용

•외국기업의 핵심 원천기술 선점

•미래 IMT 요구사항 연구 시작

•사실상의 단일 표준으로 3GPP 내 경쟁 심화

기회

위협

국내·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 TTA 5G 무선접속 SPG(SPG31)) 5G 무선접속 표준개발을 담당하며, 2019년 개방형 5G 프론트홀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을 완료. Rel-17 이후 진화된 5G 무선접속 표준을 개발할 예정
• ( TTA 5G 네트워크 SPG(SPG32)) 5G 코어 및 네트워크 표준개발을 담당하며, 2019년 5G 시스템 서비스
요구사항(Rel-16) 표준 완료. Rel-17 이후의 5G 시스템 서비스 요구사항을 개발할 예정
• ( TTA 5G 국제협력 SPG(SPG34)) 5G 이동통신 진화기술 추진 및 국내 산업체와 국내 WRC/WP5D
연구반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 향후 미래 IMT 기술 논의가 전개될 전망
• (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SPG(SPG35)) 5G 기반의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에 대한 표준 개발을
담당하며, 2019년 C-V2X 서비스 프레임워크 등 표준 개발 완료. 5G 기반의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을 추진 예정
• ( TTA LBS 시스템 PG(PG904)) 긴급 구조용 실내 위치기반 서비스 규격 등을 개발 완료
• ( TTA ITS/차량ICT PG(PG905)) 2018년, C-V2X의 국내 표준화 완료. 자율협력주행의 요구사항 및
PHY/MAC 계층 표준 추진 중
• ( 5G포럼) 5G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TTA 5G STC(STC3)와 협력하여 5G 기술 국제
표준화 활동 지원, 5G 생태계 촉진 및 한·중, 한-유럽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 협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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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R WP5D IMT Systems) 5G 표준 성능을 위한 요구사항 및 평가 기준, 스펙트럼 요구량, 적용 대역 및
시스템 간 간섭 연구, WRC-19에서 미래 IMT 스펙트럼 권고안 마련
• (ITU-T SG13 Future networks, with focus on IMT-2020, cloud computing and trusted network
infrastructures) 2017년부터 IMT-2020 네트워크 용어 정의, 네트워크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네트워크
요구사항 및 프레임워크 표준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IMT-2020 네트워크 구조 표준 개발 중

• (3GPP RAN) IMT-2020 후보기술 제출을 위한 LTE 진화 기술 및 5G NR 기술 규격(Rel-15 및 Rel-16)을
마련하고, Rel-17 이후의 향후 진화 기술 논의를 시작할 예정

Ⅰ. ICT 표준화 개요

• (3GPP SA) 5G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사항, 시스템 구조 및 프로시저, 보안, 미디어를 위한 코덱, 관리기술 및
네트워크 슬라이싱, 응용 계층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규격 개발 중

• (ETSI ITS) ITS application 관련 표준화를 수행. 기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Day-1 application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좀 더 진화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Day-2 application 작업 시작

• (ETSI MEC) Phase 2, RNIS, Relocation 플랫폼 서비스 관련 스펙 상세화 진행

• (5GAA) Cellular V2X를 위한 요구 사항 및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중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 (ETSI NFV) 5G에서 NFV적용을 위한 멀티-사이트, 클라우드-네이티브 지원 및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등과 관련한 NFV Rel-3 규격 개발 작업 진행

• (IEEE) IEEE 802 액세스 망의 네트워크 참조모델/기능(802/P1914) 및 이동통신 기지국 프론트홀에
사용될 전송 기술의 표준화 진행 중(802/P1914)

• (O-RAN Alliance) 5G 개방형 무선 네트워크 표준을 개발 중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SAE) 5G를 포함하는 cellular 기반 V2X의 application을 정의하기 위한 C-V2X technical committee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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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신‧전파

WLAN/WPAN

개요
•W
 LAN/WPAN 기술은 Sub-1㎓, 2.4㎓, 5㎓, 6㎓ 및 60㎓ 등의 마이크로파 비면허대역, 60~380㎔의
적외선 대역 및 380~780㎔의 가시광 대역을 사용하여 무선 접속점(AP)이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수(십)
미터 혹은 1㎞ 반경 내의 단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WLAN 무선통신 기술과 수 미터
혹은 인체 영역까지의 개인 공간에서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스마트 개인 연결 서비스를 저전력,
저속/초고속, 소형, 저가격으로 제공하는 WPAN/WBAN 무선통신 기술로 정의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공식 표준화 기구

TTA PGs
전문가 지원

IEC TC34/ TC47
JTC1 SC6 WG1


의장단 진출



차세대 PC(PG415)
지능형 반도체(PG417)
가시광 융합통신(PG425)
ITS/차량 ICT(PG905)
근거리 무선통신(PG907)

정책 제시


정책 지원



국제표준대응위원회

ETSI TC SmartBAN
표준 제안

사실 표준화 기구

관계부처



ICT 표준화전략맵
JTC1 SC6 전문위원회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IEEE802포럼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전략방향 제안



WLAN/WPAN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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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초저전력 무선랜
(802.11ba) 표준

90%

라이파이
(802.11bb) 표준

중점 표준화 항목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제

95%

TTA PG907,
IEEE802포럼

IEEE 802.11

지속/확산
공략

90%

95%

TTA PG425,
IEEE802포럼

IEEE 802.11

선도경쟁
공략

무선랜 기반 브로드캐스트
(802.11bc) 표준*

80%

80%

TTA PG907,
IEEE802포럼

IEEE 802.11

추격/협력
공략

차세대 무선랜 V2X
(802.11bd) 표준

80%

95%

TTA PG905,
IEEE802포럼

IEEE 802.11

선도경쟁
공략

극초고속 무선랜
(802.11be) 표준*

90%

90%

TTA PG907,
IEEE802포럼

IEEE 802.11

선도경쟁
공략

WLAN

-

Wi-Fi Alliance

선도경쟁
공략

인체통신
(IEC TC47) 표준

100% 100%

TTA PG415,
TTA PG417

IEC TC47 WG6,
JTC1 SC6 WG1,
IEEE 802.15

차세대공략

80%

TTA PG907,
IEEE802포럼

IEEE 802.15

지속/확산
공략

80%

TTA PG907,
IEEE802포럼,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IEEE 802.15

지속/확산
공략

IEEE 802.15

선도경쟁
공략

저전력 장거리 네트워크
(802.15.4w) 표준*

정밀거리측정 WPAN
(802.15.4z) 표준*

WPAN/

90%

80%

저전력 무선통합액세스
(802.15.12) 표준

90%

90%

TTA PG907,
IEEE 802포럼,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고속 OWC
(802.15.13) 표준

80%

70%

TTA PG425

IEEE 802.15

추격/협력
공략

중저속 OWC
(IG VAT) 표준

95%

95%

TTA PG425,
IEEE802포럼

IEEE 802.15,
IEC TC34

차세대공략

IEEE 802.15,
ETSI TC SmartBAN

차세대공략

Bluetooth SIG

선도경쟁
공략

WBAN

저지연 고신뢰 BAN 무선통신
(IG DEP) 표준*

80%

80%

TTA PG907,
IEEE802포럼,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블루투스 6.0
(Bluetooth SIG) 표준

90%

80%

TTA PG907

* Ver 2020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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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인증 및 상위 계층
(Wi-Fi Alliance) 표준

Ⅰ. ICT 표준화 개요

국내

6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요약보고서

표준화 목표
비면허대역 근거리 통신 공공 인프라 확산을 위한
WLAN/WPAN 표준화 선도 및 서비스/기술 활성화
목표
2019~2020
•극초고속 WLAN, WLAN V2X 및
저전력 WPAN 핵심 표준기술
개발 주도

2021~2022
•극초고속 WLAN,
차세대 WLAN V2X 및
저전력 WPAN 국제표준 선도

2023~2024
•미래 공공 통신 인프라를 위한
차세대 WLAN/WPAN 구축

SWOT 분석
강점
•(시장) 고밀도 환경에서 초고속 고품질 무선랜 서비스
시장 확대 및 블루투스 탑재된 국내 모바일 기기의
글로벌 시장 점유와 광 무선통신 수용에 유리한 LED
조명기기 보급 확대

약점
•(시장) 국내 무선랜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제품 공급
부족 및 이미 시장에 진입된 BLE 등 저전력 솔루션과
LED 조명 산업체의 통신 기술 경쟁력 미흡

•(기술) 초고속 무선 전송 기술 확보 및 상용의 백색 LED
조명 기기를 이용한 중저속 가시광 무선통신 기술 확보

•(기술) 차세대 무선랜 기술 개발 전략 부족 및 대응
기술에 대한 차별화 부족과 신기술의 독자 개발 및
상용화 경험 부족

•(표준) IEEE 802.11 및 Wi-Fi Alliance 국내 위상 강화와
IEEE 802.11&15 계열 IPR 다수 확보

•(표준) 중소기업/학계의 지속적인 표준화 참여 어려움과
고속 OWC 및 Li-Fi 표준화 역량과 전략 부족

•(시장) 스마트 기기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응용 서비스
시장의 높은 요구 및 자율주행/C-ITS 정책에 따른 V2X
기술 수요 급증과 글로벌 광 무선통신/Li-Fi 시장 형성 시작

•(시장) 소수 해외 선진 업체에 의한 무선랜 칩셋 시장
독점 심화 및 IEEE 802.15.4 네트워크의 시장 진입
지연과 해외 산업체 중심의 고속 OWC 및 Li-Fi 시장 창출

•(기술) 수 Gbps급 무선랜 필요성 증대 및 차세대 무선랜
원천기술 개발 본격화와 고속 OWC 및 Li-Fi 기술개발
필요성 수용

•(기술) 핵심/원천 표준기술 조기 확보 어려움과 해외
산업체의 고속 OWC 및 Li-Fi 기술 고도화

•(표준) IEEE 802.11be 및 차세대 무선랜 V2X 표준화
논의 진행과 고속 OWC 표준화 진행 및 Li-Fi 표준화
초기 단계

기회

•(표준) 주요 칩셋 업체 중심의 표준화 주도 및 블루투스
표준화관련 국내 인력 참여 경험 부족으로 다소 높은
진입 장벽과 해외 스타트업과 연구소 중심의 고속
OWC 및 Li-Fi 표준화 주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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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차세대 PC PG(PG415)) 멀티모드 인체통신 물리계층 구조 및 인체통신 네트워크 물리계층 구조에
대한 표준화를 완료하고, 온바디 인체통신을 활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관련된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가
진행될 예정
• (TTA 가시광 융합통신 PG(PG425)) 가시광 무선통신 송신 물리계층 기본 구조, 수신 물리계층 기본
구조 등 40여건의 단체표준과 5개의 국가표준을 제정하였으며, OCC와 하이브리드 광-RF ID 관련 신규
표준개발 진행 중

• (TTA 근거리 무선통신 PG(PG907)) 시장성 있는 IEEE 802.11 표준의 신속한 국내 표준 제정 작업 및
가능성 있는 기술의 국내 표준화를 통한 해외 표준 진출 지원. IEEE 802.11-2016, IEEE 802.11ah-2016,
IEEE 802.11ai-2016, IEEE 802.11ak-2018 영문 준용 표준화 완료 및 IEEE 802.11aq-2016 영문 준용
표준 개발 중. IEEE 802.15.3e-2017, IEEE 802.15.3-2016, IEEE 802.15.4-2015, IEEE 802.15.8-2017,
IEEE 802.15.10 영문 준용 표준화 완료 및 IEEE 802.15.12 준용 표준 개발 예정

• (IEEE802포럼) 최신 IEEE 802 표준개발 현황 교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WLAN/WPAN 관련 표준
개발 활동 지원하며, LPWA 기술 표준화 진행 중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EC TC47 WG6-Incubating Working Group) IEC 62779-1(일반 요구사항), IEC 62779-2(시험 및
평가방법) 및 IEC 62779-3(형태 및 운용조건) 표준을 2016년 4월에 제정 완료. 차세대 캡슐내시경용
인체통신 반도체 인터페이스 국제표준에 대한 FDIS 단계 진행 중
• (IEC TC34 AG4-Lighting Systems) LED 조명을 이용한 가시광 무선통신에 대한 안전 기준 제정 여부를
검토 중이며, 관련 표준 요구사항 도출 추진 예정

• (ITU-T SG15 Q18-Broadband in-premises networking) ‘High speed indoor visible light
communication transceiver’ 제목의 G.9991과 ‘Indoor optical camera communication transceivers’
G.9992 표준 승인 완료
• (ITU-T SG1 WP1A-Spectrum engineering techniques) 2017년부터 전파통신 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연구 과제로서 S2로 분류하여 ‘Characteristics for use of visible light for broadband communications’
제목의 표준화 보고서 개발 완료 예정

• (ETSI TC SmartBAN-Smart Body Area Networks) SmartBAN 상위 빌딩 블록과 API를 정의한 ETSI TS
103 327 표준을 출판하였으며, IEEE 802.15 IG DEP와 liaison으로 Human BAN 표준 요구사항 제공 중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JTC1 SC6 WG1-Physical and data link layers) 차세대 캡슐내시경용 기저대역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FSDT 방식의 인체통신 프로토콜 규격에 대한 NP를 제안하였으나, 전문가 참여 부족으로 수정 제안
준비 중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IEEE802포럼

Ⅰ. ICT 표준화 개요

• (TTA ITS/차량 ICT PG(PG905)) WAVE 기술만을 고려한 V2X 차량통신 시스템 아키텍처에 LTE 모뎀
기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통신 시스템 구조 표준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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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EEE 802 WG11-Wireless Local Area Networks) Sub-1㎓, 2.4/5/6/60㎓ 및 가시광/적외선 대역 지원
차세대 무선랜 규격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초저전력 무선랜, 차세대 무선랜 V2X 등 다양한 무선랜
응용 규격 개발이 추진 중
- IEEE 802.11ba에서는 Sponsor ballot을 마무리 후, RevCom 제출 예정
- IEEE 802.11bb에서는 IEEE 802.11 기반의 무선 광통신을 위한 PHY 계층 기술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2020년 초까지 PHY/MAC 표준 초안 작성 예정
- IEEE 802.11bc에서는 위치 기반 공공/멀티미디어/센서 정보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브로드캐스트 기술
표준화 추진 중
- IEEE 802.11bd에서는 표준초안 완성 후, WG letter ballot 진행 예정
- IEEE 802.11be에서는 표준초안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 예정
• (IEEE 802 WG15-Wireless Specialty Networks) 저전력 장거리, 저전력 무선통합액세스, 고속/중저속
OWC 등 WPAN 규격 개발 진행 중
- IEEE 802.15.4z에서는 보안 정밀거리측정 표준의 WG letter ballot을 진행 중이며, 2021년 완료를 목표로
표준화 진행 중
- IEEE 802.15.14w에서는 WG letter ballot을 진행 중이며, RevCom 제출 예정
- IEEE 802.15.12에서는 sublayer 모듈과 인터페이스를 설계 중이며, WG letter ballot 진행 예정
- IEEE 802.15.13에서는 MG OWC(Multi-Gigabit/s 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s) PHY/MAC 표준초안
완성 후, Sponsor ballot 진행 예정

• (Bluetooth SIG) 다중 안테나를 사용한 Direction Finding과 GATT caching 기술이 포함된 블루투스 5.1
표준을 발표하였고, 5.1에 포함되지 못한 EATT 및 LE 기반의 저전력 오디오 전송기술 등을 위한 블루투스
Core 6.0 표준과 Mesh profile 1.1.0 진행 중

• (Wi-Fi Alliance) IEEE 802.11에서 개발한 다양한 표준 기술들의 기기 간 호환성 확보하기 위한 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중(IEEE 802.11ay 인증, Wi-Fi 6 인증 등). 사용자의 무선 환경 경험 증대를 위한 상위
계층 기술 개발 중(WPA3, Multi-AP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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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신‧전파

지능형 네트워크

개요
•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기술들을 총칭하며, 세부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네트워크 지능, 저지연/고정밀 네트워크, 양자 정보통신, 네임 기반 네트워크
구조, 전달망, 유무선 액세스 등의 기술들을 포괄적으로 포함
Ⅰ. ICT 표준화 개요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공식 표준화 기구
ITU-T FG ML5G/ SG11/
SG13/SG15/SG17

TTA PGs
전문가 지원



JTC1 SC27
ETSI NFV/ENI/
ZSM/QKD/QSC

의장단 진출

광전송(PG201), 이더넷(PG218)
미래인터넷(PG220)
응용보안/평가인증(PG504)
인공지능기반기술(PG1005)



정책 제시


정책 지원



국제표준대응위원회

IEC TC65/TC86
표준 제안

사실 표준화 기구

관계부처



ITU-T SG11/SG13/
SG15/SG17 연구반
JTC1 SC27 전문위원회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SDN/NFV포럼
퀀텀포럼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

전략방향 제안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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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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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SDN 제어/데이터 전송 및
장치 추상화 표준
SDN
기술

기술
수준

표준
수준

85%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90%

TTA PG220,
SDN/NFV포럼

ONF, ONOS, ODL,
IETF NetConf/BM

지속/확산
공략

IETF TEAS/ CCAMP/
PCE, ITU-T SG15, ONF
OTCC/ OIMT/ODTN,
MEF, ONOS, ODL

지속/확산
공략

SDN 광역망 및 종단 간
하이브리드 연동/전송계층 표준

85%

90%

TTA PG201,
SDN/NFV포럼

NFV
기술

분산 NFV 운용 및 서비스 표준

95%

90%

TTA PG220,
SDN/NFV포럼

ETSI NFV,
ONAP, OSM, OPNFV

지속/확산
공략

네트워크
지능기술

네트워크 지능화를 위한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및 참조 구조 표준

80%

70%

TTA PG1005

ETSI ENI/ZSM, ITU-T
SG13/ FG-ML5G

차세대공략

저지연
/고정밀
네트워크
기술

근거리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 표준

80%

85%

TTA PG218,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IEEE 802.1/802.3,
IEC TC65, AVnu,
OPEN

추격/협력
공략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 표준

90%

85%

TTA PG201,
IETF DetNet/ CCAMP/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TEAS

양자 암호통신 및 암호망 표준

90%

90%

TTA PG201, 퀀텀포럼,
퀀텀정보통신 연구조합

ITU-T SG13/SG17

양자 정보통신 시험 및 인증 표준

80%

TTA PG201,
90% TTA PG504, 퀀텀포럼,
퀀텀정보통신 연구조합

ETSI QKD,
ITU-T SG13/SG17,
JTC1 SC27

차세대공략

정보 중심 네트워킹(ICN)
기반 통신 표준

80%

90%

TTA PG220,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ITU-T SG11/SG13,
IETF BIER, IRTF ICN

선도경쟁
공략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

80%

80%

TTA PG201

IETF SPRING/LSR/
6MAN/DMM, 3GPP CT

지속/확산
공략

고용량 단거리 광전송 표준

95%

80%

TTA PG201,
TTA PG218,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IEEE 802.3,
OIF PLL

선도경쟁
공략

고용량 장거리 광전송 표준

95%

80%

TTA PG201,
TTA PG218,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ITU-T SG15

선도경쟁
공략

망동기 및 시각 정보 분배 표준

85%

85%

TTA PG201,
TTA PG218,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ITU-T SG15,
IEEE 1588

지속/확산
공략

IMT-2020/5G 지원 전달망 표준*

95%

80%

TTA PG201,
TTA PG218,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ITU-T SG15

지속/확산
공략

양자정보
통신기술

네임기반
네트워크
구조기술

전달망
기술

ETSI QKD/QSC,

선도경쟁
공략
선도경쟁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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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표준화기구

기술
수준

표준
수준

점대다점 광액세스 표준

90%

TTA PG201,
90%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ITU-T SG15 연구반

ITU-T SG15,
IEEE 802.3,
BBF

선도경쟁
공략

점대점 광액세스 표준

95%

TTA PG201,
90%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ITU-T SG15 연구반

ITU-T SG15,
IEEE 802.3

선도경쟁
공략

90%

TTA PG201, IEC TC86
광섬유위원회,
방송통신표준
심의회 유선분과

ITU-T SG15,
IEC TC86

선도경쟁
공략

중점 표준화 항목

유무선
액세스
기술

70%

전략목표

국제

* Ver 2020 신규항목

Ⅰ. ICT 표준화 개요

광선로 인프라 표준*

국내

표준화 목표

목표
2019~2020
•지능형 네트워크 핵심 기술 및
핵심 표준 IPR 확보

2021~2022

2023~2024

•지능형 네트워크 표준선도 및
국내 네트워크 상용화

•지능형 네트워크 세계 상용화 주도

강점

약점

•(시장)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증가로 네트워크 장비 및
서비스 플랫폼 수요 증가

•(시장) 국산 장비 시장 점유율 저조와 외국 장비 선호에
따른 신규 시장 개척 어려움

•(기술) 네트워크 기반 이동/무선/응용/서비스/ 단말
분야의 우수한 기술 경쟁력 확보

•(기술) 원천기술에 대한 소극적인 투자로 지적재산권
확보 미흡

•(표준) 오퍼레이터와 벤더간 연합으로 표준화 선도
가능

•(표준) 저조한 핵심원천 기술이 국내 고유 표준 확보
노력에 부정적 영향

•(시장) 5G 등 신규 통신 서비스 출현으로 네트워크 장비
및 서비스 플랫폼 시장 활성화

•(시장) 망사업자 수익감소와 경쟁 심화로 투자 여건
불확실

•(기술) 전통산업에 자동화 및 효율화 향상 효과가 있는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 적용

•(기술) 미국, 유럽, 일본 등 지능형 네트워크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에 따라 기술격차 심화

•(표준) 새로운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표준화
시장 변화

•(표준) 풍부한 국제표준 경험 및 전문 인력을 앞세운
선진국 표준 선점

기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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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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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네트워크 원천기술 확보 및 국제표준 선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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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광전송 PG(PG201)) T-SDN SBI 인터페이스 제어 관련 국내 고유 표준 개정을 추진 중이고, MPLS
기반 DetNet,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고용량 장거리 광전송,
NG-PON2/50G-EPON 등에 대한 표준 개발을 추진할 예정
• ( TTA 이더넷 PG(PG218)) TSN 기반 국내 고유 표준 개발과 병행하여 TSN 및 이더넷 기반 고용량 단거리
광전송 등에 대한 준용 표준 개발을 추진할 예정
• ( TTA 미래인터넷 PG(PG220)) NFV 시험기술 표준을 개발 중이며 SD-WAN 또는 SDN 광역망 기술, SDN
시험기술, 인공 지능 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등에 대한 표준 개발을 추진할 예정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양자 키 분배망 모듈 보안 요구사항 표준을 진행 중이며 양자 암호
인증 표준 개발을 추진할 예정

• (ITU-T SG11/SG13 연구반) 정보중심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한 에지 컴퓨팅 및 5G, 양자 암호망 아키텍쳐,
양자키 분배망 등의 표준화 논의 중
• (ITU-T SG15 연구반) T-SDN, IMT2020/5G 지원 전달망, 50G급 광액세스 등의 분야에서 국내 제안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을 위한 전략 및 계획을 논의할 예정

• ( SDN/NFV포럼) ONF 포럼에 가입한 국내 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 및
관련 기술 개발 관련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

• ( 퀀텀포럼) 퀀텀 정보통신연구조합과 함께 양자 암호 통신 관련 글로벌 표준화를 위한 표준 개발 및 ETSI와
연계한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

•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 다양한 산업 융합 네트워크 분야에 기존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 및 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TTA PG와 연계하여 산업체의 의견이 반영된 포럼 표준을 개발할 예정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 ITU-T SG11-Signaling requirements, protocols, test specifications and combating counterfeit
products) IMT-2020을 위한 정보중심네트워킹 기술 기반 에지 컴퓨팅과 지능형 네트워킹 기술로
활용을 위한 표준화 진행 중
• ( ITU-T FG ML5G-Focus Group on Machine Learning for Future Networks including 5G) ML 기반
Unified Architecture를 정식 권고안으로 제정하였으며, 요구사항 및 유즈케이스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 ITU-T SG15-Transport, Access and Home) 네트워크 제어관리에서는 OTN, MPLS-TP, Carrier Ethernet,
WDM 등을 위한 T-SDN 컨트롤러 구조, T-SDN 정보 모델 등의 표준화 진행 중. 광전송에서는 모바일
최적화된 25G/50G OTN, IMT2020/5G 지원 전달망 특성, 5G 트래픽을 수용하는 메트로 전달망
인터페이스, 50G급 광액세스, 모바일 프론트홀용 점대점 광액세스 등의 표준화 진행 중. 시간 동기에서는
시간 동기를 위한 PTP 텔레콤 프로파일을 표준화 중
• (ITU-T SG17-Security) 양자암호키 분배 네트워크 체계 및 보안체계에 대한 기술 리포트, 양자노이즈
기반의 난수생성기 아키텍처 권고안 등의 표준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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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TC86-Fibre optics) 화재 대응한 난연케이블 사양과 화재 대응 무결성 실험방법 규격과 케이블
수축, 냉각 조건 및 방서 조건 등 다양한 포설 환경에 따른 광선로 성능 기준과 실험 규격 표준화 진행 중
• (IEC SC46/SC86 JWG8-Hybrid cable) FTTA용 광전복합케이블 사양 논의 중

• (ETSI ISG NFV-Network Functions Virtualisation) TST 워킹그룹에서 멀티 벤더 제품간 상호운용성,
API 적합성 시험, 성능에 대한 벤치마킹 규격을 개발 중
• ( ETSI ISG ENI-Experiential Networked Intelligence) ENI Rel-1 Stage-2(2018.3∼)에서 지능형
네트워크를 위한 기능구조, 기능 블록간의 인터페이스 및 정보 모델 등에 산업 규격을 개발할 예정

• ( ETSI ISG QKD-Quantum Key Distribution) 양자 암호통신 키분배 프로토콜 및 데이터 포맷 관련
표준을 완료하였으며, 양자 키 분배망의 시험 절차 및 인증, 시험 기준 규격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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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SI ISG ZSM-Zero touch network & Service Management) SDN/NFV 기술을 바탕으로 AI와 ML
기술을 추가하여 네트워크상의 사업자 망 관리 시스템에 MANO와 통합 연동되는 종단 간 자동화 기술
개발을 위한 공통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정보 모델 개발을 추진 중

• (IETF Common Control and Measurement Plane WG) WDM, PTN 등의 광네트워크를 SDN으로 제어
하기 위한 SBI 인터페이스 표준을 추진 중

• ( IETF Source Packet Routing in Networking WG) IP 주소 대신 세그먼트 식별자를 이용하는 소스
라우팅 기반의 세그먼트 라우팅 기술 기술에 대한 표준 개발 중
• ( IETF Timing over IP Connection and Transfer of Clock WG) PTPv2 제어/ 관리를 위한 YANG 모델
표준화 및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IP 망에서의 정밀 시간 동기를 위한 PTP 엔터프라이즈 프로파일 표준화
진행 중

• ( IEEE 802 WG1-Higher Layer Local Area Network Protocols) Ethernet 기반 TSN을 위한 시각 동기
기술(gPTP), 제어/관리 기술(YANG), 산업 분야별(5G 프론트홀, 산업자동화, 자동차, 사업자) 프로파일
정의 등에 관한 표준 개발 중
• ( IEEE 802 WG3-Ethernet) 10G/25G/50G 양방향 광액세스 표준화 및 50G, 200G, 400GbE 신호를
PAM-4로 변조하여 SMF를 이용, 40km 전송기술 논의 중
• (IEEE 802 WG24-Vertical Application) 5G/IMT-2020 버티컬 애플리케이션(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
등)을 위한 IEEE 802 표준의 저지연 기능 조합 및 향상이 필요한 기능에 대한 이슈 논의 중
• ( IEEE 1588-Precision Clock Synchronization Protocol for Networked Measurement and Control
Systems) IEEE 1588-2008(PTPv2)의 시간 동기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PTPv3 표준화 진행 중이며, 2019년
말 표준안 승인 예상
• ( 3GPP CT4-MAP/CAMEL/GTP/BCH/SS/TrFO/IMS/GUP/WLAN) 5G 전달망에서 세그먼트 라우팅을
적용하여 PDU 세션을 전달하는 터널링 기술 표준화를 진행 중
• ( 3GPP SA2-Architecture) 5G를 통해 TSN 도메인을 지원하기 위한 5G 시스템 개선, 동기화 이슈 논의 중

• ( Metro Ethernet Forum) MEF 3.0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표준화/오케스트레이션된 API 기반으로 SDN
광역망 등 이기종간 네트워크 자동화 연계 구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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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ETF Traffic Engineering Architecture and Signaling WG) T-SDN(ACTN) 정보 모델과 프레임워크 문서에
대한 표준화를 완료하고 가상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NBI 인터페이스,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위한 토폴로지, 터널 등의 관리 및 제어를 위한 SBI 인터페이스 표준화 진행 중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 ( IETF Deterministic Networking WG) IP/MPLS 기반 DetNet을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데이터 평면
솔루션, 제어/관리, 보안 고려사항, 플로우 정보 모델 등에 대한 표준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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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IF Physical and Link Layer WG) 기존의 FlexE 표준에 50G 이더넷을 추가한 Flexible Ethernet(FlexE)
2.1 표준화 진행 중이며, 400G급 신호를 DP-16-QAM 기술을 이용하여 신호증폭 없이 40km 단거리
전송이 가능한 400ZR 기술에 대한 표준화 논의 중

• ( Open Networking Foundation) T-SDN 정보 모델(UML)을 기반으로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를 제어하기
위한 SBI 인터페이스 표준화 진행 중이며, 오픈플로우 표준을 기반으로 한 스위치 적합성 시험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오픈플로우 컨트롤러의 검증을 위한 시험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 BroadBand Forum) 광액세스망 가상화 및 슬라이싱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BAA 구조 표준화 진행
중이며, PON 운용에 필요한 OMCI 관리제어 항목 표준화 진행 중

• ( AVnu) 전자제품, 자동차, 공장 등에 AVB/TSN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상호운용성 및 시험 규격 개발 중

• ( One Pair Ethernet Network) 차량 내 네트워크 및 케이블 문제 해결, 사용자 환경(안전, 편의, 인포테인먼트
등) 개선을 위한 이더넷 기반 차량용 네트워크 규격 개발 중

• ( Open Platform Communications Foundation) 스마트공장과 같은 산업 제조 분야 적용을 목표로
OPC UA PubSub 기술과 TSN 기술을 연동하기 위한 표준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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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신‧전파

전파응용

개요
• 전파응용 기술은 전파 및 음파의 본질적 속성을 이용하는 다양한 기술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무선
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기술을 포함

[무선전력전송]
Ⅰ. ICT 표준화 개요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전자파 전송의 원리를 이용 하여 전선 없이 에너지를 공간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 무선 통신과 에너지 전송 기술이 융합되어 각종 전력선과 커넥터로부터의 자유로움
(Cable-free)과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다가올 IoT 시대의 중요한 혁신 기술. 다양한 종류의 무선전력전송을
기반으로 출력 규모 및 응용 분야에 따라서 IoT, 의료, 사무·가전, 인프라, 자동차, 모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 원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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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통신 기술은 음파나 초음파는 물론 다양한 전송기술을 이용한 무선통신 기술로서 수중에서 근거리는
물론 원거리까지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기술이며, 수중 환경에서 수중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장치들을 기반으로 이기종 네트워크의 확장성 및 지능화 정보처리를 제공하는 IoUT(Internet
of Underwater Things) 기술과 미래 수중통신 기술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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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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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통신]
위성통신 기술은 정지 및 비정지 위성을 이용하여 서비스 대상 지역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기술로 차세대 위성/지상 연동기술,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기술, 위성주파수 공유기술,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기술, 항법수신기 성능평가 기술 및 위성항법시스템 기술 등으로 구성

[전자파환경]
전자파환경 기술은 유ㆍ무선 방송ㆍ통신기기를 포함한 전기ㆍ전자기기로부터 방출되는 의도성 및
비의도성 전자파, 그리고 고출력 전자파(핵 및 비핵 전자파 포함)로 인한 방송통신 서비스와 인접
기기ㆍ시스템과 주요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전자파 노출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측정ㆍ평가 및 대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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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추진 체계
[무선전력전송]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공식 표준화 기구
IEC TC69/
TC100/TC106
ITU-R SG1

TTA PGs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JTC1 SC6 WG1
표준 제안

정책 제시

스마트 전력전송(PG909)


정책 지원

국제표준대응위원회



ITU-R SG1 연구반
APT AWG 연구반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전략방향 제안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무선전력전송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국내 표준화 활동

공식 표준화 기구

관계부처

TTA PGs
전문가 지원

JTC1 SC41 WG3/
WG4/WG5

의장단 진출

사실 표준화 기구

표준 제안



정책 제시

특수통신(PG903)


정책 지원

국제표준대응위원회



JTC1 SC41 전문위원회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전략방향 제안

―



수중통신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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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통신]
국제 표준화 활동

Ⅰ. ICT 표준화 개요



사실 표준화 기구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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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통신]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공식 표준화 기구

TTA PGs
전문가 지원

ITU-R SG4
ETSI TC SES

관계부처



정책 제시

위성방송(PG805)
LBS 시스템(PG904)

정책 지원

의장단 진출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ITU-R SG4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사실 표준화 기구

ICT 표준화전략맵

국제 협력

전략방향 제안

―



위성통신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전자파환경]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공식 표준화 기구

TTA PGs
전문가 지원



정책 제시

전파자원(PG901)


정책 지원

의장단 진출

IEC CISPR/
TC77/TC106

관계부처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IEC CISPR/TC77/TC106 전문위원회
ITU-T SG5 연구반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ITU-T SG5

국제 협력

전략방향 제안

―



전자파환경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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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전기차(EV)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표준
수준

100% 90%

대응표준화기구
국제

TTA PG909,
무선전력 전송진흥포럼

IEC TC69 WG7/
TC106 WG9,
ITU-R SG1

지속/확산
공략

90%

90%

TTA PG909

IEC TC100 TA15, WPC

차세대공략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80%

80%

TTA PG909,
무선전력 전송진흥포럼

IEC TC100 TA15,
AirFuel,
JTC1 SC6 WG1

선도경쟁
공략

무선전력전송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

95%

TTA PG909,
95% 무선전력 전송진흥포럼,
APT AWG 연구반

WPC, AirFuel,
APT AWG

지속/확산
공략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80%

80%

TTA PG909

WPC, AirFuel

추격/협력공략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100% 100%

TTA PG903

JTC1 SC41 WG3/
WG4/WG5

지속/확산
공략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85% 100%

TTA PG903

JTC1 SC41 WG3/
WG4/WG5

지속/확산
공략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85% 100%

TTA PG903

JTC1 SC41 WG3/
WG4/WG5

선도경쟁
공략

미래 수중통신 융합 표준*

95% 100%

TTA PG903

JTC1 SC41 WG3/
WG4/WG5

차세대공략

90%

95%

ITU-R SG4 연구반

ITU-R SG4,
ETSI TC SES

선도경쟁
공략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90%

90%

TTA PG805

ETSI TC SES, DVB

선도경쟁
공략

위성 주파수 공유 표준

90%

90%

ITU-R SG4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ITU-R SG4,
APT APG

선도경쟁
공략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80%

80%

-

CCSDS

추격/협력공략

항법 수신기 성능 평가 기술 표준*

80%

80%

TTA PG904

ETSI TC SES,
ICAO

차세대공략

위성항법 시스템 표준*

80%

80%

TTA PG904

ICAO,
ITU-R SG4,
ETSI TC SES

차세대공략

5G 전자파적합성 평가 기술 표준

90%

90%

TTA PG901

IEC CISPR/TC77,
ITU-T SG5

선도경쟁
공략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 표준

90%

90%

TTA PG901

IEC TC106,
ITU-T SG5

선도경쟁
공략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 성능 및
평가 기술 표준

85%

85%

TTA PG901, IEC TC77
SC77C 전문위원회

IEC TC77,
ITU-T SG5

선도경쟁
공략
* Ver 2020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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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환경

차세대 위성/지상 연동기술 표준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수중
통신

위성
통신

전략목표

국내

Ⅰ. ICT 표준화 개요

무선전력
전송

기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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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다양한 전파 응용 기술을 이용한 실생활의 안전, 변화, 새로운 가능성 창출 및 세계시장 주도
목표
2019~2020
•원천기술의 선제적 확보 및
국제 표준화 주도

2021~2022
•표준기술 상용화를 통해
신시장 창출 및 선점

2023~2024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 및 확대

SWOT 분석
강점

약점

•(시장) ICT 무선기기 및 위치기반서비스, 5G 시장의 확대
•(기술) 무선전력전송 및 반도체 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

•(시장)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시장 범위와
중소기업 주도의 산업 형성 어려움

•(표준) 무선전력전송 및 위성통신 분야의 축적된 표준화
경험과 수중통신 국제표준화 주도

•(기술) 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상용화 지원 미흡

•(시장) 국민 생활 편의 및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
응용 산업 시장 활성화 추세

•(시장) 시장 인지도 및 위성통신의 경우 지상망 기반
시장과의 경쟁 지속

•(기술) 일부 선도기업 기술을 제외하고 경쟁 초기 단계로
국내 기술의 선도 가능성이 높음

•(기술) 전파·위성분야 관심 감소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적·질적 공급 부족

•(표준) 국제 표준화 추진의 용이성

•(표준) 국제 표준화 주도권 경쟁 및 사실표준 단체의 견제

기회

•(표준) 산업체 표준화 참여 미비 및 관련 전문가 부족

위협

국내·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무선전력전송]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 모바일 기기를 위한 전방위성/지향성 RF 빔 방식 무선전력전송(WPT)
기술 표준안 및 기술 보고서를 제정. 무선전력전송 응용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안 개발을 진행 중이며,
WPC 및 AirFuel 등 사실 표준을 국내 표준으로 수용할 예정

•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무선전력전송 관련 국내외 주파수 이용 현황 조사 및 정부에 10W이상 EMC 기술
기준 개정안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하고, WPC 및 AirFuel 등의 무선전력전송 관련 사실 표준 단체와 MOU
체결. 무선전력전송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및 시스템 관련 표준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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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EC TC69 WG7-Electric vehicle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s)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요구 사항 및 인프라와 차량 간 통신 요구 사항에 대한 표준 진행 중
• (IEC TC106 WG9-Addressing methods for assessment of wireless power transfer related to
human exposures to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magnetic fields) EV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전기자동차(버스) 포함)에 대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의 평가 방법을 개발 중
• (IEC TC100 TA15-Wireless power transfer)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 방법 PT 63231(WPC, CTA 등 포함)에서
IEC TR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국제 표준안 제안을 위한 개발이 진행 중. 전방위성 전자기파 기반의 WPT 제어
기술 표준의 CD가 회람되었으며, 전자기파 빔 방식 무선전력전송 기술 보고서 연내 개발 완료 예정

• (APT Wireless Group) 2018년에 애플에서 100∼300㎑에 대한 주파수 권고안 제안하여 무선전력전송
적합 주파수 대역 권고안을 개발 중이며, 무선충전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 개정 예정

• (AirFuel Alliance) 출력 기준 60W까지의 표준 및 H-Field 기반 제어알고리즘을 적용한 규격 업데이트 완료.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이 포함된 v1.4 개발 중이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인터페이스
표준화 개발 추후 예상

[수중통신]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특수통신 PG(PG903)) 지중/수중통신 실무반(WG9031)에서 수중통신 기술 개요 및 동향 기술보고서,
수중 망 관리 시스템 개요 및 요구사항 표준이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포럼을 구성하여 정보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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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reless Power Consortium) EPA, DoE와 협업하여 효율 측정 방법에 대한 조사, 시험을 진행 중이며,
스마트폰 PMIC 연계 서비스 관리 프로토콜 표준 개발 중. 규격 개발 분과(SWG)에서는 15W 전력 전송 및 FOD
보강하여 Qi v1.2.4를 발표하였고, 모바일 랩탑 분과(MLTF)에서는 최대 200W급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개발
중이며 주방 가전 분과(KWG)에서는 무선주방 가전 기기에 대한 기술 표준 개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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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C1 SC6 WG1-PHY and MAC layer) 자기장통신 릴레이 프로토콜 및 보안 프로토콜 국제 표준을 제정
완료하였으며, 지향성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반의 ISM 상호운용성 보장 정보/전력 동시 전달 기술의
스케줄링 기법에 대한 논의 중

Ⅰ. ICT 표준화 개요

• (ITU-R SG1-Spectrum management) WP1A에서는 무선전력전송 전기자동차의 권고 주파수 후보를
20/60/80㎑로 선정. WP1B에서는 무선전력전송 EV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와 인접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Impact Study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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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JTC1 SC41 WG3-IoT Architecture) IoT 및 관련 기술 참조 아키텍쳐 표준을 개발 중이며, 수중통신 관련
ISO/IEC 30140-1,2 참조모델 표준이 제정
• (JTC1 SC41 WG4-IoT Interoperability) IoT 및 관련 기술 상호호환성 제공을 위한 표준을 개발 중이며,
수중통신 관련 ISO/IEC 30140-3/-4 제정
• (JTC1 SC41 WG5-IoT Application) IoT 및 관련 기술 응용과 관련된 표준 및 유즈케이스를 개발 중이며,
수중통신 관련 ISO/IEC 30142 네트워크 관리표준과 ISO/IEC 30143 응용 프로파일 표준이 DIS 투표 중.
향후 프로토콜 표준 및 연동 기술, IoUT 등 다양한 수중음파통신 기술영역의 표준화를 단계별로 추진 예정

• (NATO - JANUS) NATO 회원국(유럽, 미국)이 채택한 표준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JANUS 표준을 현재
JTC1에서 진행 중인 UWASN 공식표준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 중

[위성통신]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위성방송 PG(PG805)) ITU-R SG4의 위성시스템 성능목표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 제정 추진.
DVB-S2/S2X와 DVB-RCS2 기술 준용 위성통신 시스템 표준이 진행 중이며, 위성통신 순방향 링크 및
역방향 링크 전송 기술에 대한 규격 및 접속 제어 방식이 포함된 위성통신 무선접속 표준 제정 완료 예정
• (TTA 공공안전통신 PG(PG902)) PPDR 서비스를 위한 DVB-RCS 표준 기반 위성 멀티미디어 재난구조
시스템 표준 제정
• (TTA LBS 시스템 PG(PG904)) 위치기반 서비스를 위한 측위 및 항법 서비스 성능 인덱스 표준화가 완료
되었고, 위성항법 수신기의 성능평가 요구사항 및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방안 관련 표준화 추진 예정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R SG4 WP4A-Efficient orbit/spectrum utilization for FSS and BSS) Ka 대역 ESIM 이용, 위성망
국제등록 절차 개선, 비정지궤도 고정위성업무 규제 절차 표준화, 1.4㎓ 대역 방송위성업무-IMT간 간섭
평가 기술, 501㎓ 대역 고정위성업무 주파수 분배에 대해 논의 및 표준화 연구가 WRC-19를 목표로 진행 중
• (ITU-R SG4 WP4B-Systems, air interfaces, performance and availability objectives for FSS, BSS and
MSS, including IP-based applications and satellite news gathering) 위성시스템에서 사용하는 ACM을
고려한 성능 목표관련 표준 권고서를 개발 중이며, 위성통신과 차세대 지상접속기술과의 연동을 위한 주요
기술 관련 보고서 개발을 시작으로 관련 표준 권고 개발 예상
• (ITU-R SG4 WP4C-Efficient orbit/spectrum utilization for MSS and RDSS) 2.1㎓ 대역 이동위성업무이동업무 간 주파수 간섭 평가 기술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무선항행 위성서비스에 할당된 대역에서의 타
서비스와의 주파수 공유 권고안인 M.1088, GNSS 응용분야에 대한 권고안인 M.1901~1904 개정 논의 중

• (ETSI TC SES-Satellite Earth Stations and Systems) 5G 위성 통신에 대한 아키텍처와 성능 평가 기준 및
5G 위성체 운용 관리를 위한 기능/프로토콜 규격, 위성 5G 접속 기술에 대해 정의 중이며, 빔호핑을 위한
슈퍼프레임 포맷과 빔호핑 주기, 부호율을 제시하는 표준 진행 중. GNSS 수신기가 사용신호 주파수들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다뤄질 수 있는 조화된 표준 개발이 진행 중이며, 전 지구 위성항법시스템 및
지역위성항법시스템의 상호시스템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호 및 좌표설계, 신호별 송출신호세기 등에
관한 표준화 내용을 도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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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 Conference Preparatory Group for WRC) WRC-19 의제에 속한 위성망 주파수 자원 확보 및 타
업무와의 주파수 공유 연구, 위성망 국제등록 규제 개선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

• (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s) 심우주/근지구 광통신 표준 이슈 및 물리적/코딩
계층 관련 표준 및 개정에 대해 논의 중이며, 차세대 심우주 레이저통신 기술에 대해 논의 예정

• (Digital Video Broadcasting) DVB-S2X 표준에서 beam hopping 기술의 개선 작업을 위한 표준화 개발이
진행 중이고, DVB-S2X 개정에 따른 DVB-RCS2 개정, DVB-S2X 표준의 guideline 문서(TR) 등의 개정
작업이 동시에 진행 예정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전파자원 PG(PG901)) 5G 이동통신 설비 및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과 인체
노출량 평가표준 제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복합 통신설비와 같은 시스템 전자파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기술 및 핵ㆍ비핵 EMP 방호시설에 대한 성능측정ㆍ평가기술 관련 표준화 진행 중

• (IEC CISPR-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 5G 이동통신을 고려한 6㎓ 이상
대역 무선기기의 EMC 요구사항 및 EMI·EMC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 개발 진행 중
• ( IEC TC77-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방사 내성 시험방법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와 5G 등 광대역
신호에 대한 내성 표준화 추진을 논의 중에 있으며, HEMP·IEMI 방호에 대한 IEC 표준 적용 가이드라인
제정 및 미국을 중심으로 지자기 유도 전류 영향 측정·평가를 위한 표준 개발 진행 중
• ( IEC TC106-Methods for the assessment of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magnetic fields associated
with human exposure) 5G 이동통신 관련 6㎓ 이상 대역 무선국과 무선기기에 대한 전자파 인체노출
측정표준 개발 및 IEEE와 공동으로 수치해석과 실측을 통한 전자파 노출 평가표준 개발 중

• (ITU-T SG5-Environment, climate change and circular economy) 5G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EMC
요구사항 승인 및 계산적 방법에 기반한 기지국 전자파 인체 노출 평가방법 표준을 개발 중에 있으며, EMP
관련 시험방법들을 정리한 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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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환경]

Ⅰ. ICT 표준화 개요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다중항법위성 배치 기반의 이중주파수를 사용하는데 대한
운용개념(CONOPS)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SARPs 개정 추진은 물론 위성기반 GPS 보정시스템(SBAS)
의 항법수신기 최소 운용 요구 성능 및 DFMC 기반의 SBAS 항법수신기 최소 운용 요구 성능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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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I

지능정보

개요
•지
 능정보 기술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대량의 데이터 생성ㆍ저장ㆍ분석 및
이를 활용하는 빅데이터와 실시간 반응ㆍ무인 의사결정을 제공하는 로봇 분야로 구성하여 이를 통합
연계한 지능정보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공식 표준화 기구
ITU- SG13/SG16/SG20
ISO TC184/TC299

TTA PGs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JTC1 SC29/
SC35/SC36/SC42

관계부처

표준 제안



사실 표준화 기구

인공지능기반기술(PG1005)
빅데이터(PG1004)
지능형 디바이스(PG415)
지능형 로봇(PG413), 메타데이터(PG606)

국제표준대응위원회
ITU-T SG13/SG16/SG20 연구반
ISO TC184/TC299 전문위원회
JTC1 SC29/SC32/SC35/
SC36/SC42 전문위원회

정책 제시


정책 지원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지능정보기술포럼
All@CLOUD포럼
스마트로봇표준포럼

전략방향 제안



지능정보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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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80% 90%

JTC1 SC42, ITU-T SG20

선도경쟁
공략

95%

TTA PG1005

JTC1 SC42

선도경쟁
공략

인공지능 개념 및 용어 정의 표준*

90% 95%

TTA PG1005

JTC1 SC42, ITU-T SG16 지속/확산공략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90% 95%

TTA PG1005

JTC1 SC29 WG11/SC42,
Khronos group

선도경쟁
공략

클라우드 기반 머신러닝 서비스 표준

80% 90%

TTA PG1005,
TTA PG1003

ITU-T SG13, JTC1 SC42

선도경쟁
공략

인공지능 경량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표준*

90% 90%

TTA PG1005

ITU-T SG20, JTC1 SC42

선도경쟁
공략

빅데이터 참조 구조 표준

80% 100%

TTA PG1004

JTC1 SC42, ITU-T SG13 지속/확산공략

빅데이터 환경을 위한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 및 개념 모델 표준

85% 90%

TTA PG1004

ITU-T SG13

선도경쟁
공략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90% 90%

TTA PG606

JTC1 SC32 WG2,
ISO TC184 SC4 WG13

선도경쟁
공략

사람과 로봇의 상호 작용을 위한
인식지능 평가 표준

90% 100%

TTA PG413

JTC1 SC35,
ISO TC299

차세대공략

로봇이동지능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90% 90%

TTA PG413

IEEE RAS

차세대공략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80% 90%

TTA PG413

JTC1 SC35,
ISO TC299

선도경쟁
공략

로봇 지능체계 및 평가방법 표준

80% 90%

TTA PG413

IEEE-RAS,
ISO TC299

차세대공략

사람이 로봇과 상호작용시 로봇을 신뢰할
80% 80%
수 있는 로봇 윤리 평가 표준

TTA PG413

IEEE-SA

선도경쟁
공략

TTA PG413

ISO TC299

선도경쟁
공략

TTA PG1005

JTC1 SC35, ITU-T SG16

차세대공략

지능 생성/재구성을 위한
모듈간 상호운용성 표준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지능정보
응용

-

80% 90%
95%

95%

감성 기반 UI 표준

80% 80%

TTA PG415

JTC1 SC35, ITU-T SG16

지속/확산
공략

제스처 인터페이스 표준

90% 100%

TTA PG415

JTC1 SC35

선도경쟁
공략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90% 95%

-

IMS Gobal,
IEEE LTSC,
JTC1 SC36

지속/확산
공략
* Ver 2020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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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지능

전략목표

국제

Ⅰ. ICT 표준화 개요

빅데이터

대응표준화기구
국내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인공
지능

표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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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지능정보 국제표준 선점으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
목표
2019~2020
•지능정보 표준화 전략 수립
•지능정보 표준후보 원천기술
선제적 확보

2021~2022

2023~2024

•타 산업 연계 융복합 지능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표준개발,
국제표준특허 선점

•차세대 지능정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개발,
국제표준특허 선점

SWOT 분석
강점

약점

•(시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주도 방안 마련 및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한 경험 확보
•(기술)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선진 기술 추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술경쟁력 확보 가능
•(표준) JTC1 및 ITU 등 주요 ICT 분야 의장단 진출 등
표준 기술 우위

•(시장)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원천 기술력 부족
•(기술) 선진국에 비해 핵심, 원천기술의 부족. 장기적인
관점의 기술 개발 및 전략 취약
•(표준) 미국, 중국 등이 표준화 주도, 국내업체 표준화
참여 진입장벽 높음

•(시장) 음성인식 서비스, 자율주행차 등 인공지능 시장의
급속 성장

•(시장) 애플, MS,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시장 경쟁 가속화

•(기술)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관련 신제품이 출시 중

•(기술) 인공지능기술의 원천기술 미흡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기술 인력이 부족

•(표준) 제스처, 음성, 영상(생체 등)인식, 의료영상 인식
등에 관한 인공지능 국제표준화가 시작

•(표준) 인공지능 국제표준을 실제 제품/서비스에 적용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 시간이 필요

기회

위협

국내·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 TTA 지능형 로봇 PG(PG413)) S/W 프레임워크, 안전성 기술, 인간-로봇 상호작용, 응용 서비스 분야에
대한 111종의 단체표준 개발
• (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 제스처 인터페이스에 관한 정보통신 단체표준을 개발 중
• ( TTA 빅데이터 PG(PG1004)) 빅데이터 참조모형, 유즈케이스 및 요구사항 등 30여건의 표준을 제정
하였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국내 표준화 추진 중
• ( TTA 인공지능 PG(PG1005)) 인공지능 개요 및 기술 가이드라인(과제번호: 2017-844) 등 초기 단계의
문서 검토 진행 중
• ( TTA 메타데이터 PG(PG606)) 언어지능을 위한 자연어 처리의 모듈별 표준화 진행 중. 정보식별 및
정보교환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및 빅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관리와 관련한 메타데이터 표준을 국내 표준화로 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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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기술포럼) 자연어 처리 및 지능형 정보 서비스 중심으로 표준화 추진

All@CLOUD포럼

• (All@CLOUD포럼) 2018년 기존 클라우드컴퓨팅표준화포럼을 All@CLOUD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빅데이터 분야 표준개발 중

스마트로봇표준포럼

• (스마트로봇표준포럼) 청소로봇 표준, 로봇 안전관련 표준, 성능평과 관련 표준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140여종의 포럼표준을 개발하며 표준 제정 및 활성화, 보급화 등을 위해 활발히 활동

• (JTC1 SC29 WG11-Coding of Moving Pictures and Audio) MPEG-NNR(ISO/IEC 15938-17) 국제표준은
2019년 Call for Proposal에 대한 기고서를 제출받아 8개 기관에서 제출한 인공신경망 압축모델 기술을
평가하고 검증을 거쳐 2020년 CD 문서를 완성할 예정. MPEG-IoMT(ISO/IEC 23093)에서 웨어러블
기반의 제스처 인식 표현 메타데이터 표준이 FDIS 단계로 진행 중

Ⅰ. ICT 표준화 개요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JTC1 SC32 WG1-eBusiness, WG2-MetaData, WG3-Database language) 데이터베이스 언어, 멀티미디어
데이터, 메타데이터 등 데이터 관리 및 교환 관련 표준 개발 중

• (JTC1 SC35 WG9-Natural User Interface) 제스처 인터페이스에 관한 국제표준이 제정 중
• (JTC1 SC35 WG5-Cultural and linguistic adaptability) 2017년에 승인된 면대면 자동통역 표준의
후속으로 실시간 동시통역 시스템 표준화가 시작되어 2019년 NP 승인을 완료하여 3개 파트의 CD 문서가
개발 중
• (JTC1 SC36 WG8-Learning analytics) 학습분석 참조 모델(개념, 어휘), 요구사항, 품질관리 등 학습분석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 개발 중

• (JTC1 SC42 WG1-Foundational standards) 인공지능 개념 및 용어 표준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
시스템 표준이 개발 중
• (JTC1 SC42 WG2-Big data) 2017년까지 JTC1 WG9에서 개념 및 용어, 참조 아키텍처 문서 개발이 추진
되었으며, 이후 SC42(인공지능) 신설에 따라 이관되어 산하 WG2(빅데이터)를 통해 표준화 진행 중
• (JTC1 SC42 WG3-Trustworthiness) 인공지능 신뢰성과 견고성, 윤리 관련 표준화 진행 중
• (JTC1 SC42 WG4-Use cases and applications) 인공지능 사례 기술 문서가 개발 중
• (JTC1 SC42 WG5-Computational approaches and computational characteristics of AI systems)
계산적 접근법 및 시스템 개요에 대한 기술 문서가 개발 중
• (JTC1 SC42 JWG1-Governance implications or AI) JTC1 SC40과의 공동 표준그룹으로 인공지능
거버넌스 표준화가 시작

• (ITU-T SG13-Future networks & cloud) Q.17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머신러닝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
표준 개발 중.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기술 관련 요구사항, 생태계 모델 및 기능 구조 등에 대한 표준화
추진 중
• (ITU-T SG16-Multimedia) Q.21에서 음성 대화 시스템 표준화와 질의응답 인터페이스 표준이 진행 중이며,
Q.24에서 음성통역서비스 평가에 관한 표준화인 E.FAST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구조와 프로토콜 등의
요소에 대한 음성통역표준 개정 작업 중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JTC1 SC42-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국제표준 Kick-off 회의를 2018년 4월 시작하였고, WG 5개와
JWG(Joint Working Group) 1개로 구성되어 표준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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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C1 SC35-User interfaces) 제스처 및 음성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표준을 다루기 위한 WG
(Natural User Interface)이 2018년 신설되어 한국이 컨비너쉽을 확보하여 표준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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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TC184 SC4-Industrial data) 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프로세스 참조 모델 표준, 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프레임워크 표준, 데이터 품질관리 성숙 모델 표준 개발 중
• (ISO TC299-Robotics) 기존의 ISO TC184 SC2(Robot and Robotic Devices)에서 ISO TC299로 승격되어,
로봇에 관한 표준화 진행 중

• ( Khronos group) 기존의 다양한 신경망의 저작기술을 통합하고 표준화된 추론엔진을 지원하기 위한 교환
포맷 표준 개발(NNEF)

• ( W3C Data exchange WG) DCAT-AP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 및 유즈케이스 표준, DCAT
개정안 개발이 진행 중

• ( IMS Global Caliper analytics PG) 학습 데이터 측정 프레임워크(IMS Caliper analytics) 표준이 개발되고
있으며, 기존 평가문항(QTI), 학습 도구 상호운용성(LTI), 전자책 포맷(EPUB) 표준들을 수용하는 융합 표준
개발 작업을 추진 중

• ( IEEE LTSC-Learning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경험 데이터를 정의하고
서로 다른 시스템(LMS, 학습분석 도구 등)들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통신하는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
• ( IEEE-RAS P2751) 로봇작업에 필요한 표준 공간데이터 모델 개발. 2차원 실내외 공간지도표준은
2015년도에 완료. 3차원 실내외 공간지도표준 개발 진행 중
• ( IEEE-RAS P1872.1/.2) 로봇 및 자동화 도메인에 사용되는 지식체계의 표현, 추론, 교환 표준을 개발.
2015년도에 CORA(Core Ontology for Robotics and Automation) 표준을 완료(P1872). 이후에 CORA
표준을 기반으로 Industrial Robot Ontology와 Autonomous Robotics Ontology표준으로 확장 개발
진행 중
• ( IEEE-SA P7000) 시스템 설계 시 윤리적 관점을 다루기 위한 모델 프로세스 표준화 개발 중
• ( IEEE-SA P7001) 자율시스템(autonomous system)의 투명성 표준 개발 중
• (IEEE-SA P7002)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로세스 표준 개발 중
• ( IEEE-SA P7003) 알고리즘의 바이러스 고려 표준 개발 중
• ( IEEE-SA P7007) 윤리적으로 구동되는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위한 온톨로지 표준 개발 중
• ( IEEE-SA P7008) 로봇, 지능 및 자율 시스템을 위한 윤리적 주도 넛징(Nudging) 표준
• (IEEE-SA P7009) 자율 및 반자동 시스템의 오류방지설계(fail-safe design) 표준 개발 중
• ( IEEE-SA P7010) 윤리적 인공지능 및 자율시스템을 위한 웰빙 측정 표준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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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I

클라우드 컴퓨팅

개요
•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된 정보 기술(IT)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IT 자원(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플랫폼 등)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기술로 정의

Ⅰ. ICT 표준화 개요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공식 표준화 기구

관계부처

TTA PGs
전문가 지원



정책 제시

클라우드 컴퓨팅 PG(PG1003)



ITU-T SG13/SG11/SG17
의장단 진출

JTC1 SC38/SC27/SC39/SC41
ETSI MEC


표준 제안



정책 지원

국제표준대응위원회
ITU-T SG13/SG11/SG17 연구반
JTC1 SC38/SC27/SC39
/SC41 전문위원회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시



사실 표준화 기구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전략방향 제안

All@CLOUD포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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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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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클라우드 인프라 서버 표준

80%

클라우드 컴퓨팅 경량 가상화 방법 및
서비스 표준

분산 클라우드 개념 및
고수준 요구사항 표준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80%

TTA PG1003,
All@CLOUD포럼,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ITU-T SG13, OCP,
JTC1 SC39

지속/확산
공략

80%

85%

TTA PG1003,
All@CLOUD포럼

ITU-T SG13

선도경쟁
공략

75%

100%

TTA PG1003,
All@CLOUD포럼

ITU-T SG13,
ETSI MEC

지속/확산
공략

분산 클라우드 기능 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

60% 100%

TTA PG1003,
All@CLOUD포럼

ITU-T SG13,
ETSI MEC

차세대공략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요구사항 표준*

90% 100%

TTA PG1003,
All@CLOUD포럼

ITU-T SG13

차세대공략

엣지 컴퓨팅 개요 표준*

80%

70%

TTA PG1003,
All@CLOUD포럼

ITU-T SG13/SG11,
JTC1 SC38/SC41,
ETSI MEC

추격/협력
공략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종류 및
사용 표준*

-

100%

JTC1 SC38 전문위원회,
TTA PG1003

JTC1 SC38

선도경쟁
공략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분류체계기반 데이터 관리 표준

-

95%

JTC1 SC38 전문위원회,
TTA PG1003

JTC1 SC38

지속/확산
공략

데이터 공유 협약 프레임 워크 표준*

-

95%

JTC1 SC38 전문위원회,
TTA PG1003

JTC1 SC38

선도경쟁
공략

클라우드 스토리지 페더레이션
기능구조 표준

70%

100%

TTA PG1003,
TTA PG1004,
All@CLOUD포럼

ITU-T SG13,
JTC1 SC38

선도경쟁
공략

80% 100%

TTA PG1003,
All@CLOUD포럼

ITU-T SG13

선도경쟁
공략

기반
기술

데이터
활용
기술

상호
연동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기능구조 표준

* Ver 2020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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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컴퓨팅 강국 실현
목표
2019~2020
•국제 표준화 진입 및
국제표준 선도
•표준 기반 기술 개발 확산

2021~2022
•국제표준 선도
•표준기술 상용화

2023~2024
•국제 표준 선도
•클라우드 기술 고도화 및
확장 표준개발

Ⅰ. ICT 표준화 개요

SWOT 분석
강점

약점
•(시장) 기존 플랫폼과 차별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기술
개발이 요구

•(기술) 다양한 유비쿼터스 융복합 서비스 표준화 선도를
통한 미래 시장 창출

•(기술) 정부주도의 기술 개발을 공유(오픈소스화)하여
활용하는 전략 개발 필요

•(표준) 국제표준화 의장단 진출을 기반으로 국제
표준 주도

•(표준) 국제 표준 주도를 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 분야에 집중 투자 및 국내 기술 활용

•(시장) 국내 법규 및 평가 시스템을 통한 국내 사업자
보호 및 국외 시스템 도입 규제 폐지

•(시장) 클라우드 확산 및 활용 확산 노력

•(기술) 오픈소스기반 기술 개발을 통한 활용 전략

기회

•(표준)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 전문가 및 전문개발
인력 양성

위협

국내·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클라우드 컴퓨팅 PG(PG1003)) 2019년 상반기까지 총 198건의 클라우드 관련 국내 표준을 제정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프레임워크 및 기본 요구 사항,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
요구 사항, 인터 클라우드 컴퓨팅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데스크톱 서비스의 요구사항, 정보 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 참조 아키텍처, 클라우드 컴퓨팅 - NaaS의 기능적 요구사항 등이 있음. 2019년 하반기에 ‘클라우드
컴퓨팅 - 데이터 스토리지 페더레이션 개요 및 기능 요구사항’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스마트 카드 서비스
요구사항’ 등 5건의 표준을 제정할 예정
• (TTA 빅데이터 PG(PG1004)) 클라우드 스토리지 페더레이션 환경에서 데이터 통합 및 활용 서비스 표준화
• (TTA 미래인터넷 PG(PG220)) 2018년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환경에서 멀티액세스 엣지 컴퓨팅
(MEC) 지원 기술(기술보고서)’ 제정
• (TTA CPS PG(PG609)) 2017년에 ‘스마트팩토리 초저지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엣지 시스템 참조 아키텍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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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핵심기술 표준화 및 기술 개방 연계

•(기술) 핵심 원천기술 보유사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술 조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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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미래 시장 가치가 높은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
분야로의 집중을 통한 핵심 표준화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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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CLOUD포럼) 분산 클라우드의 개념, 정의 및 고수준 요구사항 표준을 개발 중

All@CLOUD포럼

- 기능구조, 상세 요구사항, 유즈케이스 등의 후속 표준을 개발할 계획
-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프레임워크 표준 제정 및 분산 클라우드 개념, 정의 및 요구사항 표준 제정
- 2019년 멀티 클라우드 기술의 개념 및 요구사항을 위한 표준화 개발이 시작될 예정

• (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국내 장비 산업 관련 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서버, 스토리지, HPC 및
데이터센터의 규격 및 요구사항 표준을 개발 중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 ITU-T SG13 WP2/Q17-Requirements, ecosystem and general capabilities for cloud computing
and big data) 분산 클라우드 개념 및 고수준 요구사항 표준과 클라우드 인프라 중 물리 머신(Physical
Machine)의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을 위한 표준 개발 완료.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 표준
및 클라우드 컴퓨팅 경량 가상화 방법 및 서비스 표준 개발 중
• ( ITU-T SG13 WP2/Q18-Functional architecture for cloud computing and 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분산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리지 페더레이션 기능 구조 표준과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징 기능
구조 표준 개발 중
• ( ITU-T SG11 WP2/Q7-Protocols for microservices based intelligent edge computing) 지능형 엣지
컴퓨팅 표준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18년 관련 권고안이 국제 표준(ITU-T Q.5001) 제정 완료

• ( JTC1 SC38 WG3-Cloud Computing Fundamentals(CCF)) 클라우드 관점에서 엣지 컴퓨팅 표준을
개발 중
• ( JTC1 SC38 WG5-Data in cloud computing and related technologies) 클라우드 컴퓨팅과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의 ‘데이터 분류 체계와 사용에 대한 개정 작업’, ‘데이터 분류체계 기반 데이터 관리에
관한 표준’, ‘데이터 공유 협약 체계에 관한 표준’ 개발 중
• ( JTC1 SC39, WG1-Resource Efficient Data Centres) 데이터 센터의 서버 에너지 효율 metric,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에너지 효율, 자원 가이드라인, key performance indicator에 관하여 표준을 개발 중
• (JTC1 SC41 WG3-Internet of Things and related technologies) JTC1 SC38 WG3와 협업하여 용어
및 개념 분야 개발 중이며, 사물인터넷(IoT) 관점의 엣지 컴퓨팅 표준 개발 중
• (DMTF Cloud Management WG)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인터페이스(CIMI) XML 스키마, 유즈케이스,
RESTful HTTP 기반 프로토콜, 모델 표준화
• (ETSI MEC ISG-Industry Specification Group) 모바일 엣지 컴퓨팅 컨셉, 서비스 시나리오, 용어,
참조구조, 기술 요구사항, 성능지표 및 구현 가이드라인, 서비스 API 규정 및 모바일 엣지 관리, 응용
인터페이스, 이동성 지원 등 표준화, 후속 표준 개발 중

• (OCP Server Project) Open Rack 호환 서버, Open CloudServer 호환 서버, 마이크로서버 및 19인치
서버의 섀시, 마더보드, 블레이드 등의 규격 개발
• (OCP Rack & Power Project) 서버 랙과 안정적인 전력 전송을 위한 랙 차원의 전력 분산, 배터리, 전력
전환 등의 규격 개발

• (SNIA Cloud Storage TWG) 클라우드 스토리지 관리 인터페이스 표준인 CDMI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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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융합

사물인터넷

개요
•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물리적(physical) 및 가상(virtual)의 사물들을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상황에 맞는 상호작용과 지능화를 통해 자율적인(autonomous)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기술로 정의

Ⅰ. ICT 표준화 개요

• 사물인터넷의 중분류는 공적표준화기구인 ITU-T SG20, JTC1 SC41과 사실표준화기구인 IETF, OCF,
oneM2M, 3GPP, W3C 등에서 개발 중인 표준화 항목들을 기준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영역을 물리/
가상 사물과 연계하고, 기존의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IoT 서비스 기술’, 상이한 IoT 플랫폼간의
상호 연동을 위한 ‘IoT 플랫폼 기술’, 저전력 IoT 디바이스기반 통신 및 네트워크 관리 등을 위한 ‘IoT
네트워크 기술’,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협업 및 탐색 기술을 중심으로 ‘IoT 디바이스 기술’ 4개 분류로
범위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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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공식 표준화 기구
ITU-T SG20, SG11
ITU-R SG5

JTC1 SC25/
SC35/SC41

ISO TC22/
TC184

TTA PGs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1001)
사물인터넷 네트워킹(PG1002)
지능형 반도체(PG417), CPS(PG609)
ITS/차량 ICT(PG905)
근거리 무선통신(PG907)

정책 제시


정책 지원



국제표준대응위원회

ETSI TC HF

사실 표준화 기구

관계부처

표준 제안



ITU-T SG20 연구반
JTC1 SC41 전문위원회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IETF 미러 포럼
사물인터넷융합포럼
OCF 포럼코리아
지능형반도체포럼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시


전략방향 제안



사물인터넷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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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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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네트워크

디바이스

전략목표
국내

국제

IoT 서비스 통합 데이터
모델(oneDM) 표준*

100% 100%

TTA PG1001

oneM2M RDM, OCF,
OMA CD/DMSE,
Zigbee, Dotdot

선도경쟁
공략

철도 IoT 서비스 표준

100% 100%

TTA PG1001,
TTA PG905

3GPP SA6, UIC
FRMCS, oneM2M
RDM/TDE

선도경쟁
공략

핀테크 IoT 서비스 표준*

90%

95%

TTA PG505,
TTA PG1001

oneM2M,
FIDO, EMVe

차세대공략

디지털 트윈 표준

80%

90%

TTA PG609

JTC1 SC41,
ISO TC184 SC4

선도경쟁
공략

IoT 서비스 접근성 표준

80%

90%

RRA, TTA PG1001,
OCF코리아포럼

ITU-T SG20,
OCF, W3C

차세대공략

OCF, oneM2M,
EnOcean Alliance,
Bluetooth SIG,
Z-wave,
ZigBee Alliance

선도경쟁
공략

서비스

플랫폼

대응표준화기구

IoT 플랫폼 연동 표준

70%

90%

TTA PG1002,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OCF코리아포럼

IoT 플랫폼 시맨틱 표준

90%

90%

TTA PG1001,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OCF코리아포럼

oneM2M SDS/RDM,
OCF Core,
W3C WoT

선도경쟁
공략

IoT 플랫폼과 이동통신망 연동 표준* 100%

70%

TTA PG1001

oneM2M SDS,
ITU-T SG20

전략적수용

IoT 플랫폼 코어
네트워크 연동 검증 표준*

90%

90%

TTA PG1001

oneM2M SDS/TDE,
3GPP CT3/SA2

선도경쟁
공략

LPWA IoT 통신 표준

90%

90%

TTA PG1002,
TTA PG907

ETSI, IETF LPWAN,
ITU-R SG5

선도경쟁
공략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90%

90%

TTA PG1002,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ITU-T SG20,
IETF 6lo WG

지속/확산
공략

IoT Edge Computing 표준

90%

90%

TTA PG1002,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IETF/IRTF,
ITU-T SG11,
oneM2M SDS

차세대공략

IoT 디바이스 탐색 표준*

100% 100%

TTA PG1002

ITU-T SG20

선도경쟁
공략

IoT 접근성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표준*

90% 100%

TTA PG1001

ITU-T SG20,
JTC1 SC35

차세대공략

TTA PG417,
지능형반도체포럼

JTC1 SC25,
ISO TC22

선도경쟁
공략

스마트 센서 디바이스 표준

90%

95%

* Ver 2020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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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사물인터넷 표준 IPR 확보 및 4차 산업혁명 핵심기능수행
목표
2019~2020

2023~2024

•IoT 핵심 기술 고도화 및
국제표준 선도
•IoT 및 4차 산업혁명의 지능 정보
기술과의 연계

•초연결 사회 원천 기술 확보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 주도

Ⅰ. ICT 표준화 개요

•IoT 원천 핵심 기술 확보 및
표준 IPR 확보
•4차 산업혁명에서의 사물인터넷
기능 개발

2021~2022

SWOT 분석
강점
•(시장)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시장 및 인프라 보유

•(표준)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에 많이 진출

•(기술) 기존의 ICT 통신 기술을 확장하여 IoT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대응할 기회 가능성 존재
•(표준)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분야가 이미 있으며, 앞으로 추가로 추진
가능

•(기술) IoT 원천 기술 및 요소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미흡, 원천기술 및 핵심부품에 대한 소극적 투자로 지적
재산권 확보 미흡
•(표준) 일부 기술 분야를 제외하고는 표준 경쟁력이
미흡하며, 기술 개발과 표준화의 연계가 미흡

•(시장) 해외 시장은 산업체 연합 등을 위주로 기술
개발과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과 유럽 기업의
기술위주 시장 주도 우려
•(기술) IoT기술은 기존의 ICT 통신 기술을 확장한 것
이므로, IoT서비스를 위하여 급격한 변화 보다는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추가로 개발하는 소극적인
형태로 진행
•(표준) 해외 기업이 이미 표준화에서 상당부분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한 표준
제정이 어려움

기회

위협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시장) 전 세계적으로 IoT에 대한 수요와 시장이 증가
하고 있으며, 다양한 ICT 기술이 IoT와 결합하는 추세

•(시장) 대기업 위주의 제품 개발로 인하여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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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터넷 업체 및 이동통신업체와 제조업체를
포함한 산업체와 연구소 및 학교에서 활발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추진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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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캠퍼스의 디바이스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참조모델을 정의
- 스마트시티 환경을 위한 정보의 통합관리 플랫폼 관련 정보모델을 위한 요구사항 제정
- 2015년부터 사물간 관계 모델을 통한 사물협업 제공 관련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온톨로지
기반 사물 검색 기술 표준화가 신규로 진행 중
- 산하 oneM2M 실무반(WG10011)에서 oneM2M에서 제정한 표준을 파트너십 협약에 따라 TTA 단체
표준으로 이관(Rel-3 표준에 포함된 oneM2M TS-0026이 TTA 단체 표준으로 제정)
- 산하 oneM2M 실무반(WG10011)에서는 oneM2M 표준 단체에서 공식 비준된 국제 사실 기술 표준을
TTA 국내 표준으로 전환 제정(oneM2M Rel-3에 포함되는 oneM2M 적합성 시험 규격인 TS 0018,
TS 0025는 2020년 승인 예정으로 이후 TTA 국내 표준으로 전환 제정)
•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PG1002))
- 사물인터넷 저전력 네트워킹 유즈케이스 표준, 사물인터넷 저전력 디바이스 연동 프레임워크 표준,
OCF 플랫폼과 BLE 디바이스 간 브릿징 표준 개발 예정
- 서비스 클래스 지원 저전력 광역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요구사항과 시스템 참조모델 개발을 완료
- 에너지 전력 분야를 위한 사물인터넷 네트워킹을 위한 시스템 구조, 등록 절차, 데이터 모델, 물리계층
기술 표준화 개발
- 대부분의 IoT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서버-클라이언트 모델로 개발이 되고 있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IoT 데이터와 디바이스를 수용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발생하는
지점과 사용자와 가까운 에지 영역에서 컴퓨팅을 수행 중
• (TTA 근거리 무선통신 PG(PG907)) LPWA를 위한 물리계층 기술 표준기술 개발 완료 후 차별적 매체접근
관리 기술의 표준기술 개발이 진행 중
• (TTA ITS/차량ICT PG(PG905))
- LTE 기반 철도구축사업의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LTE 기반 철도통신 시스템 구조 및 요구사항 기술표준과
LTE 기반 철도 통신 시스템의 차량이동국 기술보고서를 2016년 제정 완료
- KRNA, KT, ETRI, 삼성전자에서는 LTE 기반 철도통신기술의 네트워크 특성 및 단말 특성과 철도운용을
통한 환경 등의 특성을 연구하고, 관련 시험규격을 철도실무반(WG9051)을 통해 2017년 제정 완료
• (TTA 바이오인식 PG(PG505)) 바이오인식과 생체신호 등을 이용한 비대면 인증과 안전성, 연동 요구사항
등의 표준 제정 중
• (TTA CPS PG(PG609))
- 디지털 트윈 제조와 관련된 유즈케이스 표준화 작업 진행 중
- 디지털 트윈 제조를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를 위한 표준화 작업 진행 중

• (RRA)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의 기능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접근성 보조기기들이 개발될 것으로 보여 향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논의 예정

• (OCF코리아포럼) OCF의 표준규격의 한글화 작업 및 KS 인증 작업을 진행 중. 2019년 KS 인증 대상 OCF
규격의 버전에 대한 조사 작업이 진행 중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사물인터넷 응용 분야에서 정의된 온톨로지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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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oneM2M)
- 가전 디바이스 프로파일 정의를 위한 별도의 규격서(TS-0023) 개발 중으로, 가전 뿐만 아니라, 홈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IoT 기기를 대상으로 함(예, 헬스케어 디바이스 포함). 타 표준 기술들과의 연동을
위해 OCF, ECONET, OMA 등의 프로파일과 매핑 작업 수행 중
- 2018년 RAILDE(Railway Domain Enablement) 워크아이템을 채택하고 철도 사물인터넷 분야의 사물
인터넷 정보모델을 제정 중
- Rel-1 표준부터 시맨틱 기술 표준화를 시작하여 도메인별 확장 가능한 베이스 온톨로지를 규격화하였으며,
Rel-3에서는 시맨틱 지원 기능을 고도화하여 표준 규격으로 제정 완료
- 다양한 산업분야를 포함하는 다양한 디바이스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정보 모델링 규격 제정 중

• (oneM2M SDS)
- oneM2M은 네트워크 상위 계층의 IoT 미들웨어로서 3GPP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oneM2M 플랫폼과 연동하기 위한 oneM2M API를 표준 개발 중으로, 이를 이용해 oneM2M 단말이나
응용 서비스가 이동통신망이 제공하는 기능을 쉽게 구현 가능

• (oneM2M TDE) 3GPP SCEF와 연동되는 oneM2M IN(Infrastructure Node), ADN(Application Dedicated
Node) 기술에 대한 표준 적합성 시험 규격 개발 중
• (OCF Smarthome TG) 가전 디바이스 프로파일 정의를 위한 별도의 규격서(OCF Smart Home Device
Specification) 개발 중으로, 오직 가전 기기(냉장고, 청소기 등) 대상으로만 정의. OCF 1.0 규격서가 공개
되었고, 향후 차기 버전에서 기기 및 기능 정의 지속 개발 예정

• (OCF BLE-Bridging PG) 기술규격에 대한 개발은 마무리 된 상태이며 참조구현을 개발 중
• (OCF Z-Bridging PG) ZigBee 및 Z-Wave에 대한 기술규격 개발은 마무리되고, ZigBee의 참조구현이
CTT 검증을 통과한 상태이며, Z-Wave 참조구현은 개발 중
• (OCF U+ Bridging PG) Haier의 IoT 플랫폼인 U+에 대한 브릿징 기술표준은 2018년도에 완료되었으며,
참조구현이 개발 중
• (OCF JOOE PG) oneM2M에 대한 브릿징 표준을 개발하는 JOOE PG에서는 2019년에 브릿징을 할 대상인
oneM2M 디바이스가 거의 전무한 상황을 들어 단방향 브릿징(oneM2M client → OCF server)만 개발을
완료하고 PG 활동 종료
• (OMA SpecWorks) 웹기반의 GotAPI와 DWAPI를 통해 2015년 홈에서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정의하였고, 2017년에는 3D프린터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정의. 2018년에는 IPSO얼라이언스와의
합병을 통해 5월 IPSO WG을 신설하고 LwM2M 기반의 디바이스 프로파일 제정을 개시
• (W3C) 웹 기술과 연동하기 쉬운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정의할 수 있는 정의 템플릿(TD: Thing Description)
개발 중
• (3GPP SA1) 2016년 FRMCS 기술보고서로 서비스 요구사항을 정의, 2017년부터는 MONSTERY 워크
아이템을 통해 MCx(Mission Critical Services)규격인 TS22.179, TS22.280, TS.281, TS.282의 개정 및
TS22.289 기술표준 문서로 철도시스템 관련 장치를 포함한 요구사항들을 정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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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F Bridging TG) OCF 브릿징 관련 기술들에 대한 총괄 관리 및 OCF Bridging Specification에 대한 개발
작업을 진행 중. 2019년 새로운 브릿징 대상 기술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서 charter의 업데이트를 통하여
새로운 브릿징 대상기술에 대한 요구가 있을시 Bridging TG 차원에서 대응 중. 따라서 EnOcean Alliance에
대한 브릿징 기술규격 개발은 BTG에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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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M2M 시스템에서 Edge 컴퓨팅을 지원하는 방안 스터디 진행 중으로, 기술 보고서(TR-0052)는
2019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이후 아키텍처 규격(TS-0001)에 반영하여 Rel-4 신규 기술에 포함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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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개발자를 위한 oneM2M 시맨틱 기능 구현 가이드 규격을 제정 완료
• (oneM2M RDM) TS-0023에 다양한 산업영역을 일반, 도시, 건강, 홈, 산업, 차량, 철도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센서 및 디바이스의 정보모델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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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GPP SA2/CT1) 3GPP는 Rel-13부터 MTC(Machine Type Communication) 지원을 통해 M2M/IoT 환경에서
발생할 3GPP 네트워크 이슈를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Rel-14 및 Rel-15에서는 SCEF(Service Capability
Exposure Function) API, NIDD(Non-IP Data Delivery)와 같은 셀룰러 IoT 지원 기능을 표준 개발 중
• ( UIC) 2018년에 FU7100 사용자 요구사항 기술규격을 제정 완료하여 철도 디바이스 관련 정보요구사항을
규격화
• ( FIDO) FIDO2를 통해 이동통신기기에 인증 서비스 플랫폼기술 규격을 제정하였고, FIDO Biometric
Certification Program을 통해 생체정보를 통한 서비스 인증 기술 요구사항과 센서/디바이스 인증프로그램을
제공 중
• ( ITU-T SG20 Q2) 사물인터넷 환경(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로 구분)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
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개발.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에서 대중교통이 취약계층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접근성 요구사항을 개발 중
• ( ITU-T SG20 Q3) 사물인터넷 서비스 연동을 위한 디바이스 탐색 및 다바이스 프로파일 관리 기술 표준
(ITU-T Y.IoT-sd-arch) 개발 중
• ( ITU-R SG5) 기지국과 단말로 구성된 광역 센서/액츄에이터 네트워크 관련 권고(M.2002-2011)와 보고서
(M.2224-2012)를 제정
• ( ITU-T SG11) ETRI에서는 IoT Edge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술 표준(Q.5001)을 2018년에
개발완료 하였고, 후속 권고안을 제안하여 작업 중
• ( IEEE) 2018년 3월 회의부터 IEEE802.15.4w TG-LPWA의 LPWA 물리계층과 매체접근제거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
• ( IEEE-SA(Standards Association) WWG(Wearable WG)) P360 - Wearable Consumer Electronic
Devicesdp 대한 표준 개발 중
• ( IETF Lpwan WG) 헤더 압축 등 LPWA 특유의 극히 제한적 상황을 위한 신규 표준 개발 진행 예정
• ( IETF 6lo WG) ETRI에서는 NFC 기반 IPv6 통신을 위한 적응계층 프로토콜 표준을 개발하여 2019년에
제정할 예정이며, 사물인터넷 저전력 통신을 위한 활용성 및 유즈케이스 표준 개발 중
• ( IETF T2TRG/COINRG) ETRI 및 Huawei는 IETF T2TRG 및 COINRG에서 IoT Edge Computing 관련
표준안을 개발 예정
• ( ISO TC184 SC4 WG15) 디지털 트윈 제조 프레임워크 개요 및 원칙, 참조구조, 디지털 표현, 정보교환
표준화 작업 진행 중
• ( ISO TC22 SC32) ISO 26262:2018 Road Vehicles-Functional Safety 2nd Edition 개발로 자동차 안전성
표준을 반도체 분야까지 확대하였으며, 반도체설계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
• ( JTC1 SC41 WG5) 산업용 사물인터넷 기술 보고서에서 디지털 트윈의 현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차후
디지털 트윈 신규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 JTC1 SC35) PC 및 모바일기기와 접근성 보조기기의 상호운용을 위한 인터페이스-운영체제 간 표준
요구사항 정의
• ( JTC1 SC25) ‘Interconne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분야의 표준 개발 중이며, 이중
WG4에서 ‘Interconnection of Computer Systems and Attached Equipment’ 분야 표준 개발 중
• ( ETSI) 2018년 UNB 기술 기반의 유즈케이스에 관한 TR 103 249, 프로토콜과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TS 103
358, TS 103 357 규격 개발을 완료
• (ETSI TC HF) 접근성 보조기기의 접속을 위한 모바일 기기의 AT 명령어 확장 표준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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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융합

스마트X-공장

개요
• 스마트공장은 ‘설계·개발, 제조, 유통·물류 등 생산 전체 과정에 정보 통신 기술(ICT)를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능형 공장’으로 정의

Ⅰ. ICT 표준화 개요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공식 표준화 기구
ITU-T SG11
IEC TC65/
SyC SM
JTC1 SC41/SC29/WG12
ISO TC184/TC108/
TC8/TC261

TTA PGs
전문가 지원



정책 제시

CPS(PG609)
디지털콘텐츠(PG610)


표준 제안

국제표준대응위원회



IEC TC65 전문위원회
ISO TC184 SC4 전문위원회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정책 지원

의장단 진출

ETSI MEC

사실 표준화 기구

관계부처

스마트제조표준화포럼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전략방향 제안



스마트X 공장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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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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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CPS 기반의 스마트공장 참조
아키텍처 표준

표준
수준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90% 90%

TTA PG609

NIST CPS PWG,
VDI/VDE GMA 7.20,
IVI PF01, IIC ATG

지속/확산
공략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품 생산 및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정보 모델 표준

90% 80%

TTA PG609

OAGi SM WG,
NIST SM PWG,
MESA(B2MML)

지속/확산
공략

Smart APS 시스템 표준

90% 70%

KOSMIA, TIPA

ISA 95, MESA

지속/확산공략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80% 90%

TTA PG609

ISA 95, MESA,
NIST,
IEC SyC SM

차세대공략

5G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표준*

85% 85%

TTA PG609,
5G SFA

ETSI MEC,
3GPP SA,
ITU-T SG11

선도경쟁
공략

프로젝트 공정 분야
스마트공장 정보서비스 연동 표준

80% 80%

TTA PG609

ISA 95, MESA,
ISO TC8

차세대공략

AI 기반 설비 이상 징후 검출 표준

85% 85%

TTA PG609,
국가기술표준원

IEC SyC SM,
NIST, VDMA,
ITU-T SG11

전략적수용

AR/VR 기반 유지·보수 지원 기술 표준

80% 70%

TTA PG609,
TTA PG610,
5G-SFA

Khronos Group
OpenXR,
IEC SyC SM

추격/협력
공략

3D 프린팅 파일포맷 표준

80% 85%

TTA PG610,
3D프린팅창의
융합표준화포럼,
모바일콘텐츠
표준화포럼

JTC1 SC29 WG11,
ISO TC261,
OMA SpecWorks CD,
JTC1 WG12

선도경쟁
공략

3D 프린팅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90% 100%

TTA PG610,
3D프린팅창의
융합표준화포럼

JTC1 WG12,
ISO TC261

선도경쟁
공략

플랫폼

연동

서비스

3D
프린팅

* Ver 2020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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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 향상 및 재도약을 위한 표준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2019~2020

2021~2022

2023~2024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
•산업별/업종별 스마트공장 표준 개발

•국내 표준의 국제 표준화 추진
•미래 스마트공장을 위한 선도 기술
표준화

•스마트공장 분야 글로벌 리더쉽확보
•他산업과 융합을 통한 미래형
서비스 표준 개발

Ⅰ. ICT 표준화 개요

SWOT 분석
강점

약점

•(기술) 5G기술의 보급으로 인해 AI, IoT, CPS, Cloud 등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ICT 신기술 적용이 편리

•(기술) SW 핵심 플랫폼은 해외 선도기업에 의존하여
기구축되어 있는 외산 설비를 활용이 어려움

•(표준) TTA 및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한 핵심 원천 기술의
선도적인 표준화 추진

•(표준)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화 기구 및 사실표준화
기구에 참여가 미흡

•(시장) 소비자 요구사항 변화에 따른 신규 서비스 시장
및 제조선진국의 R&D 및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한
시장 규모 확대

•(시장)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차원에서 집중 지원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준차이로 인한 동반
성장 시장 부재

•(기술) 다양한 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인해 스마트
공장 레퍼런스 확보

•(기술) 미국, 독일, 일본 등 글로벌 업체와의 기술 격차
증가 및 중국 등 후발국과의 기술 격차 감소

•(표준) 스마트공장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및 선도적인
국내기술 기반으로 국제 표준화 참여 확대

•(표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및 다국적 기업 중심의
기술 표준화 추세

기회

위협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시장) 영세 중소 공장을 위한 저렴한 국내 솔루션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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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스마트 제조시스템 시장 확대 및 보급 사업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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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 TTA CPS PG(PG609)) 사이버물리생산시스템 및 ICT를 활용한 제조 스마트화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실-가상 공장 연동, 실-가상 공장의 테스트 베드, ICT 기반 공장 지능화, 제조 융합 전개 모델,
스마트공장 에지 시스템을 위한 참조 아키텍처 등을 개발 중
• ( 국가기술표준원) 스마트공장 분야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업무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해 스마트공장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며, 산·학·연의 스마트공장 개념 정립과 산업계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KS 국가표준을 개발 중

• ( 5G Smart Factory Alliance) 제조와 5G 융합기술 및 성공 유즈케이스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연동 규격을
만드는 공급기업 협의체. 이를 통해서 자동화, 5G, AR/VR 등 표준화 추진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 ITU-T SG11 IEC-Intelligent Edge Computing) 네트워크(SDN) 상에서 단말간 데이터 호출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그룹으로서 클라우드 환경의 에지 컴퓨터 기술과 관련된 표준 제정

• ( ISO TC184 SC4 WG13-Industrial data Quality) 제조 산업에서 발생되는 산업 데이터의 표준으로 설계,
제품 모델, 생산과 관련된 데이터 표준 모델과, 정보 품질과 관련된 표준을 제공
• (ISO TC184 SC4 WG15-Digital Manufacturing)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조환경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제조 및 디지털 트윈 관련 표준을 진행 중
• (ISO TC108 SC5-Condition monitoring and diagnostics of machine Systems) 기계 상태
모니터링 및 진단 정보의 데이터 처리, 통신 및 데이터 표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양에 대한 일반
적인 표준을 수립
• ( ISO TC261-Additive manufacturing) 프로세스, 용어 및 정의, 파일포맷, 프로세스 체인(H/W, S/W),
시험절차, 품질 변수 공급계약 등 모든 적층제조 관련 분야의 표준화 진행 중
• (ISO TC261 JG64-AMF) 3D프린팅 파일포맷 ver 1.2 개발 진행 중

• (IEC SyC SM-Smart Manufacturing) 스마트 제조에서 사용하는 개념 및 참조 구조 모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참조 모델의 기능 및 도메인 정의, 유즈케이스 도출, 유즈케이스에 해당하는 IEC TC 및 SC
확인을 통한 신규 표준화 항목 도출 기능 제공
• (IEC TC65 WG16-Digital Factory) 실제 공장의 생산 공정을 정보 시스템에 있는 가상 공정으로 모사하여
생산 계획 수립, 시뮬레이션 생산, 공정 적합성 검증, 사전 분석 등 디지털 공장과 관련된 표준을 제공

• (ETSI Mobile Edge Computing) MEC 플랫폼을 통한 지능형 생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용량 및
저지연 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

• (oneM2M Management, Abstraction and Semantics WG) 3D 프린터에 대한 가전 모델 정의를 위한
HAIM(Home Appliance Information Model) 표준 개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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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융합

스마트X-시티

개요
• 스마트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스마트시티
기술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정의(스마트도시법, 2019.4.23. 개정)

스마트 파킹
V21 자율주행차
운행 고도화

폐기물 관리
서비스

상수 수질 및
수량 관리 서비스

친환경 수자원
이용 및 관리

대기오염 예측
서비스

사고 및 범죄
긴급 구난

시설물
통합관리

MaaS
Mobility as a service

AMI기반 스마트
에너지관리
BEMS 빌딩
통합 에너지 관리

스마트홈
네트워크 지원

가스/폐열 연계
스마트그리드(CHP)

크라우드소싱
포털

전기차
충전 인프라

※ 출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공식 표준화 기구

TTA PGs
전문가 지원


ITU-T SG20

정책 제시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PG1001)
사물인터넷 네트워킹(PG1002)

ISO TC268


IEC SyC SC
ETSI TC
SmartM2M

표준 제안




정책 지원

의장단 진출

JTC1 WG11

관계부처

국제표준대응위원회
ITU-T SG20 연구반
JTC1 WG11 전문위원회
ISO TC268 전문위원회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사실 표준화 기구

국제 협력

전략방향 제안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스마트X 시티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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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성 보장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재해재난 예측
및 대응

스마트 신호체계
및 교통관리

독거노인
토탈케어

Ⅰ. ICT 표준화 개요

•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도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시 플랫폼은 인프라, 인프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데이터 허브),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로 구성. 이를 기반으로 인프라 기술, 플랫폼 기술 및 서비스 기술로 중분류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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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스마트시티 ICT 참조구조 표준

90%

스마트시티 성능평가 지표 표준

70%

중점 표준화 항목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75%

TTA PG1001,
스마트도시
표준화포럼

JTC1 WG11,
ITU-T SG20

선도경쟁
공략

70%

TTA PG1001,
스마트도시
표준화포럼

ITU-T SG20,
JTC1 WG11

전략적수용

90% 100%

TTA PG1001,
국가기술표준원

oneM2M SDS,
ITU-T SG20

선도경쟁
공략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

90%

90%

TTA PG1001,
국가기술표준원

ETSI ISG CIM,
oneM2M SDS

선도경쟁
공략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표준

90%

90%

TTA PG1001,
국가기술표준원

oneM2M RDM,
TM Forum

선도경쟁
공략

스마트시티 온톨로지 표준*

80%

85%

TTA PG1001

oneM2M RDM,
ETSI TC smartM2M

지속/확산
공략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시험 표준

90%

90%

TTA PG1001

oneM2M TDE

선도경쟁
공략

100% 100%

TTA PG1001

ITU-T SG20

차세대공략

인프라
기술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 표준

플랫폼
기술

서비스
기술

도시행정을 위한 디지털트윈 표준

* Ver 2020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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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도시문제 해결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표준 기반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
목표
2019~2020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와 연계한 기술표준 개발
•국제표준화 기반 마련

2021~2022

2023~2024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관련 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
•국제표준화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

•디지털 트윈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국제표준화 추진
•표준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

Ⅰ. ICT 표준화 개요

SWOT 분석
강점

약점
•(시장) 표준에 기반을 두지 않은 구축에 의해 추후 상호
운용성 문제 발생 가능

•(기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술 및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5대 연계 서비스 기술 확보

•(기술) 각 영역별 플랫폼을 통합하는 상위 플랫폼 개념의
통합플랫폼 형태의 기술

•(표준) ITU-T의 스마트시티 관련 표준화 그룹의 의장단
확보

•(표준) 체계적인 국내 표준 제정 미흡

•(시장) 개발도상국 등의 스마트시티 구현 의지 높음

•(시장) Microsoft, IBM 등의 대표적인 솔루션 존재

•(기술) 도시 내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의 연계를 위한
솔루션 미비

•(기술)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술 기반의 솔루션 존재
•(표준) 국제표준화 활동에 국내 전문가 참여 미흡

위협

국내·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표준화 및 도시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될 예정

•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SSF-ST-T-0010-R1)을 비롯하여
플랫폼 기능 및 5대 연계 서비스 관련 표준이 12건 제정되어 있으며,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결과물을 반영하여 개정 또는 신규 제정 예정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표준) ITU-T, IEC 등의 국제표준화 초기 단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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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70여개 도시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
및 추가 구축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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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T SG20 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use cases across verticals) 스마트시티에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명확한 개념 정립 및 기존의 표준화 항목들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후 표준화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
• ( ITU-T SG20 Q5-Research and emerging technologies, terminology and definitions) 도시의 건축물에
대한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이를 스마트시티에서 활용하기 위한 참조구조를 정의하는 권고안의 개발이
진행 중
• ( ITU-T SG20 Q7-Evaluation and assessment of Smart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 달성 측정을 위한 스마트시티 성능평가지표 표준 개정 작업 진행 중

• (ISO TC268 WG2-City Indicators) 스마트도시의 삶의 질, 스마트화, 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 완료

• ( IEC SyC SC WG3-Reference Architecture) 스마트시티 참조구조 표준 및 방법론 기술규격을 개발 중

• (oneM2M Requirements and Domain Modeling WG) oneM2M 시스템상 스마트시티 지원 위한 유즈
케이스 및 요구사항 개발,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및 온톨로지 개발 중
• (oneM2M System Design and Security WG) oneM2M 기반 스마트시티 사례 분석 및 스마트시티 지원
기술 논의 중
• (oneM2M Testing and Developers Ecosystem WG) oneM2M 표준에 대한 시험 인증 체계와 상호운용성
및 적합성 테스트 규격 개발 중

• (ETSI TC SmartM2M) 스마트시티 공통 온톨로지 SAREF4CITY 개발 중
• (ETSI ISG CIM)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컨텍스트 정보 기반 API 및 시맨틱 정보
모델 개발 중

• (GSMA Internet of Things Program) IoT 및 스마트시티 분야 빅데이터 위한 데이터 모델 표준 개발

• (TM Forum) 오픈소스 단체인 FIWARE Foundation과 유럽 도시에서 실증 검증한 데이터 모델을 권고
표준으로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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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융합

스마트X-팜

개요
• 스마트팜 기술은 농축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유통·물류를 실현시키기 위해 기존 농축산 분야의
생산·유통·물류 단계에 지능정보 ICT를 접목한 융합기술

Ⅰ. ICT 표준화 개요

• 스마트팜의 중분류는 생산환경관리, 자동화장치S/W, 환경/생육 정보 수집, 병충해 예찰 등을 포함하는
‘시설원예/노지과수’, 축사환경관리, 동물복지관리, 축산 사양 및 질병관리 기술을 포함하는 ‘축산’,
식별분류체계를 비롯, 이력데이터 추적 및 위조방지, 안심먹거리 제공 방법 포함하는 ‘유통물류’,
스마트팜 운영로봇 인터페이스 표준, 자동 작물 생산기술 포함하는 ‘농업로봇 S/W’, 클라우드 기반 관리
운영, 교육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5개 분류로 범위를 설정함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공식 표준화 기구

TTA PGs
전문가 지원



정책 제시

스마트농업(PG426)

ITU-T SG13/SG20
의장단 진출


JTC1 SC27/SC41

사실 표준화 기구

관계부처


정책 지원

국제표준대응위원회



ITU-T SG13/SG20 연구반
JTC1 SC41 전문위원회

ICT 표준화전략맵

표준 제안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농식품ICT융합 표준 포럼


전략방향 제안



스마트X 팜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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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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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시설
원예/
노지
과수

스마트팜 환경 관리 표준

기술
수준

표준
수준

80% 100%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TTA PG426,
농식품ICT융합
표준화포럼,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ITU-T SG20/SG13,
oneM2M,
OCF, W3C

선도경쟁
공략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85%

85%

TTA PG426

ITU-T SG20

선도경쟁
공략

동물복지 인증 관리 표준*

80%

85%

TTA PG426

ITU-T SG20,
ISO TC34

선도경쟁
공략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 표준*

80%

80%

TTA PG426,
농식품ICT융합
표준화포럼

GS1 EPCIS & CBV WG,
JTC1 SC31

선도경쟁
공략

90%

TTA PG426,
농식품ICT융합
표준화포럼,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GS1 EPCIS & CBV WG,
JTC1 SC31

지속/확산
공략

60%

TTA PG426,
농식품ICT융합
표준화포럼,
한국농업기계학회

ITU-T SG20,
JTC1 SC41

추격/협력
공략

ITU-T SG20,
ISO TC23

선도경쟁
공략

ITU-T SG20/SG13

차세대공략

축산

유통 ·
물류
유통 물류 데이터 표준*

스마트팜 운영 로봇 통신
인터페이스 표준*

90%

70%

농업
로봇 SW

서비스

스마트팜 작물생산 표준

85%

90%

TTA PG426,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한국농업기계학회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관리·운영
서비스 표준*

85%

100%

TTA PG426,
농식품ICT융합
표준화포럼

* Ver 2020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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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스마트팜 기술 국제표준화 선도를 통한관련 서비스 활성화 및 시장 선점
목표
2019~2020
•스마트팜 서비스 확산
•스마트팜 기술 국제표준화 주도

2021~2022

2023~2024

•미래 스마트팜 서비스
핵심기술 확보, 표준 선도

•세계 스마트팜 서비스 시장 주도권
확보 및 확대

Ⅰ. ICT 표준화 개요

SWOT 분석
강점

•(기술) 정보통신, 에너지 등 기술적 강점과 연구 인프라가
풍부한 분야와의 적극적인 기술 융합을 통한 스마트팜
솔루션 기술 확보.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R&D 추진
•(표준) 정부의 정책적인 표준화 지원을 통한 국내 표준
경쟁력 강화

•(시장)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선도기업 중심의
세계시장 지배확대로 인한 양극화 심화
•(기술) 지역, 생산규모, 품목 등의 특성이 고려된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스마트팜 솔루션의 부족과 글로벌
선진 기술 대비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스마트팜 보급·
확산이 어려움
•(표준) 스마트팜 표준화 마스터플랜 미흡, 특정분야에
한정된 표준 개발

•(시장) 농산물 FTA 수입 증가에 따른 식품 안전성 및 국내
농업 경쟁력 약화와 농업 생산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의 위협. 농식품 수급 불균형,
가격 불안정 및 소비자 불신 문제 지속 발생

•(기술) 지능정보, IoT,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경험적 영농 기술의 승계 방식 극복 가능

•(기술) 화학약품 남용, 환경오염, 살충제 사용 증대, 에너지
소비 증가 등의 문제 해결 극복을 위한 글로벌 선진
기업의 ICT 융합기술 의존성 증대 우려

•(표준) 국제 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을 통한 스마트팜
관련 국제표준 개발 주도

기회

•(표준) 표준화 추진시 해외특허 침해 위협 존재, 핵심기술
보유 국외 기업의 표준화 활동 참여시 대응의 어려움

위협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시장) 2018년 2천 500억 달러 규모의 세계시장 대비
1% 수준인 국내 스마트팜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 기대
및 베트남, 인도 등 경제 신흥국의 스마트팜 관련 기술
수요 증가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시장) 재배면적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수확량 확보
시급, 양질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정부의 투자 확대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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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 TTA 스마트농업 PG(PG426)) 스마트농업 서비스프레임워크, ICT 융합기술 등 스마트농업의 필수 기술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그룹으로, 스마트온실 및 축사 관련 상호호환성 표준, 유통 관련 표준 제정 및
지속적인 표준화 추진

농식품ICT
융합표준포럼

•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2014년 6월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스마트농업 전반의
유즈케이스, 시설원예 센서 인터페이스, 메타데이터 및 플랫폼, 생산·유통 관련 표준 개발과 지속적인
표준화 추진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 (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2017년 9월, 스마트팜 관련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신설하였으며,
스마트원예, 스마트축산, 스마트농기계, 국제표준 분과로 나누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스마트팜
관련 센서/구동기 국가 표준 제정 완료하였으며, 스마트축산 관련 국가 표준화를 추진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 ITU-T SG13 Q1-Innovative services scenarios, deployment models and migration issues based on
Future Networks) 2015년도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파밍(Y.2238) 표준 개발 이후 네트워크 기반의 예찰
서비스 모델 프레임워크(Y.farms), 융합서비스기반의 농업정보 서비스 모델(Y.saic) 및 스마트파밍 교육
서비스(Y.sfes) 표준 추진 중
• ( ITU-T SG20 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use cases across verticals) 2018년도 IoT 기반의
스마트축산 프레임워크(Y.SLF) 표준화 추진 중
• ( ITU-T SG20 Q3-Architectures, management, protocols and Quality of Service) 2018년도 oneM2M
사실표준화 기구와의 MoU를 통하여, oneM2M에서 개발된 표준을 ITU-T 표준으로 추진 완료 및 향후
oneM2M 수정본에 대한 부합화 추진
• (ITU-T SG20 Q4-e/Smart services, applications and supporting platforms) 2016년도 국내주도로
IoT 기반의 스마트온실 프레임워크(Y.ISG-FR) 표준화 추진 중

• ( ISO TC23 WG6-Monitoring device milking installations) 자동착유 시스템 관련 표준 추진 중
• (ISO TC23 SC6 WG25-Unmanned Aerial vehicle spraying systems) 무인드론 자동방제 시스템 표준
추진 중
• ( ISO TC23 SC19 WG1-Mobile equipment) 농업용 모바일 장비 관련 표준 추진 중
• ( ISO TC23 SC19 WG5-Wireless communication in agriculture) 농업용 무선 통신 시스템 관련 표준
추진 중
• (ISO TC34 WG16-Animal welfare) 동물 복지와 관련된 표준을 진행 중
• (oneM2M WG1: Requirements and Domain Modeling) IoT 장치간 상호운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실표준화기구로서, 2019년도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공장에 대한 표준 접속방식과 표준 데이터
모델에 대한 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분야는 유즈케이스만 제공하고 있으며, 후속
스마트팜 관련 표준화 진행 예정

• (OCF) IoT 장치간 상호운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실표준화기구로서, 2019년도 스마트홈, 스마트운송,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헬스에 대한 표준 접속방식과 표준 데이터 모델에 대한 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후속 스마트팜 관련 표준화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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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융합

스마트X-헬스

개요
• 스마트헬스 기술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질병의 예방, 상태파악, 진단,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들로 정의되며, 유무선 통신을 통한 IoT기기 기반 데이터 측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건강 예측/진단, 건강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기술 등을 포함

Ⅰ. ICT 표준화 개요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공식 표준화 기구
ITU-T SG16/SG20/
FG-AI4H/FG-DLT

JTC1 SC41/SC42
ISO TC215/TC249
/TC276
IEC TC100/TC124

관계부처

TTA PGs
전문가 지원



스마트 헬스(PG419)
디지털콘텐츠(PG610)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PG1001)

표준 제안

국제표준대응위원회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ITU-T SG16/SG20 연구반
ISO TC215/TC249 전문위원회


사실 표준화 기구


정책 지원

의장단 진출



정책 제시

스마트헬스표준포럼
OCF코리아포럼
3D프린팅 창의융합표준화포럼


전략방향 제안



스마트X 헬스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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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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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데이터

대응표준화기구

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생활습관 데이터 표현 표준

80%

80%

90%

TTA PG419,
IEC TC124 전문위원회,
90%
ITU-T SG20 연구반,
OCF코리아포럼

스마트헬스 IoT 표준

전략목표

국내

국제

TTA PG419,
스마트헬스표준포럼

ITU-T SG16,
ISO TC215

선도경쟁
공략

OCF,
ITU-T SG20,
IEC TC124,
JTC1 SC41

지속/확산
공략

TTA PG419

ITU-T SG16/FG-DLT,
ISO TC307

차세대공략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헬스 응용 표준

90% 100%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헬스 응용 표준

90%

95%

TTA PG1005,
TTA PG419

ITU-T FG-AI4H,
JTC1 SC42,
ISO TC215

선도경쟁
공략

취약계층을 위한 헬스케어 UI 표준*

70%

100%

TTA PG419

ITU-T SG16,
ISO TC215

차세대공략

헬스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표준

100%

95%

TTA PG419,
TTA PG604,
TTA PG910

ITU-T SG16 FG-AI4H,
IEC TC62 SC62A/
TC100/SyC AAL

선도경쟁
공략

80% 100%

TTA PG419,
TTA PG415

JTC1 SC6/SC41,
IEEE 11073,
ISO TC215,
IEC TC124

선도경쟁
공략

플랫폼

디바이스

헬스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표준

* Ver 2020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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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건강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표준 기반 데이터 및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
목표
2019~2020
•스마트헬스 데이터 모델 표준 및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국제표준화 기반 마련

2021~2022

2023~2024

•소외 계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헬스 표준 개발
•국제표준화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헬스
국제 표준화
•표준 기반의 스마트헬스 생태계 구축

Ⅰ. ICT 표준화 개요

SWOT 분석
강점

•(기술) IoT, 인공지능 등 새로운 영역의 기술들과 IT
인프라를 헬스케어 관점에서 결합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술 확보

•(시장)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을
창출
•(기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핵심기술을 확보
하고 이를 표준에 반영하여 기술 경쟁력 제고
•(표준)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여 확보 핵심 기술을
표준에 반영

•(표준) 표준화를 통한 시장 창출 및 확대가 가능

•(시장) 초기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다양한 서비스 발굴을
통해 사업 경쟁력 확보

•(기술) 가속화되고 있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와 의료기술을 융합한 특화된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기술)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집중 투자를
통해 기술 경쟁 우위 확보

•(표준) 표준화 진행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에 기존의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표준화 아이템 발굴 및 기술
개발의 틈새전략으로 신기술 및 표준 주도권 확보

기회

•(표준) 국제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여 표준화 기구 내
위상 제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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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새로운 기술 분야의 표준 선점을 통해 시장 진입
및 사업화 모델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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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세계적 수준의 IT와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성이
있는 스마트헬스 융합 서비스 발굴과 국내 시장 활성화에
따라 사업화 기반 조성이 가능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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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 TTA 스마트헬스 PG(PG419)) 스마트헬스 기술을 통한 서비스, 서비스 UI,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용
디바이스에 대한 표준이 이루어질 예정

• ( 스마트헬스표준포럼) 스마트헬스 표준화 기구인 ISO TC215, HL7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외 표준에
대한 국내 적용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질 예정

• ( OCF코리아포럼) OCF Healthcare Project를 통해, IoT 기능을 헬스케어 기기와 통합하고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데이터와 데이터 보안 모델을 적용한 표준화 개발

3D프린팅창의
융합표준화포럼

• ( 3D프린팅창의융합표준화포럼) 3D 프린팅 전분야에 대해서 표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 분야의
디바이스, 상용화 모델, 소재별 기술 등에 대해서 관련 표준화를 연구 중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T SG16 Q24-Human factors related issues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rough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인간 중심의 UI 및 사용성 테스트 도구 등 헬스케어 분야의 기술과
결합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2020년 다음회기부터는 UI를 구체화하여 헬스케어 UI를 포함하는
부분까지 표준안들이 개발될 예정
• (ITU-T SG16 Q28-Multimedia framework for e-health applications) Continua Test Suit 관련
표준 H.81X 시리즈 표준, 건강라이프로그 표준, 수면내시경 카메라, 등 기기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스마트헬스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응용서비스들에 대한 표준들이 제안/
개발될 것으로 예측
• ( ITU-T FG-AI4H-Artificial Intelligence for Health) 스마트헬스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헬스케어와 결합하는 분야 및 질환별 구체화를 위한 분류 등에 대한 기고서가 나오고 있으며, 추후 다양한
진단 및 모니터링 서비스 등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모델 등에 대한 표준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측
• (ITU-T FG-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중국 주도로 DLT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아키텍쳐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관련 DLT 표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며, 진행 중인
다양한 DLT 관련 표준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표준안들을 도출할 것으로 예측

• (JTC1 SC41 WG4-IoT Interoperability)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의 응급 구조 시스템 등의 신규아이템이
제안되어 있으며, 헬스케어 디바이스의 IoT 기능 지원과 데이터 상호운용성에 대해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포함한 표준안들이 제안될 예정
• ( JTC1 SC42 WG4-Use Cases and applications) 신경망 학습 데이터 등에 대한 표준이 개발되고 있으며,
헬스케어 관련 유전자데이터 분석, 진단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표준안들이 제안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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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TC215) 의료 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쳐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서비스 모델 등의 표준화가 진행 중
• (ISO TC215 SC1-Genomics informatics) 유전체 분석 품질 평가를 위한 표준, 유전체 데이터 공유 표준,
유전체 데이터 모델 표준 개발이 진행 중
• (ISO TC215 WG2-Systems and Device Interoperability) 의료에서 인공지능 유즈케이스 관련된 제안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헬스케어 시스템의 다양한 인공지능 응용 분야들이 표준화로 제안되고
개발될 것으로 예측
• (ISO TC307-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전반적인 용어, 보안, 모델, 전자계약 등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기반 표준이 완료된 후 구체화된 서비스들에
대한 표준들로 표준 개발이 확장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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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TC62)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적합성 평가 등 의료기기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등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
• (IEC TC62 SC62A-Common aspects of electrical equipment used in medical practice) 헬스 및 웰니스
앱의 품질 기준에 대한 관리 표준 등을 진행할 예정
• (IEC TC62 SC62D-Electromedical equipment)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대한 표준 등이 진행 중

• (IEC TC124-Wearable electronic devices and technologies) 의료와 건강분야의 웨어러블 기기까지
표괄하여 표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안전성, 센서에 대한 테스트 및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개발 진행 중
• (IEC SyC AAL-Active Assisted Living)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시스템 및 기기에 대한
표준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을 포함한 유즈케이스에 대한 기술보고서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고령자의 서비스 상황별 기기와 서비스 모델에 대한 표준 등이 개발될 예정

• (IEEE 11073-Health informatics-Medical/health device communication standards) 2018년
수면기기를 비롯한 지속적인 디바이스 추가를 통해 IEEE 11073 인프라 기반의 헬스케어 디바이스 통합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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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F Healthcare Project) IoT 환경에서 헬스케어 및 피트니스 제품을 정의하는 OCF Healthcare
Device Spec. 및 데이터 모델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다양한 기기들을 포함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장될 예정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 (IEC TC100 TA16) 고령자를 위한 생활지원 시스템, 디바이스 표준, 평가방법 표준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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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융합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개요
•공
 공안전/재해예방 ICT 기술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ICT 융합
기술로 정의하며, 정부 당국자들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 재난예방을 위한 경보 등 통신 인프라
기술 및 융합 서비스 기술을 포함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공식 표준화 기구
ITU-T SG15/SG16/
SG20

TTA PGs
전문가 지원



IMO NCSR
의장단 진출

사실 표준화 기구

관계부처



광전송(PG201), 이더넷(PG218)
통신망응용(PG224), 공공안전통신(PG902)
LBS시스템(PG904), ITS/차량 ICT(PG905)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PG1001)
5G 무선접속(SPG31), 5G 네트워크(SPG32)

정책 제시


정책 지원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ITU-T SG15/SG16/SG20 연구반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5G포럼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
스마트사이니지포럼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안



공공안전/
재해예방 ICT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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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미션크리티컬 서비스 기술 표준

90%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90%

중점 표준화 항목

3GPP
SA1/SA3/SA4/
SA6/CT1

선도경쟁
공략

90%

TTA PG905,
5G포럼

3GPP
SA1/SA6

선도경쟁
공략

80% 100%

TTA SPG32,
5G포럼

3GPP
SA1/SA2/CT1,
IMO NCSR,
IALA ENAV

선도경쟁
공략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80%

80%

TTA SPG31,
TTA SPG32,
5G포럼

3GPP
SA1/SA2/
RAN1/RAN2

추격/협력
공략

응급의료 정보전송 기술 표준*

90%

60%

TTA PG902,
TTA SPG31,
TTA SPG32

3GPP
SA1/SA2/SA6/
RAN1/RAN2

차세대공략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90%

80%

TTA PG902,
TTA SPG31,
TTA SPG32

3GPP
SA1/SA6/CT1/
RAN1/RAN2/RAN4

지속/확산
공략

80% 100%

TTA SPG32,
5G포럼

3GPP
SA1/CT1

선도경쟁
공략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90% 100%

TTA PG201,
TTA PG218,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ITU-T SG15,
IEEE 802.1,
IETF DetNet

선도경쟁
공략

IoT 기반 공공안전 알림 서비스 기술 표준

90% 100%

TTA PG1001

oneM2M RDM,
ITU-T SG20,
OCF

선도경쟁
공략

긴급구조 정밀측위 제공을 위한
연동 기술 표준

90%

90%

TTA PG904

OMA LOC

선도경쟁
공략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80%

90%

TTA PG224,
스마트사이니지 포럼

ITU-T SG16,
W3C

선도경쟁
공략

* Ver 2020 신규항목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TTA SPG32,
5G포럼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85%

Ⅰ. ICT 표준화 개요

국제

5G 재난문자개선 기술 표준*

사전예방
및 대응
서비스
기술

전략목표

국내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인프라
및 응용
서비스
기술

대응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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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공공안전통신 인프라 및 융합 서비스 국제 표준화 선점을 통한 재해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
목표
2019~2020
•3GPP Rel-16 5G에서 인프라 및
융합서비스 고도화 추진

2021~2022

2023~2024

•3GPP Rel-17 5G에서 인프라 및
융합서비스 추가 신규 기능 표준화

•3GPP Rel-17 5G에서 인프라 및
융합서비스 고도화 추진

SWOT 분석
강점

약점

•(시장) 5G 세계최초 상용화로 공공안전 관련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본 통신 인프라 확보

•(시장) 5G공공안전기술 개발에 대한 검토 미비

•(기술) PS-LTE 표준 기반 재난안전통신망

•(표준) 공공안전 관련 타국 정부기관들과의 국제협력
기반 표준화 추진 시급

•(표준) 5G 기반 해양 ICT융합 국제표준기술과 5G 재난
문자 개선 국제표준기술 역량

•(기술) 국제적 공조 기반 5G공공안전 기술 개발 미흡

•(시장) 5G 이동통신망과 연결되는 버티컬 산업들을
위한 신규 시장 출현

•(시장) 미국, 유럽 정부들에 의해 채택되는 글로벌 업체
솔루션으로 시장 선점

•(기술) 공공안전산업과 이해관계가 유사한 타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개발 중

•(기술) 중국 기업들의 공공안전 및 여러 버티컬 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개발

•(표준) 5G망에서의 미션크리티컬 서비스 개선하는 기술
표준화 진행 중

•(표준) 공공안전 및 타버티컬 산업들과의 조화로 규모의
시장 크기 확대를 위한 국제표준화 선도 경쟁 심화

기회

위협

국내·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광전송 PG(PG201), 이더넷 PG(PG218)) OTN, MPLS-TP를 비롯한 전달망 보호절체 관련 국내
표준과 이더넷 보호절체 관련 국내 표준화 추진
• ( TTA 통신망응용 PG(PG224)) 디지털사이니지 재난 및 사회안전 서비스 전반에 대한 국내표준 제정 및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공통경보 프레임워크 및 경보정보 메타데이터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신규과제
제안 및 표준 개발 작업 추진
• ( TTA 5G 특별기술위원회(STC3)) 2018년 완료된 3GPP Rel-15 표준 내 개발된 미션크리티컬 서비스 관련
기술규격을 준용 채택하였으며, 이후 3GPP Rel-16 및 Rel-17 국제표준 기술규격들의 표준화가 완료된
이후 적기에 필요한 공공안전 관련 기술규격들을 준용채택 예정
• (TTA 공공안전통신 PG(PG902)) 통합공공망 주파수 공유 및 상호연동 요구사항 표준을 완료하고 시험
항목 표준화를 추진 중
• ( TTA LBS 시스템 PG(PG904)) 스마트폰 SOS 전화 및 메시지 보내기 기능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기술 및 표준 개발 추진
• ( TTA ITS/차량 ICT PG(PG905)) LTE-R 기반 철도통신 시스템 구조의 기술적 특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한
방안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3GPP Rel-16 이후의 철도 서비스 기술 요구사항 및 기능/구조 표준 반영을
위한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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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포럼) 5G+공공안전 서비스 관련 국내 기술표준화 및 국제협력 추진

• (스마트사이니지포럼) ITU-T SG16 국제표준 개발 작업과 연계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재난경보 공통
프레임워크 및 메타데이터 표준화 추진
•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 OTN, MPLS-TP 이더넷을 비롯한 다양한 전달망 보호절체 기술과 항공기 및 전장
네트워크 보호절체 기술에 대한 산·학·연 기술 교류 및 관련 국내 표준(안) 작성 및 검토 추진

• (ITU-R SG5-Terrestrial Services) 차량 및 철도통신 시스템 기술 권고 및 보고서 제·개정 논의 등 GADSS
및 준궤도 비행체 탑재 무선국 도입을 위한 규정 검토 및 GMDSS 현대화 및 VDES, 디지털 HF, AMRD 등
권고서 개발 중

Ⅰ. ICT 표준화 개요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T SG15-Transport, Access and Home) 망 생존성 및 가용성 향상을 위한 트래픽 보호 및 복원
기술과 재난 대응 통신망 복구 기술에 대한 표준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중. 착탈 가능한 이더넷 모듈과
FlexE 구현 로직을 이용한 MTN(Metro Transport Network) 계층망에 대한 트래픽 보호 기술 표준화 착수

• (IMO NCSR-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항해, 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
위원회로서, e-Navigation 이행과제와 GMDSS 현대화 작업수행, 전세계 수색구조(SAR) 절차에 관한 규정
검토 중

• (3GPP RAN-Radio Access Network) 5G NR 기반 V2X기술에 공공안전용 기기 간 통신을 지원하는 표준
기술 개발 및 위성을 5G 무선 접속망 중에 하나로 포함시키는 표준기술 개발이 진행 중

• (oneM2M Requirements and Domain Models WG) Public Warning Service Enabler 작업항목을 통해
oneM2M 및 연동 가능한 이종 표준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중립적인 재난 알림 서비스 정보모델 표준
개발 추진
• (IALA ENAV-e-Navigation Information Services and Communications) 5G, LTE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해상적용 검토 및 표준화 추진

• (OMA Location WG) 기존 측위 표준 기술(SUPL MLP, LPPe 등)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화 진행 예정

• (W3C Web-based Signage BG) 웹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의 긴급정보 프로파일에 대한 표준개발
작업이 진행 중
• (ETSI SC EMTEL-Emergency Communications) 응급 상황에서의 IoT 디바이스 활용에 대한 유즈케이스와
통신기술에 대한 기술보고서 개발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3GPP SA-Service and System Aspects) 5G에서 미션크리티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기술 및
기기 간 멀티홉 지원 등 신규 공공안전에 적용 가능한 표준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3GPP Rel-16
기술규격에 해양을 공식적으로 국제표준화 범주에 포함시키고 해양 연관 국제기구들과의 국제협력 기반
해양통신서비스에 대한 표준개발 추진 예정이고, 5G이동통신망 기반 사물인터넷 포함 긴급재난문자 개선
관련 표준기술 개발 진행 중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 (ITU-T SG16-Multimedia coding, systems and applications) 드론을 이용한 재난정보 서비스
유즈케이스 및 요구사항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개발 작업이 진행 중

12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요약보고서

블록체인‧융합

블록체인

개요
•블
 록체인(Blockchain)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해시기반으로 블록을
생성하여 기록ㆍ보관함으로서 공인된 제3자 없이도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분산원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 표준화 기구
ISO TC307/TC46/
TC215
ITU-T SG13/SG16/
SG17/SG20

관계부처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보안(PG502)
블록체인기반기술(PG1006)
클라우드 컴퓨팅(PG1003)

정책 제시


정책 지원




국제표준대응위원회

사실 표준화 기구

표준 제안



ITU-T SG13/SG16/SG17/SG20 연구반
ISO TC307/TC46/TC215 전문위원회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전략방향 제안



블록체인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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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기반
기술

표준
수준

국내
TTA PG1006,

전략목표

국제

TTA PG1003,
TTA PG1006

ITU-T SG13 Q17

선도경쟁
공략

80% 80%

TTA PG1006

ISO TC307

지속/확산
공략

저작권 정보의 블록체인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

90% 80%

TTA PG1002,
TTA PG1003,
TTA PG1006

ITU-T SG13/
SG17/SG20,
ISO TC307

차세대공략

블록체인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
이슈 및 고려사항 표준

90% 90%

ISO TC46 SC11 JWG1

선도경쟁
공략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

90% 100%

TTA PG502,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ITU-T SG17

선도경쟁
공략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표준

90% 100%

TTA PG502,
TTA PG1006,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ITU-T SG17 Q14

지속/확산
공략

블록체인 기반의 자가
주권 ID 관리 표준

85% 85%

TTA PG502,
TTA PG1006,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ITU-T SG17/SG20,
W3C,
ISO TC307

선도경쟁
공략

블록체인 플랫폼 성능측정 기준 표준

80% 80%

TTA PG1006

ISO TC307,
ITU-T SG16

차세대공략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

90% 90%

TTA PG502,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ISO TC307 WG2

선도경쟁
공략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요구사항 표준*

90% 100%

TTA PG502,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ITU-T SG17 Q14

차세대공략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

80% 90%

블록체인 및 DLT 시스템에서 발견
(Discovery) 상호운용성 표준*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

* Ver 2020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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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
공략

9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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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TC307 WG1

DLT 참조구조 표준

응용
기술

보안 및
관리
기술

대응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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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및 연동
기술

기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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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블록체인 국제표준 선점으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
목표
2019~2020
•블록체인 표준화 전략 수립

2021~2022

2023~2024

•블록체인 원천기술 선제적 확보 및
국제표준화 주도

•블록체인 글로벌 리더쉽 확보

SWOT 분석
강점

약점

•(시장)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더욱 중요해짐

•(시장) 블록체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해외에 비해 적음

•(기술) DLT 활용한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술 연구 진행 중

•(기술) 선진국에 비해 핵심, 원천 기술의 부족. 장기적인
관점의 기술 개발 및 전략 취약

•(표준) TTA, DLT표준화포럼,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등 표준화 연구 진행

•(표준) 표준화 항목 관련 기술에 대한 해외 출원인의
한국시장에 특허 출원 활동 미비

•(시장)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규모 및 투자유치 규모
성장세 예상

•(시장)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화폐에서 다수의
사고 사례 발생

•(기술) DLT 기반 해외 송금 시스템 기술 등 서비스 기술
개발이 활발

•(기술) 성능 및 확장성이 대규모 작업을 위한 수준에 미흡

•(표준) 오픈소스 강세에 따른 표준 역할의 중요성 증대

기회

•(표준) 핵심기술 표준 역량 부족으로 응융기술중심의
표준 개발에 치중

위협

국내·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 모델 및 보안
위협 대응,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 모델 보안요구사항 표준 개발 중
•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 분산원장시스템 참조구조, 정형 검증, 동료 심사 시스템 등 개발 중
• (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2018년 2월 구성되어 DLT 용어 정의 표준, DLT 활용사례 기술보고서, DLT 플랫폼
참조 구조 표준 개발 중
•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 모델 보안요구사항, 오픈 소스 기반의
분산 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 요구사항 등 개발 중

금융보안표준화
협의회

• (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 금융보안 단체 표준화를 위해 금융보안 표준화 협의회, 표준개발 워킹그룹 구성
(2017.9)하여 운영 중이며 금융권 블록체인 플랫폼을 위한 공통 요구사항(은행, 증권, 보험, 카드)을 도출
하고,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술 분야별 표준을 개발

PART 3.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123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SO TC307 WG1-Foundations) 용어, 참조구조 2개의 국제 표준(IS)과 텍사노미 및 온톨로지 기술사양서
(TS)를 개발 중이며 데이터 흐름 관련 연구 진행 중
• (ISO TC307 WG2-Security, privacy and identity) 디지털 자산 관리자의 보안 관리 기술보고서(TR) 개발
중, 블록체인 합의모델 보안성 평가 신규 아이템 수립을 위한 연구 중. 또한 조직, 사물 및 프로세스 식별
테마 추진 중
• (ISO TC307 WG3-Smart contracts and their applications) 스마트 계약 개요 및 계약 간 상호작용
기술보고서 발표, 법적 결속을 갖는 스마트 계약 기술보고서, 공급망 및 무역 촉진 연구 보고서 개발 중

• (ISO TC307 WG5-Governance of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systems)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기술명세서 개발 중
• (ISO TC307 WG6-Use cases) 활용사례 기술보고서 개발 중. 비기능 요구사항 연구 개시
• (ISO TC307 SG7-Interoperability of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systems) 블록체인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기술명세서 투표 시행. 이 결과에 따라 WG7으로 이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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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TC307 JWG4-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and IT Security techniques) 보안
위협 및 취약성, 프라이버시 및 PII 보호 개요, 신원관리 개요 3개의 기술보고서 개발 중

• (ISO TC307 JWG-Joint with TC46 SC11) ISO TC307 SC11에서 개시된 기록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 - 현안 및 고려사항 기술보고서 공동 작업

• (ITU-T SG16-Multimedia) 2019년 신규 연구과제 Q22 DLT 및 e-서비스 수립, 기존 탈중앙화 원장시스템의
요구사항 및 능력 표준 외 분산원장기술 참조 프레임워크, DLT 평가 기준, DLT 기반 디지털 증거 서비스
표준 항목 개발 중

• (ITU-T SG20-IoT and applications, smart cities)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의 표준화와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특징, 요구 사항, 프레임워크, 유즈케이스 등을
연구하여 표준화 추진
• (ITU-T FG-DLT Application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응용 및 서비스를
식별 분석하고 이러한 응용 및 서비스가 국제적 규모로 구현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최적 실무 및 지침에
대한 표준 연구 완료
• (ITU-T FG-DFC Digital Currency including Digital Fiat Currency) 디지털 법정화폐(DFC)에 관한 보안,
상호운영성, 위조 예방 및 소비자 보호/수용의 핵심 현안을 연구 완료
• ( ITU-T FD-DPM Data Processing and Management to support IoT and Smart Cities & Communities)
IoT 및 스마트시티를 지원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관리 표준 연구 완료

• ( IEEE 2418-Standard for the Framework of Blockchain Use in Internet of Things) IoT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프레임워크 표준을 개발 중

• ( W3C Verifiable claims WG) self-sovereign identity 지원을 위한 활용사례 개발을 완료했으며, 검증
가능한 주장 데이터 모델 표준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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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T SG17-Security) 2017년 9월 신규 연구과제 Q14 DLT 보안 개발 중이며, DLT 기반 전자지불시스템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 DLT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의 보안 위협 등을 포함하여 10개의 표준 항목 개발 중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 (ITU-T SG13-Future networks, with focus on IMT-2020, cloud computing and trusted network
infrastructures) 2017년 11월,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기능 및 요구사항,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
기능 요구사항 표준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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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방송‧미디어

방송‧콘텐츠

개요
•실
 감방송ㆍ미디어 기술은 사실감과 현장감을 표현하는 초고품질/초실감 미디어를 방송 및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고, 시공간과 기기 제약 없이 이용자에게 융합적이고 지능적으로 제공해주는
기술로서 UHDTV, 디지털 라디오, 몰입형 미디어 방송, 실감미디어 부호화, 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기술을 포함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국제 공식 표준화 기구
ITU-R SG4/SG6
ITU-T SG9/SG16

JVET, JTC1 SC29 WG11
ISO TC204

사실 표준화 기구

관계부처

TTA PGs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표준 제안


국제 협력

지상파방송(PG802)
모바일방송(PG801)
케이블방송(PG803)
메타데이터(PG606)

정책 제시

국제표준대응위원회




정책 지원

ITU-R SG4/SG6 연구반
ITU-T SG9/SG16 연구반
ISO TC204 전문위원회
JVET, JTC1 SC29 전문위원회

ICT 표준화포럼
MPEG뉴미디어포럼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홀로그램융복합산업포럼
미래케이블포럼
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시


전략방향 제안



실감방송·미디어 중점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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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대응표준화기구
국내

국제

전략목표

SMPTE TC-32NF,
AMWANMI

전략적수용

케이블기반 In-band Full-Duplex
송수신 기술

85% 90%

TTA PG803,
미래방송미디어
표준포럼

ITU-T SG9, SCTE,
CableLabs

선도경쟁
공략

위성기반 UHDTV 송수신 정합 기술

90% 80%

TTA PG805,
미래방송미디어
표준포럼

ITU-R SG4/SG6,
wnfqkRnrl

지속/확산
공략

지상파기반 UHDTV 모바일
응용서비스 기술

90% 90%

TTA PG801,
미래방송미디어
표준포럼

ATSC TG3,
ISO TC204, TISA

차세대공략

지상파기반 UHDTV 재난방송
송수신 기술

95%

95%

TTA PG802,
미래방송미디어
표준포럼

ATSC TG3

지속/확산
공략

인터랙티브 서비스 송수신 기술

95%

95%

TTA PG802,
미래방송미디어
표준포럼

HbbTV, W3C,
CTA WAVE

선도경쟁
공략

디지털
라디오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기술

85% 85%

TTA PG801,
미래방송미디어
표준포럼

ETSI Broadcast DAB,
RadioDNS WT

전략적수용

몰입형
미디어
방송

AR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80% 80%

TTA PG802,
TTA PG804

ETSI ISG ARF,
JTC1 SC29 WG11,
3GPP

추격/협력
공략

UHDTV

실감
미디어
부호화

실감
미디어
저장 및
처리기술

실감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

95%

95%

-

JVET(JTC1 SC29 WG11,
ITU-T SG16 WP3),
JTC1 SC29 WG11

지속/확산
공략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

95%

95%

-

JTC1 SC29 WG11

선도경쟁
공략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 기술

90% 95%

-

JTC1 SC29 WG11

선도경쟁
공략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

95%

-

JTC1 SC29 WG11

지속/확산
공략

완전 입체 이미지 부호화 기술*

90% 90%

JTC1 SC29 WG1

선도경쟁
공략

실감미디어 저장포맷 기술

네트워크 기반 미디어 처리 기술

95%

95%

-

JTC1 SC29 WG11

선도경쟁
공략

90% 100%

-

JTC1 SC29 WG11

지속/확산
공략

95%

* Ver.2020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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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기반 방송장비 인터페이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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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고품질 실감방송 서비스 조기 활성화 및 국제표준 선점
목표
2019~2020
•4K UHDTV 케이블/위성 방송
상용 서비스
•지상파 4K UHDTV 상용 서비스
(수도권, 광역시권)
•VR/AR 몰입형 미디어 서비스 및
프레임웍 기술 표준 IPR 확보

2021~2022

2023~2024

•지상파 4K UHDTV 상용 서비스 전국 확대
•지상파 UHDTV 모바일 서비스
•8K UHDTV 위성/케이블 방송 서비스 실험
•VR/AR 몰입형 미디어 전송 및
서비스 기술 고도화 및 국제표준 선도

•지상파 UHDTV 재난방송 서비스
•8K UHDTV 위성/케이블 방송
서비스
•디지털 라디오/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VR/AR 몰입형 미디어 방송실험

SWOT 분석
강점
•(시장) 세계 최초 지상파 4K UHDTV 서비스 시작 및
광역시 확대 진행
•(기술) DTV, LCD, PDP, 메모리반도체 등 핵심부품 및
IT기술의 세계적인 경쟁력 보유
•(표준) MPEG, ATSC, ITU 등 미디어 표준화 경험 및
경쟁력 확보

•(시장) 저가 UHDTV 출시로 UHDTV 보급 확대폭 증가
•(기술) 실감방송 미디어 분야의 기술개발 가속화 및
응용시장 성장 확대에 따른 실감형/몰입형 AV 부호화
기술의 적용 분야 확대
•(표준) 실감방송 미디어의 대용량 미디어 처리 요구
확대에 따른 실감형 미디어 처리 표준화 시작

기회

약점
•(시장) 360도 VR 콘텐츠 제작환경 및 워크플로우 부족
•(기술) 비디오 부호화 핵심원천 기술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실험 인프라 구축 미흡
•(표준) 경쟁국 대비 표준 기술에 대한 국가기술 경쟁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장기적인 R&D 지원 및 국가간
전략적 공조 부족

•(시장) 양질의 콘텐츠 부족 및 신규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불확실
•(기술)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독자 플랫폼 기술
개발 진행 중(Google, Facebook 등)
•(표준) 국제 표준화가 일부 기술 선진국(기관) 주도로
추진

위협

PART 3.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127

국내·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 홀로그램에 대한 데이터 및 파일 구조, 화질 평가, 디스플레이 성능 측정 평가
기술 개발 중
• (TTA 모바일방송 PG(PG801)) TTI, 모바일재난경보 및 고정밀 측위 등 UHDTV 모바일방송을 이용한
응용서비스 표준화 추진 중이며 ITU-R SG6, ISO TC204, TISA 및 RDS Forum 대응 중

• (TTA 케이블방송 PG(PG803)) IP 기반 차세대 케이블 방송서비스를 위해 관련 기술 동향 및 적용 기술 검토를
위한 표준화 진행 중
• (TTA 위성방송 PG(PG805)) DVB-S2X 기반 고효율 위성 송수신 기술, HDR 등 고품질 UHDTV 방송 기술의
도입 및 8K UHDTV 방송을 위한 표준화 활동 중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JTC1 SC29 WG11-Coding of moving pictures and audio)
- (Video Subgroup) 3DoF+ 몰입형 영상에 대한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수행 중이며, Windowed 6DoF/
Omnidirectional 6DoF 부호화에 대해서는 탐색 단계(탐색실험, 실험영상 수집, 깊이추출, 합성 등 SW툴 개발
등) 표준화 진행 중. 또한, 라이선스 문제로 HEVC를 사용하기 어려운 기관들을 위한 신규 비디오 부호화
표준인 EVC(Essential Video Coding) 및 LCVC(Low Complexity Video Coding) 표준화가 2019년 상반기
시작되어, 2020년 4월 표준 제정을 목표로 표준화 진행 중
- (Requirements Subgroup) 360도 몰입형 미디어 저장을 위한 파일 포맷 구조를 정의하는 MPEG-I OMAF를
토대로 DASH/MMT 스트리밍 지원에 대한 표준 개발 중이며, 3DOF, 3DoF+ 및 6DoF기반의 몰입형 미디어
정의 및 구조(Architecture)를 제시하고 관련 유즈케이스 및 전체적인 MPEG-I 로드맵에 따른 관련 요구사항/
기술적 이슈 논의 중
- (Audio Subgroup) MPEG-I 6DoF 오디오 표준 개발을 위해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플랫폼, Cfp 및 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 중
- (3DG Subgroup) MPEG-I Part 5 Video-based point cloud compression(V-PCC)와 Part 9 Geometry-based
point cloud compression(G-PCC) 표준화로 나뉘어 진행 중
- (Systems Subgroup) 네트워크/클라우드 기반 미디어 화질 향상, 미디어 배포, 미디어 생성, 미디어 핸들링
등 네트워크/클라우드 기반 미디어 처리시에 미디어 소스(Media Source)와 처리 객체(Processing Entity)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시스템 구조 및 메타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표준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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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C1 SC29 WG1-Coding of digital representations of images) 완전 입체 이미지 압축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자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트 필드, 홀로그램에 대한 표준화를 ‘JPEG Pleno’ 프로젝트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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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차세대 방송서비스 및 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미래미디어 분과를 발족하였으며,
360도 전방위 방송 등 차세대 방송 분야 표준화를 위한 Study mission 수행

Ⅰ. ICT 표준화 개요

• (TTA 지상파방송 PG(PG802)) 국내 지상파 UHDTV 방송서비스를 위한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및 ‘지상파 UHD IBB 서비스’ 표준을 개발하여 2016년 6월 승인하였으며, 지상파 UHDTV 시스템 기반의
모바일방송, 재난경보방송, UHD IBB 서비스 개정 등의 부가 서비스 표준을 개발 중

12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요약보고서

JVET

• (Joint Video Experts Team) 2018년 4월 CfP에 대한 제안기술들의 평가를 시작으로 신규 비디오 부호화
표준을 VVC(Versatile Video Coding)으로 명명하고 본격적인 표준화를 시작. 제안 기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블록 구조인 QTBT+TT에 기본적인 HEVC의 부호화 툴을 포함한 테스트 모델(VTM: VVC Test Model)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호화 표준화 진행 중이며, 2019년 7월 WD6 및 관련 SW인 VTM6을 발간

• (ITU-T SG9-Broadband cable and TV) Q.7에서 동일대역 상하향 동시 전송 기술에 대한 연구 및 표준 개발을
추진 중
• (ITU-T SG12-Performance, QoS and QoE) 360도 HMD 비디오 및 VR 게임의 체감품질 평가를 위한 새로운
권고제정 진행 중
• (ITU-R SG6-Broadcasting Service) UHDTV 방송을 위한 이미지 형식, 광전 변환 및 색역 변환 등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를 진행 중. 고휘도 및 광색역 등 UHDTV 및 기존 HDTV의 방송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와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SDR 수상기에 대한 HDR 방송 호환성 및 HDR 영상에 대한 객관적 측도, 화질
평가에 대한 이슈를 논의 중

• (DVB TM-S) 고효율 위성 송수신 시스템(DVB-S2X)을 표준화하고 추가 성능 향상 기술 연구를 진행 중
• (DVB CM-I) DASH 등의 대상 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통한 저지연 방송 서비스 시나리오 및 상업적
요구사항 논의 중

• (ETSI ISG ARF(Industry Specification Group Augmented Reality Framework)) AR 서비스를 제공하기
산업적 요구사항, 서비스 시나리오 및 이를 위한 프레임 워크 등 4개의 워킹아이템을 토대로 표준화 논의 중

• ( SMPTE) SMPTE 2110-10/-20/-21/-30 표준화 완료되었으며, 압축오디오 전송(2110-31) 및 부가데이터
전송(2110-40) 표준화 진행 중

• ( AMWA) 연결관리 API(Connection Management, IS-05) Ver 1.0 정식 발표하였으며, 네트워크 제어
API(Network Control, IS-06) 은 개발 중

• ( ATSC TG3) 지상파 UHDTV 방송을 위한 ATSC 3.0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2018년 1월에 주요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1차 완료. 표준 발간이 완료된 문서에 대한 개정 및 구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 보고서
작업 진행 중

• ( HbbTV) 2017년 Operator(MVPD)가 제공하는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포함하는 HbbTV Operator Application
표준 제정. 2018년 HDR과 HFR NGA를 포함하는 HbbTV2.0.2 규격 제정

• (W3C Media and Entertainment IG) HbbTV, ATSC, CTA, 일본의 HybridCast, 한국의 미래방송 미디어 표준
포럼과 협업하여 인터랙티브 서브스 유즈케이스 및 요구사항 발굴, 선행 기술 개발 중
• (W3C Media WG) Media Source Extensions(MSE) 및 Encrypted Media Extensions(EME) 표준의 차기
버전 개발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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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개요
• 실감형 콘텐츠 기술은 주거, 여가, 이동, 교육, 경제 활동 등 생활 전반에서 소비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고품질의 정보를 실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

Ⅰ. ICT 표준화 개요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공식 표준화 기구

TTA PGs
전문가 지원

JTC1 WG12/SC24/
SC29/SC34/



디지털콘텐츠(PG610)
지능형디바이스(PG415)
웹(PG605), 전자출판(PG608)

의장단 진출

국제표준대응위원회


IEC TC110

사실 표준화 기구

관계부처

표준 제안


국제 협력

JTC1 WG12/SC24/ SC29/SC34 전문위원회
IEC TC110 전문위원회

정책 제시


정책 지원



ICT 표준화포럼
MPEG뉴미디어포럼
웹표준기술융합포럼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
사용자인터페이스표준화포럼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포럼
홀로그램융복합산업포럼
디지털가상화포럼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시


전략방향 제안



실감형콘텐츠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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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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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연결된 이미지 미디어 포맷*

비디오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표준

표준
수준

국제

90% 95%

TTA PG610,
다차원영상
기술표준화포럼

JTC1 SC29 WG1

차세대공략

95% 90%

TTA PG610,
홀로그램
융복합산업포럼

JTC1 SC29,
IEC TC110 WG6/WG12

선도경쟁
공략

혼합현실 정보표시 제어 표준

90% 100%

TTA PG610,
다차원영상
기술표준화포럼,
실감혼합현실
표준화포럼

JTC1 SC24/
SC29 WG11,
OMA

선도경쟁
공략

VR 휴먼팩터 표준

95% 100%

TTA PG610,
실감형혼합
현실기술포럼

IEEE 3079/802/2048

선도경쟁
공략

혼합현실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

70% 70%

TTA PG610,
실감형혼합
현실기술포럼

JTC1 SC24

추격/협력
공략

3D 가상 제품 표현 표준*

90% 85%

TTA PG610,
다차원영상
기술표준화포럼

그래픽스 및 컴퓨팅 API 표준*

90% 80%

TTA PG610,
다차원영상
기술표준화포럼

Khronos Group
Vulakn WG/OpenCL
WG/SYCL WG

지속/확산
공략

VR 콘텐츠용 오감정보 표현 표준

100% 100%

TTA PG610

JTC1 SC29 WG11

선도경쟁
공략

후각 스크리닝 및 발향 재현 API 표준

95% 100%

TTA PG415,
사용자인터
페이스표준화포럼

JTC1 SC29 WG11

차세대공략

TTA PG610,
홀로그램
융복합산업포럼

JTC1 SC29,
IEC TC110 WG6

선도경쟁
공략

MR/VR

홀로
그래픽
콘텐츠
콘텐츠
중심
사물인
터넷

웹 기반
콘텐츠
플랫폼

전략목표

국내

비디오
콘텐츠

오감
미디어
콘텐츠

대응표준화기구

디지털 홀로그램 정보 표현 표준

95%

95%

Khronos Group,
JTC1 WG12/SC24

차세대공략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표준

95% 100%

TTA PG610

JTC1 SC29 WG11

선도경쟁
공략

미디어사물 간 거래 및 고속 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이터포맷 표준

100% 100%

TTA PG610

JTC1 SC29 WG11

선도경쟁
공략

브라우저내 콘텐츠 표현 표준

80% 80%

TTA PG605,
웹표준기술융합포럼

W3C Web Platform
WG/CSS WG,
Khronos Group

선도경쟁
공략

웹기반 콘텐츠 데이터 연동 표준

70% 80%

TTA PG605,
웹표준기술융합포럼

W3C RDF WG/
JSON LD WG/Web
Authentication WG

추격/협력
공략

웹기반 사물인터넷 연동 표준

90% 80%

TTA PG605,
웹표준기술융합포럼

W3C WoT WG,
OCF

선도경쟁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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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기능성게임의 성과 측정 및
평가 절차 표준

95%

아케이드 게임기기 운영 및
디지털 정산 표준

95%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제

95%

TTA PG610,
다차원영상
기술표준화포럼

JTC1 SC35 WG1/
SC29 WG11, W3C

차세대공략

95%

TTA PG610,
다차원영상
기술표준화포럼

GSA

선도경쟁
공략

VR 과금 시스템 표준*

70% 70%

TTA PG610,
다차원영상
기술표준화포럼

EMV

추격/협력
공략

디지털
가상화

디지털 가상화 요구사항 표준*

85% 95%

TTA PG610
디지털가상화포럼

IEEE-SA

차세대공략

전자출판

전자출판 콘텐츠 표현 기술*

90% 95%

TTA PG608

JTC1 SC34, W3C

지속/확산공략

게임

Ⅰ. ICT 표준화 개요

국내

* Ver 2020 신규항목

표준화 목표

목표
2019~2020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 호환성
확보 및 확산을 위한 표준화 추진

2021~2022

2023~2024
•차세대 실감형 콘텐츠 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개발,
국제표준특허 선점

SWOT 분석
강점
•(시장) 가상현실 디바이스 핵심요소 (모바일, 디스플레이,
HMD 등) 글로벌 경쟁력 보유
•(기술) 디지털방송, 휴대폰, 모바일방송 기술 인프라 우수

약점
•(시장) VR 및 UWV 콘텐츠 제작환경 및 워크플로우 부족
•(기술) 360도 전방위 방송 등 실감방송 통합기술
청사진에 따른 부작용 우려

•(표준) MPEG/JCT-VC 등 국제 표준화의 적극적 참여 중

•(표준) VR 콘텐츠 제작 및 안전시청 가이드라인 등의
시각피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저조

•(시장) 360도 전방위 VR 서비스의 차세대 자유시점
서비스 시장은 신성장동력

•(시장) 고품질의 콘텐츠 부족, 시각피로, 제품/콘텐츠
인증 부재

•(기술) 5G 등 대용량 데이터 전송 기술 개발 국제 주도 중

•(기술) HMD에 의존적인 플랫폼 확장 개발 미비

•(표준) 전방위 360도 VR, UWV 및 자유시점 서비스를
위한 MPEG/JCT-VC, DVB 표준화 추진 중

•(표준)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조직적 대응 미비 및
핵심 기술보유국(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제표준화
수준 격차

기회

위협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타 산업 연계 융복합 영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표준개발,
국제표준특허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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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
- 홀로그래픽 기술의 보편화를 위해 Opensource 기반의 Library를 개발하는 과제 진행의 일환으로
홀로그래픽 데이터 포맷에 대한 표준안 진행 중
- 인공지능 기반의 3D 휴먼 캐릭터 생성 아키텍처에 대한 표준 개발 중
- 혼합현실 환경에서 서비스 요구의 인지상태에 따른 공간 구조 구축 모델에 대한 인지단계 레벨과 공간
모델링에 대한 표준 진행
- 기능성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게임성 측정을 위한 게임성 측정 지표 및 평가 절차에 대한 표준 개발 중
• (TTA 웹 PG(PG605)) HTML5 후속 버전에 대한 트래킹 및 기술 이슈 분석, WoT 표준에 대한 국내 준용
표준 제정 추진 중. Activitypub, Webmention 등 탈중앙 기반 표준들에 대한 준용 표준 개발 완료
• ( TTA 전자출판 PG(PG608)) 2017년에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인터랙티브 3D 전자책 표준 개발 완료
• ( TTA 지능형디바이스 PG(PG415)) ‘증강현실 연속체에서 현실캐릭터 표현을 위한 참조모델’ 표준안을 추진
중. 2017년에는 발향장치와 콘텐츠 상호연동 참조 모델제정

• (MPEG뉴미디어포럼) JTC1 SC29 WG11 국제 표준화 대응을 주도하며 국제 표준의 국내 준용을 위한 부합
표준 작성 등을 진행

• ( 웹표준기술융합포럼) HTML5 표준 기술에 후속 작업 진행 및 탈중앙 기반의 소셜 서비스 기술 현황
보급 확산

실감형혼합현실
기술포럼

•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 사용자 동작 인식 기반의 혼합현실 기술과 HMD 기반의 가상현실 기술, 그리고
홀로그래피 기술 등과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표준안 발굴 추진

다차원영상기술
표준화포럼

• (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포럼)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의 ‘게임 실무반(WG6101)’과 연계하여, ‘기능성
게임 규격 및 분류’ 표준과 ‘기능성게임 성과 측정 및 평가 절차’ 표준을 제안. 복잡한 실내와 실외 공간을
표현하는 혼합현실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서비스 요구 상태에 따른 정보 표현과 제어에 대한
표준을 추진

홀로그램융복합
산업포럼

• ( 홀로그램융복합산업포럼) 홀로그램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연구개발과 초기 생태계 구현을 통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표준 추진 및 정책 대응

디지털가상화포럼

• ( 디지털가상화포럼) IEEE-SA의 Computer society 내에서 WG을 신설하고 새로운 PAR를 제안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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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C1 SC24 Computer graphics, image processing and environmental data representation) MAR
표준 개발 중이며, Khronos group의 glTF표준을 ISO 국제 표준으로 개발 중
• (JTC1 SC29 WG1-Coding of digital representations of images) ‘JPEG Pleno'는 영상획득, 표현, 이미지
교환에 대한 standard framework를 타겟으로 Point cloud, Light field, holography의 adhoc이 있으며,
Lightfield에 대한 표준문서가 작성 중. 또한 JPEG Linked Media Format이 System subgroup에 part
7으로 새롭게 추가 될 예정

• ( JTC1 SC34 JWG7-EPUB) Preservation 1부 : 원리, EPUB3 Preservation 2부 : 메타데이터요구사항 표준
개발 진행 중

Ⅰ. ICT 표준화 개요

• ( JTC1 SC29 WG11-Coding of moving pictures and audio) 오감정보 및 콘텍스트 표현 기술(햅틱/
후각 포함)관련 2018년 5월 MPEG-V(ISO/IEC 23005) 제4차 개정판이 FDIS단계로 진입하였으며, VR
및 360도 VR 콘텐츠에 적합한 오감정보 표현 방법에 대한 표준이 추가된 5차 개정판이 시작될 예정.
미디어사물인터넷 기술은 IoMT 2차 개정판을 시작하여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및 데이터포맷,
고속 이진 데이터 포맷, 스마트 콘트랙트를 위한 데이터포맷을 추가할 예정

• ( JTC1 SC35 WG1-Keyboards, methods and devices related to input and its feedback) 기능성 게임
실행을 위한 사용자 인터랙션과 관련된 제스처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리즈 표준 개발 중

• (ISO TC110 WG12-Eyewear display) 안경형태의 디스플레이에서 광학 소자나 AR 타입의 글래스에서의
영상 품질에 대한 표준도 아이템으로 도출 진행 중

• (W3C Web Platform WG/CSS WG) 웹 기반 콘텐츠 표현을 위한 기반이 되는 HTML5 후속 표준 및
웹문서에서 활용될 수 있는 components 등의 표준 개발 및 HTML 문서의 스타일 및 레이아웃을 위한 CSS
개정 작업이 활발히 진행
• (W3C RDF Data Shape WG) 서비스간 데이터 연동 및 시맨틱 웹 환경 지원을 위한 데이터 자원 표현 및
연동을 위한 표준 개발
• (W3C JSON LD WG) 데이터 연동시 해당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고 해당 데이터의 연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이터 연동 표준 개발
• (W3C Web of Things WG) 사물간의 연동을 웹 환경에서 지원하기 위한 웹기반 IoT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 (W3C WebVR CG) JTC1 SC24와 함께 WebVR 표준안 개발
• (W3C Webize Everything CG) JTC1 SC24와 함께 Webizing MAR 표준안 개발
• (W3C EPUB3 CG) EPUB3.2 표준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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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O TC110 WG6-3D Display Devices) 양안식 안경형 3D 디스플레이에서 모션 블러 측정 방법,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 대한 특성에 대한 문서가 배포되었고, 광학적 특성/3D HUD/무안경식 디스플레이에서의
영상 품질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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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O TC159 SC4 WG12-Image safety) 광과민성 발작과 시각피로에 대한 표준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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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1918 WG1-Tactile Internet) 인터넷에서 원격 시스템 및 원격 터치 응용을 위해 실시간(1ms)으로
터치(촉각) 정보 전달을 위한 Tactile Internet의 표준 개발 중
• ( IEEE 802-LAN/MAN) VR 서비스의 QoE 해결을 위한 Network 표준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18년 11월
회의에서 Study Group을 만들어, 우리나라가 의장을 담당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 중
• ( IEEE 3079-Standard for Head Mounted Display (HMD) Based Virtual Reality (VR) Sickness
Reduction Technology) 우리나라에서 제안하여 신설된 최초의 3D 분야 워킹그룹으로 인체 안전성
(휴먼팩터) 표준화 추진. 고려대, 서강대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국내 12개 기관과 HTC, 하버드대
의과대학 등 해외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여 표준화를 진행 중. HMD 기반의 가상현실 콘텐츠 서비스 멀미
저감을 위한 표준안의 2021년 1월 제정을 목표로 진행 중
• ( IEEE 2888-Interfacing Cyber and Physical World) 우리나라에서 제안하여 신설되는 워킹그룹으로
가상세계와 물리세계의 융합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이 목표. 센서, 구동기 등의
가상화와 입력/출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물리세계를 가상세계에 표현하고, 가상세계의 입력을 통하여
물리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 포맷, API 등의 개발 진행 예정

• (Khronos Group-OpenGL, Vulkan) 3차원 그래픽스 및 컴퓨팅 표준 API
• (Khronos Group-OpenCL) 이종 병렬처리를 위한 언어 표준
• (Khronos Group-Open XR) VR 및 AR 응용 개발에 필요한 표준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및 응용 인터페이스
표준에 대해서 잠정표준안을 공개
• (Khronos Group-glTF) JSON에 기반하여, 바이너리 형식 등을 사용하여 3D 어셋을 교환하기 위한 표준으로,
웹에서 실감 콘텐츠 등을 압축 및 스트리밍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포맷 표준
• ( Khronos Group-3D Commerce) 3차원 상거래를 위한 표준 제정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탐색 그룹이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ETRI, 경북대, 아주대 등이 참여하여 활동 중(TTA는 포럼을 통해 가입할
예정)

• ( EMVCo)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가상 표현 기술을 채택하여 VR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실제 지불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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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물리보안

차세대보안

개요
• 정보·물리 보안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환경에서 전달, 저장되는 정보를 위/변조, 유출, 해킹,
서비스거부 등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물리적 공간에서의 보안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 암호기술, 인증기술, 물리보안기술, 사이버위협 대응기술, 보안관리/평가기술
등과 신규 통신 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는 5G 보안,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 등으로 구분
Ⅰ. ICT 표준화 개요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공식 표준화 기구
ITU-T SG13/SG17

JTC1 SC27/SC37
ISO TC307/TC215

관계부처

TTA PGs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정보보호기반(PG501)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PG502)
사이버보안(PG503)
응용보안 및 평가인증(PG504)
바이오인식(PG505)

정책 제시


정책 지원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사실 표준화 기구



ITU-T SG13/SG17 연구반
JTC1 SC27/SC37 전문위원회
ISO TC307/TC215 전문위원회

국제 협력

ICT 표준화포럼
한국 FIDO산업포럼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시


전략방향 제안



정보·물리보안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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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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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암호
기술

인증
기술

대응표준화기구

기술
수준

표준
수준

국내

국제

암호 알고리즘

95%

95%

TTA PG501

JTC1 SC27,
IETF

차세대공략

PKI 기반 기기인증

95%

95%

TTA PG502,
사물인터넷융합포럼

IEEE 802,
CAMP,
ETSI. 3GPP

선도경쟁
공략

FIDO 및 응용기술

100% 90%

TTA PG501

FIDO Alliance

선도경쟁
공략

ID 관리 기술*

90% 90%

TTA PG502

ITU-T SG17,
ISO TC307,
W3C

선도경쟁
공략

바이오인식 응용 서비스

90% 90%

TTA PG505

JTC1 SC27/SC37,
ITU-T SG17,
ABC

선도경쟁
공략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95% 100%

TTA PG505,
스마트의료보안포럼

ISO TC215,
ITU-T SG17,
ABC

선도경쟁
공략

능동형 사이버보안 침해정보 수집 및
보존 기술

95% 90%

TTA PG503,
TTA PG504

ITU-T SG17,
JTC1 SC27,
ETSI

선도경쟁
공략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90% 95%

TTA PG503

ITU-T SG17,
JTC1 SC27,
IEEE SA

차세대공략

블록체인을 위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

90% 100%

TTA PG1006,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ISO TC307,
JTC1 SC27,
ITU-T SG17

차세대공략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80% 90%

TTA PG504

JTC1 SC27 WG3,
CCRA,
CCUF

전략적수용

5G 보안 가이드라인*

95% 100%

TTA SPG35,
TTA SPG32,
5G포럼

3GPP RAN,
ITU-T SG13/SG17

차세대공략

중점 표준화 항목

전략목표

물리
보안

사이버
위협 대응

보안관리/
보안평가

5G보안

* Ver 2020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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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차세대보안 국제표준 선도를 통한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목표
2019~2020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핵심
표준분야 선정

2021~2022

2023~2024

•핵심기술 및 선도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중점 추진

•차세대보안분야 표준선도국
진입 및 IPR 수익 창출

Ⅰ. ICT 표준화 개요

SWOT 분석
강점

•(기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범용 및 신규 ICT용 암호
기반기술 및 인증 응용기술 다수 확보
•(표준) 보안 분야에서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기여도 높음

•(시장) 세계 시장 대비 국내 보안시장 규모 협소
•(기술) 차세대 암호ㆍ인증기술,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고급 개발인력 부족
•(표준) 학계와 KISA, ETRI 등 정부기관 중심의 표준화
진행과 산업체의 참여 미흡

•(시장) 상호운용성 확보 및 개발 규모를 이유로
국내개발 암호기술의 제품 적용 기피

•(기술) 적용환경 변화 및 취약요소 증가에 대응 가능한
새로운 암호기술 개발수요 확대

•(기술) 국가 차원의 보안 원천기술 확보 경쟁 심화

•(표준) JTC1, ITU-T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논의 초기
단계인 양자암호 표준화 선도

기회

•(표준) 북미, 유럽 표준화 단체 중심의 국제표준화 추진
경향 심화

위협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시장) 신규 ICT 환경에 기반한 범용/바이오 인증
서비스 시장 규모 확장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시장) 각종 보안 이슈 대응을 위해 기업 및 기관의 침해
사고 대응장비 구매 증가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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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 TTA 정보보호기반 PG(PG501)) 주요 차세대 암호기술 및 양자 키 분배 시스템 규격, 패스워드와 IBC
(ID 기반 암호시스템)를 이용한 키 교환 프로토콜 표준 제정 완료. 퍼지 인증 프로토콜, 양자내성 암호와
동형 암호 표준 개발 중
• (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 금융권 블록체인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
분산 원장시스템 참조구조,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전자지갑 서비스 모델 보안요구사항, 분산형 식별자들
(Decentralized Identifiers(DIDs)), 검증가능한 크리덴셜 데이터 모델 1.0 등을 개발 중
• (TTA 사이버보안 PG(PG503)) STIX 기술 관련, 구조화된 위협 정보 표현 규격(STIX 2.0)에 대한 시리즈
표준과 유즈케이스 표준을 제정. 가상화 기반 이기종 백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 표준을
개발 중이며, SDN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기능의 인터페이스(I2NSF) 프레임워크에 대한 시리즈 표준 개발 중
•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응용 보안 평가 인증 부문 정보통신단체 표준 제·개정, 정보보안
평가 및 검증 기술실무반(WG5041)을 2018년 신설하여 QKD보안 평가 요구사항 등 해당 분야 국내 표준
개발 중
• (TTA 바이오인식 PG(PG505))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관련, 바이오인식과 IC카드를 이용한 접근제어용
개인확인시스템, 정보분할에 의한 바이오정보보호 등의 표준을 개발 중이며,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식기술 관련, 생체신호를 이용한 헬스케어 응용서비스 기술보고서를 개발 중

• (JTC1 SC27 전문위원회) 한국/미국/일본 공동으로 2018년 개정한 ISO/IEC 19790, ISO/IEC 24759 표준을
준용한 KS X 표준을 2019년 개정할 예정이며, ISO/IEC 15408, ISO/IEC 18045 관련 한국암호모듈검증제도의
암호모듈 보안 요구사항과 시험 요구사항 제·개정 완료
• (JTC1 SC37 전문위원회)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관련, 바이오인식 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지침
(KSX1966), 바이오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기술(KSXISO/IEC 30107-1), BioAPI 적합성 시험기술(KSXISO/
IEC24709-1R1) 등 국가표준을 제·개정 중

• (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개인정보보안 기술 관련 국내/국제 표준을 개발 및 제·개정 중이며, 스마트그리드,
클라우드, 스마트 폰 보안, 암호 알고리즘 등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술 국내외 표준 개발 중

• (한국FIDO산업포럼) FIDO UAF 1.1, U2F 1.2, FIDO 2.0에 대한 Spec 및 FIDO 신규 보안평가 시스템을
국내 공유 중이며, 국내 표준을 FIDO 국제 표준에 반영 중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 ITU-T SG17 Q.4-Cybersecurity) 사이버보안 침해사고 증거를 수집 및 보존하는 도구를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개발을 진행 중
• ( ITU-T SG17 Q.6-Security aspect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networks and Internet of Things)
5G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5G 신뢰 관계를 위한 프레임워크, 5G 엣지 컴퓨팅 보안 프레임워크 등의 표준
개발을 진행 중
• (ITU-T SG17 Q.7-Secure application services) 경량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서 하이브리드 인증 및
키관리 메커니즘 표준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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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T SG17 Q.9-Telebiometrics) 모바일기기를 위한 텔레바이오인식 보호지침(X.1087), 바이오인식기반
하드웨어 보안토큰(X.1085) 등의 표준을 제정 완료하였으며, 스마트 ID카드를 이용한 원격 바이오 접근제어
(X.tac) 등을 개발 중.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인식 인증기술(X.1094) 국제 표준 채택, 생체신호
인증기반 헬스케어 텔레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기술 표준화를 ISO TC215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
• ( ITU-T SG17 Q.10-Identity management architecture and mechanisms) 객체 인증 보증 프레임워크와
접근하는 자원별로 상이한 인증 수준을 적용하기 위한 스텝업 인증 프로토콜 표준화 추진 중
• (ITU-T SG17 Q.14-Security aspects fo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분산원장기술(DLT)의 보안
능력 및 위협에 대한 세부사항(X.sct-dlt)과 ID관리 분야에서 DLT데이터 이용 시 고려해야 하는 보안 요구
사항(X.dltsec) 등을 표준화 추진 중

• (JTC1 SC27 WG3-Security evaluation, testing and specification) IT제품의 보안성 평가기준 표준인
ISO/IEC 15408과 평가방법론 ISO/IEC 18045를 2020년 개정할 예정
• (JTC1 SC27 WG5-Identity management and privacy technologies) 바이오정보 보호기술(24745R1)
개정안을 개발 중. WG1과 공동으로 ISO/IEC 27552 개인정보 보호경영을 위한 27001 확대 요구사항 표준
개발 진행 중
• (JTC1 SC37 WG2-Biometric technical interfaces) 객체지향형 바이오인식 호환규격(30106-4), 객체지향형,
바이오인식 호환성 시험기술(30106-1AMD1) 개발 완료

• (IETF SEC Security Area) 인터넷 환경에서 원활한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암호
프로토콜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암호기술과 적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표준화 추진 중
• (IETF SEC I2NSF)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NFV) 기반의 보안 서비스
환경에서 가상의 네트워크 보안 기능(Network Security Function, NSF)들의 생성/등록/관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 추진 중

• (W3C) 분산형 ID관리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 기본 레이어로 분산형 식별자(DIDs), 상위 레이어로 검증
가능 크리덴셜(Verifiable Credential)에 대해서 표준 개발 중

• (FIDO)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FIDO솔루션의 확산을 위해 W3C, EMVCo, GSMA 등과 협업함과 동시에
FIDO2(모바일+웹, PC운영체제)로의 업그레이드 및 이와 관련된 표준화 완료

• (CCRA) 공통평가기준(CC)와 평가방법론(CEM) 개정, CCRA내 국제기술커뮤니티(iTC)를 통해 cPP와 cPP
SD문서 지속 개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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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C1 SC37 WG5-Biometric testing and reporting) 얼굴인식을 결합한 지능형 CCTV 성능시험기술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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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C1 SC27 WG2-Cryptography and security mechanisms) 경량 암호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ICT
정보보호를 위한 핵심 암호기술의 표준화 추진 중. 신규 기술 수요에 따른 경량 암호 분야의 표준화 항목
및 대상 증가 전망. 또한, 인증 요소 기술(영지식/blind 전자서명 기반 인증, 바이오매트릭스 기반 인증, 속성
기반 익명 비연결 실체 인증) 및 객체 인증 보증 프레임워크 표준화 추진 중

Ⅰ. ICT 표준화 개요

• ( JTC1 SC27 WG1-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정보보호통제 표준인 ISO/IEC 27002의
개정안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정보보호통제 평가지침인 ISO/IEC 27008은 2차 개정판을 발행. 분야별
응용을 위한 요구사항 ISO/IEC 27009는 2017년 조기 개정을 시작하여 CD 단계로 진입, 분야별 통제
표준인 270011(통신), 27017(클라우드), 27019(에너지), 29151(개인정보) 등 ISO/IEC 27002에 기반한
분야별 통제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재·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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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보안

융합보안

개요
•융
 합보안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ICT와 의료, 제조, 바이오산업, 자동차,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 간의
융합이 이루어진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무인항공시스템, 스마트헬스, 스마트공장, 핀테크 등의 보안
기술을 다룸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공식 표준화 기구

TTA PGs
전문가 지원


ITU-T SG17

IEC TC65
ISO TC22/
TC204/TC215

의장단 진출



JTC1 SC27/SC37

사실 표준화 기구

관계부처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1001)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502)
응용보안/평가인증( PG504)
바이오인식(PG505)
CPS(PG609)

정책 제시


정책 지원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ITU-T SG17 연구반
JTC1 SC27 전문위원회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스마트의료보안포럼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전략방향 제안



ICT 표준화전략맵
융합보안 중점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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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기술
수준

90%

표준
수준

85%

전략목표

국내

국제

TTA PG502,
TTA PG504,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OCF,
oneM2M,
ITU-T SG17

선도경쟁
공략

차세대공략

90%

90%

TTA PG1001

V2X 통신 보안위협 및 보안 가이드라인

90%

95%

TTA PG504

ITU-T SG17,
ISO TC204
WG16

선도경쟁
공략

차내망 침입탐지시스템 구현 방법 표준*

90%

95%

TTA PG504

ITU-T SG17,
ISO TC22
SC31/SC32

선도경쟁
공략

JTC1 SC17,
ITU-T SG17,
3GPP

선도경쟁
공략

자율
자동차
보안

ICT 기반 무인기 식별 및 인증 표준

95%

95%

TTA PG504,
TTA PG1001,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핀테크
보안

비식별 데이터 보증 수준을 위한
요구사항

95%

95%

TTA PG504

JTC1 SC27,
ITU-T SG17

선도경쟁
공략

스마트공장 기기 상호 보안인증기술

70%

70%

TTA PG609,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IEC TC65 WG10,
ISA 99

전략적수용

스마트공장 정보보호 인증 기준

70%

70%

TTA PG609,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IEC TC65 WG10,
ISA 99

전략적수용

진료정보 교류시 보안표준 모델

80%

90%

TTA PG505,
스마트의료
보안포럼

ITU-T SG17,
ISO TC215

전략적수용

의료기기 안전 및 보안 프레임워크

80%

90%

TTA PG505,
스마트의료
보안포럼

ITU-T SG17,
ISO TC215

전략적수용

스마트
공장
보안

스마트
헬스
보안

* Ver 2020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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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
시스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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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반 IoT 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ITU-T SG20,
oneM2M SDS,
IEEE SA,
FIDO

Ⅰ. ICT 표준화 개요

사물
인터넷
보안

대응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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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4차 산업혁명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융합보안 표준화 선도 및 서비스/기술 활성화
목표
2019~2020
•단일 플랫폼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개발
•차내망 침입탐지시스템 표준 개발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식별 및
인증 보안기술 확보
•데이터 유형별 비식별화 기술 연구
•스마트공장 ISMS 중점 개발
•의료기기 안전 및
보안 프레임워크 개발

2021~2022

2023~2024

•IoT 보안 기술 통합을 위한 연동
인터페이스 표준화
•무인항공시스템 구성요소 데이터
보호 및 시스템 운영 보장 표준
•비식별 데이터 결합 관련 기술 연구
•스마트공장 정보보호 인증 기준
ISA 99 표준화 추진
•진료정보 교류시 보안표준 모델
개발 추진

•다중 플랫폼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개발
•무인비행장치 수집 정보의
프라이버시 침해대응 기술 개발
•비식별과 표준기술의 상용화 추진
•ISA 99 등 사실 표준을
공식표준화기구로 준용

SWOT 분석
강점

약점

•(시장) 세계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보유

•(시장) 대기업 위주의 제품 개발과 전체 시장 규모가 작음

•(기술) IoT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보안 기술 개발
경험 풍부

•(기술) 단기적 상용화 기술개발 요구로 원천핵심기술
확보 어려움

•(표준) 다양한 IoT 분야에서 표준개발 주도권 보유

•(표준) 보안 기술의 개발과 표준화 연계가 미흡

•(시장) 자율자동차 시장 확대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활성화

•(시장) 법/제도에 근거한 시장 활성화 정책 미흡

•(기술) 기존 IoT 보안기술의 통합을 통한 기술 선점
효과 기대

•(표준) 글로벌 사실표준 기구에 보안 전문가의 표준화
활동 참여 부족

•(기술)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사물이 공격 대상

•(표준) IoT 관련 표준화 단체는 전세계적으로 난립하는
경향이 있음

기회

위협

PART 3.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143

국내·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 IoT 기기 간 접근제어 메커니즘 규격과 IoT 기기
종류에 따른 접근제어 절차 표준화 추진 중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및 무인기 기반 배달 서비스에서의 통신 보안 절차
표준화 완료
- 차량통신 보안 요구사항, 인증 서비스 구조, 자동차 제어 장치 간 통신 보안 요구사항 등 표준 제정 및
지속적으로 표준화 추진
- 비식별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구성을 위한 비식별 처리 소프트웨어의 기능 정의(2018),
실제 처리된 데이터의 비식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개발 예정

Ⅰ. ICT 표준화 개요

- 사물인터넷 식별관리시스템 보안 지침과 사물인터넷 도메인간 연동 보안 요구사항 등의 표준화 완료

• (TTA CPS PG(PG609))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요구사항-part1 개념 및 참조모델, part2 현장장치 계층,
part3 제어 계층, part4 운영 계층 등 표준문서 개발 완료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 무인기(드론)에서의 키 은닉 요구사항과 무인기 기반 배달서비스, 감시 서비스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화 완료
- oneM2M과 OCF, LwM2M과의 보안 연동시 고려해야하는 가이드라인 추진
- 이종의 IoT 플랫폼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제어 프레임워크의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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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사물인터넷 기반 저고도 무인항공기 관리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참조모델, 인터페이스 및 경량 인증 절차에 대한 표준화 완료

- 사물인터넷 기기 인증 및 키 분배 프로토콜 표준화 완료

금융보안
표준화협의회

•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 금융 빅데이터 환경에서 비식별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조 및 기능 개발 중
(빅데이터 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식별처리 소프트웨어의 구조 및 기능 제시, 계층별 요구사항 도출)

• (스마트의료보안포럼)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전자기록의 보안-위험 평가 및 결과,
의료기관내 무선 의료기기 활용서비스의 보안참조 모델 등의 표준 개발 중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JTC1 SC17 WG12-Drone license and drone identity module) 드론 식별모듈과 드론 면허증(무인기
조종, 운영)과 관련하여 드론식별모듈 물리적/논리적 특징, 보안 프로토콜 및 면허증 주요 특징/기능에 대한
표준개발 진행 중
• (JTC1 SC27 WG2-Cryptography and security mechanisms) IoT 보안에 활용 가능한 경량 암호기술에
대한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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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카기술포럼) AUTOSAR, GENIVI 등 자동차 SW 국제 사실상 표준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국내 대응.
3GPP, 5GAA 등 이동통신 기반 차량통신 해외 사실 표준에 대한 국내 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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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U-T SG17 Q6-Security aspect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networks and Internet of Things)
IoT 보안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 권고안과 IoT 환경에서의 암호화 절차에 대한 표준화 완료
• (ITU-T SG17 Q7-Secure application) 비식별 처리 모델, 처리 절차와 각 단계 별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프레임워크 정의(X.fdip), 비식별 데이터 보증 수준을 위한 요구사항 개발 중(X.rdda)
• (ITU-T SG17 Q11-Identification mechanism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using object identifiers)
드론 식별에 사용되는 식별 체계 기술과 관련하여 OID(Object IDentifier)를 사용한 무인기 식별 메커니즘
표준 개발 중
• ( ITU-T SG17 Q13-Security aspects for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V2X에 대해 V2V, V2I, V2ND,
V2P로 4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고 각 통신 형태별 보안 위협을 기반으로 위협 예방 및 완화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권고(x.itssec-2), Connected vehicles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권고(X.stcv)
등 ITS 보안위협 및 가이드라인 관련 표준을 개발 중이며, 차량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권고안(x.itssec-4) 등 자율주행 보안 시스템 프레임워크 관련 표준을 개발 중
• ( ITU-T SG20 Q3-Architectures, management, protocols and Quality of Service) IoT 환경에서
블록체인 기술인 분산 원장에 연계된 IoT 리소스의 관리에 관한 표준을 개발 중(Y.IoT-rf-dlt)
• ( ITU-T SG20 Q4-e/Smart services, applications and supporting platforms) 블록체인 기반 IoT
네트워크 자율구성에 관한 기술규격을 논의 중(Y.BC-SON)

• (ISO WG4-Security, Safety and Privacy) 개인건강정보를 포함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표준 개정 완료. 의료분야 정보보호관리체계 관련 전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ISO 27001 ISMS(정보보호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의료 분야에 대한 ISMS인 ISO 27799 개정
완료. 스마트의료기기 안전과 보안 인증을 통한 IoT 의료기기 안전성·보안성 확보 및 민감한 의료정보의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스마트 의료기기 보안인증기술 표준화 추진 중

• (IEC WG10-Security for industrial process measurement and control) 미국 ISA 99 위원회와 협업으로
스마트공장, 제조 등에 대한 보안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 스마트공장 실현을 위한 요소기술 표준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기술에 기반한 표준 개정 작업 중

• (3GPP TSG SA1-Service requirement) 3GPP에서 표준화하는 통신 규격(LTE, 5G 등)을 준용하는 드론에
대한 식별과 추적과 관련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한 표준인 TR 22.825-Study
on Remote Identification of Unmanned Aerial Systems 개발

• (OCF Security WG) 새로운 OCF 디바이스 등록에 관한 디바이스 온보딩 기술과 디바이스 접근제어에
대한 표준화 진행
• (OCF Remote and Bridging Security TG) 타 IoT 생태계와의 연동을 위한 브릿징 기술 및 클라우드와 같은
외부 접근 기술과 관련된 보안이슈에 대한 표준화 진행

• (oneM2M TS-0003) oneM2M 환경의 보안 서비스, 보안 프레임워크, 접근제어, 인증 프로토콜, 프라이버시
보호 구조에 대한 표준화 진행중

• (ISA 99) 산업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 보안 표준을 미국 국가표준(ANSI)으로 개발하고, 동시에 Fast Track
으로 IEC TC65 WG10을 통해서 국제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

145

PART 3.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디바이스

무인이동체 ICT

개요
• 무인이동체 ICT 기술은 이동체 스스로 외부의 환경을 인식해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운행하거나
또는 원격조종을 통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육해공 분야별 자율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드론 및 무인항공기를
포함한 이동체의 안전 운행을 위한 기술로 정의

[자율자동차]
Ⅰ. ICT 표준화 개요

자율자동차(Automated Vehicle)는 자율주차를 포함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고성능/고신뢰의 기능을
탑재하여 자차의 각종 센서 정보를 네트워크(5G, LTE, WAVE 등)를 통해 교통인프라 등과 연결함으로써
자차의 위치와 주변 환경, 주행경로를 실시간 탐지하고 계획하며, 자동차 스스로 추돌의 위험을 회피하고
교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 ICT Mobility를 제공하는 지능형 자동차로 정의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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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요약보고서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선박기술은 선박에게 주어진 임무에 필요한 안전·운항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관리하고,
선박 스스로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운행하거나 부분적으로 원격관제에 의해 운항이 가능한 선박운항
기술로 정의

[무인항공기시스템]
무인항공기시스템(UAS, Unmanned Aircraft Systems)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으로 원격
조정이 가능하거나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 및 지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인항공기
(UA, Unmanned Aircraft), 데이터 링크 및 지상통제시스템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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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추진 체계
[자율자동차]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공식 표준화 기구
ISO TC22/
TC204/TC211
ITU-T SG16/SG20

TTA PGs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표준 제안



ITS/차량ICT(PG905)
공간정보(PG409), 웹(PG605)
임베디드SW(PG601)
통신망응용(PG224)


정책 지원



국제표준대응위원회
ITU-T SG16/SG20 연구반
ISO TC22/TC204/TC211 전문위원회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정책 제시

스마트카기술포럼
웹표준기술융합포럼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시


전략방향 제안



자율자동차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공식 표준화 기구

TTA PGs
전문가 지원

IMO HGDM/
NCSR/MSC


ITU-R WP5B
의장단 진출


IEC
TC80

ISO
TC8

IHO
S100WG
표준 제안



국제 협력

스마트자율운항선박(PG607)
특수통신(PG903)

정책 제시


정책 지원

국제표준대응위원회



ITU-R WP5B 연구반
ISO TC8 전문위원회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스마트자율운항선박포럼
한국자율운항선박포럼
K-MCP포럼


전략방향 제안



자율운항선박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무인항공기시스템]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공식 표준화 기구
ITU-R SG4/SG5

TTA PGs
전문가 지원



JTC1 SC17
ISO TC20
SC16 WG4

사실 표준화 기구

관계부처
정책 제시

특수통신(PG903)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PG1001)

정책 지원

의장단 진출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ITU-R SG4/SG5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국제무인기포럼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전략방향 제안



무인항공기시스템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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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표준화 기구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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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Ⅰ. ICT 표준화 개요

사실 표준화 기구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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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자율자동차]
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센서와 데이터 융합 유닛 간 데이터 통신 - 80%
논리적인 인터페이스 정의 표준

표준
수준

80%

자율주행
시스템 및
운영제어
기술
제한구역내에 저속
자율주행시스템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표준

80%

80%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TTA PG417,
KSAE,
ISO TC22
전문위원회

AUTOSAR,
ISO TC22
SC31 WG9/
TC204 WG14

추격/협력
공략

ISO TC204 WG14

선도경쟁
공략

OpenDrive,
OGC,
OADF,
NDS,
ISO TC204/TC211

추격/협력
공략

TTA PG905,
KSAE,
ISO TC22
전문위원회,
ITSK

디지털
인프라
기술

자율주행지원을 위한 선형위치 참조 및
정적도로구조 데이터모델*

85%

80%

TTA PG904,
TTA PG409,
ISO TC204/TC211
전문위원회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85%

100%

TTA PG224,
IETF 미러포럼

IETF IPWAVE WG,
ETSI TC ITS,
IEEE1609

선도경쟁
공략

ETSI TC ITS,
SAE V2X
Communications
Steering Committee

선도경쟁
공략

AUTOSAR FT

추격/협력
공략

차량통신
기술

자율
자동차
SW
플랫폼
기술

V2X 서비스에 대한 정의 및
요구사항 표준(SAE J2945 시리즈 기반)*

90%

80%

TTA PG905,
TTA SPG35,
ITSK 실무그룹 8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AUTOSAR Adaptive 플랫폼 표준

80%

80%

TTA PG905,
TTA PG601,
스마트카기술포럼

차량정보 서비스 API 및
차량 정보 데이터 모델 표준

90%

90%

TTA PG605,
스마트카기술포럼

W3C Automotive WG,
GENIVI

차세대공략

* Ver 2020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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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중점 표준화 항목

항로정보교환기술표준

기술
수준

표준
수준

90% 100%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제

TTA PG607,
한국자율운항
선박포럼

IEC TC80,
IHO S100 WG

지속/확산
공략

INAS,
IMO MSC,
ISO TC8

차세대공략

75%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임시운항 지침*

90%

95%

한국자율운항
선박포럼

IACS,
IMO MSC

차세대공략

자율운항선박 항해제어기술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

80%

80%

TTA PG607

IACS,
IEC TC80,
IMO MSC

차세대공략

이더넷 기반의 선내통신 기술표준

95%

95%

TTA PG607,
스마트자율운항
선박포럼

IMEA/NMEA,
ISO TC8

지속/확산
공략

국제해사정보공유체계
(MCP)*

90%

95%

K-MCP 포럼

MCC,
IALA ENAV

선도경쟁
공략

협대역 디지털 변조방식 기반의
해상이동업무용 초단파
무선전화 통신 기술표준*

90%

90%

TTA PG903,
RRA 기술기준연구반

ITU WP5B,
IMO NCSR,
IEC TC80

차세대공략

자율운항
선박 및
제어기술

해상
연결성
기술

* Ver 2020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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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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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 선박 및 자율성 정의표준

한국자율운항
선박포럼,
조선해양국제표준
대응협의회

Ⅰ. ICT 표준화 개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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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시스템]
중점 표준화 항목

무인기 전용 통신 표준

무인기
통신

기술
수준

표준
수준

국내

TTA PG903,
90% 90% ITU-R SG4/SG5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전략목표

국제
ITU-R SG4/SG5,
ICAO,
RTCA,
EUROCAE

선도경쟁
공략

비면허대역 무인기 통신 표준*

70% 90%

TTA PG903,
ITU-R SG5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ITU-R SG5,
ISO TC20 SC16

차세대공략

무인기 주파수 확보 및 공유

85% 90%

ITU-R SG4/SG5 연구반,
AWG 국내 준비반

ITU-R SG4/SG5,
APT AWG,
ICAO FSMP

차세대공략

국가 공역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80% 75%

TTA PG903,
ITU-R SG5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국제무인기포럼

ITU-R SG5,
ISO TC20 SC16,
ICAO,
RTCA,
EUROCAE,
ASTM

차세대공략

저고도 소형 무인기 탐지 및
회피 표준

80% 85%

TTA PG903,
국제무인기포럼

ICAO,
JTC1 SC6,
ISO TC20 SC16

차세대공략

95%

95%

TTA PG903,
국제무인기포럼

ICAO RPASP WG6,
JARUS WG2,
EUROCAE WG105,
ISO TC20 SC16

선도경쟁
공략

90% 90%

TTA PG903,
TTA PG1001,
국제무인기포럼

ICAO RPASP WG6,
JARUS WG2,
EUROCAE WG105,
ISO TC20 SC16

선도경쟁
공략

80% 80%

스마트도시
표준화포럼

ICAO RPASP WG6,
JARUS WG2,
EUROCAE WG105,
ISO TC20 SC16

차세대공략

무인기
탐지 및
회피

무인기 전자 등록·식별 및
지오펜싱 표준

무인기
교통관리
(UTM)

대응표준화기구

UTM 시스템 표준

UAM(Urban Air Mobility) 기술 표준*

* Ver 2020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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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무인이동체 ICT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관련 서비스 활성화 및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
목표
2019~2020
•무인이동체 ICT 원천기술 및
표준 IPR 확보
•범부처 협력 표준화 운영체계 구축

2021~2022

2023~2024

•무인이동체 ICT 분야 표준 기술
개발추진

•기 확보된 핵심 IPR과 서비스
경험을 통해 국제 표준화 선도

Ⅰ. ICT 표준화 개요

SWOT 분석
[자율자동차]
강점

약점

•(기술) ICT 인프라 기술 우위. 자율협력주행 위한 C-ITS
및 통신 기술 우위

•(기술) 핵심, 원천, 부품 기술력 부족. 신호처리, AI 등
SW 기술기반 약소

•(표준) ICT 분야 표준 기술 우위

•(표준) 미국, 독일 자동차사 표준화 주도, 국내업체
표준화 참여 진입장벽 높음

•(시장) 소비자 안전 및 편의 요구 증대와 신흥국 자동차
시장 확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장) 중국의 자율자동차 투자확대. 완성차 전장
ICT 기업간 협력강화

•(기술) 지능형 시스템으로 자동차 진화. 자율주행 기술
개발 가속화 및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기술 수요 확대

•(기술) 선진국의 정부주도 기술지원. 기술 및
무역 보호주의 강화

•(표준) 전자, 통신, 콘텐츠 융합한 기술표준화 분야 진입
기회 확대

•(표준) 선진국 표준화 주도 및 적용 확대

기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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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자동차 핵심부품 및 기술의 해외 의존도 높으며,
정책 연계 기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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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글로벌 Top 6 수준의 완성차 업체 보유 및 세계
최초 5G 상용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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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강점
•(시장) 건조능력 세계 최고 수준. 한국형 e-Navigation
사업 추진으로 시장 확대 기대 예상
•(기술) ICT 기술 분야 기술력 보유. 소형 무인선과
관련된 원천기술들을 일부 확보 중
•(표준) 산·학·연·표준단체 간의 협조체제 구축

약점
•(시장) 국내 조선해양 ICT업체 영세성으로 핵심기술
확보 및 글로벌 유지보수 네트워크 부재로 인한 시장
주도 미비
•(기술) 항해전자장비의 핵심 기술들을 유럽 및 일본
업체 등이 선점한 상태
•(표준) IMO, ISO, IEC, IHO, ITU 등의 관련 국제 표준
단체에서 우리나라 기업 참여 미비

•(시장) 유럽 등에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계획에 따른
자율운항 선박시장의 확대 및 관련 기자재 시장의
고부가가치화 진행
•(기술) 자율운항 선박 관련 기술개발이 본격화 단계
이며 산·학·연·관이 협력 중
•(표준) 자율운항 선박관련 기술표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 참여 기회가 많음

•(시장) 중국, 일본의 추격과 유럽 주도로 세계 시장
입지 악화
•(기술) 유럽과 일본의 전자장비 기술 우위로 기술 격차가
점차 커질 우려가 있음
•(표준) 유럽, 일본 및 중국에서 국제표준 주도를 위한
노력 가속화

위협

기회

[무인항공기시스템]
강점

약점

•(시장) 무인기 시장 급성장, 민수용 무인기 수요 증대
및 활용시장 확대를 위한 시험공역 및 시범사업 확대

•(시장)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시장 준비 미비. 정부 사업
간 연계성 및 투자효율성 부족

•(기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IT, 전자, 통신 기업들 다수.
무인기 시스템 국내 독자기술개발 능력 확보

•(기술) 완성품 제작업체 수가 적고 규모 영세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는 제품 플랫폼 부재

•(표준) 특정분야 표준화선도 역량 보유. 표준화 경험
보유

•(표준) 장기 지속가능한 표준화 할동 부재

•(시장) 미개척 시장, 절대 강자 부재, 드론 시장의 확대.
공공, 상업용 중심으로 시장 성장하여 부가가치 높음

•(시장) 중국이 전 세계 민간 소형드론의 약 90% 생산
(DJI 70%). 글로벌 기업 중심의 위성통신, 항법 시스템,
무인기통신

•(기술) 다양한 기체(OP-PAV 등) 및 관련 기술의 스펙
트럼 존재하여 틈새공략 기회 확대
•(표준) 국내 신기술 개발에 따른 국제 표준화 주도역량
보유

기회

•(기술) 소형 모터, 프로펠러 등 범용부품 중국산 수입
•(표준) 기술표준, 항공교통관제 통합 규정 등 선진국
주도. 표준화 관심부족 및 담당기구 부재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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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자율자동차]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SO TC211 전문위원회) 지리정보 관련 ISO에서 진행되고 있는 측위관련 인터페이스 국제표준화 대응 및
위치기반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추진
• (ISO TC22/TC204 전문위원회) 차량, ITS 등 ISO 자율주행지원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 및 국제표준 KS
부합화 진행

Ⅰ. ICT 표준화 개요

• (TTA ITS/차량ICT PG(PG905)) 차량/차량ICT 및 도로통신 분야 통신 기술, 네트워크 표준적합성/상호
운용/시험표준화 추진 중. WAVE 및 Cellular-V2X 등 다양한 차량통신기술들이 적용 가능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통신시스템’ 표준을 제·개정 완료하였으며,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통신시스템
요구사항, 아키텍처, PHY/MAC 표준 개발 추진 중
• (ITSK) ISO TC204(ITS 분야)에서 개발 완료된 C-ITS, ADAS 및 자율협력주행 관련 국제표준을 국내 의견
수렴을 거쳐 KS로 부합화 추진을 목적으로 하며, C-ITS의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및 목적, C-ITS 아키텍처의
역할과 책임, C-ITS 제2부 프레임워크 개요 표준에 대해 부합화 추진 중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SO TC22 SC31 WG9-Sensor data interface for automated driving functions)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센서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화 추진 중

• (ISO TC211) 위치기반 서비스의 개념과 연계하기 위한 위치 값 획득 인터페이스 표준 개정 작업 진행 중

• (ITU-T SG20 Q3-Architectures, management, protocols and Quality of Service) 자율자동차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기능적 아키텍처 관련 표준화 추진 중

• (SAE Motor Vehicle Council) SAE J2735를 기반으로 CACC, Platooning 등의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능 요구사항 및 메시지 규격 개발 중. LTE-V2X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 요구사항 표준화가 마무리
단계이며, 기존 WAVE 통신시스템에서 물리계층과 일부 MAC 계층 수정하는 표준 작업이 진행 중. SAE
J2735를 기반으로 하는 메시지의 인증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digital signatures 및 IEEE 1609.2 digital
certificates를 이용한 보안 가이드라인 개발

• (W3C Automotive WG) 웹소켓 및 RESTFul 기반 차량 정보 접근을 위한 API 표준 및 데이터 모델 표준
개발 중

• (AUTOSAR) 개발 초기 단계이며 APR17-03은 2017년 3월에 완료. AUTOSAR Adaptive Platform은
고성능 정보계와 자율주행 차량의 지원, 빅데이터 센터나 타 ECU와 정보교환을 위한 차량 내외부 V2X
통신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 표준개발 추진 중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ISO TC204 WG14-Vehicle/roadway warning and control systems) 자동차의 능동 안전 시스템과 자율
주행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추진 중(LSAD, MCS, AVPS 표준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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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카기술포럼) AUTOSAR, W3C 등 자동차 SW 국제 사실상 표준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국내 대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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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 TTA 스마트자율운항선박 PG(PG607)) 스마트자율운항 선박을 위한 원격관제기술 및 해상연결성기술
관련 국내 표준을 개발 중
- IALA VDES 가이드라인을 TTA 단체표준으로 개발 중
- 도선 스케줄 데이터 상호 교환을 위한 데이터 표준 단체 표준 개발 중
- S-100 기반 항로 표지 제품 정보 단체표준 개발 중
- IMEA/NMEA OneNet 표준을 TTA 단체 표준으로 개발 중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포럼

• (스마트자율운항선박포럼) 산·학·연 전문가 중심의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포럼을 창립하여 국내 포럼표준
개발 및 IMEA/NMEA에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IPv6 이더넷 기반 선박네트워크 표준 NP 제안과 함께 사실 표준 기구인 IMEA/NMEA의 OneNet 모듈을
TTA 단체 표준으로 추진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EC TC80 WG17-Common maritime data structure) 공통해사정보모델 기반의 항로교환표준 및 IEC
61162기반의 선박 정보모델을 개발 중
• (IMO MSC) 자율운항 선박과 사이버 보안을 위한 국제 규정 논의 중
- 선박 사이버 위험 관리를 위한 중간 가이드라인 제정을 완료. 최종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며, 자율운항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논의 중
• (ITU-R WP5B) 해상통신을 위한 주파수 분배 및 통신기술 표준 개발 진행 중
- 위성 VDES용 주파수 분배 및 ITU-R 권고 M.2092 규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 자율 해상 무선통신을 위한 ITU-R M.[AMRD](autonomous maritime radio device) 규격 개발 중
• (IALA ENAV) 해상통신 표준 및 자율운항 지원 서비스 표준 개발 진행 중
-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VDES 표준 초안을 개발 중(ITU-R 권고 M.2092 draft의 VDES-Terrestial 기반)이며,
결과를 ITU-R에 반영
- 자율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Automated Ship Reporting을 포함하여 IMO MSP 요구사항에 맞는 표준
개발을 진행 중
• (IMEA/NMEA OneNet) IPv6 이더넷 기반의 선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진행 중
- IMEA/NMEA OneNet 표준을 개발하여 베타 테스트 중
- IMEA/NMEA OneNet 시험을 위한 인증 툴 개발 중
• (MCC) 해양 IoT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진행 중
- 국제해사정보공유체계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2019년 2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영국 등 5개국의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이 참가한 컨소시엄 협정을 체결
- e-Navigation 서비스 및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국제표준 해양 IoT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 중
• (IACS) IACS의 통일 규정(Unified Rules)이 IMO의 자율운항선박 정의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검토 중

• (INAS) 자율운항 선박 기술 및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적인 협의체를 2017년 10월 노르웨이, 한국 등을 중심
으로 구성하고,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정의 및 임시 운항에 대한 표준화 방안 등을 논의 중

PART 3.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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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시스템]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특수통신 PG(PG903)) 무인비행장치 자율운항통신 물리계층 및 데이터 링크계층 통신 기술 국내
표준 2019년 6월 제정. 향후 무인기 간 통신 및 제어용 통신 상위계층 기술 표준화 진행 예정. 무인기 임무용
통신에 대한 물리 계층 표준이 2019년도부터 진행 중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사물인터넷 기반 저고도 무인항공기 관리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참조모델, 인터페이스 및 경량 인증 절차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국제무인기포럼

• (국제무인기포럼) 무인기 성능 및 시험, 무인기 시스템과 부품, 무인기 임무 서비스, 무인기 통신, 탐지 및
회피 등 관련 기술 표준화 추진 중

Ⅰ. ICT 표준화 개요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R WP5B-Maritime mobile service including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GMDSS);
aeronautical mobile service and radio determination service) FSS 위성 주파수에서 무인기 위성 제어용
통신 활용을 위한 결의 155(WRC-15)에 대한 이행 방안 및 위성 링크에 대한 우주국 시스템 특성 연구 및
무인기 탐지회피 주파수 이용 방안 표준화 연구 진행 중

• (JTC1 SC6 WG1-Physical and data link layers) 저고도 소형 무인기 탐지 및 회피를 위한 통신 표준안
제출되었으며, 표준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JARUS) 2007년부터 무인기 감항 증명에 관한 일련의 기술기준을 개발 중이며, 2015년부터는 산업체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7개의 WG 구성 및 운영 중
• (RTCA) 2016년 하반기부터 네트워크 기반 무인기 제어용 지상 통신 기술 및 무인기 제어용 Ka/Ku 대역
위성통신 기술 표준화가 진행 중
• (EUROCAE) 항공기 시스템 운용/안정성능, 상호운용성, 항공기 시스템 및 최소운용성능 요구 표준개발
기구로 저고도 소형 무인기 교통관리(UTM), C3통신링크, 충돌회피(DAA), 설계 및 감항 표준, 특별운용
위험분석(SORA), 무인기 자동화(ERA) 등 WG015 산하 6개의 Focus 팀 운영되며 RTCA SC228과 밀접
하게 협업 중

• (3GPP) Rel-16 규격에 반영하기 위해 UTM 지원을 위한 무인기 식별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향후 무인기에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인기 특화 주요 성능 파라미터 개발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

• (Global UTM Association) 세계 15개국의 참여로 2017년 1월 설립된 비영리 민간협회로 UTM 표준
구조화, 정보교환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 개발 등을 추진 중

Ⅲ. 15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ICAO) RPAS패널을 통해 2018년 기술 중립적 SARPs 표준 개발 완료. RTCA와 EUROCAE의 표준을 바탕
으로 기술 세부적 SARPs 표준 개발 중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

• (ISO TC20 SC16) 무인기의 정의 및 범위, 분류 등 무인기 일반사항과 무인기 시스템의 일반적인 사양,
생산품, 시험평가, 무인기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면허 및 식별 모듈 표준화 진행 중. 저고도 소형 무인기
탐지 및 회피를 위한 데이터 규격 표준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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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three-dimensional printing

삼차원의 공간적 부피를 가진 물체를 인쇄하는 일

3DTV

Three-dimensional TeleVision

2개 이상의 시점으로 촬영된 실사 또는 그래픽 동영상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하고 수신 측에서는 안경식 또는 무안경식 수상기를 이용
하여 입체 영상을 시청하는 차세대 방송 방식

3G

Third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기존의 음성 및 패킷 전송은 물론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글로벌 로밍이
가능한 이동통신 규격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비동기(W-CDMA) 기술의 국제협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1998년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ARIB, CCSA, ETSI, ATIS, TTA, TTC의 표준화
기구들이 참여

3GPP2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2

동기식(CDMA2000) 규격개발 및 협력기구로 미국을 중심으로 ARIB,
CCSA, TIA, TTA, TTC의 표준화기구들이 참여

4G

4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3세대 이동통신 IMT2000의 뒤를 잇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국제전기 통신연합(ITU)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SBI2K(Systems
Beyond IMT-2000)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전화를 비롯한 위성망 연결, 무선랜 접속, 인터넷 간의 끊어짐 없는
(Seamless) 이동 서비스가 가능

5G

5th Generation

5세대 이동 통신 : 4세대 이동 통신에서 진화된 이동 통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마케팅 명칭으로,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에서 정한 공식
명칭은 아이엠티 2020(IMT-2020)이지만, 이동 통신 시장에서는
세대로 구분하여 5세대(5G) 용어를 사용하며, 이동 통신 국제 표준화
단체인 3GPP의 기술 상표명(brand name)

6DoF

6 Degrees Of Freedom

3차원 공간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여섯 가지 회전 및 병진 동작 요소

A4WP

Alliance for Wireless Power

무선 충전 연합 : 자기 공명 방식 무선 충전 기술의 표준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 결성된 글로벌 컨소시엄

ABC

Asian Biometrics Consortium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일부를 차량 스스로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 기계장치를 제어하는
기술로 복잡한 차량 제어 프로세스에서 운전자를 돕고 보완하며,
궁극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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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 활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의 지능이 할 수 있는 사고·학습·모방·자기 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컴퓨터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를
말함. 1959년에 MIT AI연구소를 설립한 맥카시와 마빈 민스키(Marvin
Minsky), 카네기멜론 대학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만든 앨런 뉴웰과
허버트 사이먼과 같은 개척자들에 의해 1950년도에 실험학문으로
시작

AIST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일본산업기술연구소

AMWA

Advanced Media Workflow Association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표준협회 : 미국에서의 표준 활동을 관리 및 조정하고, 표준의
적합성여부에 따라 미국 국가표준으로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AP

Access Point

무선랜을 구성하는 장치 중 하나로서, 유선랜과 무선랜을 연결시켜
주는 장치

APG

Asia-Pacific Telecommunity Conference
Preparatory Group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PKIC

Asia PKI Consortium

APS

Advanced Planning & Scheduling

APT

Asia Pacific Telecommunity

아시아 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보통신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기구로, 1979년 출범하여 3년마다 최고 의사결정회의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42개 국가가 정회원, 130여 통신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옵서버로 참여

AR

Augmented Reality

증강 현실 :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의 한 분야로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

응용프로그램이 운영체제나 다른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주로 함수의 집합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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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B

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es

일본전파산업회 : 전파 및 방송 시스템에 대한 자발적 기술표준을
제정하는 일본의 사단법인

ASTAP

Asia-Pacific Telecommunity
Standardization Program

아시아-태평양 전기 통신 표준화협의체 : 아태지역 국가 정부간
협정에 의해 설립된 APT의 표준화 활동 전담 프로그램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재료시험협회

ATIS

The Allianc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olutions

미국에 기반을 두고 전 세계의 통신과 관련한 정보 기술 산업의
기술과 운영의 표준화를 실용적이고, 유연하며, 공개적인 방법으로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미국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표준을 연구·개발하는 비영리의 표준화
위원회

AUTOSAR

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산업 표준을 개발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부품업체들이 공동으로
결성한 협력체

AVB

Audio Video Bridge

상호 클럭이 동기화될 뿐만 아니라 폭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기 위한
트래픽 쉐이핑, 목적까지 경로상의 자원 예약 등을 수행하며 오디오,
비디오 전송 시 서킷 교환과 유사한 전송 품질을 확보하려는 기술

AWARN

Advanced Warning and Response Network

미국재난방송협회

AWG

APT Wireless Group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 무선통신 기술 협력을 도모하는 모임

B2MML

Business To Manufacturing Markup
Language

BAN

Body Area Network

인체 통신망 : 인체를 전송로로 사용하는 기술로 공기나 진공으로
무선 신호를 전송하는 기존 통신 방식이 아닌 우리 몸의 정전 특성을
이용해 몸에 장착된 전자 센서나 기기 간의 통신 기술

BGP

Border Gateway Routing Protocol

자율 시스템의 네트워크 내에서 게이트웨이 호스트들 간에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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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

Bluetooth Low Energy

약 10미터(m) 도달 반경을 가진 2.4㎓ 주파수 대역 기반의 저전력
저용량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술

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영국표준협회 : 영국의 국가 표준(BS)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당초에는
영국 토목 학회의 제창으로 1901년에 ESC(Engineering Standards
Committee)로 발족하였다가 현재의 이름으로 확대 개편된 정부
공인 기관임. 영국을 대표하여 ISO, IEC 등의 국제 표준 기구와 CEN,
CENELEC 등의 유럽 표준 기구와의 창구 역할을 담당

BSS

Broadcasting Satellite Service

방송 위성업무 :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우주국을 이용
해서 신호 정보를 전송하는 무선 통신 업무

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국제 공통평가기준 상호 인정 협정 : 회원국의 공통평가기준(CC :
Common Criteria) 인증서를 획득한 정보 보호 제품은 타회원국에서도
인정하는 CC 기반의 국제 상호 인정 협정

CCSA

China Communications Standards
Association

중국통신표준화협회 : 중국의 통신기술영역 표준화 활동을 추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신식산업부(MII :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의 지휘, 감독을 받는 민간 단체로서 2002년 12월에 설립

CCSDS

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s

우주 데이터시스템 자문 위원회 : 세계의 우주 기관이 우주 특유의
데이터 교환 등의 프로토콜을 권고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

CD

Committee Draft

CDMI

Cloud Data Management Interface

클라우드 데이터관리 인터페이스

CEN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유럽 표준위원회 : 유럽지역의 무역촉진을 목표로 일반산업분야의
유럽표준의 촉진을 위해 1961년 발족된 비영리단체

CENELEC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유럽 전기 표준 회의 : EU회원국가의 무역장벽 제거를 목표로 1973년
설립되었으며, 유럽표준기구로서 전자기술 분야의 표준화 선도

CIM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컴퓨터 통합생산 : 부분적으로 자동화되어 있는 각 생산 분야(계획,
설계, 제조, 생산 관리 등)를 통신망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통합화하여
그 위에 영업, 유통, 연구 분야로 망화를 추진하여 기업 전체의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화함으로써 다양화된 소비자 요구에 신속히 대응
하여 경영 전략을 지원하는 등 고도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Électro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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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PR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

국제 무선장애 특별 위원회

CJK

Chinese, Japanese, Korean

Chinese, Japanese and Korean을 줄여 쓴 말로, 전산에서 동아시아
언어의 정보처리를 지칭할 때 주로 줄여서 쓰는 말

CORA

Core Ontology for Robotics and
Automation

CORBA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객체 관리 그룹(OMG)이 제정하는 객체 요구 매개자(ORB : Object
Request Broker)의 표준

COSD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표준개발협력기관 : 정부로부터 국가 표준 개발·관리 업무를 이양
받은 민간 단체로서 지정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표준화 전문
기관

CPRI

Common Public Radio Interface

CPPS

Cyber-Physical Production System

사이버-물리 생산 시스템 : 물리적인 제조 설비와 가상의 제조관련
정보 시스템을 완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제조 설비의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조 현황 및 상태 정보를 획득 분석하고, 이를 가상의 정보
시스템에 처리하여 생산 공정을 관리 제어함으로써 유연 생산을
포함한 최적의 제조 공정을 운영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

CPS

Cyber-Physical Systems

사이버 물리 시스템 : 센서 네트워크(sensor networks), 사이버네틱스
(cybernetics) 및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시스템을 결합 설계한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s)이 진화되고 있는 시스템

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SCC

Cloud Standards Customer Council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DaaS

Desktop as a Service

캐나다 표준협회 : 캐나다 국내 표준화의 최고 기관인 캐나다 표준화
위원회(SCC)의 위임을 받아 캐나다의 국가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1919년 설립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아웃소싱의 형태로 가상화된 데스크톱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

163

약어

DAB

Digital Audio Broadcasting

디지털 오디오방송 : 유럽에서 아날로그 주파수 변조(FM)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 개발한 디지털 라디오 방송 방식

D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 항법보정 시스템

DIN

Deutsches Institute for Normung

독일 표준화 기구 : 1917년에 설립된 독일의 국가 표준 제정 기관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으로 독일을 대표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ISO), 국제 전기 표준 회의(IEC) 등 국제 표준 기구와 유럽 표준
위원회(CEN), 유럽 전기 표준 회의(CENELEC) 등 유럽 표준 기구와의
창구 역할을 담당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분산된 피투피(P2P : Peer-to-Peer) 망 내 참여자들이 모든 거래
목록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디지털 원장 기술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고정/휴대/차량용 수신에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로
이동 중에도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나 차량용 단말기를 통해 CD,
DVD급의 고음질, 고화질 방송을 제공

DMTF

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 Inc.

Enterprise 환경과 인터넷 환경의 관리 표준 및 통합기술의 개발을
주도한 업계 조직으로 DMTF의 표준은 Platform 독립으로 그리고
기술적 중립 방법으로 계측 장비, 제어와 동시에 통신을 하기 위한
공통 관리 인프라스트럭처 컴포넌트를 제공

Do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미국 에너지부

DRM

Digital Radio Mondiale

중파 디지털 라디오 표준 : 주로 단파와 중파에 적용되었던 유럽의
디지털 라디오 방송 방식을 초단파까지 확장, 적용한 기술

DSRC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단거리 전용 통신 : ITS의 일환으로 통행료 자동 지불 시스템(ETC)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주차장 관리, 물류 배송 관리, 주유소 요금
지불, 자동차 쇼핑, 자동차 도선료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는 단거리
통신

DTN

Delay Tolerant Networking

DVB

Digital Video Broadcasting

디지털 비디오 방송 : 유럽의 디지털TV방송 규격으로 유럽 각국의
지상파, 위성, 케이블 TV방송의 규격을 유럽 통일방식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디지털비디오방송 프로젝트의 목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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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DM

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고밀도 파장 분할 다중 방식 : 하나의 광케이블에 여러 개의 빛 파장을
동시에 전송하는 광전송 방식

EAS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유럽항공안전기구

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
Information System

전자해도표시정보시스템 : 선박에서 사용하는 종이해도 대신
컴퓨터로 해도정보와 주변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ECU

Electronic Control Unit

전자제어장치 :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조향 장치, 제동 장치, 현가
장치 등의 기계 장치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장치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전자건강기록 : 모든 의료 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을 망으로 통합
하여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 정보 시스템

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

총과대역 이동통신 : IMT-2020(5G) 이동통신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같은 고화질의 데이터 이용 시 사용자가 느끼는 초광대역 서비스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 적합성 : 주변 환경에 대한 전자파 간섭의 허용 범위를 준수
하면서도 기능은 완벽하게 수행하는 능력, 즉 전자기적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 것들의 총칭

EMF

ElectroMagnetic Field

전자계 : 전계와 자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자기적 에너지의 총칭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파 장해 : 전자 기기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된 전자파가 그 자체의
기기 또는 타 기기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

EMP

Electromagnetic Pulse

전자기펄스 : 수백㎞ 또는 그 이상의 거리까지 유효하게 도달하는
전자기 복사의 대형 펄스

EN

European Norm

유럽 표준

ENC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

전자 해도 : 해안선, 등심선, 수심, 위험물, 등대, 항계 등 선박의 안전
항해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 해도 제작의 국제 기준(S-57)에 따라 각국
정부 기관이 제작한 디지털 해양 지도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환경 보호국 미국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1970년에 설립

EPON

Ethernet Passive Optical Network

이더넷 수동광 가입자망 : 이더넷에 기반을 둔 수동 가입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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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UB

Electronic PUBlication

이퍼브 : 국제 디지털 출판 포럼(IDPF : 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에서 제정한 전자 출판물 표준

ETCS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유럽형 열차제어 시스템 : 유럽에서 사용하는 열차 신호 제어 기술
표준으로 유선망을 이용한 L1 방식, 무선망을 이용한 L2, L3 방식이
있음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 통신과 방송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첨단교통과 의료전자 등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ES(ETSI Standard)
표준 제정을 촉진하고 총괄 조정하는 유럽의 독립된 비영리 기관

EUROCAE

European Organization for Civil Aviation
Equipment

EV

Electric Vehicle

전기자동차 :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 연방항공청

FDIS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최종 국제 표준안

FG

Focus Group

FIDO
Alliance

Fast IDentity Online Alliance

생체인식 기술 등을 포함한 인터넷 인증기술의 표준 정립을 목적으로
2012년 7월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단체

FOD

Foreign Object Detection

과전류 흐름 방지 기능

FTN

Faster-Than-Nyquist

나이키스트 속도(Nyquist rate)로 정보를 전송하는 기존의 전송
방식과 동일한 채널 대역폭을 사용하면서 나이키스트 속도보다 높은
전송률로 신호를 전송하는 기술

GADSS

Global Aeronautical Distress Safety System

국제항공 조난 및 안전시스템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1995년 세계 무역 기구 체제가 출범하면서 타결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 간 협정으로 정부가 구매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교역을 규율하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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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AS

Ground-Based Augmentation System

지상 기반 보정 시스템 : 공항 인근과 같은 협역에서 세계 위성
항법 체계(GNSS)의 위치 오차를 보정한 정보를 지상국에서 직접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위치 보정 시스템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지리 정보시스템 : 지도에 관한 속성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석
하는 시스템

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세계 해상조난 안전 제도 : 국제 해사 기구(IMO)가 주창하여 1992년
2월부터 도입된 새로운 해상 조난 안전 시스템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세계 위성항법 시스템 :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항법
시스템으로 위성에서 발신된 전파를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위성과
수신기 간의 거리를 구하여 수신기의 위치를 결정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 : 미국 국방부(DOD)가 개발하여 추진한
전 지구적 무선 항행 위성 시스템

GSA

Gaming Standards Association

게임 규격협회 : 미국에 기반을 둔 게임 표준화 기관으로 카지노
게임과 관련한 표준화 활동을 하는 기관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인이동통신 시스템으로 기술적
으로는 TDMA를 기본으로 함

GSMA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 : 전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및 이동통신
제조 공급 업체들의 모임

GSM-R

Global System for Mobile

GSM 기반 열차 제어용 국제 무선 통신 표준

Communications-Railway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그래픽 사용자인터페이스 : 컴퓨터와 사용자가 상호 작용하게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종

HAPS

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

고공 중계국 : 지상 20～50km 높이의 특정·공칭(公稱)·고정 지점에
있는 물체(플랫폼 등)에 설치된 무선국

HbbTV

Hybrid broadcast broadband TV

하이브리드 방송 브로드밴드 TV : 유럽의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를
위해 구성된 표준화 단체 또는 기술 표준

HDR

High Dynamic Range

디지털 영상에서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만들어
사람이 실제 눈으로 보는 것에 가깝게 밝기의 범위(Dynamic Range)를
확장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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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고효율 동영상 압축 기술

HFR

Hybrid Fiber Radio

접속망 구성의 한 방식으로 서비스 교환기에서 가입자 방향으로 광망
종단 장치(ONU)까지 광케이블을 이용하고 ONU에서 가입자 단말
까지는 무선 시스템을 이용하는 구성 방식

HL7

Health Level 7

서로 다른 보건 의료 분야 소프트웨어 간 정보 호환이 가능하도록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1987년에 조직된 표준화 기구 또는 이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의료정보의 전자적 교환에 대한 사실 표준

HMD

Head Mounted Display

머리에 착용하는 형태의 디스플레이로 HMD 장치를 머리에 쓰면 양쪽
눈의 근접한 위치에 소형 디스플레이가 있어 시차를 이용한 삼차원
(3D) 영상이 투영

HPC

High Performance Computing

고성능 컴퓨팅, 대용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해 주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

HRI

Human-Robot Interaction

인간-로봇상호작용 :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과 로봇 사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human-robot interface)를 통하여 정보와 동작을 교환
하는 것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

인터넷 웹 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표준 마크업 언어

HTML5

HyperText Markup Language version 5

2014년 국제 웹 표준화 단체인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에서 개발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yperText Markup Language)
5 버전

IaaS

Integration as a Service

IAL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ghthouse
Authorities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 민간항공 기구 : 민간 항공의 질서와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연합의 한 기관

ICN

Information Centric Networking

통신을 원하는 개체가 통신 대상 호스트(host)의 주소에 기반한
통신이 아닌 정보 식별자를 기반으로 하는 통신

기업의 데이터 저장 관리부터 고객 관계 관리(CRM), 기업 자원 관리
(ERP) 등의 다양한 전산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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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 통신 기술 : 전기 통신과 컴퓨터를 결합한 고도의 신사회 기반을
형성하는 기술 분야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 전기 표준 회의 : 전기, 전자 및 관련 기술 분야의 비영리 국제
표준화 기관으로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국제 전기
회의에서 전기 기기에 관한 용어와 규격의 표준화 필요성이 제창되어
1906년 영국 런던의 회의에서 13개국이 참가하여 IEC를 발족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미국 전기전자 학회 : 세계 최대의 전기, 전자, 전기 통신, 컴퓨터 기술

Engineers

분야의 비영리 단체로 1884년에 설립된 미국 전기 학회(AIEE :
Americ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와 1912년에 설립된
무선 학회(IRE : Institute of Radio Engineers)가 1963년에 IEEE로
합병하여 설립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 산하 조직으로 인터넷의 운영 관리,
기술적 문제 등을 해결하고 표준 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방형 국제
인터넷 표준 기구이며, 1986년 설립되어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다가 1993년 IAB로 확장

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국제수로기구 : 항해의 안전을 위해 해도에 관한 부호와 약자의 국제
적인 통일, 국제 공동 조사, 바다 측량 및 해양 관측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함

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산업용 사물 인터넷 : 상호 간에 각기 다양한 접속 프로토콜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고, 다양한 유형의 최종 시장 애플리케이션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지능적 장치와 센서들의 네트워크

IITP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MEA

International Marine Electronics Allies

국제선박전자연합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 해사기구 : 해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국제 협력을 목적
으로 1958년 정부 간 해사 협의 기구 조약에 의해 설치된 UN 산하의
전문 기관

IM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정보 관리 체계

IMTAdvanced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Advanced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에서 채택한 4세대(4G) 이동 통신의
공식 명칭으로 규격으로는 엘티이-어드밴스트(LTE-Advanced)와
와이브로(WiBro) 진화 기술인 와이어리스맨-어드밴스트(WirelessMANAdvanced)의 두 가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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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S

International Network for Autonome Ships

IoMT

Internet of Media Things

IoT

Internet of Things

IoUT

Internet of Underwater Things

IP

Internet Protocol

OSI 기본 참조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제3계층(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로 TCP/IP의 일부로 사용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 재산권,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형·무형적인 모든
것의 재산권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VoD, T-커머스, 오락, 뱅킹, 정보, TV 포털 및 다채널방송서비스와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ADSL, FTTH와 같은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디지털 셋톱박스에 연계된 TV 단말기를 이용하여 패킷방식으로
제공되는 양방향 TV 서비스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

IPv4의 주소공간을 4배 확장한 128 비트 인터넷 주소 체계

IRTF

Internet Research Task Force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 : Internet Architecture Board) 산하의
조직으로, 네트워킹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 연구자들의 공동체

IS

International Standard

국제 표준

ISACC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Advisory
Council of Canada

캐나다 표준화기구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 보호관리 체계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정보 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과 절차 및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체계

자율운항선박 국제네트워크

사물 인터넷 : 정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실세계(physical world)와
가상 세계(virtual world)의 다양한 사물들을 연결하여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기반 시설로 주요 기술로는 센싱 기술,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사물 인터넷 인터페이스 기술,
사물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기술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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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 표준화기구 : 국제적으로 통일된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촉진하고 과학·기술·경제 전반의 국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1926년에 각국의 주요 표준화 단체에 의해
결성된 ISA(International Federation of National Standardizations)의
업무를 계승하여 1947년에 설립

ISO/IEC
JTC1

ISO/IEC Joint Technical Committee 1

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국제 전기 표준 회의(IEC) 가 정보 기술(IT)
분야의 국제 표준화 작업을 합동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공동 기술
위원회로1987년에 설치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교통수단 및 교통 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교통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교통 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
시키는 교통 체계

ITSK

Intelligent Transport Society of Korea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 전기 통신 연합 : 국제 연합의 전문 기관으로, 모든 종류의 전기
통신의 개선과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국제 협력을 유지, 증진하고
전기 통신 업무의 능률 향상, 이용 증대 및 보급의 확대를 위해 기술적
수단의 발달과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범세계적인 정부 간
국제기구이며, 1865년에 설립된 국제 전신 연합과 1906년에 설립된
국제 무선 전신 연합이 1932년 통합되어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
으로 발족

IVI

In-Vehicle Infotainment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 차 안에 설치하는 여러 장비들이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제공하는 것

JARUS

Joint Authorities for Rulemarking on
Unmanned Systems

JPEG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JWG

Joint Work Group

KAIA

Korea Agency for Infrast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ISA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한국인터넷진흥원

KISTA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gency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SO/IEC JTC1과 ITU-T가 공동으로 표준화한 컬러 정지 영상의 저장 및
전송을 위한 효율적인 압축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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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한국산업표준 : 기계, 전기, 환경 등 산업 전 분야의 제품 및 시험·제작
방법 등을 규정하는 국가 표준

LAN

Local Area Network

근거리 통신망 : 집, 학교, 사무실 등의 같은 건물 내 또는 가까운 거리
내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치들을 연결해 주는
통신망

LBS

Location Based Service

위치 기반서비스 :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이나 통신망을 활용
하여 얻은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
하는 서비스

LDM

Local Dynamic Map

고정된 지도 정보에 차량 주위의 도로 교통 정보 및 상태 정보가 반영
된 지도 데이터베이스

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code

저밀도 패리티검사 부호

LED

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 :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의 한 종류

Li-Fi

Light Fidelity

발광 다이오드(LED)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가시광 통신(VLC : Visible Light Communication) 기술의 보조 방식

LISP

Locator/ID Separation Protocol

위치자/식별자분리 프로토콜

LMR

Land Mobile Radio

산업용 무전기 : 정부 또는 공공 기관에서 쓰는 무전기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습 관리 시스템 : 컴퓨터 온라인을 통하여 학생들의 성적과 진도는
물론 출석과 결석 등 학사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

LoRa
Alliance

Long Range Alliance

LPWA

Low-Power Wide-Area

LSAD

Low Speed Automated Driving System

LTE

Long Term Evolution

사물 인터넷(IoT)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술 가운데 하나로저전력 소모,
저가 단말기, 낮은 구축 비용, 안정적 커버리지, 대규모 단말기 접속 등
조건을 충족해야함

3GPP 이동 통신 표준화 단체에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OFDMA)과 다중 입력 다중 출력(MIMO) 기술 기반으로 제정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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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I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학습 도구 상호운용성

M2M

Machine to Machine

사물 통신 : 기계, 센서, 컴퓨터 등 다양한 장치들이 유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함으로써 개별 장치들의 기능이나
성능을 개선시켜 주고 개별 장치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

MAC

Mandatory Access Control

강제적 접근통제 : 정보 시스템 내에서 어떤 주체가 특정 객체에 접근
하려 할 때 양쪽의 보안 레이블(Security Label)에 기초하여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정보(객체)가 낮은 보안 수준의 주체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접근을 제한하는 통제 방법

MAN

Metropolitan Area Network

MANO

Management and orchestration

MAR

Memory Address Register

기억 장치주소 레지스터 :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내부에서 기억
장치 내의 정보를 호출하기 위하여 그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제어용
레지스터

MEC

Mobile Edge Computing

모바일 엣지 컴퓨팅

MEC

Multi-Access Edge Computing

멀티 엑세스 엣지 컴퓨팅

MEF

Managed Extensibility Framework

MESA

Manufacturing Enterprise Solutions
Association

MLP

Mobile Location Protocol

모바일 위치프로토콜 : 이동국(Mobile Station)의 위치 기반 서비스
(LBS) 관련 각종 솔루션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한 응용 계층의
표준 프로토콜

mMTC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s

대규모 사물통신 : IMT-2020(5G) 이동통신에서 다수의 기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 통신을 일컫는 명칭

mmWave

millimeter wave

밀리미터파,주파수가 30～300기가헤르츠(㎓)이고, 파장이 1～10
밀리미터(mm)인 전파

도시권 통신망 : 일반적으로 LAN은 1개 기업의 구내 또는 1개 빌딩
내를 연결하는데 비해 MAN은 도시의 한 구역 혹은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서비스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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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

Message Oriented Middleware

메시지 기반 미들웨어 : 상이한 애플리케이션 간 통신을 비동기
방식으로 지원하는 메시지 기반 미들웨어

MOPS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최소운용성능표준

MP3

MPEG-1 Layer 3

압축비가 12:1인 오디오 코덱의 한 형태로 일반 웨이브(wave) 파일에
비해 크기가 10분의 1이면서 콤팩트디스크(CD) 수준의 음질(16비트,
44.1㎑)을 구현할 수 있는 오디오 파일 포맷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멀티미디어 관련 부호화 기술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합동 기술
위원회로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화회의(IEC)의 합동
기술위원회 JTC 1(Joint Technical Committee) 산하의 표준화 위원회
SC(subcommittee) 29의 작업 그룹(working group)으로 공식 명칭은
ISO/IEC JTC1/SC 29 Working Group 11

MPLS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다중 프로토콜라벨 스위칭 : 데이터 패킷에 IP주소 대신 별도의 라벨을
붙여 스위칭하고 라우팅하는 기술

MR

Mixed Reality

혼합 현실 : 현실 세계에 가상 현실(VR)이 접목되어 현실의 물리적
객체와 가상 객체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환경

MSD

Minimum Set of Data

최소 사고정보 : 사고 발생시 e-Call 단말이 e-Call 센터로 전송하는
정보로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 및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

NCPDP

National Council for Prescription Drug
Program

NEMA

NationalElectricalManufacturers'Association

NETCONF

NETwork CONFiguration

NFV

Network Function Visualization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 네트워크의 방화벽, 트래픽 부하 제어 관리,
라우터 등과 같은 하드웨어 장비의 기능과 처리 기능을 서버단에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기술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국 국립표준 기술 연구소 : 1901년에 설립된 미국 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기술관리국 산하에 있는 표준
기술 연구소

미국전기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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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EA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

시간, 위치, 방위 등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미국의 The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에서 정의된 규격

NNEF

Neural Network Exchange Format

신경망 교환포맷

[출처] 
[넥스투비] KhronosGroup, 신경망교환을 위한
NNEF1.0표준발표 | 작성자넥스투비

NNR

Neural Network Representation

신경망 표현

NP

New Proposal

NPN

Non-Public Network

NRC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NSA

Non Standalone

NSC

National Standard Coodinator

NTN

Non-Terrestrial Networks

NWIP

New Work Item Proposal

OAGi

Open Applications Group

OAGIS

Open Applications Group Integration
Specification

공급 사슬 영역에서 확장성 마크업 언어(XML)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의 데이터 교환 표준 방법을 규정한 기업 간(B2B) 콘텐츠 표준

OASIS

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전자 정부, 전자 비즈니스, 웹 서비스 등 인터넷 분야 주요 이슈의
표준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인 민간 표준화 기구

OCC

Optical Communications for Cameras

국립재활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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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

Open allianCE for iot stANdard

미래창조과학부와 전자부품연구원(KETI)이 주도하는 국제 표준 기반
사물 인터넷 오픈 소스 연합체로 사물인터넷(IoT) 국제 표준인 원엠
투엠(oneM2M)을 기반으로 개발된 오픈 소스와 소프트웨어를 공유
하도록 함으로써 사물인터넷 기업들 간의 협업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 12월에 결성

OC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사물 인터넷(IoT) 기기 간의 상호운용성 제공 및 관련 기술을
표준화하는 협력체로 사물 인터넷 기기의 제조사, 소프트웨어 등에
관계없이 상호 연결성을 위한 프로토콜, 운영 환경 등을 정의하며,
2014년 창립된 오픈 인터커넥트 컨소시엄(OIC : Open Interconnect
Consortium)의 명칭이 2016년 2월 OCF로 변경

ODL

Open Day Light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 산업자문 위원회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직교 주파수분할 다중 : 상호 직교성을 갖는 다수 반송파를 이용하여
신호를 변조하여 다중화하는 전송 방식

OFDMA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직교 주파수분할 다중 접속

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

개방형 공간정보 컨소시엄 : 지리 공간 정보 데이터의 호환성과 기술
표준을 연구하고 제정하는 비영리 민관 참여 국제 기구

OGF

Open Grid Forum

그리드 관련한 모든 표준화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

OIC

Open Interconnect Consortium

OID

Object Identifier

OIF

Optical Internetworking Forum

OIN

Open Invention Network

OMA

Open Mobile Alliance

광통신 장비 제조업체 : 사용자, 서비스 제공자들이 협력하여 광통신
망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준 표준화 기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의 범세계적 활성화를 위해 기술규격 개발 및
상호운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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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G

Object Management Group

객체 지향 기술의 보급과 표준화를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로 1989년에
발족하였으며 본부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음

oneM2M

one Machine-To-Machine

사물 통신(M2M) 분야 글로벌 표준화 협력체 : 원엠투엠(oneM2M)
에는 세계 표준화 단체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유럽전기통신
협회(ETSI), 미국 통신정보표준협회(ATIS)와 통신산업협회(TIA), 중국
통신표준협회(CCSA), 일본 전파산업협회(ARIB)가 중심이 되고 이에
속한 수많은 기업과 연구 기관, 대학 등이 참여

ONF

Open Networking Foundation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을 통한 네트워킹의 혁신을 추구
하면서 오픈플로(OpenFlow)를 비롯한 관련 기술과 표준을 개발하고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

ONOS

Open Network Operating System

OPC UA

OPC Unified Architecture

OPNFV

Open Platform for NFV

OPRoS

Open Robot Software Platform for Robotic
Services

OSIA

Open System Interconnection Association

OSM

Open Source Mano

OTN

Optical Transport Network

광 전송망 : IP기반 데이터 및 기타 데이터 서비스를 통합하는 능력을
가진 광 전송 계층을 정의하는 표준

OWASP

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로, 주로 웹을 통한
정보 유출, 취약점 등을 연구

OWC

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

PaaS

Platform as a Service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PAN

Personal Area Network

개인 영역통신 : 전화기와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를
포함하는 사용자에 인접한 컴퓨팅 장치들 간의 통신망

산업 자동화용 사물 인터넷을 위한 국제 표준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에 대한 학술 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로 구성한 민간 연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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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Program Director

PDC

Personal Digital Cellular

PG

Project Group

PHD

Personal Health Device

개인 건강기기 : 개인의 다양한 생체와 건강 상태를 측정하여 수집한
정보를 다른 건강 의료 기기와 상호 교환하는 건강 기기

PHY

Physical Layer Protocol

일반적인 유무선 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물리적 링크를
설정, 유지, 절단하는데 관련된 최하위 층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공개 키 암호 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 보호
표준 방식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PM

Program Manager

PMIC

Power Management Integrated Circuit

전력 관리칩 : 전압 제어, 배터리 관리 및 충전 기능 등을 하나로
통합한 집적 회로(IC)

PMML

Predictive Model Markup Language

애플리케이션간 예측 모형의 정의 및 공유를 가능케 하는 확장성
마크업 언어(XML) 기반의 언어

PPDR

Public Protection and Disaster Relief

재난안전 통신 : ITU-R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안전(Public
Protection)과 재난구조(Disaster Relief)를 위한 통신이 통합되어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

PS-LTE

Public Safety-LTE

기존의 LTE 기술에 디투디(D2D : Device to device) 통신, 그룹 통신을
제공하는 지시에스이(GCSE : Group Communication System Enablers),
미션 크리티컬 푸시투토크(MCPTT : Mission Critical Push To Talk),
단독 기지국 모드 등 재난 안전에 필수적인 기능을 추가한 것

PTT

Push-To-Talk

무전기처럼 일대일 또는 일대다 형식으로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

PWI

Preliminary Work Stage

일본에서 개발된 2세대(2G)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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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E

Quality of Experience

QTI

Question and Test Interoperability
specification

RDS

Radio Data System

FM 방송 주파수 대역 내에 교통 정보 등 데이터를 중첩하여 방송
하는 시스템

RF

Radio Frequency

무선 주파수

RNIS

Radio Network Information Service

RoF

Radio over Fiber

아날로그 형태의 무선 주파수(RF) 신호를 광 신호로 변환하여 광
섬유를 통해 전송하고, 수신된 광 신호를 다시 무선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기술

RTCA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Aeronautics

미국 항공무선 기술 위원회, 미국의 항공 관련 무선 기술을 연구하고
관련 지침서를 출판하는 민간 단체

RTCM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Maritime
Services

SaaS

Software as a Service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상에서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미국 자동차기술자협회

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표준 및 권고 방식 : 국제 민간 항공 조약 제37조 및 제54조에 의거
하여 항공 통신, 항공 규칙, 항공 관제 방식, 운항, 공항, 항공기의
내공성(耐空性) 등에 관하여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 이사회에서
채택된 것

SBAS

Satellite-Based Augmentation System

위성 기반보정 시스템 : GNSS의 위치 오차를 보정한 정보를 위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광역(wide-area)의 위성 항법 보정 시스템

SC

Sub-Committee

SCTE

Society of Cable Telecommunications
Engineers

체감 품질 : 서비스 이용자가 각자의 기대치(expectation)에 근거하여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의 총체적인 허용도

유선전기통신 산업에 관련된 미국표준협회(ANSI)에서 인가한
비영리 단체

179

약어

SDK

Software Development Kit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간편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특정
환경이나 플랫폼 기반의 종합 개발 도구

SDN

Software-Defined Networking

네트워크를 제어부와 데이터 전달부로 분리하여 네트워크 관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술

SDOs

Standard Develping Organizations

표준개발기구

SG

Study Group

SLA

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협약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가 제공될 서비스
및 그와 연관된 여러 조건들에 대한 서로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기술
해놓은 협약서

SMPTE

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s

국제 영화 텔레비전 기술인 협회로 영화 산업의 진흥을 위해 1916년
SMPE(society of Motion Picture Engineers) 이름으로 미국에 설립

SNIA

Storage Network Industry Association

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PG

Special Project Group

STC

Special Technical Committee

SWOT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TAO

The Ace Orb

TC

Technical Committee

TCCA

The Critical Communications Association

TCP/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해상 인명안전 조약 :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 증진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박의 구조, 설비 및 운항에 관한 최저 기준의 설정을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 협약

컴퓨터 간의 통신을 위해 미국 국방부에서 개발한 통신 프로토콜로,
TCP와 IP를 조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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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

Terrestrial Trunked Radio

유럽 전기 통신 표준 협회(ETSI)가 개발한 유럽 이동 무선 통신 기반의
표준으로 경찰·소방 무선과 같은 공공 기관, 공공 단체의 이동 무선
통신의 필요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

TIA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미국 통신산업 협회 : 1988년 미국 전화 공급자 협회와 미국 전자 공업
협회(EIA)의 정보 통신 기술 그룹(ITG)이 합병하여 설립된 협회

TR

Technical Report

TS

Technical Specification

TSDSI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Development Society

TSN

Time-Sensitive Networking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전기 통신 관련 표준화 활동을 위해 1988년
설립된 재단 법인(1991년 8월 전기 통신 기본법에 따라 법정 법인이
되었음)으로 전기 통신 방식, 통신 절차, 접속 등의 국내 표준 작성 및
보급과 국내외 표준화 조사 및 연구, 국제 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국제
표준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의 활동을 수행

TTC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일본정보통신기술위원회 : 일본의 전기통신 전반에 관한 표준화와
표준보급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UAV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 항공기 :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무선으로
원격 조정이 가능하거나,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이 가능한
비행체

UAS

Unmanned Aerial System

무인 항공기(UAV) 및 이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시스템

UDP

User Datagram Protocol

인터넷의 표준 프로토콜 집합인 TCP/IP의 기반이 되는 프로토콜의
하나

UHD

Ultra High Definition

URLLC

Ultra-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s

인도 표준개발 기구 : 인도 국가 표준 개발 기관으로 2013년 11월에
설립

IMT-2020(5G) 이동통신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고 지연 시간이 매우
짧은 통신 서비스를 일컫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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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M

UAS Traffic Management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V2I

Vehicle-to-Infrastructure

차량·인프라 통신망 : 차량과 유무선 통신 인프라망이 접속되어 단말과
서버 간에 통신을 제공하는 통신망. 차량에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의 교통 정보 및 안전 지원, 내려받기 서비스를 제공

V2P

Vehicle-to-Pedestrian

차량·보행자 통신 : 차량과 개인 즉,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가 소지한
이동 단말 기기 사이의 무선 통신

V2X

Vehicle-to-Everything
(vehicle / infrastructure /
nomadic device / pedestrian)

차량·사물 통신 : 차량을 중심으로 유무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
하는 기술

VDES

VHF Data Exchange System

초단파 데이터교환 시스템 : AIS의 메시지 부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AIS에서 사용하는 ASM 채널을 별도 지정하여 AIS 부하를 줄이고,
데이터 통신을 통하여 e-내비게이션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IMO가 추진하고 있는 AIS 지원 통신 방법 및 시스템

VDI/VDE

Verein Deutscher Ingenieure/
Verband der Elektrotechnik 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독일기술협회/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MA

Verband Deutscher Maschinen- und
Anlagenbau

독일기계설비제조협회

VHF

Very High Frequency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중에서 HF(High Frequency)보다 높은 주파수
대의 명칭

VLC

Visible Light Communication

가시광 통신 : 가시광선(400～700nm)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기술

VNF

Virtualized network functions

VoLTE

Voice over LTE

엘티이(LTE : Long Term Evolution)와 아이엠티 어드밴스트
(IMT-Advanced, 4세대 이동 통신) 기술인 엘티이 어드밴스트
(LTE-Advanced)의 IP 데이터 망으로 음성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VR

Virtual Reality

가상 현실 : 인간의 상상에 따른 공간과 사물을 컴퓨터에 가상으로
만들어, 시각, 청각, 촉각을 비롯한 인간 오감을 활용한 작용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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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AT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초소형 지구국 : 지름 0.6～1.8 미터(m) 소형 안테나를 가지는 위성
통신용 지구국

VTS

Vessel Traffic Service/System

선박 교통관제 서비스/시스템 : 선박통항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
시키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만과 출입 항로를 항해
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의 움직임을 RADAR, CCTV, VHF, AIS 등
첨단 장비로 관찰하여 선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 운항을 위한 조언 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시스템

VVC

Versatile Video Coding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WAAS

Wide Area Augmentation System)

WAN

Wireless Access Network

무선 접속망 : 휴대형 정보 단말이나 이동 환경에서 코어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망

WBAN

Wireless Body Area Network

무선 인체통신망 : 사람이 착용(wearable)하는 또는 사람의 몸에 심는
(implant) 형태의 센서나 기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인체 영역 네트
워킹 기술

WCG

Wide Color Gamut

디스플레이에서 영상을 실제의 색과 유사하게 재현하기 위해 색 재현율
(color gamut)을 높인 것

WD

Working Draft

WDM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

WG

Working Group

WiBro

Wireless Broadband

월드 와이드 웹 브라우저/서버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
연구 기관 및 관련 회사들의 단체로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MIT)과 웹 서버를 개발한 유럽 원자핵 공동 연구소(CERN) 등이
주축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사 등
관련 회사들이 표준화 작업에 참가

파장 분할다중 방식 : 광섬유를 이용하는 통신에서, 상이한 파장의
빛을 이용하여 복수의 채널을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

핸드셋, 노트북,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스마트 폰 등 다양한
휴대 인터넷 단말을 이용하여 정지 및 이동 중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고속으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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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Wi-Fi

Wireless-Fidelity

2.4㎓대역을 사용하는 무선 랜(WLAN) 규격(IEEE 802.11b)에서 정한
제반 규정에 적합한 제품에 주어진 인증 마크

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무선랜 : 무선 접속점(AP)이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
에서 무선랜 카드가 장착된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

WMP

Web Map Service

WoT

Web of Things

모든 사물이 웹으로 연결되는 환경

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단거리 무선망 : 사용자 주변의 수 미터(m) 이내의 거리에서 휴대용
정보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
통신망

WPC

Wireless Power Consortium

무선 충전 국제 표준화 단체로 2008년에 무선 충전의 단체 표준
제정 및 프로모션 등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전 세계 주요 전자 통신
기업은 물론 이동 통신 사업자 등이 참여

WPT

Wireless Power Transfer

전원 공급원으로부터 전기적인 부하가 도체의 연결 없이 코일을
이용한 자기장 유도 및 공진 현상 등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전송하는 것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세계 전파통신 회의 :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의 조직을 전편 개편한
1992년 제네바 헌장 및 협약에 따라 신설된 의사 결정 기관의 하나
로서 전파 규칙(RR)을 개정할 권한을 갖는 회의

WTO/TBT

World Trade Organization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세계무역기구/무역기술장벽 위원회

WUR

Wake Up Radio

WWRF

Wireless World Research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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