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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X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④ | ~’22)
oneM2M SDS, ITU-T SG20
90%

기술수준 | 표준수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헬스 응용 표준
(후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3)
ITU-T FG-AI4H, JTC1 SC42, ISO TC215

스마트X-시티
스마트 파킹

100%

TTA |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기능 모듈 추가 및 통합 가이드
국가기술표준원 |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상세 아키텍처,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상위 아키텍처
oneM2M SDS | WI-0083, TR-0054, oneM2M
service subscribers and users, WI-0091, TR-0059,
Services and platforms discovery, WI-0064, TR-0036,
Adaptation of oneM2M for smart city

대기오염 예측
서비스
폐기물 관리
서비스

MaaS

Mobility as a service

80%

기술수준 | 표준수준

AMI기반
스마트
에너지관리

친환경 수자원
이용 및 관리
85%

플랫폼 기술

BEMS 빌딩
통합 에너지
관리

TTA |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정의 가이드
국가기술표준원 |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oneM2M SDS | WI-0075, TS-0023, SDT based
Information Model and Mapping for Vertical Industries
GSMA | IoT Big Data Harmonised Data Model v6

가스/폐열
연계 스마트
그리드(CHP)
전기차
충전 인프라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시험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③ | ~’23)
oneM2M TDE
90%

기술수준 | 표준수준

TTA | 스마트시티 공통 온톨로지, 스마트시티 도메인 온톨로지
ETSI TC SmartM2M | TS 103 410-4, SAREF4CITY,
TS 103 264, Smart Appliances ; Reference Ontology and
oneM2M Mapping
oneM2M RDM | WI-0094, TR-0061, Study on
ontologies for smart city services

기술수준 | 표준수준

90%

국가기술표준원 |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 프로파일
TTA |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시험,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인터페이스 시험,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데이터
모델 시험
oneM2M TDE | WI-0022, TS-0013, Interoperability
Testing, WI-0032, TS-0018, Test Suite Structure &Test
Purposes

도시행정을 위한 디지털트윈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3)
ITU-T SG20

서비스 기술

90%

TTA | TTAK.KO-10.1033-Part3,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응급의료서비스 - 제3부: 인터페이스
OCF | OCF Device Specification, OCF Resource
Type Specification
ITU-T SG20 | Y.4555, Service functionalities
self-quantification over Internet of things, Y.4117,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of the Internet of things
for support of wearable devices and related services

기술수준 | 표준수준

70%

기술수준 | 표준수준

100%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기술수준 | 표준수준

70%

70%

100%

보건소

ITU-T SG20 | Y.4903/L.1603, Key performance
indicators for smart sustainable cities to assess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JTC1 WG11 | ISO/IEC 30146, Smart city ICT indicators,
ISO/IEC 21972, An upper level ontology for smart city
indicators (ISO TC268), ISO 37122,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Indicators for smart cities,
ISO 37123,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Indicators for resilient cities, ISO 37120,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mmunities-Indicators for city services
and quality of life

근로복지공단

법률자문

건강보험관리공단

의료기기

GW

IT의료기기

헬스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표준
(후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2)
ITU-T SG16 FG-AI4H, IEC TC62 SC62A, IEC TC100/SyC AAL
기술수준 | 표준수준

100%

스마트계약

전자투표

블록체인간
연동서버

90%

ISO TC46 SC11 | ISO/NP TR 24332,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to records management—Issues and considerations

지식재산 관리

기록관리
90%

DLT 참조구조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1)
ISO TC307 WG1
90%

기술수준 | 표준수준

90%

기반기술
합의 알고리즘

90%

100%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
(후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0)
ITU-T SG13 Q17

100%

기술수준 | 표준수준

80%

분산원장 저장소

탈중앙 프로토콜

90%

기술수준 | 표준수준

80%

100%

암호

신원 및 접근 관리

블록체인 기반의 자가 주권 ID 관리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2)
ITU-T SG17/SG20, W3C, ISO TC307
기술수준 | 표준수준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

성능평가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요구사항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3)
ITU-T SG17 Q14
85%

TTA | TTAR-01.0014, 검증가능 주장 유스 케이스(기술보고서), TTAK.KO-12.0312,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및 자원 검색 프레임워크, TTAK.KO-12.0337, 블록체인 기반의 FIDO
범용 인증 프레임워크 요구사항
ITU-T SG17 | X.dlt-sec, Security considerations for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ata in identity management
W3C | 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 1.0, Verifiable Claims Use Cases, Decentralized
Identifiers (DIDs)

90%

기술수준 | 표준수준

거버전스

90%

기술수준 | 표준수준

100%

ISO TC307 | ISO/TR 23576, Security management of
digital asset custodians
블록체인 플랫폼 성능측정 기준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② | ~’23)
ISO TC307, ITU-T SG16
80%

기술수준 | 표준수준

85%

90%

기술수준 | 표준수준

스마트X-팜

80%

100%

100%

스마트 과수원

기술수준 | 표준수준

클라우드

빅데이터

85%

TTA | TTAK.KO-10.1004, 스마트축사 센서데이터에 대한
EPCIS 이벤트 스키마설계 지침서, TTAK.KO-10.0979,
스마트축사를 위한 외기 센서 인터페이스,
TTAK.KO-10.0980, 스마트축사를 위한 내기 센서
인터페이스, TTAK.KO-10.0981, 스마트축사를 위한 안전
센서 인터페이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SPS-FACT 0001-2018,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수집정보: Ⅰ. 대가축,
SPS-FACT 0002-2018,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수집정보: Ⅱ. 중가축, SPS-FACT 0003-2018,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수집정보: Ⅲ. 소가축
ITU-T SG20 | Y.IoT-SLF, Framework and capabilities
for Smart Livestock Farming Based on Internet of Things

고유 기술 업무

5G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⑧ | ~’21)
ETSI MEC, 3GPP SA, ITU-T SG11

로봇/자동화

Smart APS 시스템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0)
ISA 95, MESA
기술수준 | 표준수준

90%

스마트 축사

유통

유통 물류 데이터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5)
GS1 EPCIS & CBV 2.0 MSWG, JTC1 SC31
90%

기술수준 | 표준수준

기술수준 | 표준수준

85%

CPS 기반의 스마트공장 참조 아키텍처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
NIST CPS PWG, VDI/VDE GMA 7.20, IVI PF01, IIC ATG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품 생산 및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정보 모델 표준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80%

기술수준 | 표준수준

기술수준 | 표준수준

90%

90%

TTA | 2018-2166,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유즈케이스, 2018-2167,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요구사항, 2018-2259, 초저지연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제1부: 정의 및 시스템 구조
ISO TC184 SC4 WG15 | ISO 23247, Digital Twin
manufacturing framework
IEC TC65 WG16 | IEC 62832, Digital factory framework

기술수준 | 표준수준

90%

80%

TTA | TTAK.KO-10.1054, 맞춤형 제품 제조 서비스
시나리오, TTAK.KO-10.1053-Part3, 주조 업종
스마트공장 적용 지침-제3부: 정보 모델,
TTAK.KO-10.1052-Part3, 열처리 업종 스마트공장
적용 지침-제3부: 정보 모델, TTAK.KO-10.1051-Part3,
기계부품 조립 업종 스마트공장 적용 지침 - 제3부: 정보 모델,
TTAK.KO-10.1050-Part3, 금형 업종 스마트공장 적용
지침 - 제3부: 정보 모델, TTAK.KO-10.1049-Part3,
표면처리 업종 스마트공장 적용 지침 - 제3부: 정보 모델,
TTAK.KO-10.1048-Part3, 정밀가공 업종 스마 트공장
적용 지침-제3부: 정보 모델
OAGi SM WG | Enabling Composable Service-Oriented
Manufacturing Systems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⑤ | ~’24)
ISA 95, MESA, NIST, IEC SyC SM

95%

TTA | TTAK.KO-10.1089, 클라우드기반 스마트팜
영농작업관리 서비스 인터페이스, TTAK.KO-10.1090,
클라우드기반 스마트팜 온실의 장비 오작동 대응 서비스
인터페이스, TTAK.KO-10.1091, 클라우드기반 스마트팜
장치 관리를 위한 생애주기 관리, TTAK.KO-10.1005,
팜클라우드 기반 병해충 대응 서비스 인터페이스,
TTAK.KO-10.1006, 팜클라우드와 써드파티 응용서비스
간의 인터페이스, TTAK.KO-10.1007, 팜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장치간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TTAK.KO-10.0937,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 요구사항

TTA | TTAE.OT-10.0421, 농식품 유통 오픈 데이터를
위한 핵심 비즈니스 단계 제시 지침, TTAK.KO-10.0940,
농축산물 식품 메타데이터 모델링 가이드라인,
TTAK.KO-10.1004, 스마트축사 센서데이터에 대한 EPCIS
이벤트 스키마설계 지침서, TTAK.KO-10.0939, 농산물 생장
및 유통 환경 모니터링 센서 정보 운용 방법
GS1 | EPCIS and CBV 2.0, Foundation for Fish,
Seafood and Aquaculture Traceability Guideline, Fighting
Illicit Trade with EPCIS Application Standard

플랫폼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
OAGi SM WG, NIST SM PWG, MESA(B2MML)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관리·운영 서비스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5)
ITU-T SG20/SG13
90%

70%

스마트제조 표준화포럼 | SPS-A KOSMIA
000x-xxxx:2019, 제조 데이터 스키마 관리 체계,
SPS-A KOSMIA 0001-7273:2018, 머신비전 기반 바코드
판독장치의 성능 시험 방법 및 절차, SPS-X KOSMIA 00017274:2018, 자동차 부품공장을 위한 스마트제조 참조모델
ITU-T SG20 | Y.4003, Overview of smart
manufacturing in the context of the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85%

TTA | 2018-2258, 초저지연 스마트공장 서비스를 위한
에지시스템 성능요소 평가 지침, TTAK.KO-11.0242,
스마트공장 초저지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지 시스템 참조
아키텍처
3GPP SA | TS 22.261, Service requirements for next
generation new services and markets (version 16.8.0
Release 16), TR 23.742, Study on Enhancements to the
Service-Based 5G System Architecture
ETSI MEC | GS MEC 017, Mobile Edge Computing
(MEC); Deployment of Mobile Edge Computing in
an NFV environment, GS MEC 009, Mobile Edge
Computing (MEC); General principles for Mobile Edge
Service APIs

3D 프린팅

AI

기술수준 | 표준수준

85%

자동화 농작업기기

IoT

85%

TTA | TTAK.KO-10.1127, 다중 재료를 지원하는
음식용 3D 프린팅 파일포맷, TTAK.KO-10.1128, 다중
패치로 구성된 스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압축 파일포맷
(3D프린팅창의융합표준화포럼) 3DPRO_17.0001/S1,
모바일 3D 프린팅을 위한 바이너리 슬라이스 파일포맷
JTC1 SC29 | ISO/IEC 23005, Media Context and
Control
ISO TC261 | ISO/ASTM WD 52916, Additive
manufacturing-Data formats-Standard specification for
optimized medical image data, ISO/ASTM DIS 52915,
Specification for additive manufacturing file format (AMF)
Version 1.2
OMA SpecWorks | OMA-ER-Device_WebAPIs_
3DP-V1_0-20181021-A, Device Web APIs for 3D
Printer
oneM2M MAS | oneM2M-TS-0023-V3.7.0, Home
Appliances Information Model and Mapping

기업 운영 및 관리

80%

90%

TTA | 2018-2167, 디지털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요구사항, 2018-2166, 디지털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유즈케이스,
2018-2259, 초저지연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제1부: 정의 및 시스템 구조, 2018-2258, 초저지연 스마트공장 서비스를
위한 에지시스템 성능요소 평가 지침, TTAK.KO-10.1053-Part1, 주조 업종 스마트공장 적용 지침-제1부: 참조 모델,
TTAK.KO-10.1052-Part1, 열처리 업종 스마트공장 적용 지침-제1부: 참조 모델, TTAK.KO-10.1051-Part1, 기계부품 조립
업종 스마트공장 적용 지침-제1부: 참조 모델, TTAK.KO-10.1050-Part1, 금형 업종 스마트공장 적용 지침-제1부: 참조 모델,
TTAK.KO-10.1049-Part1, 표면처리 업종 스마트공장 적용지침-제1부: 참조모델, TTAK.KO-10.1048-Part1, 정밀가공
업종 스마트공장 적용 지침-제1부: 참조모델, TTAK.KO-11.0227/R1-Part1, 생산자원(4M1E) 기반 스마트공장 정보 관리제1부 : 참조 모델, TTAK.KO-11.0242, 스마트공장 초저지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지 시스템 참조 아키텍처
NIST CPS PWG | SP 1900-202, Cyber-Physical Systems and Internet of Things, SP 1500-201, Framework for
Cyber-Physical Systems: Volume 1, Overview, SP 1500-202, Framework for Cyber-Physical Systems: Volume 2,
Working Group Reports, SP 1500-203, Framework for Cyber-Physical Systems: Volume 3, Timing Annex
IVI PF01 | Industrial Value Chain Reference Architecture-Next
IIC ATG | IIC:PUB:G2:V1.0:PB:20180807, The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Volume G2: Key System Concern

90%

기술수준 | 표준수준

90%

Internet

LTE/LTE-M/
LPWA/Wi-Fi/
ZigBee/
Bluetooth
IoT 플랫폼 연동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2)
OCF, oneM2M, EnOcean Alliance, Bluetooth SIG, Z-wave, ZigBee Alliance
기술수준 | 표준수준

기술수준 | 표준수준

90%

TTA | 2017-752,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역
저전력 네트워크 MAC 규격, TTAK.KO-06.0480,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역 저전력 네트워크 PHY 규격,
TTAK.KO-10.1038-Part1, 서비스 클래스 지원 저전력 광역
사물인터넷 네트워킹–제1부: 요구사항, TTAK.KO-10.1038Part2, 서비스 클래스 지원 저전력 광역 사물인터넷 네트워킹제1부: 시스템참조모델
IEEE | IEEE802.15.4w TG LPWA
ETSI | TR 103 249, Low Throughput Network (LTN);
Use Cases and System Characteristics, TS 103 358,
Short range devices; Low Throughput Networks (LTN)
Architecture; LTN Architecture, TS 103 357, Short Range
Devices; Low Throughput Networks (LTN); Protocols for
radio interface A

네트워크
70%

TTA | 사물인터넷 저전력 네트워킹 유즈케이스 표준, 사물인터넷 저전력 디바이스 연동 프레임워크
표준, OCF 플랫폼과 BLE 디바이스 간 브릿징 표준 개발
OCF코리아포럼 | OCF 1.0 K, 코어 프레임워크, OCF 1.0 K, 보안, OCF 1.0 K, 브리징, OCF 1.0 K,
리소스 타입, OCF 1.0 K, 스마트홈 디바이스, OCF 1.0 K, AllJoyn 인터페이스 매핑 리소스
OCF | OCF Bridging spec 2.0.2(CRXXXX for EnOcean Bridging), CR for BLE Bridging
Derived Model for BLE Bridging, CR for ZigBee Bridging, Derived Model for ZigBee Bridging,
CR for Z-wave Bridging, Derived Model for Z-wave Bridging, CR for U+ Bridging, Derived
Model for U+ Bridging, CR for oneM2M Bridging, Derived Model for oneM2M Bridging

* 본 자료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과제(No. 2017-0-00059, ICT표준화 체계분석 및 전략연구) 연구결과로 발간된 자료입니다.

90%

기술수준 | 표준수준

90%

기술수준 | 표준수준

90%

ITU-T SG11 | Q.IEC-PRO, Protocols for microservices
based intelligent edge computing, Q.5001, Signalling
requirement of intelligent edge computing
IETF/IRTF T2TRG | draft-hong-iot-edgecompuging(Problem Statement of IoT Integrated with
Edge Computing
oneM2M SDS | TR-0052, Study on Edge and Fog
Computing in oneM2M systems

기술수준 | 표준수준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2)
ITU-T SG16, W3C
90%

TTA | TTAK.KO-06.0486, 긴급 구조 요청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TTAK.KO-06.0401-Part1/R1,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
Stage 1: 요구사항, TTAK.KO-06.0401-Part5,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
Stage 5: 시험 절차, TTAK.KO-06.0454, 재난피해자 위치분석 시스템
Stage 1: 요구사항, TTAK.KO-06.0455, 긴급구조용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의 기능 요구사항, TTAK.KO-06.0456, 긴급구조용
건축물정보기반 실매 센서 위치 맵핑을 위한 데이터 모델
OMA LOC | W0253,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 v2.1,
W0271, LPPe(LTE Positioning Protocol Extension) v2.0, W0286,
MLS(Mobile Location Services) v1.4, W0326, NavSe(Navigation
Service Framework) v1.0

IoT 표준 기반
공공 안전 알림 서비스

디지털사이니지 기반
재난 및 사회안전서비스

기술수준 | 표준수준

80%

90%

TTA | TTAK.KO-08.0054,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재난경보 메시지 전파체계 및 재생 지침, TTAE.IT-H.782,
디지털 사이니지 메타데이터, TTAK.KO-08.0044,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한 실내 재난경보 표출방법, TTAE.IT-H.785.0,
디지털 사이니지: 재난정보 서비스 요구사항,
스마트사이니지포럼 | SSF-ST-002,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재난경보 메시지 전파체계 및 재생 지침
ITU-T SG16 | H.DS-CASF, Digital Signage: Common alerting service framework, H.DS-ASM, Digital signage:
Metadata for alerting services, H.782(v2), Digital Signage: Metadata, H.781, Digital signage: Functional architecture,
H.785.0, Digital Signage: Requirements of disaster information services
ITU-T SG17 | X.103 bis, Common Alerting Protocol(CAP 1.2)
ITU-T SG2 | E.TD-DR, Terms and definitions for disaster relief systems, network resilience and recovery
W3C WSBG | Architecture and Requirements for Web-based Signage Player - Emergency Profile

긴급 구조 정밀
측위 제공

응급의료 정보전송 기술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② | ~’22)
3GPP SA1/SA2/SA6/RAN1/RAN2
기술수준 | 표준수준

90%

기술수준 | 표준수준

5G 재난문자개선
기술 표준

100%

TTA | TTAK.OT-06.0055/R1, 통합경보시스템을 위한 공통경보프로토콜 프로파일,
TTAK.OT-06.0054, 공통경보프로토콜
oneM2M RDM | WI-0070, Public Warning Service Enabler, TR-0046, Study
on Public Warning Service Enabler
OASIS | Common Alerting Protocol Version 1.2
3GPP SA1 | TS 22.268, Enhancements of Public Warning System(ePWS),
TR 22.869, Feasibility study on enhancements of Public Warning System
(FS_ePWS)
3GPP CT1 | TR 23.735, CT aspects of enhancements of Public Warning System
ETSI EMTEL | TR 103 582, EMTEL Study of use cases and communications
involving IoT devices in provision of emergency situations

철도망
(국내 분류)

TTA | TTAK.KO-10.1036/R1, LWM2M 적합성 시험 규격:
LWM2M Client, TTAK.KO-10.1035/R1, LWM2M 적합성
시험 규격: LWM2M Server, TTAK.KO-10.1121-part1,
에너지 전력 분야 사물인터넷(e-IoT)-제1부: 시스템 규격,
TTAK.KO-10.1121-part2, 에너지 전력 분야 사물인터넷
(e-IoT)-제2부: 단순등록 규격, TTAK.KO-10.1121-part3,
에너지 전력 분야 사물인터넷(e-IoT)-제3부: 데이터 보고
규격, TTAK.KO-10.1121-part4, 에너지 전력 분야
사물인터넷(e-IoT)-제4부: 현장단말서비스 규격, TTAK.KO10.1121-part5, 에너지 전력 분야 사물인터넷(e-IoT)-제5부:
협대역무선통신 물리 계층 규격
IETF 6lo WG | draft-ietf-6lo-use-cases, IPv6 over
Constrained Node Networks(6lo) Applicability & Use
cases, draft-ietf-6lo-nfc, Transmission of IPv6 Packets
over Near Field Communication

응급의료 정보전송
기술 표준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100%

범례

100%

3GPP SA1 | TS 22.119, Maritime Communication
services over 3GPP system, TR 22.819, Feasibility Study
on Maritime Communication Services over 3GPP system;
Stage 1
IALA ENAV | G.1139, The technical specification of
VDES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온라인 배포판
TTA홈페이지(http://www.tta.or.kr)

미션크리티컬서비스 기술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3)
3GPP SA1/SA3/SA4/SA6/CT1
기술수준 | 표준수준

80%

기술수준 | 표준수준

80%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해상망
(국내 분류)

3GPP SA1 | TS 22.268, Enhancements of Public Warning System(ePWS). TR
22.869, Feasibility study on enhancements of Public Warning System(FS_ePWS)
3GPP CT1 | TR 23.735, CT aspects of enhancements of Public Warning
System

90%

기술수준 | 표준수준

3GPP SA1 | TR 22.866, Study on enhanced Relays for
Energy efficiency and Extensive Coverage
3GPP RAN1 | TS 38.523, 5G V2X with NR
sidelink(Release 16)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④ | ~’23)
3GPP SA1/SA2/CT1, IMO NCSR, IALA ENAV

85%

TTA | TTAT.3G-22.281(R15-15.1.0), 3GPP–Services and System Aspects;
Mission Critical Video services(Release15), TTAT.3G-22.280(R15-15.3.0),
3GPP-Services and System Aspects; Mission Critical Services Common
Requirements(MCCoRe); Stage 1(Release15), TTAT.3G-22.282(R15-15.1.0),
3GPP-Services and System Aspects; Mission Critical Data services(Release15),
TTAK.KO-06.0471, 통합공공망 주파수 공유 및 상호연동 요구사항
3GPP SA6 | TS 23.379, Enhanced Mission Critical Push-to-talk architecture
phase 2, TS 23.282, Enhancements to Functional architecture and information
flows for Mission Critical Data, TS 26.348, MCData File Distribution support over
xMB
3GPP SA3 | TS 33.018, Mission Critical Services Security Enhancements
3GPP SA1 | TS 22.280, Mission Critical Services Common
Requirements(MCCoRe)
3GPP CT1 | TS 24.380, Protocol enhancements for Mission Critical Services

자료마당

중점 표준화 항목(표준개발 대상)
(표준화 특성 | 표준화 전략목표 | 표준특허전략 | 완료시점)
Target SDOs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95%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5)
3GPP SA1/SA6/CT1/RAN1/RAN2/RAN4
90%

기술수준 | 표준수준

기술수준 | 표준수준

TTA간행물

90%

[관련표준 대응 리스트]
표준화기구 | 표준번호, 표준명

ICT표준 활용/개발 맵

80%

3GPP SA2 | TR 23.757, Study on Architectural
enhancements for 5G multicast-broadcast services
3GPP SA6 | TS 23.479, MBMS APIs for Mission Critical
Services

표준화 및 표준특허 전략
표준화 특성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4)
3GPP SA6
90%

기술수준 | 표준수준

선행: 선 표준화 후 기술개발/상용화 | 병행: 표준화/기술개발 동시 추진 | 후행: 선 기술개발/상용화 후 표준화
90%

TTA | 2018-2193, 철도통신용 열차이동국 –도시철도용(기술보고서), TTAR-06.0205, LTE-R 철도 통신 시스템 기지국 구성 방안(기술보고서)
3GPP SA6 | TR 22.889, Study on Future Railway Mobile Communication System; Stage 1, TR 23.796, Study on application architecture for
the Future Railway Mobile Communication System(FRMCS) Phase 2, TR 23.790, Study on application architecture for the Future Railway Mobile
Communication System(FRMCS); Stage 2

90%

기술수준 | 표준수준

표준화 전략
차세대 공략

높음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② | ~’23)
ITU-T SG15, IEEE 802.1, IETF DetNet
90%

미션크리티컬 서비스
기술 표준

상용망

5G 재난문자개선 기술 표준
(선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⑧ | ~’23)
3GPP SA1/CT1
기술수준 | 표준수준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선행 | 추격/협력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3)
3GPP SA1/SA2/RAN1/RAN2
80%

공공안전망
(국내 분류)

60%

3GPP SA1 | TR 22.826, Feasibility Study on
Communication Services for Critical Medical Applications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IoT 기반 공공안전 알림 서비스 기술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② | ~’21)
oneM2M RDM, ITU-T SG20, OCF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⑫ | ~’22)
ITU-T SG20, IETF 6lo WG

IoT Edge Computing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2)
IETF/IRTF ITU-T SG11, oneM2M SDS
90%

긴급구조 정밀측위 제공을 위한 연동 기술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0)
OMA LOC

공공안전/재해예방
분석 서버

80%

LPWA IoT 통신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2)
ETSI, IETF LPWAN WG, ITU-R SG5

90%

TTA | TTAT.MM-TS.0018, Test Suite Structure and
Test Purposes v3, TTAT.MM-TS.0025, Product
Profiles v3
oneM2M TDE | TS 0018, Test Suite Structure and Test
Purposes v3, TS 0025, Product Profile v3

기술수준 | 표준수준

TTA | 2018-2166,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유즈케이스, 2018-2167,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요구사항, 2018-2259, 디지털 트윈 기반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제1부: 정의 및 시스템 구조
ISO TC184 | ISO 23247-1, Digital Twin manufacturing
framework-Part 1: Overview and general principles,
ISO 23247-2, Digital Twin manufacturing frameworkPart 2: Reference architecture, ISO 23247-3, Digital
Twin manufacturing framework-Part 3: Digital
representation of physical manufacturing elements, ISO
23247-4, Digital Twin manufacturing framework-Part 4:
Information exchange

플랫폼

90%

기술수준 | 표준수준

80%

기술수준 | 표준수준

80%
60%

90%

디지털 트윈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⑦ | ~’21)
JTC1 SC41, ISO TC184 SC4 WG15

70%

기술수준 | 표준수준

70%

90%

TTA | 2018-2193, 철도통신용 열차이동국–도시철도용
(기술보고서)
oneM2M | TR-0058 Railway Domain Enablements,
TS-0023, SDT based Information Model and Mapping
for Vertical Industry
3GPP SA1 | TR22.889, Future Railway Mobile
Communication System, TS22.289, Mobile
Communication System for Railways
UIC | FU7100, User Requirements Specification

100%

IoT 플랫폼 코어 네트워크 연동 검증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② | ~’23)
oneM2M SDS/TDE, 3GPP CT3/SA2

90%

스마트팜 운영 로봇 통신 인터페이스 표준
(선행 | 추격/협력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
ITU-T SG20, JTC1 SC41

인프라 및 응용 서비스 기술

철도 IoT 서비스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⑦ | ~’23)
3GPP SA6, UIC FRMCS, oneM2M RDM/TDE

95%

TTA | TTAT.MM-TS-0026, 3GPP Interworking v3
oneM2M SDS | TS-0026, 3GPP Interworking v4,
TR-0055, 3GPP V2X Interworking, TS-0026, 3GPP
Interworking v3, TR-0047, Developer Guide of 3GPP
Interworking
3GPP SA2 | TS 23.682, Architecture enhancements
to facilitate communications with packet data networks
and applications (Release 15), TS 23.285, Architecture
enhancements for V2X services (Release 15)
3GPP CT1 | TS 29.122, T8 reference point for
Northbound APIs (Release 15)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
(후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1)
ISO TC307 WG2
100%

기술수준 | 표준수준

3D 프린팅 파일포맷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② | ~’22)
JTC1 SC29 WG11, ISO TC261, OMASpecWorks CD,
JTC1 WG12

사전예방 및 대응 서비스 기술

90%

RRA | KS X 2013, 사물인터넷 접근성 요구사항
표준[스마트홈]
ITU-T SG20 | Y.ACC-PTS,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Smart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Y.4204,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IoT Applications and
Services

디바이스

IoT 플랫폼과 이동통신망 연동 표준
(선행 | 전략적수용 | 표준특허전략⑫ | ~’22)
oneM2M SDS, ITU-T SG20 WP1 Q3

100%

TTA | TTAK.KO-12.0335,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 모델 및 보안위협 대응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 PSEF-2017-01,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ITU-T SG17 | X.stov, Security threats to online voting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85%

기술수준 | 표준수준

연동 서비스

90%

기술수준 | 표준수준

80%

TTA | TTAR-10.0086, 사물인터넷 기본 온톨로지 현황
(기술보고서)
oneM2M | TS-0023, SDT based Information Model
and Mapping for Vertical Industry, TS-0034, Semantics
Support, TR-0033, Study on Enhanced Semantic
Enablement, TS-0012, oneM2M Base Ontology Rel.3,
TR-0045, Developer Guide Implementing Semantics

보안 및 관리기술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2)
ITU-T SG17 Q14
기술수준 | 표준수준

IoT 철도

IoT 플랫폼 시맨틱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2)
oneM2M SDS/RDM, OCF Core, W3C WoT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2)
ISO TC307

90%

핀테크 IoT

90%

블록체인 및 DLT 시스템에서 발견(Discovery)
상호운용성 표준

TTA | TTAK.KO-10.0851/R2, 증강현실 콘텐츠 가시화 및
공유를 위한 메타데이터
Khronos Group OpenXR | OpenXR, XR-platforms
and devices

100%

국표원 | KS D ISO/ASTM 52900, 적층가공-일반원리용어
JTC1 WG12 | ISO/IEC 23510, Information technology
–3D Printing and Scanning-Framework for Additive
Manufacturing Service Platform (AMSP)
OMA SpecWorks | OMA-ER-Device_WebAPIs_
3DP-V1_0-20181021-A, Device Web APIs for 3D
Printer
oneM2M MAS | oneM2M- TS-0023-V3.7.0, Home
Appliances Information Model and Mapping

스마트X-공장

70%

기술수준 | 표준수준

90%

90%

ITU-T SG11 | Q.5001, Signalling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of intelligent edge computing
ISO TC39 | ISO 14955-2 Machine tools-Environmental evaluation of machine tools-Part 2: Methods for measuring
energy supplied to machine tools and machine tool components, ISO 14955-1, Machine tools-Environmental
evaluation of machine tools-Part 1: Design methodology for energy-efficient machine tools
ISO TC184 | ISO 10303-57,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Part 57: Integrated generic resource: Persistent identification of elements in procedural shape modelling,
ISO 8000-66, Data quality-Part 66: Part 66: Data quality management: Assessment indicators for data processing
in manufacturing operations

IoT 서비스 접근성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2)
ITU-T SG20, OCF, W3C

디지털트윈

ITU-T SG20 | Y.IoT-sd-arch, Framework of service
interworking with device discovery and management in
heterogeneous IoT environments

ITU-T SG13 | Y.BaaS-reqts, Cloud Computing–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lockchain as a service

80%

기술수준 | 표준수준

기술수준 | 표준수준

80%

3D 프린팅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5)
JTC1 WG12, ISO TC261

기술수준 | 표준수준

85%

AR/VR 기반 유지·보수 지원 기술 표준
(병행 | 추격/협력공략 | 표준특허전략⑤ | ~’23)
Khronos Group OpenXR, IEC SyC SM

100%

TTA | 2017-049, 바이오인식과 IC 카드를 이용한
접근제어용 개인확인시스템, TTAE.IT-X.1087,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텔레바이오인식 보안지침
oneM2M | TS-0023 Rel-4, SDT based Information
Model and Mapping for Vertical Industry, TS-0023 Rel-3,
Home Appliance Information Model
FIDO | FIDO Authenticator Metadata Requirements,
FIDO Biometric Certification Requirements

IoT 접근성

IoT 디바이스 탐색 표준
(후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⑫ | ~’22)
ITU-T SG20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1)
ITU-T SG17
기술수준 | 표준수준

기술수준 | 표준수준

80%

TTA | TTAK.KO-11.0254, 조선업종 스마트생산계획시스템
(APS) 참조모델
ISO TC8 | ISO/AWI 23120, Ships and marine
technology–Graphical symbols for computer-based
incident response systems

동물복지 인증 관리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2)
ITU-T SG20, ISO TC34

GW

기술수준 | 표준수준

90%

ITU-T SG20 | Y.4204,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IoT Applications and Services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

TTA | 2018-2114, 금융권 블록체인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 DLTSF-2018-P004,
분산원장기술 전자지불시스템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
ITU-T SG17 Q4 | X.strdlt, The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for digital payment services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서비스
100%

IoT 접근성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2)
ITU-T SG20, JTC1 SC35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90%

기술수준 | 표준수준

JTC1 SC41 | Internet of Things(IoT)-Emergency rescue
system based on wearables
IEC TC124 | Body Area Network-Part 1: Physical Layer
Specification, Body Area Network-Part 2: Media Access
Control Layer Specification
ISO TC215/IEEE11073 | ISO/IEEE NP 11073-10101,
Health informatics-Point-of-care medical device
communication–Part 10101: Nomenclature, ISO/IEEE
NP 11073-10201, Health informatics-Point-of-care
medical device communication–Part 10201: Domain
information model, ISO/IEEE DIS 11073-20701, Health
informatics-Personal health device communication–Part
20701: Service oriented device exchange architecture
and protocol binding, ISO/IEEE 11073-10207, Health
informatics–Personal health device communicationPart 10207: Domain information and service model
for service-oriented point-of-care medical device
communication, ISO/IEEE 11073-10419, Health
informatics-Personal health device communication-Part
10419: Device specialization-Insulin pump, ISO/IEEE
11073-10425, Health informatics-Personal health device
communication-Part 10425: Device specialization Continuous glucose monitor (CGM), ISO/IEEE 1107320702, Health informatics-Point-of-care medical
device communication-Part 20702: Medical devices
communication profile for web services, ISO/IEEE
11073-10427, Health informatics-Personal health device
communication-Part 10427: Device specialization-Power
status monitor of personal health devices, ISO/IEEE
11073-10417, Health informatics-Personal health device
communication-Part 10417: Device specializationGlucose meter, ISO/IEEE 11073-10422, Health
informatics-Personal health device communication-Part
10422: Device specialization-Urine analyser
JTC1 SC6 | ISO/IEC 17982, Information technology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Close Capacitive Coupling Communication
Physical Layer (CCCC PHY), ISO/IEC/IEEE 880215-6, Information technology-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s-Specific requirements–Part
15-6: Wireless body area network
JTC1 | Technology Trend Report on Brain-computer
Interface (BCI)
NEASF | Standardization of neuroprosthetics based on
brain-device interface

핀테크 IoT 서비스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⑫ | ~’23)
oneM2M, FIDO, EMVe

TTA | 2018-1655, 하드웨어기술언어 코딩 지침,
2018-2054, 투명 지문인식 소자 특성 (지능형반도체포럼)
2019-P0321,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안전성 플랜, 2019-P0349, 인공지능 프로세서 기능안전
인터페이스
JTC1 SC25 | ISO/IEC 14543-5-12 ED1, Information
technology - Home electronic system (HES) architecture
IEEE | P360, Standard for Wearable Consumer
Electronic Devices-Overview and Architecture
ISO TC22 SC32 | ISO 26262:2018, Road VehiclesFunctional Safety 2nd Edition

플랫폼 및 연동기술

TTA | 2018-2113, 분산원장시스템 참조구조,
TTAK.KO-12.0336, 블록체인 용어정의, TTAR-12.0031,
분산원장기술 활용사례 (기술보고서)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 DLTSF-2018-P003,
분산원장시스템 참조구조, DLTSF-2018-P001,
분산원장시스템 용어정의
ISO TC307 | IS 23257, Reference Architecture
ITU-T FG DLT | D3.1, Architetureal aspects and
reference framework Report, D3.2, Overview of existing
platforms and mapping to reference framework, D3.3,
Platform assessment criteria and methods

기술수준 | 표준수준

기술수준 | 표준수준

80%

AI 기반 설비 이상 징후 검출 표준
(병행 | 전략적수용 | 표준특허전략① | ~’23)
IEC SyC SM, NIST, ITU-T SG11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스마트 센서 디바이스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2)
JTC1 SC25, ISO TC108

GW
유통

기술수준 | 표준수준

TTA | TTAK.KO-10.1118,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TTAK.KO-10.1031,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캠퍼스:
디바이스관리 서비스 오픈API 참조모델, TTAK.KO-10.1032,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캠퍼스: 서비스 센서/ 디바이스
참조모델
ITU-T SG20 | Y.HEP, Framework for Home Environment
Profiles and Levels of IoT Systems, Y.4500.23, oneM2MHome Appliances Information Model and Mapping
oneM2M | TS-0023 Rel-4, SDT based Information
Model and Mapping for Vertical Industry, TS-0023 Rel-3,
Home Application Information Model
OMA | objLwM2M, Object for LwM2M, DWAPI-3DP,
Device WebAPI - 3D Printer
OCF | OCF Smart Home Device Specification v2.0, OCF
Smart Home Device Specification v1.3, OCF Smart Home
Device Specification v1.0

GW

스마트X(시티, 헬스, 공장)

블록체인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 이슈 및 고려사항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
ISO TC46 SC11 JWG1
기술수준 | 표준수준

95%

TTA | 2019-0130, 웨어러블 수면관리기기 상호운용성 시스템 참조모델, 2019-0129, 착용형 심전도 측정기기 기반 수면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2019-0128, 수면관리 서비스 프레임워크-제3부: 공통데이터 모델,
TTAK.KO-10.0830/R1, 건강 라이프로그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구조화 모델, TTAK.KO-10.1075-part1, 수면 관리 서비스 프레임워크-제1부: 정의, TTAK.KO-10.1075-part2, 수면 관리 서비스 프레임워크-제2부: 서비스
참조모델
KS | C 3563-1, 개인 건강관리용 기기-활동량계-제1부: 일반 요구사항
IEC TC62 | PNW TS 62A-1343, Health software-Part 2: Health and wellness apps-Quality criteria across the life cycle-Code of practice, IEC 80001-5-1,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for IT-networks
incorporating medical device-Safety, effectiveness and security in the implementation and use of connected medical devices or connected health software - Part 5-1: Activities in the product lifecycle,
ISO 81001-1, Health software and health IT systems safety, effectiveness and security-Foundational principles, concepts and terms, IEC 80001-1, Safety, effectiveness and security in the implementation and use
of connected medical devices or connected health software-Part 1: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IEC 62366-1, Medical devices-Part 1: Application of usability engineering to medical devices, IEC 62304,
Health software-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IEC 60601-1-6, Medical electrical equipment-Part 1-6: General requirements for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Collateral standard: Usability
IEC TC100 | IEC 63087, Measurement method for assistive listening functionality
IEC SyC AAL | PNW TS SYCAAL-146, (SRD) Design Considerations for AAL users in Connected Home Environment, IEC 63168-1, Cooperative multiple systems in connected home environments-Functional
safety of electrical/electronic safety-related systems-AAL aspects General requirements for design and development, IEC 63168-2, Cooperative multiple systems in connected home environments-Functional
safety of electrical/electronic safety-related systems-AAL aspects Concept phase of product design, IEC 63168-3, Cooperative multiple systems in connected home environments-Functional safety of electrical/
electronic safety-related systems-AAL aspects Product development, IEC 63168-4, Cooperative multiple systems in connected home environments-Functional safety of electrical/electronic safety-related
systems-AAL aspects Production, operation, modification of product, IEC TS 63134, Active Assisted Living (AAL) use cases
ITU-T SG16 FG-AI4H | FG-AI4H Whitepaper, Focus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Health, E-102, Updated Call for Proposals: Use Cases, Benchmarking, and Data, D-103, Updated FG-AI4H data
acceptance and handling policy, C-104, Updated draft thematic classification scheme
FDA | Proposed Regulatory Framework for Modifications to Artificial Intelligence/Machine Learning(AI/ML)-Based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

IoT 서비스 통합 데이터 모델(oneDM) 표준
(선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⑤ | ~’22)
oneM2M RDM, OCF,
OMA CD/DMSE, Zigbee, Dotdot

80%

90%

TTA | TTAK.KO-10.1090,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장치 관리를 위한 생애주기 관리, TTAK.KO-10.1091,
클라우드기반 스마트팜 온실 장비 오작동 대응 서비스
인터페이스, TTAK.KO-10.1088, 스마트팜 센서 노드와
게이트웨이간 비연결형 통신 프로토콜, TTAK.KO-10.089,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영농작업관리 서비스 인터페이스,
TTAK.KO-10.0943, 스마트팜 온실통합제어기와 센서구동기통합 노드 간 통신 프로토콜, TTAK.KO-10.0843,
시설원예 생육 진단 메타데이터
KS | KS-X-3265, 스마트온실 구동기 인터페이스,
KS-X-3266, 스마트온실 센서 인터페이스, KS-X-3267,
스마트온실 노드 및 제어기간 RS485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KS-X-3268, 스마트온실 구동기 메타데이터, KS-X-3269,
스마트온실 센서 메타데이터
ITU-T SG20 | Y.IoT-SLF, Framework and capabilities
for Smart Livestock Farming Based on Internet of Things,
Y.ISG-FR, Framework of Smart Greenhouse Service
ISO TC23 | ISO 11783-5, Network management,
ISO 11783-1, General standard for mobile data
communication, ISO 11783-7, Implement messages
application layer, ISO 11783-10, Task controller 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ata interchange,
ISO 11783-11, Mobile data element dictionary

헬스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2)
JTC1 SC6/SC41, IEEE 11073, ISO TC215, IEC TC124
80%

시설물
통합관리

TTA | TTAK.KO-10.0730 방송 콘텐츠 유통 메타데이터
구성요소 및 형식
ITU-T SG17 | X.SRIP-DLT, Security requirements for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90%

디바이스

Router

응용기술(dApp)

기술수준 | 표준수준

85%

85%

유관기관

손해보험협회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 SSF-ST-T-0010-R1,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SSF-ST-T-0012-R1,
긴급재난상황 지원서비스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간 연계규격, SSF-ST-T-0014-R1, 112 긴급출동 지원서비스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간 연계규격, SSF-ST-T-0016-R1, 스마트시티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능 및 상호연동 시험규격 1.0, SSF-ST-T-0005-R1,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플랫폼 데이터 교환 표준, SSF-ST-T-0016, 119
긴급출동 지원서비스 요구사항, SSF-ST-T-0017, 112 긴급출동 지원서비스 요구사항, SSF-ST-T-0018, 112 긴급영상 지원서비스 요구사항,
SSF-ST-T-0019, 112·119 서비스 UI / UX 요구사항, SSFST-T-0011, 119 긴급출동 지원서비스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간 연계규격, SSF-ST-T-0013,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간 연계규격,
SSF-ST-T-0015, 112종합상황실 긴급영상 지원서비스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간 연계규격
IEC SyC Smart Cities | IEC 63205, Smart Cities Reference Architecture (SCRA), IEC TS 60188, Systems Reference Document-Smart
Cities-Smart Cities Reference Architecture Methodology (SCRAM)
JTC1 WG11 | ISO/IEC 30145-1, Smart city ICT reference framework–business process, ISO/IEC 30145-2, Smart city ICT reference
framework–Intelligence management framework, ISO/IEC 30145-3, Smart city ICT reference framework–Engineering framework
ITU-T SG20 | Y.SCC-Reqts, Common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of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from IoT and ICT perspectives

100%

KS | KS-X-3265, 스마트온실 구동기 인터페이스,
KS-X-3266, 스마트온실 센서 인터페이스, KS-X-3267,
스마트온실 노드 및 제어기간 S485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KS-X-3268, 스마트온실 구동기 메타데이터, KS-X-3269,
스마트온실 센서 메타데이터
TTA | TTAK.KO-10.1008, 스마트온실용
온실운영시스템과 비순환식 양액시스템 간 통신 프로토콜,
TTAK.KO-10.0903, 스마트온실을 위한 센서인터페이스,
TTAK.KO-10.0845, 스마트온실을 위한 구동기 인터페이스,
TTAK.KO-10.0934, 스마트 온실 기능요소간 인터페이스,
TTAK.KO-10.0936, 상호운용성 제공을 위한 스마트온실
환경제어 시그널링 요구사항, TTAK.KO-10.0937,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요구사항, TTAK.KO-10.0943,
스마트팜 온실통합제어기와 센서-구동기 통합 노드 간 통신
프로토콜, TTAK.KO-10.0945, 스마트온실을 위한 원격
감시용 스마트 영상 장치, TTAK.KO-10.0845, 스마트 온실
유즈케이스 및 기능 요구사항
ITU-T SG13 | Y.saic, Service model of the Agricultural
Information based Convergence Service, Y.sfes,
Smart Farming Education Service based on ulearning
environment, Y.smpp, Service model for the
pre-production stage on Smart Farming, Y.farms, The
framework and application model for risk mitigation
service based on network, Y.2238, Overview of Smart
Farming based on networks, Y.ISG-FR, Framework of
Smart Greenhouse Service
ITU-T SG20 | Y.ISG-FR, Framework of Smart
Greenhouse Service

스마트헬스
서버

유관기관
서버

70%

50%

기술수준 | 표준수준

80%

프로젝트 공정 분야 스마트공장 정보서비스 연동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2)
ISA 95, MESA, ISO TC8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5)
ITU-T SG20

연계데이터
서버

기술수준 | 표준수준

기술수준 | 표준수준

사물인터넷

저작권 정보의 블록체인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1)
ITU-T SG13/SG17/SG20 , ISO TC307
기술수준 | 표준수준

데이터 기술

약국

재해재난 예측
및 대응

90%

80%

스마트팜 작물생산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5)
ITU-T SG20, ISO TC23

의료기관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스마트시티 ICT 참조구조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1)
JTC1 WG11, ITU-T SG20

기술수준 | 표준수준

TTA | 2019-0130, 웨어러블 수면관리기기 상호운용성
시스템 참조모델, 2019-0129, 착용형 심전도 측정기기 기반
수면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2019-0128,
수면관리 서비스 프레임워크 - 제3부: 공통데이터 모델,
TTAK.KO-10.0830/R1, 건강 라이프로그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구조화 모델, TTAK.KO-10.1075-part1, 수면 관리
서비스 프레임워크 - 제1부: 정의, TTAK.KO-10.1075part2, 수면 관리 서비스 프레임워크 - 제2부: 서비스
참조모델
ITU-T SG16 | F.HF-SLM, Requirements and
framework for ICT sleep management service models

스마트 온실

블록체인

90%

80%

스마트팜 환경 관리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4)
ITU-T SG20/SG13, oneM2M, OCF, W3C

TTA | TTAK.KO-10.1003, EPCIS 기반 농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지침서, TTAK.KO-10.1002,
농축산물 GS1 표준 바코드의 레이블 출력 지침서,
TTAK.KO-10.0941, 농산물 식품 생산, 유통 및 소비 정보
서비스, TTAK.KO-10.0942, 농축산물 서비스 탐색 구조,
TTAK.KO-10.0938, 협동조합을 위한 가축 이력 사설 인증
방법
GS1 | Guideline for Blockchain Application

제약

크라우드소싱
포털

90%

100%

80%

사고 및 범죄
긴급 구난

스마트시티 성능평가 지표 표준
(병행 | 전략적수용 | 표준특허전략⑫ | ~’20)
ITU-T SG20, JTC1 WG11

기술수준 | 표준수준

기술수준 | 표준수준

TTA | 2019-0127, 블록체인 기반 개인주도형
개인건강정보의 이동성 표준, TTAK.KO-10.1076,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헬스 서비스 모델
ITU-T SG16 | F.HFS-BC, Requirements and
framework for blockchain-based human factor service
models

연계서비스

장애인
이동성 보장

TTA |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응용 서비스 개발 가이드
국가기술표준원 |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인터페이스,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프로토콜 및 바인딩
ETSI ISG CIM | GS CIM 006, Context Information
Management: Information Model, GS CIM 009, Context
Information Management: NGSILD API v1.1.1

90%

스마트X-헬스

100%

90%

100%

생활습관 데이터 표현 표준
(후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2)
ITU-T SG16 WP2, ISO TC215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 표준(블록체인)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5)
GS1 EPCIS & CBV 2.0 MSWG, Blockchain IG, JTC1
SC31

인프라 기술

스마트홈
네트워크 지원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⑧ | ~’23)
ETSI ISG CIM, oneM2M SDS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헬스 응용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2)
ITU-T SG16/FG-DLT, ISO TC307

TTA | TTAK.KO-10.1074-part1,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 - 제1부: 정의 및 요구사항
ITU-T SG16 | F.UI-SH, “User interface requirements
and framework for e-service based on speech/NLP
technology”
ISO TC159 | ISO 9241-11:2018, Ergonomics of
human-system interaction - Part 11: Usability: Definitions
and concepts

플랫폼 기술

TTA | 도시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요구사항
ITU-T SG20 | Digital twin system for supporting
strategic planning, TR.Interact-P-D-cities, Interaction
between physical and digital cities for building smart
sustainable city

독거노인
토탈케어

90%

기술수준 | 표준수준

90%

취약계층을 위한 헬스케어 UI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2)
ITU-T SG16, ISO TC215

의료기관
서버

90%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④ | ~’22)
oneM2M RDM, TM Forum

95%

TTA | 2017-844, 인공지능 개요(기술 보고서), 2017-845,
인공지능 기술 가이드라인(기술보고서), 2017-846, 인공지능
API 가이드라인(기술보고서, 부록 :활용 예)
JTC1 SC42 | ISO/IEC 23894, Information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 Risk Management, ISO/IEC TR
24027, Information technology-Artificial Intelligence
(AI) - Bias in AI systems and AI aided decision making,
ISO/IEC TR 24372, Information technology-Artificial
intelligence (AI)-Overview of computational approaches
for AI systems, ISO/IEC 22989, Artificial Intelligence
Concepts and Terminology, ISO/IEC 23053,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Using Machine Learning
(ML), ISO/IEC TR 24372, Information technologyArtificial intelligence (AI)-Overview of computational
approaches for AI systems, ISO/IEC TR 24028,
Information technology-Artificial Intelligence (AI)Overview of trustworthiness in Artificial Intelligence,
ISO/IEC TR 24029-1, Artificial Intelligence (AI)Assessment of the robustness of neural networks-Part 1:
Overview, ISO/IEC 20547-3, Information technologyBig data reference architecture-Part 3: Reference
architecture, ISO/IEC TR 20547-1, Information
technology - Big data reference architecture-Part
1: Framework and application process, ISO/IEC TR
24030, Information technology-Artificial Intelligence
(AI)-use cases, ISO/IEC TR 20547-2, Information
technology-Big data reference architecture-Part 2: use
cases and derived requirements, ISO/IEC TR 20547-5,
Information technology-Big data reference architecturePart 5: Standards roadmap
ISO TC215 |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ine
ITU-T SG16 FG-AI4H | FG-AI4H Whitepaper,
Focus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Health,
E-102, Updated Call for Proposals: Use Cases,
Benchmarking, and Data, D-103, Updated FG-AI4H
data acceptance and handling policy, C-104, Updated
draft thematic classification scheme

상수 수질 및
수량 관리 서비스

V21 자율주행차
운행 고도화
스마트 신호체계
및 교통관리

스마트시티 온톨로지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④ | ~’23)
oneM2M RDM, ETSI TC SmartM2M

기술수준 | 표준수준

90%

스마트헬스 IoT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⑧ | ~’25)
OCF, ITU-T SG20, IEC TC124, JTC1 SC41

100%

TTA | 2018-1705, MPLS 전송 프로파일(MPLS-TP) 선형 보호 절체, TTAE.IT-G.8031/Y.1342/R3, [개정] 이더넷 선형 보호 절체, TTAE.IT-G.8032/
Y.1344/R2, [개정] 이더넷 링 보호 절체, TTAE.IE-802.1CB-2017, 신뢰성을 위한 프레임 복제 및 제거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 | ICNF-2018-EN-ITUT.G.8032, 이더넷 링 보호 절체, ICNF-2018-EN-IEEE.802.1CB, 신뢰성을 위한 프레임 복제 및 제거
ITU-T SG15 | L.tifm,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facility management, G.8052.2, Resilience Information/Data Models for Ethernet Transport
Network Element, G.mtnLinear, Path layer protection for a metro transport network, G.808.2, Generic protection switching-ring protection,
G.mtdh, Dual-Homing Protection for MPLS-TP Pseudowires, G.808 Amd.1, Terms and definitions for network protection and restoration,
G.8031 Amd.1, Ethernet linear protection switching, G.8131 Amd.3, Linear protection switching for MPLS transport profile, G.873.1, Optical transport
network: Linear protection, G.873.3, Optical transport network-Shared mesh protection, G.8132, MPLS-TP shared ring protection, G.Suppl.51, Passive
optical network protection considerations, L.Suppl.35, Framework of disaster management for network resilience and recovery
IEEE 802 | P802.1CBdb, FRER Extended Stream Identification Functions, 802.1CB, Frame Replication and Elimination for Reliability
IETF DetNet | I-D, Deterministic Networking Application in Ring Topologies, I-D, Deterministic Networking Architecture, I-D, DetNet MPLS Data
Plane Encapsulation

국
내
역
량

신규 표준화
선점 가능 분야

표준특허 전략

선도경쟁 공략

지속/확산 공략

표준채택

국제표준
선도가능 분야

후속/개정 표준 및
시장확산 필요 분야

검토

추격/협력 공략

전략적 수용

다각화 협력
필요 분야

국제표준
수용/적용 분야

낮음
기획

국제 표준화 단계

채택

표
준
개
발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⑩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⑪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⑫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⑧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⑨ 기출원 특허 권리범위 안정화 전략

개발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과제승인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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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확보 전략

기초연구

실험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⑥ 표준 필수특허 설계 전략
⑦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 전략

시작품

연구개발

제품화

사업화
출처 : KIS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