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표준 활용·개발 맵 Ver.2022
스마트공장
90%

기술수준

85%

표준수준

90%

TTA TTAR-06.0222, 5G 산업 지원 기술-에지 컴퓨팅(기술보고서),
TTAK.KO-06.0515/R1, 산업 분야의 5G 사이버 물리 제어 애플리
케이션 요구사항, TTAR-06.0207, 스마트공장을 위한 5G 시스템
구조(기술보고서), TTAK.KO-11.0284-Part1,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1부 유스케이스, TTAK.KO-11.0284-Part2,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2부 요구사항, TTAK.KO-11.0285,
제조 가상화 에지 시스템 서비스 인터페이스, TTAK.KO-11.0270Part2, 초저지연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 제2부: 사이버 요소,
TTAK.KO-11.0287-Part1, 서비스로서의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시뮬레이션 - 제1부: 정의 및 참조 아키텍처

기술수준

표준수준

85%

Khronos Group OpenXR

platforms and devices

IEC SyC SM ISO/IEC TR 63306-1 ED1, Smart

ISO TC299 ISO 22166-1:2021, Robotics - Modularity for

Manufacturing Standards Map(SM2) Part 1 : Framework

service robot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ISO 186462:2019, Robotics - Performance criteria and related test
methods for service robots - Part 2: Navigation

스마트제조 유연생산 지원
무공장 제조 플랫폼 참조 모델 표준

기술수준

표준수준

80%

of informa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for industrial
enterprises - Part 2: Maturity model and evaluation
questionnaires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⑫ | ~2026)
ITU-T SG16
기술수준

표준수준

ITU-T SG16 F.AI-SF, Requirements for smart factory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JTC1 WG12 ISO/IEC 3532-1, 3D Printing and Scanning-Medical Image-Based Modelling - Part 1: General

Requirement, ISO/IEC 3532-2, 3D Printing and Scanning -Medical Image-Based Modelling - Part 2: Segmentation,
ISO/IEC 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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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수준

기업 운영 및 관리

서
비
스

90%

보안

기술수준

표준수준

70%

KOIIA SPS-X KOSMIA 0001-xxxx, 제조 응용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통합 - 제2부:
관리체계, SPS-C KOSMIA 000X-X-XXXX:2019-xxxx, 가변 재구성 유연 생산
시스템 - 제2부 : 부품 조립 라인 구성 데이터 교환 절차, SPS-C KOSMIA XXXX-XXXXX:2019-xxxx, 가변 재구성 유연 생산시스템 - 제1부 부품 조립 라인 구성 참조모델

표준수준

80%

3GPP SA1 TS 22.261, Service requirements for the 5G system
3GPP SA2 TS 23.501, System architecture for the 5G System(5GS)
3GPP SA3 TR 33.957, Study on enhanced security support
for Non-Public Networks(NPN), TS 33.501, Security
architecture and procedures for 5G system

X.5GSEC-VS, Security requirements for
vertical services supporting URLLC in the 5G non-public
networks
ITU-T SG17

기술수준

표준수준

90%

3GPP SA1 TR 22.890, Study on supporting of railway smart station services, TS 22.990, Study on off-network for rail
3GPP SA6 TR 22.989, Study on Future Railway Mobile Communication System, TR 22.889, Study of Gateway UE

function for Mission Critical Communication, TS 23.700-90, Study of Interconnection and Migration Aspects for Railways

기술수준

표준수준

100%

TTA TTAK.KO-06.0529, LTE 기반 해상무선통신망 송수신기 요구사항, TTAK.KO-06.0530, LTE 기반 해상무선통신망 송수신기
(상호운용성) 시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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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ease 16, TS 24.587, V2X services in 5GS, Release 16, TS 24.588, V2X services in 5GS; UE policies, Release 16, TS29.486, VAE service, Release 16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024)
IEEE 1609, IETF IPWAVE WG, ETSI TC ITS
90%

기술수준

80%

기술수준

기술수준

ITU-T SG13 Y.LSMEC, Local shunting for multi-access edge computing in IMT-2020

networks, Y.3076, Architecture of ICN-enabled Edge network in IMT-2020
JTC1 SC38 ISO/IEC TR 23188:2020, Information technology - Cloud computing Edge computing landscape
JTC1 SC41 ISO/IEC TR 30164, Internet of things(IoT) - Edge Computing
3GPP SA2/SA6 TR 23.748, Study on enhancement of support for Edge Computing

in 5G Core network(5GC), TR 28.803,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Study on
management aspects of edge computing

85%

기술수준

표준수준

16), TS 23.501, Architecture for the 5G System(Release 15)
ITU-T SG11 Q.3313, Signalling protocols and procedures
relating to flow state aware QoS control in a bounded
subnetwork of a next generation network, Q.3316, Interface
and signalling requirements and specification for cross
stratum optimization, Q.3309, QoS coordination protocol,
Q.3315, Signalling requirements for flexible network service
combination on broadband network gateway

90%

기술수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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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06.0526, 700㎒ 통합공공망 간 기지국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연결 절차, TTAK.KO-06.0471, 통합공공망 주파수 공유 및 상호연동 요구사항,
2020-0006,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 품질 지표, 2020-0007,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 품질 측정 방법, 2020-0008,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
품질 기준
Critical Communication, TR 22.881, Study on sharing administrative configuration information between interconnected Mission
Critical(MCX) service systems, TS 23.180, Mission critical services support in the Isolated Operation for Public Safety(IOPS) mode
of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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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기술수준

공공안전ICT 특정영역 기술

공공안전ICT 공통 기술

해사안전 ICT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표준수준

90%

E.102, Terms and definitions for disaster relief systems, network resilience and recovery, E.119, Requirements for safety
confirmation and broadcast message service for disaster relief, E.106, International Emergency Preference Scheme(IEPS) for disaster relief
operations
W3C Architecture and Requirements for Web-based Signage Player - Emergency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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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GPP CT1 TS 24.380, Mission Critical Push To Talk

(MCPTT) media plane control; Protocol specification,
TS 24.379, Mission Critical Push To Talk(MCPTT) call
control; Protocol specification
3GPP RAN1 TR 36.979, Overall description of LTEbased 5G broadcast

85%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6)
ITU-T SG20, ISO TC234, GS1 MSWG, GDST
표준수준

85%

GAA Aquaculture/Farm Raised Products Supplementary Sampling and Laboratory Testing

Instructions, BAP Farm Standard 3.0, Seafood Processing Standard Issue 5.1, Biosecurity Area
Management Issue 1.0
ISO TC234 ISO/CD 5020, Waste reduction and treatment on fishing vessels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 기술 표준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 기술 표준

기술수준

표준수준

80%

TTA TTAK.KO-12.0346, 차량 내부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 TTAK.KO12.0357, 오토사(AUTOSAR) 기반의 차량 보안 기능 개발 지침, TTAE.ITX.1373, ITS 통신 디바이스를 위한 안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
TTAK.KO-12.0286,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간의 통신보안요구사항

X.1373rev, Secure software update capability for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communication devices, X.1375,
Guidelines for an intrusion detection system for in-vehicle networks,
X.1376, security-related misbehaviour detection mechanism based
on big data analysis for connected vehicles, X.ipscv, Methodologies
for intrusion prevention systems for connected vehicles
ITU-T SG17

표준수준

100%

between sensors and data fusion unit for automated driving functions – Logical interface, ISO 6029, ITS – Seamless Positioning for
multimodal transportation in ITS stations-Part 1~4

80%

기술수준

90%

기술수준

- Home Electronic System(HES) application model - EMA
functional requirements and interfaces, ISO/IEC 150673-3:2019, Information technology - Home electronic
system(HES) application model - Part 3-3: Model of a
system of interacting energy management agents(EMAs)
for demand-response energy management
IEEE PLCSC IEEE 1901a-2019, IEEE Standard for Broadband

표준수준

디지털 트윈

90%

100%

국가기술표준원 KS C IEC/TS62933-3-1,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 3-1부: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계획 및 성능평가 - 일반 요구사항, KS C IEC62933-1,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1부: 용어,
KS C IEC62933-2-1,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2-1부: 유닛 파라미터 및 시험방법 - 일반 사양, KS C IEC/TS62933-4-1,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4-1부: 환경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 - 일반 사양,
KS C IEC/TS62933-5-1,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5-1부: 계통 연계 EES 시스템을 위한 안전 고려사항 - 일반 사양, KS C IEC62933-5-2,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5-2부: 계통연계 EES 시스템을 위
한 안전 요구사항 - 전기화학기반 시스템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 KSGA-011-X,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계통연계 ESS 시스템을 위한 안전 요구사항 - 리튬이온이차전지 기반 시스템, SGSF-025-X,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현장평가 시험방법,
KSGA/TR 025-10-2, 가상발전소(VPP) - 제2부: 유스케이스, KSGA-025-9-3, 계통 연계 요구사항 - 신재생 감시제어장치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 간 성능 및 통신 프로토콜 시험방법,
SGSF-025-4,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 성능요구사항(Ed4.0), SGSF-025-5-2-1,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 제2-1부: 비상전원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의 시험방법, SGSF-025-5-1-1, 전기에너지저장
시스템 - 제1-1부: 비상전원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SGSF-025-5-1,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SGSF-025-5-2,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 제2부 : 시험방법

IEC 62933-4-2,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4-2: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requirement for electrochemical based systems failure, IEC 62933-4-3,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4-3: The protection requirements of BESS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location types, IEC 62933-4-4,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4-4: Environmental requirements for BESS using reused batteries in various installations and aspects of life cycles, IEC 62933-5-3,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5-3: Safety requirements for electrochemical based EES systems considering initially non-anticipated modifications-partial replacement, changing application, relocation and
loading reused battery, IEC 62933-5-4, Electrical energy storage(ESS) systems Part 5-4: Safety test methods and procedures for grid integrated EES systems - Lithium ion battery-based
systems, IEC TS 62933-2-2,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2-2: Unit parameters and testing methods – Applications and Performance testing, IEC TS 62933-3-2,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3-2: Planning and performance assessment of 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s - Additional requirements for power intensive and for renewable energy
sources integration related applications, IEC TS 62933-3-3,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3-3: Planning and performance assessment of 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s
- Additional requirements for energy intensive and backup power applications, IEC TR 62933-4-200,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Part 4-200: Guidance on environmental issues Greenhouse gas(GHG) emission assessment by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IEC 62933-5-2,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5-2: Safety requirements for gridintegrated EES systems - Electrochemical-based systems, IEC TS 62933-3-1,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3-1: Planning and performance assessment of 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s - General specification, IEC 62933-2-1,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2-1: Unit parameters and testing methods - General specification, IEC TS 62933-5-1,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5-1: Safety considerations for grid-integrated EES systems - General specification, IEC TS 62933-4-1,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4-1: Guidance on environmental issues - General specificationa

ISO TC184 ISO 23247-1,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1 : Overview and general principles,
ISO 23247-2,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2 : Reference architecture, ISO 23247-3,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3 : Digital
representation of manufacturing elements, ISO 232474,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4 :
information exchange

90%

기술수준

85%

Concept and use cases of a digital twin in
smart sustainable cities

70%

기술수준

기술수준

표준수준

IEEE IEEE P2888.1, Specification of Sens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 IEEE P2888.2, Standard
for Actuat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
IEEE P2888.3, Standard on Orchestration of Digital
Synchronization between Cyber and Physical World

노지과수
노지과수
•스마트팜 실외(과수, 발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D.N.A + 융합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SPS-FACT 0006-xxxx, 스마트온실 과채류 생육정보 메타데이터(가지, 고추, 미니오이, 방울토마토,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SPS-FACT 0007-xxxx, 스마트온실 엽채류 생육정보 메타데이터(상추), SPS-FACT 0008-xxxx, 스마트온실 절화류 생육정보 메타데이터(장미), SPSFACT 0009-xxxx,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수집 데이터

수산양식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4)
ITU-T SG13/ SG20, oneM2M, OCF, W3C, ISO TC23

수산양식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90%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기술수준

ICAO Annex 10 Vol. 4 Part 2, SARPs on Detect and Avoid, Annex 6 Part 4,
SARPs on RPAS Operations, SARPs on ATM

표준수준

100%

RRA KS-X-xxxx, 모드버스/RS485 기반 스마트 온실 노드/디바이스 등록 절차 및 기술규격, KS-X-xxxx, 스마트 온실의 온실 통합 제어기와 양액기 노드
간 RS485 기반 모드 버스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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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 유통물류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관리 표준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축산표준
수집·제공 서비스

농축수산
유통물류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5)
GS1 MSWG, JTC1 SC31, GDST
85%

기술수준

표준수준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⑫ | ~2026)
GS1 MSWG, JTC1 SC31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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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38, 협동조합을 위한 가축 이력 사설 인증 방법

GS1 SMG Fresh Fruit and Vegetable Traceability Guideline, GS1 Foundation for Fish, Seafood and Aquaculture Traceability Guideline,
GS1 Global Traceability Standard 2.0, GS1 Global Traceability Compliance Criteria for Food - Application Standard, GS1 Made Easy Global Meat and Poultry Traceability Guideline Companion Document, GS1 Global Meat and Poultry Traceability Guideline, Part 1. The
GS1 System, GS1 Global Meat and Poultry Traceability Guideline, Part 2. Beef Supply Chain, GS1 Global Meat and Poultry Traceability
Guideline, Part 3. Lamb and Sheep Meat Supply Chain, GS1 Global Meat and Poultry Traceability Guideline, Part 4. Pork Supply Chain,
GS1 Global Meat and Poultry Traceability Guideline, Part 5. Poultry Supply Chain, GS1 Global Meat and Poultry Traceability Guideline
Glossary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6)
GS1 MSWG, JTC1 SC31, GDST
표준수준

80%

90%

TTA TTAE.OT-10.0421, 농식품 유통 오픈 데이터를 위한 핵심 비즈니스 단계 제시 지침, TTAK.KO-10.1004, 스마트축사 센서데이터에 대한
EPCIS 이벤트 스키마설계 지침서, TTAK.KO-10.0940, 농축산물 식품 메타데이터 모델링 가이드라인, TTAK.KO-10.0939, 농산물 생장 및 유통 환경
모니터링 센서 정보 운용 방법
GS1 MSWG Electronic Product Code Information Service 2.0(EPCIS), Common Business Vocabulary 2.0(CBV), Core Business
Vocabulary Change Notification(CBV CN), Core Business Vocabulary Standard 1.2.2, EPCIS and CBV Implementation Guideline, EPC
Information Services(EPCIS) Standard 1.2

기술수준

표준수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SPS-FACT 0004-xxxx, 스마트 온실 센서/구동기 노드 및 온실 통합 제어기간 RS485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적합성 시험 방법, SPSFACT 0005-xxxx, 스마트 온실 센서/구동기 노드 및 온실 통합 제어기간 RS485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ITU-T SG13 Y.ous, Overview of unmanned smart farm based on networks, Y.ems, Service model for entry-level smart farm, Y.2246, Smart

80%

Farming Education Service based on u-learning environment, Y.2245, Service model of the Agricultural Information based Convergence
Service, Y.2244, Service model for a cultivation plan service at the pre-production stage, Y.2243, The framework and application model for
risk mitigation service based on network, Y.4450/Y.2238, Overview of Smart Farming based on networks

TTA TTAK.KO-10.0942, 농축산물 서비스 탐색 구조
GS1 MSWG GS1 Digital Link Standard 1.1(DL),
GS1 Digital Link Implementation Guideline
(Global Edition), Object Name Service(ONS)

ITU-T SG20 Y.Sup.SmartAgri-usecases, Use cases of IoT based smart agriculture, Y.4466, Framework of Smart Greenhouse Service

ISO TC20 UTM-Part 5, UTM functional structure, UTM-Part 7, Data model for spatial

기술수준

표준수준

기술수준

표준수준

85%

표준수준

85%

85%

TTAK.KO-10.1168, 스마트축사 내기 센서 메타데이터 구조, TTAK.KO10.1169, 스마트축사 외기 센서 메타데이터 구조, TTAK.KO-10.1176, 축산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와 스마트축사 관리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SPS-FACT 0001-7293,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정보수집 제1부 : 소, SPS-FACT 0002-7294,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정보수집 제2부 : 돼지, SPS-FACT 0003-7295,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정보수집 제3부 : 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SPS-FACT 0001-7293,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정보수집
제1부 : 소, SPS-FACT 0002-7294,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정보수집 제2부 :
돼지, SPS-FACT 0003-7295,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정보수집 제3부 : 닭
ITU-T SG13 Y.2243, A Service model for risk mitigation service based on network
ITU-T SG20 Y.IoT-SLF, Framework and capabilities for Smart Livestock

Farming Based on Internet of Things
ISO 17532:2007, Stationary equipment for agriculture - Data
communications network for livestock farming, ISO 11788-2:2000, Electronic
data interchange between information systems in agriculture - Agricultural
data element dictionary
ISO T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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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PC118 IEC TS 62939-2:2018, Smart grid user interface - Part
2: Architecture and requirements, IEC 62746-10-3:2018, Systems
interface between customer energy management system and
the power management system - Part 10-3: Open automated
demand response - Adapting smart grid user interfaces to the
IEC common information model

표준수준

100%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선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025)
JTC1 SC41, ITU-T SG20, ISO TC184 SC4

도시

사람

제조·물류

교통

농업·환경

기술수준

표준수준

Accessible Energy in Battery System for eVTOL
Application, [SG5]ED-XXX, VTOL charging infrastructure

85%

기술수준

표준수준

80%

EUROCAE WG-105 SG-1 Detect &

avoid, WG-105 SG-2 C3 and security,
WG-105 SG-3 UTM, WG-105 SG-5
Enhanced RPAS automation, WG105 SG-11 DAA against conflicting
traffic for UAS operating under IFR
in A-C class airspace, WG-105 SG12 DAA against conflicting traffic
for UAS operating under IFR and
VFR in all airspace classes, WG-105
SG-32 UTM E-Identification , WG105 SG-33 UTM Geo fencing, WG105 SG-51 ERA-Automatic takeoff and landing, WG-110 Helicopter
terrain awareness and warning
system(HTAWS), WG-112 SG-5
Ground, WG-112 SG-6 Avionics

표준수준

ISO TC184 ISO 23247-1,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1: Overview and general principles,
ISO 23247-2,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2: Reference architecture, ISO 23247-3,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3: Digital representation of manufacturing elements, ISO 23247-4,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4: Information exchange

90%

ITU-T SG20 Y.dtf-smartfirefighting,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for smart
firefighting, Y.scdt-reqts,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of a digital twin system for smart cities, Y.DTinterop, Interoper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systems in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Y.xxx-xxxx,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for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선박 내 장비 데이터 모델링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4)
IEC TC80
100%

기술수준

JTC1 ISO/IEC TR 30172, Digital twin - Use cases, ISO/IEC 30173, Digital twin - Concepts and terminology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병행 | 추격/협력공략 | 표준특허전략② | ~2024)
IEC TC80

표준수준

95%

80%

기술수준

표준수준

80%

ISO TC8 (Norwegian Research Council), Ships and

IEC TC80-K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marine technology - Standard data for shipboard
machinery and equipment

IEC TC80 Maritime navigation and radiocommunication equipment

90%

기술수준

표준수준

IEC TC80 IEC 62065 Ed2, Maritime navigation and
radiocommunication equipment and systems - Track control
systems - Operational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methods of testing and required test results

80%

표준수준

90%

TS 22.280, Mission Critical Service Common Requirement
stage 1, TS 22.119, Maritime Communication Services over 3GPP
system, TR 22.804, Study on Communication for Automaton I
Vertical Domains

디지털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⑤ | ~2024)
OCX컨소시움
기술수준

표준수준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025)
IEC TC80, ISO TC8, IMO

95%

기술수준

표준수준

표준수준

85%

radiocommunication equipment and systems - Data
interface - Part 1: S-421 route plan based on S-100

IEC TC80 IEC 63173-1, Maritime navigation and
radiocommunication equipment and systems - Data
interface - Part 1: S-421 route plan based on S-100

선박과 육상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5)
IALA, IEC TC80
90%

ISO 28005-3, ISO 28005-2,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Electronic port
clearance(EPC) - Part 3: Core data elements,
ISO 28005-2, Ships and marine technology Electronic port clearance(EPC) - Part 2: Core data
elements, ISO 28005-1, Security management
systems for the supply chain - Electronic port
clearance(EPC) - Part 1: Message structures

ICT 기반 무인기 식별모듈 및 인증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4)
JTC1 SC42
90%

자율운행선박 항해제어기술

선박 자율 제어 기술

Nodes

표준수준

Vertical Flight

통신기술

Airspace Layers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술
•UAM CNSi 기술

범례

•국가공역 유·무인기 혼합운용 탐지 및 회피 기술

•ICT 기반 무인기 식별모듈 및 인증 기술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UAM 교통관리 기술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기술

비면허 대역 무인기 응용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023)
ITU-R SG5, ISO TC20 SC16, ASTM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저고도 무인기 제어 및 영상 통신 기술

•저고도 소형 무인기간 통신기술

90%

70%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2)
ITU-R SG4/ SG5, ICAO, RTCA, EUROCAE
80%

선박과 육상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

제어 기술

•비행기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기술 •비면허 대역 무인기 응용 기술

•UAM 인프라 기술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concepts and terminology, ISO/IEC CD 23053, Artificial Intelligence(AI) –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using machine learning, ISO/
IEC DTR 20547-1, Big data reference architecture – Part 1: Framework and
application process, ISO/IEC FDIS 20547-3, Big data reference architecture –
Big data reference architecture – Part 3: Reference architecture, ISO/IEC WD
24668, Information technology – Artificial intelligence – Process Management
Framework – Big Data Analytics, ISO/IEC DTR 20547-1, Big data reference
architecture – Part 1: Framework and application process

ITU-R SG5 WRC-07 : approved spectrum allocation for 5091-5150 MHz for

탐지 및 회피 기술

보안기술

Lateral Flight

기술수준

80%

기술수준

표준수준

90%

RTCA DO-377A, MASPS for a C2 Link System Supporting Operations of UAS in U.S.
airspace, DO-362A, C2 Data Link MOPS(Terrestrial), LTE/5G C2 and USS Datalink MOPS,
DO-377A, MASPS for a C2 Link System Supporting Operations of UAS in U.S. airspace
EUROCAE DO-265, MOPS for RPAS Command and Control Data Link(C-band SATCOM)
ICAO Annex 10, Vol.6, RPAS C2 Link

표준수준

95%

90%

Remote ID and Tracking

80%

기술수준

표준수준

95%

TTA TTAK.KO-06.0484, 무인비행장치 통신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 2020-0490, 저고도 무인기 탐지및회피 응용계층
기술

TR 36.777, Enhanced LTE Support for Aerial Vehicles, TR
23.754, Study on supporting Unmanned Aerial Systems Connectivity,
Identification, and Tracking, TS22.125, Unmanned Aerial System(UAS)
support in 3GPP
3GPP

JTC1 SC6 I S O / I E C 4 0 0 5 , L A D A N P a r t 1 :
Communication model and requirements, ISO/IEC
4005, LADAN Part 2 : Physical and data link protocols
for shared communication

ASTM F3002-14a, Standard Specification for Design of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for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sUAS)

표준수준

95%

JTC1 SC17 ISO/IEC 22460-2, ISO License and
Drone Identity Module for Drone(Ultra Light
Vehicle or Unmanned aircraft system-Part 2:
Drone identity module, WD stage, ISO/IEC
22460-3, ISO License and Drone Identity Module
for Drone(Ultra Light Vehicle or Unmanned
aircraft system-Part 3: Logical data structure,
access control, authentication and integrity
validation for Drone Licence, WD stage, ISO/IEC
22460-1, ISO License and Drone Identity Module
for Drone(Ultra Light Vehicle or Unmanned
aircraft system-Part 1: Drone license, CD stage
ISO TC20 ISO 21384-3, Unmanned Aircraft Systems
- Part 3: Operational Procedures, WD stage
ITU-T SG17 X.677, Identification mechanism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using object identifiers

저고도 소형 무인기 간 통신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023)
ICAO, JTC1 SC6, ISO TC20 SC16

JTC1 SC6 ISO/IEC 4005, LADAN Part 3 : Physical and data link
protocols for control communication, ISO/IEC 4005, LADAN Part 4 :
Physical and data link protocols for video communication

온라인 배포판

표준수준

ASTM F.38 F3411-19, Standard Specifications for

TTA 저고도 드론 비디오 통신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 TTAK.KO06.0484, 무인비행장치 통신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

TTA 무인항공시스템 제어 및 임무용 통신 상위계층, 무인기 임무용 양방향 통신 물리계층,
TTAK.KO-06.0516, 무인항공시스템 임무용 통신 물리계층, TTAK.KO-06.0452, 무인항공
시스템 제어 및 비임무용 통신 물리계층

기술수준

기술수준

TTA TTAR-12.0033, 드론 기반 서비스를 위한
보안 메시지 흐름(기술보고서), TTAK.KO-10.1202,
무인항공기 시스템 관리를 위한 임무 식별 체계,
TTAK.KO-10.1058-Part4, 사물인터넷 기반 저고도
무인항공기 관리 및 운영 시스템-제4부: 경량 인증
절차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Airways

90%

ISO TC8 ISO/PWI 23807, General Requirements
for ship-shore data communication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선박 내 장비 데이터 모델링 표준

표준수준

and Radiocommunication Equipment and
System – Data Interface – Part 2: Secure
exchange and communication of S-100 based
products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90%

기술수준

IEC TC80 IEC 63173-2, Maritime Navigation

해상 이동체

해상연결성기술
5G 통신 기잔 자율운항 선박 제어 및
직접 통신 적용 기술

IEC TC80 IEC 63173-1, Maritime navigation and

90%

ISO

3GPP

ISO TC8 ISO 11674:2006, Heading Control System

100%

기술수준

기술수준

IMO FAL.5/Circ 43, Revised IMO
Compendium on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5G 통신 기반 자율운항 선박 제어 및 직접 통신 적용 기술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② | ~2022)
3GPP RAN/SA, ITU-R WP5D

90%

90%

IMO

and systems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GNSS) - Part 7: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s - Receiver Equipment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method of testing

선박 자율 제어 기술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025)
IEC TC 80, ISO TC8, IMO MSC

지능형 이동체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⑤ | ~2025)
IALA, IMO, IEC TC80

항공 이동체

UAM 적용 AI 기반 기술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1)
EUROCAE, ASTM, ISO TC23
기술수준

90%

사물인터넷융합포럼 IoTFS-0212, 디지털 트윈의 개념 및 속성, IoTFS-0213, 디지털 트윈 연합 - 제1부: 요구사항,
IoTFS-0214, 디지털 트윈 연합 - 제2부: 참조모델

75%

SAE [AE-7]ARPXXXX, Design and Test of High
Voltage Power Electronics Systems, [AE-7D]AS6968,
Connection Set of Conductive Charging for Electric
Aircraft

AeroMACS

JARUS JAR-DEL 02, RPAS C2 Link RCP, JAR-DEL 07, CPDLC(Controller Pilot Data

TTA

TTA TTAK.KO-10.1164-part2, 스마트팜 용어 정의 - 제2부: 축사, TTAK.KO-10.1246-part1, 동물복지인증시스템과 사용자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 제1부: 양돈, TTAK.KO-10.1168, 스마트축사 내기 센서 메타데이터 구조, TTAK.KO-10.1169, 스마트
축사 외기 센서 메타데이터 구조, TTAK.KO-10.1175-part1, 축산 분야 ICT융복합 장비규격 및 서비스 요구사항 - 제1부: 양돈,
TTAK.KO-10.1175-part2, 축산 분야 ICT융복합 장비규격 및 서비스 요구사항 - 제2부: 양계, TTAK.KO-10.1175-part3,
축산 분야 ICT융복합 장비규격 및 서비스 요구사항 - 제3부: 한우, TTAK.KO-10.1175-part4, 축산 분야 ICT융복합 장비규격 및
서비스 요구사항 - 제4부: 낙농, TTAK.KO-10.1176, 축산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와 스마트축사 관리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TTAK.KO-10.0979/R1, 스마트축사를 위한 외기 센서 인터페이스, TTAK.KO-10.0980/R1, 스마트축사를 위한 내기 센서
인터페이스, TTAK.KO-10.0981/R1, 스마트축사를 위한 안전 센서 인터페이스

ITU-T SG20 Y.IoT-SLF, Framework and capabilities for Smart Livestock Farming Based on Internet of Things

기술수준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② | ~2025)
FAA, EASA, EUROCAE, RTCA, ASTM

JTC1 SC42 ISO/IEC CD 22989, Artificial Intelligence(AI) – Artificial intelligence

TTA 2020-0706, 무인항공기 시스템 관리를 위한 임무정보 교환체계, 2020-0707,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록 및 표기를 위한 지침, 2021-0665, 드론 서비스용 임무 센서 데이터
- 제1부: 광학(EO) 정지영상 메타데이터, 2021-0666, 드론 서비스용 임무 센서 데이터
- 제2부: 적외선(IR) 정지영상 메타데이터, 2021-0667, 드론 서비스용 임무 센서 데이터
- 제3부: 다분광(MSI) 정지영상 메타데이터, 2021-0669, 드론 서비스용 임무 센서 데이터
- 제4부: 광학(EO) 동영상 메타데이터, 2021-0670, 드론 서비스용 임무 센서 데이터 서비스 별
메타데이터 확장 방안(기술보고서)

IEC TC57 IEC 61970-301, Energy management system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EMS-API), IEC 61968-1:2020,
Application integration at electric utilities - System interfaces
for distribution management - Part 1: Interface architecture
and general recommendations, IEC 61850, Communication
networks and systems for power utility automation

ASTM WK59317, New Spec for Vertiport Design

70%

90%

IEC TC13 IEC PT 62056, Electricity metering data exchange,
IEC TS 62056-6-9:2016, Electricity metering data exchange
- The DLMS/COSEM suite - Part 6-9: Mapping between the
Common Information Model message profiles(IEC 61968-9)
and DLMS/COSEM(IEC 62056) data models and protocols

3GPP TR 22.825, Study on Remote
Identification of Unmanned Aerial Systems, TR
23.754, Study on supporting Unmanned Aerial
Systems(UAS) connectivity, Identification and
tracking
ASTM F3411-19, Standard Specification for
Remote ID and Tracking
EUROCAE ED-282,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 for UAS E-Identification

표준화 및 표준특허 전략

ICAO Annex 10, Vol.6, RPAS C2 Link, Annex 10, Vol.1, Dual-Frequency Multi-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6)
ITU-T SG20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6)
ITU-T SG20

80%

Part 2 : Operation of vertiports for unmanned aircraft(UA)

Global UTM Association UAS Traffic Management Architecture, Flight Logging Protocol

UAM CNSi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5)
ICAO, JARUS, EUROCAE

IEEE IEEE 2030-2011, IEEE Guide for Smart Grid Interoperability
of Energy Technolog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peration
with the Electric Power System(EPS), End-Use Applications,
and Loads

ITU-T SG20 Y.dtf-smartfirefighting,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for smart firefighting, Y.scdt-reqts,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of a digital twin system for smart cities, Y.DT-interop, Interoper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systems
in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Y.xxx-xxxx,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for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디지털
가상화

ISO TC20 ISO/WD 5015-2, Unmanned aircraft systems

data, UTM-Part 8, Remote identification providers, UTM-Part 12, Requirements for
UTM services and service providers, UTM-Part 1, UTM Suvey results on UTM

95%

표준수준

EUROCAE ED-289, Guidance on Determination of

JARUS JAR-DEL-WG6-D.04, SORA(Specific Operations Risk Assessment)

ITU-T SG20 Y.energy-data, Framework of city-level energy
data sharing and analytics among buildings, Y.DFR-SM, Data
format requirements and protocols for remote data collection
in smart metering systems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2: Reference architecture, ISO 23247-3,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3: Digital representation of manufacturing elements, ISO 23247-4,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4: Information
exchange

Y.DT-interop, Interoper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systems in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Y.dt-ITS,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for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nstillation GNSS, DOC 10444, AeroMACS Technical Manual

85%

GDST Core Normative Standards(v1.0), Technical Implementation Guidance(v1.0), Basic Universal List of KDEs(spreadsheet)(v1.0)

기술수준

TTA TTAK.KO-10.1243-Part1, CoAP 기반 스마트팜 관리 및 제어 프레임워크 -제1부: 베이스 프로토콜, TTAK.KO-10.1243-Part2, CoAP 기반 스마트
팜 관리 및 제어 프레임워크 - 제2부: 센서 프로파일, TTAK.KO-10.1243-Part3, CoAP 기반 스마트팜 관리 및 제어 프레임워크 - 제3부: 창 개폐기 프로파일,
TTAK.KO-10.1164-part1, 스마트팜 용어 정의 - 제1부: 온실, TTAK.KO-10.1165, 스마트온실 서비스 제어 프로토콜: 기본 서비스 절차, TTAK.KO-10.1166,
스마트 온실 제어 스크립트 언어 정의, TTAK.KO-10.1167, 경량형 제어프로토콜(LCP)을 위한 IP 적응 계층(IPAL) 동작 요구사항, TTAK.KO-10.1171, 스마트
온실에서 온실 통합 제어기와 양액기 노드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TTAK.KO-10.1172, 모드버스/RS485 기반 스마트온실 노드/디바이스 등록
절차 및 기술 규격, TTAK.KO-10.1177, UHF대역 400MHz무선링크기반 스마트 온실 제어 프로토콜, TTAK.KO-10.1178-part1, 스마트온실 설치 지침서 제1부: 통신기술, TTAK.KO-10.0945/R1, [개정] 스마트온실을 위한 원격 감시용 스마트 영상장치, TTAK.KO-10.1086, 스마트온실용 센서/구동기 I/O 인터
페이스 추상화 모듈, TTAK.KO-10.1087, 스마트온실 관제를 위한 경량형 제어 프로토콜, TTAK.KO-10.1088, 스마트팜 센서노드와 게이트웨이간 비연결형
통신프로토콜

축산

TTA 2019-1241, 사물인터넷 기반 무인비행장치 등록 및 운용을 위한 플랫폼 연동 지침,
TTAK.KO-10.1058-Part1, 사물인터넷 기반 저고도 무인항공기 관리 및 운영 시스템제1부: 요구사항, TTAK.KO-10.1058-Part4, 사물인터넷 기반 저고도 무인항공기 관리 및
운영 시스템-제4부: 인증절차, TTAR-10.0074, 사물인터넷 기반 저고도 무인항공기 관리
및 운영 시스템: 유즈케이스, 2019-1237, 무인항공기 시스템 관리를 위한 임무 정보 교환
체계, TTAK.KO-10.1202, 무인항공기 시스템 관리를 위한 임무 식별 체계

기술수준

ITU-T SG5 L.Suppl.41, Requirements on energy efficiency
measurement models and the role of AI and big data

ISO TC184 ISO 23247-1,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Part 1: Overview and general principles, ISO 23247-2, Digital

JTC1 SC41 ISO/IEC AWI 30172 Digital Twin – Use cases, ISO/IEC AWI 30173 Digital Twin – Concepts and terminology

80%

80%

예측

ITU-T SG20 Y.dtf-smartfirefighting,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for smart firefighting, Y.scdt-reqts,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of a digital twin system for smart cities,

UAM 인프라 표준
(병행 | 추격/협력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5)
EUROCAE WG112, ASTMF38, RTCA, SAE AE-7D, ISO TC20 SC16
80%

행동

23247-3,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3: Digital representation of manufacturing elements, ISO 23247-4,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4: Information exchange

Standards(MOPS) for Electro-Optical/Infrared(EO/IR) Sensors System for Traffic Surveillance, DO-381,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MOPS) for Ground Based Surveillance Systems (GBSS) for Traffic Surveillance, DO-366, Phase I~II,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MOPS) for AIr-to-Air Radar Detect and Avoid(DAA) Systems

표준수준

프로세스

사물인터넷융합포럼 IoTFS-0212, 디지털 트윈의 개념 및 속성, IoTFS-0213, 디지털 트윈 연합 - 제1부: 요구사항, IoTFS-0214, 디지털 트윈 연합 - 제2부: 참조모델

RTCA DO-365, Phase I~III(DAA MOPS), Detect and Avoid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DO-387,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기술수준

기술수준

ISO TC184 ISO 23247-1,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1: Overview and general principles, ISO 23247-2,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2: Reference architecture, ISO

ITU-R SG5 241/255/480/494, Working document towards a preliminary draft revised report ITU-R M.2204-0 characteristics and spectrum
considerations for senses and avoid systems use on unmanned aircraft systems

80%

공간

기술수준

표준수준

UAM 교통관리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5)
ICAO, SARPs, JARUS, ISO TC23

국가기술표준원 KS C IEC 61970-301(Ed5.0), 에너지관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EMS-API) - 제301부: 공통정보
모델(CIM) 베이스, KS C IEC 61968-1(Ed2.0), 전력회사의 애플리
케이션 통합-배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 제1부: 인터페이스
구조와 권장사항, KS C IEC61850-7-3,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제7-3부: 변전소와 급전장치의 기본 통신
구조 - 공통 데이터 클래스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 모델
(선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⑤ | ~2024)
ITU-T SG20

지능형
복합웰니스

TTA TTAK.KO-11.0284-Part1,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1부: 유스케이스, TTAK.KO-11.0284-Part2,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2부: 요구사항

Performance Standard for Detect & Avoid [Traffic] under VFR/IFR, ED-xxx, Minimum Aviation System Performance Standard for Detect and
Avoid(Traffic) in Class A-C airspaces under IFR, ED-xxx,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MOPS) for Detect & Avoid [Traffic] in Class A-C
airspaces under IFR, ED-xxx,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MOPS) for Detect & Avoid in Very Low Level Operations, ED-267, Operational
Services and Environment Description(OSED) for Detect and Avoid in Very Low Level Operations, ED-258, Operational Services and Environment
Description(OSED) for Detect & Avoid [Traffic] in Class D-G airspaces under VFR/IFR

TTA TTAK.KO-10.1244-Part1, 스마트 온실 이기종 장치 데이터 변환 프레임워크 - 제1부: 서비스 요구사항, TTAK.KO-10.1245-Part1, 스마트팜 데이터
공유를 위한 API – 제1부: 요구 사항, TTAK.KO-10.1089, 클라우드기반 스마트팜 영농작업관리 서비스 인터페이스, TTAK.KO-10.1090, 클라우드기반 스마
트팜 온실의 장비 오작동 대응 서비스 인터페이스, TTAK.KO-10.1091, 클라우드기반 스마트팜 장치 관리를 위한 생애주기 관리, TTAK.KO-10.1092, 농장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와 온실 관제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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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인지
스마트팜

90%

ETSI ISG CIM GS CIM 009, Context
Information Management: NGSI-LD API
v1.6.1, GR CIM 008, Context Information
Management: NGSI-LD Primer v1.3.1

ISO TC268 ISO/DIS 37156, Guidelines on data exchange and
sharing for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탄소저감
예측

표준수준

국가기술표준원 KS X NEW 2020 2203,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KS X NEW 2020 2204,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HTTP 바인딩

framework for IoT and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Y.3603
Rev, Big data - Requirements and conceptual model of
metadata for data catalogue, Y.Suppl.69, (ex Y.Sup.Web-DM)
Web based data model for IoT and smart city systems and
services

동기화 및
디지털 쓰레드

90%

EUROCAE ED-xxx, Minimum Aviation System Performance Standard for Detect & Avoid [Traffic] under VFR/IFR, ED-xxx, Minimum Operational

RRA KS-X-xxxx, 스마트 온실 노드 메타데이터

국가기술표준원 KS_X_NEW_2020_2205,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스마트
안전시설

기술수준

TTA 2020-0595,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2020-0595,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 HTTP 바인딩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선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⑤ | ~2024)
ITU-T SG20

IETF MPLS draft-ietf-mpls-rmr, Resilient MPLS Rings

80%

85%

사물인터넷융합포럼 IoTFS-0212, 디지털 트윈의 개념 및 속성, IoTFS-0213, 디지털 트윈 연합 - 제1부: 요구사항, IoTFS-0214, 디지털 트윈 연합 - 제2부: 참조모델
시간

100%

JTC1 ISO/IEC TR 30172, Digital twin - Use cases, ISO/IEC
30173, Digital twin - Concepts and terminology

표준수준

TTA TTAK.KO-11.0284-Part2,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제2부: 요구사항

ICAO DOC 9863 AN/461,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ACAS) Manual

표준수준

90%

90%

IETF DetNet draft-varga-detnet-pof, Deterministic Networking(DetNet): Packet Ordering Function, RFC 8964, Deterministic Networking(DetNet) Data Plane: MPLS, RFC 8938, Deterministic Networking(DetNet) Data Plane Framework

기술수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⑧ | ~2023)
ETSI ISG CIM, oneM2M SDS

ITU-T SG20 Y.DPM-framework, Data processing and management

인공지능

AR/VR/XR

기술수준

TTA TTAK.KO-11.0284-Part1,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1부: 유스케이스, TTAK.KO-11.0284-Part2,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2부: 요구사항

IoT

ISO TC20 SC16 ISO 21384-3:20XX(E), Unmanned Aircraft Systems - Part 3: Operational Procedures, WD stage

70%

자율복합
모빌리티

90%

현실
세계

TTA TTAK.KO-10.0284-Part1,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제1부 유스케이스, TTAK.KO-10.0284-Part2,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제2부 요구사항, TTAK.KO-10.1264-Part1,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제1부 요구사항

기술수준

수급형
자율제어

표준수준

TTA 2021-1857,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 데이터 모델,
TTAR-10.0131,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시스템 데이터 세트/카탈로그
메타데이터(기술보고서), 2019-0330,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메타
데이터 정의 및 플랫폼 간 연계 규격

연합 및
협업

모델링 &
시뮬레이션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② | ~2025)
JTC1 SC41, IEEE 2888
90%

전지형
스마트시티

성숙도 및
평가 지표

기술수준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

S/W

IEEE 802.1 IEEE P802.1CBdb, FRER Extended Stream Identification Functions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② | ~2024)
ITU-T SG20

표준수준

90%

4G/5G/6G

3D모델링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026)
JTC1 SC41

KATS KS W 9001, 무인항공기시스템 - 무인동력비행장치 설계, KS W 9131, 무인항공기 시스템 - 프로펠러의 설계 및 시험, KS W 9132, 무인항공기시스템 - 리튬배터리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시설원예

90%

Cloud

ITU-T SG20 Y.Sup.DTw-concept-usecase,

ITU-T SG15 G.8133, Dual-Homing Protection for MPLS-TP Pseudowires, G.8131 Amd.3, Linear protection switching for MPLS transport profile, G.8031 Amd.1, Ethernet linear protection switching, G.8331, Linear protection for a metro transport network, G.873.1 Amd.1, Optical transport network:

시설원예

표준수준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 ~2023)
oneM2M RDM, TM Forum, ITU-T SG20

90%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표준
(선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⑤ | ~2024)
ITU-T SG20

국가공역 유무인기 혼합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병행 | 추격/협력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024)
ITU-R SG5, ICAO, EUROCAE, RTCA, ASTM

100%

Big Data

90%

ITU-T SG17 X.rdda, Requirements for
data de-identification assurance, X.1148,
Framework of de-identification process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95%

ITU-T SG20 Y.EMM-Reqts, Requirements for Real-Time Event Monitoring and
Integrated Management Platforms in Smart Cities, Y.4200, Requirements for
the interoperability of smart city platforms, Y.4201, High-level requirements
and reference framework of smart city platform

over Power Line Networks: Medium Access Control and
Physical Layer Specifications -Amendment 1: Enhancement
for Internet of Things Applications, IEEE 2030.5-2018, IEEE
Standard for Smart Energy Profile Application Protocol

표준수준

JTC1 SC27 ISO/IEC 27559, Privacy
enhancing data de-identification framework,
ISO/IEC 27560, Privacy technologies Consent record information structure,
ISO/IEC 20889:2018, Privacy enhancing
data de-identification 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 of techniques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SSF-ST-T-0023,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능 및 상호연동 시험규격
2.0, SSF-ST-T-0022-R1,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소프트
웨어와 서비스 연계를 위한 데이터 교환규격, SSF-ST-T-0010-R3,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SSF-ST-T-0021,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 서비스 이벤트간의 데이터 교환, SSF-ST-T-0016-R1, 스마트시티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능 및 상호연동 시험규격 1.0, SSF-STT-0014-R1, 112 긴급출동 지원서비스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
을 위한 플랫폼 간 연계규격, SSF-ST-T-0012-R1, 긴급재난상황 지원서비스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간 연계규격, SSF-ST-T-0005-R1,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플랫폼 데이터 교환 표준, SSF-ST-T-0015, 112종합상황실
긴급영상 지원서비스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간
연계규격, SSF-ST-T-0013,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간 연계규격, SSF-ST-T-0011, 119 긴급출동 지원서비스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간 연계규격

JTC1 SC25 ISO/IEC 15067-3-30, Information technology

표준수준

80%

표준수준

기술수준

TTA TTAK.IT-X.1148, 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비식별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 ~2023)
ITU-T SG20
기술수준

주택 전력 에너지 사용량(AMI) 빅데이터 및 정보 모델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② | ~2023)
ITU-T SG20, IEC TC13/TC57

스마트시티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표준

ETSI ISG CIM GS CIM 013, NGSI-LD Test Purposes Descriptions

100%

health emergency(PHE) responses – Part 1: Overview and
general requirements, ISO/IEC 5153-2, City service platform
for public health emergency (PHE) responses – Part 2:
Management of PHE response resources, ISO/IEC 51533, City service platform for public health emergency (PHE)
responses –Part 3: Contract tracing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⑫ | ~2025)
ITU-T SG17, JTC1 SC27 WG5

Structure & Test Purposes v5

90%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 SGSF-043-1, 에너지관리에이전트
(EMA) 통신 요구사항, SGSF-TR-053-3, 온라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SGSF-053-1-2(Ed1.0:2014-06),
주거 공간 에너지관리시스템 - 제2부: 정보교환 요구사항, SGSF05-2012-04, 스마트그리드 가정용 에너지관리시스템 참조모델
- 제1부: 가정용 에너지관리 서비스 일반 요구사항

TTA TTAK.KO-11.0284-Part1, 디지털 트읜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1부: 유스케이스, TTAK.KO-11.0284-Part2,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2부: 요구사항, TTAK.KO-10.1264-Part1,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 - 제1부: 요구사항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⑧ | ~2024)
IEC TC120

표준수준

100%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 SGSF-041-1-1, 전력 빅데이터 관리 체계
인터페이스 - 제1부: 전력 데이터 군, SGSF-041-1-2, 전력 빅데이터 관리
체계 인터페이스 - 제2부: 환경 및 생활 데이터 군, SGSF/TR-043-2,
IEC CIM-OpenADR2.0 연계 인터페이스, SGSF-053-1-2(Ed1.0), 주거
공간 에너지관리시스템 - 제2부: 정보교환 요구사항, SGSF/TR-0711-1(Ed1.0), 에너지 사용 정보 모델 요구사항 - 제1부: 소매, SGSF/TR071-1-2(Ed1.0), 에너지 사용 정보 모델 요구사항 - 제2부: 도매, SGSF05-2013-05, 개방형 건물 에너지관리 서비스 프레임워크 참조모델

oneM2M TDE TS-0013, Interoperability Testing v5, TS-0018, Test Suite

에너지데이터프로슈머포럼 EDPF-TS0003, 스마트가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상호운용성 참조모델 표준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선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⑫ | ~2024)
JTC1 SC41

3GPP RAN1 TS 38.523, 5G V2X with NR sidelink(Rel-17)

표준수준

기술수준

표준수준

TTA TTAK.KO-10.1275-Part2, 전력 빅데이터 서비스 - 제2부: 기능
요구사항, TTAK.KO-10.1275-Part1, 전력 빅데이터 서비스 - 제1부:
개요 및 요구사항

90%

표준수준

기술수준

JTC1 WG11 ISO/IEC 5153-1, City service platform for public

85%

TTA 2019-1361,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인터페이스 적합성 시험규격, 2019-1362,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데이터모델 적합성 시험규격

JTC1 SC25 전문위원회 KS x 4520, 수요반응 연계형 스마트가전
인터페이스

for vehicular edge computing, X.eivnsec,
Security guideline for Ethernet-based
In-Vehicle networks, X.srcd, security
requirements for categorized data in V2X
communication, X.1376, security-related
misbehaviour detection mechanism based
on big data analysis for connected vehicles,
X.1374, Security requirements for vehicle
accessible external device, X.1373, Security
requirements for vehicle accessible external
device, X.1372, Security guidelines for V2X
communication, X.1371, security threats in
connected vehicles, X.1373, Secure software
update capability for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communication devices

80%

기술수준

90%

기술수준

100%

국가기술표준원 KS X ISO 19142, 지리정보-웹 지형지물 서비스, KS X ISO 19107, 지리정보-공간객체 스키마 표준,
KS X ISO 19136, 지리정보-지리 마크업 언어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시험 표준
(병행 | 추격/협력공략 | 표준특허전략-| ~2023)
oneM2M TDE, ITU-T SG20, ETSI ISG CIM, ISO TC268
80%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 표준
(후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 ~2024)
JTC1 WG11

90%

TTA 2021-0011, 실내 공간 데이터 모델, TTAK.KO-10.12183, 3차원 격자 인코딩 명세, TTAR-10.0129, 3차원 건물
데이터 모델을 위한 도시 지형 마크업 언어 프로파일링, TTAK.KO-10.1219, 3차원 도로 데이터 모델을 위한 도시 지형
마크업 언어 확장, TTAE.OT-10.0347, 도시 지형 마크업 언어

JTC1 SC39 ISO/IEC AWI 30134, Information Technology - Data centres
key performance indicators, ISO/IEC 23544, Information Technology Data centres - Application Platform Energy Effectiveness(APEE), ISO/
IEC 21836:2020, Information technology - Data centres - Server energy
effectiveness metric, ISO/IEC TS 22237-7:2018, Information technology
- Data centre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s - Part 7: Management and
operational information

스마트가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상호운용성 참조모델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023)
JTC1 SC25, IEEE PLCSC

ITU-T SG17 X.itssec-5, Security guidelines

3GPP SA1 TR 22.866, Study on enhanced Relays for Energy efficiency and Extensive Coverage

90%

80%

operational systems, ENI 012, Reactive In-situ Flow
Information Telemetry to be, ENI 013, Intent Policy Model
Gap analysis

공공안전

표준수준

표준수준

TTA TTAK.KO-06.0516, 임무용 통신 물리계층 기술, TTAK.KO-06.0484, 무인비행장치 자율 운항 통신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 기술, TTAK.KO-06.0452,
무인항공시스템 제어 및 비임무용 통신 물리계층 기술, TTAK.KO-10.1202, 무인비행장치를 위한 임무식별 및 정보공유 체계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에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90%

시스템 기술

자율자동차 보안

기술수준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 ICNF-2020-EN-ITUT.G.8132, MPLS-TP 링 보호 절체, ICNF-2020-EN-ITUT.G.8133, MPLS-TP 의사회선 듀얼 호밍 보호 절체, ICNF-2019-EN-ITUT.G.8131, MPLS 전송 프로파일 (MPLS-TP) 선형 보호 절체, ICNF-2019-EN-ITUT.G.808.1, 일반 선형 보호 스위칭, ICNF-2019-EN-ITUT.G.8031,
이더넷 선형 보호 절체

GS1 Blockchain IG Guideline for Blockchain Application

ISO TC234 ISO/CD 5020, Waste reduction and treatment on fishing vessels, ISO 22948:2020,
Carbon footprint for seafood - Product category rules (CFP-PCR) for finfish, ISO 16488:2015,
Marine finfish farms - Open net cage - Design and operation, ISO 16541:2015, Methods for sea
lice surveillance on marine finfish farms, ISO 16741:2015, Traceability of crustacean products
- Specifications on the information to be recorded in farmed crustacean distribution chains,
ISO 18537:2015, Traceability of crustacean products - Specifications on the information to be
recorded in captured crustacean distribution chains

기술수준

상용망
상용망

90%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5)
ITU-T SG20, ISO TC234

80%

80%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선행 | 추격/협력공략 | 표준특허전략⑧ | ~2024)
3GPP SA2/RAN1/RAN2

•IoT 기반의 시설원에 환경 관리 표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SPS-FACT-xxxx, 스마트노지 기능 구조 및 통신 요구사항, SPS-FACT-xxxx, IEEE
802.15.4기반 농업용 무선통신 기술규격

표준수준

해상망(국내 분류)
해상망(국내 분류)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기술수준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5)
ISO TC23, OECD

기술수준

80%

IETF SPRING draft-geng-spring-sr-redundancy-protection, Segment Routing for Redundancy Protection, draft-hu-spring-segment-routing-proxy-forwarding-14, SR-TE Path Midpoint Restoration

TTA 2020-0487, 스마트 온실 서비스 프레임워크, 2021-0020, 노지 관수·관비 제어기와 센서 및
구동기노드 간 인터페이스

제어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2)
ITU-T SG17, ISO TC22

ITU-T SG11 Q.Sig_Req_ETS_IMS_roaming, Signalling requirements for emergency telecommunication service in IMS roaming environment, Q.3060, Signalling architecture of fast deployment emergency telecommunication networks to be used in a natural disaster

ITU-T SG2

70%

판단

AI·데이터 기술

Linear protection - Amendment 1, G.808.2, Generic protection switching - ring protection, G.808 Amd.1, Terms and definitions for network protection and restoration, G.8052.2, Resilience Information/Data Models for Ethernet Transport Network Element, G.8152.2 Amd.1, MPLS-TP NE Resilience
Information Model & Data Model - Amendment 1

ITU-T SG17 X.1303, Common Alerting Protocol(CAP 1.2)

85%

인지

표준수준

ISO TC211 ISO 19136-1:2020, Geographic Information - Geographic Markup Language - Part 1:
Fundamentals, ISO 19136-2:2015, Geographic Information - Geographic Markup Language - Part 2:
Extended schemas and encoding rules, ISO 19142:2010, Geographic Information - Web Feature Service

TTA TTAE.IT-X.1372, 차량 사물(V2X) 통신 보안
지침, TTAK.KO-12.0363, 차량용 이더넷 보안
요구사항, TTAK.KO-12.0365, 차량·사물 통신용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 보안 요구 사항, TTAK.
KO-12.0357, AUTOSAR 기반의 차량 보안 기능
개발 지침, TTAK.KO-12.0318, 차량의 군집 주행
서비스를 위한 차량 등록 절차, TTAE.IT-X.1373,
ITS 통신 디바이스를 위한 안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 TTAK.KO-12.0286,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간의 통신보안요구사항, TTAK.KO12.0290, 차량의 군집주행서비스 보안요구사항,
TTAK.KO-12.0260, 차량 간 통신환경에서의 메시지
암호화 규격, TTAK.KO-12.0238, 차량 간 통신
인증 서비스 구조, TTAK.KO-12.0208, 차량 간
통신 보안 요구 사항

표준수준

기술수준

ITU-T SG5 L.EEMDC, Energy Efficiency in Micro Data Centre for Edge
Computing, L.ENERGY_SAV_CLOUD & EDGE, Energy saving design
for Data Centre considering harmonization of Cloud and Edge, L.ESE,
Evaluation method of Safety and Energy saving for power supply system in
telecommunication room/buildings, L.SPEC_EDGE DC, Specification of Edge
Data Centre infrastructure, L.1471, Guidance and criteria for ICT organisations
on setting Net Zero targets and strategies, L.1381, Smart energy solutions
for data centres, L.1305, Data centre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
based on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L.1303, Functional
requirements and framework of green data centre energy-saving
management system

ETSI ENI 011, Mapping between ENI architecture and

기술수준

95%

OGC CityGML/IndoorGML/WFS OGC API - Common, 14-005r5, IndoorGML v2.0, 12-019, City Geography
Markup Language Encoding Standard v3.0, 17-069r3 OGC API - Features - Part1: Core, 09-025r2, Web
Feature Service 2.0 Interface Standard - With Corrigendum

90%

90%

90%

국가기술표준원 KS X 4151-1, 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 모니터링 시스템 - 제1부: 일
반 요구사항, KS X 4151-2, 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 모니터링 시스템 - 제2부: 에너지
효율 종합적 판단 지표

3GPP 23.748, Study on Enhancement of support
for Edge Computing in 5GC, 23.752, Study on System
enhancement for Proximity based Services in 5GS,
23.700.20, Study on Enhanced support for Industrial IoT
- TSC/URLLC enhancements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4)
ITU-T SG17, ISO TC204

표준수준

ITU-T SG20 Y.infra, Sensing device management system
for city infrastructure, Y.isms, Technical framework for
integrated sensing and management system, Y.nmm-isms,
The node metadata model for integrated sensing and
management system

TTA TTAK.KO-10.1266-Part1, 5G 기반 스마트시티 영상 정보
수집 및 지능형 분석 시스템 - 제1부 요구사항, TTAK.KO-10.1266Part2, 5G 기반 스마트시티 영상 정보 수집 및 지능형 분석 시스템
- 제2부 참조구조, TTAK.KO-10.1266-Part3, 5G 기반 스마트시티
영상 정보 수집 및 지능형 분석 시스템 - 제3부 인터페이스

ETSI TS 102 894-2, ITS User and applications
requirement, Common Data Dictionary

기술수준

스마트시티

3차원 도시공간객체 모델 및 공유 인터페이스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025)
OGC CityGML, IndoorGML, WFS SWG, ISO TC211

TTA 2020-0700, 그린 데이터센터 운영 지침, 2020-0025, 그린 데이터센터
구축 지침, 2021-0655, 서버전력 및 열 향상을 위한 BMC 기능 요구사항, TTAK.
KO-10.1156, 스냅숏과 중복제거를 통한 에너지 효율적인 스토리지 용량 최적화
방법, TTAR-10.0116, x86기반 고성능컴퓨팅 서버 성능 측정(기술보고서), TTAK.
KO-10.1079, 데이터센터 서버 전원 관리 인터페이스, TTAK.KO-10.0978, 자원
효율적인 데이터센터 운영 지침

80%

V2P
V2P

TTA 2021-0619, DetNet 데이터 평면: MPLS, TTAE.IT-G.8132, MPLS-TP 링 보호 절체, TTAE.IT-G.8133, MPLS-TP 의사회선 듀얼 호밍 보호 절체, TTAE.IT-G.8131/Y.1382/R1, MPLS 전송 프로파일(MPLS-TP) 선형 보호 절체, TTAE.IT-G.808.1/R1, 일반 선형 보호 절체, TTAE.IT-G.8031/Y.1342/R3, 이더넷 선형 보호 절체

CASF, Digital Signage: Common alerting service framework, HSTP.DS-Gloss, Technical Paper on Digital signage: Use-cases regarding
interactive services, H.782(v2), Digital Signage: Metadata, H.781, Digital signage: Functional architecture, H.785.0, Digital Signage:
Requirements of disaster information services, HSTP.DIS-UAV, Use cases and service scenarios of disaster information service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s, F.MDI, Metadata for disaster information presentation with human factors

표준수준

V2V

TTA 2020-0575, 자동차와 열차 서비스를 위한 위치정보 요구사항

90%

(MCPTT); Stage 1

90%

ITU-T SG16 H.DS-FIS, Digital signage: Framework for interactive service, H.DS-ASM, Digital signage: Metadata for alerting services, H.DS-

기술수준

V2N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⑧ | ~2025)
ITU-T SG15/SG11, IEEE 802.1, IETF DetNet/MPLS/SPRING

한국스마트사이니지포럼 SSF-ST-002,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재난경보 메시지 전파체계 및 재생 지침

80%

표준수준

동작
데이터 베이스

90%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3)
3GPP RAN/SA/CT

V2I

기술수준

3GPP SA1 TS 22.179, Mission Critical Push to Talk

IoT 기반 실시간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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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② | ~2024)
ITU-T SG20, W3C

고정밀 도로구조
및 위치참조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② | ~2025)
ISO TC204 WG17

GENIVI Vehicle Signal Specification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MCS 서비스
MCS 서비스
기술 표준
기술 표준

90%

ISO TC23 ISO/DIS 14982-1, Agricultural and forestry machinery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Test methods and acceptance - Part 1: General EMC requirements, ISO/DIS 14982-2, Agricultural
and forestry machinery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Part 2: Additional EMC requirements
for functional safety, ISO/CD 3991, Agricultural machinery - Robotic feed systems -Safety, ISO/
CD 4254-19, Agricultural machinery - Safety - Part 19: Feed mixing machines, ISO/CD 11471,
Agricultural tractors and machinery - Coding of remote hydraulic power services and controls,
ISO/CD 23117-1~3, Agricultural and forestry machinery - Unmanned aerial spraying systems,
ISO/DIS 4444, Agricultural sprayers - Recording of Spray Drift Parameters, ISO/DIS 161191~5, Agricultural and forestry machinery, ISO/CD 21622-2.2~3, Irrigation techniques - Remote
monitoring and control for irrigation, ISO/CD 11783-7,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Serial control and communications data network - Part 7: Implement messages
application layer, ISO/AWI 18497-2, Agricultural machinery and tractors - Safety of partially
automated, semi-autonomous and autonomous machinery - Part 2: Design principles for obstacle
protection systems

빅데이터

80%

sharing for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SAE J 2735, V2X Message Set Dictionary

road surfaces), OpenDrive V1.6.1(file format for describing road
networks), OpenLABEL(labeling methodology, labeling structure,
file format), OpenODD(file format for Operational Design
Domain), OpenSCENARIO V1.1.0(file format for the description
of the dynamic content of driving and traffic simulators),
OpenXOntology(foundation of common definitions, properties,
and relations for central concepts of the OpenX standards,
including OpenDRIVE, and others), OSI V3.3.0(Open Simulation
Interface)

Transport, 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ification

재난안전망
재난안전망
(국내 분류)
(국내 분류)

철도망
철도망
(국내 분류)
(국내 분류)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국가기술표준원 KS B ISO 11783-2:2018,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 - 직렬 제어 및 통신 데이터 네트
워크 - 제2부: 물리 계층, KS B ISO 25119:2018,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제어시스템 안전관련부품,
KS B ****, 자율주행 농기계 레벨정의, KS B ****, 농림업용 기계 - 무인항공방제시스템 -방제작업 절차,
KS B ****, 농업용 관수장비 - 양액공급기 - 일반 요구 조건, KS B ****, 농림업용 트랙터 - 2주식 보호
구조물 - 가상 정적 시험방법과 허용 조건, KS B 7949, 농림업용 기계 - 무인항공방제시스템 - 분무성능
시험방법, KS B ISO 8026:2009, 농업용 관수 장비 - 분무기 - 일반 요구 사항 및 테스트 방법, KS B ISO
9261:2004, 농업용 관수 장비 - 점적단추 및 점적파이프 - 규격과 시험방법, KS B ISO 10975:2009,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운전자용 트랙터 및 자주식 농기계의 자동 유도 시스템 - 안전 요구사항,
KS B ISO 12188:2010,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농업에서 위치와 안내 시스템 시험 절차, KS B 7948,
농림업용 기계 - 무인항공방제시스템 - 일반 요구조건

V2N

IEC IEC 61162, Digital interface for navigational equipment within a ship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⑧ | ~2025)
ITU-T SG16, W3C

표준수준

V2C

V2V

ISO TS 21176 C-ITS–Position, , velocity and time functionality in the ITS station, ISO 23150:2021, Road Vehicles – Data communication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ITU-T SG20 Y.dt-smartfirefighting,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for smart firefighting,
Y.water-SFP, Framework of monitoring of water system for smart fire protection

기술수준

Cloud

V2I

W3C Automotive WG VISS Version2 - Core, VISS Version2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IoTFS-0217, IoT 기반 실시간 소방설비 관리시스템 식별체계

90%

Clo
ud

V2P

표준수준

탄소중립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비 자원 효율 측정 및 평가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025)
ITU-T SG5, JTC1 SC39

ISO TC268 ISO 37156, Guidelines on data exchange and

ISO TC204 ISO/TR 17424:2015, Cooperative
systems-State of the art of Local Dynamic
Maps concepts, ISO 18750:2018, Co-operative
ITS-Local dynamic map

디지털 인프라

TTA TTAE.OT-10.0449, 웹 기반 차량 정보 서비스 인터페이스

TTA TTAK.KO-06.0499, 재난안전통신망 멀티밴더
환경에서의 eMBMS 동기화

90%

표준수준

차량 통신

기술수준

http://www.tta.or.kr

TTA 2021-0728,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 제1
부: 요구사항, 2021-0727,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 제2
부: 참조구조, 2021-0726,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제3부: 레거시 화재수신기용 데이터 모델, TTAK.KO-06.0345,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한 센서 네트워크 프로토콜, TTA.KO-06.0316,
자기장 통신 네트워크 기반 지하 시설물 관리 응용 프로토콜

한국표준협회 CV 및 CAV를 위한 V2X 메시지 명세

IEC TC120

TTA 2021-0728,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 제1부: 요구사항, 2021-0727,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제2부: 참조구조, 2021-0726,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제3부: 화재경보제어기 데이터 모델

기술수준

표준수준

한국지능형 교통체계협회 ITSK-00100-2, C-ITS
규격-제2부: V2X 정보연계, ITSK-00100-3,
C-ITS 규격-제3부: C2X 정보연계, ITSK-00100-4,
C-ITS 규격-제4부: Open-API 기반 정보연계

80%

85%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5)
3GPP SA1/SA2/SA6/CT1

표준수준

기술수준

85%

V2V

ASAM OpenCRG V1.2.0(file format for the description of

차량 정보 서비스 API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024)
W3C Automotive WG, GENIVI

ISA 95 IEC 62264-6:2020, Enterprise-Control System
Integration

TTA TTAT.3G-22.281(R15-15.1.0), 3GPP - Services and System Aspects; Mission Critical Video services(Release15), TTAT.3G-

80%

SAE SAE J3018, Safety-Relevant Guidance for On-Road
Testing of Prototype Automated Driving System(ADS)Operated Vehicles, 2020-02-1206, Driving Safety Performance
Assessment Metrics for ADS-Equipped Vehicles, SAE J3206,
Taxonomy and Definition of Safety Principles for Automated
Driving System(ADS)

85%

표준수준

표준수준

ISO/PRF 20524-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Geographic Data Files(GDF) GDF5.1-Part 2: Map data used in
automated driving systems, Cooperative ITS, and multi-modal
transport

AUTOSAR AUTOSAR Adaptive Platform R21-11, AUTOSAR
Adaptive Platform R20-11, AUTOSAR Adaptive Platform R19-11,
AUTOSAR Adaptive Platform R19-3, AUTOSAR Adaptive Platform
R18-10, AUTOSAR Adaptive Platform R18-3, AUTOSAR Adaptive
Platform R17-10, AUTOSAR Adaptive Platform R17-3

80%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6)
ITU-T SG11, ISA 95
3GPP SA2 TS 23.501, Architecture for the 5G System(Release

90%

기술수준

OGC LandInfra, InfraGML, CityGML 12-019, City Geography Markup
Language Encoding Standard v3.0, 16-104r2, InfraGML 1.0-Part
4-LandInfra Roads-Encoding, 15-111r1, Land and Infrastructure
Conceptual Model Standard(LandInfra)

OpenDrive OpenDrive v1.5

90%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모델 및 인코딩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5)
SAE, ISO TC204, ETSI, 5GAA
85%

NDS NDS(Navigation Data Standard) v2.5.4

자율주행 에지 케이스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5)
ASAM Simulation

ETSI MEC GS MEC 003 V2.1.1, Multi-access Edge Computing(MEC); Framework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4)
ITU-T SG20

75%

표준수준

기술수준

90%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
(병행 | 추격/협력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3)
ITU-T SG20

TTA TTAK.KO-06.0506, 교차로 안전 서비스
통신 프로토콜, TTAK.KO-06.0466, 클라우드
기반 주행상황인지 데이터 공유시스템 요구사항,
TTAK.KO-06.0402, 차량 자동 유도를 위한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TTAK.KO-06.0379, 협력
주행 환경에서 합류 및 이탈을 위한 메시지 종류와
절차

TTA TTAR-11.0062/R1, 임베디드 제어 시스템의 AUTOSAR 기반
멀티코어 설정 지침(기술보고서), TTAR-11.0062, AUTOSAR R4.x
멀티코어 설정(기술보고서)

85%

IEEE SA IEEE P2846, Assumptions for Models in SafetyRelated Automated Vehicle Behavior

기술수준

80%

안전한 자율주행차 거동을 위한 유스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병행 | 추격/협력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025)
IEEE SA, SAE International
90%

표준수준

표준수준

국토지리정보원 정밀도로지도 데이터 모델(내부 기관표준)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AUTOSAR Adaptive 플랫폼 표준
(병행 | 전략적수용 | 표준특허전략⑩ | ~2021)
AUTOSAR FT

TTA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참조기준(자율주행), 자율주행 자동차의
객체 인식기술에 필요한 도로상 데이터의 객체분류체계, 자동차 주행사고
방지를 위한 영상속성 구조화 기술 성능 평가지침

by aton authorities, G.XXX, IALA Guideline on developments in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표준수준

표준수준

기술수준

기술수준

TTA TTAE.OT-10.0347, 도시 지형 마크업 언어, TTAK.KO-10.1219, 3차원
도로 데이터 모델을 위한 도시 지형 마크업 언어 확장

ISO TC204 WG14 ISO 22737,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Lowspeed automated driving(LSAD) systems for predefined routesPerformance requirements, system requirements and performance
test procedures, ISO/PWI 7856,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Remote assist system for Low-Speed Automated Driving(LSAD)
system equipped vehicle: performance requirements & test
procedures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⑦ | ~2024)
ISO TC22/TC211

JTC1 SC29 ISO/IEC TR 23090, Information technology

90%

90%

IETF IPWAVE WG draft-jeong-ipwave-iot-dns-autoconf-10,
DNS Name Autoconfiguration for Internet-of-Things Devices in IPBased Vehicular Networks, draft-jeong-ipwave-context-awarenavigator-03, Context-Aware Navigation Protocol for IP-Based
Vehicular Networks, draft-jeong-ipwave-security-privacy-03, Basic
Support for Security and Privacy in IP-Based Vehicular Networks,
draft-jeong-ipwave-vehicular-mobility-management-05,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 for IP-Based Vehicular Networks

standards map(SM2) - Part 2: Catalogue, ISO/IEC TR
63306-1:2020, Smart manufacturing standards map(SM2)
- Part 1: Framework

3GPP CT1 MCOver5GS, Mission Critical services over 5G System; Stage 3, TS 24.380, Protocol enhancements for Mission Critical Services

기술수준

100%

IPWAVE Basic Protocols 인 Context-Aware
Navigation Protocol 오픈소스 프로젝트, IPWAVE Basic Protocols인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오픈소스 프로젝트

IALA ENAV G.XXX, IALA Guideline on integration and use of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IMT) technologies

90%

표준수준

90%

ISO TC204 WG3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4)
ISO TC204 WG14

TTA TTAK.KO-01.0206, 차량 네트워크에서의 프리픽스와 서비스
탐색을 위한 IPv6 이웃 탐색, TTAK.KO-01.0104,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위한 DNS 네임 자동 설정

TTA TTAK.KO-11.0262, 자율주행 인지 소프트웨어 평가를 위한
객체 속성 정의, TTAK.KO-10.1208, 자율주행 자동차의 객체 인식
기술에 필요한 도로상 데이터의 객체 분류 체계

3GPP SA6 TS 23.289, Mission Critical services over 5G System; Stage 2, TR 22.889, Study of Gateway UE function for Mission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④ | ~2025)
3GPP SA1, IMO MSC, IALA ENAV

3GPP SA TS 22.186, Requirements for eV2X scenarios Release 16, TS 23.287, 5GS support for V2X Services Release 16, TS 24.486, VAE layer protocol,

IEC SyC SM ISO/IEC TR 63306-2 ED1, Smart manufacturing

MCS 서비스 기술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⑦ | ~2024)
3GPP SA1/SA6/CT1

TTA 2020-0576, 스마트 철도 디바이스 정보모델, 2020-0581, 스마트 철도 디바이스 요구사항 - 정보모델, 2020-0582, 스마트
철도 플랫폼 요구사항 - 정보모델

80%

85%

Q.FMEC-SRA, Signalling requirement and architecture for federated
MEC, Q.IEC-PRO, Protocols for microservices based intelligent edge computing,
Q.5001, Signalling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of intelligent edge computing

IEC TC65 IEC 62264-6, Enterprise-control system integration - Part 6:
Messaging Service Mode, IEC 62264-3, Enterprise-control system integration Part 3: Activity models of manufacturing operations management, IEC 622645, Enterprise-control system integration - Part 5: Business to manufacturing
transactions, IEC 62264-4, Enterprise-control system integration - Part
4: Objects models attributes for manufacturing operations management
integration, IEC 62264-1, Enterprise-control system integration - Part 1:
Models and terminology

16, TS 38.213,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6, TS 38.214,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6, TS
38.300,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6, TS 38.321,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TS
38.323,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6

TTA TTAK.KO-11.0285, 제조 가상화 에지 시스템 서비스 인터페이스, TTAK.KO-10.1141,
지능형 디바이스들을 위한 엣지 컴퓨팅 관리 인터페이스, TTAK.KO-11.0269, 초저지연 스마트
공장 서비스를 위한 제조 가상화 에지 시스템 성능요소 평가 지침, TTAK.KO-11.0270-Part1,
초저지연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 제1부: 정의 및 시스템 구조, TTAK.KO-11.0242, 스마트
팩토리 초저지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지 시스템 참조 아키텍처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025)
3GPP SA1/SA6
90%

표준수준

90%

3GPP RAN TS 38.211,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6, TS 38.212,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95%

IEC TC65 IEC TR 63283, Industrial-process measurement,
control and automation - Smart Manufacturing, IEC
62832-1, Industrial-process measurement, control and
automation - Digital factory framework

ITU-T SG11

computing-enabled gateway in the IoT, Y.4419,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Smart Utility Metering(SUM), Y.4003, Overview of
smart manufacturing in the context of the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표준수준

표준수준

IETF 미러포럼

스마트공장을 위한 On-Site 엣지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⑧ | ~2026)
ETSI MEC, 3GPP SA2/SA6, ITU-T SG11

and Reference Architecture, GS MEC 011 V2.1.1, Multi-access Edge Computing(MEC);
Edge Platform Application Enablement, GS MEC 009 V2.1.1, Multi-access Edge
Computing(MEC); General principles for MEC Service APIs

ITU-T SG20 Y.4122,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edge

기술수준

기술수준

스마트모빌리티

정적 정밀도로구조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5)
OADF, NDS, OGC, ISO TC204 WG3,TC211 WG10/JWG11

TTA TTAE.IE-1609.2.1.-2020, 차량 환경 무선 접속 –최종단 기기를 위한 인증 관리, TTAK.KO-06.0538, 셀룰러 차량통신을 위한 무선전송 및 무선
접속 기술, TTAR-06.0223, 셀룰러 차량통신 주파수 소요량 분석(기술보고서), TTAR.KO-06.0203/R1, [개정]5G 버티컬 서비스 유즈케이스 및 요구사항
(기술보고서), TTAK.KO-06.0483/R1, [개정]C-V2X 서비스 프레임워크–네트워크 아키텍처와 통신 절차

ASTM E60.13 E3096-18, Standard Guide for Definition,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Key Performance
Indicators for Environmental Aspects of Manufacturing
Processes, E3012-16, Standard Guide for Characterizing
Environmental Aspects of Manufacturing Processes

ISO TC184 ISO 10303,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

기술수준

90%

ISO TC207 ISO 14006:2020,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 Guidelines for incorporating ecodesign, ISO
14005,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 Guidelines
for a flexible approach to phased implementation, ISO
14064-3, Greenhouse gases - Part 3: Specification with
guidance for the validation and verification of greenhouse
gas assertions, ISO 14064-2, Greenhouse gases - Part
2: Specification with guidance at the project level for
quantification, monitoring and report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s and removal enhancements

연동(수평적 통합)

90%

95)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NSI/ISA-61511-1-2018, ANSI/
ISA-95.00.08-2020, Enterprise-Control System Integration - Part 8:
Information Exchange Profiles

TTA 2020-0711, 5G 비공용 네트워크에서 URLLC를 지원하는
버티컬서비스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생산 운영 관리

Smart APS 시스템 표준
(병행 | 전략적수용 | 표준특허전략⑪ | ~2024)
ISA 95, ITU-T SG20

85%

TTA 2021-0699,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의 안전·
신뢰성 확보 지침 -제3부: CPS 안전·신뢰성 프로필 개념 모델,
2020-0717, 초저지연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 제3부: 제어
루프, TTAK.KO-11.0284-Part1,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유즈케이스, TTAK.KO-11.0284-Part2,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요구사항, TTAK.KO-11.0270-Part2,
초저지연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 제2부: 사이버 요소, TTAK.
KO-11.0268-Part2,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의 안전·신뢰성
확보 지침 - 제2부: CPS 안전·신뢰성 프로필 저장소 참조 모델,
TTAK.KO-11.0270-Part1, 초저지연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제1부: 정의 및 시스템 구조, TTAK.KO-11.0268-Part1,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의 안전·신뢰성 확보 지침 제1부: CPS 사고분석모델

3D 프린팅

Y14.47-2019, Model Organization
Practices - Engineering Product Definition and
Related Documentation Practices, Y14.41-2019,
Digital Product Definition Data Practices

표준수준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5)
JTC1 SC29, IEC SyC SM

공장 생산 라인

ASME Y14

80%

기술수준

5G C-V2X 기술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4)
3GPP RAN/SA

TTA TTA.KO-11.0207, 스마트팩토리 용어

고유 기술 업무

연
동
수
직
적
플
통 랫
합 폼

90%

85%

TTA TTAK.KO-11.0254, 조선업종 스마트 생산계획시스템(APS) 참조모델(ISA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기술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⑧ | ~2025)
ITU-T SG17, 3GPP SA3
기술수준

ISO/ASTM DTR 52916, Additive Manufacturing for Medical-Data-Optimized medical image data, ISO/ASTM 52915,
Specification for additive manufacturing file format(AMF) Version 1.2

TTA TTAK.KO-10.1054, 맞춤형 제품 제조 서비스
시나리오, TTAK.KO-11.0202, 사이버-물리 생산
시스템 연동 미들웨어 명세 언어 정의

80%

TTA TTAE.IT-Y.4475, 경량 지능형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TTAR-10.0108, 인공지능 - 표준화 동향 분석, TTAR-10.0107,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동향(기술보고서), TTAE.ITF.746.7, 지능형 질의응답 시스템을 위한 메타데이터, TTAE.ITF.746.3, 지능형 질의응답 서비스 프레임워크

80%

기술수준

90%

ISO TC261 ISO/ASTM 52910, Additive manufacturing-Design-Requirement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⑦ | ~2025)
NIST, ISA 95, ASME MBE SC

ISO TC184 ISO 22549-2, Assessment on convergence

80%

JTC1 SC24

95%

표준수준

국가기술표준원 KS D ISO/ASTM52910, 적층제조-설계-요구사항, 지침 및 권고사항, KS D ISO/ASTM52915, 적층제조
파일 형식(AMF) 버전 1.2

O p e n X R 1 . 0, X R-

description, TS 23.501, System Architecture for 5G System

스마트공장 KPI 분석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⑦ | ~2026)
ISO TC154/TC176/TC286

기술수준

3D프린팅창의융합표준화포럼 3DPRO_17.0001/S1, 모바일 프린팅을 위한 바이너리 슬라이스 파일포맷

3GPP RAN1 TS 28.201, NR; Physical layer; General

TS 22.104, Service requirements for cyberphysical control applications in vertical domains, TS 22.261,
Service requirements for the 5G system, TR 22.804, Study
on Communication for Automation in Vertical Domains,
TR 22.821, Feasibility Study on LAN Support in 5G
3GPP SA1

85%

TTA-21151-SD

|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모빌리티, 지능형 이동체(지능형 항공 이동체, 지능형 해상 이동체), 디지털트윈, 공공안전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⑦ | ~2026)
ISO TC207, ASTM E60.13

TTA TTAE.OT-10.0443, 지능형콘텐츠 디바이스웹API 인터페이스 - 3D프린터, TTAE.OT-10.0442, 지능형콘텐츠 디바이스
웹API 요구사항 및 기술구조 모델 - 3D프린터, TTAK.KO-10.1127, 다중 재료를 지원하는 음식용 3D 프린팅 파일포맷, TTAK.
KO-10.1128, 다중 패치로 구성된 스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압축 파일포맷

TTA TTAK.KO-10.0851/R2, 증강현실 콘텐츠 가시화
및 공유를 위한 메타데이터, TTAK.KO-11.0166, 사용자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제어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TTAK.KO-10.0823, 스마트글래스와 다중 서버간
통신을 위한 QoS 관리

ISO/IEC 3721-2, Information
model for mixed and augmented reality, ISO/
IEC 23488, Information technology - Computer
graphics, image processing and environmental
data representation - Image based Object/
Environmental for Virtual/Mixed and Augmented
Reality(VR/MAR), ISO/IEC TS 23884, Information
technology - Computer graphics, image
processing and environmental data representation
- Material Property and Parameter Representation
for Model based Haptic Simulation of Objects in
Virtual, Mixed and Augmented Reality(VR, MAR)

80%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⑫ | ~2025)
JTC1 WG12, ISO TC261, OMA CD

AR/VR 기반 작업자 원격 협업 및 상호작용 지원 기술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5)
Khronos Group OpenXR, JTC1 SC24, IEC SyC SM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6)
3GPP SA1/RAN1, ISO TC299

SOC 디지털화

▶

Link), JAR-DEL 12,: RPAS C2 Link ConOps, JAR-DEL 13, Required C2 Performance
Concept
EUROCAE DP005, Technical Standard on SWIM Information Service
Specification Template and Methodology, ED-xxx, Guidelines on the use of
multi-GNSS for UAS(low robustness), ED-XXX Minimum Aviation Systems
Performance Standard(MASPS) for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AIS) and
Meteorological(MET) Datalink Services, ED-XXX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 for Area Navigation, ED-194B, MOPS
for Ai Surveillance Application(ASA) System, ED-201A, Aeronautic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AISS) Framework Guidance, ED-223A,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MOPS) for the Aeronautical Mobile Airport Communication
3GPP TR 36.777, Enhanced LTE Support for Aerial Vehicles, TR 23.754, Study
on supporting Unmanned Aerial Systems Connectivity, Identification, and Tracking,
TS22.125, Unmanned Aerial System(UAS) support in 3GPP

F3002-14a, Standard Specification for Design of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for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sUAS)
ASTM

표준화 특성

TTA홈페이지(http://www.tta.or.kr)
중점 표준화 항목(표준개발 대상)
(표준화 특성 | 표준화 전략목표 | 표준특허전략 | 완료시점)
Target SDOs
100%

기술수준

표준수준

[관련표준 대응 리스트]

자료마당

100%

TTA간행물

표준화기구 표준번호, 표준명

ICT표준 활용/개발 맵

선행: 선 표준화 후 기술개발 | 병행: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 후행: 선 기술개발 후 표준화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 전략

높음

차세대 공략
국

선도경쟁 공략
국제표준
선도가능 분야

내

신규 표준화
선점 가능 분야

역
량
낮음

표준 활용/확산

지속/확산 공략
후속/개정 표준 및
시장확산 필요 분야

추격/협력 공략

전략적 수용

다각화 협력
필요 분야

국제표준
수용/적용 분야

표 표준 승인/발간
준

표준 초안

개

항목 승인

발

의제 연구
표준 기획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⑧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⑨ 기출원 특허 권리범위 안정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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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확보 전략

기초연구

기획

국제 표준화 단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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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⑥ 표준 필수특허 설계 전략
⑦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 전략

시작품

연 구 개 발

제품화

사업화
출처 : KIS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