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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코로나 이후 비대면 수요의 증가와 경제 불황 타개를 위한 전 세계의 화두는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우리 정부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2.0’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서비스를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을 위해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한다는 목표로 ‘디지털 뉴딜 2.0’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주요국 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기술혁신 역량에서 글로벌 경쟁력 유지로
기술교류 협력 기회를 얻기 위해 첨단전략기술 대응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ICT 표준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표준은
R&D와 상용화, 기술과 사용자 요구 간의 연결다리로서 우리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핵심 기술 관련 국제 표준을 선점하여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글로벌 표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민, 관, 산, 학, 연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2002년 ‘정보통신 표준개발 중기계획’을 시작으로 ICT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 정책 및 민간의 표준화 활동의 일관된 전략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ICT 표준화전략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뉴딜 2.0’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5G/B5G, AI/DATA, 차세대보안 등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D.N.A. 생태계 강화, 지능형 네트워크,
실감방송·미디어 등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메타버스 콘텐츠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모빌리티, 디지털 트윈 등 SOC 디지털화
기술을 포함한 20개 ICT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국내 표준전문가 350여 명이 참여하여 국내외 ICT
표준화 추진전략을 담은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ICT 표준화전략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 부처의 ICT 표준화 정책수립과 국내 산·학·연 표준화 활동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ICT 기술의 국제 표준
반영을 통해 시장 선점과 신규 시장 창출 등 글로벌 표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ICT 표준화전략맵 개발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국가 연구개발 정책과 관련된
자문을 주신 관계부처 PM, PD,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여러분, 그리고 본 작업을 진행하는데 진정한
조언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12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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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화 개요

1

ICT 표준화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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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에 구현된 ICT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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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ICT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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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표준은 R&D 결과의 상용화를 위한 연결 다리
• R &D와 표준화 연계
- 표준은 「기술개발 → 표준화 → 상용화」에 이르는 연구개발 전주기에 포함되며, 기초연구에서
개발·실용화 연구까지 죽음의 계곡을 쉽게 넘을 수 있는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하여, R&D
결과물의 부가가치를 향상
※ ICT 융합시대에 R&D-표준 연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
※ 국제표준이 세계시장 선점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됨에 따라 「기획 → R&D(특허획득), 표준개발 (표준특허) → 표준 인증ㆍ확산
(시장 주도)」 사이클이 일반화 추세

지적재산(특허) 및 부가가치

표준화
응용 R&D
(Applied R&D)

제품상용화
(Product development &
commercialization)

원천연구
(Pure Research)

연구개발ㆍ표준화ㆍ상용화과정
기초과학

기술개발

응용서비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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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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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기술개발ㆍ특허ㆍ표준

표준개발

선행

병행

후행

표준특허
공식
표준화기구
(국제/국내)

표준화 기반

사실
표준화기구
(포럼)

시장표준

(Market Accept)

표준
보급
/
진흥

국제 표준화
전문가/협력

표준의 구현
국제표준

상용화

국내표준
포럼표준

선행

병행

후행

(선 표준화 후 기술개발)

(표준화 & 기술개발 병행추진)

(선 기술개발 후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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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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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시장 확산을 위해 표준 기반 기술ㆍ
서비스 개발 추진. 국제표준의 국내 부합화
과정에서 도출된 틈새표준의 국제표준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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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는 단순 문서작업이 아니며, 기술개발 결과(특허 확보)를 표준에 반영(표준특허 확보)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표준화 간 지속적인
순환연구가 필요한 연구개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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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의 효과
• (비용 절감) 제조업체 등 사업자는 단위 생산·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대량생산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과 기술의 중복투자 방지, 기술이전 촉진 등 연구개발 비용 절감
• (무역활성화) WTO/TBT 협정에 따라 국가 간 무역은 국제표준을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
무역장벽 제거 및 국제 교역 활성화 촉진
• (시장 선점 및 시장진출 도구) 국내 핵심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세계 시장 우위 확보 및 관련 장비
국산화 가능
•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신기술·제품의 품질·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통일되고 검증된 정보의
제공으로 소비자의 탐색·측정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이용의 편의성을 높임
• (제품 및 서비스 개선) 품질보장 및 관리, 생산관리 등 제품과 서비스의 성능 측정 기준으로 활용
• (공공안전, 보호 및 ICT 접근성 향상) 국가의 안보와 안전,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의 ICT
이용 편의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재난·긴급문자, 재난안전망(PS-LTE), 스마트 수화방송 서비스,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등

판매 분야

마케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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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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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깃 시장과 신규기회 포착
•시장인지도 및 제품에 대한 이해
고취
• 브랜드 인지도 제고

기업의
이익

불량서비스

불량재화

불공정

재난

R&D 및 엔지니어링 분야
• 가치를 높이는 혁신
• 상호운용성 보장
• 위험비용 감소
• 요구사항 구체화

고객 대응 분야
• 일관성있는 대응
• 품질서비스 보장
• 모범사례 홍보

불편

• 품질 보장
• 규제 준수

생산 분야
• 효율성 증가 • 글로벌소싱 가능
• 개발비용 감소 • 규제 준수
• 민첩성 보장 • 보건 및 안전
• 규모의 경제

[표준화의 민간부문 효과]

[표준화의 공공부문 효과]

표준의 경제적 가치
• 한국, ICT 표준은 GDP 증가율에 7.5% 증가 대비 표준의 성장 기여도는 25.5% 증가함(TTA, ’18.11월)
• 영국,

표준화가 경제적으로 매년 25억 파운드를 기여하며, GDP 증가율의 28.4%,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13% 기여
(Cebr(영국경제경영연구센터),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Standard to the UK Economy, ’15년)
• EU, 표준화를 통해 0.3~1%의 GDP를 높일 수 있음(European Commission, ’13.7월)
• 독일, 1%의 표준 증감이 0.7~0.8%의 경제 성장과 비례함(DIN, The Economic Benefits of Standardization, ’11년)
• 호주,

1%의 표준 증가는 0.17%의 GDP 성장과 관련이 있으며, 약 27.8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임(Standards Australia,
Research Paper: The Economic Benefits of Standardization, ’09년)
• 국제 무역에서 80% 이상이 표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OECD), 이는 약 7조 달러에 해당(미국 의회 청문회, ’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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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화 정책 및 추진체계

  선진국 및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표준을 시장 지배전략으로 활용
국제표준의 규범화

표준전쟁

기술무역장벽철폐

Winner takes all
Ⅰ. ICT 표준화 개요

후보기술

WTO TBT

후보기술

표준

후보기술

GLOBAL
Standard

+특허
(FRAND조건)

1995년 WTO 출범 이후 WTO TBT 체제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 확산

•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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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 시대 돌입으로, 5G, IoT, 지능정보, ICT 융합 등 新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의 글로벌 표준 주도권 경쟁 가속화
• 주요

경쟁국 및 글로벌 기업도 4차산업혁명 핵심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인식하고, 이 분야 표준특허
획득 등 표준화를 위한 경쟁이 치열
•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5G, IoT, 인공지능, ICT 융합 등 新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의 글로벌
표준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표준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표준화 추진 3대 요소(사람, 기술,
전략) 확보와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력 강화 필요
표준화 추진 3대 요소

사람
(표준화 기구)

기술
(표준화 대상)

기술을 표준으로 구체화하는 주체이며,
이들의 활동 무대가 표준화기구

표준 전쟁의 핵심성공요인
우수 기술

표준 결정능력

R&D-특허

표준화전문가, 의장단

기술
서비스 구현의 필수 요소이자 상호운용성

글로벌
표준화

확보를 위한 표준의 입력 요소

사람

전략

전략
(표준화 방향)

기술 수준과 표준화 전문가들의 양적,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유효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필요한 전략

제휴와 협상
국제 : 정부/민간
시장 : 포럼, 협의체

시장 경쟁
상용화,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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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 현황
구분

공식표준화기구(De-jure)

주체

• 사회적으로 공인된 표준화기구

방법

• 공정·투명한 표준화 절차 마련
• 모든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사실표준화기구(De-facto)
• 기업간 연합체(기업 또는 개인이 회원)
• 유사 기술분야에 다수 연합체가 표준화 경쟁
• 비교적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마련
* 일부는 비공개

• 국가대표, 기업 등
• 참여가 개방(Open)

• 개인, 기업 등 회원자격 제한

분야

• 비교적 광범위한 대상을 표준화

• 특정 기술분야

기간

• 3~6년 소요

• 신속한 절차(2~3년 이내)

• 표준(Standard)

• 규격(Specification)

• 국제표준화기구 : ITU, ISO, IEC

• 미래통신·전파 분야 : 3GPP, IEEE, IETF, Bluetooth
SIG, Wi-Fi 얼라이언스,
Zigbee 얼라이언스, GSMA 등

참여자

결과물

대표
기구

• 지역표준화기구 : ETSI(유럽), APT(아태)
• 국가표준화기구 : A
 NSI, ATIS, TIA(미), ISACC(캐),
TTC, ARIB(일), CCSA(중), TSDSI(인),
TTA(한) 등

• SW·AI 분야 : Linux, OASIS, OMG, W3C 등
• 블록체인·융합 분야 : oneM2M, OCF 등
• 디바이스 분야 : SAE, 5GAA 등
• 방송·콘텐츠 분야 : ATSC, DVB 등
• 차세대보안 분야 : FIDO 얼라이언스 등

3GPP, 5GPPP, Small Cell Forum,
GSMA, IrDA, NFC Forum, WIF,
NGMN, OHA, FIRA, MULERFIRE,
O-RAN Alliance, Open RAN Policy
Coalition, Next G Alliance, IOWN

현
상
도

TTC

ATIS

(일본)

(미국)

Broadband Forum,
FSAN Ethernet Alliance,
IEEE802, IETF, MEF, OIF,
ONF, HDbaseT Alliance
Bluetooth SIG, Wi-Fi
Alliance, Wi-SUN, LoRa,
CSA, Z-Wave

ARIB

TIA

(일본)

(미국)

APT

ETSI

(아태지역)

(유럽)

TSDSI

ANSI

국제표준화기구

(인도)

(미국)

지역표준화기구

CCAS

ISACC

(중국)

(캐나다)

국가표준화기구

AirFuel Alliance, OGC, WPC
FIDO Alliance,
Raise Forum,
Cloud Security Alliance,
Secure Tech Alliance
IDF, Al Security Alliance
AOM, ATSC, CableLabs,
DRM Consortium, DVB,
MoCA, SCTE, SMPTE,
HbbTV, UHD Alliance,
UHD Forum, World DAB,
8K Association, MPAI
AREA, DCMI, DDEX,
DMP, IMS Global,
Khronos Group,
VSF Web 3D Consortium
IEEE3079, VRIF, CAI

Apache Foundation,
Open Stack Foundation,
Linux Foundation,
OAGi, OASIS, OMG, TOG, W3C,
Hyper-voice, VII

미래통신
전파

차세대
보안

방송
콘텐츠

SW
AI

Fora
Consortia

디바이스

DMTF, ECMA,
Gen-Z Alliance
OCP, OGF, SNIA
3DMF,
ACCELLERA,
ASTM, SEMI
MIPI Alliance,
IEEE RAS,
IRF, PCISIG,
PICMG,USB-IF

5GAA, Autosar,
CCC, Genivi,
Avnu,
Open Alliance,
SAE, AECC
OCF, IIC, Thread
Group, oneM2M,
OMA Specworks,
블록체인
HL7, IHE, PHA
융합
IALA, NMEA,
RTCA Open ADR,
SEPA, ULE Alliance DIF,
EMVCo, EEA, R3CEV, MOBI
IEEE2888, OPC Foundation, ISA

* 주요사실표준화기구, ’20~’21년 신설 사실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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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ICT 표준화 정책
국가

특징

주요 정책
• 미국 정부는 표준화 촉진 전략·제도를 통해 산업체의 표준화활동 지원

※ 제4차 미국표준화전략(United States Standards Strategy, ANSI, ’20. 개정)
※ OMB Circular A-119를 통해 연방정부의 표준화활동 지원유형 제시(’16.1)
※ 상무부 전략 계획(’18~’22) :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퀀텀컹퓨팅,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 연구와 표준화
활동을 강조. 퀀텀컴퓨팅, 인공지능, 제조혁신, 디지털커머스, 무선통신기술, 자율주행차 관련 표준 개발 언급
※ (NIST) AI, 퀀텀컴퓨팅 등 핵심 분야 표준화 선점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표준화 추진 ex) 퀀텀컨소시엄 설립
(’18년), AI표준화 연방정부 참여계획 수립(’18)

※ (퀄컴) ITU, 3GPP, 5GAA, OCF 등 전세계 100여개 표준화기구에 참가하고 있으며, LTE 등 이동통신 분야
표준특허 1위
※ (인텔)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 ’16년, 400여개 기업)를 통해 독자적인 IoT 표준 개발 주도
※ (구글, 애플) 모바일 플랫폼(Android, iOS)을 기반으로 시장 표준화 주도

• 범유럽 정책으로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 조달 규격으로 사실표준화기구 표준의 활용, 중소기업의
표준화 참여 보장을 강조
전략적으로
표준화 활동
지원
(정부-민간
협력)

※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정책(’20) :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 지원을 우선 추진. 글로벌 리더로서의
표준 개발과 확산을 강조. 일련의 세부 정책 발표-White Paper on AI(’20), European Data Strategy(’20),
표준화 전략(Standardization Strategy)(’21예정)
※ 유럽연합은 CEN, CENELEC, ETSI의 3개 유럽표준화기구의 재정을 지원. ICT분야를 담당하는 ETSI의 경우,
지원금은 전체 수입의 약 16%를 차지
※ 유럽연합 연구혁신(R&I)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기술의 표준화 프로젝트 지원: Horizon 2020(’14~’20, 800억
유로) → Horizon Europe(’21~’27, 1,000억 유로)

• ICT 표준화 롤링플랜 수립(매년) : 유럽연합의 연간표준화 작업계획을 바탕으로 정책 지원에 필요한
ICT 분야의 표준화 액션아이템 제시
• 경제 부흥과 사회 혁신을 위한 표준화 추진
※ 성장전략실행계획(’21, 일본경제재생본부) : AI, IoT 등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차원의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전략. 분야횡단적 정책 툴의 하나로 신기술 국제표준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및 국제표준 활용 등 추진
※ 성장전략후속(’21) : ‘Beyond 5G 신경영전략센터’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취득, 국제표준화 전략적 대응 언급
※ Beyond 5G 추진 전략-6G로의 로드맵(’20, 총무성) : 2030년 Beyond 5G 필수특허 점유율 10% 이상 획득
목표

• 통신사업자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Top-Down 방식으로 국제표준화 활동(ITU 중심) 및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
※ SONY, NTT, SOFTBANK 등 사실표준화기구에 참여

• 표준화시스템의 단계적 개혁과 함께, 자국 기업의 국제표준화기구 참여 및 의장단 진출을 독려하여
국제표준화 영향력 기반 마련
※ 표준화작업심화개혁계획(’15~’20) : 2년 단위의 3단계 개혁 추진, 표준화법 개정과 표준 분류 개편 등을 통해
신표준체계로 전환

정부주도로
공식표준화
기구(ITU 등)
영향력
확대 중

※ 중국 국가표준화시스템 발전계획(’16~’20) (’15.12월) : ’20년까지 국제표준 50% 주도. 표준화시스템의
현대화로 표준화플러스(표준화+) 효과를 통한 경제사회 혁신과 발전 도모
※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비전(’21.3): 표준화와 관련하여,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해 UN 등 다자간
국제기구를 통한 디지털기술표준화 참여 언급
※ 국가표준화발전계획(’21.10): 표준화 발전 척도를 양적에서 질적 척도로 전환. 표준화와 기술개발 연계,
대외협력강화, 표준화혁신, 기반강화 등 35개 조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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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ICT 표준화 개요

민간 중심의
• 인공지능이니셔티브법(’20), 양자기술이니셔티브법(’18)을 통해 대규모 R&D 투자와 함께 필요한
표준화
표준화 분야 명시
• 퀄컴, 인텔, 구글 등은 사실표준화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오픈소스 연계 전략으로 표준특허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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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ICT 표준화 정책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18.1월)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21년~2025년) (’21.6월)

R&D–표준화-시장 선점의 선순환 표준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 글로벌 시장
선점과 연계되도록 R&D-표준 연계 확대
및 중소기업 표준 역량 강화

비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월)

신기술·신비즈니스의 제도적·실증적 생태계
구축
•국
 제표준 활동 강화 및 신규 표준 국내 대응
연구개발 확대
•중
 소중견기업의 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 활용 지원과 관련 R&D 지원

디지털 표준을 통한
선도형 경제 대전환

목표

디지털표준 4강

➊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➌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 디지털기술 표준화
•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저탄소기술 표준화

•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➋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➍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
• 新측정표준 개발·보급

•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20.3월)

4대 분야 11대 중점투자 방향
•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과학기술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위기대응 강화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회의(’19.8월)

[전략 1-2] 산업 생태계 혁신 가속화 – 선도사업 성과 고도화
• 핵심 인프라 보완, 규제·제도·표준 정비, 실증사업 지원 등 분야별 전략 고도화를
통한 성과 창출 가속화

정책

개요

세부 내용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
(2018.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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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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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18~’22)
(2018.2월)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 청사진 발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
(2019.4월)

5G 관련 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신규 고용 창출 등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 견인 도모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2019.8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하에 핵심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 추진

인공지능(AI)
국가전략
(2019.12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

•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및 주력산업 고품질 특허·국제표준 확보를
위한 IP-R&D 및 국제표준 R&D 연계 강화
• 4차 산업혁명 대응 유망 표준기술 발굴 및 선제적 표준화 추진
• 관계부처 및 민간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5G+ 전략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범국가적 추진체계 마련
•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우리 5G 기술·서비스의 글로벌化(글로벌 5G
표준화 선도)
• 4대 혁신분야 + 3+1 전략투자 분야 + 8대 선도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 전략을 고도화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을 비롯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견인
• 미래예측에 기반해 규제·법령·표준을 혁신 친화적으로 정비하고,
위험요인도 선제 대비
• AI 반도체 세계 1위, 전국 단위 AI 거점화 등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조성
• 전 생애·모든 직군에 걸친 AI교육 실시 및 세계 최고의 AI인재 양성
• 현 전자정부를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대전환하여 국민 체감도 향상
• 사회보험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AI 윤리 정립으로 사람
중심 AI 실현

PART 1. ICT 표준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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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4대 분야 11대 중점투자 방향
•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연구 확대,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역량 강화, 지역과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확충

2021년 정부 R&D
투자방향
(2020.3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 투자

• 과학기술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 : 주력산업의 기술자립 경쟁력 제고,
신산업의 혁신성장 가속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사업화-창업 지원 강화
•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 국민의 안전한 삶 지원 강화,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국민건강 및 생활 편익 증진

•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D.N.A.(Data-Network-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교통·수자원·도시·물류 등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추진
1. D.N.A. 생태계 강화 : 新 제품·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全(전) 산업 데이터·5G·AI 활용 가속화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2020.7월)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을 제시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전국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 추진
3. 비대면 산업 : 의료·근무·직업훈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4. SOC 디지털화 : 안전·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산단·물류 등 스마트화로 연관산업 경쟁력 제고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2021.3월)

제5차
국가표준 기본계획
(2021~2025)
(2021.6월)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구체화한 2021년 과학기술정책 운용방향을
제시하여 연구현장의 과학기술정책 예측성을 강화
과학기술기본계획 분야별
실행과제 수립

• 과학기술정책 운용기본방향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 청사진 마련,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R&D
100조 시대 민간R&D 생태계 조성 등 2021년도 중점관리 과제를
선정(5개)하여 민관 합동으로 추진 실적을 점검, 합류
• 디지털 기술 및 저탄소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선도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표준화에 범부처가 의기투합

•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등 기업혁신 지원
•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위한 국민행복 표준화 추진
• R&D 표준연계 강화 등 표준화 기반 구축 강화
• 디지털 융·복합을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여 메타버스·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1 D.N.A. 생태계 강화 : 마이데이터 全산업 확산(개인정보법 개정)
및 가명정보 활용 지원, 디지털 경제전환 3법 제정, 6G 국제공동
연구·개발협력체계 구축

한국판 뉴딜 2.0
(디지털 뉴딜 2.0)
(2021.7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1년간 대내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안 제시

2.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 초·중·고 고성능 Wi-Fi 조기구축, 닥터
앤서 클리닉 운영,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보급 추진, 스마트
기술(Io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상점 질적 고도화
3.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5G·AI 기반 로봇·서비스 융합 실증, 공공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촉진, 다부처 대규모 블록체인 기술 융합·연계
프로젝트 추진, 지능형 IoT서비스 발굴 및 적용 확산
4. SOC 디지털화 :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확대 구축

Ⅰ. ICT 표준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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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표준화 추진체계
• ICT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 분야는 산업자원통상부 및 소관부처
국내 표준화

국제협력 및 대응
국가입장 반영/참여

정
부
부
문

국가표준
고시위임

표준화활동 지원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표준심의회

한국ITU연구위원회

정보통신표준심의회

↓
국가표준안 ↓ 운영총괄

운영지원

정보통신전문위원회
COSD
간사기관
지정

민
간
부
문

ICT국제표준화전문가

국가표준개발
및 운영지원

선정/지원

포럼표준제안

제조업체

TTA표준
제정/보급

통신사업자

표준기고
문서투표

ISO/IEC/JTC1

표준기고

포럼/컨소시엄

GSC/CJK/3GPPs/
oneM2M

표준화기구간 협력

국제표준화

표준초안
제안참여

연구기관

ITU

선정/지원

TTA표준화위원회

국가표준안
작성기관 지정

표준기고
문서회람

표준기고

ICT표준화포럼

국가표준안
제안

APT공동기고

APT

운영총괄

표준화전략맵

표준화활동
가이드라인 제시

정부

민간

학계 등

• ICT 분야 TTA 단체표준(TTAS) 추진체계(TTA 표준화위원회)
[2021년 11월 기준, 80개 위원회]

정보통신표준총회

전략계획위원회

IPR 전문위원회, 작업방법 전문위원회

프로젝트조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통신용어표준화위원회

8개 기술위원회(TC)

54개 프로젝트그룹(PG)

11개 실무반(WG)

통신망(TC2)

광전송, 스마트홈, 통신설비, 이더넷, 네트워크/서비스품질, 통신망응용

ICT융합(T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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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T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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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콘텐츠(TC6)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웹, 메타데이터,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전자문서 표현/접근성, CPS, 디지털콘텐츠

방송(TC8)

모바일방송,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방송공통기술, 위성방송

RF정합 테스트, 시스템 및 코덱 정합 테스트

전파/무선통신(TC9)

전파자원, 공공안전통신, 특수통신, LBS 시스템,
ITS/차량/철도 ICT, 근거리 무선통신, 스마트전력전송

전자파적합성/전파특성, 전자파인체보호,
지중/수중통신, 해상/항공통신,
긴급구조 측위시스템,
철도통신시스템, 모바일 무선전력전송

지능정보기반(TC10)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기반기술, 블록체인기반기술

oneM2M 특별반

이동통신(TC11)

CJK/ITU-R IMT 표준, 이동통신 무선접속, 이동통신 네트워크,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이동통신 서비스

RCS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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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
APG
아태지역 WRC 공동제안서 개발

ITU/APT 국내 대응 조직 운영
산업계
표준기술 개발

한국 WRC 준비단

기술 제안

한국ITU연구위원회

의제분석 협력

운영위원회, 5개 연구반
운영위원회

제도, 기획
및 체계분석

TTA 표준화위원회

전문가 지원

국내 표준연계

8개 기술위원회 등, 54개 PG

TTA 대응 준비반

전략 참조

의제분석 협력

ITU-R

ITU-T

ITU-D

연구단
및
7개
연구반

연구단
및
11개
연구반

연구단
및
2개
연구반

국제표준화
협력 및 대응

AWG 준비반, ASTAP 준비반

아태지역 권고 개발 및 ITU-R/T 공동대응

AWG/ASTAP

• ISO, IEC, JTC1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

국제표준화
협력 및 대응

ISO/IEC/JTC1 국내 대응 조직 운영

정보통신 전문위원회
ISO

IEC

JTC1

2개 전문위원회

11개 전문위원회

19개 전문위원회

의제분석 협력

국내 표준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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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표준기술 개발

전문가 지원

국제표준화
전문가Pool

전략 참조

제도, 기획
및 체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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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대응체계(포럼) 구축(’21년)
기술 분류(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사실표준화기구 미러 포럼(5개 포럼) / 신규 선정 포럼(4개 포럼)

5G포럼 •
IEEE802포럼 •
사회안전시스템포럼 •
IETF미러포럼 •
SDN/NFV포럼 •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 •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
공공안전통신망포럼 •
위성통신포럼 •
미래양자융합포럼 •
웹표준기술융합포럼 •
지능정보기술포럼 •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
All@CLOUD 포럼 •
MEC포럼 •
DNA+드론 표준화포럼 •
지능형금융포럼 •
MPEG 뉴미디어포럼 •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 •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포럼 •
디지털가상화포럼 •
지능형콘텐츠표준화포럼 •
한국스마트사이니지포럼 •
학습혁명포럼 •

미래통신
전파

• 스마트의료보안포럼
• 5G보안포럼

차세대
보안

• 3D프린팅창의융합표준화포럼
• 스마트로봇표준포럼
• 스마트카미래포럼
• 인공지능반도체포럼

SW
AI

ICT 표준화 포럼
(41 Forums)

방송
콘텐츠

블록체인
융합

디바이스

•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 OCF Korea Forum
•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 스마트자율운항선박포럼
• 에너지데이터프로슈머포럼
• 스마트헬스표준포럼
• 스마트철도표준화포럼
• 5G기반 스마트공장포럼

PART 1. ICT 표준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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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사례
•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으로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新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채택기구/연도

설명

5G 이동통신

ITU-R [M.2020]
(2020.11)

•5G 서비스(eMBB, URLLC, mMTC) 제공을
위한 이동통신 표준
(국내 5G 기술의 국제 표준 반영)

인공지능·머신러닝

ITU-T Y.3531
(2020.9)

•클라우드컴퓨팅의 머신러닝 데이터 처리와
테스트 등의 기능 정의 및 요구사항 규정
(인공지능 플랫폼 및 알고리즘 개발 기반 마련)

저전력 IoT

ITU-T Y.4475
(2020.8)

•IoT 기기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능형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제시
(소프트웨어 구현을 통해 기존의 저전력 IoT보다
더욱 효율성 높은 저전력 IoT 기기 운영 가능)

지능형 차량 통신
보안

ITU-T X.1375(2020.10),
ITU-T X.1374(2020.10),
ITU-T X.1371(2020.5),
ITU-T X.1372(2020.3)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의 고도화,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에 따라 ITS 보안성
강화를 위한 표준
(국내 기술의 국제시장 경쟁력 확보)

C-ITS 서비스와
자율주행을 위한
무선통신기술

ITU-R M.2084-1
(2019.12)

•저지연 응답 특성(100msec 이내)을 갖는
차량간 직접 통신(V2V)과 차량과 인프라간
무선통신(V2I) 기술에 관한 표준

분산원장기술
(블록체인) 보안

ITU-T X.1404(2020.10),
ITU-T X.1400(2020.10),
ITU-T X.1401(2019.11)

•분산원장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보안성
평가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
(국내외 분산원장기술 산업 경쟁력 향상 기여)

양자통신

ITU-T Y.3804(2020.09),
ITU-T Y.3801(2020.04),
ITU-T Y.3800(2019.10)

•양자암호를 위한 양자키분배 네트워크(QKDN)의
개요, 구성요소 및 제어관리를 정의한 표준
(국제 양자암호통신 산업의 주도권 확보)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인식
인증기술

ITU-T X.1094
(2019.3)

•스마트밴드와 같은 다양한 착용형 기기에서
심전도, 심박수 등 생체신호를 이용한
인증서비스 제공시 활용 가능한 기술 표준
(국내기술의 국제시장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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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

채택기구/연도

설명

접근성 요구사항

ITU-T Y.4204
(2019.2)

•사물인터넷 응용 및 서비스를 장애인 및 노약자
등 특정 요구가 있는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의

스마트 ID카드 기반
바이오인증 기술

ITU-T X.1093
(2018.11)

•스마트 ID카드의 소유자 정보 확인을 위한
바이오인증 기술 표준
(국내기술의 국제시장 경쟁력 확보)

클라우드 서비스

ITU-T Y.3506
(2018.6)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를 위한 브로커리지
서비스 개념 및 시스템 정의
(국내기술의 글로벌 시장)

차량 긴급구난체계
(e-call) 데이터 포맷/
프로토콜

ITU-T Y.4468(2020.5),
ITU-T Y.4467(2020.5),
ITU-T Y.4119(2018.1)

•차량 사고시 관제센터에 자동 전송하는
데이터 포맷 및 프로토콜
(국내 기술의 글로벌시장 주도권 확보)

사물인터넷(IoT)

ISO/IEC 29182 시리즈
(2013.~2018),
oneM2M
Release2(2016.6),
ITU-T Y.4000(2012.6)

•IT 기반으로 서로 다른 기기·단말이 연동이
가능토록 하는 기술
(우리 기업의 국제시장 진출 기반 마련)

대면 상황
음성 통역

ISO/IEC 20382 시리즈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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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DaaS
시스템

ITU-T Y.3503(2016.7),
ITU-T Y.3501(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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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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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G 이동통신

ITU-R M.2012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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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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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휴대폰 20핀 충전기

ITU-T L.1000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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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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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난
안전통신망
(PS-LTE)

3GPP TS22.179,
TS23.179
(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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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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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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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광통신
(LiFi)

IEEE 802.15.7
(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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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인터넷
(WiBro)

IEEE 802.16e
(2005.12)
ITU-R M.1457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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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D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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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및 멀티미디어 규격
(MPEG-1 규격 중 대표적인 것이 MP3 오디오
관련 규격)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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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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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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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 양적 확대에 의존한 경제 발전의 한계를 인지하고, AI, 모바일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노력 중
· 중국은 정부 주도로 표준화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2015년 12월 ‘국가표준화시스템 발전계획(’16~’20)’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국제표준 50% 주도 목표로 관련 자국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및 의장단 진출 독려
※ 중국은 ITU 의장단 진출 22석으로 ’21년 세계 1위 수준(한국은 17석으로 세계 3위)
※ 중국 국가표준화발전계획 : 표준화 발전 척도를 양적에서 질적 척도로 전환. 표준화와 기술개발 연계, 대외협력강화, 표준화혁신,
기반강화 등 35개 조치 제시

• 국내 환경
-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2020.7월 ‘한국판 디지털 뉴딜 추진계획’을 발표 이후에 새로운 요구와 상황 변화에 맞춘 2021.7월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
[디지털 뉴딜]
· D.N.A. 생태계 강화 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발·활용’과 ‘1·2·3차 全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5G·AI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추진
·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분야는 한국판 뉴딜 1.0의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산업 육성을 통합하여
‘디지털 기반 비대면 교육·직업훈련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주요 과제로 추진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분야는 한국판 뉴딜 2.0에 신설되면서 ‘메타버스·지능형 로봇 등 ICT 융합
비즈니스 파격 지원’, ‘클라우드·블록체인·사물인터넷 등 디지털시대 기반기술 육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
· SOC 디지털화 분야는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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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2.0

➊ D.N.A. 생태계 강화

➊ D.N.A. 생태계 강화

➋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➋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통합)

➌ 비대면 산업 육성

➌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신설)

➍ SOC 디지털화

➍ SOC 디지털화
➊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신설)

그린뉴딜

휴먼뉴딜


➊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➋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➋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➌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➌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➍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➊ 고용·사회 안전망

➊ 사람투자

➋ 사람투자

➋ 고용·사회 안전망
➌ 청년정책 (신설)

(안전망 강화)

➍ 격차해소 (신설)
[한국판 뉴딜 1.0 → 2.0 추진과제 변화]

- (시장 선점의 도구) 국내의 글로벌 표준화 위상은 ITU 세계 3위·표준특허 세계 5위 수준으로 뛰어난
성장을 보여 왔으며, MPEG, 5G 이동통신, IPTV 등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달성하였으나, 관련
분야의 글로벌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는 데에 한계 직면
- (중소기업의 표준화 역량) 산업계 중심의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이 중요하나, 주요 경쟁국에 비해
표준화 역량이 미흡하고 시장에서의 파급효과가 큰 新융합·산업 분야 사실표준화기구에서의
산업체 참여 비율은 저조
※ 중소기업은 표준 인식·인력·예산·시간 부족, 표준화 정보 및 구현능력 미흡
※ 291명의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중 산업계 전문가는 22.0%(63명)에 불과(’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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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

과거

환경변화

현재

시장 트랜드

개별 기술 중심 표준화

제4차 산업혁명

지능화기술 기반 융합표준화

표준화 중심

De-jure 중심

시장맞춤형 적시 표준화 요구

De-facto 대응 강화

표준화 주도

기술우위 선진국 주도

중국 등 신흥국 부상

신흥국과 표준화 협력 강화

표준 적용

양적 성과 위주 표준개발

양적 성장 – 질적 성장 격차 심화

상용화가 가능한 표준개발

지원 체계

연구기관/대기업 위주

표준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경쟁

중소기업 표준화 지원 확대

표준화 대상

기술 중심 표준개발

ICT를 통한 삶의 질 개선

국민편익형 표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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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표준화전략맵의 필요성
- 표준 환경 변화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표준화 분야의 지속적 발굴과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표준화 추진 필요
-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글로벌 표준화 경쟁 환경 대응과 명확한 표준화 대상과 목표 설정, 체계적인
접근방식과 전략적인 국내외 표준화활동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ICT 표준화 추진전략
가이드라인 필요
국제표준이 세계시장 선점 및
확산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중장기적
ICT 표준화활동 기획 필요

ICT 표준화전략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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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조사분석

• 사실상

표준 전쟁
(세계시장 지배전략으로 활용)

• 국내외 ICT 정책, 국내외 유관기관 전망
•주요 국내외 표준화기구 등 항목 분석
국제표준화

국제 표준화 주도
• 질적으로

우수한 핵심표준 개발…
(표준 선점 후 상용화 가능)

민간

• 중국

등 신흥국의 …
표준화활동 강화

중소기업 표준화 역량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 산업계

중심의 표준화활동…
(중소기업의 표준화 역량 확보 필요)
• ICT 표준기술을 활용한사회문제 해결

국내외 표준화 환경분석

정부

불편
불공정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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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서비스
불량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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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및 근거
• 추진목적
-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ICT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표준화
기구에서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대응 방향을 포함한 ICT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 가이드라인을
산·학·연·관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조기 선점과 국제표준화 경쟁력 제고에
기여
- ICT 표준 기반으로 全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표준화 전략수립 → 표준 초안 개발 → 국내 표준화 → 국제 표준화 → 표준 보급·확산」에
이르는 표준화 전주기에 이르는 표준화 가치 사슬을 구성하여 新시장 창출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AI,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전략적 표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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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

우리 기술의 선제적 국제표준화 추진

표준화
위원회

정책수립

표준화
전문가

표준화
포럼

국제기구
대응
위원회
정보제공

출연 (연)
중소기업

ICT 표준화전략맵

정책제시

활동 참여

협회 및 단체 등

...

대학

대학

연구소

대기업

중소
중견

[국내외 표준화 추진체계]

벤처

협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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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전략연구

글로벌
사실표준화 대응
ICT R&D
(표준개발사업)

국내 ICT 표준
제·개정

사실표준화기구

ICT 표준
동향 및
정보 분석

국제 공식표준화
대응 및 국가표준

ITU-T/R/D, APT
표준화 기구
협력체
(GSC, CJK)

미러 Committee

한국ITU연구위원회

(3GPP, oneM2M)

ICT R&D
(정부기술개발)

ICT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표준화전략포럼

민간 표준

국가표준(KS)

인큐베이팅포럼

산·학·연
(민간R&D포함)

ICT 표준화
항목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미러포럼

(IETF, IEEE, OCF..)

통신
사업자

학계

중소벤처
/연구기관

타산업체

표준개발확산포럼
다부처협력포럼

D.N.A. 기술 기반
표준화위원회

표준화정책포럼

ICT 응용기술 기반
표준화위원회

ICT 융복합 표준화

ICT 핵심기술 표준화

융합/혁신 서비스 분야
부처간, 표준화 기구간
협력형 표준화

4차 산업혁명 관련
D.N.A. 기술
집중/중점 표준화

정보통신전문위원회

ISO/IEC/JTC1

[표준화 가치 사슬]

•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연구성과평가법) 제12조(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제15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5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ICT 표준화전략맵(Standardization Strategy Map) 개념
국내외 ICT 분야의 정책, 시장, 기술, IPR 현황 및 주요 표준화기구의 표준화 추진 현황분석 등 국내외 표준화 환경분석(SWOT)을
통해 체계적인 표준화 추진을 위한 3대 요소(표준화 대상, 기구, 방향)를 수립함으로써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주요
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 대응 전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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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ICT

분야 표준화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된 것은 2002년 ‘정보통신 표준개발 중기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2003년 ‘표준화로드맵’으로 개발되었고, 2010년부터 현재의 ‘ICT 표준화전략맵’으로
명칭이 변경
• 매년

개정 작업을 통해 목표 지향적인 표준화항목 발굴과 표준화 전략 방향을 제시
•표준개발 …
중기계획 수립

•정부정책과 …
일관성 유지 :
IT839 전략
•표준화 Vision 및 …
기대 효과 포함
•SWOT 분석 …
상세화

•기술 및 …
표준 수준 조사
•표준특허 전략 …
포함
•오픈소스 현황 및 …
연계 전략 포함

•ICT 융합서비스 …
표준 프레임워크 …
전략 개발
- 스마트팜, 스마트헬스
분야 잠재표준 …
추진전략 제시

2004

2017

2021

2002

2010

•연구방향 전환 : …
중기 계획 → 표준화로드맵
•표준화로드맵 …
프레임워크 개발
- 매트릭스 분석 모형 개발 …
추진전략 제시
- 국내외 시장, 기술개발,
표준화 현황 분석
- 표준상태전이…
(선행/병행/후행) …
분석모형 개발

•표준화로드맵 → …
표준화 전략맵
•기술개발과 …
표준화 연계 분석
•스타형 지수 …
분석모형 개발 : …
세부 항목별 …
표준화 추진전략
제시

2019
•기술간 …
연계도 포함
•중장기 표준화 …
전략 상세화

2022
•ICT 융합서비스 …
표준 프레임워크
전략 개발
- 스마트 이동체,
스마트 에너지
분야 잠재표준
추진전략 제시

• ICT

표준화 전략의 발전 과정은 크게 탄생기와 발전기, 성숙기, 재도약기의 네 단계로 구분
구분

시기

세부 추진내용

탄생기

2002~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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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

200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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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기

2010~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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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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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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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개발

  추진체계
• 표준화전략맵 개발 간사 기관인 TTA 표준화본부를 중심으로 표준화전략맵 자문위원회와 20개 중점
기술별 기술표준전략위원회, 1개의 특허분석 자문위원회로 구성

TTA표준화본부(간사부서)
표준화전략맵 자문위원회

(과기정통부 담당관, 총괄 PM, ITU, JTC1, 포럼 전문가)

기술표준전략위원회(분과1)

기술표준전략위원회(분과n)

분과1

분과n

분과장

분과장

위원

특허분석 자문위원회

위원

위원

소분과1~n

소분과1~n

소분과장

소분과장

위원

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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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전략맵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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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전략위원회

•중점기술별 관련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로 340명으로 구성되며, 중점기술별 국내외 정책·
시장·기술·IPR·표준화 동향 파악 및 분석, 표준화항목 발굴과 항목별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특허분석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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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A 표준화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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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조사분석
중점기술 선정

ICT 사전조사분석

중점기술 후보군 전문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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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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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기술(안) 도출  표준화전략맵 자문위원회 검토

기술별 현황분석
전략수립

기술별 현황분석

항목별 전략수립

중점
표준화 항목
도출

•연도별 주요현황 및 이슈
• 국내외 정책ㆍ시장ㆍ기술개발ㆍ
IPR·표준화 현황분석

• 국제표준화기구

대응 및 국내표준화 계획
• 기술개발-IPR-표준화

연계방안 등
• 중장기

표준화 계획

표준화전략맵(초안)  산·학·연·관 전문가 검토 및 보완  발표회

정부

국가 ICT 표준화 정책 수립 참고자료 및 표준개발을 위한 과제 기획 시 활용

민간

산·학·연 배포를 통해 국내외 표준화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개발경과
(’20.12월~’21.2월)
국내외 정책, 시장, 기술개발,
국내외 표준화기구 현황 등
조사ㆍ분석 및 전문가 설문조사

(3~9월)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전략맵 개발

(20개 기술표준전략위원회별 Kick-Off 및 1~5차 회의 개최)
(특허분석 자문위원회 회의는 별도 개최)

(3월)
표준화전략맵 자문위원회 개최(3.5.)

사전
조사ㆍ분석

20대 중점기술
선정

(3월)
20개 중점기술 선정(3.18.)

표준화전략맵
개발

의견수렴 및
발표회

(6~11월)
표준화전략맵 초안 발표회 개최
(6.16.~17., 8.18.~19., 11.17.~18.) 및
산·학·연·관 대상 표준화전략맵 초안 의견 수렴

(학회연계) 한국통신학회 하계학술발표회(6.16.~19.)
한국전자파학회 하계학술대회(8.18.~20.)
한국통신학회 추계학술발표회(11.17.~19.)

(9~10월)
표준화전략맵 보고서 수정보완

(‘한국판 뉴딜 2.0’ 발표(’21.7월)에 따라
전략맵 구성 변경 : 디지털 뉴딜 1.0 → 2.0 전략별)

발간 및
배포

(11월)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발표

(GISC2021과
연계 발표, 11.12.)

(11~12월)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보고서 및
표준화전략맵 활용/
개발맵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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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조사·분석(’20.12~’21.2월)
- 국내외 ICT 현황 조사·분석
· 한국 및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 ICT 정책 분석
· 국외(가트너, IDC 등 6개 기관 및 매체), 국내(IITP, KIAT 등 6개 기관) 주요기관 보고서 및 언론·매체 선정
유망기술 분석
· ITU-T/R, ISO, IEC, JTC1 등 국제공식표준화기구 워크아이템 2,560건 분석
· 105개 포럼 및 컨소시엄 회원사 수 분석을 통한 활성화 정도 조사 및 주요 글로벌 기업의 가입여부 등 분석

- 주요 이슈 키워드 발굴
· 정책/전망(국내외 ICT 환경 분석), 표준(공식·사실) 분석을 기반으로 분야별 키워드별 의미 연계 및 군집
분석, 구조화하여 중점기술(안) 후보군 30개 발굴

- 정부부처 주요 이슈 현황 반영 협의(’21.1.25.~27.)
· 정부부처의 정책방안 및 IITP 전담기관의 주요 이슈 현황 조사 결과에 대한 정부부처 정책 및 IITP 전담기관의
의견 검토

- 전문가 설문조사(’21.1.25.~2.8.)
· 조사대상 : ICT 전문가 Pool(기술표준전략위원회, 한국ITU연구위원회, JTC1 전문위원회, 정보통신표준화
위원회, ICT 표준화 포럼,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자문서비스 전문가) 등
· 조사항목 : ICT 관련 중점기술(안) 후보군에 대한 전략적 중요도(정책부합성,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IPR확보 가능성), 국제 표준화를 위한 국내 역량(기술, 표준, 기여도), 시급성 등

•중
 점기술 선정(3월)
- 중점기술(안) 선정
· 정책/전망(국내외 ICT 환경 분석), 표준(공식·사실), 전문가(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중복배제 및
그룹핑을 통해 중점기술(안) 20개 선정

- 20개 중점기술 선정
· ICT 표준화전략맵 자문위원회(3.5.)를 통해 5G/B5G, AI/DATA, 사물인터넷, 디지털 트윈, 스마트공장·
시티·팜·헬스·모빌리티 등 20개 중점기술 최종 선정(3.18.)
Ver.2021 대비 중점기술 조정 내용
•디지털 트윈 신규 추가
•지능형 이동체 : 지능형 항공 이동체, 지능형 해상 이동체

•중
 점기술별 표준화전략맵 개발(3~9월)
- 중점기술별 기술표준전략위원회 구성
· T TA 표준화위원회, 한국ITU연구위원회,
정보통신전문위원회, ICT 표준화 포럼, 국제 표준화
전문가 등 표준화전문가 344명(산:학:연:관:기타 =
19%:15%:47%:1%:18%)으로 구성
· 기술개발과 표준화 계획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중점기술별 과기정통부 PM, 산업부 PD/NSC 참여
·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및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전문가 20명으로 별도 구성된 특허분석 자문위원회를
통해 특허분석 및 표준특허 전략 개발 전담

•AI/DATA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지능형 디바이스 : 지능형 로봇, 지능형 반도체
특허 분석,
20명
PM/PD/NSC,
21명
관, 1명
0%

PG담당,
23명

6%

7%

6%

산, 66명

19%

산·학·연·관 전문가
총 344명 참여
연, 162명

47%

학, 51명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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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분과별 Kick-Off 회의 및 1~5차 회의 등 총 165회 개최
3~4월

•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위원 구성 협의

제1차 회의

4~5월

• 작업범위/방향 및 중점 표준화 항목(안) 협의

제2차 회의

5월

• 국내외 현황분석(정책, 시장, 기술개발, IPR, 표준화 등)
• 중점 표준화 항목 결정

제3차 회의

6월

• 현황분석 최종 검토, SWOT 분석 및 전략 포지셔닝

제4차 회의

7~8월

• 항목별 표준화 전략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제5차 회의

8~9월

• 보고서 초안 검토 및 보고서 일관성 검토

•표
 준화전략맵 초안 발표회 개최(6~12월) 및 산·학·연·관 의견수렴(6월), 보고서 수정보완(9~10월)
- 표준화전략맵 초안 발표회 개최
· 6.16.~17., 한국통신학회 하계학술발표회(6.16.~18.)와 연계 추진
· 8.18.~19., 한국전자파학회 하계학술발표회(8.18.~20.)와 연계 추진
· 11.17.~18., 한국통신학회 추계학술발표회(11.17.~19.)와 연계 추진

-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 2021) 개최(11.10.~12., 온라인) : 표준화전략맵 Ver.2022 발표
- ‘한국판 뉴딜 2.0’ 발표(’21.7.)에 따라 전략맵 구성 변경 : 디지털 뉴딜 1.0 → 2.0 전략별
•발
 간 및 활용(11~12월)
-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발간 (12월) : 정부, 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표준화
정책수립 및 국내외 표준화활동 가이드라인과 교육/참고자료로 활용
※ TTA 홈페이지(tta.or.kr) → 자료마당 → TTA 간행물에서 확인 가능

표준화전략맵과 기술로드맵 연계 추진

•(기술로드맵 ▶ 표준화전략맵) 20개

중점기술별 기술표준전략위원회 운영 시 분야별 PM이 총괄자문으로 참여하여
R&D 기획과의 일관성 유지
•(표준화전략맵 ▶ 기술로드맵) 각
 분과별 회의 종료 시마다 수회차에 걸쳐 표준화전략맵 보고서 공유를 통해 기술
로드맵에 표준화 동향 및 전략 반영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Kick-Off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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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보고서 구성

  표준화전략맵 보고서 구성
※ 표준화 항목 (예: 스마트시티)

목차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항목

1. 표준화 개요
1.2. 중점 표준화 항목
1.3.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인
프
라
기
술

2. 국내외 현황분석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2.2. 정책 현황 및 전망
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

2.4. IPR 현황 및 전망
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

플
랫
폼
기
술

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3.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표준

3.1. 표준화 SWOT 분석
3.2. 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표준화 전략
3.3.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 SWOT 분석 (예: 스마트시티)

기회 기
요인 술
(O)
표
준

시
장

• 도시 내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의 연계를 위한 솔루션
미비
• ITU-T SG20, IEC TC268
등의 국제표준화 초기 단계
• J-SCTF를 통한 표준화 협력
추진 중
• Microsoft, IBM 등의
대표적인 솔루션 존재

위협 기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술
요인 술 기반의 솔루션 존재
(T)
표
준

• 국제표준화 활동에
국내 전문가 참여 미흡

3GPP RAN/
SA/CT

②

○

JTC1 SC25
WG1, IEEE
PLCSC

③

○

ITU-T SG20

②

○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이 외부 시스템 및
서비스/응용과 연동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및 프로토콜 바인딩 정의

ETSI ISG CIM,
oneM2M
WG2(SDS)

⑤

○

•기존 데이터 모델 연계 및 웹 기반 데이터
모델을 고려한 스마트시티의 도메인별 센서 및
서비스 관련 데이터 모델 정의

oneM2M
WG1(RDM),
TM Forum,
ITU-T SG20,
ISO TC268

④

○

•5G 기술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유즈케이스
도출 및 요구사항 정의

•스마트시티의 실시간 이벤트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 플랫폼 요구사항 정의

② 유즈케이스 및 요구사항 표준
④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⑥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 중점 표준화 항목별 전략목표 포지셔닝(예: 스마트시티)

강점요인(S)

• 개발도상국 등의 스마트시티
구현 의지 높음

○

[표준화 특성]
① 개념, 정의 표준
③ 기능 도출 및 참조구조 표준
⑤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작성위원], [참고문헌], [약어]

시
장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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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약점요인(W)

시 • 140여개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확산 추진 중
장

시
장

• 표준에 기반을 두지 않은
구축에 의해 추후 상호운용성
문제 발생 가능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
기술 확보
술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5대 연계 서비스 기술 확보

기
술

• 각 영역별 플랫폼을 통합하는
상위 플랫폼 개념의
통합플랫폼 형태의 기술

표
준

중점
항목

ITU-T SG20

스마트 가전
•스마트시티의 전력수요 관리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가전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및 참조모델 정의
참조모델 표준

2.1. 연도별 주요 현황 및 이슈

국외환경요인

Target SDOs 특성

도시 인프라
•IoT 기술을 사용하여 도시 인프라의 모니터링을
모니터링을 위한
위해 설치된 센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센서 관리시스템 표준 시스템의 요구사항 및 참조구조를 정의

1.1. 기술개요

국내역량요인

표준화 내용

• ITU-T SG20의 스마트시티
관련 표준화 그룹의 의장단 확보
• J-SCTF에 전문가로 참여 중

SO전략

국내
역량

높
음

표
• 체계적인 국내 표준 제정 미흡
준

WO전략

• (시장) 국
 내 통합플랫폼 기술의
개도국 수출 추진

• (시장) 체
 계적인 국내표준 정립 및
기존 국내 표준의 제·개정 추진

• (기술) 도
 시의 개별 플랫폼의 연동을
위한 솔루션으로 통합플랫폼의
보급 추진

• (기술) 도
 시 통합플랫폼 중심의
개별 서비스 연동 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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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공략

선도경쟁공략

◑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 표준
◑ 스마트가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상호운용성 참조모델 표준
◑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
◑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표준
◑ 주택 전력 에너지 사용량 (AMI)
빅데이터 및 정보 모델 표준

◑ 3차원 공간객체 모델 및 공유
인터페이스 표준
◑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
◑ 탄소중립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비 자원 효율 측정 및 평가 표준
◑ 스마트시티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표준
◑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표준

3.0

보
통

추격/협력공략

• (시장) 도
 시 통합 관제센터 구축과
병행한 통합플랫폼 기술의
수출 추진
• (기술) 도
 시 통합 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통합플랫폼 기술의
추가 개발 추진
• (표준) ITU-T SG20을 중심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고, 각 IEC 및
JTC1과 표준화 협력 추진

WT전략
• (시장) 국
 내 통합플랫폼과 기존 도시
운영 시스템과의 연동 기술
보급을 통한 적용 분야
확대 추진
• (기술) 국
 내 통합플랫폼과 기존 도시
운영 시스템과의 연동 기술
개발 추진
• (표준) 신
 속한 국내표준 정립 및
국제표준 반영 추진,
ITU-T SG20 중심의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ITU-T, IEC, JTC1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 국내 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하여,
진행 중인 주요 기반 표준에 국내 기술의 반영이 어려운 상황

 중점기술별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 분석 및 현안 사항

전략적수용

◑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
◑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시험 표준

• (표준) ITU-T SG20을 중심으로
• (표준) 체
 계적인 국내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하고, J-SCTF를
제·개정 추진 및
활용하여 IEC 및 ISO의 표준화
국제표준 반영 추진
추진현황 파악 및 대응 추진

ST전략

지속/확산공략

낮
음

국제
표준화
단계
표준기획

의제연구

초기

항목승인

표준초안

진행

표준승인/발간

표준활용/확산

완료

 국제

표준화 단계(초기, 진행, 완료) 및 국내역량
(높음, 보통, 낮음) 수준에 따라 중점 표준화 항목별
전략목표(차세대공략, 선도경쟁공략, 추격/협력공략,
지속/확산공략, 전략적 수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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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표준화 항목별 전략 분석 내용 (예: 스마트시티 –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 항목)
(추격/협력공략 | 병행)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5

5
4

4
3

3
2

전략적중
요도/
국내
역량

정책
부합성

5

4

3

2

2
1

1

1

1

1

1

2
3

4

5 국제표준화
국내 기여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4
5

국내

□ 기초연구 → □ 실험 → □ 시작품 → ■ 제품화 → □ 사업화

국외

□ 기초연구 → □ 실험 → □ 시작품 → ■ 제품화 → □ 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ETRI

[표준화 계획]
• ITU-T SG20은 도시 인프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 Y.infra를 2022년 말까지 개발 예정
• ITU-T SG20은 센서 통합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Y.isms를 2022년 말까지
개발 예정이며, 이후 센서 통합 관리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는 Y.nmm국제
isms의 개발을 추진할 예정
표준화

국내
참여
업체/
기관

IPR 확보
가능성

(미국) GE/AT&T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 표준기획 → □ 의제연구 → □ 항목승인 → □ 표준초안 → □ 표준승인/발간 → □ 표준활용/확산

국제

□ 표준기획 → □ 의제연구 → □ 항목승인 → ■ 표준초안 → □ 표준승인/발간 → □ 표준활용/확산
(중국) CMCC/화웨이/ZTE, (일본) NTT DOCOMO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22 신규)
중국을 중심으로 ITU-T SG20에서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 기술, 인프라 관리를 위한 센서 통합 관리 기술 등의
표준화 진행 중에 있으며, 추격/협력공략 항목으로 분류

 전략적중요도/국내역량

6개 분야, 국내외 기술개발 및 표준화 단계 등
정량평가

※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오픈소스
그룹/
프로젝트

관련
표준화
기구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에서 개발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City
Data Hub 커뮤니티를 통해 오픈소스로 공개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허브에 적용하는
표준 데이터 모델 명세 제공하므로 해당 사업 컨소시움 외 업체들도 솔루션 활용 및
검증에 참여 필요

오픈소스
대응전략

•IoT 오픈소스 협의체 OCEAN은 스마트시티 표준 데이터 모델과 스마트시티 플랫폼
연동 S/W의 오픈소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IoT 플랫폼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업체의 활용 검증 필요
•외국의 경우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을 위한 NGSI-LD API 구현을 djane, Orion-LD,
Scorpio 및 Stellio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거나,
국내 솔루션과의 상호운용성 연동 검증 추진 필요
•OCF 표준을 지원하는 IoTivity에서는 레거시 장비 및 상용 클라우드 환경과 연동하기
위한 브릿지 모듈을 개발 중. 해당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브릿지 모듈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오픈소스를 활용 연동 환경 구축 및 검증이 필요

표준화
연계전략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데이터 모델 모두 표준과 S/W 개발이 병행으로
추진되는 항목으로서 표준화 대응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오픈소스 기반의
시제품 개발 및 제품화 추진 필요

대응
방안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중국 주도로 진행 중인 Y.infra
와 Y.isms의 중복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주도로 2012년에 개발 완료한
ITU-T F.744(Service description and requirements for ubiquitous sensor
network middleware)와의 차이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내의 USN 관련 기술 반영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는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
시스템 –제1부: 요구사항 및 제2부: 참조구조를 기반으로 제3부: 레거시 화재수신기용
데이터 모델, 제4부: 식별체계, 제5부: 연동 인터페이스, 제6부: 연동방법 및 제7부: IoT
국내
소방시설 등의 표준을 2023년까지 개발할 예정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소방설비 고장 및 사고 예방을 위한 IoT 기반 소방 관리시
스템 표준 개발 과제와 연계하여 표준 개발 및 개발된 표준의 검증을 수행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를 통해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을 위한 표준 세트를 개발

표준
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실시간
재난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실시간 화재안전관리시스템 개발 과제를 통해 도출된 특허를
중국 주도로 개발 중인 국제표준에 반영

연계
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실시간 재난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실시간 화재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과제 및 소방설비 고장 및 사고 예방을 위한 IoT 기반 소방 관리시스템 표준
개발 과제를 연계하여 개발된 표준의 검증을 수행

 국제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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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예: 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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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국가
/기업

국내
표준화

ITU-T SG20

3

5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표준화
단계

3

2

4

기술
개발
단계

2

국제
표준화

TTA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플랫폼 PG/
국내
특수통신 PG,
스마트도시
표준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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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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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
음

○ 중점 표준화 항목 1
◑ 중점 표준화 항목 2
● 중점 표준화 항목 3

선도경쟁공략
○ 중점 표준화 항목 4
◑ 중점 표준화 항목 5
● 중점 표준화 항목 6

보
통

지속/확산공략
○ 중점 표준화 항목 7
◑ 중점 표준화 항목 8
● 중점 표준화 항목 9

추격/협력공략
○ 중점 표준화 항목 10
◑ 중점 표준화 항목 11
● 중점 표준화 항목 12

전략적수용

3.0

○ 중점 표준화 항목 13
◑ 중점 표준화 항목 14
● 중점 표준화 항목 15

낮
음

표준기획

의제연구

초기

항목승인

표준초안

표준승인/발간

진행

표준활용/확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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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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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특허 전략 모델(출처 : ‘표준특허 길라잡이’, 특허청/KISTA, 2016)
표준개발진행
(Standard)
표준활용/
확산
표준승인/
발간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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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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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초안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항목승인
의제연구
표준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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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7.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전략

구현

프로토타입/제품

상용화

연구개발진행
(R&D)

번호

전략명

1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2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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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출원 지위확보를 위한
긴급 출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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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권리범위 확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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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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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6

표준 필수특허 설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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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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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8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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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출원 특허 권리 범위
안정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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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표준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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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신규출원, 우선권 주장출원, 보정 등의 방법으로 특허의 권리범위를 보완

12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세부내용
•R&D 기술 접근이 용이한 선행특허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표준을 기고

•특허풀의 로열티 분배기준에 따른 IPR개수 확대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극대화하고 특허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개의 패밀리 특허를 만들어
심사청구를 달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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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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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주요내용

  중점기술 변경 사항
• 중점기술 재정비 : Ver.2021 17개 중점기술 → Ver.2022 20개 중점기술
- (신규·확대) 全산업의 디지털 융·복합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을 신규 추가 하고,
‘실감형 콘텐츠’를 ‘메타버스 콘텐츠’로 확대
- (선택·집중) 5G, AI 등 ICT 핵심 기반기술을 포함한 D.N.A. 중심으로 혁신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생태계 구축을 위해 타산업과의 융·복합 서비스 분야까지 확장하여 선택과
집중 추진
- (재조정) ‘AI/DATA’는 기술분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AI/DATA’와 ‘지능형 디바이스(로봇,
반도체)’로 분리, ‘스마트모빌리티’는 기술분야의 규모를 고려하여 ‘스마트모빌리티’와 ‘지능형
이동체(항공, 해상)’로 분리하여 진행
Ver. 2021 중점기술 17개

Ver. 2022 중점기술 20개

①

5G 이동통신

①

5G/B5G

②

WLAN/WPAN

②

WLAN/WPAN

③

지능형 네트워크

③

지능형 네트워크

④

전파응용

④

전파응용

⑤

사물인터넷

⑤

AI/DATA

⑥

AI/DATA

⑥

클라우드컴퓨팅

⑦

클라우드컴퓨팅

⑦

사물인터넷

⑧

스마트공장

⑧

스마트공장

⑨

스마트시티

⑨

스마트시티

⑩

스마트팜

⑩

스마트팜

⑪

스마트헬스

⑪

스마트헬스

⑫

스마트모빌리티

⑫

스마트모빌리티

⑬

블록체인

⑬

디지털 트윈(신규)

⑭

실감방송ㆍ미디어

⑭

블록체인

⑮

실감형 콘텐츠

⑮

공공안전

⑯

공공안전 ICT

⑯

실감방송ㆍ미디어

⑰

차세대보안

⑰

메타버스 콘텐츠

⑱

차세대보안

⑲

지능형 이동체(항공/해상)

⑳

지능형 디바이스(로봇/반도체)

※ Ver. 2021 대비  파란색: 조정, 빨간색: 신규 및 분과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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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버전별 중점기술 변천
Ver.2018

Ver.2019

Ver.2020

Ver.2021

Ver.2022

5G 이동통신

5G 이동통신

5G 이동통신

5G/B5G

5G/B5G

WLAN/WPAN

WLAN/WPAN

WLAN/WPAN

WLAN/WPAN

WLAN/WPAN

전파응용

특수융합통신/전파응용

전파응용

전파응용

전파응용

위성/무인기 ICT

위성/무인기 ICT
지능형 네트워크

지능형 네트워크

지능형 네트워크

22개

미래통신
·
전파

SDN/NFV
미래네트워크

20개

지능형 네트워크

15개

17개

20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지능정보

AI/DATA

AI/DATA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지능형 로봇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헬스

스마트헬스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스마트팩토리

스마트공장

블록체인

블록체인

SWㆍAI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
융합

스마트X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팜

스마트헬스

스마트헬스
스마트모빌리티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블록체인

블록체인

공공안전

공공안전

스마트디바이스

디바이스

방송
·
콘텐츠

차세대
보안
중점표준화 항목 수
(신규항목 수)

지능형 디바이스(로봇/반도체)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무인이동체 ICT

스마트모빌리티

실감형콘텐츠

실감형콘텐츠

실감형콘텐츠

실감형콘텐츠

메타버스 콘텐츠

실감방송ㆍ미디어

실감방송ㆍ미디어

실감방송ㆍ미디어

실감방송ㆍ미디어

실감방송ㆍ미디어

차세대보안

차세대보안

정보ㆍ물리보안

차세대보안

차세대보안

275개(91개)

275개(79개)

249개(85개)

255개(76개)

지능형 이동체(항공/해상)

융합보안

242개(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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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부 정책과의 중점기술 연계성
•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관계부처 합동, ’17.11)
-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와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방향을 제시
-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AI, IoT 등 범용핵심기술, AR/VR, V2X 등 분야별 응용기술, 무인항공기
자율자동차 등 분야별 혁신사례가 포함된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간 연계도’ 제시
• 한국판 디지털 뉴딜 2.0 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21.7)
-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1년간 대내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안 제시
- 디지털 융·복합을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여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 D.N.A. 생태계 강화 : 마이데이터 全산업 확산(개인정보법 개정) 및 가명정보 활용 지원, 디지털 경제전환 3법 제정, 6G 국제공동
연구·개발협력체계 구축
※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 초·중·고 고성능 WiFi 조기구축, 닥터앤서 클리닉 운영,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보급 추진, 스마트기술
(Io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상점 질적 고도화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5G·AI 기반 로봇·서비스 융합 실증, 공공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촉진, 다부처 대규모 블록체인 기술 융합·연계 프로젝트
추진, 지능형 IoT서비스 발굴 및 적용 확산
※ SOC 디지털화 :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확대 구축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범용
핵심
기술

응용
기술

혁신
사례

AI
Cloud
IoT
Mobile
Big Data
로봇틱스
V2X
지능형 센서
블록체인
AR/VR
유전자 가위
웨어러블
신소재
신재생 에너지
3D 프린팅
CPS
지능형 로봇
무인항공기
자율자동차
스마트 국방
스마트 유통
지능형 금융
스마트시티
바이오
정밀 의료
맞춤형 교육
스마트 복지
스마트 환경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공장

20개 중점기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5G/B5G
WLAN/WPAN
지능형 네트워크
전파응용
AI/DATA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헬스
스마트모빌리티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공공안전
실감방송·미디어
메타버스 콘텐츠
차세대보안
지능형 이동체(항공/해상)
지능형 디바이스(로봇/반도체)

한국판 디지털 뉴딜 2.0
데이터 구축·활용
5G·AI 융합(전산업)
지능형(5G·AI) 정부

D.N.A.
생태계
강화

K-사이버 방역
디지털 기반 교육·훈련
스마트 의료
돌봄 인프라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온라인 비즈니스

메타버스 등
초연결
디지털시대 기반기술 신산업육성
ICT 융합 비즈니스
디지털 관리체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SOC
디지털화

PART 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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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대
혁신성장동력
(’17.12)

AI ★
Cloud ★
IoT ★
Mobile ★
Big Data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5G, IoT)
인공지능

V2X ◆
무인항공기 ◇
자율자동차 ◇

드론(무인기)
자율주행차

스마트유통 ◇
스마트시티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19.8)

한국판 디지털
뉴딜 2.0 종합계획
(’21.7)

표준화전략맵
Ver.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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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5G·AI 융합(전산업)
지능형(5G·AI)정부
K-사이버 방역
디지털시대 기반기술
온라인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AI/DATA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5G/B5G
WLAN/WPAN
지능형 네트워크
전파응용

미래차

디지털 관리체계

스마트모빌리티
지능형 이동체
(항공/해상)

스마트팜

스마트 물류체계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디지털 관리체계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산단

디지털 관리체계

스마트공장

AI/DATA
지능형 로봇

미래자동차
드론

로봇틱스 ◆
지능형 로봇 ◇

지능형 로봇

돌봄 인프라
ICT 융합 비즈니스
디지털 관리체계
스마트 물류체계

AR/VR ◆

가상증강현실

디지털 기반 교육·훈련
ICT 융합 비즈니스

실감방송·미디어
메타버스 콘텐츠

지능형(5G·AI)정부
K-사이버 방역

블록체인
차세대보안

스마트 의료

스마트헬스

디지털 관리체계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관리체계

사물인터넷(일부)
지능형 반도체

블록체인 ◆
지능형금융 ◇

핀테크

웨어러블 ◆
유전자 가위 ◆
정밀의료 ◇
바이오 ◇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신약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
스마트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지능형센서 ◆

지능형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신소재 ◆
3D 프린팅 ◆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스마트환경 ◇

디지털 관리체계

스마트복지 ◇

디지털 관리체계

스마트국방 ◇

디지털 관리체계

맞춤형교육 ◇

디지털 기반 교육·훈련
ICT 융합 비즈니스

공공안전

실감방송·미디어
메타버스 콘텐츠

※ ★ : 범용 핵심기술, ◆ : 분야별 응용기술, ◇ : 분야별 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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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
스마트공장 ◇

9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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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중점기술별 주요 표준화 대상 및 기구
분야

중점기술

개요

5G/B5G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초고속)
전송하고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5G 기반의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유무선 통신기술 및 향후
개발될 B5G(Beyond 5G, e.g., 6G) 기술

인공지능
AI/
DA
TA
빅데이터

차세대보안

인간이 사고·학습·추론하는 이해능력을
컴퓨터상에서 하드웨어 또는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기술
기존의 관리 방법이나 분석 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정형 또는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집합 또는 이러한
데이터 집합을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시각화하는 정보통신 기술
디지털 전환 시대의 ICT 환경에서 위/변조,
유출, 해킹, 서비스 거부 등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전달·저장되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물리적 공간에서의
보안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D.N.A.
생태계
강화

전파
응용

무선전력
전송

전자파 전송의 원리를 이용하여 전선 없이
에너지를 공간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기술

수중통신

음파나 초음파는 물론 다양한 전송기술을
이용한 무선통신 기술로서 이기종
네트워크의 확장성 및 지능화 정보처리를
제공하는 IoUT/IoUS 기술 및 디지털 트윈
응용 등 미래 수중통신을 포함한 기술

위성통신

전자파
환경

정지 및 비정지 궤도 위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유·무선 방송·통신기기를 포함한 전기‧
전자기기로부터 방출되는 의도성 및
비의도성 전자파, 그리고 고출력 전자파
(핵 및 비핵 전자파 포함)로 인한 방송·통신
서비스와 인접 기기·시스템과 주요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전자파
노출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측정·
평가 및 대책 기술

주요 표준화 대상 및 Target 기구
(대상) 무선, 서비스 지원, 네트워크, 보안 기술 등 표준화
(기구) ITU-R SG5 WP5D, ITU-T SG11/
SG13, ETSI MEC/NFV, 3GPP CT/RAN/
SA, IEEE 802, IETF, OASIS, OMA LOC WG,
O-RAN Alliance, GSMA NESAS, BBF
(대상) 기반기술, 음성/언어이해, 시각/영상/동작이해,
상황/감성이해, 서비스 등 표준화
(기구) JTC1 SC29/SC35/SC42, MPAI, IEEE SA
(대상) 기반기술, 유통기술, 품질관리 등 표준화
(기구) ITU-T SG13, JTC1 SC32/SC36/SC42,
ISO TC184, IMS Global, IEEE LTSC
(대상) 암호, 인증, 물리보안, 사이버 위협 대응, 보안평가,
데이터 보안 등 표준화
(기구) ITU-T SG17, JTC1 SC27/SC37,
ISO TC215/TC307, ETSI, IETF, IEEE, 3GPP,
W3C, FIDO Alliance, ZK Proof, 5G PPP,
CCRA, CCUF, NIST, NGMN
(대상) 자동차, 사무·가전, 의료, 모바일/웨어러블 기기,
인프라 서비스 등 무선전력전송 표준화
(기구) ITU-R SG1, JTC1 SC6, IEC TC100/TC106/
CISPR B, APT AWG, WPC, AFA, AGA
(대상) 수중음파통신, IoUT/IoUS 기술 등 미래 수중통신
표준화
(기구) JTC1 SC41
(대상) 위성통신, 심우주통신, 미래위성항법, 위성관제,
GNSS 등 표준화
(기구) ITU-R SG4, ETSI TC SES, IETF, ICAO, IMO,
3GPP, APT APG, CCSDS, DVB, RTCA
(대상) EMC, EMF, EMP 등 표준화

(기구) ITU-T SG5, IEC TC77/TC106/CISPR,
ETSI, 3G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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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중점기술

WLAN/
WPAN

개요

마이크로파 비면허대역, 적외선 대역 및
가시광 대역을 사용하여 수(십) 미터 반경
내의 단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WLAN 기술과 수 미터 혹은
인체 영역까지의 개인 공간에서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스마트 개인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WPAN/WBAN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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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표준화 대상 및 Target 기구
(대상) Wi-Fi 7, 무선랜, 저전력 통신, Li-Fi, 인체통신,
고속 광 카메라통신(OCC), 고속 광 무선통신
(OWC), 저지연 고신뢰 통신, IR-UWB,
블루투스 등 표준화
(기구) IEEE 802.11bb/be/bf, IEEE 802.15.6a/
7a/13/14, ITU-T SG15, ITU-R SG1 WP1A,
IEC TC47, JTC1 SC6, Wi-Fi Alliance,
Bluetooth SIG
(대상) SDN/NFV, 네트워크 지능화, 저지연/고정밀
네트워크, 양자정보통신, 네임기반 네트워크 구조,
전달망, 유무선 액세스 기술 등 표준화

지능형
네트워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기술

실감방송 ·
미디어

방송 및 유무선 통신망을 융합적으로
이용하여 사실감과 현장감이 극대화된
실감미디어를 시공간과 기기에 제약없이
지능적으로 제공해주는 기술

(대상) UHDTV, 디지털 라디오, 몰입형 미디어 방송,
실감미디어 부호화, 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기술
등 표준화
(기구) ITU-R SG6, ITU-T SG9, JTC1 SC29
WG1~WG7, ETSI Broadcast DAB/ISG ARF,
AMWA NMOS, ATSC, RadioDNS WT, SCTE,
SMPTE TC-32NF, VSF, W3C
(대상) 데이터, 플랫폼, 디바이스, 보안 등 표준화

스마트헬스

ICT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의 일상 건강정보
및 의료정보를 연결하여 질병의 예방,
상태파악, 진단,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기구) ITU-T SG16/SG17, JTC1 SC6/SC24/SC41/
SC42/AG13, ISO TC210/TC215/TC304, IEC
TC62 SC62A/TC100/TC124/SyC AAL, IEEE
11073, IHE PaLM/PCD Domain, DTA, FDA,
Web3D
(대상)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보안 등
표준화

초연결
신산업
육성

사물인터넷

현실 및 가상의 다양한 사물들을 상호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상호 연동 기반의
지능화/자율화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기반 기술

(기구) ITU-T SG11/SG17/SG20, ITU-R SG5,
JTC1 SC25/SC35/SC41, ISO TC173/TC299,
IEC TC47/TC113, ETSI, IETF 6lo WG/lpwan
WG, IRTF ICNRG, IEFT/IRTF NMRG/T2TRG,
oneM2M RDM/SDS/TDE, OCF Bridging/
Core/Sec, 3GPP SA1/SA2/SA6/CT3, OMA
CD/DM/DMSE, W3C, UIC FRM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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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기구) ITU-T SG11/SG13/SG15/SG17, JTC1 SC27,
IEC TC86/TC103, ETSI ENI/MEC/NFV/QKD/
ZSM, IETF 6MAN/BIER/CCAMP/DetNet/
IDR/PCE/SPRING/TEAS, IRTF ICN, IEEE
802.3/802.15/1588, 3GPP CT4, 25GS-PON
MSA, OIF PLL, ONAP, ONF NG-SDN/OTCC/
OIMT/ODTN/Stratum, OPNFV, O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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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요약보고서

분야

초연결
신산업
육성

중점기술

개요

클라우드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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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해시기반으로 블록 처리하여
기록·보관함으로서 공인된 제3자 없이도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분산원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메타버스
콘텐츠

지
능
형
디
바
이
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
(MR)’ 등 ‘확장현실(XR)’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된 가상공간이 물리적 지속성을
가지고 현실 세계와 융합한 형태의 응용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소 기술

지능형
로봇

시각·청각 등 감각 센서를 통해 외부
정보를 입력받아 스스로 판단해 적절한
행동을 하는 로봇으로, 외부 환경을
인식(Perception)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Cognition)하여 자율적으로 동작
(Mobility & Manipulation)하는 로봇 기술

지능형
반도체

인식·추론·학습·판단 등 인공지능 서비스에
최적화(지능화, 저전력화, 안정화)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반도체가 융합된
반도체 기술

주요 표준화 대상 및 Target 기구
(대상) 기반, 데이터 활용, 연동, 보안 기술 등 표준화
(기구) ITU-T SG11/SG13/SG16/SG17, JTC1 SC27/
SC38/SC42, ETSI, IRTF T2TRG, OCP Server
Project, CSA, 3GPP
(대상) 기반, 플랫폼 및 연동, 응용, 보안 및 관리 등 표준화
(기구) ITU-T SG16/SG17/SG20, ISO TC46/
TC307, IEEE P2418.5/P2145, Energy Web
Foundation(EWF)
(대상) MR/XR/VR, 오감미디어 콘텐츠, 홀로그래픽
콘텐츠, 웹 기반 콘텐츠 플랫폼, 게임, 현실 가상
융합 콘텐츠 등 표준화
(기구) ITU-T SG16, JTC1 SC24/SC29 WG1/SC29
WG7/SC34/SC35/WG12, IEC TC110,
IEEE 2888/3079/3079.1/3079.2,
KhronosGroup, W3C
(대상) 지능 인프라, 로봇지능 등 표준화
(기구) ITU-T SG13, JTC1 SC42, ISO TC299,
IEEE RAS
(대상) 지능형 프로세서, 지능형 소자 등 표준화
(기구) JTC1 SC42, ISO TC22, IEC TC47/TC113,
JEDEC JC14/JC42
(대상)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 등 표준화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 ·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

SOC
디지털화

(기구) ITU-T SG5/SG20, JTC1 SC25/SC27/SC39/
WG11, ISO TC211/TC268, IEC TC13/TC57,
ETSI ISG CIM, IEEE PLCSC, oneM2M RDM/
SDS/TDE, OGC CityGML/IndoorGML/WFS
SWG, TM Forum, 3GPP RAN/SA/CT
(대상) 플랫폼, 연동, 서비스, 3D 프린팅, 보안 등 표준화

스마트공장

제조의 모든 단계가 자동화·지능화되어
소비자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제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능적이고 유연한 공장

(기구) ITU-T SG11/SG16/SG17/SG20, JTC1 SC24/
SC29/WG12, IEC SyC SM, ISO TC154/
TC176/TC207/TC261/TC286/TC299, ETSI
MEC, 3GPP SA1/SA2/SA3/SA6/RAN1,
ASME MBE SC, ASTM E60.13, ISA 95,
Khronos Group OpenXR, NIST, OMA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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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중점기술

개요

스마트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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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AI·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통신, 시스템, 보안 등
표준화

스마트모빌리티

자율주차를 포함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고성능/고신뢰의 기능을 탑재하여 자차의
각종 센서 정보를 네트워크(5G, LTE,
WAVE 등)를 통해 교통인프라 등과
연결함으로써 자차의 위치와 주변 환경,
주행경로를 실시간 탐지하고 계획하며,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추돌의 위험을 회피하고 교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 ICT 융복합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지능형 자동차

(대상) 무인기 통신, 무인기 탐지 및 회피, 도심 항공 모빌
리티(UAM), 보안 등 표준화

지능형
항공
이동체

무인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등의 안전운용을 위한
통신기술, 탐지 및 회피기술, 안전운항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기술, 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UAM 생태계 관련 기술(CNSi, 교통관리,
인프라 등) 및 UAM에 통합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AI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

지능형
해상
이동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안전·운항·선박
상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관리하고, 선박
스스로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운행하거나
부분적으로 원격관제에 의해 운항·관리가
가능한 기술

(대상) 제어, 해상 연결성, 보안 등 표준화

지
능
형
디
바
이
스

디지털 트윈

공공안전

현실 세계를 3D 모델로 가상화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시각화하여 실시간
자동관제 및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예측·
최적화를 구현하는 융합기술

경찰, 소방관 등 정부당국자들이
공공안전과 관련된 임무 수행에 사용하는
통신기술과 연관된 다양한 통신 인프라
기술을 포함한 ICT융합 응용기술뿐만
아니라 공공재에 해당하는 자원 효율화를
위해 ICT기술과 접목된 요소기술

주요 표준화 대상 및 Target 기구
(대상) 시설원예, 노지과수, 축산, 수산양식, 농축수산 유통
물류 등 표준화
(기구) ITU-T SG13/SG20, JTC1 SC31, ISO TC23/
TC234, oneM2M, OCF, W3C, GS1 MSWG,
GDST, OECD

(기구) ITU-T SG17, ISO TC22/TC204/TC211, ETSI
TC ITS, IETF IPWAVE WG, IEEE SA/1609,
AUTOSAR FT, GENIVI, NDS, OADF, OGC,
OMA, SAE International, W3C Automotive
WG, 3GPP RAN/SA, 5GAA, ASAM Simulation

(기구) ITU-R SG4/SG5, JTC1 SC6/SC17/SC42,
ISO TC20/TC23, ICAO FSMP, APT AWG,
ASTM F38, EUROCAE, RTCA, ASTM, EASA,
FAA,, JARUS, SARPs

(기구) ITU-R SG5 WP5D, IEC TC80, ISO TC8,
3GPP RAN/SA, IMO MSC, IALA, OCX
(대상) 동기화 및 디지털 쓰레드, 성숙도 및 평가지표,
연합 및 협업 등 표준화
(기구) ITU-T SG20, JTC1 SC41, ISO TC184,
IEEE 2888

(대상) 공통 기술 및 특정 영역 기술 등 표준화
(기구) ITU-T SG11/SG15/SG16/SG20, IEC TC120,
IETF DetNet/MPLS/SPRING, IEEE 802.1,
3GPP SA1/SA2/SA6/RAN1/RAN2/CT1,
W3C, IMO MSC, IALA E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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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중점기술 분석
• 20개 중점기술 표준화항목별 중점 표준화 항목 통계
- 20개 중점기술에서 455개의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이 중 표준화 전략 방향을 제시한 중점
표준화 항목은 275개이며, 신규로 제시한 항목은 79개(28.7%)임
- 중점기술별 평균 22.8개의 표준화 항목과 13.8개의 중점 표준화 항목(신규 4.0개)이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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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중점 표준화 항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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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디지털화

표준화 항목 수

비율

지능형 네트워크

25

15

3

20.0%

실감방송·미디어

26

13

2

15.4%

스마트헬스

13

9

3

33.3%

사물인터넷

29

17

4

23.5%

클라우드컴퓨팅

19

15

1

6.7%

블록체인

20

9

5

55.6%

메타버스 콘텐츠

39

18

3

16.7%

지능형 디바이스

17

10

3

30.0%

스마트시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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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8.3%

스마트공장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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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스마트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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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6.4%

스마트모빌리티

16

13

7

53.8%

지능형 이동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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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0.0%

디지털 트윈

10

7

7

100.0%

공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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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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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13

9

1

11.1%

455

275

79

28.7%

45

PART 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455개 표준화 항목에서의 표준화 특성
- AI/DATA, 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 지능형 디바이스 등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표준화가
시작단계인 분야는 개념 및 정의, 유즈케이스나 요구사항과 관련한 표준 항목이 많으며, 5G/B5G,
차세대보안, 전파응용, WLAN/WPAN, 실감방송·미디어, 사물인터넷, 스마트팜 등 표준화를 통해 기술
사업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는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관련 표준 항목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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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개 중점 표준화 항목에서의 표준화 특성
- 중점 표준화 항목에서는 표준화 항목에서의 표준화 특성 비율과 유사함을 보이나, 활발한 표준
선점 경쟁으로 인해 적극적인 표준화활동 대응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유즈케이스/요구사항,
프로토콜/인터페이스 관련 표준 항목 비율이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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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중점기술 275개 중점 표준화 항목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 선도국 대비 표준수준, 기술수준을 분석
- “ICT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 실시
※ 수행기관/조사기간 : ㈜한국리서치/2021년 6월 28일~9월 3일
※ 조사대상 : 한국ITU연구위원회, JTC1전문위원회, 기술표준전략위원회,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ICT 표준화 포럼, 중소기업자문전문가, 회원사, 정부부처/유관기관 및 TTA Standard Weekly 구독자 등
※ 모집단 수/유효 표본 수 : 총 2,439명/총 978명

- 전반적으로 표준과 기술이 유사한 수준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 WLAN/
WPAN, 디지털 트윈 등의 분야에서 표준수준이 기술수준에 비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분야의 표준화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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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신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계

중점기술

표준수준(%)

기술수준(%)

5G/B5G
AI/DATA
차세대보안
전파응용
WLAN/WPAN
지능형 네트워크
실감방송·미디어
스마트헬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
메타버스 콘텐츠
지능형 디바이스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모빌리티
지능형 이동체
디지털 트윈
공공안전

100.0
82.5
81.4
86.5
91.5
84.6
89.7
85.4
89.4
87.4
84.0
83.8
82.4
84.7
79.3
83.6
76.9
78.4
83.1
92.1
85.3

100.0
80.8
81.1
85.5
87.6
86.1
87.9
83.5
86.3
82.0
79.7
82.4
83.5
87.8
79.3
80.9
76.8
79.2
79.3
93.2
84.1

차이(%)
0.0
1.7
0.3
1.0
3.9
-1.5
1.8
1.9
3.1
5.4
4.3
1.4
-1.1
-3.1
0.0
2.7
0.1
-0.8
3.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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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표준화 항목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 전략, 연계특성 분석
• 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추진전략 및 R&D-표준화 연계 특성 통계
국내
역량

높
음

선행(18건, 6.5%)

병행(234건, 85.1%)

후행(23건, 8.4%)

차세대공략

선도경쟁공략

지속/확산공략

‘메타버스 콘텐츠’ 기술의
‘미디어사물 자율협업
데이터포맷 표준’ 항목 등

‘사물인터넷’ 기술의
‘IoT 서비스 융합
데이터 모델 표준’ 항목 등

‘5G/B5G’ 기술의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기술 표준’ 항목 등

총 69건 (25.1%)

총 115건 (41.8%)

총 63건 (22.9%)

보
통

3.0

전략적수용

‘전파응용’ 기술의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항목 등

‘스마트모빌리티’ 기술의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AUTOSAR
Adaptive 플랫폼 표준’ 항목 등

총 18건 (6.5%)

총 10건 (3.6%)

낮
음

표준기획

의제연구

항목승인

초기

표준초안

표준승인/발간

진행

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화
단계

완료

• 표준특허 세부전략 통계(275개 항목 중 266개 항목)
(표준)
채택

검토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스마트시티’ 기술의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 항목 등

‘전파응용’ 기술의 ‘무선충전플랫폼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 항목 등

총 14건(5.1%)

총 86건 (31.6%)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WLAN/WPAN’ 기술의
‘인체통신 데이터로깅 및 인증 표준’ 항목 등

‘차세대보안’ 기술의
‘암호 알고리즘 표준’ 항목 등

총 100건 (36.8%)

총 66건 (24.3%)

개발

승인

기획
기초연구

※ 표준특허 전략 모델 참조(P35)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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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오픈소스 현황
분야

중점기술

주요 오픈소스
O-RAN

• 차세대 RAN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본 아키텍쳐는 6개의
워크그룹 구성

ONAP
• NFV Orchestration, SDN Controller 뿐만 아니라 Service Design, Analytics,
(Open Network
Network Management 등이 포함된 운영, 관리 플랫폼
5G/B5G Automation Platform)

인
공
지
능
D.N.A.
생태계
강화

AI/
DA
TA

빅
데
이
터

차세대보안

OPEN 5G CORE

• 5G New Radio Stand-Alone(SA), 기성 LTE, NB-IoT LTE 및 Wi-Fi 및 60㎓
Wi-Fi와 같은 비3GPP 액세스 네트워크와 통합되어 다양한 기능과 애플리케이
션을 즉시 시연하고 현재 요구사항을 지원

CNTK

• 통합 딥러닝 프레임워크로써 CNN, RNN, LSTM 등의 다양한 심층 신경망을 지원

M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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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NEF

• 다양한 범위의 신경망 교육 도구와 추론 엔진을 다양한 장치 및 플랫폼의 응용
프로그램

ON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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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To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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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so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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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ano

• 다차원 배열과 관련된 수학적 표현을 효율적으로 정의, 최적화 및 평가할 수있는
Python 라이브러리

Windows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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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astic Stack

• 모든 작업 콘텐츠에 현대적인 통합 검색 환경을 제공하며,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경고(Alerting) 프레임워크를 시작하여 Kibana에 새로운 경고 알림 환경을 제공
(Ver.7.7)

Hadoop

•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분산 시스템으로 HDFS, 맵리듀스,
YARN으로 구성

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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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SSL

• 암호화 통신을 위한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 TLS(Transport Layer
Security) 및 SSL(Secure Sockets Layer)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툴킷 및 범용 암호
라이브러리를 제공

OWASP
• 오픈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로 웹에 관한 정보노출, 악성 파일 및
(The Open Web
스크립트, 보안 취약점 등을 연구하며, 10대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 (OWASP
Application Security
TOP 10)을 발표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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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N.A.
생태계
강화

중점기술

차세대보안

WLAN/
WPAN

지능형
네트워크

주요 오픈소스

기타 오픈소스
보안 툴

• Bro IDS, Dive, Docker Compose UI, GRR, John The Ripper, Kali Linux,
Metasploit Framework, Moloch, Nikto, Nmap, OpenVAS, OSQuery,
OSSEC, Security Onion, SET(Social Engineer Toolkit), Skipfish, Snort,
SQL Inja, SQLMAP, Vega, w3af, Wapiti, Wfuzz, Wireshark, ZAP(Zed
Attack Proxy)

Android

• 2020년 9월 Release한 Android 11에는 Exposure Notification 기능을
구현하여 공개

Blue-Z

• Bluetooth의 물리계층 및 링크계층과 관련된 프로토콜을 지원. Linux커널 기반
운용 체제 제품군에 Bluetooth 표준 규격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 퀄컴이 최초
개발을 시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인텔, 브로드컴, 구글 등 수많은 블루투스
기기 제조사가 참여하여 기능 향상 중.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가 BlueZ 기반 개발된 블루로이드 스택을 사용

ODL
(OpenDay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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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AP
(Open Network
Automatio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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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OS
(Open Network
Operating System)

• LInux 재단이 운영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SDN 네트워크 운영체계(OS),
혹은 콘트롤러 개발 프로젝트로 캐리어(Carrier) 및 대규모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대상으로 설계

OPNFV
(Open Platform
for N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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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M
(Open Source
M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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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4
• 상위 수준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스위치 내부의 파서, 매치/액션 테이블
(Programming
Protocol등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기술로 2017년 5월에 기존의 P4_14 버전을 크게
independent Packet
개선한 P4_16 버전이 발표됨
Processors)

실감방송
· 미디어

Stratum

• SDN을 위한 silicon-independent 스위치 운영 체제로 ONF에서 개발 중인
오픈소스 프로젝트. P4, P4Runtime, gNMI/OpenConfig, gNOI를 포함한
차세대 SDN 인터페이스들을 구현 및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데이터
평면의 호환성과 데이터 평면의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지원

AMWA NMOS
Solutions

• 인터넷 표준기반 개방형 산업 프레임워크를 지향하는 AMWA 참여사가
오픈소스를 주도하고 있으며,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NMOS 표준기술들을
API화하여 실험할 수 있는 NMOS-TESTING TOOL이라는 오픈소스를 제공

• IP 네트워트상에서 프로페서널 비디오/오디오 라이브(SMPTE ST2110 스트림)
EBU LIST
전송 테스트 및 측정 체계 개발을 목적으로 EBS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오픈
(LIVE IP SOFTWARE
소스 프로젝트
TOOL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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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중점기술

스마트
헬스

주요 오픈소스

Amazon Machine
Learning

• 머신 러닝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와 마법사를 제공하며, 사용하기 쉬운 분석
및 시각 도구를 제공하여 개발자가 컴퓨터 학습을 보다 쉽게 이용 가능. 또한
Redshift 또는 아마존 S3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으며, 모델 생성을
실행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워크플로를 관리가 가능

Caisis

• 암환자 데이터의 저장 및 분석을 위한 웹기반 정보시스템을 제공하며, GNU GPL
라이센스 적용 중이며, 환자 임상에 대한 히스토리를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

HAPI
(HL7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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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ika

• EHR 시스템의 호환성을 분석하고 전송하는 오픈 소스 EHR 테스트 프레임워크,
CCHIT에서 정의한 표준 및 기준에 따라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을 지원

IoTivity

• OCF의 기술규격을 참조구현하고, 기술규격의 검증 및 규격의 연동테스트 등을
통하여 OCF 기술규격의 품질을 높이고, 시장에 빠르게 확산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IoT 기반 스마트 홈, 헬스케어 관련 오픈소스 프로젝트. IoTivity 홈페이지,
GitHub 및 OneIoTa(데이터 모델) 기반으로 운영

OpenEHR

• EHR에 대한 연구/구현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http://openehr.org)로 상호
운용성과 의미 기반 임상지식 모델을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정보모델의 기초
모델로 헬스케어 플랫폼 관련 명세와 모델을 제공하며, ISO/EN 13606시리즈
표준 기반의 EHR개발을 위한 다양한 오픈소스 도구들과 연결

OpenEMR

• EMR, 의료행위관리, 스케줄링 및 과금 등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OpenEMR 홈페이지, GitHub(메인) 및 SourceForge(미러) 기반으로 운영

Open mHealth

• 2011년 9월 Open mHealth로 알려진 그룹을 시작하여, 환자 생성 데이터를
오픈 데이터 표준과 커뮤니티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Apache 2.0 라이센스 아래 해당 오픈소스틀 활용 가능

SMART on FHIR

• HL7 FHIR 기반 헬스케어 앱 플랫폼으로 HTML5, Javascript, OAuth2 등
웹서비스 기술로 개발한 앱은 플러그인/아웃 스타일로 EHR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며, Epic, Cerner 등 세계적 수준의 의료정보소프트웨어 기업들은 EHR
시스템에서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해 SMART on FHIR 플랫폼 아키텍처를
활용 중

TensorFlow

• Google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 딥러닝을 위한 가장 보편적이고 잘
관리된 라이브러리 중 하나. 사용자는 흐름 그래프와 TensorBoard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TensorFlow에서 신경망과 계산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며, 쉽게 시각화
가능. Python과 C++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장치에 쉽게 배치
가능

X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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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기술

초연결
신산업
육성

클라우드
컴퓨팅

주요 오픈소스
Bridge.IoT

• IoT 데이터를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클립스 재단 산하의 프로젝트. Bridge.
IoT 마켓플레이스는 사용자 인증/인가, 검색/구독, 결재 기능 제공하고, 데이터
제공자 및 사용자를 위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며 EPL 2.0 라이센스 적용

Device 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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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geX Foundry

• IoT Edge를 위한 세계 최초의 플러그 앤 플레이 생태계 기반 개방형 플랫폼.
마이크로서비스 구조로 구현되었고, 엣지 이벤트로 트리거되는 규칙 기반의 룰
엔진(Rule Engine)을 포함

Io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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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beEdge

• 기본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Edge의 호스트로 확장
하기 위한 오픈소스 시스템으로, Kubernetes 네이티브 컴퓨팅 플랫폼으로 도커
컨테이너와 메시지 브로커(Mosquitto)를 이용하여 엣지 컴퓨팅을 구현

LwM2M Developer
ToolKit

• 2015년에 OMALwM2M 기술규격을 기반으로 구현하는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GitHub에 개설한 OMA LwM2M 오픈소스 개발 지원 프로젝트

Matter

• 2020년 1월에 지그비 얼라이언스 CHIP(Connected Home ove IP) WG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로 지그비를 포함하는 다양한 물리 계층 및 구글 주도의 네트워크
프로토콜 프로젝트인 스레드(thread), 애플 홈킷(HomeKit) 등과의 연동을 지원하고,
구글, 애플, 아마존의 음성 인식 서비스와 연동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응용계층에서 상호연동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 메시지 구조를 정의하고
서비스 연동 예제를 제공

OCEAN

• 국내 KETI 주도로 국제 IoT 미들웨어 플랫폼 표준인 oneM2M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및 다양한 도구에 대한 오픈소스를 제공

StarlingX

• Intel과 윈드 리버에 의해 개발되어, 2019년 9월 버전 2.0가 발표된 StarlingX는
컨테이너화된 오픈스택을 바탕으로 베어메탈, 가상 머신, 컨테이너 기반 응용
실행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

Tensorflow

• Google사에서 개발한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엔진. 검색, 음성 인식, 번역
등의 Google 앱에 사용되는 기계 학습용 엔진으로, 2015년에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open source software)로 전환. 텐서플로는 C++ 언어로 작성되었고, 파이선
(Python)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제공. 텐서플로는 빠르고 유연하여
한 대의 스마트폰에서도 운영될 수 있고, 데이터센터의 수천 대 컴퓨터에서도
동작 가능

Akraino Edge Stack

• 완전 통합된 에지 인프라 배치 솔루션을 위한 개방형 프레임워크를 오픈소스
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로써, Acumos AI, Airship, Ceph, DANOS, EdgeX
Foundry, Kubernetes, LF Networking, ONAP, OpenStack, Starling X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

Cloud-Bar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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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plane

• Upbound 사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개발하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 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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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주요 오픈소스
Eclipse Kura™

• IoT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물인터넷 프로젝트

EdgeX Foun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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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calyptus

• 프로그램을 유용한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한 탄력적 유틸리티 컴퓨팅 아키텍처로써,
EC2 호환 클라우드컴퓨팅 플랫폼과 S3 호환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을 제공
하여 EC2 인터페이스 및 기능을 복제

Gedge Platform
(Griffin-Edge
Platform)

• 에지 컴퓨팅 인프라 확장성을 갖춘 다중 클러스터 아키텍쳐를 기반으로 코어
클라우드-클라우드 에지-단말간 분산 협업을 통한 초저지연 데이터 처리를 지원
하는 클라우드 에지 컴퓨팅 SW 플랫폼

KubeEdge

• Kubernetes 네이티브 컴퓨팅 플랫폼으로, 도커 컨테이너와 메시지 브로커
(Mosquitto)를 이용하여 엣지 컴퓨팅을 구현. 2018년 11월에 발표되었으며,
컨테이너화된 엣지 컴퓨팅 플랫폼으로 작은 자원을 가지는 장치에도 배포 및
실행될 수 있는 경량 플랫폼

Kubernetes

•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배포, 스케일링 및 관리해주는 오픈소스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컨테이너들의 쉬운 관리 및 발견을 위해서
컨테이너들을 논리적인 단위로 그룹화

Nimbus

• 과학 사용자에게 인프라 클라우드의 성능과 다양성을 제공하는 통합 도구 세트로써,
Nimbus, OpenStack, Amazon 및 기타 클라우드를 결합하여 XEN 및 KVM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사설 및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축 가능

Open Edge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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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FaaS

• Kubernetes 클러스터에 도커 컨테이너의 기능을 구현하는 서버리스 모델을
제공

OpenNebula

• 대표적인 오픈소스 IaaS CMP로 기업이 기존 IT 인프라에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개방형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서비스를 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가상화
기술을 조정하는 유연한 도구를 제공

OpenNebula Edge
Cloud

• On-demand 분산 에지 클라우드 환경 배포를 위한 ONEedg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T 인프라 및 어플리케이션의 통합 관리를 제공

Own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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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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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lingX

• 인텔과 윈드 리버에 의해 개발되어, 컨테이너화된 오픈스택을 바탕으로 베어메탈,
가상 머신, 컨테이너 기반 응용 실행을 지원. IoT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물인터넷 프로젝트

Terraform

• HashiCorp 사에서 오픈소스로 개발하고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자동화를 지향
하는 IaC(Infrastructure as Code) 도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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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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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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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ENT
(Decentralised
Citizens
ENgagement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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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Asset
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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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A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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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My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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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per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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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ledger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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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Fungible
Token

• 암호화된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남김으로써 고유성을 보장받는
NFT 발행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이더리움이며, 관련하여
ERC-721와 ERC-1155 토큰 프로토콜 표준. ERC-721는 생성되는 각각의
토큰 별로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가치(Value)를 가지며, 서비스 플랫폼 내에서
서로 공유될 수 있으며, ERC-1155는 대체가능 토큰과 대체불가 토큰의 혼합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고유성이 없는 토큰(예, ERC-20)과 고유성이 있는 토큰
(예, ERC-721)을 무한히 생성 가능

Sovri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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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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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voxels

• 2018년 메인 스트림이 레고 블록을 쌓아 올린 복셀아트 형식인 Ethereum 기반의
분산형 오픈소스 가상세계 프로젝트로 처음 Cryptovoxels의 세계를 보면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아트에 주력함으로써 독자적인 노선을 개척하여, 사용자는 이미지
작품 및 동영상 작품뿐 아니라 복셀 파일을 연결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발행하여, 가상세계에서 전시하거나 이용 가능

Decentraland

• 메인 스트림이 3D CG 일러스트인 Ethereum 기반의 분산형 오픈소스 가상세계
프로젝트로 블록체인의 여명기인 2015년에 시작하였고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도 시각적으로 세계를 만드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세계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구매하여 세계를 구축하는 데 참여

glTF™ 2.0
Draco Code

• glTF™ 2.0표준의 확장판으로서, Google의 Draco 기술을 이용하여 glTF 모델과
장면 데이터의 크기를 크게 줄일 기하 데이터 압축 표준을 발표하였는데, Draco
확장판 표준은 최적화된 압축 및 압축풀기 라이브러리를 오픈소스 코드로 Draco
Github에 공개. Draco 코드는 glTF Pipeline, FBX2glTF, AMD Compressonator
의 오픈소스 버전, three.js 등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협력

Libplanet

• 게임제작 플랫폼 시장의 6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유니티 기반 게임과
통합을 위해 유일하게 C# 기반으로 만들어진 C# 기반 유일한 블록체인 툴킷으로
컨트리뷰터가 36명에 달하는 유니티 기반 싱글 게임을 서버리스 MMO 게임으로
확장시켜주는 오픈소스

Monado

• AR과 VR를 통칭한 XR로 표현되는 장치와 플랫폼에 대한 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Khronos Group의 OpenXR 표준을 Collabora에서 오픈소스로 구현

Omnia

• HPC, AI 및 데이터분석 워크로드의 관리 및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하여 싱글 풀을
생성하여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다양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HPC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아 ‘델 테크놀로지스 HPC & AI
이노베이션 랩’이 인텔과 협력하여 개발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OpenXR runtime

• Microsoft의 MR 헤드셋 플랫폼을 위해 AR과 VR를 통칭한 XR로 표현되는
장치와 플랫폼에 대한 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크로노스 그룹의 OpenXR 표준을
Microsoft에서 구현한 런타임 라이브러리

SPIR-V Tool project

• Vulkan 쉐이더의 중간 표현언어의 기능을 확대되어, 서브그룹 연산을 지원하며
개선된 최적 컴파일을 지원

Vulkan 1.2

• Windows, Android, Linux, macOS와 iOS 등 이미 거의 대부분의 GPU 플랫폼에
탑재된 GPU 가속의 정밀 제어를 위한 차세대, 이종 플랫폼 표준으로 Unreal,
Valve의 Source 2, id Tech, CroTeam의 Serious Engine, CryEngine, Xenko
등의 주요 게임 엔진에서도 폭넓은 지원을 받는 크로노스 그룹 표준과 동시에 표준
인증 테스트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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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오픈소스

GCRC
(Google Cloud
Robotics Core)

• Kubernetes, Federation, 응용 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자동화를
위한 로봇 솔루션을 구축하고 실행하는데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개발자, 통합자 및 운영자가 응용 프로그램의 패키징 및 배포, 양방향
로봇 클라우드 통신, 머신 러닝, 로깅 및 모니터링과 같은 Google 클라우드
서비스에 액세스 가능

OpenRTM

• 일본 산업기술연구소(AIST)에서 개발된 LGPL 라이선스 기반으로 RT 컴포넌트간
(RT-Component, RTC, 액추에이터, 센서, 지능화를 위한 알고리즘 등을 로봇
기술 요소)의 통신 지원 및 개발 도구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OROCOS

• 2001년 유럽 연합의 벨기에 K.U.Leuven, 프랑스 LAAS Toulouse, 스웨덴 KTH
Stockholm 등이 연합하여 개발. 기구학·동역학 라이브러리, 실시간 제어를 위한
도구 등 미들웨어 보다는 도구 모음에 가까우며, 이후 단독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ROS와 연동

OPRoS

• 2007년도부터 시작하여 한국 ETRI와 강원대를 중심으로 개발된 LGPL 라이선스
기반의 로봇 미들웨어로써, 컴포넌트 모델, 통합 개발 도구, 컴포넌트 실행 엔진을
갖춘 지능형 로봇 개발을 위한 공통기반 플랫폼

Rapyuta
(RoboEarth Cloud
Engine)

• 2010~2014년까지 수행된 RoboEarth EU 프로젝트에서 개발. 인터넷을 사용
하여 전 세계 로봇이 객체, 환경 및 동작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오픈소스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ROS/ROS2

• 2007년의 스탠포드의 Switchyard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어 Open Robotics에서
개발/운영 중이며, 하드웨어 추상화, 이기종 간 메시지 전송, 패키지 관리,
디바이스 제어용 드라이버 등과 같은 운영체제 서비스를 갖춘 메타-운영체제

City Data Hub

• 국내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에서 개발한 데이터 허브 플랫폼의 오픈소스
제공

dj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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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WARE Foundation

• OMA NGSI API 오픈소스 S/W인 Orion 브로커를 확장하여 NGSI-LD API
오픈소스인 Orion-LD 공개

OCEAN

• 국내 KETI 주도로 국제 IoT 미들웨어 플랫폼 표준인 oneM2M의 플랫폼, 응용 및
다양한 도구에 대한 오픈소스를 제공

Scorpio

• OMA NGSI API 오픈소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NEC 독일 연구소에서
NGSI-LD API를 개발한 Scorpio 브로커를 오픈소스로 제공

Akraino Edge Stack

• LF Edge 재단에서 AT&T, SKT, Dell, Ericsson, Intel, Nokia, ARM 등과
협력하여 네트워크 분야 오픈소스와 상호 협력을 추진 중(ONAP, Kubernetes,
O-RAN, StarlingX 등)

Apache

• BSD, 리눅스 등 유닉스 계열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HTTP 웹 서버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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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to

• Eclipse 재단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 패턴을 구현하는
IoT 프레임워크 기술로써, 물리적 사물이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반영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물리적 사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쉽고 빠른
IoT 솔루션 개발을 지원

EdgeX Foundry

• LF Edge재단에서 Dell, Vmware, Cavium 등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공장
자동화,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산업용 IoT 시장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제공

Free OPC-UA
• OPC Foundation에서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 정의한
(Open Platform
통신 프로토콜. Free OPC-UA는 LGPL을 따른 C++, Python 기반의 OPC
Communication
UA 프로젝트로 Client를 위한 UI를 제공하며, 데이터 모델을 위한 XML 기반의
Unified Architecture)
모델러를 지원

SOC
디지털화

스마트
공장

Google ARCore

• 다중 플랫폼에서 Markerless 및 Floor 추적 기반 증강현실 주요 기능들을
제공하는 Apache Licence 기반 프로그래밍 API

Hadoop

• 대량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컴퓨팅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리웨어 자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IoTivity

• 수십억 개의 디바이스를 다양한 운영체제와 프로토콜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연결(OIC 표준)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제공

KubeEdge

• Huawei 주도하에 쿠버네티즈 기반 엣지노드, 응용기기, 클러스터 관리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Kubernetes

•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자동 배치, 오토스케일링 등을 제공하는 관리
시스템

Kura

• Eclipse 재단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Java/OSGi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오픈
소스 IoT 엣지 프레임워크를 제공

Mosquitto

• Mosquitto는 MQTT 프로토콜 버전 5.0을 구현한 메시지 브로커로서, 저전력
설비부터 산업용 엣지 서버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 가능

MT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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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SQL

•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오픈 소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OASIS AMQP
(Advanced Message
Queuing Protocol)

• 미들웨어를 통한 메시징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인 AMQP
를 지원하는 오픈소스로서 RabbitMQ, OpenAMQ, StormMQ, Apache Qpid
등이 있으며, RabbitMQ는 사용하기 쉽고 Cloud 규모에 적합해 가장 널리 사용
되는 오픈소스

OASIS Mosquitto

• IBM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2014년 국제 민간 표준기구인 오아시스에 의해서 표
준으로 제정되었으며, MQTT 오픈소스로서 Mosquitto가 지원 중. 저전력 설비
부터 산업용 엣지 서버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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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오픈소스
Open Edge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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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Stack

•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오픈소스 솔루션

Pytorch

• Python기반 오픈소스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로 간단한 절차와 그래프 제공으로
손쉬운 사용이 가능

StarlingX

• 산업용 IoT, 이동통신사 등의 초저지연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가상화 플랫폼
프로젝트

Tenso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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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EF
(Universal CPS
Environment for
Federation)

•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동작하는 도구들을 통합하는 공동의 실험 및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오픈 소스 도구 키트

Aker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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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UASMART
• EU Horizon 2020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양식분야 혁신역량 강화를
(aquacultre smart
위해 양식회사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글로벌 지식접근과 데이터 교환의
and open data
문제를 다룸
analytics as a service)

Farm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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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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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Foo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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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source.com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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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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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오픈소스
AGL
(Automotive
Grade Linux)

• LInux 재단이 제공하는 자용차용 오픈소스 LInux 프로젝트로 LInux 기반 OS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오픈 플랫폼 제공

Android Open
Sourc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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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motive OIN
(Open Inven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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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LA

• 처음부터 표준 규격과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ASAM의
OpenDRIVE와 OpenSCENARIO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뮬레이터 엔진과
소스코드를 무료로 제공

GEN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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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Motors

• 신생 기업이 보다 쉽게 맞춤형 전기 자동차 및 운송 서비스를 디자인 및 설계할 수
있도록 전기차를 위한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TABBY EVO) 제공

OSM
(Open Street Map)

• 2005년도에 설립된 영국의 비영리기구 오픈스트리트맵 재단이 운영하는 오픈
소스 방식의 사용자 참여형 무료 지도서비스를 제공

ROS
(Robot Operating
System)

• 이기종 H/W, S/W 간의 분산 컴퓨팅을 지원하기 위한 가상화 오픈소스
미들웨어로, 로봇 공학의 사실상 표준으로 간주

ArduPilot

• 2009년 Jordi Munoz에 의해 드론에 활용되는 아두이노 기반의 오픈소스
비행제어컴퓨터 ArduPilot 플랫폼이 공개되었고, 미국 3DR Robotics社가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

DroneCode

• 2014년 비영리기관인 리눅스 재단에서 “드론코드”를 설립하고 ArduPilot과
PX4를 주축으로 하나의 공통된 플랫폼 구축 시작

ODM
(OpenDroneMap)

• OSGEO(Open Source Geospatial Foundation)의 회원들이 개발한 항공
이미지를 지도와 3D 모델로 처리하는 오픈소스 포토그램 측정 툴 킷으로,
GPLv3 라이센스에 따라 관련 소프트웨어는 GitHub에서 자유롭게 호스팅 및
배포(C++, Python, Java, Go 기반)

PX4

• 2011년에 스위스 취리히 공과대학의 Lorenz Meier에 의해 오픈소스 기반의
PX4가 공개됨에 따라 고성능 비행제어컴퓨터 플랫폼 기반의 드론들이 출시

NAPA
(Internet of Ships
Open Platform)

• 2018년 5월에 일본의 46개의 해양관련 단체가 모여 시작한 IoS OP 프로젝트는
2019년 4월에 그 성과를 공표. 일본 선급 자회사로 설립된 Ship Data Center
(ShipDC)에 IoS 데이터 센터를 갖추고, 해양 정보를 수집, 공유, 분석하는
전진기지로 활용 중

OpenBridge

• 노르웨이의 조선해양 기업들이 모여서 선박에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
환경을 위해 다양한 제품들의 통합을 쉽게 하고, 새로운 기능을 손쉽게 적용하기
위해 구성. 비용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선교를 구성하여, 새로운
디지털 혁명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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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

주요 오픈소스

OpenIV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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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SeaMap

• OpenStreetMap의 일부로서 2009년에 시작되어, 비콘, 부이 및 기타 항로표지,
선박수리, 항구정보, 선용품 공급 뿐만 아니라, 상점과 식당을 포함하는 관심
지역 정보도 같이 제공되며, 대상은 SOLAS 대상 선박이 아니라, 요트 등의
레저선박을 위해 개발

OpenShipping

• 전세계 해운 물류를 위한 오픈소스 표준. 물류에 필요한 디지털 서류에 대한
표준으로 표준내용과 API를 제공 중이며, 약 33개의 컨테이너, 항만 물류
관련 회사 참여

OSP
(Open Simulation
Platform)

• 해양 산업이 공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공유하여 디지털 트윈 시스템 및 선박의 구축을 촉진 할 수 있는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

CESMII

• 청정에너지 및 스마트제조 혁신연구소로 2016년에 설립되었으며, 2021년 1월
CESMII와 IIC는 산업용 IoT 기술, 인프라 및 솔루션의 개발, 채택 및 수익화를
가속화하여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조업체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가치 제공

DTC
(Digital Twin
Consortium)

• 디지털 트윈 지원 기술 및 솔루션의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한 오픈 소스 협업
커뮤니티

Eclipse Ditto

• 가상의 클라우드 기반 사물의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한 Eclipse의 사물인터넷
기술로써, 개별 장치의 추상화에 사용되는 API를 제공, 디지털 트윈을 위한 상태
관리, 메타 데이터 및 상태 데이터 검색 기능 제공, 디지털 트윈 세트 검색 및
선택을 지원

GAIA-X

• 2020년에 설립되어 유럽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개발을 목표로
하는 유럽 프로젝트. 상호운용성, 투명성 및 개방성이 핵심 요소

IDTA
(Industrial Digital
Twin Association)

• 오픈 소스 개발 모델을 활용하여 엔터프라이즈를 준비하고 Industrie 4.0의
산업용 디지털 트윈을 위해 IDTA 산하의 여러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관련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제공

iTwin.js

• Bentley Systems는 현실 모델링을 위한 ContextCapture와 모델 정보 공유를
위한 iModelHub를 포함하여 Bentley가 iTwin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트윈을
뒷받침할 몇 가지 핵심 기술을 오픈소스로 발표

Open
Manufacturing
Platform

• 포괄적 의미 데이터 균질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통 의미를
적용하고, 컨텍스트 정보와 함께 제조 데이터를 전달함으로써 제조 도메인의
이기종 데이터를 공유, 결합 및 재사용 필요성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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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표준 활용·개발맵 Ver.2022」 개발 및 발간
• 전략맵 기반 표준 활용·개발맵 Ver.2022 개발(10~11월) : 관련부처 및 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ICT 표준 활용과 전략적 표준개발을 위한 동향 파악 및 교육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4대 전략별 20개 중점기술의 275개 중점 표준화 항목에 대해 표준화 전략방향, 표준화 특성,
표준특허 전략, 주요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번호와 표준명 및 TTA 단체표준번호 및 표준명을
매핑하여 도식화 표현
※ 한국판 디지털 뉴딜 2.0 4개 전략별 서비스 구조도를 도시하고, 프로토콜 스택, 표준 정보를 매핑
※ 4종 발간 : 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초연결 신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 TTA 홈페이지(tta.or.kr) → 자료마당 → TTA 간행물에서 확인 가능

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초연결 신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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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융합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 전략 개발
•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기 개발된 ICT 융합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20, ETRI)의 식별 표준
및 잠재 표준을 분석하여 차세대공략이 필요한 분야의 표준 전략 수립(스마트이동체, 스마트에너지)
• ICT 융합서비스 분야 표준 활용과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을 위한 청사진 제공
- 시장 조기진입 및 선점(개발기간단축 및 품딜/상호운용성 확보)
- 기업 비즈니스 기회 제공(신규 융합 ICT 서비스 시나리오 및 표준 활용 가이드)
- 표준개발자를 위한 표준 선점 전략 제시(신규 표준화 이슈 선점)
- 정부, 지자체 정책에 활용(신규 융합서비스 보급 확산)
- 국민 편익증진 기여(이용자 불편해소 및 편익증진)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대상 분야

스마트이동체

스마트공장

스마트헬스

스마트팜

Ver.2022 전략 개발 대상

스마트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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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기반 표준 활용 시나리오

  비서부터 에너지 관리까지… 생활 속에 스며드는 AI

➍
1

➐
➏

➋

➊

➌

➎

시나리오 No.

중점 표준화 항목

Target SDOs

➊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JTC1 SC42

➋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JTC1 SC42

➌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JTC1 SC29

➍

머신러닝기반의 특징점부호화(VCM) 표준

JTC1 SC29

➎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JTC1 SC42, IEEE SA

➏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JTC1 SC35, MPAI

➐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JTC1 S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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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지능 분야 표준 활용 시나리오
- 출근 준비로 바쁜 A씨. “척척아, 오늘 날씨 어때?” 그의 말에 인공지능(AI) 스피커가 곧바로
반응한다. “7시부터 비가 많이 오니 우산 준비하세요.” A씨의 요즘 하루 일과는 척척이와의 간단한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비 온다고? 그럼 오늘은 택시를 이용해야겠네. 척척아, 택시 좀 불러줘.”
A씨의 말이 떨어지자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하는 척척이가 알아서 택시를 요청하고, 도착 예상
시간과 예상 승차 요금까지 알려준다. 사람이 로봇과 대화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문장
이해나 영상 인식, 음성 인식, 심층학습(딥러닝)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➊번). 출근 전, A씨는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손목밴드형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면 패턴과 심박동수를 체크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를 토대로 의료 상담 앱이 가장 건강한 상태를 나타내는 ‘녹색’ 신호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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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흥겨운 목소리로 한 마디를 외치며 현관문을 나선다. “척척아, 출근해야 하니까 이제 꺼줘.”
순간 푸른빛을 내던 AI 스피커의 불빛이 사라진다.
A씨는 교육서비스 개발 회사 팀장이다. 그가 건물 로비 게이트부터 28층 입구 중간문을 지나
사무실로 들어 갈 때까지 ID카드 태그도 지문인식도 하지 않는다. AI 기능 탑재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해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사람의 눈처럼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AI 카메라는 백화점이나
마트의 주차장에 진입할 때 적용되는 번호판 인식이나 차선·차량·신호등·표지판 인식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도 얻어온다(➍번). AI 카메라의 핵심은 인공신경망을 통해 이미지를 끊임없이
학습하여 해석하는 것이다(➌번). 인간의 두뇌처럼 기계가 입력 값에 대해 여러 단계의 신경망을
거쳐 자율적으로 사고와 결론을 내린다. 이는 시각·음성 인식, 사용자 모니터링의 데이터 인식률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한다.
A씨의 첫 업무는 영어 교육개발팀 미국인 팀장과의 화상 회의다. 그가 말한 내용은 실시간으로
통역돼 영어 자막과 한글 자막이 화면에 뜬다. AI가 음성 인식을 통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긴
문장이나 전문용어가 포함된 대화도 동시통역대학원을 졸업한 전문 통역사 수준으로 매끄럽게
처리한다(➏번). 문장을 단어 또는 구 단위로 나눈 후 번역하던 예전과 달리, 이젠 단어 단위로 쪼개
인식한 뒤 다시 문장으로 조합하여 문맥과 뉘앙스 차이까지 인식하는 수준이다.
회의를 마친 A씨가 회의실을 나오자 에어컨과 전등이 저절로 꺼진다. 냉난방, 콘센트, 조명 등 건물
내 에너지를 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능형 에너지 수요관리 시스템’ 덕분이다. A씨는 집에서도
직접 전등을 켜거나 에어컨, 보일러를 조절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그의 비서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AI’가 가전기기 콘센트를 자동으로 꺼 에너지 낭비를 막아주기 때문이다(➐번).
점심시간 A씨는 신용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같은 조건에 A씨의
신용점수가 더 높은데도 남편의 신용 한도가 10~20배 이상 높게 나온다. A씨는 2019년 신용
한도를 부여하는 AI에 사회적 편견이 내재돼 성 차별 논란에 휩싸였던 ‘애플 카드’ 사건을 떠올리며
“혹시 나도 AI가 차별을?” 하는 생각에 AI 활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은행 측에 제기한다. AI
활용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소비자 차별이 나타나지 않도록 서비스 특성별로 위험요인(➋번)을
통제하고, 서비스 공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AI의 성 차별은 ‘알고리즘과 학습 데이터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지난해 말 대화형 챗봇 ‘이루다’가 동성애·장애인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 것 또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자체가 편향됐을 확률이 높다. AI가 편견과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는 윤리 원칙은 이미 국제 표준으로 논의 중이다(➎번). “우리의 삶의 편리성을
가져다준 AI라도 개발·학습 단계부터 균형 잡힌 데이터 학습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비로소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A씨는 다시 회사로 발걸음을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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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의 데이터 분산화, 편안한 일상 연결한다
➌

➑

➊
업체선정
계약

VOTE

VOTE

대

출

선

표

e-mail, 문자 공유
대금지급
VOTE

3

VOTE

서비스 관리

2

표

투
1

➎

➒
수수료(%)

➍
주

민

00

00

00

등

록

-00

00

증

00

0

자동
학생
00 차
증
-00 운전
-000
00대 면허
00학
증
0-0
00
학
0과

복지

카드

➋
➏

신원보증

청구
간편 보험
스마

트부

서비스 이용

동산

LE

SA
자금확인

매물

Semi-Formal
Specification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Formal
Specification

주택
자금

청구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➐

시나리오 No.

중점 표준화 항목

Target SDOs

➊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ITU-T SG17, ISO TC307 WG3, ETSI

➋

공신력 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ISO TC46 SC11 JWG1

➌

에너지 관련 블록체인 표준

IEEE P2418.5,
Energy Web Foundation(EWF)

➍

DLT 기반 신원관리를 위한 신뢰 앵커 개요 표준

ISO TC307 JWG4

➎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표준

ITU-T SG17

➏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ITU-T SG17, ISO TC307

➐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형검증 표준

ITU-T SG16

➑

분산원장 기술 보안 통제 표준

ITU-T SG17

➒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ISO TC307, IEEE P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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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록체인 분야 표준 활용 시나리오
-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면서 A씨가 사는 공동주택의 디지털화 전환이 한창이다.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설치 전환 작업이 허가돼 업체 선정부터 대금지급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증명인증서(REC)’ 거래시스템을 통해 진행 중이다. 수기문서로 진행되던 계약을 전자문서로
바꾸니 행정처리 효율이 높아지고, 계약내용이 E-mail, 문자로 공유돼 모든 주민이 확인할 수 있고,
대금지급과 서비스 관리까지 All-in-one 처리가 가능하다(➌번).
오늘은 동별 대표자를 뽑는 날. 하루 월차를 낸 A씨는 블록체인을 적용한 온라인 투표를 한다.
바로 선거인단 등록과 블록 정보에 후보자를 선택해 입력하면 투표 정보가 모든 참여자의 기기에
저장된다. “그럼 개표는 누가 하지? 누군가 정보를 조작한다면?” A씨 머릿속엔 궁금증이 오간다.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블록체인의 본질은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분산해 저장하는 ‘분산원장기술(DLT)’에
있다(➎번).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중앙관리자 역할을 분담하면서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거래
내용을 주고받기 때문에 중앙기관이 없어도 위조 방지가 가능하다(➊번).
A씨는 처음 온라인 투표를 접해 실수로 다른 후보를 찍었다. 한번 투표가 완료돼 블록을 형성하면
거래 정보는 삭제가 불가능하다. 블록체인에는 개인이나 발행기관의 공개키 정보가 저장된다.
검증기관은 개인이나 발행기관의 비밀키로 암호화한 문서를 공개키로 복원해 진본을 확인한다.
암호 알고리즘의 암호화는 블록에 들어가는 투표 정보를 입력하는 A라는 유권자가 진짜 주민이며,
단 한번 투표했다는 점, 누구인지 알 수 없게 감춰 익명성을 보장한다(➑번).
투표를 마친 A씨. 한 달 전 퇴근길에 차량 접촉 사고를 당해 통원치료 받아온 의료비를 간편보험청구
앱을 이용해 실손 보험사에 청구한다. 그간 직접 병원 진단서, 검사결과지, 약제비 영수증 등 여러
서류를 갖춰야 하던 불편함이 없다. 앱에서 방문 병원을 선택하고 청구할 진료내역을 불러온 다음
보험사를 선택해 입금 계좌를 입력하면 끝이다. 신원을 증명하는 DID 기술 덕분이다(➍번). DID는
제3의 중앙기관이 관리하던 사용자 신원정보를 사용자 본인이 관리·통제하는 ‘자기주권 신원인증’
체계이다. 지갑에 신분증을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신원을 증명하듯, 개인 블록체인 지갑에
필요한 만큼의 개인정보만 검증기관에 전송해 나를 증명한다. 덕분에 보험사나 병원은 번거로운
서류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위조·변조 걱정 없이 증명서를 발급한다(➋번).
A씨는 아파트 전세 계약 기간이 곧 끝나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C에서 부동산 매물을 찾고 있다.
B씨가 올린 매물이 마음에 쏙 들지만 허위 매물일까 봐 걱정이 크다. 걱정은 금물.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보유한 플랫폼 C가 A에게 B씨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B에게는 A씨가 거래할 만한 자금이
있는지 확인해준다(➏번). 스마트 컨트랙트는 컴퓨터 언어인 수학적 코드로 작성되기 때문에 특정
요구조건이 충족되면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되어 계약이 이행된다. 시스템 오류나 사기, 제3자 간섭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제거된다(➐번). A씨와 B씨는 각자 블록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고, 플랫폼
C에서 제공하는 코인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면 거래 끝이다.
계약을 마치고 나니 출출하다. A씨는 배달 앱을 열어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하려다 다시 닫는다.
배달료가 너무 올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만약 배달 앱의 수수료 금액 책정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A씨는 블록체인 외부에서 합의한 방식에 여러
구성원이 투표로 참여해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모델로, 한 개인이나 조직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적절히 분산해 평형을 이루게 만드는 거버넌스를 생각한다(➒번). “거버넌스가 모두를 만족시키는
답을 내놓기는 힘들 거야. 그래도 최대한 양측이 합의하는 정책에는 불만이 크지 않겠지?”라고
읊조리며 A씨는 월차의 하루를 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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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B5G

D.N.A.생태계 강화

개요
• 5 G/B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초고속) 전송하고 지능형으로 처리하며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5G 기반의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유무선 통신 기술 및 향후 개발될 B5G(Beyond 5G, e.g., 6G) 기술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
•주
 요 국제 표준화 기구는 2012년부터 ITU-R WP5D에서 5G의 표준화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2015년
ITU가 발표한 5G 비전에 따라 3GPP와 같은 사실표준화 기구에서의 표준 작업이 시작되었음. 최근
2021년부터는 6G 비전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ITU-T SG13에서는 2017년 IMT-2020 네트워크의 용어 정의, 네트워크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표준 완료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IMT-2020 기반의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 표준개발 완료를 하였음
- ETSI에서는 2020년 5G에서 NFV적용을 위한 멀티사이트, 클라우드-네이티브 지원 및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등과 관련된 NFV Rel-2 규격 개발 작업을 완료함
- 3GPP RAN에서는 2021년 7월 향상된 IIoT 무선 지원 기술 신규 WI로 지정, 같은 해 12월 Rel-17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과 52.6 ~ 71GHz 대역 무선 접속 기술 표준화를 완료하고, 2022년 3월 IAB enhancement
표준 개발 완료 예정임
- 한편 O-RAN Alliance (WG1~WG9)에서는 2018년 5G 개방형 무선 네트워크 표준 개발을 위한 발족식을 갖고,
2019년 개방형 5G 프론트홀 규격 개발 완료, 2020년 개방형 기지국 관련 오픈소스, 생태계, 표준 인터페이스
등 전 분야에 대한 표준개발 완료하였고 2021년 개방병 RIC 인터페이스 등의 표준 개발 고도화 진행 중

•국
 내 표준화의 경우는 TTA 산하 이동통신 무선접속(PG1102), 이동통신 네트워크(PG1103),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PG1104), 이동통신 서비스(PG1105), LBS시스템(PG904), ITS/차량 ICT(PG905)
에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B5G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TC11과
협력을 통한 비전, 미래기술동향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5G생태계 활성과 및 한-중, 한-유럽 공동 연구를
통한 국제 협력을 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네트워크 기술

보안 기술

•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
•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기술
• 버티컬 산업용 NPN 및 TSN 연동 기술
• MEC 플랫폼 기술
• 5G 엣지 컴퓨팅 지원 기술

• 5G 보안 프레임워크

무선기술
mmWave

Massive Antenna

서비스 지원 기술
• 5G C-V2X 기술
• NTN 기술
•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 무인기(UAV) 기술
• 5G 기반 확장현실(XR)
서비스 기술

•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기술
•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 5G IoT 기술
• URLLC 기술
• IIoT 무선 기술
•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 무선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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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표준

95%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기술 표준

중점 표준화 항목

무선
기술

전략목표

국내

국제

100%

TTA PG1102,
5G포럼

3GPP RAN,
ITU-R WP5D

지속/확산공략

100%

100%

TTA PG1102,
5G포럼

3GPP RAN,
ITU-R WP5D

지속/확산공략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

90%

90%

TTA PG1102,
5G포럼

3GPP RAN,
ITU-R WP5D

선도경쟁공략

5G IoT 기술 표준

100%

100%

TTA PG1102

3GPP RAN

지속/확산공략

URLLC 기술 표준

95%

95%

TTA PG1102,
TTA PG1104,
5G포럼

3GPP RAN,
ITU-R WP5D

지속/확산공략

IIoT무선 기술 표준

95%

95%

TTA PG1102,
5G포럼

3GPP RAN

선도경쟁공략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

100%

100%

TTA PG1102

3GPP RAN,
ITU-R WP5D

지속/확산공략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

90%

90%

TTA PG1102

3GPP RAN,
ITU-R WP5D

선도경쟁공략

무선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85%

95%

TTA PG1102,
5G포럼

3GPP RAN

지속/확산공략

5G C-V2X 기술 표준

90%

90%

TTA PG1102,
TTA PG1103,
TTA PG905

3GPP RAN/SA

지속/확산공략

NTN 기술 표준

90%

90%

TTA PG1102,
TTA PG1103

3GPP SA/RAN

선도경쟁공략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표준

90%

90%

TTA PG904,
TTA PG1105

3GPP RAN/SA
OMA LOC WG

지속/확산공략

무인기(UAV) 기술 표준

95%

95%

TTA PG1102,
TTA PG1103

3GPP SA/RAN

선도경쟁공략

95%

TTA PG1102,
TTA PG1103,
TTA PG1104,
TTA PG1105

3GPP SA/RAN

차세대공략

5G 기반 확장현실(XR) 서비스 표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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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네트워크
기술

보안기술

기술
수준

표준
수준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3GPP RAN,
ITU-R WP5D,
IEEE 802,
O-RAN

지속/확산공략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표준

90%

95%

TTA PG1102,
5G포럼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

90%

95%

TTA PG1102,
TTA PG1103

3GPP RAN,
ITU-R WP5D

지속/확산공략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표준

90%

90%

TTA PG1102,
TTA PG1103,
5G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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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확산공략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표준

90%

95%

TTA PG1102,
TTA PG1103,
5G포럼

3GPP SA/RAN/
CT, BBF, IETF

지속/확산공략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기술 표준

90%

90%

TTA PG1103,
5G포럼

3GPP SA/CT

지속/확산공략

버티컬 산업용 NPN 및
TSN 연동 기술

90%

90%

TTA PG1103,
5G포럼

3GPP RAN/SA/
CT, IEEE 802

지속/확산공략

MEC 플랫폼 기술 표준

95%

90%

TTA PG1003,
TTA PG609

ITU-T SG11/
SG13, OASIS,
ETSI MEC/NFV

선도경쟁공략

5G 에지 컴퓨팅 지원 기술 표준

90%

95%

TTA PG1003,
TTA PG609,
5G포럼

3GPP RAN/SA,
ETSI MEC/NFV

지속/확산공략

5G 보안 프레임워크*

90%

80%

TTA PG1103,
5G포럼

3GPP, GSMA

전략적수용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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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5G-Adv. 및 B5G 이동통신 국제표준 선점으로 세계시장 및 기술 주도권 확보
▶ 추진전략 : 지속/확산공략
목표
2021~2022
• 5G-Adv. 표준 선도
• 5G 버티컬 적용 표준 주도
• 5G 선순환 생태계 확보

2023~2024



2025~2026

• B5G 표준 로드맵 선도
• 5G-Adv. 버티컬 응용 선도
• 5G-Adv. 생태계 리더쉽 확보



• B5G 표준 초기단계 선도
• 5G-Adv. 버티컬 확산 주도
• 5G-Adv. 선순환 생태계구축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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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표준화 기구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표준 제안

ITU-R WP5A/WP5D 연구반
ITU-T SG13 연구반

ICT 표준화포럼

정책 지원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 U+,
Ericsson, Nokia, QC ITL, WILUS 등 산업체

5G/B5G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활동 참여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안

5G 포럼

정보 보급

전략방향
제시

활동 참여

ETRI, KETI, KTL 등 연구기관

SWOT 분석
• (시장) 세계최초 5G 상용서비스 시작 및 다양한 단말
공급 및 서비스 개발
• (기술) 5G 상용화 기술 확보 및 운용 경험 및 지속적인
강점
5G 주파수 발굴 및 공급
• (표준) 5G/B5G 국제활동 참여 증대 및 국내 표준 및
5G 포럼 활동 강화

• (시장) 국내 시장 규모의 한계 및 5G 상용망 구축 투자비
상승
• (기술) 핵심원천기술개발 미흡 및 무선통신 핵심 소자/
약점
부품/장비 기술 기반 취약
• (표준) 국제표준화 전문가의 지속성 부족 및 의장단
확보 부족

• (시장) 모바일 데이터 시장 급성장 및 스마트 모바일
혁신 시작
• (기술) 5G기반 응용기술개발 활성화 및 스마트 무선
기회
연결성 활성화 요구
• (표준) 5G 표준화 활동 시 전략적 협력 및 표준화 주도

• (시장) 융합 서비스 출현으로 주도권 경쟁 심화 및 과다
경쟁 및 투자비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 (기술) 주요 기술에 대한 경쟁 격화 및 중국의 정보통신
위협
산업의 발전
• (표준) 소수 외국 글로벌 기업에 의한 국제표준 활동 주도
및 사실상의 단일 표준으로 3GPP 내 경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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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한성대 등 학계



국제표준대응위원회


국제 협력

활동 제안

정책 제시

CJK/ITU-R (PG1101)
이동통신 무선접속(PG1102)
이동통신 네트워크(PG1103)
5G 버티컬 프레임워크(PG1104)
이동통신 서비스(PG1105)



관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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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이동통신 무선접속 표준개발을 담당하며, 2020년 개방형
5G 프론트홀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완료
•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 이동통신 코어 및 네트워크 표준개발을 담당하며, 2021년
가상화 기반의 5G 코어 시스템 및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관련한 다양한 표준 개발 진행중
•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 5G 기반의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에 대한 표준
개발을 담당하며 2021년 C-V2X 서비스 등 버티컬 관련한 다양한 표준 개발 진행중
• (TTA

이동통신 서비스 PG(PG1105)) 긴급구조 대상 단말기의 상향링크 무선신호를 ‘신호수집기’를
이용해 탐색, 식별, 측정하여 타겟 단말기 위치를 추적하는 새로운 개념의 측위 기술 제안
• (TTA

LBS 시스템 PG(PG904)) 긴급 구조용 측위시스템과 실내 위치기반 서비스 규격 등을 개발
완료. 이동통신사업자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표준(A-GNSS, Cell-ID, WiFi활용)의 개정을 통해
기압센서 측위 기술을 추가하므로서 기존 수평위치정보에 수직위치정보를 추가하는 표준 추진 중
• (TTA

ITS/차량/철도 ICT PG(PG905)) 2018년, C-V2X의 국내 표준화 완료. 자율협력주행의
요구사항 및 PHY/MAC 계층 표준 추진 중

• (5G포럼)

6G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TC11과 협력하여 6G 비전 및 미래기술
동향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5G 생태계 활성화 및 한-중, 한-유럽 공동 연구를 통한 국제 협력 강화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R

SG5 WP5D-IMT Systems) 5G 표준 성능을 위한 요구사항/평가 기준 연구 완료, 적용
대역 및 시스템 간 간섭 연구 및 6G 비전 및 미래기술 동향 연구 진행 중
• (ITU-T

SG13-Future networks, with focus on IMT-2020, cloud computing and trusted
network infrastructures) 2019년, IMT-2020 네트워크 구조 표준 및2021년, IMT-2020 기반의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 표준개발 완료

• (ETSI

TC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유럽에서의 ITS application 관련 표준화를 수행. 기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Day-1 application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좀 더 고도화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Day-2 application 작업이 시작 단계
• (ETSI

ISG 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2017년 12월, ETSI NFV 구조에서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지원에 관한 기술보고서 개발 및 2020년, 5G에서 NFV적용을 위한 멀티-사이트,
클라우드-네이티브 지원 및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등과 관련한 NFV Rel-3 규격 개발 작업 완료
• (ETSI

ISG Multi-access Edge Computing) 2016~2017년, 기능 및 API 상세화 진행 및 2018년,
Phase 2, RNIS, Relocation 플랫폼 서비스 관련 스팩 상세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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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GPP

Radio Access Network) 2020년 6월, Rel-16 URLLC enhancement 표준 개발 완료,
2021년 12월, Rel-17 52.6㎓-71㎓ 대역 무선 접속 기술 표준화 완료 및 2022년 3월, Rel-17
URLLC enhancement 표준 개발 완료
• (3GPP

SA1-Services) 2020년, Rel-18 관련한 버티컬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신규 연구
TR들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2021년, Rel-18 관련한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신규
표준 개발 규격에 대한 표준개발 진행 중
• (3GPP

SA2-Architecture) 2020년 12월 다중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등 Rel-17 기술을 위한
연구 완료, 2021년 V2XARC_Ph2, ATSSS_Ph2 ,eNPN, IIoT 등 Rel-17 기술들의 표준 규격
작업 진행 중, 2022년, 네트워크 슬라이싱. 네트워크 자동화, NPN 관련한 Rel-18 기술을 위한
연구 진행 중
• (3GPP

SA5-Telecom Management) 2019년, 2021년 3월, 5G 네트워크에 통합 된 위성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연구하는 TR 28.808 완료, 5G Phase 2(Rel-16)의
과금 및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연구 시작, 2020년 작업 완료, 2021년, Rel-17 기술 아이템의
네트워크 운영 및 과금에 관한 연구 진행 중
• (3GPP

SA6-Application) 2021년 3월, 무인 항공기 (UAS) 응용 계층 지원을 연구하는 TR 23.755
완료

• (IEEE

802) 액세스망의 네트워크 참조모델/기능(802/P1914) 및 이동통신 기지국 프론트홀에
사용될 전송 기술을 표준화 진행 중(802/P1914)

• (GSMA

NESAS-Network Equipment Security Assurance Scheme) 2021년, 네트워크 장비
보안 보증 기법 Version 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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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N

WG1~WG9) 2018년, 5G 개방형 무선 네트워크 표준 개발을 위해 발족, 2019년, 개방형
5G 프론트홀 규격, 2020년, 개방형 기지국 관련한 오픈소스, 생태계, 표준 인터페이스 등 전 분야에
대한 표준개발 완료 2021년, 개방형 RIC 인터페이스 등의 표준 개발 고도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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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ATA

D.N.A.생태계 강화

개요
• ( 인공지능) 인간이 사고·학습·추론하는 이해능력을 컴퓨터상에서 하드웨어 또는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것
- JTC1은 2017년부터 SC29에서 인공지능 압축 기술의 표준과 영상정보 특징점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SC42
에서는 2018년 킥오프 회의를 시작하여 WG 5개와 JWG 1개로 구성되어 인공지능 기본 개념 및 용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의 구성 및 기능, 인공지능 신뢰성, 유즈케이스, 인공지능 라이프 사이클 등 관련
표준화를 추진 중
- ITU-T SG13에서는 2017년 클라우드 환경에서 머신러닝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 개발을 시작하였고,
2018년 FG-ML5G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환경에서 머신러닝 기술 응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정의함
- IEEE에서는 2016년부터 자동화 지능형 시스템을 위한 윤리 표준인 P7000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데이터 코딩 표준 개발을 위해 2020년 9월에 설립된 MPAI는 AI 관련 프레임워크와 데이터 표현형식, 사전
정의된 AI 모듈로 구성된 응용시스템 표준 등을 개발 중

• ( 빅데이터) 기존의 관리 방법이나 분석 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정형 또는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집합 또는 이러한 데이터 집합을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시각화하는 정보통신 기술
- ITU-T SG13은 2013년부터 클라우드 환경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빅데이터 교환, 유통, 관리,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킹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중
- JTC1은 2013년 빅데이터 연구반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개요 및 용어, 참조구조 표준을 개발하였고, 2018년
SC42 그룹으로 이관되어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화를 추진 중

사회

산업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사회윤리, 거버넌스)

(응용, 스마트X)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NNR, VCM 표준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빅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표준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기술
(데이터, 모델링, 플랫폼)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

시스템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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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인공지능

표준
수준

국내

국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80%

90%

TTA PG1005

JTC1 SC42

지속/확산공략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90%

90%

TTA PG1005

JTC1 SC42

지속/확산공략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90%

95%

TTA PG1005

JTC1 SC29

지속/확산공략

머신러닝기반의
특징점부호화(VCM)표준

90%

95%

TTA PG1005

JTC1 SC29

선도경쟁공략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90%

95%

TTA PG1005

JTC1 SC42,
IEEE SA

선도경쟁공략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95%

95%

TTA PG1005,
TTA PG606

JTC1 SC35,
MPAI

선도경쟁공략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90%

90%

TTA PG1005,
TTA PG424

JTC1 SC25

선도경쟁공략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90%

90%

TTA PG606

ISO TC184 SC4,
JTC1 SC32

선도경쟁공략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90%

90%

IMS KOREA

JTC1 SC36,
IMS Global,
IEEE LTSC

지속/확산공략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80%

90%

TTA PG1004,
TTA PG1005

JTC1 SC42

선도경쟁공략

빅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표준*

80%

90%

TTA PG1004

ITU-T SG13

지속/확산공략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

90%

90%

TTA PG606

JTC1 SC32

선도경쟁공략

전략목표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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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디지털 뉴딜 기반 확보 및 데이터 활용 선도 국가 도약
▶ 추진전략 : 선도경쟁공략
목표
2021~2022

2023~2024

•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 수립 및
원천기술 확보
• 데이터 공유 체계 고도화를 통한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및 활용



2025~2026

•他
 산업 연계 융복합 인공지능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표준개발
품질 및 신뢰성 향상을 통한
• 데이터

데이터 이용 활성화



인공지능 기술 표준 및
• 차세대

표준특허 선점
활용 기술 및 표준화를 통한
• 데이터

데이터 신산업 창출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13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ISO TC184
JTC1 SC25/
SC29/SC32/
SC35/SC36/
SC42

표준 제안



사실표준화 기구

정책 제시

스마트 에너지/환경(PG424)
메타데이터(PG606)
빅데이터(PG1004)
인공지능기반기술(PG1005)



정책 지원



ITU-T SG13 연구반
ISO TC184 전문위원회
JTC1 SC25/SC29/SC32/SC35/
SC36/SC42 전문위원회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전략방향
제안





활동 참여

인시그널, LG전자, 삼성전자,
KDATA, 위세아이텍 등 산업체

AI/DATA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정보 보급

ICT 표준화전략맵




―

한국항공대, 건국대, 명지대,
서울시립대, 강릉원주대 등 학계



국제표준대응위원회

국제 협력

활동 제안

관계 부처

활동 참여

ETRI, KETI, KERIS,
NIA 등 연구기관

SWOT 분석
• (시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주도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한 경험 확보
강점 • (기술) ICT 인프라 기반 제품/서비스의 기술 확보
• (표준) 국제표준화 주도(의장, 에디터 등 의장단 확보)

• (시장) 데이터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획득하려는
인식 여전
• (기술) 선진국에 비해 핵심, 원천기술의 부족
약점
• (표준) 미국, 중국이 표준화 주도, 국내업체 표준화 참여
진입장벽 높음

• (시장) 음성인식 서비스, 자율주행차 등 인공지능 시장의
급속 성장
기회 • (기술) 세계최고수준의 음성인식 처리기술 및 서비스
연계 신기술 개발 가능
• (표준) 음성, 의료영상 인식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시작

• (시장) 중국의 인공지능 투자규모가 매우 크고 단말기
제조사의 경쟁력 향상
• (기술) 특정 솔루션에 대한 기술적 Lock-in 현상
위협
발생 우려
• (표준) 국외 선도기업의 사실표준화 기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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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스마트 에너지/환경 PG(PG424))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EMA 표준을 연계하여 인공지능 기반
응용 서비스 표준 추진
• (TTA

메타데이터 PG(PG606)) 효율적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및 메타데이터 표준을
제정 중이며, 향후 자연어처리 상호참조와 응용시스템을 위한 의미분석 표준 개발이 진행 예정
• (TTA

빅데이터 PG(PG1004)) 비정형 데이터 품질 검사 및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을 위한 표준이
진행 중이며, 향후 DCAT 3.0 개정에 따른 준용 표준 및 국내 데이터 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표준화 추진
•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 국내 환경에 맞는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향후 인공지능 신뢰성과 관련하여 위험 관리 체계 신규
아이템 발굴 예정

• (IMS

KOREA) 다양한 학습 활동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IMS Caliper1.1 부합화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고, IMS Caliper 1.2 부합화 표준화 작업 예정

• (지능정보기술포럼)

AI데이터분과는 데이터 가공공정 절차, 데이터 추출 또는 조합 공정, 데이터
태깅 라벨링 공정 등의 AI 데이터에 대한 표준 추진 중

• (JTC1

SC25 WG1-Home Electronic Systems) 스마트홈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이 진행
중이며, 추가적으로 데이터모델 및 메시지 플로우 진행 예정
• (JTC1

SC29 WG2-MPEG Technical Requirement/WG4-MPEG Video Coding) MPEGVCM(머신러닝기반 비디오코딩) 비디오 특징점 부호화 표준과 MPEG-NNR(ISO/IEC 1593817) 인공지능 압축모델 표준 진행 중
• (JTC1

SC32 WG2-MetaData) 데이터베이스 언어, 메타데이터의 일관성 있는 사용 등 데이터
관리 및 교환 관련 표준 개발 중이며, 구현 모델 개정 작업 예상
• (JTC1

SC35 WG5-Cultural and linguistic adaptability) 대면상황 자동통역 표준의 후속으로
실시간 동시통역 시스템 표준화가 3개 파트로 진행 중이며, 상세 모듈에 대한 추가 표준 개발 예상
• (JTC1

SC36 WG8-Learning analytics) 학습분석 참조 모델(개념, 어휘), 요구사항, 품질관리 등
학습분석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 개발
• (JTC1

SC42 WG1-Foundational standards) 인공지능 개념 및 용어 표준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 표준이 개발 중
• (JTC1

SC42 WG2-Data)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데이터 품질 측정,
데이터 품질 절차 프레임워크 등이 진행 중이며, 품질 거버넌스 및 시각화 표준개발 논의 추진
• (JTC1

SC42 WG3-Trustworthiness) 인공지능 신뢰성과 견고성, 위험관리, 설명력, 윤리 관련
표준이 진행 중이며, 인공지능 시스템 시험 표준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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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T

SC13 WP2 Q17-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for Computing including Cloud
Computing and Data Handling) 클라우드컴퓨팅 및 빅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처리(data
handling) 기술 관련 요구사항, 생태계 모델 및 기능 구조 등에 대한 표준화 추진 중

• (ISO

TC184 SC4-Industrial data)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표준,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
스마트 제조 데이터 표준을 추진 중

• (IEEE

SA-Standards Association) 자동화 지능형 시스템을 위한 윤리 표준이 P7000 시리즈로
개발 중
• (IEEE

LTSC-Learning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 학습자 경험 데이터를 정의하고,
서로 다른 시스템(LMS, 학습분석 도구 등)들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통신하는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

• (MPAI)

인공지능을 핵심기술로 하는 데이터 코딩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사실 표준화
단체로 AI 관련 프레임워크와 데이터 표현형식, 사전 정의된 AI 모듈로 구성된 응용시스템 표준
개발 중

• (IMS

Global Caliper analytics PG) 학습 데이터 측정 프레임워크(IMS Caliper analytics 1.2)
표준이 공개되었으며, 학습활동 데이터 수집 프로파일 항목 표준화 작업과 기존 평가문항(QTI),
학습도구 상호운용성(LTI), 전자책포맷(EPUB)표준들을 수용하는 융합 표준 개발 작업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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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생태계 강화

개요
• 차세대보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ICT 환경에서 위/변조, 유출, 해킹, 서비스거부 등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전달·저장되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물리적 공간에서의 보안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 공통기반인 암호기술, 인증기술, 이를 활용하는 물리보안, 사이버 위협대응,
보안평가, 데이터보안과 5G보안으로 정의
• 주요 표준화 기구로는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기구인 ITU-T와 ISO/IEC JTC 1의 보안 및 생체 인식을
담당하는 위원회 SG 17(Security)와 SC 27(Information security, cyber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SC 37(Biometrics)을 중심으로 표준화를 추진 중
- 인증기술은 W3C, FIDO Alliance, 블록체인 관련 ISO/IEC TC 307, 영지식 증명 관련 ZK Proof와 연계하여
추진 중
- 지능형 CCTV 보안기술은 IEC TC 79, ONMF, PSIA, OSSA와 연계하여 추진 중
- 사이버 위협대응기술은 IEEE SA와 연계하여 추진 중
- 5G 보안은 3GPP, ETSI, NGMN/5G PPP와 연계하여 추진 중

•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데이터 보안의 표준화
추진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인증 등도 이에 적합하게 표준화 추진
• R &D와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5G 보안, 지능형 CCTV 보안에서 표준화 추진 항목을 추가

5G보안

데이터보안

바이오인식 응용 서비스
생체신호기반 인증
지능형 CCTV 보안

물리보안

보안평가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그룹이동을 위한 서비스보안

사이버 위협 대응

활용 및 응용 기술

암호 알고리즘
양자 암호

비대면 인증기술
ID 관리기술
프라이버시보호 인증기술

암호기술

인증기술

차세대보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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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버티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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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암호 알고리즘 표준

90%

양자 암호기술 표준

중점 표준화 항목

암호
기술

인증
기술

물리
보안

사이버
위협
대응

5G
보안

전략목표

국내

국제

95%

TTA PG501,
RRA JTC1 SC27-K

JTC1 SC27,
IETF

선도경쟁공략

90%

95%

TTA PG504

ITU-T SG17,
ETSI, JTC1 SC27

선도경쟁공략

비대면 인증 기술 표준*

95%

95%

TTA PG502

ITU-T SG17,
JTC1 SC27, W3C,
FIDOAlliance

선도경쟁공략

ID 관리기술 표준

90%

90%

TTA PG502

ITU-T SG17,
ISO TC307,
W3C

선도경쟁공략

ITU-T SG17,
ISO TC307,
JTC1 SC27,
W3C,ZKProof

선도경쟁공략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표준

90%

90%

TTA PG501,
TTA PG502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표준

95%

95%

TTA PG505,
RRA JTC1 SC37-K

JTC1 SC27/SC37,
ITU-T SG17

차세대공략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표준

95%

95%

TTA PG505,
RRA ITU-T SG17-K

ITU-T SG17,
ISO TC215

차세대공략

지속/확산공략

선도경쟁공략

지능형 CCTV 보안기술 표준*

90%

95%

TTA PG427

ITU-T SG17,
IEC TC79,
ONVIF, PSIA,
OSSA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표준

85%

90%

TTA PG503

ITU-T SG17,
IEEESA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서비스 보안 표준*

90%

90%

TTA PG503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표준*

90%

90%

TTA PG504,
RRA JTC1 SC27-K

JTC1 SC27,
CCRA, CCUF

전략적 수용

암호모듈 시험평가 기준 표준

95%

95%

TTA PG504,
RRA JTC1 SC27-K

JTC1 SC27

지속/확산공략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표준

95%

95%

TTA PG504,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

ITU-T SG17,
JTC1 SC27

선도경쟁공략

동형암호기반
데이터 유출 방지 지침 표준

100%

95%

-

ITU-T SG17,
JTC1 SC27,
IEEE

차세대공략

핀테크 서비스 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표준*

100%

95%

TTA PG502,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JTC1 SC27

차세대공략

95%

TTA PG504,
TTA PG1103,
TTA PG1104,
5G보안포럼

ITU-T SG17,
3GPP, ETSI,
NGMN/5G PPP

차세대공략

보안 평가

데이터
보안

대응표준화기구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

95%

ITU-T SG17,
선도경쟁공략
JTC1 SC27, IEEE SA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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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차세대보안 국제표준 선도를 통한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 추진전략 : 선도경쟁공략
목표
2021~2022

2023~2024

• 데이터보안, 비대면 인증 등의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주요
핵심기술의 표준 선점



2025~2026

보안, AI 보안, 양자컴퓨팅
• 5G/6G

대응 보안 등 국가 핵심
전략분야에서 국제표준 주도



분야 표준 선도국 진입
• 차세대보안

및 IPR 수익 창출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17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ISO TC215/TC307
JTC1
SC27/SC37

표준 제안

정보보호기반(PG501)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PG502)
사이버보안(PG503)
응용보안/평가인증(PG504)
바이오인식(PG505)
지능형 CCTV(PG427)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PG1104)



사실표준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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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협력

삼성전자, KT, SKT,
LGU+ 등 산업체



활동 참여


정책 지원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안



차세대보안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순천향대, 서울대, 성신여대, 경인여대,
충북대, 인하대, 서울외대 등 학계

정보 보급





활동 제안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5G 보안포럼, 스마트의료정보보안포럼

정책 제시

활동 참여

ETRI, NSR, KISA,
금융보안원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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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시장) 각종 보안 이슈 대응을 위해 기업 및 기관의
침해사고 대응장비 구매 증가, 보안 필요성에 대한 높은
범사회적 인식
• (기술) 감염성 질병(COVID-19 등)으로 비대면 인증,
강점 비식별화 기술 개발에 정부의 투자 증가,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풍부한 운용 경험 보유
• (표준) 보안 분야에서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기여도
높음, 국내 및 국제표준화 경험을 토대로 신규 표준화
활동 용이

• (시장) 세계 시장 대비 국내 보안시장 규모 협소, 세계
시장에서 보안인증제도 등의 도입으로 기술 장벽 형성 중
• (기술) 차세대 암호ㆍ인증기술,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고급 개발인력 부족, 융합보안 분야에 보안기술
적용을 위한 협력 미흡
약점
• (표준) 학계와 KISA, ETRI 등 정부기관 중심의 표준화
진행과 산업체의 참여 미흡, 표준화 전문인력 부족으로
다양한 표준화기구를 통한 표준화 추진이 어려움

• (시장) 감염성 질병(COVID-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회의, 온라인 교육 등의 시장 규모 확장
• (기술)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수요 증가, 해킹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정보보호
기회
강화 요구 증가
• (표준) JTC1, ITU-T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생체 인증,
데이터보안, 양자암호 관련 표준화 활발, 5G/6G 보안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화 요구 증가

• (시장) 다양한 보안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의 독점 우려,
상호운용성 확보 및 개발 규모를 이유로 국내개발 암호
기술의 제품 적용 기피
• (기술) 국가 차원의 보안 원천기술 확보 경쟁 심화, 일부
위협
국가와 기업에서 보안 핵심 원천기술 확보
• (표준) 북미, 유럽 표준화 단체 중심의 국제표준화 추진

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정보보호기반PG(PG501)) 양자내성 암호 표준 개발 및 응용서비스 보안을 위한 암호기술
표준 개발 중
•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PG(PG502)) 신원관리 용어 정의, 스마트시티
개인정보보호 지침, 다중 분산 ID 서비스를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 등 표준 개발 중
• (TTA

사이버보안PG(PG503)) 사이버 위협대응 표준화 및 가상화 기반 이기종 백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 표준 개발 중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PG(PG504)) 시험/평가 및 검증 분야 국내표준과 핀테크, ITS, 클라우드,
IoT, 스마트그리드 및 인공지능 응용서비스 관련 표준,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 개발 중
• (TTA

바이오인식PG(PG505)) 정보분할에 의한 일회용 패스워드와 바이오인식을 이용한 다중
인증, 바이오인식기반의 반려동물 개체식별 DB 구축지침 표준과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케어
보안플랫폼 관련기술 표준화 추진 중
• (TTA

지능형CCTV(PG427)) 신뢰할 수 있는 지능형 CCTV를 위한 세그멘테이션 기반 프라이버시
마스킹/언마스킹 기술 표준, 다중 보안시스템간 연동을 위한 프라이버시 영역정보 표준, 실시간 경량
영상 암·복호 기술 표준 등을 개발 중
• (RRA

JTC1 SC27-K) 암호모듈검증제도에서 기준으로 적용되는 암호모듈 보안 요구사항 (KSXISO/
IEC 19790)과 암호모듈 시험 요구사항(KSXISO/IEC 24759) 등 KS 국가표준을 제ㆍ개정 중
• (RRA

JTC1 SC37-K)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관련, 바이오인식 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지침, 바이오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기술, BioAPI 적합성 시험기술 등 국가표준을 제·개정 중
•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개인정보보안 기술 관련 국내/국제 표준을 개발 및 제ㆍ개정 중이며
스마트그리드, 클라우드, 스마트 폰 보안, 암호 알고리즘 등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술 국내외 표준
개발 중

PART 3.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83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T

SG17 Q.3-Security management) 정보보호 활동 기준 표준 및 침해사고 대응 활동
가이드, 보안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및 평가기준에 대한 가이드 개발 중
• (ITU-T

SG17 Q.4-Cybersecurity) 사이버보안 침해증거 수집 및 보존 도구, 샌드박스 환경에서
악성코드 동적분석을 위한 요구사항 및 가이드라인, 샌드박스 환경에서 악성코드 동적분석을 위한
요구사항 및 가이드라인 표준 개발 중
• (ITU-T

SG17 Q.6-Security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s and Internet of Things)
안전한 Video Management System(VMS)을 위한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 정의 등 영상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을 진행 중
• (ITU-T

SG17 Q.7-Secure application services) 비식별화 정보보증의 요구사항 표준 및 군집
이동 서비스 플랫폼을 위한 보안가이드라인 개발 중
• (ITU-T

SG17 Q.9-Telebiometrics)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인식 인증기술 표준,
텔레바이오 인식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개체식별 인증서비스 국제표준 개발 중
• (ITU-T

SG17 Q.10-Management & Telebiometrics) 객체 인증 보증 프레임워크와 접근하는
자원별로 상이한 인증 수준을 적용하기 위한 인증 프로토콜 표준화 추진 중
• (ITU-T

SG17 Q.14-Security aspects fo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ID관리
분야에서 DLT데이터 이용 시 고려해야 하는 보안 요구사항 개발 중
• (ITU-T

SG17 Q.15-Security for/by emerging technologies) 양자난수발생기, 양자키분배
관련 표준화 및 동형 암호기반의 기계학습관련 정보보호지침 개발 중
• (JTC1

SC27 WG1-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정보보호통제 표준인
ISO/IEC 27002의 개정안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분야별(통신, 클라우드, 에너지, 개인정보 등)
응용을 위한 요구사항, 통제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재개정 중
• (JTC1

SC27 WG2-Cryptography and security mechanisms) 신규 기술 수요에 따른 차세대
암호(동형 암호, 양자내성 암호, 경량 인증 암호화 등) 분야의 표준화 항목 및 대상 증가 전망

• (JTC1

SC27 WG5-Identity management and privacy technologies) 바이오정보 보호기술
개정안, WG1과 공동으로 27001 확대 요구사항 표준 개발 진행 중. 한국 주도로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개발 중.
• (JTC1

SC37 WG5-Biometric testing and reporting) 얼굴인식을 결합한 지능형 CCTV
성능시험기술 개발 중
• (ISO

TC215-Health informatics)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케어 텔레바이오 인식 응용서비스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을 신규표준으로 진행 예정
• (ISO

TC307-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 탈중앙형ㆍ분산형
아이덴티티 정의와 범주들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고려사항을 표준으로 진행 예정

• (W3C)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s)을 이용한 익명 크리덴셜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표준을 업그레이드 및 분산 ID의 핵심 아키텍처 및 데이터 모델, 사용 사례, 분산 ID 문서
조회를 위한 관련 표준들을 개발 중

• (FIDO

Alliance) 신원 검증(identity verification), 계정 복구, 사용자와 기기 간 인증 등 디지털
ID 전반의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위한 연구 및 서비스 제공자와 IoT 기기 간의 상호연동을 위한
인증 규격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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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27 WG3-Security evaluation, testing and specification) 암호모듈 검증 기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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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응용-무선전력전송

D.N.A.생태계 강화

개요
•무
 선전력전송은 전자파 전송의 원리를 이용 하여 전선 없이 에너지를 공간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 무선 통신과 에너지 전송 기술이 융합되어 각종 전력선과 커넥터로부터의 자유로움(Cablefree)과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중요한 혁신 기술. 다양한 종류의 무선전력전송을
기반으로 출력 규모 및 응용 분야에 따라서 자동차, 사무·가전, 의료, 모바일/웨어러블 기기, 인프라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 원천 기술

자기유도 방식

자기공진 방식

전자기파 방식
Magnetic
Field

Antenna

Rectenna

Vs

Vs

Vs

Power Oscillator
Source

Rectifier Load

Power Oscillator
Source

자동차

전기차(EV)
무선전력전송
초대출력

Resonant
Circuits

인프라 서비스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소출력

Rectifier Load
Radio Wave

사무/가전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중, 대출력

Oscillator
Rectifier Load

의료

공간
무선전력전송

모바일/웨어러블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이물질/
생체 검출 기술

초소출력

[송신전력에 따른 무선전력전송 표준화 기술 분류]
구분

송신전력

활용분야

초소출력

~ 5W

웨어러블 및 생체 삽입형 디바이스 등

소출력

5W ~ 50W

스마트폰(급속포함), 태블릿 PC, 노트북 등

중출력

50W ~ 200W

전기자전거, 로봇, 드론 등

대출력

200W ~ 3.3kW

고출력 가전기기, 산업용 기기 등

초대출력

3.3kW ~

전기자동차 등

※ 전자기파를 이용한 무선전력전송은 수신 전력을 분류 기준으로 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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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100%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제

90%

TTA PG901,
TTA PG909,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ITU-R SG1,
IEC TC106/
CISPR B, AWG

지속/확산공략

80%

80%

TTA PG909

WPC, AFA

추격/협력공략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90%

90%

TTA PG909,
IEC TC100 전문위원회

IEC TC100 TA15,
WPC

선도경쟁공략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100%

95%

TTA PG909,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IEC TC100 TA15

지속/확산공략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85%

90%

TTA PG909,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IEC TC100 TA15,
JTC1 SC6,
AWG, AGA

선도경쟁공략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100%

100%

TTA PG909,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IEC
TC100 TA15

선도경쟁공략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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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생활밀접형 무선전력전송 응용분야 확대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세계시장 주도
▶ 추진전략 : 선도경쟁공략
목표
2023~2024

2021~2022
• 원천기술의 선제적 확보 및
국제표준화 주도



2025~2026

상용화를 통해 신사장
• 표준기술

창출 및 선점



주도권 확보 및 확대
• 세계시장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R SG1
IEC TC69/TC100 TA15/
TC77/TC106/CISPR B
JTC1 SC6/
SC41
AWG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표준 제안



국제표준대응위원회



ITU-R SG1 연구반
IEC TC69/TC100 TA15/TC77/
TC106/CISPR B 전문위원회
JTC1 SC6/SC41 전문위원회

전략방향
제시




활동 참여

삼성전자, LG전자 등 산업체

전략방향
제안



무선전력전송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정보 보급

ICT 표준화전략맵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KAIST, 고려대 등 학계


정책 지원

사실표준화 기구

활동 제안

정책 제시

스마트 전력전송(PG909)



관계 부처

활동 참여

KETI, ETRI, KTC 등 연구기관

SWOT 분석
• (시장) 우수한 국내 IT 인프라 수준 및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기기 생산
• (기술) 무선전력전송 국내 기술 경쟁력 이미 확보하여
강점
국내 독자 기술 개발 완료
• (표준) 무선전력전송 표준 관련 단체 표준 기관 및
내 포럼 등 확보 및 국제표준 리더쉽 확보

• (시장)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중소기업 주도의
산업 구조 형성 어려움
• (기술) 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상용화 지원 미흡
• (표준) 국내 기업의 산업 표준화 참여 미비

• (시장) 시장 형성 초기 단계 (모바일 기기 시장 제외)
• (기술) 일부 선도 기업 기술을 제외하고 경쟁 초기 단계
기회 • (표준) 국제 표준화 추진의 용이성 및
미국/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도 가능성 큼

• (시장) 대출력 무선충전 기술 등 안전성에 대한
입증이 미흡
• (기술) 로열티를 지니고 있는 기술은 외산 솔루션을
사용해야 함
• (표준) 사실표준 단체의 견제 및 위협

약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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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및 제어 기술은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에서 국내표준화를 진행했으며, 향후 응용 분야 확대에 따른 추가 표준화 추진 필요
•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발전 및 무선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에
따른 무선전력전송 관련 산업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국제 표준 개발 동향에 발맞춰 ~50W
급, ~200 급, ~2.4kW 급 제품군에 맞춰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한 연구,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이와 연계한 표준 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 방법의 경우 글로벌 각국의
기술 표준 또는 규제와 연관된 사항이라 국제 표준(IEC)을 선 진행하고 이를 국내 표준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
•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복수의 자기공진기를 이용하여 피충전단말의 위치와 방향에
상관없이 원활한 충전을 가능케 하는 기술로서 전장산업 등에 적용될 수 있기에 산업계 적용을 위한
표준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은 무선 통신에서와 같이 안테나로
전자파를 방사시켜 전력을 보내어 다수의 기기에 동시에 원거리 충전이 가능하며, 통신 기기와의
충전 거리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표준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
•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에서는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대비 이물질/생체 검출의 필요성이 증가하므로, 표준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R

SG1 WP1A) 하이파워와 미디엄 파워 전기차 권고 주파수 2019년 승인.
• (ITU-R

SG1 WP1B) 전기차 SM.2110-1의 권고 주파수 인접대역의 방송·통신 서비스의
간섭영향 분석 연구가 진행 중(기술 보고서 개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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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TC100 TA15 WG1) 2019년 1월에 WPC 등의 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전력전송 수신
기능과 휴대기기의 자기장 발생 모듈인 MST를 무선전력전송 송신부로 활용하는 국제 기술
표준인 “Device to device wireless charging(D2DWC) for mobile devices with wireless
power TX/RX module”를 NP로 제출하여 프로젝트 승인됨.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방법에
대한 국제표준화 제정 중이고, 표준명은 “Measuring method for wireless power transfer
efficiency and standby power - mobile phone”으로 2021년 7월 현재 CD단계이고, 2022년
중으로 CDV 단계 진입을 목표로 하여 개발 중. IEC TC100에서는 2019년부터 복수자기공진기
기반 공간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진행 중
• (IEC

TC100 TA15 WG2)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표준 기술이 개발 중이며, 차세대 기술로
선정되어 다양한 방식에 적용이 되어 향후 표준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 2021년 4월, 정보전력
동시 송수신 기술 신규 기술 표준 투표 (PNW 100-3581) 결과 제안. 2020년 12월, 지향성
전자기파 방식의 무선전력전송 제어에 대한 신규 기술 표준 투표 (PNW 100-3436) 결과 부결.
2019년, 방사형 전자기파 방식의 무선전력전송 제어에 대한 기술 표준을 제정 중. 2018년 1월,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제어 기술 관련 표준 “Parasitic communication protocol for RF
wireless power transmission”이 국제 표준안으로 채택되어 개발 중이며, 2019년 1월 CD를
회람하였으며, 2020년 6월 CDV 단계 진입 예정. 2019년 1월,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관련 기술
보고서 초안이 회람되었으며, 2020년 2월에 국제 기술보고서 발간
• (IEC

TC69 WG7) 전기차 무선충전 관련IEC 61980-2(Communication) 및 IEC 61980-3
(General Specification) 문서에 대한 CDV 단계 통과
• (IEC TC106 WG9) 전기차에 대한 EMF 평가방법에 대한 CDV를 거쳐 현재 DPAS 단계

• (WPC)

Qi 표준 규격개발분과와(SWG) Household & Industry 규격개발분과(HI-SWG)로
분리하여 스마트폰, 휴대용 노트북(~30W급) 표준과 중대출력 표준 개발 진행 중. Qi 표준은
최근 Authentication, FOD, RFID/NFC protection 등과 같이 보안 기능이 추가된 v1.3 표준을
개발 완료하고, 모바일랩탑이 충전가능한 v1.4 기술표준 개발 중. HI SWG에서는 주방가전,
전기자전거, 산업용 규격을 세분화하여 작업반을 편성, 각 응용 분야에 대한 표준개발을 진행
중으로 2021년∼2022년 중으로 정식 표준 발간 예정

PART 3.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전파응용-수중통신

89

D.N.A.생태계 강화

개요
• 수중통신 기술은 “음파나 초음파는 물론 다양한 전송기술을 이용한 무선통신 기술로서 이기종
네트워크의 확장성 및 지능화 정보처리를 제공하는 IoUT/IoUS 기술 및 디지털 트윈 응용 등 미래
수중통신을 포함한 기술”로 정의
• 수중통신 표준은 국제표준기구 ISO/IEC JTC1/SC41 에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며, JANUS와 같은
NATO 산하 사실표준기구에서 일부 표준화를 목표로 추진. 2014년 이후 한국주도의 표준화 리더십
수임 및 국제 표준화 개발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2021년 JTC1/SC41 WG7의 설립과 함께 한국에서
컨비너를 수임, 지속적인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표준화를 진행 중
• 수중통신 분야 표준들은 ISO/IEC JTC1/SC41에서 한국 주도로 6건의 IS, 1건의 TR발간 완료에 이어
1건의 CDV 투표 중, 1건의 CD, 3건의 프로젝트 신규 제안 건의 에디터를 맡아 표준화를 진행 중
• 수중음파통신 영역의 응용 도메인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수중음향통신과 수중광통신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환경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감시(surveillance)정보 활용, 재난재해(해양오염, 해저지진, 해상사고, 건물 붕괴에 따른 침수 등)
와 항만방어체계를 활용한 국방 수중무인화 경계시스템 등 국가안보 기여, 일기예보, 해양 석유ㆍ가스
산업, 해저데이터 수집, 신규 장애물 탐지, 선박 간 상황공유, 수중레저 활동, 해양 인명구조 및 안전지원,
IoUT를 통한 융복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LF

IoUT/IoUS

Acoustic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어류양식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수중탐사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Optical LED/ Laser

침입탐지

Optical Laser
수중로봇

LF
Optical LED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MFAN

Acoustic

환경
모니터링

재난재해

M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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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대응표준화기구

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국내

국제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100%

100%

TTA PG903

ISO/IEC JTC1
SC41 WG3/WG4/
WG5/WG7

지속/확산공략

수중음파 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85%

100%

TTA PG903

ISO/IEC JTC1
SC41 WG3/WG4/
WG5/WG7

선도경쟁공략

수중음파 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85%

100%

TTA PG903

ISO/IEC JTC1
SC41 WG3/WG4/
WG5/WG7

선도경쟁공략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95%

100%

TTA PG903

ISO/IEC JTC1
SC41 WG3/WG4/
WG5/WG7

차세대공략

IoUT/IoUS (Internet of
Underwater Things/ Internet of
Underwater Service) 표준*

100%

100%

TTA PG903

ISO/IEC JTC1
SC41 WG3/WG4/
WG5/WG7

차세대공략

전략목표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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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다양한 수중 통신 기술을 이용한 응용 기술의 발전, 변화, 새로운 가능성 창출 및 세계시장 주도
▶ 추진전략 : 지속/확산공략
목표
2021~2022
• 신규 표준화 전략수립
•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

2023~2024



2025~2026

원천 기술 선제적 확보 및
• 수중통신

국제 표준화 주도



글로벌 리더쉽 확보
• 수중통신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정책 제시



특수통신(PG903)



관계 부처

정책 지원

JTC1 SC41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사실표준화 기구

―



JTC1 SC41 전문위원회
전략방향
제시

정보 보급



활동 참여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
SK텔레콤 등 산업체

수중통신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





강릉원주대, 국민대, 호서대 ,
경북대, 한국해양대 등 학계

전략방향
제안

활동 참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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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시장) 우수한 국내 IT 인프라 수준, 수중로봇 등 관련
시장 확대, ICT 무선기기 거대시장 확보, 5G 세계최초
상용화, 위치기반서비스 시장 확대
• (기술) 국내 독자 기술 개발 및 정부주도형 연구개발
강점
• (표준) 수중통신 국내표준 제정 및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표준화 선도 역량 및 표준화 경험 보유

• (시장) 여타 통신 표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시장과
중소기업 주도의 산업 구조 형성 어려움, 중소기업
주도의 위성산업 구조, 수중통신 수요부족으로 국내
시장이 제한적
• (기술) 상용화된 기술과 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상용화 지원 미흡
• (표준) 산업 표준화(IEEE) 추진과 산업체 표준화 참여
미비, 관련 분야 기술/표준 전문가 부족

• (시장) 시장형성 초기 단계이며, 국민 생활 편의 및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응용 산업의 시장 활성화 추세,
무인이동체(수중로봇) 산업이 커지면서 통신소요 증대
기회 • (기술) 일부 선도기업 기술을 제외하고 경쟁 초기
단계이며, 국내 기술의 선도 가능성이 큼
• (표준) 국제 표준화 추진의 용이성과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도 가능성 큼

• (시장) 시장 인지도나 신뢰도와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
미흡, 지상망 기반 시장과의 경쟁 지속
• (기술) 다른 통신표준기술과의 중복성 존재,
전문 인력의 양적·질적 공급 부족
• (표준) 국제 표준화 주도권 경쟁 및 사실표준 단체의
견제 및 위협

약점

위협

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특수통신 PG(PG903)) 지중/수중통신 실무반(WG9031)에서 다양한 수중통신 기술 및 현황,
이슈를 다루는 표준과 기술보고서를 개발 중이며 시스템기술, 응용기술, 연동기술 중심이었던
표준화 대상을 확장하여 새로운 IoUT 기술 영역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험절차를 정의하는
표준이 발간되었으며 장비 실험 절차에 대한 표준도 진행 중임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SO/IEC

JTC1/SC41 WG3-IoT Architecture) IoT 및 관련 기술 참조 아키텍쳐 표준을 개발
중이며 수중통신 관련 ISO/IEC 30140-1,2 참조모델 표준이 제정
• (ISO/IEC

JTC1/SC41 WG4-IoT Interoperability)
- IoT 및 관련 기술 상호호환성 제공을 위한 표준을 개발 중이며 수중통신 관련 ISO/IEC 301403,4 제정
• (ISO/IEC

JTC1/SC41 WG5-IoT Application)
- IoT 및 관련 기술 응용과 관련된 표준 및 유즈케이스를 개발 중이며 수중통신 관련 ISO/IEC
30142 네트워크 관리표준과 ISO/IEC 30143 응용 프로파일 표준이 FDIS 단계를 거쳐
2020년에 IS로 제정
- ISO/IEC 30167 UWASN Underwater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IoT (TR) 제정
• (ISO/IEC

JTC1/SC41 WG7-Mafitime, underwater and Digital Twin applications)
- 2021년 5월 WG3, 4, 5의 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던 수중통신 관련 된 모든 프로젝트를 옮겨서
WG7을 구성하엿으며 국민대의 박수현교수가 컨비너를 수임
- ISO/IEC 30177 UWASN U-NMS Interworking 표준을 CD로 진행 중
- ISO/IEC 30171 UWASN B-UWAN Overview and Requirements 표준이 CDV 투표 중
- 향후 프로토콜 표준 및 연동 기술, IoUT 등 다양한 수중음파통신 기술영역의 표준화를 단계별로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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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위성통신 기술은 정지 및 비정지 궤도상에 배치되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통신 및 항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로 정의
•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는 한국 ITU-R 연구위원회, 한국 WRC 준비단 등 국내 위성통신 산·학·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국제 및 지역 표준화 기구인 ITU-R, APT 회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표준화 회의 의장단 진출을 통한 국제 및 지역 표준화 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 추진 중
- ITU-R은 Study Group 4에서 WP4A 그룹은 궤도 및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 WP4B 그룹은 고정위성업무,
이동위성업무등에 관한 성능 및 가용도에 관한 연구, WP3C 그룹은 이동위성업무와 위성항법업무간 효율적인
궤도 및 스펙트럼 이용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 중
- ETSI는 TC SES를 구성하여 고용량 위성통신을 위한 위성 DVB 표준과 3GPP NR 프로토콜 기술비교 및
위성통신 역방향링크 전송규격 표준화를 완료 및 개정 추진 중
- APT는 APG 및 AWG를 구성해 WRC-23 의제관련 표준화 및 VMES에 대한 아태지역 주파수 이용기술 현황
및 기술 보고서 개발 진행 중
- CCSDS는 심우주 광통신 관련 표준을 제정하였고, SLS WG 조직 및 회의를 통해 관련 표준 개정 및 협의 논의 중
- ICAO는 성능기반항행을 위해 관련국들과의 기술교류는 물론 시스템 다원화에 따른 항법신호들간의 유해혼신
방지를 위한 시스템 상호운용성 관련 작업반 운용을 통해 기술 표준화 진행 중

• 전반적으로 표준화는 성숙 단계에 있으며, ITU-R, ETSI 및 APT 등은 개발된 위성통신 관련 표준을
성능 개선 및 영역 확장을 진행 중

정지궤도 위성

위성통신 주파수 이용 표준
4

GPS 위성

궤도선

착륙선

5

심우주 탐사선간
근접 통신 링크

위성통신국
1

3

표면링크

기준국
Smart Integrity

중앙처리국/통합운영국

Robust High
Accuracy

AGNSS Server
(SLP/GMLC)

High
Sensitivity

Anti Jamming

GNSS 보정정보
제공시스템 표준

Multi
Sensors
Fusion

Signal distortion
Detection
(Correlation, CCC)

T
In owa
do rd
or s
...

2

Low TTFF

USA
GPS

LB
S

Tomorrow

PVT
techniques

Spoofing
Detection

(RAIM-Like)

Smart Integrity

even in Urban environment

Indoor
Penetration

Billing in LBS..

Multipath
rejection

European Union
Galileo

Road

표면-궤도간 링크

Global
CHINA
BeiDou
Navigation
Satellite
System
Russian Federation
Glonass

위성항법시스템/항법 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로버
중계위성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LEOs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위성gateway

위성 빔호핑
접속 제어
(HTS
위성서비스)

5G
개인휴대형
위성통신서비스

정지궤도 및 저궤도 군집위성

공공안전
방송통신서비스

Gateway
GEO/LEO-Sat access network
Low Power
Use Terminals

위성 IoT 단말국
(감시/경계통신)

Sat5G
이동위성통신
(커넥티드카)

위성 IoT 전송기술 표준

VSAT 중심국
(HUB) 위성송출국

광대역 VSAT
(초고속인터넷)

제어센터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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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80%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80%

TTA PG805,
ITU-R SG4 연구반

ITU-R SG4,
ETSI TC SES,
3GPP

차세대공략

90%

80%

TTA PG805

ITU-R SG4,
ETSI TC SES,
DVB

지속/확산공략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

90%

90%

ITU-R SG4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ITU-R SG4,
APT APG

선도경쟁공략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65%

65%

-

CCSDS

추격/협력공략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75%

75%

-

CCSDS,
IETF

추격/협력공략

위성항법 시스템/
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80%

80%

TTA PG904

ETSI TC SES,
ICAO,
IMO

차세대공략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표준*

60%

60%

TTA PG904,
TTA PG1103,
5G포럼

ICAO,
RTCA,
IMO RTCM

추격/협력공략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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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위성ICT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관련 서비스 활성화 및 세계시장 주도
▶ 추진전략 : 지속/확산공략
목표
2021~2022

2023~2024

• 위성ICT 분야 표준화 항목 수정 및
전략 수립



2025~2026

ICT 핵심기술 개발 추진,
• 위성

관련 IPR 확보 및 표준화 참여



국제표준 선도 및
• 위성ICT

글로벌 시장 교두보 확보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R SG4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정책 제시

위성방송(PG805)
LBS 시스템(PG904)



관계 부처


정책 지원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ITU-R SG4 연구반
전략방향
제시

사실표준화 기구

정보 보급



활동 참여

KTsat, 삼성전자, LG전자
AR Technology 등 산업체

위성통신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





전북대, 한양대 등 학계

전략방향
제안

활동 참여

ETRI, KARI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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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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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시장) 5G망과 연계한 위성수요 확대,정부차원의
공공분야 위성서비스 수요 증가, 국가 재난 및 국민 안전
목적의 위성통신산업 필요성 대두
• (기술) 출연연 및 대학 중심의 이론형 인재 보유, 탑재체
강점 및 지상국 일부 분야에 대한 핵심기술 보유, 5G 연계
위성기반 NTN 기술개발 진행 및 6G NTN 기술기획
• (표준) ITU-R 위성 주파수 이용 분야 표준화선도 역량
및 표준화 경험 보유

• (시장) 상용 위성서비스 시장 진입 한계, 여타 통신 표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시장, 중소기업 주도의 산업 구조로
시장형성 어려움
• (기술) 산업체 위성관련 연구인력 부족, 위성분야 노하우
를 가진 실무형 인력 부족, 맞춤형 연구 인력 배치 부족,
약점
위성기술 상용화 실적 미흡 및 정부주도형 연구개발
• (표준) 산업체 표준화 참여 미비, 지상주파수 보호 및
공유 중심의 위성 주파수 공유 표준화 추진, 위성관련
표준전문가 부족

• (시장) 초광대역(HTS) 위성통신 시장 확대, 정부 차원의
공공분야 위성서비스 수요 증가, 저궤도 위성시장 활성화
추세
• (기술) 탑재체 및 지상국 일부 분야에 대한 핵심기술
보유, 일부 선도기업 기술을 제외하고 경쟁 초기 단계,
기회
위성관련 일부기술 세계동등
• (표준) 국제 표준화 추진의 용이성 및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도 가능성 큼, 5G 연계 NTN 표준화
진행, 6G 위성-지상 통합망 구성을 위한 위성 연동 및
주파수 표준 중요성 증대

• (시장) 상용 위성서비스 시장 진입 한계, 시장 인지도나
신뢰도 미흡,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 미흡, 지상망 기반
시장과의 경쟁 지속
• (기술) 전파위성분야 관심 감소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적·질적 공급 부족, 5G 이동통신 지상기술의 위성
위협
분야 확대 움직임
• (표준) 국제 표준화 주도권 경쟁, 3GPP 등 지상 표준
단체의 견제 및 위협

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위성방송 PG(PG805)) 디지털 위성방송 송수신 정합에서 DVB-S2 기반 전송표준을 포함.
VSAT 안테나 기술적 특성 표준과 디지털 위성통신 시스템에서의 오류 성능 표준을 개정하였고,
위성재난통신 표준으로 DVB-S2/S2X와 DVB-RCS2 기반으로 그물망 포함하여 제정 추진.
ACM을 사용하는 위성시스템에 대하여 성능목표를 제공할 수 방법에 관한 국내 표준 제정 추진
• (TTA

공공안전통신 PG(PG902)) PPDR 서비스를 위한 DVB-RCS 표준 기반 위성 멀티미디어
재난구조 시스템 표준이 제정
• (TTA

LBS 시스템 PG(PG904)) 실내외 연속측위를 위한 의사위성(Pseudolite) 메시지 포맷 등과
관련된 연구내용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여 2015년에 완료, 2016년에는 긴급구조를 위한 측위시스템
관련 기술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였고, 위성항법보정 시스템(SBAS), 지상항법보정시스템(GBAS)의
기술 및 서비스 활용성 확대를 위한 표준화, 재난피해자 위치분석 시스템 Stage 2(구조), 스마트폰
긴급 구조 요청(SOS) 전화 및 메시지 보내기 기능, 실내측위지원을 위한 핑거 맵의 JSON 기반
인코딩 추진 중

• (ITU-R SG4 국내 연구반, 한국WRC 준비단)
- 정지 및 비정지궤도 ESIM 주파수 이용 표준 연구 진행 중

ITU-R SG4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 위성간링크를 위한 고정위성업무 주파수 이용 표준 연구 진행 중
- 미래 협대역 이동위성시스템용 1.6-3.4㎓ 대역 MSS 분배 표준 연구 진행 중
- 위성망 국제등록 규정 개선 표준화 대응 연구 진행 중
- 위성시스템에서 사용하는 ACM을 고려하여 성능 목표 관련 연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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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R SG4 WP4A-Efficient orbit/spectrum utilization for FSS and BSS)
- FSS 시스템에서 정지궤도 및 비정지궤도 간 간섭 영향에 관한 표준 권고 ITU-R S.[50/40㎓
FSS Sharing methodology] 개발 중
- 27.5~29.5㎓ 대역의 ESIM 이용 및 동일 대역 이동 업무 보호 방안에 대한 표준이 진행 중
- 위성간링크 (ISL) 주파수 이용 기술에 대한 표준 연구 진행
- 광대역 대역확산 신호를 이용하는 FSS(고정위성업무) 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
- 2020년 Ka 대역 비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ESIM 주파수 공유 연구 진행
- 2020년부터 Ku 대역 항공기 ESIM 주파수 이용 공유 연구 진행
• (ITU-R SG4 WP4B-Systems, air interfaces, performance and availability objectives for
FSS, BSS and MSS, including IP-based applications and satellite news gathering)
- 2016년 위성시스템에서 사용하는 ACM을 고려하여 오류성능목표에 대한 권고 ITU-R
S.2099가 개발 완료
- 2019년 ACM을 사용함으로써 가변 데이터속도를 지원하는 FSS 및 MSS(이동위성업무)를 위한
성능목표 표준 권고인 ITU-R S.2131 개발완료
- 2019년 위성통신과 차세대 지상접속기술과의 연동을 위한 보고서인 M.2460 개발 완료
- 2021년 ITU-R 권고서 S.2131 개정 완료 예정
- 2024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5G 위성부문 무선 규격 표준 개발 본격화
• (ITU-R SG4 WP4C-Efficient orbit/spectrum utilization for MSS and RDSS)
- 2020년 1.6-3.4 GHz 대역 차세대 협대역 이동위성업무 주파수 자원 확보 연구 진행
- 위성항법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인 1164~1215㎒, 1215~1300㎒, 1559~1610㎒,
5000~5010㎒, 5010∼5030㎒ 대역에 운용하는 무선항법위성업무와 관련된 권고 가이드라인
표준화 진행 중
- 1215~1300㎒ 대역에서 운용하는 무선항행위성업무 우주대 지구방향의 수신기에 대한 특성 및
보호기준 표준화 진행 중

- 1164~1215㎒ 대역에서 운용하는 무선항행위성업무 우주 대 지구방향의 수신기에 대한 특성 및
보호기준 표준화 진행 중
• (Satellite Earth Stations and Systems)
- 5G망에서 위성을 이용한 멀티캐스팅 및 VFN (Virtualised Network Functions)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기존 위성/HAPS망과 5G망의 끊김없는 연동을 위한 다양한 구조 및 시나리오에 관한 분석내용이
ETSI TR 103 611에 반영
- ETSI SES SCN 표준화 회의에서 고용량 위성통신을 위해 위성 DVB 표준과 3GPP NR
프로토콜 기술 비교 관련 2022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study item 수행중
- 위성통신방송 순방향링크 전송 규격인 DVB-S2(ETSI EN 302 307-1. 2014.11) 개정과
DVB-S2X(ETSI EN 302 307-2. 2014.10 제정, 2015.2 개정) 표준 Annex E 개정 완료(2020.2)
- 위성통신 역방향링크 전송 규격인 DVB-RCS2(ETSI EN 301 542, 2012.5 제정)표준을 개정
완료 (2020.7)
- DVB-S2X(ETSI EN 302 307-2 v1.3.1. 2021.7 )표준 개정 완료후 BH(Beam Hopping) 관련
Superframe Format 추가
- GNSS 기반 위치시스템에서의 최소 성능을 포함한 성능 요구사항(ETSI TS 103 246-3),
성능시험 규격(ETSI TS 103 246-5) 표준 완료 (2020.10)
- 전지구 위성항법시스템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커버하기 위한
단일화된 유럽표준 초안을 2017년에 완료하였고 추가적인 내용 보완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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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G, AWG)
- WRC-23 의제에 속한 위성망 주파수 자원 확보 및 타 업무와의 주파수 공유 연구, 위성망
국제등록 규제 개선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
- 고정위성업무 위성망과 통신하는 VMES(Vehicle mounted Earth Station)에 대한 아태지역
주파수 이용 현황/기술 보고서 개발 진행 중
- 심우주 광통신 관련 표준을 제정하였고, SLS 회의/Space Link Code/Sync WG 워킹그룹 조직
및 회의를 통해 관련 표준을 개정 및 협의하고 있으며, 차세대 표준 무선 우주통신 기술에 대해
논의 중
- 심우주 및 근지구 광통신 표준 이슈 및 물리계층의 코딩/변조/인터리빙 관련 표준 논의 중
- 우주인터넷(DTN) 및 심우주파일전송프로토콜(CFDP)의 표준 개정 및 우주기관 간 상호 호환성
시험 수행 지원

- NSP를 통해 ICAO GNSS 매뉴얼(문서번호 9849) 개정 추진 중
- 성능기반 항행(PBN)을 위해 관련국들과의 기술교류는 물론 시스템 다원화에 따른 항법신호
들간의 유해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상호운용성 관련 작업반 운용을 통해 관련 기술 표준화
진행 중
- 위성항법신호를 통한 위치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온층 오차로 인한 지연요인 분석 및
신틸레이션으로 인한 영향을 식별하는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EUROCAE, RTCA와 함께 민간항공분야 장비 표준화 및 최소운용성능 규격 제정 및 DFMC
SBAS 표준 제정 작업 진행 중
- SIS 에 관한 SARPs 개정 중
- 결의서 MSC(해상 안전 위원회) 95에 다양한 선박용 무선항법수신기를 위한 성능 표준에
GPS, Glonass, DGPS & DGlonass, GPS-Glonass, Galileo, BDS 항법시스템에 대한 성능
표준내용을 추가키로 함
- 결의서 MSC 401(95)에 다양한 선박에 탑재되는 무선항법수신기 성능 표준 제시(2015년 6월)
- 결의서 A.1046(27)에 선박용 수신기에서의 SBAS 이용 가이드의 하나로 유럽의 EGNOS
성능을 제시(2019년)

- 5G망을 지원하기 위한 위성백홀 기술 및 차세대 위성전송 기술의 5G 기술 융합 표준화 연구
진행 중
- DVB S-LTV 기술그룹을 신설하여(2020.07), 미래의 연구기술 분야 검토를 진행 중임
(~2021.07)
- DVB-TM-S에서는 위성통신방송 순방향링크 전송 규격인 DVB-S2X 표준 제정(2014.10)
및 가이드라인 개정(2020.4) 완료, DVB-TM-RCS에서는 위성통신 역방향링크 전송 규격인
DVB-RCS2 표준을 제정 완료(2012.5) 하였고, Part 3 High Layer 위성표준을 개정(2020.2)
- 위성 전송 효율 증대를 위한 위성 OFDM, FTN 등의 기술 연구 진행 중
- DVB CM에서는 DVB-RCS2 표준에 순방향링크의 DVB-S2X 포함 완료
- DVB-CM에서는 새로운 이슈로 위성 IoT, 위성 IP, 위성 Beam- Hopping 기술 등을 선정하여
표준 진행 중
- DVB-TM의 DVB-S2X 표준에서 BH 위성을 지원하기 위한 Signaling 및 DVB-SI 규격
업데이트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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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1은 Rel-16 일부로 TR 22.822 ‘Study on using Satellite Access in 5G’에서 위성
접속망과의 연동을 고려한 유즈 케이스를 식별하고 새로운 위성 요구사항을 2019년 Phase 2에
반영
- SA2는 Rel-16 일부로 TR 23.737 ‘Study on architecture aspects for using satellite
access in 5G’에서 위성망을 사용하는 5G 접속 구조에 관해 2019년 8월 Phase 2에 반영
- SA5는 Rel-16 일부로 TR 28.808 ‘Study on management and orchestration aspects
of integrated satellite components in a 5G network’에서 5G망 기반으로 지상/위성망
자원활용 최적화에 관련된 내용을 2019년 12월 Phase 2에 반영
- TS 38. XXX, ‘Solutions for NR to support non-terrestrial networks(NTN)’ 관련 표준 규격
작업 진행중(22.03)
- TR 38. 829 ‘Study on NB-IoT/eMTC support for NTN’ 관련 기술보고서 작성 연구
완료(21.06)
- TS 36.XXX ‘Solutions for NB-IoT& eMTC to support non-terrestrial networks (NTN)’
관련 표준 규격 진행중 (22.03)

- IETF는 DTN 관련하여 RFC4838, 5050, 5326, 7242 등의 문건을 관리하고 있고, DTNRG을
통해 표준화 활동을 진행 중
- DTNRG에서는 통신 지연 및 극한 환경에서 인터넷 TCP/IP와 다른 통신 아키텍쳐를 통해
이기종간 통신 구현 방안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결과물의 오픈소스화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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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응용-전자파환경

D.N.A.생태계 강화

개요
•전
 자파환경 기술은 유·무선 방송·통신기기를 포함한 전기·전자기기로부터 방출되는 의도성 및 비의도성
전자파, 그리고 고출력 전자파(핵 및 비핵 전자파 포함)로 인한 방송·통신 서비스와 인접 기기·시스템과
주요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전자파 노출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측정·평가 및
대책 기술로 정의
•주
 요 국제 표준화 기구는 2018년부터 5G 기술 도입에 따른 전자파환경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5G 기술 상용화 및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파환경 기술 분야에서 첨단 ICT 제품에 대한 전자파 측정·
평가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음
- IEC CISPR는 5G 등 무선기기 평가 기술 도입, 6㎓ 이상 전자파 방출 기준 및 측정 기술, 18㎓ 이상 시험장평가
기술 제정 등의 전자파적합성 평가 기술 표준화를 추진 중
- IEC TC77은 SC77B에서 광대역 방사 내성시험 표준을 제정 중이며, SC77C에서 비의도성 전자파장해
(IEMI)를 포함한 비핵 고출력 전자파 위협에 대해 주요 장비의 복사성 및 전도성 내성 평가를 위한 인가 레벨
및 측정방법 관련 표준 개정을 추진 중
- IEC TC106은 6㎓ 이상 휴대용 무선기기 인체 노출량 평가 기준을 표준화 추진 중
- ITU-T SG5는 2018년 말 5G 네트워크와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에 관해 수치해석에 기반한 권고안을 작성
하였으며, 5G 네트워크의 상용화 시기에 맞춰 측정 데이터에 기반한 인체 노출량 평가 표준 제정을 추진 중

•전
 자파환경 기술은 안전한 전파환경 구현을 위해 의도성/비의도성 전자파로부터 인체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측정평가 및 대책 관련 기반 기술이며, IEC, ITU-T와 같은 국제표준기구에서 국제
표준화를 지속 추진함

5G 전자파적합성 평가 기술 표준
5G이동통신 등
무선 기기 평가

6 ㎓ 이상
EMC 평가

무선전력전송 등
ICT 융합기기 평가

광대역 방사
내성 평가

전자파
환경

정보기기
EMP 내성평가

무선국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ICT 기기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복사성
방호

핵/비핵 EMP
방호시설 평가

외부낙뢰 보호 시스템
구역 0

건물 높이에 따라 접합

구역 1

전도성
방호

구역 2
구역 3

감응성기기

구역 4

건물 외장의 차폐
공간의 차폐

생활환경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기의 차폐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방호대상 보호 지침 및
방호성능 평가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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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5G 전자파 적합성
평가기술 표준

90%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90%

TTA PG901,
국립전파연구원

IEC CISPR/ TC77,
ITU-T SG5,
ETSI, 3GPP

선도경쟁공략

85%

85%

TTA PG901,
국립전파연구원

IEC TC106,
ITU-T SG5

선도경쟁공략

90%

85%

TTA PG901,
국립전파연구원

IEC TC77,
ITU-T SG5

선도경쟁공략

* Ver.2022 신규항목

표준화 목표
다양한 전파 응용기술을 사용하는 실생활의 변화,
새로운 가능성 창출이 가능하도록 전자파 안전성 제고 및 세계 표준 주도
▶ 추진전략 : 선도경쟁공략
목표
2023~2024

2021~2022
• 전자파(EMC/EMF/EMP)
측정·평가 분야 표준화
전략 수립



• 전자파(EMC/EMF/EMP)

측정·평가 분야 원천기술
선제적 확보 및 국제표준화 주도

2025~2026



• 전자파(EMC/EMF/EMP)

측정·평가 분야
글로벌 리더쉽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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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5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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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표준화 기구






ICT 표준화전략맵

활동 참여

삼성전자, LG전자 등 산업체

전자파환경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전략방향
제시

전략방향
제안

―

정보 보급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KAIST, 충남대, 충북대 등 학계


정책 지원

IEC CISPR/
TC 77/TC106

활동 제안

정책 제시

전파지원(PG901)



관계 부처

활동 참여

ETRI, RAPA, KCA 등 연구기관

SWOT 분석
• (시장) 5G 세계 최초 상용화 등 빠른 국내 시장 변화
• (기술) 우수한 국내 ICT 기술 및 전자파 측정·평가 관련
강점 기술력
• (표준) 전자파 측정·평가 기술 관련 국제 표준화에 관한
관심과 노력

• (시장) 전자파 측정 장비 개발 업체 거의 없음
• (기술) 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상용화 지원 미흡
• (표준) 관련 분야 전문가 부족 및 국제표준 의장단
참여 미비

• (시장) 국민 생활 편의 및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응용 산업의 시장 활성화 추세
• (기술) 5G 등 첨단 ICT 제품 개발기술 기반 전자파
기회
측정평가 기술 확보
• (표준) 신규 제품에 대한 국내기술의 표준화 선도
가능성이 큼

• (시장) 전자파 측정·평가 및 대책 소재·부품 관련
시장 인지도 미흡
• (기술) 전파 분야 관심 감소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적·질적 공급 부족
• (표준) 국제 표준화 주도권 경쟁 심화

약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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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RRA

전자파적합 기술심의회) 5G 휴대용 무선기기 및 기지국 장비 등에 대한 관련 국제표준을
참조하고 국내기술을 반영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방법에 대한
국가표준 개정 및 고출력 전자파 관련 IEC 표준과의 조화를 위해 고출력 전자파 측정 평가 관련
국가표준 개정 등 표준화 진행

• (TTA 전파자원 PG(PG901))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평가 및 전자파 안전관리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기지국·생활환경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이며, 고출력
전자파 방호성능에 대한 측정평가 및 보호 지침관련 표준화 예정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EC CISPR) 5G 이동통신을 고려하여 SC A에서 18~40㎓ 대역 측정방법과 SCH에서 6~40㎓
대역 EMI 기준에 대한 표준화가 시작되었고, SC I에서 무선기기에 대한 EMC 측정방법 표준 개발
진행 중
• ( IEC TC77 SC77B) 한국이 제안한 광대역 신호 방사 내성 시험 표준화가 신규 프로젝트로
승인되었고 관련 표준 개발 중

• (IEC TC106) 6㎓ 이상 대역에서의 휴대용 무선기기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표준 개정 진행 중

• (ITU-T SG5 Q1/5 Electrical protection, reliability, safety and security of ICT systems)
IEC 표준을 근거로 통신센터 내 장비‧시스템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방호성능 측정에 대한 표준,
고출력 전자파 관련 시험방법만을 발췌하여 정리한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고고도 핵
전자파펄스(HEMP) 관련 통신시설 내 장비‧시스템 보호를 위한 지침 표준을 개정하였음
• (ITU-T SG5 Q3/5 Human exposure to electromagnetic fields (EMFs) due to digital
technologies) 5G 기지국에 관한 평가 방안 개발을 진행 중으로 상용화 일정과 연계하여 계산적
방법에 기반한 평가 방법을 선 개발 완료하였으며 이후 측정 데이터에 기반한 측정방법 개발
추진 중
• (ITU-T SG5 Q4/5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aspects in ICT environment) 5G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EMC 요구사항이 승인되었고, 휴대용 무선기기 및 정보감지기기에 대한
EMC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 개발 중
• (ETSI ERM WG EMC) 5G 기지국 장비 및 단말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평가 표준 개발 중, 40㎓
이하 측정 표준 개발 중

• (3GPP RAN4) 5G 기지국 장비, 단말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평가 표준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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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TC77 SC77C) IEMI를 포함한 비핵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내성 측정 평가 표준, HEMP 및
IEMI 방호에 대한 IEC 표준의 적용 가이드라인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지자기 폭풍에 의한 지자기
유도 전류(GIC) 영향 측정‧평가 표준 및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 표준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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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AN/WPAN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개요
•W
 LAN/WPAN 기술은 Sub-1㎓, 2.4㎓, 5㎓, 6㎓ 및 60㎓ 등의 마이크로파 비면허대역, 60~380㎔의
적외선 대역 및 380~780㎔의 가시광 대역을 사용하여 무선 접속점(AP)이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수(십)
미터 혹은 1㎞ 반경 내의 단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WLAN 무선통신 기술과 수 미터
혹은 인체 영역까지의 개인 공간에서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스마트 개인 연결 서비스를 저전력,
저속/초고속, 소형, 저가격으로 제공하는 WPAN/WBAN 무선통신 기술로 정의
•W
 LAN 기술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로 Wi-Fi 6의 주요 핵심 기술인 IEEE 802.11ax 물리
및 MAC 계층 표준기술을 분석하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Wi-Fi 7 핵심 기술인 IEEE 802.11be
기술을 중점적으로 분석
•W
 PAN 기술은 크게 광 무선통신 기술과 인체통신 기술, 저전력 무선통합액세스 기술, 그리고 블루투스
기술에 중점을 두고 분석되었으며, 광 무선통신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고속 광 무선통신
기술인 OWC와 고속 광 카메라 통신 기술인 OCC가 분석되었고 유사 기술인 Li-Fi 역시 WLAN으로
분류되었지만 2019년 및 2021년에 분석이 진행됨
•인
 체통신 기술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IEC TC47 표준에 중점을 두고 분석되었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인체통신 데이터로깅과 인증 표준에 대해 분석되었으며, 저전력 무선통합액세스 기술은
IEEE 802.15.12 표준에 중점을 두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분석이 진행됨
•또
 한, 블루투스 기술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실내 측위와 초저전력 음성 전송 등 차세대 블루투스
핵심 기술을 광범위하게 분석한 반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쉬 네트워크와 LE 오디오, LE 대량전송,
전염병 접촉 추적, 게임용 저지연 등 연차별 차별 기술을 도출하여 중점적으로 분석이 진행됨

WLAN
Switch

Internet

Wi-Fi  7 PHY/MAC 표준
(극초고속 무선랜)
무선랜 센싱 표준

게임용 저지연 표준

생체 정보 전송

블루투스 WENS

대량 전송 표준
EN
S

EN
S

X 5000

무선랜 응용 확장 및 호환성 인증 표준
블루투스 대량전송/WENS/게임용 저지연 표준

WPAN/WBAN

터치 테그

브로치 수신기

터치케어 워치
발판 테그
접촉방식

Li-Fi

비접촉방식
에어컨 사용정보
eHealth

약 복용 정보
냉장고 사용정보
가스렌지 사용정보

BT/LTE-M
/NBIoT...

Smart
Factory

텔레비전 사용정보

V2X

LED Array

애드혹 IR-UWB
무선네트워크 표준

Image Sensor
(Camera)

사용자 출입정보
Digital
Signage

데이터 서버

고속 광 무선통신(OWC) 표준

데이터 모니터링

인체통신 데이터로깅 및 인증 표준

Robotics

AR

고속 광 카메라통신(OCC) 표준

저지연 고신뢰 디바이스용 무선통신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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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WLAN

표준
수준

Wi-Fi 7 PHY 계층 표준

90%

90%

TTA PG907,
IEEE802포럼

IEEE 802.11be 선도경쟁공략

Wi-Fi 7 MAC 계층 표준

90%

90%

TTA PG907,
IEEE802포럼

IEEE 802.11be 선도경쟁공략

무선랜 응용 확장 및 호환성 인증 표준*

100% 90%

국내

전략목표

국제

-

Wi-Fi Alliance

선도경쟁공략

차세대공략

무선랜 센싱 표준

80%

80%

TTA PG907,
IEEE802포럼

IEEE 802.11bf

Li-Fi 표준*

80%

70%

TTA PG425,
IEEE802포럼

IEEE 802.11bb 추격/협력공략

100% 100%

TTA PG415

인체통신 데이터로깅 및 인증 표준

JTC1 SC6,
IEEE 802.15,
IEC TC47

차세대공략

고속 광 무선통신(OWC) 표준

80%

80%

TTA PG425

ITU-T SG15,
ITU-R SG1
추격/협력공략
WP1A,
IEEE 802.15.13

고속 광 카메라통신(OCC) 표준

95% 100%

TTA PG425

IEEE 802.15.7a 선도경쟁공략

90%

90%

TTA PG907,
IEEE802포럼

IEEE 802.15.6a 선도경쟁공략

100% 100%

TTA PG907,
IEEE802포럼

IEEE 802.15.14 선도경쟁공략

저지연 고신뢰 디바이스용 무선통신 표준

애드혹 IR-UWB 무선 네트워크 표준*

블루투스 대량전송 표준*

80%

70%

-

Bluetooth SIG

선도경쟁공략

블루투스 WENS, 생체 정보 전송 표준*

90%

80%

-

Bluetooth SIG

선도경쟁공략

블루투스 게임용 저지연 표준*

70%

80%

-

Bluetooth SIG

선도경쟁공략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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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비면허대역 근거리 통신 공공 인프라 확산을 공략하여
WLAN/WPAN 표준화 선도 및 서비스/기술 활성화를 기대
▶ 추진전략 : 지속/확산공략
목표
2021~2022

2023~2024

• 극초고속 무선랜, 블루투스,
인체통신 등 WLAN/WPAN 핵심
표준기술 개발 주도



2025~2026

무선랜, 차세대 블루투스 및
• 차세대

인체통신 등 WLAN/ WPAN
국제표준 선도



근거리 통신 공공 인프라
• 미래

확산을 위한 차세대
WLAN/WPAN 구축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15
ITU-R SG1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IEC TC47
ISO TC184
JTC1 SC6
WG1

정책 지원


표준 제안



JTC1 SC6 전문위원회

국제 협력

ICT 표준화포럼





ICT 표준화전략맵

활동 참여

LG전자, 삼성전자, 윌러스,
유양디앤유 등 산업체

전략방향
제안



WLAN/WPAN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정보 보급

전략방향
제시



IEEE802포럼
사회안전시스템포럼





덕성여대, 가천대, 국민대 등 학계



국제표준대응위원회

사실표준화 기구

활동 제안

정책 제시

지능형 디바이스(PG415)
가시광 융합통신(PG425)
근거리 무선통신(PG907)



관계 부처

활동 참여

ETRI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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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시장) 고밀도 환경에서 초고속 고품질 무선랜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원격수업/재택근무 등으로 인한 가정 내
Wi-Fi 수요 증가 및 블루투스 5.2 기반 국내 모바일
기기의 글로벌 시장 점유
• (기술) 신규 6G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무선랜 기술
강점 요구와 국내 기업 제품의 높은 블루투스 글로벌 시장
점유율 및 게이밍 관련 블루투스 기술력 증대
• (표준) IEEE 802.11 및 Wi-Fi Alliance 국내 위상
강화와 IEEE 802.11&15 계열 IPR 다수 확보

• (시장) 국내 무선랜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제품 공급이
부족하고 최신 Wi-Fi 기술의 낮은 수요와 신규 서비스
제품에 대한 사용자/기업의 낮은 이해 및 기존 BLE 등의
저전력 솔루션이 시장에 진입
• (기술) 차세대 무선랜 기술 개발 전략 및 대응기술에 대한
차별화 부족과 신기술의 독자 개발 및 상용화 경험이 약점
부족하며 고속 OWC 기술 개발 활동 위축 및 연구 개발
투자 미흡
• (표준) 중소기업/학계의 지속적인 표준화 참여 어려움과
고속 OWC 표준화 역량과 전략 부족, 표준에 참여하는
국내 업체 인원 감소

• (시장) 글로벌 고속 OWC/OCC와 블루투스 ESL,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 형성이 시작되고 있으며, COVID
-19으로 인한 블루투스 기반의 추적 서비스 및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블루투스 신시장이 형성되고 무선랜
필요성이 증대
기회 • (기술) 수십 Gbps급 무선랜의 필요성 증대 및 차세대
무선랜 원천기술과 2.4/5/6 GHz 무선랜 멀티 링크
기술 개발 본격화
• (표준) IEEE 802.11be 표준화 논의 진행과 무선랜
센싱(802.11bf) 표준화 시작 및 고속 OWC/OCC와
블루투스 고속 데이터 전송기술 표준화 초기 단계 진입

• (시장) 무선랜 칩셋 시장이 소수 해외 선진 업체에 의해
독점이 심화되고 해외 산업체 중심의 고속 OWC/OCC
시장 창출
• (기술) 핵심/원천 표준기술 조기 확보 어려움과 해외
산업체의 고속 OWC/OCC 기술 고도화
• (표준) 주요 칩셋 업체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주도되고 위협
무선랜 기술의 구현 여부가 주요 칩셋 업체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해외 스타트업과 연구소 중심의
고속 OWC/OCC 표준화 주도 및 블루투스 표준화에
대한 국내인력 참여의 높은 진입 장벽 존재

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디바이스, 협업 플랫폼를 포함한 지능형
디바이스 플랫폼, BAN, PAN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네트워크, 접근성, 증강현실, 동작 및 오감정보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이를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웨어러블 서비스 및 오감응용 서비스 등의
응용서비스의 표준개발 진행 중
• (TTA 가시광 융합통신 PG(PG425)) 가시광 무선통신 송신 물리계층 기본 구조, 수신 물리계층 기본
구조 등 60여건의 단체표준과 5개의 국가표준(2020.12 기준)을 제정하였으며, 가시광 통신 기반
사물인터넷 서비스와 광 카메라 통신 관련 신규 표준개발 진행 중
• (TTA

근거리 무선통신 PG(PG907)) 시장에 영향력이 큰 IEEE 802.11 및 802.15 표준의 신속한
국내 표준 제정 작업 및 근거리 무선통신 관련 국내 표준화 작업, 참여사들의 협력을 통한 해외 표준
진출 지원
- IEEE

802.11ba-2021, 802.11ax-2021 영문 준용 표준 개발 중
- IEEE 802.11-2020, IEEE 802.15.4-2020 영문 준용 표준 과제 제안 예정
- 차별화된 무선 채널 액세스 기반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 표준 개발 중

IEEE802포럼

• (IEEE802포럼) IEEE 802 표준개발 현황 교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WLAN, WSN, 신기술
LAN 분야 표준개발 활동을 지원하며, 워크샵과 백서를 통해 IEEE 802.1, 802.3, 802.11, 802.15
표준화 동향 정보를 국내에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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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T SG15 Q18-Access networks-In premises networks) ‘High speed indoor visible
light communication transceiver - System architecture, physical layer and data link
layer specification’의 G.9991과 ‘Indoor optical camera communication transceivers System architecture, physical layer and data link layer specification’의 G.9992 표준
제정 완료
• (ITU-R

SG1 Q238-Characteristics for use of visible light for broadband communications)
2017년부터 ITU-R SG1 WP1A에서는 광대역 통신을 위한 가시광 사용 특성 연구 과제를 S2로
분류하여 보고서 작성을 추진해 왔으며, ‘Characteristics for use of visible light for broadband
communications’ 제목의 보고서를 2023년까지 완료 예정

• (IEEE

802 WG11-Wireless Local Area Networks) Sub-1㎓, 2.4/5/6/60㎓ 및 가시광
주파수 대역 지원 차세대 무선랜 규격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
- Wi-Fi

6/6E로 불리는 IEEE 802.11ax는 2021년 5월에 표준화 완료. Wi-Fi 6/6E/6(R2)
제품은 각각 2019년, 2021년, 2022년부터 출시될 예정
- Wi-Fi

6 후속 표준인 Wi-Fi 7(IEEE 802.11be) 표준은 2018년 7월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9년 3월에 TG가 승인되어 본격적으로 표준 개발 중
• (IEEE

802 WG11 TGbb-LC(Light Communications)) 380nm~5,000nm 파장 대역을
사용하여 10Mbps~5Gbps 전송 속도 지원을 목표로 하는 TGbb LC(Light Communications)
표준화 그룹은 2021년 하반기 WG Letter Ballot 진입을 목표로 표준안 규격 작업 진행 중
- 2019년

5월까지 응용 서비스 모델과 채널 모델,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프론트엔드 모델 및
시뮬레이션 성능 평가 방법 기술 토의를 완료하고, 2019년 하반기에 필수 공통모드 PHY와 선택
모드 PHY 및 MAC 고려사항에 대한 참여그룹간 상호 합의 도출
- 2020년

4월 TGbb 태스크그룹 내부 표준초안 Draft 0.1을 완료한 이후, 2021년 6월 Draft
0.5를 공지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 WG LB(Letter Ballot) 진입을 위한 태스크그룹 내부 표준
초안 업데이트 진행 중
• (IEEE

802 WG11 TGbe-EHT(Extremely High Throughput)) 2.4/5/6㎓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는 극초고속 무선랜 규격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
- Wi-Fi

7(IEEE 802.11be) 표준은 2018년 7월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9년 3월에 TG가
승인됨. 2019년 5월 첫 TG 미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표준개발 중. 30Gbps 이상의 속도를
지원하는 극초고속 무선랜으로 명명되어 2021년 5월 Draft 1.0을 공지하였고, 2022년 3월까지
Draft 2.0 완료. 2024년 5월 표준완료 목표
• (IEEE

802 WG15-Wireless Specialty Networks) IEEE 802.15.4, 802.15.6, 802.15.7
802.15.9 amendment 개발, Narrow Band PHY 정리 및 신규 UWB 표준 개발과 802.15.13
고속 OWC 표준 개발 진행 중
- IEEE

802.15.4 security, 2020 버젼 corrigendum, Japanese rate 확장 amendment 개발
2021년내 완료 예정
- IEEE

802.15.4의 UWB 수정 amendment, Narrow Band PHY 부분 분리 표준화, IoT
디바이스용 신규 UWB 개발을 위한 신규 TG 승인 2021년 7월 예정
- TG13

고속 OWC 표준화는 2020년 12월 D4.0 draft에 대한 WG Letter Ballot을 완료하고
SA Ballot 프로세스에 진입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에 SA Ballot comment resolution
결과를 반영한 D5.0 draft를 완료하여 2021년 하반기에 재회람 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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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TC47-Semiconductor devices) ‘Semiconductor interface for human body
communication - Part 5: Data logging’의 IEC 62779-5 표준화 추진 예정

• (Wi-Fi

Alliance) IEEE 802.11에서 개발한 다양한 표준 기술들의 기기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해
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중(Wi-Fi 6/6E, Wi-Fi 7 등). 사용자의 무선 환경 경험 증대를 위한
상위 계층 기술 개발 및 운용 중(WPA 3, Wi-Fi EasyMesh, Wi-Fi Aware 등)

• (Bluetooth SIG Core WG) 2019년 12월에 Isochronous Channel에 기반한 LE Audio 전송을
위한 MAC/PHY 기술을 포함하여 Bluetooth Core v5.2 표준이 발표된 이후 아직까지 신규
표준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향후 LE 고속 및 대량전송에 관한 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
• (Bluetooth SIG ESL WG) 무선 전자라벨 관리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수 천대의 블루투스
대량전송에 대한 상위 계층 표준을 위해 생성된 WG이며, ESL Service 및 ESL Profile 표준
개술을 개발 중
• (Bluetooth

SIG ATA WG) LE Audio 기반 상위 Application Profile 표준 기술에 대한 규격
작업을 활발히 진행 중. 게임용 저 지연 오디오 전송을 위한 사용자 시나리오와 기술 요구 사항을
수집 중. 2021년 요구사항 수집을 완료하고 2022년 본격적인 표준 데이터 모델 및 프로토콜 설계
시작을 목표

• (Bluetooth

SIG Medical WG) 블루투스 기반 의료 및 헬스 기기 간 데이터 교환 시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 기술 개발 중. 혈당, 체중, 심박과 같은 특정 생체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일반화 된 데이터 포맷을 위한 표준 개발을 진행 중. 2024년 표준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

Ⅲ.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Bluetooth SIG EN WG) 스마트폰 기반의 노출 알림 기술을 웨어러블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격을 개발 중. 해당 기술은 WENS(Wearable Exposure Notification Service)라는 표준
기술명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표준 규격 발표를 목표로 표준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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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네트워크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개요
•지
 능형 네트워크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기술”로 정의
-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네트워크 기능 가상화(SDN/NFV), 네트워크 지능화, 저지연/고정밀 네트워크,
양자 정보통신, 네임 기반 네트워크 구조, 전달망, 유무선 액세스 기술 등 포함

•주
 요 국제 표준화 기구는 2017년/2018년부터 지능형 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표준화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표준화 항목 선별 등 2020년부터 본격적인 표준화를 추진 중
- ITU-T는 2018년부터 FG-ML5G를 구성하여 표준화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SG13에서는 2020년 활동 만료된
FG-ML5G의 결과물(프레임워크, 유즈케이스 등)을 토대로 기계학습 오케스트레이터, 기계학습 샌드박스,
기계학습 기반의 네트워크 슬라이스 관리 등 기계학습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표준화 추진 중
- ETSI는 2017년 초부터 ENI, ZSM SG를 통해 표준화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지능형 네트워크 표준화를 위한
요구사항, 유즈케이스, 갭 분석 등을 정의한 ENI Rel-1(2017.3~2018.3)를 완료하였고, 지능형 네트워크를 위한
기능구조, 기능 블록 간 인터페이스 및 정보 모델 등을 정의한 ENI Rel-2(2018.3~), 네트워크 자동화 관련
표준화를 추진 중
- IEEE, IETF/IRTF, ONF, OIF 등에서는 지능형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도메인별 및 계층별
세부 기술 표준화를 추진 중

•전
 반적으로 지능형 네트워크 표준화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관리를
자동화하기 위한 표준화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 중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

SDN 기술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 …
동적 패킷 포워딩 및 데이터 평면 추상화 SDN 표준

네트워크 지능화 데이터 처리 및 정보모델링 표준
Virtual Networks 1

……
Virtual Networks N

저지연/고정밀 네트워크 기술

Intelligent Network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

네임기반 네트워크 구조 기술
정보 중심 네트워킹(ICN) 기반 통신 표준…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

양자 정보통신 기술

웹

양자암호통신망 표준
양자 정보통신 시험 및 인증 표준

NFV 기술
IoT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NFV 표준

유무선 액세스 기술
고속 광액세스 표준…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

전달망 기술
이더넷, OTN 광전송 표준…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 표준

물류·농업·
에너지

··
·
스마트
공장·
시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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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SDN/NFV
기술

기술
수준

표준
수준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지속/확산공략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

85%

90%

TTA PG201,
SDN/NFV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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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적 패킷 포워딩 및
데이터 평면 추상화 SDN 표준*

70%

75%

SDN/NFV포럼,
MEC포럼

ONF NG-SDN/
Stratum/P4

전략적수용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NFV 표준

80%

80%

TTA PG221,
SDN/NFV포럼

ETSI NFV/MEC,
ONAP, OSM,
OPNFV

전략적수용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

75%

85%

TTA PG1005

ETSI ENI/ZSM,
ITU-T SG13

추격/협력공략

네트워크 지능화 데이터 처리 및
정보모델링 표준*

80%

70%

TTA PG1005

ETSI ENI/ZSM,
ITU-T SG13

차세대공략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

95%

90%

TTA PG201,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IETF DetNet/
CCAMP/TEAS

선도경쟁공략

90%

TTA PG201,
퀀텀포럼,
퀀텀정보통신
연구조합

ETSI QKD,
ITU-T SG13/
SG17

선도경쟁공략

90%

TTA PG201,
TTA PG504,
퀀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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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공략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

양자암호 통신망 표준

90%

양자정보
통신기술
양자 정보통신 시험 및 인증 표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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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전략목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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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경쟁공략

정보 중심 네트워킹(ICN)
기반 통신 표준

85%

90%

TTA PG221,
TTA PG1002,
IETF미러포럼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

85%

85%

TTA PG201

IETF SPRING/
6MAN/IDR,
3GPP CT4

지속/확산공략

IEEE 802.3,
OIF PLL

선도경쟁공략

네임기반
네트워크
구조기술

전달망
기술

대응표준화기구

이더넷 광전송 표준

95%

80%

TTA PG201,
TTA PG218,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OTN 광전송 표준

90%

70%

TTA PG201,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ITU-T SG15

전략적수용

85%

TTA PG201,
TTA PG218,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ITU-T SG15,
IEEE 802.3/1588

지속/확산공략

85%

TTA PG201,
TTA PG218,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ITU-T SG15
연구반

ITU-T SG15,
25GS-PON MSA

선도경쟁공략

85%

TTA PG201,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무선통신송신기
전문위원회,
ITU-T SG15
연구반

ITU-T SG15,
IEEE 802.15,
IEC TC103/TC86

지속/확산공략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 표준

고속 광액세스 표준

85%

85%

유무선
액세스
기술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

85%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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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지능형 네트워크 원천 기술 확보 및 국제표준 선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견인
▶ 추진전략 : 선도경쟁공략
목표
2023~2024

2021~2022
• 지능형 네트워크 핵심 원천기술 및
핵심 표준 IPR 확보
• 국제표준화 기반 마련



2025~2026

네트워크 표준 선도 및
• 지능형

국내 네트워크 적용/활용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
• 국제표준화




네트워크 국외 활성화 주도
• 지능형

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 표준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11/SG13/
SG15/SG17
JTC1 SC27

광전송(PG201)
이더넷(PG218)
네트워크/서비스품질(PG221)
응용보안/평가인증(PG504)
인공지능기반기술(PG1005)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ETSI NFV/MEC/
ENI/ZSM/QKD
IEC TC86/TC103

표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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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지원





활동 참여

SKT, KT, LG U+, 삼성전자, 우리넷,
에릭슨엘지, 코위버 등 산업체

전략방향
제안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정보 보급

ICT 표준화전략맵

활동 참여

ETRI, KISTI 등 연구기관

SWOT 분석
• (시장) 수준 높은 IT와 기존 산업의 융복합 등 신규 서비스
대기수요 풍부
• (기술) 네트워크 기반 이동, 무선, 응용, 서비스, 단말
강점
분야의 우수한 기술 경쟁력 확보
• (표준) 국제 표준화 기구 의장단 다수 진출로 표준화
주도권 선점

• (시장) 국산 장비의 시장 점유율 저조와 외국 장비 선호에
따른 신규 시장 개척 어려움
• (기술) 창의적 인프라 및 서비스 연구 경험, 핵심원천 기술
약점
확보 실적 저조
• (표준) 산업체와 연계한 유기적, 자발적 협력체계 미비

• (시장) 미래 IT 인프라 산업구조의 판도 변화 가능(한국형
유니콘 기업 육성 적기)
• (기술) 버티컬 산업 분야를 자동화 및 효율화하기 위한
기회
ICT 기술 적용 확대
• (표준) 네트워크 지능화 등 새로운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표준화 시장 변화 시도

• (시장) 세계 경제 침체로 소극적인 신규 시장 투자
• (기술) 해외국가 기관의 기술우위 핵심 원천기술 특허
선점
위협
• (표준) 풍부한 국제표준 경험 및 전문 인력을 앞세운
선진국의 표준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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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SDN/NFV포럼, MEC포럼
퀀텀포럼
IETF미러포럼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

국제 협력

서울대, 이화여대, 항공대,
KAIST, 세종대 등 학계

정책 제시

국제표준대응위원회

사실표준화 기구

활동 제안

관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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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 네트워크 지능화 전담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에서 여러 분야의 표준안 개발 진행 중이므로 네트워크 지능화 관련
내용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TTA 광전송 PG(PG201)) T-SDN, DetNet, 양자암호 통신망, 세그먼트 라우팅, OTN 광전송 및
보안, 망·시간 동기, 광액세스/인도어 광전송 등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초고속·초저지연
관련 표준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
• (TTA

이더넷 PG(PG218)) 동기식 장치 클럭, 플렉서블 이더넷, 광액세스 이더넷 전송 등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버티컬 지원, 초고속·초저지연 관련 표준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
• (TTA 네트워크/서비스품질 PG(PG221)) NFV 시험, 정보 중심 네트워킹(ICN) 등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 NFV, 네트워크 자동화 등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
• (TTA

사이버 보안 PG(PG503), 응용평가/평가인증 PG(PG504)) 양자 키 분배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였으며, 양자 정보통신 시험 및 인증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

• (ITU-T SG11/SG13 연구반) ICN을 활용한 엣지컴퓨팅/5G 적용, 양자암호망 아키텍처 설계, 양자
키분배망 표준화 논의 추진 중
• (ITU-T

SG15 연구반) T-SDN, IMT2020/5G 지원 전달망, 50G급 광액세스, 아날로그 광통신
등의 기술 분야 국내 제안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을 위한 계획을 논의 중
• (ITU-T SG17 연구반) 양자키 분배망의 보안성 관련 국제 표준화 논의 추진 중

• (SDN/NFV 포럼) 텔레메트리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필요한 국내 표준을 정의하고, ONF, P4.org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P4 표준화를 검토하여 국내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

• (퀀텀포럼)

양자암호통신기술 관련하여 퀀텀정보통신연구조합과 함께 국제 표준화와 연계한 포럼
표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

•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 버티컬 산업융합 네트워크 분야에 기존 범용 네트워크 기술(Ethernet, IP,
MPLS 등)을 적용 또는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산·학·연의견을 반영한 포럼 표준을 개발함과
동시에 TTA PG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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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T

SG11-Protocols and test specifications) ICN을 활용한 엣지컴퓨팅과 지능형
네트워킹으로의 활용을 위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표준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
• (ITU-T

SG13-Future networks(& cloud)) ICN을 활용한 5G 네트워크, 양자키 분배망의
QoS 보장, 양자암호망 등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FG ML5G로부터 이관된 네트워크 운용
지능화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
• (ITU-T SG15-Transport, access and home) FlexO, 모바일 최적화 OTN, OTN 보안, MTN
등의 전달망 기술과 PON, RoF 등의 액세스망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성능/기능 확장 표준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
• (ITU-T SG17-Security) 양자키분배망의 보안성 이슈, 키관리 계층의 보안 요구사항, 제어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등 양자암호통신망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표준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

• (IEC TC86-Fibre Optics) RoF용 광트랜시버를 위한 DFB-LD 소자에 대한 성능 표준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
• (IEC TC103-Transmitting and Receiving Equipment for Radiocommunication) RoF 기반
5G 분산 안테나 시스템 성능 표준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

• (ETSI

ISG NFV-Network Functions Virtualisation)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를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클라우드화 및 설치와 운영의 간소화를 위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표준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
• (ETSI

ISG ENI-Experiential Networked intelligence) ENI Rel-1 스테이지-1은 지능형
네트워크 표준화를 위한 요구사항, 유즈케이스, 갭 분석 등의 표준화를 진행하였으며, ENI Rel-1
스테이지-2는 지능형 네트워크를 위한 기능구조, 기능 블록간 인터페이스 및 정보 모델 등에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

• (ETSI

ISG QKD-Quantum Key Distribution) 양자 키 분배 시스템의 보안 인증, SDN 기반
제어관리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표준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

• (IETF

Common Control and Measurement Plane WG) SDN 컨트롤러 기반 OTN/WSON
장비들을 제어하기 위한 YANG 데이터 모델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DetNet 제어평면
프레임워크 표준화 지원을 추진할 예정
• (IETF

Deterministic Networking WG) IP/MPLS 기반 DetNet 관리평면, OAM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데이터 평면 성능/기능 개선, 제어평면 등의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
• (IETF Inter-Domain Routing WG) 세그먼트 라우팅 프리픽스 세그먼트 식별자를 지원하는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기반 링크 상태 확장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표준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
• (IETF Source Packet Routing in Networking WG) IP 주소 대신 세그먼트 식별자를 이용하는
소스 라우팅 기반 세그먼트 라우팅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표준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
• (IETF Timing over IP Connection and Transfer of Clock WG) IEEE 1588 PTP YANG 모델,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IP망에서의 PTP 프로파일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표준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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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SI

ISG ZSM-Zero touch network & Service Management) SDN/NFV 기반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추가하여 네트워크상의 사업자 망 관리 시스템에 MANO와 통합 연동되는
종단 간 자동화 기술 표준화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표준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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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TF

Traffic Engineering Architecture and Signaling WG) 다중 도메인 전송 네트워크를
위한 SDN 데이터 모델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DetNet 관리평면 표준화를 계속 지원할 예정
• (IETF

Quantum Internet Research Group) 양자인터넷 로드맵 발표하였으며, 양자통신
프로토콜, 양자 리피터 관련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
• (IRTF Information-Centric Networking RG) ICN 시나리오, 적용 고려사항 등의 기본 표준을
기반으로 이름변환서비스(NRS)와 IoT/LTE/5G 네트워크 적용기술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

• (IEEE

802 WG3-Ethernet) 10G/25G/50G 이더넷 기반 광액세스, DWDM을 통한 400GE
신호 전송, 파장당 100G 신호 전송, 시각동기를 위한 개선된 타임스탬프 등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800Gbps/1.6Tbps 이더넷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
• (IEEE

802 WG15-Wireless Specialty Networks) 356∼450GHz 주파수 대역에서 점대점
통신 방식을 지원하는 물리계층 표준 규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

• (Open

Networking Foundation) P4 컨소시엄과 함께 프로그래머블 데이터 평면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코어 기술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스위치를 넘어, 스마트 NIC 등 다양한
대상 디바이스에 P4를 활용하기 위한 확장 표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 (OIF

Physical and Link Layer WG) Beyond 400ZR를 위한 800G 코히어런트, 칩-칩/모듈
간 224Gbps 전기적 인터페이스(CEI-224G)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테라급 전송을 위한
성능/기능 확장 표준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

• (3GPP

CT4-Core Network Protocols) 5G 전달망에서 세그먼트 라우팅을 적용하여 PDU
세션을 전달하는 터널링 기술의 표준화가 완료되었으며,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기술 표준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
• (3GPP

SA2-Architecture) 5G 코어 네트워크에서 URLLC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TSN/DetNet 연동 5G 시스템 확장 기능 표준화 진행 중

• (25

Gigabit Symmetric Passive Optical Network) IEEE NG-EPON 물리계층과 ITU-T
XGS-PON 전송수렴계층 기반으로 양방향 25GS-PON 기술규격 표준화가 완료되었으며,
모바일 신호 수용을 위한 초저지연 PON 표준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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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개요
• 실감방송·미디어 기술은 방송 및 유무선 통신망을 융합적으로 이용하여 사실감과 현장감이 극대화된
실감미디어를 시공간과 기기에 제약 없이 지능적으로 제공해주는 기술로서 UHDTV, 디지털 라디오,
몰입형 미디어 방송, 실감미디어 부호화, 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기술을 포함
• JTC1을 비롯한 실감방송·미디어 분야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몰입형 미디어
(immersive media) 서비스를 위한 본격적인 표준화가 추진 중
- JTC1 SC29 WG1(JPEG)은 JPEG Pleno란 프로젝트명으로 라이트필드, 포인트 클라우드, 홀로그램 이미지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JPEG AI에서는 딥러닝 기반 정지영상 부호화 표준화를 논의 중
- JTC1 SC29 WG3(Systems)는 몰입형 미디어를 위한 파일포맷(OMAF), 네트워크 기반 미디어 처리(NBMP)
등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
- JTC1 SC29 WG4(Video)와 WG5(JVET)는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MIV)에 대한 1차 표준화를 완료하고 6DoF
지원을 위한 확장표준 개발을 진행 중이며, 딥러닝 기반 비디오 부호화(DNNVC) 기술 및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VCM)에 대한 표준화를 논의 중
- JTC1 SC29 WG6(Audio)는 몰입형 오디오에 대한 표준화가 ’22년부터 진행될 예정
- JTC1 SC29 WG7(3DGC)은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1차 표준개발을 완료한 후 확장표준 개발을 진행 중

• TTA에서는 PG610(디지털콘텐츠), PG801(모바일방송), PG802(지상파방송), PG803(케이블방송),
PG805(위성방송)를 중심으로 실감방송·미디어 분야 표준화가 진행 중
•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에서는 몰입형 미디어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분석, 산업체 요구사항 및 표준화
워킹 아이템 도출, 방송통신 융합미디어에 대한 기술규격 및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
Production

Transmission

Service specific platform

UHD/HDR Video
360 Video
Immersive A/V
3D Audio
Social video
Acquisition

ETC

UHDTV(4K/8K/모바일)

IP Transmission, Control & Editing

디지털 라디오

Encoding & Mux

몰입형 미디어 방송

Metadata Creation/
Interactive Server

Transmission

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기술
Heterogeneous Transmission network

•초고해상도/광색역계 /
고명암비 / 광시야각 비디오
•다채널/다객체 오디오
•재난, TTI, 인터렉티브 서비스

•하이브리드 라디오
슬라이드쇼 / SPI

•AR/VR/XR/메타버스
•인터렉티브 미디어

Terrestrial

Cable

IP

Satellite

Smart Media Devices

UHDTV

Smart Phone

PC/Projector

Tab

HMD

Digital Sig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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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UHDTV

대응표준화기구

기술
수준

표준
수준

국내

네트워크 미디어기반 방송
제어/관리 기술 표준*

90%

85%

-

케이블기반 In-band Full-Duplex
송수신 기술 표준

90%

85%

TTA 케이블방송 PG,
미래케이블포럼

ITU-T SG9,
SCTE,
CableLabs

선도경쟁공략

100% 100%

TTA
지상파방송 PG,
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ITU-R SG6,
ATSC TG3

지속/확산공략

85%

90%

TTA
모바일방송 PG,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ETSI Broadcast DAB,
RadioDNS WT

전략적수용

ETSI ISG ARF,
JTC SC29
WG 3/7

선도경쟁공략

중점 표준화 항목

지상파기반 UHDTV
재난방송 송수신 기술 표준

전략목표

국제

AMWA NMOS, VSF,
SMPTE TC-32NF, 선도경쟁공략
W3C

디지털
라디오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기술 표준

몰입형
미디어 방송

AR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

85%

85%

TTA 모바일방송,
지상파방송 PG,
미래방송미디어
표준포럼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95%

90%

MPEG뉴미디어포럼

JTC1
SC29
WG4

선도경쟁공략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90%

95%

MPEG뉴미디어포럼

JTC1
SC29
WG6

선도경쟁공략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 표준

95%

95%

MPEG뉴미디어포럼

JTC1
SC29
WG7

선도경쟁공략

완전 입체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

90%

90%

TTA 디지털 콘텐츠 PG,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포럼

JTC1
SC29
WG1

선도경쟁공략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90%

95%

MPEG뉴미디어포럼

JTC1
SC29
WG4

차세대공략

인공지능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95%

95%

MPEG뉴미디어포럼

JTC1
SC29
WG5

차세대공략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

90%

90%

JTC1 SC29 전문위원회

JTC1
SC29
WG1

차세대공략

실감미디어 저장/
전송 포맷 기술 표준

95%

95%

MPEG뉴미디어포럼,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JTC1
SC29
WG3

선도경쟁공략

실감 미디어
부호화 기술

실감 미디어
저장 및
처리 기술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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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고품질 실감방송·미디어 서비스 조기 활성화 및 국제표준 선점
▶ 추진전략 : 선도경쟁공략
목표
2021~2022
• 지상파 4K UHDTV 상용 서비스
전국 확대
• 지상파–5G연동 융합 서비스 실험
• 6DoF 몰입형 비디오/오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IPR 확보
• 기계를 위한 영상 부호화 및
인공지능기반 영상 부호화 기술
표준 IPR 확보
• 몰입형 미디어 서비스 및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 및 응용서비스 개발



2023~2024

2025~2026

• 지상파

UHDTV 모바일/재난방송
서비스
• 8K
 UHDTV 위성/케이블 방송
서비스 실험
• 지상파-5G연동

융합 서비스
시범서비스
• 디지털라디오/하이브리드라디오

표준화
• 6DoF

몰입형 비디오/오디오
부호화 기술 국제표준 선도
• 기계를

위한 영상 부호화 기술 국제
표준 선도
• 몰입형

미디어 전송 및 서비스
기술 표준화 추진 및 국제표준 선도

• 지상파 UHDTV 재난방송 서비스
전국 확대
• 8K UHDTV 위성/케이블 방송
서비스
• 디지털 라디오/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 6DoF 몰입형 비디오/오디오
부호화 기술 국제표준 선도
• 기계를 위한 영상 부호화 기술
고도화 및 실증
•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부호화 기술
국제 표준 선도
• 몰입형 미디어 서비스 실증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ITU-T SG9
ITU-R SG6
ISO TC204

모바일방송(PG801)
지상파방송(PG802)
케이블방송(PG803)
방송공통기술(PG804)
디지털콘텐츠(PG610)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JTC1 SC29
WG1~WG7
표준 제안

사실표준화 기구



국제표준대응위원회

ITU-T SG9 연구반
ITU-R SG6 연구반
ISO TC204 전문위원회
JTC1 SC29 WG1/WG11 연구위원회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미래케이블포럼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MPEG뉴미디어포럼
활동 참여

KBS, MBC, SBS, SKT,
삼성전자, LG전자 등 산업체


정책 지원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안



실감방송·미디어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경남대, 남서울대, 한양대,
한국항공대, 경희대 등 학계

정보 보급





활동 제안






정책 제시

활동 참여

ETRI, KETI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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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시장)
-세
 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TV 보급 및 잘 구축된 망
인프라 보유
-지
 상파 4K UHD 본방송 세계 최초 실시, 5G 이동통신
서비스 세계 최초 실시 등 방송 및 통신 인프라 구축 및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신시장 개척 경험
• (기술)
-H
 DTV, DMB 등 디지털방송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강점
UHD 방송통신 서비스를 위한 핵심 IPR 확보
- HEVC, VVC, MPEG-H 3D Audio 등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축적한 AV 부호화 분야의 기술 경쟁력 보유
• (표준)
-M
 PEG, ATSC, ITU 등 미디어 표준화 경험 및 경쟁력
확보
-M
 PEG, ITU 등 주요 표준화 기구에서의 적극적 표준화
활동을 통한 표준화 역량 및 노하우 축적

• (시장)
- UHD 콘텐츠 제작 및 제작 환경 확대 인한 비용 증가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시장 크기가 작고, 단말
제조에는 강점이 있는 반면 콘텐츠 제작 및 인코딩 등의
방송 장비 시장은 미흡
• (기술)
- 카메라, 편집SW 등 UHD 콘텐츠 제작 장비 기술 미흡
- AI 기반 미디어 부호화 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
약점
인력 부족
• (표준)
- 송수신 정합 표준 이외 방송 서비스 등 관련 산업 표준
경험 부족
- 경쟁국 대비 표준 기술에 대한 국가기술 경쟁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장기적인 R&D 지원 및 국가간
전략적 공조 부족

• (시장)
- 저 가 UHDTV 출시로 UHDTV 보급 확대폭 증가
- 감염성 질병(COVID-19 등)의 영향으로 영상 통화,
VR/AR 등 비대면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 (기술)
- U HD, AR/VR, HDR, HFR 등 실감미디어 분야 기술
개발 가속화 및 응용시장 성장세
- 실감방송 미디어 분야의 기술개발 가속화 및 응용시장
기회
성장 확대에 따른 실감형/몰입형 AV 부호화 기술의
적용 분야 확대
• (표준)
- DVB, ATSC, ITU 등에서 UHDTV 방송 응용 서비스
표준 개발 진행
- 비디오/오디오 신호의 대용량/고품질/ 실감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신규 비디오/오디오 부호화 표준에
대한 개발이 시작 단계에 진입

• (시장)
- 중국의 저가 UHDTV 시장 진입
- 국제표준기반의 코덱 시장과 산업체 주도의
코덱 시장이 혼재
• (기술)
- 일본은 4K./8K UHDTV 방송 서비스중
(8K 방송 기술 확보)
- 기술 선진국(기관) 간 전략적 기술 공조 부족
위협
• (표준)
- 일본 NHK 중심으로 SMPTE와 ITU-R 등에 UHDTV
관련 기반 기술 표준화 선점 활동 중
- 국제표준화가 일부 기술 선진국 (기관) 주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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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PG601) 홀로그램에 대한 데이터 및 파일 구조, 화질 평가, 디스플레이 성능 측정 평가 등 홀로그램
관련 다양한 표준 기술 개발 중
• (PG801) TTI, 모바일재난경보 및 고정밀 측위 등 UHDTV 모바일방송을 이용한 응용서비스 표준화
추진 중이며 ITU-R SG6, ISO TC204, TISA 및 RDS Forum 대응 중
• (PG802) 국내 지상파 UHDTV 방송서비스를 위한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및 ‘지상파
UHD IBB 서비스’ 표준을 개발하여 2016년 6월, 승인하였으며, 지상파 UHDTV 시스템 기반의
모바일방송/데이터서비스, UHD IBB 서비스의 확장 등 부가 서비스에 대한 개정 진행 중. 지상파
UHDTV 기반의 재난경보서비스 시그널링/구현가이드라인 및 장애인방송을 위한 이미지 자막 등에
대한 표준화 논의 진행 중
• (PG803)

2020년 동일대역 상하향 동시 전송 기술에 대한 표준화 과제가 제안되어 케이블망에서
Inband Full-Duplex 서비스를 위한 기술 검토 및 표준화(기술보고서) 진행 중
• (PG805) DVB-S2X 기반 고효율 위성 송수신 기술, HDR 등 고품질 UHDTV 방송 기술의 도입 및
8K UHDTV 방송을 위한 표준화 활동 중
•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지상파기반 모바일 UHDTV 송수신 정합, UHD IBB 서비스 등 국내표준
초안 개발 추진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한 정보 공유 지원, 몰입형 미디어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분석, 산업체 요구사항 및 표준화 워킹 아이템, 방송통신 융합미디어에 대한 기술규격 및 정책에
대한 연구 진행 중, 산·학·연 디지털 라디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디지털 라디오
송수신정합 표준 초안, 부가 데이터 서비스 표준 초안 및 하이브리드 라디오 표준 초안 개발 후 TTA
모바일방송 PG(PG801)에 상정

• (SC29

WG1) JPEG Pleno에서 라이트 필드, 포인트 클라우드, 홀로그램에 대한 정지 영상
표준화를 진행중
• (SC29 WG2) 3DoF+ 및 6DoF 360 VR 관련한 유즈케이스 및 관련 요구사항 논의 중
• (SC29 WG3) MPEG-I Carriage of Point Cloud Data, NBMP, OMAF 표준화를 진행 중
• (SC29

WG4) 3DoF+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표준은 화소율 관점에서 시점간 중복성을 제거한
Atlas의 구성 및 복원과 관련된 표준화로서 ISO/IEC 23090 part 12 MIV(MPEG Immersive
Video) 표준 2021년 7월 완료 예정이며, 6DoF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에 대한 탐색 실험
단계(실험영상 수집, 깊이추출, 합성 등 SW툴 개발 등 포함)로 표준화 진행 중
• (SC29

WG5) 차세대 비디오 표준화(Post-VVC)를 위한 2가지 방식(인공지능 기반, 신호처리
기반)을 탐색 활동을 2020년 7월부터 진행하고 있음
• (SC29 WG6) MPEG-I Immersive Audio(6DoF) 표준 개발을 위해 2019년도에 요구사항 확정
후 COVID-19로 인하여 표준화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2021년 4월 CfP를 공표한 후 현재는 제안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플랫폼, 기술 선정을 위한 테스트 및 평가 절차 및 CE 방법론 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에 기술 제안을 받아 2022년도 1월 회의에서 기술(RM0)을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2022년 4월 WD, 2023년 1월 CD, 2023년 10월 FDIS를 목표로 함
• (SC29

WG7) V-PCC와 G-PCC를 확장하는 새로운 영역의 표준화가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V-PCC 분야에서는 비디오 기반 메시 부호화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
CfP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G-PCC의 경우는 기존의 코덱의 기능을 확장하는 논의를 탐색
연구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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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G10-Traveller information systems) 방송과 통신망을 이용한 TTI (교통여행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 중(실시간교통정보,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 포함)

• (ITU-T

SG9: Broadband cable and TV) Q.7에서 동일대역 상하향 동시 전송 기술에 대한
서비스 및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를 완료하고, 현재 전송 규격에 대한 표준 개발 추진 및
사용 주파수 범위 등을 논의 중
• (ITU-T

SG12: Performance, QoS and QoE) 360도 HMD 비디오 및 VR 게임의 체감품질
평가를 위한 새로운 권고제정 진행 중
• (ITU-R: Broadcasting Service) UHDTV 방송을 위한 이미지 형식, 광전 변환 및 색역 변환 등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를 진행 중

• (ATSC

TG3) SFN Scheduler/STL, Interactive Content 표준에 관한 개정 및 재난경보
메시지(AEA)에 수신 그룹에 대한 추가 논의 진행 중
• (ATSC

PT) 방송 코어네트워크로서의 기술/개념과 이종 네트워크와 상호 운영성 관련 논의를
통한 리포트 작성 완료하였으며, 구체적인 표준화를 위한 S43(Core Network Technologies for
Broadcast) 표준 그룹 발족

PART 3.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스마트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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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개요
• 스마트헬스 기술은 ICT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의 건강정보 및 의료정보를 연결하여 질병의 예방, 상태
모니터링, 진단, 치료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로 정의되며, 기존의 오프라인 및
병원 중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넘어 건강한 삶을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ICT기반의
서비스 기술임
• 최근 코로나-19의 영향 및 K-방역으로 헬스케어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2020년 이후 논의되고
있으며, 이후 국내외 헬스케어 서비스 변화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및 모니터링에 대한 허용범위 확대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의 보급 확산
- ICT 기술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 등 혁신 의료기술 등장(2020년 식약처의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 2020 이전 스마트헬스와 관련된 표준은 데이터 교환과 의료기기와의 연동이 중심이었다면, 이후는
인공지능, IoT, 메타버스 등의 첨단 기술들을 의료 서비스와 융합하는 융합 기술표준들이 주요 표준화
과제로 연구되고 있음
• 향후, 스마트헬스 표준은 보수적 시장이었던 의료시장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중심 축으로서 기술개발과
함께 시장을 변화시키는 주요 키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빠른 기술의 변화에 맞춰 표준 역시 빠른
주기를 가지고 변화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규제 중심의 시장에서 기술 적용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하기 위해 규제기관들에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여
규제를 혁신하고 빠른 기술의 적용을 돕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음
IT기술과 의료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몇 안되는 주요 시장임
스마트헬스 디바이스
• 헬스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 헬스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 헬스 디바이스 센서
및 하드웨어

의료기관

GW

1차의료기관

2차의료기관

3차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유관기관

GW

손해보험협회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연계서비스

GW

스마트헬스 서비스
• 비대면 헬스케어
• 스마트헬스/디지털 치료제
• 메디컬 AR/VR 표준

제약

법률자문

의료기기

IT의료기기

스마트헬스 플랫폼/보안
•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헬스
• 취약계층을

위한
헬스케어 UI
• 스마트헬스

정보교환
• 유전체 데이터 공유
• 감염병 공유 정보 관리
• 스마트헬스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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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헬스 응용 표준

플랫폼

취약계층을 위한 헬스케어 UI 표준

감염병 공유 정보 관리 표준

헬스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표준

기술
수준

표준
수준

95%

대응표준화기구
국제

90%

TTA PG419,
TTA PG1005

ITU-T SG16,
JTC1 SC42,
ISO TC215

선도경쟁공략

90% 100%

TTA PG419

ITU-T SG16,
ISO TC215

지속/확산공략

90%

80%

TTA PG419,
TTA PG606

ITU-T SG16,
ISO TC215

차세대공략

85%

TTA PG604,
TTA PG419,
TTA PG1105,
TTA PG1004,
(사)스마트헬스표준포럼

ITU-T SG16,
IEC TC62 SC62A/
TC100/SyC AAL,
JTC 1 SC42
ISO TC 215

지속/확산공략

선도경쟁공략

90%

디바이스

서비스

보안

전략목표

국내

헬스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표준

90%

95%

TTA PG418,
TTA PG419

JTC1 SC6/
SC41, IEEE 11073,
ISO TC215,
IEC TC124,
IHE PaLM,
PCD Domain

비대면 헬스케어 표준*

90%

85%

국가기술표준원,
스마트헬스표준포럼,
TTA PG419

ITU-T SG16,
ISO TC304/
TC215

선도경쟁공략

ISO TC215/TC210,
DTA, FDA

선도경쟁공략

스마트헬스/디지털 치료제 표준*

80%

80%

TTA PG419,
TTA PG503,
TTA PG505,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컬 AR/VR 표준*

80%

95%

TTA PG419,
TTA PG1001,
(사)스마트헬스표준포럼

JTC1, JTC1 SC24/
AG13, ISO TC215,
Web3D

차세대공략

스마트헬스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 표준

80%

90%

TTA PG505,
TTA PG419

ITU-T SG17,
ISO TC215

전략적수용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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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스마트헬스 기술 표준화를 통한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구현
▶ 추진전략 : 지속/확산공략
목표
2021~2022

2023~2024

• 국내 기술 및 표준의 국제 표준화를
통한 국제표준화 선도그룹 진입



2025~2026

기술 및 표준 확산활동 전개
• 국내외




주도권 확보 및 확대
• 세계시장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16/SG20/
FG-AI4H/FG-DLT
JTC1 SC41/
SC42
ISO TC215/TC249
/TC276
IEC TC100/TC124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국제표준대응위원회
ITU-T SG16/SG20 연구반
ISO TC215/249 전문위원회



사실표준화 기구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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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참여

대학병원, 의원, 약국, 보건소,
유관기업 등 산업체

전략방향
제안



스마트X 헬스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서울대, 연세대 등 학계

정보 보급

정책 지원

활동 참여

ETRI, KETI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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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화포럼
스마트헬스표준포럼
OCF포럼코리아
디지털헬스 포럼
3D프린팅 창의융합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활동 제안

정책 제시

스마트 헬스(PG419)
디지털콘텐츠(PG610)
사물인터넷 융합서비스(PG1001)

표준 제안

관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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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시장) 감염병 및 비대면 확산으로 인한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 (기술)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T와 의료기술의 융합을
강점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 가능
• (표준) TTA 스마트헬스 PG(PG419) 중심의 표준 기반
조성 및 활발한 표준화 활동

• (시장) 국내 정책의 미비로 인한 산업화 제약이 존재
• (기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 미비
약점
• (표준) 표준 전문가 양성 및 표준화 저변 확대 필요

• (시장) 급속한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감염병
확산,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로 스마트헬스 시장
급속 성장 예상
기회 • (기술)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기술, AI 기술 등에
대한 기술 수요 증가
• (표준) 표준화 항목이 다양하며, 표준화가 완료되지
않은 분야가 다수

• (시장) 애플, MS,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시장 경쟁 가속화
• (기술) 기술 및 자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등장으로 경쟁
우위 확보가 어려움
위협
• (표준) 표준 선발 국가의 표준화기구 선점으로 진입
장벽이 존재

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기술 분야
표준화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응급의료서비스(제3부: 인터페이스)
표준, 이종 IoT 플랫폼 연동을 위한 참조 리소스 모델 표준 등을 개발
• (TTA 스마트헬스 PG(PG419)) 국내 스마트헬스 표준화를 총괄하며, 통신 프로토콜, 네트워크 기기
인터페이스, 응용서비스 등 서비스 플랫폼 표준개발과 관련 분야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중
• (TTA

스마트홈 PG(PG214)) 2016년에 스마트 글라스와 다중 서버 간 마이그레이션 프로토콜에
대한 단체표준 제정 완료

• (스마트헬스표준포럼)

ISO TC215, HL7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국내 대응 모색, ISO TC215
SC1 지원, SNOMED CT 표준용어와 같은 전문분야 및 스마트헬스 표준/산업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실시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포럼) 포럼의 기술 표준 분과를 통해 웨어러블 기기 분야에 기업의
시장진입 지원을 위한 시험·인증 대응 모색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ISO TC215 전문위원회, 보건의료정보 COSD(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국제표준기반 진료정보교류사업 진행 중, 국제표준기반 PHR플랫폼 개발 추진 (마이헬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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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SO

TC215 WG2-Systems and Device Interoperability) 코로나-19에 해당하는
국가보고체계, 선별진료소 검사장비 인터페이스, 코로나-19 자가설문 서식 등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교환 표준들이 대한민국 주도로 신규 아이템으로 다수 제안되어 진행중. 또한 혈액투석환자
기록에 관한 교환에 대한 표준도 한국주도로 개발 중, VR기반임상시뮬레이션을 위한 참조모델에
대한 PWI가 한국이 주도하여 제안되었음
• (ISO TC215 WG4-Security and Privacy) 개인용 건강기기를 시스템에 대한 식별과 인증에 관한
가이던스, 개인용건강기기를 위한 게이트웨어 보안과 관련된 표준, 그리고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보안 고려 사항에 대한 표준 개발 중
• (ISO

TC215 TF 4 Personalized Digital Health Informatics) 노인을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목록 등이 제안. WG1, WG2 등에서 코로나-19에 관련된 다양한 의료정보 활용이나
시스템 요구사항 등의 표준이 다수 제안, 특히 디지털치료제협회에서 본 TF에 참여하여
디지털치료제에 관련된 표준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ISO TC215 SC1-Genomics informatics) 유전체 분석 품질 평가를 위한 표준, Gene fusion
report 표준, 유전체 데이터 공유 표준 개발, 유전체 데이터 표준을 위한 데이터 모델 표준, 유전체
검사별 메타데이터 항목, 염기 서열 데이터 공유 기술, - 유전체 데이터 품질 관리 및 평가 기술,
유전체 데이터 압축기술 등 개발 중
• (ISO

TC276 Biotechnology) TC276에서는 5개의 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어,
분석기법, Biobank 및 resource, 생물물질 프로세싱, 바이오 데이터 처리 등의 Biotechnology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있음
• (IEC TC62 SC62A-Common aspects of electrical equipment used in medical practice,
SC62D-Electromedical equipment) 산하에 SC62A, SC62B, SC62C, SC62D를 설립하고
의료 전기 디바이스 및 시스템에 대한 안전 및 성능을 위한 요구사항 등 의료기기 인증 및 규제에
관한 표준개발 중

• (IEC TC124 Wearable electronic devices and technolgies) 신설된 Wearable TC로 한국이
간사국을 맡고 있으며, 의료와 건강분야의 웨어러블 기기까지 포괄하여 표준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으로 벤드 타입 웨어러블 전자 기기에 대한 저온도 피부 화상 안전성 테스트 방법, 전자섬유
시스템에 대한 세탁성 테스트 방법, 스트레펴블 센서에 대한 평가 방법, 웨어러블 글러블 센서에
대한 테스트 및 평가 방법 표준 개발 중
• (IEC

SyC AA WG1)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지원 시스템 및 디바이스에 대한
표준개발과 함께 고령자의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을 포함한 유즈케이스 기술보고서 개발 중
• (IEC SyC AA WG5) Connected Home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표준 포트폴리오 표준이 제안되어
대한민국 주도로 개발되고 있음
• (ITU-T

SG16 WP1– Q21) 2020년 6월 SG16 총회에서 중국 주도로 감염성 질환과 관련된
F.CTR-Reqs가 신규 표준화 아이템으로 제안됨
• (ITU-T

SG16 WP2 - Q28) 스마트헬스 관련 전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Continua Guideline Testsuit에 관련된 권고안과, 원격진료 관련된 권고안들이 신규 제안되고 개발 중
• (ITU-T

SG16 WP2 - Q24) ICT 기술과 인간의 인터페이스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주요
아이템으로 헬스케어용 음성 UI, 수면 서비스, 감성인식, 재난관련 권고안들이 개발 진행 중
• (ITU-T

SG17 FG-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TU-T SG17 Security 산하의
Focus Group으로 ITU 측면에서 분산원장기술 관련 표준 개발 중이며, 성격상 기술적인
사항보다는 정책, 거버넌스, 유즈케이스 등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표준개발 추진 중
• (ITU-T

SG20 WP1-Internet of Things) IoT 환경에서 통신하는 스마트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들을 지원하는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및 기능을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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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TC100 Active Assisted Living(AAL), wearable electronic devices and technologies,
accessibility and user interfaces TA16) 산하에 TA16(능동 생활 지원) 그룹을 설립하고
고령화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지원 시스템 및 디바이스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이며,
2019년까지 보청기 기능을 위한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 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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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C1

SC24 WG 10-Representation and Visualization of Information for Systems
Integration) VR 기반의 스마트시티 가시화 및 헬스 정보 시스템에 관한 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스마트시티에서 헬스 케어 및 정보 시스템 구축은 대표적인 주요 요소 기능 중 하나이므로
SC 24 에서는 가상환경에서의 헬스 정보 표준화에 노력하고 있음
• (JTC1

SC24 WG 11-Health, Safety, Security and Usability of Augmented & Virtual
Reality) 헬스/안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PPE 와 청결을 위한 VR/AR 사용에 관한 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JTC1

SC29 Coding of audio, picture, multimedia and hypermedia information) TC276
WG5와 함께 유전체 데이터 압축 및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표준을 개발 중
• (JTC1 SC41 WG4-IoT Interoperability) 스마트헬스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표준개발과 헬스케어 응용을 위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 프레임 워크 표준개발 중
• (JTC1

SC42 WG4-Use Cases and applications) 유즈케이스를 담고 있는 TR 개발을 위해
의료AI 응용사례 수집 중이며, ISO TC215와 liaison 관계 수립

• (OCF

Healthcare Project) OCF Device Specification 및 OCF Resource Type
Specification에 체온계, 혈압계 등 9종의 헬스케어 IoT 디바이스가 정의되어 있고, 향후 보다
다양한 의료 IoT 디바이스들이 추가될 전망

• (HL7

FHIR Infrastructure/Management) R4(Normative) 단계로 최종 출판될 것으로
예상되며, 웹 프로그램 기법을 기반으로 의료정보를 JSON, XML, RDF 등의 방식으로 표현하여
표준화하는 것을 지원
• (HL7

Clinical Genomics WG) 유전체와 관련된 각종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HL7 V2, V3,
CDA 등으로도 유전체 표준이 발표되었으나, FHIR 기반으로 Genomics Implementation
Guidance를 집중적으로 개발 중

• (IHE

IT-Infrastructure) HL7 FHIR에 기반한 프로파일들로 기존 프로파일들이 다수 전환 혹은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중 Add RESTful ATNA, Advanced Patient Privacy Consents (APPC),
Mobile Care Services Discovery (mCSD) Mobile Health Document Sharing(MHDS)
• (IHE

Patient Care Device) 최근 의료기기 데이터의 공유를 위하여 Personal Health Device
Observation Upload (POU) 프로파일을 개발하였으며, IHE Devices domain Servicesoriented Device Point-of-care Interoperability (SDPi) 프로파일을 개발 중
• (IHE

Patient Care Coordication) 다양한 프로파일들이 HL7 FHIR를 기반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7월 17일 Query for Existing Data for Mobile (QEDm)의 Trial
Implementation에 대한 문건이 출판

• (GA4GH)

유전체 관련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단체로 Foundational Work Stream과 Technical
Work Streams을 기반으로 23개의 driver project을 진행 중. 이를 통해 다양한 표준들을 toolkit
형태로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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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신산업 육성

개요
• 사물인터넷 기술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현실 및 가상의 다양한 사물들을 상호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상호 연동 기반의 지능화/자율화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기반
기술”로 정의
• 1999년부터 도입된 사물인터넷의 개념은 모든 사물에 대한 연결성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 시작. 이러한
사물인터넷은 초연결형 개념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빅데이터, 5G와 같은 ICT
혁신기술과의 디지털 융합 서비스를 통해 지능형 사물인터넷 더 나아가 자율형 사물인터넷을 향해
진화 중
• 앞으로, 표준화전략맵 사물인터넷 분과에서는 연결형 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완성함과
동시에 미래의 지능형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중점항목을 표준화 전략으로 포함하기
시작였으며, 점차 지능형 및 자율형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중점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에
대한 전략 수립 추진
• 2022년 사물인터넷 분과 중점항목은 연결형 사물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대부분은 차지하고 있으며,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위한 기술 융합 데이터 표준, 인공지능 기술융합 네트워크 관리 표준, 정보중심
네트워킹 표준, 지능형 디바이스 표준 등을 중점항목으로 포함

디
바
이
스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IoT 서비스 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준

경량형 IoT
데이터 분석 기술 표준

IoT 플랫폼 코어 네트워크
연동 검증 표준

IoT 플랫폼 연동을 위한
브릿징 표준

IoT 데이터 유통
거래 플랫폼 표준

IoT 플랫폼과
이동 통신망 연동 표준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분산협업 지원
스마트 IoT 디바이스 표준
IoT 접근성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표준

IoT 서비스 융합
데이터 모델 표준

기계학습 기반 IoT
네트워크 관리 표준

정보중심 네트워킹(ICN)
기반 IoT 통신 표준

IoT 디바이스
보안설정 표준

군집기능 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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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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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서비스

기술
수준

표준
수준

대응표준화기구
국내

국제

전략목표

IoT 서비스
융합 데이터 모델 표준*

100% 100%

TTA PG1001,
TTA PG905

oneM2M RDM,
OCF,
OMA CD/DMSE

선도경쟁공략

철도 IoT 서비스 표준

100% 100%

TTA PG1001,
TTA PG905

3GPP SA1/SA6,
UIC FRMCS,
oneM2M RDM/TDE

선도경쟁공략

IoT 서비스
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준

80%

90%

TTA PG1001,
OCF포럼코리아

ITU-T SG20,
OCF, W3C

차세대공략

경량형 IoT 데이터
분석 기술 표준

90%

90%

TTA PG1001,
사물인터넷융합포럼

IETF/IRTF T2TRG,
ITU-T SG11

차세대공략

기계학습 기반
IoT 네트워크 관리 표준

90%

90%

TTA PG1001,
사물인터넷융합포럼

IETF/IRTF NMRG

차세대공략

비대면 무인 배송을 위한
IoT 융합 서비스 표준*

90%

90%

TTA PG1002,
스마트로봇표준포럼

ITU-T SG20,
ISO TC299

차세대공략

IoT 플랫폼 연동을 위한
브릿징 표준

85%

90%

TTA PG1002,
OCF포럼코리아

OCF Bridging TG,
OMA DM

지속/확산공략

IoT 플랫폼과
이동통신망 연동 표준

90%

90%

TTA PG1001,
국가기술표준원

oneM2M SDS,
ITU-T SG20 WP1
Q3, 3GPP SA6

전략적수용

IoT 플랫폼 코어 네트워크
연동 검증 표준

90%

90%

TTA PG1001

oneM2M SDS/TDE,
3GPP CT3/SA2

선도경쟁공략

IoT 데이터 유통 거래
플랫폼 표준*

90%

90%

TTA PG1001

oneM2M SDS

선도경쟁공략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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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지속/확산공략

90%

90%

TTA PG1002,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정보중심네트워킹(ICN) 기반의
IoT 통신 표준

90%

90%

TTA PG1002,
IETF미러포럼

IRTF ICNRG

선도경쟁공략

90% 100%

TTA PG1001

ITU-T SG20,
JTC1 SC35,
ISO TC173 SC2

차세대공략

분산협업 지원
스마트 IoT 디바이스 표준

90%

95%

TTA PG1002

OCF Core,
oneM2MSDS

차세대공략

군집지능 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75%

80%

TTA PG415,
TTA PG417

JTC1 SC25,
IEC TC47/TC113

차세대공략

IoT 디바이스 보안설정 표준

80%

90%

TTA PG224,
TTA PG1002

OCF Sec WG,
oneM2M SDS,
ITU-T SG17

선도경쟁공략

90%

TTA PG501,
TTA PG502,
TTA PG504,
사물인터넷융합포럼

OCF Sec WG,
oneM2M SDS,
ITU-T SG17

선도경쟁공략

IoT 접근성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표준

보안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95%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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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ITU-T SG20,
IETF 6lo WG/
lowpan WG,
ETSI,
ITU-R SG5

네트워크

디바이스

131

13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요약보고서

표준화 목표
디지털 뉴딜을 위한 지능형/자율형 사물인터넷 표준화를 기반으로
ICT 융합 혁신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시장 주도권 확보
▶ 추진전략 : 지속/확산공략
목표
2021~2022

2023~2024

• 디지털 융합을 위한 연결형 사물
인터넷 기반 핵심/원천 기술 확보
• 국제표준화 추진 및 기반 마련



2025~2026

뉴딜을 위한 지능형
• 디지털

사물인터넷 핵심/원천 기술 확보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
• 국제표준화




사물인터넷 기반
• 자율형

ICT 융합 기술 혁신화 추진
시장 및 표준화 주도권 확보
• 국제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20/SG13/
SG11/SG17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관계 부처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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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지원

JTC1 SC41/SC25/
SC27/SC35

ISO TC173/
TC299

IEC TC47/TC113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ITU-T SG20 연구반
JTC1 SC41 전문위원회



사실표준화 기구
국제 협력



IETF 미러포럼
사물인터넷융합포럼
OCF포럼 코리아

전략방향
제안

정보 보급

활동 참여

삼성전자, LG전자 등 산업체



ICT 표준화전략맵

사물인터넷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동의대, 한성대 등 학계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활동 제안








활동 참여

ETRI, KITECH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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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시장) 국내 IoT 기술의 시범사업 적용·검증을 통한 조기
상용화 및 시장 선도
• (기술) IoT 기술 연구와 기존 ICT 인프라 노하우를 통해
강점
거대 시장의 요구사항을 적극적 반영
• (표준) 국내에서 우위를 확보한 표준화 분야 및 표준화
기구의 활용을 통한 표준 선점 확대

• (시장) 정부 주도 IoT 시범사업 추진 및 핵심기술 확보
가능한 기술 분야의 정책 추진
• (기술) 기술과 표준화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약점
정부 중심의 산학연 기술 협력
• (표준) 경쟁력이 미흡한 기술분야 육성책 마련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관련 표준전문가 확보 필요)

• (시장) 국내 강점 분야, ICT 통신 및 서비스 분야를
중점으로 국제표준특허 확보
• (기술) IoT 기술 연구에 산·학·연 협력이 긴밀히 구축됨에
기회
따라 이를 이용한 IoT 시범서비스 개발
• (표준) 국내에 적합한 IoT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해외시장
및 표준화 추진을 통하여 우리의 요구사항 반영

• (시장) 국내에서 IoT 시범 서비스를 통하여 IoT에 대한
수요 증가 확대
• (기술) 해외 공동 개발 확대를 통한 선진기술 공유
위협
• (표준) 국내외 표준화에서의 IPR 확보를 위한 중장기
연구사업 추진

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 시스템,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질식 위험관리 시스템 및 스마트 밴드 기반 인체 정전기 관리 시스템 표준
개발 완료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IoT 디바이스 보안 요구사항 및 사물인터넷 이종 플랫폼간의 보안 연동 표준화
및 사물인터넷 융합 및 연동 기술 표준 개발 중

• (스마트로봇표준포럼)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 관련 일반 요구 사항, 추상화 인터페이스 등을
개발하고, 정보 모델 관련 표준 개발 중

• (스마트철도포럼)

스마트철도 관련 유즈케이스 발굴 및 요구사항, 기술구조 정의 스마트철도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시스템, 서비스 연동 기술규격 개발. 스마트철도 관련 oneM2M, 3GPP, UIC
등 사실표준기관에 대한 국내활동 및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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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PG1002)) OCF 플랫폼과 LWM2M 간 연동 표준, 태스크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프레임워크 표준, 사물인터넷 서비스 연동을 위한
디바이스 탐색 및 관리 표준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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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T

SG20 Q1-Interoperability and interworking) 사물인터넷 서비스 연동을 위한
디바이스 탐색 기술(Y.IoT-sd-arch) 표준 개발 완료
• (ITU-T

SG20 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architectural frameworks) 블록체인
기반 자율 네트워킹 프레임워크(Y.BC-SON) 표준 개발 중. 2019년 2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요구사항 표준(Y.4204) 표준 개발 완료. 2020년 12월
스마트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요구사항 표준(Y.4211) 표준 개발 완료
• (ITU-T SG20 Q3-architectures, protocols and QoS/QoE) 블록체인 융합 사물인터넷 식별자
기술(Y.4476) 표준 개발 완료
• (ITU-T

SG20 Q4-Data analytics, sharing, processing and management) 블록체인 융합
사물인터넷 데이터 관리 기술(Y.4561) 표준 개발 완료
• (JTC1 SC25 WG5-Home electronic system) 가정 또는 소규모 비즈니스 환경에서 지능적인
그룹화 및 리소스 공유 표준 개발 완료
• (JTC1

SC27 WG2-Cryptography and security mechanisms) IoT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경량 암호기술 표준화 완료
• (JTC1

SC35 WG6-User interfaces accessibility) 디바이스 간 제스쳐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ISO/IEC 30113) 표준 개발 완료
• (IEC TC47 WG7-Semiconductor devices for energy conversion and transfer) 무선 전력
전송을 위한 반도체 디바이스 표준화 진행 중
• (IEC

TC113 WG11-Nanotechnology for electrotechnical products and systems) 나노전자
기반 에너지 스토리지 표준화 준비 중
• (OCF

Bridging TG) ecosystem-bridging(BLE, ZigBee, Z-wave, U+, EnOcean)에 대한
PoC 구현 및 테스트 진행 완료. 브릿지에 대한 공통 테스트 케이스 개발 완료. 2020년 Cloud
GW에 대한 규격작업이 진행 중
• (OCF

Core Tech WG) Core Framework, Core Optional, Bridging Framework, Device
to Cloud Services 및 Cloud API for Cloud Services와 같은 규격을 생성하고 유지 관리함.
ETRI가 제안한 Cloud Proxy 규격 검토가 마무리 단계이며, 새롭게 Simple Groups, MQTT
Proxy가 제안되어 개발 진행 중
• (OCF

Security WG) OCF 디바이스 식별, 인증, 프로비저닝, 네트워크 보안 설정, 접근 제어
기술에 대한 OCF 보안 규격 2.2.3을 릴리즈하였으며, IoT 디바이스 상태 자율진단을 위한
지원구조 관련 표준을 제안하여 개발 진행 중
• (OCF

SmartHome WG) 스마트홈의 요구사항 지원을 위한 프로파일, 기술규격 제출과
관련된 데이터 모델(OCF 제정 및 파생)의 제정을 수행, 디바이스-디바이스, 디바이스-서비스
인터렉션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에코시스템을 지향하는
기술규격을 제정
• (oneM2M

WG1-RDM(Requirement and Data Model) WG) 3D 프린터에 대한 가전 모델
정의를 위한 HAIM(Home Appliance Information Model) 표준 개발. 정보 모델의 정의를 전체
산업분야로 확장하여 개발 중. 철도 IoT 분야의 확장을 위해 RDE(Railway Domain Enablement)
개발 중
• (oneM2M

WG2-SDS(System Design and Security) WG) 3GPP, Modubus와 oneM2M
플랫폼 연동 표준 개발 중이며, IoT 데이터 유통 거래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릴리즈 5 신규
기능으로 표준과 3GPP 네트워크와 oneM2M 플랫폼 연동 표준 개발 중
• (oneM2M

WG3-TDE(Testing & Developers Ecosystem) WG) 3GPP 코어 네트워크와
oneM2M 플랫폼간 연동 검증 표준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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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GPP

SA1-Services, SA6-Mission-critical applications) 고속철도통신시스템
(FRMCS)에서 철도서비스를 위한 단말 프로파일 관련 정보모델이 일부 정의되고 있고, 별도의
워킹아이템(MONASTERY)을 통해 기술규격 개발 중. 스마트스테이션(RAILSS), 철도오프넷통신
(OFFNETRAIL) 등의 워크아이템이 승인되어 진행 중
• (3GPP

CT1-User Equipment to Core Network protocols) 고속철도통신시스템의 기능
반영을 위한 eMONASTERY2 워크아이템 활동과 기반기술인 MCx 기술의 반영을 위한
MCOver5GS 워크아이템을 진행 중

• (IETF

LPWAN WG-Low Power Wide-Area Networks) LoRaWAN을 위한 정적 컨텍스트
기반 헤더압축 및 단편화 표준 개발 완료. CoAP을 위한 정적 컨텍스트 기반 헤더압축 표준 개발
완료
• (IETF 6LO WG-IPv6 over Networks of Resource-constrained Nodes) 사물인터넷 저전력
네트워킹 활용성 및 유즈케이스 표준 개발 중. NFC 기반 IPv6 통신을 위한 적응계층 표준 개발 중
• (IRTF

T2TRG-Thing-to-Thing Research Group) 인터넷에 기반한 다양한 IoT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과 해결사항을 연구하는 T2TRG에서 2020년부터 IoT Edge Computing 관련
표준아이템을 채택하고 개발 중.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IoT 기기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안 기술 가이드라인 표준화 진행 중
• (IRTF

ICNRG-Information Centric Networking Research Group) 정보중심의 IoT 네트워킹을
위한 네임변환서비스(Name Resolution Service)에 대한 표준 개발 완료
• (IRTF

NMRG-Network Management Research Group) 전통적인 인터넷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표준 기술을 개발하는 NMRG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술 개발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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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802.15.4w, Standard for Low-Rate Wireless Networks Amendment for a Low Power
Wide Area Network(LPWAN) extension to the Low Energy Critical Infrastructure
Monitoring(LECIM) Physical layer(PHY)) TG-LPWA의 LPWA 물리계층과 매체접근제거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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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초연결 신산업 육성

개요
•클
 라우드컴퓨팅은 가상화된 정보 기술(IT)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IT 자원(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플랫폼 등)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기술로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초저지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지 컴퓨팅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 I TU-T와 JTC1 등의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는 2010년부터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표준화를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기술, 데이터 활용 기술, 연동 기술, 보안 기술 등의 분야에 대해 표준화를
추진 중
- ITU-T는 2011년에 FG-CC를 구성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의 표준화 아이템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SG13 3개의 Question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에코시스템, 구조, 자원/서비스
관리 분야의 표준 제정 중
- JTC1에서도 2011년부터 SC38에서 WG3, 4, 5를 중심으로 클라우드컴퓨팅 SLA, 상호운용성, Data flow 관련
표준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WG3, WG5에서 활발하게 표준 제정 중
- ITU-T와 JTC1은 2014년에 양대 기구가 참여하는 CT(Collaborative Team)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용어와 참고
구조 표준을 협업하여 제정하였고, 현재 이 두표준은 클라우드컴퓨팅 국제 표준화 영역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최
 근에는 클라우드 브로커리지, 멀티 클라우드, 분산 클라우드 등의 단일 클라우드의 확장 형태의 개념
및 에지 컴퓨팅 영역까지 표준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콘텐츠

웹서비스

협업

통신

금융

클라우드컴퓨팅

컴퓨팅 자원(IaaS)

보안기술

개발환경(PaaS)

데이터 활용 기술

소프트웨어(SaaS)

연동 기술

기반기술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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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클라우드 인프라 서버 표준

80%

80%

클라우드컴퓨팅 경량
가상화 서비스 표준

90%

90%

중점 표준화 항목

기반 기술

분산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관리 표준

데이터
활용 기술

전략목표

국제

TTA PG1003,
OCP Server Project,
ALL@CLOUD포럼,
지속/확산공략
ITU-T SG13 WP2
지능형컴퓨팅 기술포럼
TTA PG1003,
ALL@CLOUD포럼

ITU-T SG13

선도경쟁공략

TTA PG1003

ITU-T SG13

지속/확산공략

JTC1 SC38

전략적수용

80%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흐름,
데이터 범주 및 사용 표준

70% 100%

JTC1 SC38 전문위원회,
JTC1 SC38/SC42
TTA PG1003

선도경쟁공략

데이터 공유 협약 프레임워크 표준

80% 100%

JTC1 SC38 전문위원회,
JTC1 SC38/SC42
TTA PG1003

선도경쟁공략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참조구조 표준

90% 100%

TTA PG1003,
ALL@CLOUD포럼,
지능형컴퓨팅 기술포럼

ITU-T SG13

지속/확산공략

멀티 클라우드 기능 요구사항 표준

90% 100%

TTA PG1003,
ALL@CLOUD포럼

ITU-T SG13

선도경쟁공략

90%

TTA PG1003,
ALL@CLOUD포럼
JTC1 SC38 전문위원회

JTC1 SC38

선도경쟁공략

ITU-T SG13/
SG11/SG16,
JTC1 SC38, ETSI,
3GPP, IRTF

지속/확산공략

90%

80% JTC1 SC38 전문위원회

에지 컴퓨팅 개념 및 요구사항 표준

95%

95%

TTA PG1003,
MEC 포럼

IoT 에지 컴퓨팅 모델 및
기능 정의 표준

90%

90%

TTA PG1003,
IETF 미러포럼

IRTF T2TRG

선도경쟁공략

에지 클라우드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 표준

70%

80%

TTA PG1003
ALL@CLOUD포럼

ITU-T SG13

선도경쟁공략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표준

80%

90%

TTA PG1003,
ALL@CLOUD포럼

ITU-T SG13

지속/확산공략

70%

TTA PG503,
TTA PG504,
TTA PG1003,
ALL@CLOUD포럼

70%

TTA PG503,
TTA PG504,
TTA PG1003,
ALL@CLOUD포럼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표준

80%

보안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표준

80%

JTC1 SC27,
추격/협력공략
ITU-T SG13/ SG17

JTC1 SC27,
ITU-T SG13/
SG17, CSA

추격/협력공략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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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표준*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 표준
연동 기술

90% 100%

대응표준화기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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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컴퓨팅 강국 실현
▶ 추진전략 : 지속/확산공략
목표
2021~2022
• 국제표준 선도
• 표준기술 상용화

2023~2024



2025~2026

선도
• 국제표준

기술 고도화 및
• 클라우드컴퓨팅

확장 표준 개발



선도
• 국제표준

응용 표준 및
• 클라우드컴퓨팅

융합 표준 개발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11/SG13/SG17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정책 제시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관계 부처


정책 지원

국제표준대응위원회

JTC1 SC27/SC38
표준 제안

사실표준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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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보급

ICT 표준화전략맵

활동 참여

Microsoft, SKT 등 산업체

전략방향
제안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호남대, 경희대, 동국대 등 학계

All@CLOUD포럼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활동 제안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활동 참여

ETRI, KETI, KACI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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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시장)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 ICT
인프라 확보
• (기술) 클라우드 발전법에 따라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강점 도입
• (표준) 다수의 공식/사실 표준화 기구의 국제 의장단
확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국제 표준 주도 가능

• (시장) 국내 원천기술 부족 및 높은 해외기술 의존도,
정부외 기업주도형 기술투자 부족, SI 중심의 직접 구축
문화
• (기술) 높은 플랫폼 외산 의존도, 클라우드 관련 원천 약점
기술력, 인력의 부족
• (표준) 관련 기업의 국제 표준화 참여 인력 부족, 전문 개발
및 표준화 인력 부족

• (시장)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IT 시장 全분야로의
융합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단말 제조 기술력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발굴 가능
기회 • (기술) 정부의 지속적 클라우드 기술 개발 투자,
클라우드 기반 에지 컴퓨팅 기술 확산
• (표준) 공식/사실 표준화 기구 등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표준 개발 중

• (시장)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Lock-In 현상 발생
우려, 보안이슈 존재, 사회 전반의 인식 부족
• (기술) 외국기업의 핵심 원천기술 특허 선점, 외국 선도
기업들의 핵심기술 개발 경쟁으로 기술격차 가속화
• (표준) 기술개발 및 표준화 동시 추진으로 인한 표준화
참여 어려움 가중

위협

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ALL@CLOUD포럼) 국제 표준을 준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에서 공공 서비스형 인프라(IaaS)의
보안 요구사항’, ‘클라우드컴퓨팅-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및 ‘클라우드컴퓨팅-데이터
스토리지 연동을 위한 기능 구조’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

•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2018년 데이터 센터 서버 전원 관리 인터페이스 표준, 2019년 에지 노드 및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스토리지 용량 최적화, 사용자 리소스 정의 방식에 대한 표준 승인 완료함.
또한, All@CLOUD와 협업을 통한 마이크로서버의 기능 및 구조 표준 제정 완료함. 2021년부터
차세대 에지 컴퓨팅 시스템 관련 표준화 추진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메모리 중심 컴퓨팅 구조
표준화를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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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2021년 상반기까지 총 200여 건의 클라우드 관련 국내
표준을 제정. 대표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프레임워크 및 기본 요구 사항, 클라우드컴퓨팅 참조 구조,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 요구 사항, 인터 클라우드컴퓨팅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데스크톱
서비스의 요구사항,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기능 요구사항 등이 있으며, 2022년도까지 에지
컴퓨팅 플랫폼, 멀티 클라우드 요구사항/구조, 분산 클라우드 개요 및 고수준 요구사항 표준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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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T SG11 WP2/Q7-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for network attachment
and edge computing for future networks, IMT-2020 network and beyond) 미래
네트워크의 신호 요구 사항 및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 개발 및 최근 IMT-2020이 상용화됨에 따라
AI, 빅데이터, 자율 주행, 로봇에 필요한 에지 컴퓨팅에 대한 표준 개발을 진행 중
• (ITU-T

SG13 WP2/Q17-Requirements, ecosystem and general capabilities for cloud
computing and big data)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 표준 및 클라우드컴퓨팅 경량
가상화 방법 및 서비스 표준 개발 중. 에지 컴퓨팅 및 에지 클라우드 관련하여 다수의 표준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 로봇 서비스 등 개발을 시작
• (ITU-T

SG13 WP2/Q18-Functional architecture for cloud computing and big data)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의 기능 요구사항 표준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참조
구조 표준을 개발 중이며, 빅데이터 관련 데이터 출처를 위한 기능적 아키텍쳐 표준을 개발 중
• (ITU-T

SG13 WP2/Q19-End-to-end cloud computing management, cloud security
and big data governance) 분산 클라우드 개념 및 정의 표준 승인이 완료 이후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체제 관리, 클라우드 데이터 이동성 관리 프레임워크 및 기능
요구사항, 인터클라우드 컨테이너 관리 프레임워크 및 요구사항, 분산 클라우드 글로벌 관리
프레임워크, 아이크로서비스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및 기능 요구사항,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 진행중

• (ISO/IEC

JTC1 SC27 WG1-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ISO/IEC
27002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 기술과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이 개발되었으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표준 승인이 완료됨
• (ISO/IEC

JTC1 SC38 WG3-Cloud Computing Fundamentals(CCF)) 클라우드 SLA
메트릭모델 사용을 위한 지침 표준 표준이 완료. 클라우드 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표준과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 표준과 클라우드 관점에서
에지 컴퓨팅 표준을 개발 중이며 클라우드 용어, 개념 및 참조 구조 표준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중
• (ISO/IEC

JTC1 SC38 WG5-Data in cloud computing and related technologies)
클라우드컴퓨팅과 분산컴퓨팅 환경에서의 ‘데이터 분류 체계와 사용’에 대한 개정 완료.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흐름, 데이터 범주 및 사용’, ‘데이터 공유 협약 프레임워크’에 관한 표준
개발 중

• (ETSI

ISG MEC) MEC는 Multi-access Edge로 확장하여 유선 및 무선망을 고려한 MEC간
혹은 클라우드와 MEC 간의 연계를 2021년 6월에 표준으로 제정하였고 그 외에도 IoT, 지능형
교통 시스템, 다양한 네트워크 관련 표준 및 정책과 법률 관련 표준을 지속적으로 제정 중에 있고
3GPP와의 표준화를 위한 협력 작업이 진행 중

• (SA6

Architecture) SA6에서 에지 어플리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CAPIF(Common API Framework)를 통하여 표준 API를 제공하고 있으며 SA2에서는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있고 SA5에서는 라이플 사이클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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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er Project) Open Rack 호환 서버, Open CloudServer 호환 서버, 마이크로 서버 형태의
SoC 서버 및 19인치 서버의 섀시, 마더보드, 블레이드 등의 규격 개발
• (Rack

& Power Project) 서버 랙과 안정적인 전력 전송을 위한 랙 차원의 전력 분산, 배터리,
전력 전환 등의 규격 개발

• (Thing-to-Thing Research Group) IoT 에지 컴퓨팅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 및 모델에 따른 기능
정의 등에 대한 표준 개발 중
• (Computing

in the network Research Group) 네트워크 내 컴퓨팅(In-Network
Computing)에 대한 요구사항, 산업 유즈케이스, 전송 프로토콜 이슈, 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 및
에지 데이터 디스커버리 등에 대한 표준 개발을 위한 논의 진행 중

• (Security Guidance) 2009년 클라우드 보안 지침 발표를 시작으로 클라우드 기술, 보안 기술 및
타산업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개발 중
• (Cloud

Controls Matrix) 클라우드 제공자의 전반적인 보안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제어 프레임워크인 CCM(Cloud Control Matrix)와 CCM 준수 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인 CAIQ(Consensus Assessment Initiative Questionnaire)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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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초연결 신산업 육성

개요
•블
 록체인(Blockchain)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해시기반으로 블록을
생성하여 기록·보관함으로서 공인된 제3자 없이도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분산원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블
 록체인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는 2016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관리이사회(TMB)의 결의안에
의거하여 신설된 기술위원회(TC)로, ‘블록체인 기술 및 분산원장기술’ 분야의 표준화를 담당하여,
신규 TC 설립을 호주(SA)가 ISO/TC307의 간사국을 맡음으로 시작되었다.
• I TU-T는 2017년 SG17 산하에 Q.14 블록체인 보안 표준연구과제 신설에 합의하였으며, SG13, SG16과
SG20 등에서 블록체인 표준화가 활발하게 추진 중
•블
 록체인 국제표준화는 초입단계에 있으며, ISO TC307에서는 용어정의, 참조구조, 텍사노미와 온톨
로지가 표준 제정되었으며, 거버넌스,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과 유즈케이스가 개발 중에 있으며,
특히 분산ID 표준은 ISO TC307, ITU-T SG13/SG16/SG17/SG20 및 W3C Verifiable Credentials,
DID WG 표준 그룹에서 각축을 벌이며 표준 개발 중

정보보호
응용 기술
(dApp)

스마트 계약

금융

기록 관리

스마트시티

지식재산 관리

스마트헬스

전자 투표

관리 기술

스마트공장

유통

신원 및 접근 관리

암호

플랫폼 및
연동기술

거버넌스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프라이버시

성능평가

탈중앙
네트워크
분산원장

탈중앙 프로토콜

인터넷

합의 알고리즘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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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응용기술

정보보호

표준
수준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ISO TC307 WG3

선도경쟁공략

ISO TC46
SC11 JWG1

선도경쟁공략

IEEE P2418.5,
Energy Web
Foundation(EWF)

지속/확산공략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90%

90%

TTA PG502,
TTA PG1006,
분산원장기술포럼,
개인정보보호포럼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90%

95%

-

에너지 관련 블록체인 표준*

80%

60%

DLT 기반 신원관리를 위한
신뢰 앵커 개요 표준*

90%

90%

TTA PG502,
TTA PG1006,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ISO TC307 JWG4

차세대공략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표준*

70%

90%

-

ITU-T SG17

지속/확산공략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80%

80%

TTA PG502,
TTA PG1006,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ITU-T SG17,
ISO TC307

추격/협력공략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형검증 표준

90%

95%

TTA PG1006,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사물인터넷융합포럼

ITU-T SG16

선도경쟁공략

분산원장 기술 보안 통제 표준*

100% 100%

TTA PG502,
TTA PG1006,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ITU-T SG17

차세대공략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90% 100%

TTA PG1006,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ISO TC307,
IEEE P2145

차세대공략

-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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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DNA 생태계 신뢰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국제표준 개발
▶ 추진전략 : 추격/협력공략
목표
2021~2022
• 블록체인 표준화 전략 수립

2023~2024



2025~2026

원천기술 선제적 확보 및
• 블록체인

국제표준화 주도



글로벌 리더쉽 확보
• 블록체인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13/SG16/
SG17/SG20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ISO TC46/TC307
JTC1 SC27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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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표준화 기구





정책 지원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

활동 참여

SKT, KT, 삼성SDS, TCA서비스,
마크애니, 블로코 등 산업체

전략방향
제안



블록체인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순천향대, 세종대, 중앙대,
충남대, 서울외대 등 학계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정보 보급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활동 제안

정책 제시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PG502)
클라우드컴퓨팅(PG1003)
블록체인기반기술(PG1006)



관계 부처

활동 참여

ETRI 등 연구기관

SWOT 분석
• (시장)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더욱 중요해짐
강점 • (기술) DLT 활용한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술 연구 진행 중
• (표준) TTA, DLT표준화포럼, 금융보안표준화 협의회,
개인정보보호 표준포럼 등 표준화 연구 진행

• (시장) 블록체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해외에 비해 적음
• (기술) 선진국에 비해 핵심, 원천 기술의 부족. 장기적인
관점의 기술 개발 및 전략 취약
약점
• (표준) 핵심기술 표준 역량 부족으로 응융기술중심의
표준 개발에 치중

• (시장)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규모 및 투자유치 규모
성장세 예상
• (기술) DLT 기반 해외 송금 시스템 기술 등 서비스 기술
기회
개발이 활발
• (표준) NFT 기술의 출현으로 디지털 상품의 진본성을
검증하여 경매시장에서 거액의 거래 가능

• (시장)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화폐에서 다수의
사고 사례 발생
• (기술) 성능 및 확장성이 대규모 작업을 위한 수준에 미흡
위협
• (표준) 산업중심의 기술개발이 표준화에서 수용하는 속도
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표준화가 후행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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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 분산원장시스템 요구사항, 참조 프레임워크, 정형 검증,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커뮤니티 지원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교환, 동료 심사 시스템, 적합성
시험성적서 검증을 위한 O2O 서비스 등 개발 중
•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다중 분산 ID
서비스를 위한 신원 발급자 정보관리, 크리덴셜 관리, 크리덴셜 위임 등 표준 개발 중

•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2018. 2월 구성되어 토큰 택사노미 프레임워크, 블록체인 기술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상성 조사 표준 개발 중

•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 모델 보안요구사항, 오픈 소스
기반의 분산 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 요구사항 등 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SO TC307 WG3-Smart contracts and their applications) 스마트 계약 개요 (TR 23455)를
발행하였으며, 법적 결속을 갖는 스마트 계약 기술보고서, 규제환경에서 스마트 계약 표준 개발 중
• (ISO

TC307 JWG4-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and IT Security
techniques) 프라이버시 및 PII 보호 개요(TR 23244)를 발행하였으며, 신원 관리를 위한 기존의
분산원장 시스템의 개요(TR23249), 분산원장 기반의 신원관리를 위한 트러스트 앵커 개요 (TR
23644), 스마트 계약의 정보보호 실무와 이슈에 관한 개요(TR 23642) 등 개발 중
• (ISO

TC307 WG5-Governance of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systems)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기술명세서(TS 23635)를 집중하여 개발하여 최종 표준 제정을
위한 준비 중
• (ISO TC307 WG6-Use cases) 한국의 기부서비스 시범사례를 반영한 활용사례 기술보고서(TR
3242)가 발행을 준비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활용사례 연구와 활용사례를 위한 데이터 플로우
모델에 대한 표준 개발중
• (ISO

TC307 SG7-Interoperability of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systems) 블록체인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기술명세서 투표 시행. 이 결과에 따라 WG 7으로
이행 예정
• (ISO

TC307 JWG-Joint with TC 46/SC 11) SC 11에서 개시된 기록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 – 이슈 및 고려사항 기술보고서 공동 작업

Ⅲ.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ISO

TC307 WG1-Foundations) 용어(IS 22739)은 발행완료, 참조구조 (IS 23257)와
텍사노미 및 온톨로지 기술사양서(TS 23258)를 개발 완료하여 발행을 앞두고 있으며, 데이터
플로우 및 텍사노미를 개발과 더불어 후속 과제를 발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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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T

SG13-Future networks (& cloud))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에 있어서 블록체인
시나리오와 능력 요구사항(Y.2342),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 기능 요구사항 (Y.3550) 표준
제정하였으며, 데이터 무결성 증명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요구사항등 개발 진행중
• (ITU-T

SG16-Multimedia) Q22 (2019년 신설 연구과제) DLT 및 e-서비스 수립에서, 기존
탈중앙화 원장시스템의 요구사항 (F.751.0), DLT 평가 기준(F.751.1), 및 분산원장기술 참조
프레임워크(F.751.2)가 제정되었으며, DLT 기반 디지털 증거 서비스등 표준 개발 중
• (ITU-T

SG17-Security) Q14(2017년 9월 신설 연구과제)에서 DLT 보안 개발 중이며,
DLT 기반 용어정의(X.1400), 보안위협(X.1401), 보안 프레임워크(X.1402), 보안 지침
(X.1403), 보안보증(X.1404), 전자지불시스템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X.1405), DLT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의 보안 위협(X.1406) 등의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블로체인
서비스(BaaS) 등 표준 개발 중
• (ITU-T

SG20-IoT and applications, smart cities) 분산원장 플랫폼으로서 사물의 블록체인
프레임워크 (Y.4464),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의 OID (Y.4475), 블록체인 데이터 교환
(Y.4560), 블록체인 데이터 관리 (Y.4561) 등의 표준 제정하였으며, 표준화와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특징, 유즈케이스 등을 표준화 추진

• (W3C Verifiable claims WG) 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 1.0 (2019년 11월) 권고로
개발 완료, 활용사례 및 구현 지침 1.0 노트로 제정 완료(2019년 11월)
• (W3C

DID WG) 분산 식별자 (DIDs) 1.0 (2021년 1월)는 권고로 제정하였으며, 활용사례 및
요구사항과 DID 규격 레지스트리등 2건은 표준 개발 중

• (IEEE

2418-Standard for the Framework of Blockchain Use in Internet of Things)
IoT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프레임워크 표준을 개발 중
• (IEEE 2143.5-Blockchain in Energy)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P2P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표준을
개발 중
그 외 비즈니스, 암호화폐, 지불결제, 유통, 헬스, 거버넌스, 농경 등 25여 종의 표준이 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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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신산업 육성

개요
• 메타버스 콘텐츠 기술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확장현실(XR)’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된 가상공간이 물리적 지속성을 가지고 현실 세계와 융합한 형태의 응용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소 기술들로 정의
• 다양한 관련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총칭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MR/XR(혼합
현실/확장현실), VR(가상현실), 오감미디어콘텐츠, 홀로그래픽콘텐츠, 웹기반콘텐츠플랫폼, 게임,
현실가상융합콘텐츠로 중분류를 설정
• 메타버스 콘텐츠 기술 관련 주요 국제 표준화로는 2007년부터 진행된 ISO/IEC JTC1 SC 29/WG 11
(a.k.a. MPEG)의 MPEG-V 표준 정도가 존재해왔으나 최근 혼합현실(MR)/확장현실(XR) 기술 및
기기들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응용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으로 표준화에 관심이 집중되게 됨
• 전반적으로 표준화는 JTC1, Khronos Group, IEEE 등과 W3C 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2021년 5월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의 신산업전략지원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주요 5개 과제중
메타버스 콘텐츠 선정, 과기정통부와 문제부가 공동 주무부처를 맡는 범부처 메타버스 작업반 구성하여
지원 전략과 과제 발굴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2021년 5월 현대차, 분당서울대병원, 네이버랩스 등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출범하여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기술 동향을 공유, 메타버스 시장의 윤리적/문화적
이슈 검토 및 법제도 정비, 참가기업이 협업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기획 진행

현실세계 센서 데이터 및
센서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현실세계 액추에이터 구동 명령어 및
액추에이터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게임

홀로그래픽 콘텐츠

기능성게임의
성과 측정 및 평가 절차

디지털 홀로그램 정보 표현

웹 기반 콘텐츠 플랫폼

브라우저내
콘텐츠 표현

웹 기반 콘텐츠
데이터 연동

디지털 가상훈련
시스템 평가

Contents Storage

Contents Server

VR/MR/XR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Service Provider

오감미디어 콘텐츠

미디어사물 간 거래 및
고속 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이터 포맷

미디어사물의
자율 협업을 위한 태스크
표현 데이터 포맷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MTP
Latency

MR 서비스
프레임워크

스크린 리더용
멀티 포인트
제스처 표준

3D 가상자산
생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결된
후각 스크리닝
햅틱
이미지
휴먼팩터 데이터
기술
미디어 포맷 구조 및 시험 절차

비디오
휴먼 팩터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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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XR 콘텐츠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기준 표준

90%

중점 표준화 항목

MR/XR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95%

TTA 디지털
콘텐츠 PG,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

IEEE 3079/
3079.2,
JTC1 SC24 WG11

선도경쟁공략

MR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

95% 100%

TTA 디지털
콘텐츠 PG,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

IEEE 3079.2

선도경쟁공략

스크린 리더용 멀티포인트
제스처 표준

90% 100%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

JTC1 SC35 WG9

차세대공략

3D 가상 자산 생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90%

85%

다차원영상기술
표준화포럼

Khronos Group,
JTC1 WG12, SC24

선도경쟁공략

MTP Latency 표준

80%

95%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

IEEE 3079.1

선도경쟁공략

VR

후각 스크리닝 휴먼팩터
데이터 구조 및 시험 절차 표준

오감미디어
콘텐츠

연결된 이미지 미디어 포맷 표준

비디오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표준

홀로그래픽
콘텐츠

95% 100%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
사용자인터페이스포럼

ITU-T
SG16

차세대공략

100% 100%

TTA 디지털
콘텐츠 PG,
다차원영상기술
표준화포럼

JTC1
SC29 WG1

지속/확산공략

90%

90%

TTA 디지털
콘텐츠 PG,
다차원영상기술
표준화포럼

IEC TC110,
JTC1 SC29
WG1,
ISO TC159

차세대공략

IEC
TC110,
JTC1 SC29
WG1

차세대공략

디지털 홀로그램 정보 표현 표준

95%

95%

TTA 디지털
콘텐츠 PG,
다차원영상기술
표준화포럼

브라우저내 콘텐츠 표현 표준

90%

90%

TTA 웹 PG,
웹표준기술
융합포럼

W3C,
Khronos Group

지속/확산공략

웹기반 콘텐츠 데이터 연동 표준

80%

80%

TTA 웹 PG,
웹표준기술
융합포럼

W3C
DID, JSONLD
WG

지속/확산공략

웹 기반
콘텐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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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게임

표준
수준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JTC1 SC35

차세대공략

90%

95%

TTA 디지털
콘텐츠 PG,
다차원영상기술
표준화포럼

디지털 가상훈련 시스템
평가 표준*

80%

95%

TTA 디지털
콘텐츠 PG,
디지털가상화포럼

IEEE 2888

차세대공략

100% 100%

TTA 디지털
콘텐츠 PG,
MPEG뉴미디어포럼,
디지털 가상화포럼

JTC1 SC29 WG07,
IEEE 2888

선도경쟁공략

100% 100%

TTA 디지털
콘텐츠 PG,
MPEG뉴미디어포럼,
디지털 가상화 포럼

JTC1 SC29 WG07,
IEEE 2888

선도경쟁공략

미디어사물 자율협업
데이터포맷 표준

100% 100%

TTA 디지털
콘텐츠 PG,
MPEG뉴미디어포럼,
디지털 가상화 포럼

JTC1 SC29 WG07,
IEEE 2888

차세대공략

현실세계 센서 데이터 및
센서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90% 100%

TTA 디지털
콘텐츠 PG,
디지털 가상화 포럼

JTC1 SC29 WG07,
IEEE 2888

선도경쟁공략

현실세계 액추에이터
구동명령어 및 엑추에이터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90% 100%

TTA 디지털
콘텐츠 PG,
디 지털 가상화 포럼

JTC1 SC29 WG07,
IEEE 2888

선도경쟁공략

미디어사물 컴팩트
데이터포맷 표준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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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게임의 성과 측정 및
평가 절차 표준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표준

현실
가상 융합
콘텐츠

기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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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메타버스 콘텐츠 기술 국제표준 선도를 통한 미래 메타버스 콘텐츠 시장 선점
▶ 추진전략 : 지속/확산공략
목표
2021~2022

2023~2024

• 메타버스 서비스 호환성 확보 및
확산을 위한 표준화 추진



2025~2026

메타버스 연계 융복합 서비스
• 이종

활성화를 위한 표준개발,
국제표준특허 선점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
• 차세대

표준개발, 국제표준특허 선점을
통한 국제 영향력 확산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16
IEC TC110

JTC1 WG12/SC24/SC29/
SC34/SC35/SC41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국제표준대응위원회

ITU-T SG16 연구반
IEC110 전문위원회
JTC1 WG12/SC24/SC29/
SC34/SC35/SC41전문위원회

표준 제안



사실표준화 기구

ICT 표준화포럼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포럼
디지털가상화포럼
사용자인터페이스포럼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
MPEG뉴미디어포럼

국제 협력

활동 참여

삼성전자, LG전자, 조이펀, 플레이키키,
㈜후본, 메타버스얼라이언스 등 산업체


정책 지원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안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정보 보급





건국대, 단국대, 동덕여대,
아주대, 명지대, 경북대 등 학계





활동 제안

정책 제시

지능형 디바이스(PG145)
웹(PG605)
디지털콘텐츠(PG610)



관계 부처

활동 참여

ETRI, KETI, KERIS,
KRISS 등 연구기관

SWOT 분석
• (시장) 가상현실 디바이스 핵심요소 글로벌 경쟁력 보유
및 ICT/5G 환경 세계 최고 수준 인프라
• (기술) 방송/휴대폰/모바일 응용 기술 및 게임 기획/
강점
서비스 기술 우수
• (표준) JTC1 SC 24, 29, 35 등 공적 국제표준 적극
참여, IEEE 2888, 3079 등 사실 국제표준 국내 주도

• (시장) 플랫폼 부재에 따른 시장 취약성 및 VR/XR 단말
시장 미성숙
• (기술) 자율협업디바이스에 대한 기반 기술 개발 미흡
약점
• (표준) 원천 IPR 미흡 및 일부 사실 표준들의 경쟁 표준
존재

• (시장) 언택트 메타버스 콘텐츠 응용 시장 확산
• (기술) 선진국 중심의 VR 콘텐츠 확산
기회
• (표준) IEEE 2888, 3079, JTC1 SC 29, SC35 등
관련 표준화 추진 중

• (시장) 고품질 콘텐츠의 부족, 시각적 피로감,
제품/콘텐츠 인증 체계 부족
• (기술) HMD 의존적 플랫폼 확장 미비
• (표준) 핵심 기술 보유국들의 표준화 참여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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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 혼합현실 환경에서 공간 모델링, 개인 얼굴인식, 동작인식 등을
위한 표준화 및 3차원 상거래 개발을 위한 glTF2.0 과 Vulkan1.1 에 대한 표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연동을 위한 표준 등을 개발 예정
•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 증강현실 현실캐릭터 표현을 위한 참조모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표준화 진행 예정

• (MPEG뉴미디어포럼)

JTC1 SC29 산하에서 진행되는 미디어사물간 거래를 위한 API 표준,
미디어사물간 고속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이터 포맷 표준 등의 부합화 표준 제정 진행 예정

• (웹표준기술융합포럼) 탈중앙 소셜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기술동향을 소개하고, DID 등에 대한 주요
포럼 표준 제정 진행 예정

•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

동작인식 센서의 사용자 제스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기술 표준 진행 중이며, 홀로그래피 기술 등과 같은 분야의 신규 표준 발굴 예정

다차원영상기술
표준화포럼

•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포럼)

기능성게임의 인증 표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평가무결성요구사항표준’과
크로노스그룹의 3D 커머스 관련 표준의 포럼 표준 제정 진행 예정

디지털가상화포럼

• (디지털가상화포럼) ‘디지털 가상 훈련 시스템 평가 표준’ 표준화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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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JTC1

SC24 WG6-Augmented reality continuum presentation and interchange)
Khronos group의 glTF표준을 ISO 국제표준으로 개발 중
• (JTC1 SC24 WG9-Augmented reality continuum concepts and reference model) MAR
관련 표준안 개발
• (JTC1

SC29 WG1-Coding of digital representations of images) JPEG Linked Media
Format이 System subgroup에 part7 으로 추가 되어서 표준 진행 중이며, JPEG System
subgroup에서 Snack이라는 것도 새롭게 추가 될 예정
• (JTC1 SC29 WG7-MPEG 3D Graphics Coding) 오감정보 및 콘텍스트 표현 기술(햅틱/후각
포함)관련, MPEG-V(ISO/IEC 23005) 제4차 개정판이 2019년 말 IS 완료되었으며, VR 및
360도 VR 콘텐츠에 적합한 오감정보 표현 방법에 대한 표준이 추가된 5차 개정판이 시작될
예정. 아울러 exploration 단계로 MPEG-haptic에 대한 표준화가 2020년부터 시작된 상황임.
미디어사물인터넷 기술은 MPEG-IoMT (Internet of Media Things) (ISO/IEC 23093) 2019년
말 IS 완료 및 승인. 2차 개정판을 시작하여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및 데이터포맷, 고속
이진 데이터 포맷, 스마트 콘트랙트를 위한 데이터포맷을 추가 진행 중
• (JTC1

SC35 WG9-Natural user interfaces and interactions)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서
시스템 제어 및 가상/현실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제스처 인터페이스 시리즈 표준이 개발 중

• (TC

110 WG6-3D Display Devices) 3D 디스플레이 전반에 대한 용어 정의에 대한 문서
(홀로그래피 포함)가 배포되었고,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 대한 특성에 대한 문서가 배포되었고,
광학적 특성 및 무안경식 디스플레이에서의 영상 품질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진행 중
• (TC 110 WG12-Eyewear display) 안경형태의 디스플레이에서 광학 소자나 VR 및 AR 타입의
영상 품질에 대한 표준이 아이템으로 도출되는 중

• (WebVR CG) JTC1 SC24 와 함께 WebVR 표준안 개발
• (Webize Everything CG) JTC1 SC24와 함께 Webizing MAR 표준안 개발

• (3079.1 Motion to Photon (MTP) Latency in Virtual Environments) 사용자의 헤드 모션에
따른 가상현실 영상 콘텐츠의 해당 화면을 제시하기까지의 지연시간을 측정하고 사용자 휴먼팩터
관점의 기준 개발을 목적으로 VR 기기와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MTP Latency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사용자의 멀미 정도 측정방법 표준화를 진행 중
• (3079.2

Mixed Reality Standard Framework for Motion Learning) 동작인식 기반의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모션러닝을 위한 혼합현실 표준 프레임워크’ 표준화 진행 중
• (2888

Interfacing Cyber and Physical World) 가상세계와 물리세계의 융합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이 목표로 센서, 구동기 등의 가상화와 입력/출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물리세계를 가상세계에 표현하고, 가상세계의 입력을 통하여 물리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 포맷, API 등의 표준 개발 진행
•재난 대응 가상 훈련 시스템 표준 및 성능 척도 표준 개발 예정
• (Open XR) VR 및 AR 응용 개발에 필요한 표준 디바이스 인테페이스 및 응용 인터페이스 표준.
잠정표준안 공개
• (glTF)

JSON에 기반하여, 바이너리 형식 등을 사용하여 3D 애셋을 교환하기 위한 표준으로,
웹에서 실감 콘텐츠 등을 압축 및 스트리밍 할 수 있는 포맷 표준
• (3D

Commerce) 3차원 가상현실에서의 상거래를 위한 3차원 상품 메타데이터, 콘텐츠 저작
가이드라인 등 표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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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신산업 육성

개요
• 지능형 로봇은 시각·청각 등 감각 센서를 통해 외부 정보를 입력받아 스스로 판단해 적절한 행동을
하는 로봇으로, 교육·의료·실버·국방·건설·해양·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로봇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해 지능화된 서비스를 창출하는 로봇의 개념임. 인공지능과 고도의 센서가 두뇌역할을 하는 로봇
(일반적으로 시각, 촉각, 청각 등으로 자기 판단과 그에 대응하는 작동 가능)기술로 구성되어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 일의 효율성과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지능형 로봇은 모든 행동이 인간에 초점을
맞춤. 따라서 지능형 로봇의 핵심기술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의 정확성, 속응성, 내구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는 기술보다는 로봇지능, 호환성, 안전 및 성능과 연관된 기술임
• 관련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로는 ISO, ITU-T, IEEE 등을 꼽을 수 있으며,
- ISO는 2016년 기존의 ISO TC184 SC2(Robot and Robotic Devices)를 TC299로 승격시켜, 로봇에 관한
여러 표준을 개발 중
- ISO TC299 WG1에서는 로봇의 용어, 특성, 분류 표준화, WG2에서는 개인지원로봇 안전 표준화, WG3에서는
산업용 로봇 안전 표준화, WG4에서는 서비스 로봇 성능평가 등의 표준화, WG6에서는 서비스 로봇용 모듈의
정보모델 표준화 진행 중이며, JWG5에서는 IEC와 협력하여 의료로봇 안전 표준화 진행 중
- ITU-T SG13에서는 2020년부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로보틱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운용 및 로봇지능 배포를
위한 기능 요구사항 관련 표준이 개발 중
- IEEE에서는 RAS에서 2015년 표준 공간데이터 2D모델 제정을 시작으로 3D 실내외 로봇주행지도 모델 개발을
진행 중이고, SA에서는 P7001~P7010의 로봇 윤리와 관련된 표준을 2016년부터 시작함

협동 로봇

반송용 로봇
조립/용접용 로봇
안내로봇

소셜로봇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맵데이터 표현 표준
협동을 위한 조작지능 표준

물류/이송로봇
의료/재활로봇

교육용로봇

로봇 정보
모델 표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주행안전 평가 표준
위한 성호운용성 표준

실버케어로봇
국방로봇

사회안전로봇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건설로봇
농축산로봇

전문서비스용 로봇

가사도우미로봇

개인서비스용 로봇

청소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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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기술
수준

표준
수준

90%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90%

TTA PG413,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IEEE RAS

차세대공략

ITU-T SG13,
JTC1 SC42,
ISO TC299

선도경쟁공략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80%

95%

TTA PG1003,
TTA PG1005,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로봇 정보 모델 표준*

80%

90%

TTA PG413,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ISO TC299

선도경쟁공략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90%

90%

TTA PG413,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ISO TC299

차세대공략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80%

90%

TTA PG413,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ISO TC299

선도경쟁공략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80%

90%

TTA PG413,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ISO TC299

차세대공략

지능인프라

로봇지능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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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지능형 로봇 국제표준 선점으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
▶ 추진전략 : 차세대공략
목표
2021~2022

2023~2024

• 지능형 로봇 표준화 전략 수립
• 지능형 로봇 표준후보 원천기술
선제적 확보



202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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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로봇 국제경쟁력
• 차세대

강화를 위한 표준개발,
국제표준특허 선점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13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ISO TC299
JTC1 SC42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ITU-T SG13 연구반
ISO TC299 전문위원회
JTC1 SC42 전문위원회


사실표준화 기구

LG전자, 클로봇,
네이버 등 산업체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

활동 참여

전략방향
제안



지능형 로봇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경희대, 세종대, 충북대,
강원대, KAIST 등 학계

스마트로봇표준포럼

정보 보급

정책 지원

활동 참여

ETRI, KAR, KETI,
KITECH 등 연구기관

SWOT 분석
• (시장) 실질적인 1가구 1로봇 시대 도래 및 자동차/
IT/전기전자부품 등 연관 산업 발달
• (기술) IT 기술의 고도화, 융합화, 스마트화 등 핵심
강점
연구인력 및 역량의 잠재적 경쟁력
• (표준) 국내 표준화 전문가의 국제표준기구 및 단체
표준화 활동에 조기 참여 및 대응

• (시장) 좁은 내수, 높은 수출의존율, 로봇산업은 약 90%가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 (기술) 기초 원천 기술이 약하고 중소기업위주로 자본력
약점
취약 및 단기투자성향
• (표준) 산업계의 표준화 기반 기술 및 전문 인력 확보 미흡

• (시장) 라이프케어 수요가 증가하고 감염성 질병
(COVID-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요구 확대
기회 • (기술) 로봇, IT 융합 기술의 진화
• (표준) 표준초기단계로 선도 기회

• (시장) 중국의 빠른 추격 및 타 연관 산업의 기업진출
• (기술) 선진국의 로봇연관 산업의 집중 투자 및 후발국가의
국가적 지원 확대
위협
• (표준) 일본, 미국, 유럽의 로봇 안전 인증 주도 및 활발한
표준화 활동으로 영향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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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

활동 제안

정책 제시

지능형 로봇(PG413)
클라우드컴퓨팅(PG1003)
인공지능기반기술(PG1005)



관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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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지능형 로봇 PG(PG413)) S/W 프레임워크, 모듈화, 안전성 기술, 인간-로봇 상호작용, 응용
서비스 분야에 대한 130종의 단체표준 개발(개정11건, 폐지30건 포함)하였고, 6종의 신규 표준
진행 중
•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보 서비스의 성능 평가 항목 및 절차를
개발한 표준 진행 중

• (스마트로봇표준포럼)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화 표준의 후속 표준인 서비스 로봇을 위한 공통정보
모델 및 서비스 로봇을 위한 소프트웨어 모듈의 정보모델 표준안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이 참여한 ISO 22166-1, Modularity for service robots Part1: General
requirement KS표준 심의를 완료하여 부합화 표준으로 제정 예정이며, 다양한 서비스로봇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 시험방법 등 로봇 전반에 걸쳐 68종의 국가표준을 제정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T

SG13 WP2 Q17-Future Networks: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for Computing
including Cloud Computing and Data Handling)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로보틱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운용 및 로봇지능 배포를 위한 기능 요구사항 관련 표준 진행 중

• (ISO

TC110 SC2-Safety of powered industrial trucks) 수동의 핸드카트부터 트레일러,
산업용 트럭까지 다양한 산업용 운반체를 다룸. AGV, AMR을 포함하는 무인 운반체에 대한
표준 진행 중
• (ISO

TC299 WG3-Industrial safety) ISO 10218-1, 2 개정안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및 요구
조건 변화 등에 ISO 15066 안전요구사항 반영 등을 포함한 표준 개정 논의 중
• (ISO

TC299 WG4-Service robots) 머니퓰레이터를 갖는 서비스 로봇의 성능평가 방법
(ISO 18646-3) 표준 개발
• (ISO

TC299 WG6-Modularity for service robots) 개발된 서비스 로봇용 모듈의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모듈이 제공해야 할 정보를 계층적 관점에서 제시한 정보모델 표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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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I/RIA

R15.08-Industrial Mobile Robots) 이동로봇에 머니퓰레이터가 부착된 산업용
이동로봇의 안전 요구사항을 2020년도에 표준 개발 완료

• (IEEE

RAS P2751-3D Map Data Representation for Robotics and Automation) 로봇 작업에
필요한 표준 공간데이터 모델 개발. 2차원 실내외 공간지도 표준은 2015년도에 완료되었고,
3차원 실내외 공간지도 표준 진행 중
• (IEEE

SA P7001-Transparency of Autonomous Systems) 자율시스템의 투명성 관련 표준이
2020년 6월 말 P7001 1차 드래프트를 작성하여 IEEE SA의 리뷰 프로세스 진행 중
• (IEEE

SA P7009-Standard for Fail-Safe Design of Autonomous and Semi- Autonomous
Systems) 자율 및 반자동 시스템의 오류방지설계 관련 표준이 2021년 12월까지 드래프트 작성
완료 목표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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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디바이스-지능형 반도체

초연결 신산업 육성

개요
•지
 능형 반도체 기술은 인식·추론·학습·판단 등 인공지능 서비스에 최적화(지능화, 저전력화, 안정화)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반도체가 융합된 반도체 기술로서, 개인형 인공지능 디바이스, 자율이동체, 지능형
헬스케어, 빅데이터 처리, 차세대 통신 서비스, 스마트시티, 증강현실, 인간형 지능로봇, 신약개발, 에너지
등 사회, 경제, 국방 등 전 분야에 응용되는 지능형 반도체들을 포괄하는 기술
•지
 능형 반도체 기술에 대한 표준화는 ISO, IEC, JEDEC에서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시스템 반도체
표준을 기반으로 지능화/고도화 작업이 추진 중이며, JTC1 SC42에서 신규 과제 추진 예상
- ISO TC22에서 2018년 ISO 26262의 자동차 안전성 표준에서 반도체가 포함된 표준화 개정이 이루어졌고,
보안관련 표준화가 추진될 예정
- 지능형 프로세서 분야에선 JEDEC에서 2013년부터 고대역 메모리 표준화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HBM3
표준이 제정되고 PIM(Processing In Memory)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추진 중
- 지능형 소자 분야에선 IEC TC47에서 뉴로모픽 소자의 패키징과 신뢰성 표준화가 추진될 예정이며, 그 소재는
IEC TC113에서 모색 중이고 SW관련 표준화는 JTC1 SC42에서 가능성을 검토 중

•전
 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표준화는 중기 단계에 있지만, 인공지능기기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뉴로모픽 소자 및 차세대 지능화 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스파이킹 신경망 인터페이스 표준화는 아직
초기 단계임

지능형 소자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맞춤형

혁신신약

헬스케어

지능화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프로세서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전성 고도화 설계 표준

저전력화

안정화

IoT디바이스
지능형 로봇
스마트시티

드론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자율주행차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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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80%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중점 표준화 항목

지능형
프로세서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80%

TTA PG417,
인공지능
반도체포럼

JTC1 SC42

차세대공략

90%

85%

TTA PG417,
인공지능
반도체포럼

ISO TC22 SC32,
JTC1 SC42,
JEDEC JC42

선도경쟁공략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90%

80%

TTA PG417,
인공지능
반도체포럼

JTC1 SC42,
JEDEC JC14,
ISO TC22 SC32

지속/확산공략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80%

90%

TTA PG417,
대한전자공학회
표준위원회

IEC TC47/TC113,
JTC1 SC42

차세대공략

지능형 소자

표준화 목표
지능형 반도체 국제표준화 선점을 통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
▶ 추진전략 : 차세대공략
목표
2021~2022
• 지능형 반도체 표준화 전략 수립
• 지능형 반도체 표준후보 원천기술
선제적 확보

202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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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026



지능형 반도체 국제경쟁력
• 차세대

강화를 위한 표준개발,
국제표준특허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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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SO TC22 SC32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ISO TC22 SC32 전문위원회
IEC TC47/TC113 전문위원회
JTC1 SC42 전문위원회


사실표준화 기구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

활동 참여

SK Hynix, 삼성전자 등 산업체

전략방향
제안



지능형 반도체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가천대, KAIST 등 학계

인공지능반도체포럼

정보 보급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활동 제안


정책 지원

IEC TC47/TC113
JTC1 SC42

정책 제시

지능형 반도체(PG417)



관계 부처

활동 참여

ETRI 등 연구기관

SWOT 분석
• (시장) DRAM 시장을 세계 최선두에서 이끌고 있어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막대함
• (기술) DRAM 기술이 세계 최선두에 있으며 이에 따른
강점
지능형 반도체 공정기술은 확보되어 있음
• (표준) 반도체 표준에서도 메모리 부분은 세계를 선도
하고 있음

• (시장) 지능형 반도체의 근간을 이루는 SoC 시장에의
영향력은 매우 약함
• (기술) SoC 및 지능형 반도체의 설계 및 소자 기술에서
약점
취약
• (표준) 지능형 반도체 표준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 못함

• (시장) IoT, 자율주행차, 지능형 반도체 등의 시장이
확대일로에 있음
• (기술) 지능형 반도체의 기반 기술인 SW 및 시스템
기회
기술의 플랫폼화에 따른 기술 개발 확대일로에 있음
• (표준) 반도체IP 표준, JEDEC표준의 기 제정된 표준을
기반으로 지능형 반도체 관련 국제표준화 시작

• (시장) SoC 시장의 점유율이 외국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음
• (기술) 지능형 반도체 원천기술인 설계기술은 국내 기술이
위협
미흡
• (표준) Intel, 인피니트 등 지능형 반도체 선도업체의
사실표준화(IEEE 등) 기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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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지능형 반도체 PG(PG417)) 스파이킹 신경망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표준과 거대 인공신경망
구현을 위한 다중 칩 기반의 인공지능 프로세서 구조 및 인터페이스 기술보고서를 제정하였으며,
스파이킹 신경망 하드웨어 인코딩 기술 표준 진행 예정
• (TTA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PG(PG604)) 검증용 데이터 밸런스 기반의 AI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
방법 표준 제정
• (TTA CPS PG(PG609)) CPS 사고 분석 모델 기반의 안전‧신뢰성 확보 표준 제정

인공지능반도체포럼

• (인공지능반도체포럼)

지능형 반도체 표준화를 위한 산‧학‧연 전문가를 구성하여 뉴로모픽
표준화를 위한 인터페이스 및 코어 기술에 대한 논의 및 향후 방향을 위한 논의 중

• (국가기술표준원) COSD 기관인 대한전자공학회 표준화위원회를 통해 2020년 나노물질의 접촉과
코팅 비저항 측정법 표준의 표준 부합화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SO TC22 SC32 WG8-Functional Safety) ISO 26262 기능안전과 다른 오작동, 고장, 결함이
아닌 의도된 설계 자체가 안전을 확보하기에 불충분·부적절한 경우에 대한 기능안전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자율 주행 차량을 위한 사이버 보안 강화 표준이 제정될 예정

• (IEC TC113 WG8-Graphene related materials/Carbon nanotube materials) 그래핀과 같은
최신 2차원 나노물질을 이용한 멤리스터 등 뉴로모픽 소자의 측정법 표준화 진행 예정

• (JTC1

SC42-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관련 표준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지능형 반도체
관련 WG신설을 목표로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 인터페이스 및 관련 표준화 진행 예정

• (JEDEC JC14 SC14.1-Reliability Test Methods for Packaged Devices) 기계적 충격, 전력,
및 온도 변화에 대한 제품 테스트 표준화 진행
• (JEDEC JC14 SC14.3-Silicon Devices Reliability) 고체 소자 평가 표준 진행
• (JEDEC

JC14 SC14.4-Quality Processes and Methods) 반도체 품질 측정 및 개선 방법
표준 진행
• (JEDEC

JC42 TG423B3-High Bandwidth Memory) NVIDIA, AMD, Micron, Intel,
Samsung, SK Hynix, Cadence가 참여하여 고대역폭 메모리 인터페이스 HBM3를 제정
• (JEDEC JC42 TG42_7-Processing Memory) 2019년 12월 Western Digital과 UPMEM의
제안으로 New PG로 채택되었으며, PIM Interface 표준화 진행 중

Ⅲ.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IEC

TC47-Semiconductor devices) 뉴로모픽 소자의 패키징과 신뢰성을 다루고 있으며,
뉴로모픽 소자의 상용화를 위해 핵심적인 소자의 신뢰성 표준화를 진행 예정

16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요약보고서

스마트시티

SOC 디지털화 Part.1

개요
•스
 마트시티 기술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정의(스마트도시법, 2020.6.09. 개정)
• 준비를

바탕으로 신규 그룹 신설 등 2016년부터 본격적인 표준화를 추진 중
- ITU-T는 2013년부터 스마트시티 도메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FG-SSC를 구성하여 사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 말 ITU-T SG20을 신설하고, FG-SSC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표준화를 추진 중
- IEC는 SEG1을 구성하여 사전 연구를 진행 후 스마트시티 시스템 위원회(Systems Committee)를 설립
- JTC1은 SG1을 구성하여 사전 연구를 진행 후 WG11을 설립
- ISO는 기존의 TC268의 표준화 영역을 공동체에서 도시로 확대하여 표준화를 추진

•전
 반적으로 표준화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ITU-T와 ISO는 개발된 성능평가지표 관련 표준을 실제
도시에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
•또
 한, IEC, ISO, ITU는 2019년부터 J-SCTF(IEC-ISO-ITU Joint Smart Cities Task Force)를 구성하여
표준화 협력을 진행 중

스
서비

폼
플랫
라
인프

기술

기술

기술

※ 출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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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인프라
기술

플랫폼
기술

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

90%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국제

80%

TTA PG1001,
TTA PG903,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ITU-T SG20

추격/협력공략

80%

80%

TTA PG1104,
5G포럼

3GPP RAN/SA/CT

차세대공략

스마트가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상호운용성 참조모델 표준

90%

90%

TTA PG1001,
에너지데이터
프로슈머포럼

JTC1 SC25,
IEEE PLCSC

차세대공략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

100% 95%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ITU-T SG20

차세대공략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

90%

90%

TTA PG1001,
국가기술표준원

ETSI ISG CIM,
지속/확산공략
oneM2M WG2(SDS)
oneM2M WG1(RDM),
TM Forum,
선도경쟁공략
ITU-T SG20,
ISO TC268
oneM2M WG3(TDE),
ITU-T SG20,
추격/협력공략
ETSI ISG CIM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표준

90%

90%

TTA PG1001,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국가기술표준원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시험 표준

85%

85%

TTA PG1001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 표준*

95%

90%

100% 100%

TTA PG409

OGC CityGML/
IndoorGML/
WFS SWG,
ISO TC211

선도경쟁공략

-

JTC1 WG11

차세대공략

탄소중립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비 자원 효율 측정 및 평가 표준*

90%

90%

TTA PG424

ITU-T SG5,
JTC1 SC39

선도경쟁공략

주택 전력 에너지 사용량(AMI)
빅데이터 및 정보 모델 표준*

85%

85%

TTA PG1001,
TTA PG1004.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

ITU-T SG20,
IEC TC13/TC57

차세대공략

스마트시티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표준*

90%

90%

TTA PG502,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JTC1 SC27

지속/확산공략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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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전략목표

국내

3차원 도시공간객체 모델 및
공유 인터페이스 표준

서비스
기술

대응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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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도시문제 해결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표준 기반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
▶ 추진전략 : 선도경쟁공략
목표
2021~2022

2023~2024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와 연계한 기술표준 개발
• 국제표준화 기반 마련



2025~2026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 스마트시티

관련 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
• 국제표준화




트윈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 디지털

서비스의 국제표준화 추진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
• 표준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5/SG17/SG20
ISO TC211/TC268
IEC TC13/TC57/
PC118/SyC SC
JTC1 WG11/
SC25/SC27/SC39
ETSI ISG CIM/
SmartM2M

사실표준화 기구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표준 제안



공간정보(PG409) 스마트 에너지/환경(PG424)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PG502)
특수통신(PG9603)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PG1001)
사물인터넷 네트워킹(PG1002)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PG1104)
ITU-T SG5/SG17/SG20 연구반
JTC1 WG11/SC25/SC27/SC39 전문위원회
ISO TC211/TC268 전문위원회

ICT 표준화포럼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에너지데이터프로슈머포럼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5G포럼

국제 협력


정책 지원



LH 등 산업체



활동 참여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안



스마트시티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정보 보급





부산대, 세종대, 연세대 등 학계

정책 제시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활동 제안

관계 부처

활동 참여

KAIA, ETRI, KETI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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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시장) 140여개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확산
추진 중
• (기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5대 연계 서비스 기술
강점
확보
• (표준) ITU-T SG20의 스마트시티 관련 표준화 그룹의
의장단 확보 및 J-SCTF 활동 참여 중

• (시장) 표준에 기반을 두지 않은 구축에 의해 추후 상호
운용성 문제 발생 가능
• (기술) 각 영역별 플랫폼을 통합하는 상위 플랫폼 개념의
약점
통합플랫폼 형태의 기술
• (표준) 체계적인 국내 표준 제정 미흡

• (시장) 개발도상국 등의 스마트시티 구현 의지 높음
• (기술) 도시 내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의 연계를 위한
기회 솔루션 미비
• (표준) ITU-T SG20, IEC TC268 등의 국제표준화 초기
단계 및 J-SCTF를 통해 표준화 협력 추진 중

• (시장) Microsoft, IBM 등의 대표적인 솔루션 존재
• (기술)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술 기반의 솔루션 존재
• (표준) 국제표준화 활동에 국내 전문가 참여 미흡

위협

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소방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 시스템 표준을 개발 중이며,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의 결과물과
연계한 표준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
• (TTA 공간정보 PG(PG409)) 3차원 도시공간객체의 구축 및 활용과 관련된 국제표준화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관련 국내 기관들과 함께 도시공간객체 프로파일링 표준을 개발 중

•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고도화 및 연계서비스 개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된 기존 포럼 표준 개정 및 신규 포럼 표준 개발 중

(5G 포럼)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

• (국가기술표준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을 위한 요구사항 및 종합적 판단지표의
국가표준 제정이 완료되었으며, 세부 설비별 효율 측정 지표의 국가 표준화가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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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A 스마트에너지/환경 PG(PG424)) 데이터센터 운용 관련하여 그린데이터센터 운영 및 구축지침
표준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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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T

SG20 Q1-Interoperability and interworking of IoT and SC&C applications
and services) 도시 인프라를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Y.infra), 통합 센싱 및 관리 시스템
프레임워크(Y.isms) 및 통합 센싱 및 관리 시스템을 위한 메타 데이터 모델(Y.nmm-isms) 표준
개발 중
• (ITU-T

SG20 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architectural frameworks across
verticals enhanced by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요구사항 표준(Y.scdt-reqts)을 개발 중이며, 스마트시티 실시간 이벤트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의 개발을 추진할 예정

• (ISO

TC268 SC1-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스마트시티 내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
공유와 교환에 대한 가이드라인(ISO 37156)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스마트 운송(ISO 37167)
등의 표준을 개발 중

• (IEC

SyC WG3-Reference Architecture) 스마트시티 참조구조 표준 및 방법론 기술규격을
개발 중

• (ETSI

TC SmartM2M) 스마트 가전기기를 위한 SAREF 온톨로지를 개발한 이후 이를 에너지,
농업,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로 확장 중
• (ETSI ISG CIM) 도시 데이터를 수집하여 컨텍스트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 관계성을 Linked
Data로 표현할 수 있는 NGSI-LD API 대응 테스트 케이스의 개발 및 검증을 완료하고 후속
API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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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디지털화 Part.1

개요
• 스마트공장은 제조의 모든 단계가 자동화·지능화되어 소비자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제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능적이고 유연한 공장으로 정의
• 관련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로는 IEC, ISO, ITU-T, ISA 등을 꼽을 수 있으며,
- IEC는 TC65에서 스마트공장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표준을 추진 중이며,
2014년 SMB SG8(인더스트리 4.0-스마트 제조) 결성을 시작으로 2017년 SyC SM이 신설되어 스마트 제조
표준맵 표준을 개발 중
- ISO는 TC184는 산업자동화 및 통합을 다루고 있으며 제조공정 데이터 모델, 시스템 연동 등에 대한 산업데이터
표준 개발을 추진 중
- JWG5는 ISO TC184와 IEC TC65가 공동으로 설립한 그룹으로 2013년부터 IEC 62264 시리즈로 생산관리 및
제조 운영에 대한 표준 개발을 추진 중
- ITU-T의 SG11/SG13/SG16에서는 스마트공장을 포함하는 다양한 산업을 위한 엣지 컴퓨팅관련 표준을
추진 중
- ISA에서 제어시스템간의 자동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여 폭 넓게 사용 중

• 전반적으로 ICT기반의 공장 운영을 위한 표준화는 중기 단계에 있지만, 스마트공장을 구축, 지능제어
하기 위한 표준화는 아직 초기 단계임

•AR/VR 기반 작업자 원격 협업 및 상호작용 지원 기술 표준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
•스마트공장 KPI 분석 표준
•AI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

고유 기술 업무

기업 운영 및 관리

(

연
동

(

수
직
적
통
합

보안
• 사설 5G기반 스마트공장 보안 기술 표준

플
랫
폼

•Smart APS 시스템 표준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스마트공장을 위한 On-Site 엣지 표준
•스마트제조 유연생산 지원 무공장 제조 플랫폼 참조 모델 표준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 3D 프린팅 파일 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3D 프린팅
공장 생산 라인

•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연동(수평적 통합)

생산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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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Smart APS 시스템 표준

80%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중점 표준화 항목

플랫폼

연동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70%

TTA PG609,
KOIIA

ISA 95,
ITU-T SG20

전략적수용

85%

95%

TTA PG609

JTC1 SC29,
IEC SyC SM

지속/확산공략

스마트공장을 위한 On-Site 엣지 표준

90%

85%

TTA PG609,
KOSMIA,
5G SFA, MEC포럼

ETSI MEC,
3GPP SA2/SA6,
ITU-T SG11

지속/확산공략

스마트제조 유연생산 지원 무공장
제조 플랫폼 참조 모델 표준

95%

90%

TTA PG609

NIST, ISA 95,
ASME MBE SC

차세대공략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90%

85%

TTA PG609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90%

85%

TTA PG609

ISO TC207,
ASTM E60.13

선도경쟁공략

85%

TTA PG415,
TTA PG609,
TTA PG610

Khronos Group
OpenXR,
JTC1 SC24,
IEC SyC SM

선도경쟁공략

3GPP SA1/RAN1,
ISO TC299

지속/확산공략

AR/VR 기반 작업자 원격 협업 및
상호작용 지원 기술 표준

85%

ITU-T SG11, ISA 95 지속/확산공략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

90%

90%

TTA PG1104,
TTA PG609,
5G포럼,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5G기반
스마트공장 표준 포럼

스마트공장 KPI 분석 표준*

80%

80%

TTA PG609, KOIIA

ISO TC154/TC176/
TC286

차세대공략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

80%

80%

TTA PG1005

ITU-T SG16

선도경쟁공략

3D프린팅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85%

90%

TTA PG610,
3D프린팅
창의융합표준화포럼

JTC1 WG12, ISO
TC261, OMA CD

지속/확산공략

보안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기술 표준*

80%

80%

TTA PG503,
TTA PG504,
5G보안포럼

ITU-T SG17,
3GPP SA3

지속/확산공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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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스마트공장 보급 가속화 및 제조기술 고도화를 위한
핵심 표준을 개발하여 글로벌 주도권 확보
▶ 추진전략 : 지속/확산공략
목표
2023~2024

2021~2022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ICT융합 기반 스마트공장
표준 개발



2025~2026

선도적으로
• 국내에서

주도할 수 있는 분야의 글로벌
사실표준 확보



융합을 통한 미래형
• 他산업과

스마트공장 글로벌 리더쉽 확보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11/SG16/
SG17/SG20
ISO TC184/TC207/
TC261/TC286/TC299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CPS(PG609)
디지털콘텐츠(PG610)
인공지능기반기술(PG1005)
5G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PG1104)

IEC TC65/SyC SM
JTC1 WG12/
SC24/SC29

사실표준화 기구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ITU-T SG11/SG16/SG17/SG20 연구반
ISO TC184/TC207/TC261/
TC286/TC299 전문위원회
IEC TC65 전문위원회
스마트공장 표준자문기술위원회





활동 참여

POSCO, EricssonLG, SK C&C,
VMS솔루션스, KT, SKT 등 산업체


정책 지원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안



스마트공장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성균관대, KAIST, POSTECH,
전남대, 경희대, 세종대 등 학계

정보 보급





활동 제안

지능형제조융합연구협동조합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스마트제조표준화포럼

정책 제시

활동 참여

ETRI, KITECH, KIMM, TTA,
KISTI, RIST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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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시장)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확보 노력 및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정부의 의지
• (기술) 5G를 활용한 통신 및 운영시스템 기술의 글로벌
강점
선도
• (표준) 국내에서 선도하는 ICT표준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 표준화 추진 가능

• (시장)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수준이 낮음
• (기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큰 기술 격차와 핵심 플랫폼
기술의 해외 의존
약점
• (표준) 단기성 사업으로 인한 장기적 표준화 진행 미흡과
사실표준화를 통한 해외 선진기업의 시장 장악

• (시장) 비대면, 언택트 경제 활성화로 인한 스마트공장
요구 증대
• (기술) IC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5G, AI 등을 스마트
기회
공장에 손쉽게 적용 가능
• (표준) 국내에서 선도하는 ICT기술의 공장 적용으로
인해 국제 표준화 기회 확대

• (시장)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에 따른 대응 미흡
• (기술) 중국과의 공급기술 수준 격차 감소
• (표준) 선진국 및 다국적 기업의 표준 선점 심화

위협

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지능형 로봇 PG(PG413)) 이동형 로봇의 대인 충돌 안전성 평가 방법 표준이 제정되었고
스마트공장 내 로봇 서비스 분야에 응용 예상
•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 지능형 디바이스 및 응용 기술 분야 표준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네트워크 등 개발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사설 5G에서의 URLLC 융합서비스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개발 중
• (TTA

메타데이터 PG(PG606)) 모바일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상에서 증강현실 콘텐츠 가시화 및
공유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를 제안하고 실제 활용 예시로서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제시
• (TTA CPS PG(PG609)) 실-가상 공장 연동, 실-가상 공장의 테스트 베드, ICT 기반 공장 지능화,
제조 융합 전개 모델, 스마트공장 에지 시스템을 위한 참조 아키텍처, 초저지연 사이버-물리 시스템
아키텍처 표준 정의, 조선 분야에서의 APS 표준 등을 개발 중
•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 3D 프린팅 파일포맷, 슬라이스 포맷, 스캐닝 포맷, 출력 서비스
표준 등을 개발하였으며, 산업 프린팅 요구사항 표준 추진 예상
•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분야에 대한 용어, 모델 표준
정의
•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 5G의 스마트공장 지원을 위한 표준 및 보급
확산 진행 중

• (국가기술표준원) 산·학·연의 스마트공장 개념 정립과 산업계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KS 국가표준을
개발 중이며, ISO TC261 표준 일부에 대해 국내표준 부합화 작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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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통해 중소 중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민간 부문의 역할을 주도하고, 스마트제조 분야(IEC TC65 및 ISO TC184 SC5) 표준
개발 중

3D프린팅창의
융합표준화포럼

• (3D프린팅창의융합표준화포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및 의견
수렴(정기적 3D 프린팅 기업 간담회 진행)활동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화 동향 파악 및
국내 대응 활동 수행 중

• (5G Smart Factory Alliance) 제조와 5G 융합기술 및 성공 유즈케이스에 대한 논의하고, 상호연동
규격 개발 중

5G기반 스마트공장
표준 포럼

• (5G기반 스마트공장 표준 포럼) 5G 스마트공장 적용 실증 사업을 통한 활용 가능 사례 및 ROI 등
5G의 스마트공장 적용에 필요한 표준 작업을 논의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SO TC184 SC4 WG12-STEP product modelling and resources) 서로 다른 자동화 시스템
간의 제품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표준을 제공

• (ISO TC184 SC5 WG12-Convergence of informa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제조기업의
정보통신기술 적용에 대한 수준진단 평가 프레임워크 및 평가지표 관련 표준 개발
• (ISO

TC184 SC5 WG13-Equipment Behaviour Catalogue) 제조 장비의 성능을 포함하는
기능을 모델링하여 가상의 공장에서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장치의 동작을 표현하기 위한
카탈로그 표준을 제공
• (ISO TC261-Additive manufacturing) 3D프린팅 용어 및 정의, 파일포맷, 프로세스 체인(HW/
SW), 품질 변수 공급계약 등 적층제조 관련 분야의 표준화 진행 중
• (ISO TC261 JG64-Additive Manufacturing File Format) 3D 프린팅 파일 포맷 ver 1.2 개발
완료
• (ISO TC261 JG70-Optimized medical image data) 메디컬 프린팅 응용 표준 개발
• (ISO TC261 JG73-Digital product definition and data management) 미래 제조 기술과 현
제조 기술 연동에 필요한 데이터 교환 및 포맷을 포함하는 프레임워크 표준을 제안
• (ISO

TC299 WG3-Industrial safety) 서비스 로봇 위주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로봇 모듈화, 서비스 로봇 성능과 테스트 방안 표준을 제공
• (ISO

TC207 SC1 WG11-Applying ISO 14001 framework to environmental aspects by
topic areas) 기업의 환경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
개발
• (ISO

TC207 SC7 WG11-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기후 변화 적응과 관련된 취약성,
영향 및 위험 평가에 대한 표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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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184 SC4 WG15-Digital Manufacturing)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조환경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제조 디지털 트윈 표준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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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TC65 WG23-Smart Manufacturing Framework and Concepts for industrialprocess measurement, control and automation) 산업 공정 측정, 제어 및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제조 프레임워크 및 개념 표준을 제공
• (IEC

TC65 JWG21-Smart Manufacturing Reference Model(s)) 산업공정 측정, 제어 및
자동화와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는 IEC TC65와 ‘자동화 및 통합’과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는 ISO
TC184가 스마트제조 참조모델 표준을 공동으로 개발
• (IEC

TC65 SC65E JWG5-Enterprise-control system integration) 기업용 제어 시스템
통합을 위해 시스템 계층별 모델과 인터페이스를 표준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스템 통합
기반의 서비스를 위해 계층별 모델과 인터페이스 기반의 서비스 표준을 개발
• (IEC SyC SM-Smart Manufacturing) 스마트 제조에서 사용하는 개념 및 참조 구조 모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참조 모델의 기능 및 도메인 정의, 유즈케이스 도출, 유즈케이스에 해당하는 IEC
TC 및 SC 확인을 통한 신규 표준화 항목 도출 기능 제공

• (JTC1 SC24 WG6-Augmented reality continuum presentation and interchange) 컴퓨터
그래픽스, 영상처리 및 환경데이터 표현 분야에 대한 표준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정보의 상호작용을 위한 시각적 표현에 대한 작업 수행
• (JTC1 SC29 WG3-MPEG Systems) 실감미디어 및 몰입형 미디어 획득, 저장 및 전송 기술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
• (JTC1 SC29 WG7-MPEG 3D GRAPHICS CODING) 미디어 사물인터넷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
• (JTC1 WG12-3D Printing and scanning) AMSP 구성요소 및 워크플로우에 따른 3D 프린팅
서비스 플랫폼 정의 중이며, 메디컬 프린팅 응용 표준 개발 요구사항 개발 중

• (ITU-T SG11 WP3 Q7-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for network attachment
including mobility and resource management for future networks and IMT-2020)
통신사업자간 연동을 위해 2022년 완성을 목표로 ‘연합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표준 제정을
추진 중
• (ITU-T

SG13 WP1 Q22-Upcoming network technologies for IMT-2020 and Future
Networks) 미래인터넷 표준에서 엣지 영역을 포괄하는 분산 클라우드 표준을 개발
• (ITU-T

SG16 WP3 Q5-Artificial intelligence-enabled multimedia applications)
스마트공장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에 대해 AI 기술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작업장, 조립라인,
설비, 제조공정 등에 적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항목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을 정의
• (ITU-T

SG17 WP2 Q2-Security architecture and network security) IMT-2020/5G
네트워크를 포함한 통신 환경에서의 표준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보안 구조 및 프레임워크
표준을 개발
• (ITU-T SG20 WP1 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architectural frameworks across
verticals enhanced by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IoT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미터링 프레임워크, 엣지 컴퓨팅 게이트웨이 표준 개발

• (ETSI

ISG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개념 정리 및 MEC관련 서비스
시나리오, 용어, 참조표준, API 표준을 개발하였고, MEC APIs 표준을 사용하는 서비스와 MEC
정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구현 및 시장 채택을 가속화하는데 필요한 표준을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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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GPP

SA1-Services) Cyber physical 시스템 유즈케이스와 성능 요구사항을 정의하였고
Rel.17에서 요구사항에 대해 업데이트 진행 중
• (3GPP

SA2-System Architecture and Services) 5G 네트워크 구조에 있어서 사설 5G와
MEC 개념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조 표준을 개발
• (3GPP SA3-Security) 5G 시스템의 보안 구조와 주요 절차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고 사설 5G에
대한 보안 절차에 대한 표준을 개발
• (3GPP SA6-Mission-critical applications) 5G 응용 표준으로 5G네트워크와 엣지 응용 플랫폼
연동 구조 표준을 개발
• (3GPP RAN1-Radio layer 1) Rel.17에서는 RAN 관점에서 URLLC enhancement, sidelink
성능 향상, inactive state에서의 저용량 데이터 전송 등이 개발 중

• (ISA

95-Enterprise-Control System Integration) 공급업체와 제조업체, 비즈니스 시스템과
제조 시스템 간의 정보 모델 제공 및 일관된 운영 모델을 제시하며, 기업 시스템 계층 간 정보
교환을 위한 프로파일 표준을 개발

• (ASME

Y14 SC41-Digital Product Definition Data Practices) 제품에 대한 디지털 표현 및
디지털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정의와 디지털 형식의 도면을 사용하기 위한 기존의 ASME 표준에
대한 예외 및 추가 요구사항 표준을 정의
• (ASME Y14 SC47-3D MODEL DATA ORGANIZATION SCHEMA) 모델 기반 엔터프라이즈
(MBE) 실현을 위한 제품 정의와 3D 모델 및 기타 관련 정보 구성하기 위한 스키마와 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표준을 정의

• (Khronos

Group OpenXR WG) AR/VR 응용 개발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으로서 디바이스
계층과 응용 계층으로 분리하여 인터페이스를 개발

• (OMASpecWorks

Contents Delivery) 출력서비스 표준 플랫폼으로 모바일 3D 프린팅 명령
전송을 위한 Device Web API - 3D Printing 표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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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M

E60.13) 지속가능성 결정과 향상을 위해 프로세스 및 장비 성능에 따른 산업 제조
프로세스를 특성화하는 표준 개발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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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디지털화 Part.1

스마트팜

개요
•스
 마트팜 기술은 ‘농축수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유통물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농축수산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융합기술’로 정의
• 관련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로는 ITU-T, ISO, GS1 등을 꼽을 수 있으며,
- ITU-T는 2013년에 스마트팜 관련 표준화가 처음으로 착수하였으며, 이후 SG13과 SG20을 통해 시설원예와
축산 분야의 표준화를 활발하게 진행 중
- ISO는 TC23에서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류에 관한 표준화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부터 무인드론을 이용한
방제시스템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 중
- ISO는 TC234에서 수산양식과 관련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ICT와 융합한 수산양식 분야의 표준화는
아직 준비 단계임
- GS1은 유통물류 분야의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이력추적 표준화를 활발하게 진행 중

•전
 반적으로 시설원예와 유통물류 분야의 표준화는 중기 단계에 있지만, 축산 및 수산양식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임
• ISO에서 표준화한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류에 관한 표준화는 산업체에서 적용하여 사용 중

D.N.A+융합
노지과수

시설원예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수산양식
•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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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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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90% 100%

TTA PG426,
농식품ICT
융합표준포럼,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ITU-T SG13/SG20,
oneM2M,
OCF, W3C,
ISO TC23

선도경쟁공략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70%

80%

TTA PG426,
농식품ICT
융합표준포럼,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ITU-T SG20

차세대공략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90%

90% ISO TC23 전문위원회

ISO TC23,
OECD

선도경쟁공략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80%

70%

TTA PG426,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ITU-T SG20,
W3C

차세대공략

85%

TTA PG426,
농식품ICT
융합표준포럼,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ITU-T SG20

선도경쟁공략

ITU-T SG20

차세대공략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85%

축산

농축수산
유통물류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85%

85%

TTA PG426,
농식품ICT
융합표준포럼,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85%

85%

농식품ICT
융합표준포럼

ITU-T SG20,
ISO TC234

차세대공략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80%

85%

TTA PG426

ITU-T SG20,
ISO TC234,
GS1 MSWG, GDST

차세대공략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85%

85%

TTA PG426,
농식품ICT
융합표준포럼

GS1 MSWG,
JTC1 SC31, GDST

지속/확산공략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90%

90%

TTA PG426,
농식품ICT
융합표준포럼

GS1 MSWG,
JTC1 SC31, GDST

지속/확산공략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80%

80%

TTA PG426,
농식품ICT
융합표준포럼

GS1 MSWG,
JTC1 SC31

지속/확산공략

* Ver.2022 신규항목

Ⅲ.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국제

시설원예

수산양식

전략목표

국내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노지과수

대응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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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농축수산 분야 D.N.A 융합 표준 기술로
스마트팜 서비스 활성화, 삶의 질 향상, 관련 시장 선점
▶ 추진전략 : 차세대공략
목표
2021~2022
• 스마트팜 서비스 확산 병행
• 스마트팜 국제표준화 주도

2023~2024



2025~2026

스마트팜 서비스
• 미래

핵심표준기술 확보
국제 표준화 선도
• 스마트팜




스마트팜 표준기술 기반
• D.N.A기반

서비스 시장 주도권확보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13/SG20
ISO TC23/TC234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ITU-T SG13/SG20 연구반
JTC1 SC31 전문위원회
ISO TC23/TC234 전문위원회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안

스마트팜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활동 참여

KAMICO, KASFI 등 산업체









서울대, KAIST, 순천대 등 학계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정보 보급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활동 제안


정책 지원

JTC1 SC31

사실표준화 기구

정책 제시

스마트농축수산(PG426)



관계 부처

활동 참여

ETRI, NIFS, KIMST, FACT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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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시장) 안전먹거리, 친환경 등 양질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조성
강점 • (기술) 우수한 ICT 인프라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통한 실증환경 풍부
• (표준) 표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

• (시장) 소규모 농가 위주로, 대량생산 기술력 미확보
• (기술) 스마트팜 핵심 기술 진입장벽이 낮으며, 작물재배·
가축사육 관련 축적기술 부족
약점
• (표준) 스마트팜 표준화 기구가 제한적이며, 아직 특정
분야에 한정된 표준개발

• (시장) 양질의 농산물에 대한 해외시장 규모 확대
• (기술) 일반 및 고부가가치 농축수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IT기술의 접목 확대
기회
• (표준) 국제 표준화기구를 통한 스마트팜 관련 표준 개발
선점 가능

• (시장) 시설농업의 영세성으로 축적된 경험이나 실적
부족으로 투자 위험도 높음
• (기술) 스마트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술이 아직 초기
위협
단계
• (표준) 해외특허 침해 위협과 핵심기술 보유 국외 기업의
표준화 위협

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스마트온실, 노지 및 축사 관련 표준, 유통 관련 표준화를
빅데이터/AI/디지털 트윈 기술과의 접목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양식 분야의 표준화를 준비 중

•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스마트농업 전반의 유스케이스, 시설원예 센서 인터페이스, 메타데이터 및
플랫폼, 노지분야 확대, 생산·유통 관련 표준개발을 위한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협의체
운영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스마트원예, 스마트축산, 스마트농기계, 국제표준 분과로 나누어
운영 중에 있으며, 농림부의 국가표준 확산사업과 보조를 맞춰 스마트축산 사양관리기기 정보수집
요구사항, 스마트온실 생육정보 메타데이터 등 현장 적용형 표준화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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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ICT
융합표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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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T

SG13 WP3 Q1-Future Networks: Innovative Service Scenarios, including
Environmental and Socio Economical Aspects) 농업정보 기반 융합서비스 모델, 스마트파밍
교육 서비스 표준, 무인형/보급형 스마트팜 서비스 모델 표준 개발 중
• (ITU-T SG20 WP1 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architectural frameworks across
verticals enhanced by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IoT 기반의 스마트축산 프레임워크,
스마트팜 유스케이스 표준화 진행 중이며, 엣지-IoT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 관제서비스 플랫폼
기능구조 및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 추진 중

• (ISO

TC234-Fisheries and aquaculture) 수산양식의 용어, 장비 및 운영에 대한 기술 사양,
양식장 특성화 및 적절한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조건의 유지,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보고,
추적성 표준을 추진할 예정
• (ISO

TC23 SC2-Common Test) 트랙터 및 농업기계 전반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및 호환성
일반요구사항 및 기능안전 추가 EMC 요구사항 표준 개발 중
• (ISO

TC23 SC3-Safety and comfort) 축산과 관련하여 로봇 사료배합기에 대한 안전표준
개발 중
• (ISO TC23 SC4-Tractors) 원격 유압전원 서비스 및 제어 코딩에 관한 표준 개발 중
• (ISO

TC23 SC6-Equipment for crop protection) 농업용 드론, 헬기 등을 이용한 항공방제
사용에 관한 환경요구조건 및 방제시험방법에 대한 표준 개발 중
• (ISO

TC23 SC18-Irrigation and drainage equipment and systems) 관개시스템의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기술 관련 일반 고려사항, 테스트,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중
• (ISO

TC23 SC19-Agricultural electronics) 부분자동화 및 자율주행 농업기계 안전성 표준,
농장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중

• (JTC1

SC31-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niques) 사물의 식별 및
분류체계, RFID, 이력정보 공유를 위한 어휘, 메시지 포맷, API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 중

• (GDST

1.0) 국제 수산양식물 이력추적을 위한 식별체계, 프로세스 모델, 이벤트 및 주요 데이터
요소를 표준화하였고, EPCIS 2.0/CBV 2.0 기반의 표준 개정 예정

• (GS1

Mission Specific WG/Standards Maintenance Group) 글로벌 유통 이벤트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위한 EPCIS의 표준데이터 모델 인터페이스 표준, 식별자기반 유통물류 서비스 공유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 중
• (GS1

Blockchain IG) 유통 데이터에 대한 블록체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 진행 중이며,
산업표준으로 식품, 의약품, 가축, 수산물 등의 이력추적 가이드라인 표준 개발 중

• (Global

Aquaculture Alliance) 생물 보안 영역, 항생제 교육, 기후변화 완화,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전력 사용, 물 사용 재순환, 디지털 루트기반 등 BAP Farm 3.0 인증 체계 마련

• (W3C

Agriculture Community Group) 웹 API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존 사용자들의
시나리오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웹 개발자와 농업 이해 관계자에게 지능화된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WoT 개념과 농업기술 접목 시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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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디지털화 Part.1

개요
•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위한 표준화 중분류는 자율자동차를 구성하는 주요 표준화 기구의
작업그룹별 표준화 범위와 시스템을 구성하는 필수 단위 기술 중심으로 범위로 설정하였음
• 자동차 관련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들은 2011년부터 자율주행 전 단계인 ADAS 관련 스마트카 표준화
추진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ISO/ITU-T에서 신규 그룹 신설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국제사실표준화기구 등에서 자율주행 관련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ISO TC204 WG14는 Lv.4 자율주행 시스템인 LSAD 시스템에 대한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에 관한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후속 표준으로 LSAD 시스템에 대한 원격 지원에 관한 표준이 제안되어 표준화 범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함
- ISO TC22, TC211에서는 자율주행 차량 응용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통신 분야나 개별센서와 융합유닛 간
메시지 포맷, 인터페이스 등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환경의 이종 차량 특성을 반영한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표준화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AUTOSAR Feature Team은 Adaptive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OPEN Alliance, GENIVI 얼라이언스,
LINUX 그룹과 협력 중
- 3GPP SA에서는 C-V2X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Rel.16 대비 더 우수한 성능을 지원하는
Rel.17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논의 중이며 이후 Release에서 특히 각 서비스별 특정화된 기술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차량 통신

Clo
ud

V2P

디지털 인프라

V2I

V2V

Cloud

V2V

V2C

V2N

빅데이터
고정밀 도로구조
및 위치참조

V2I
V2N

V2V

동작
데이터 베이스

V2P
V2P

인지

판단

제어

AI·데이터 기술

HARDWARE

APPLICATION SW

시스템 기술

자율자동차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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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자동차는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하는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CAV) 기술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ISO,
ASAM, SAE International, IETF, 3GPP, AUTOSAR, W3C 등이 자율자동차 관련하여 주요 요소기술
표준화 논의 및 표준 채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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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AI·
데이터
기술

디지털
인프라
기술

통신
기술

시스템
기술

보안
기술

기술
수준

표준
수준

90%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90%

KATS TC204 전문위원회,
TTA PG905,
KSAE, ITSK

ISO TC204 WG14

차세대공략

ISO TC22/
TC211

차세대공략

IEEE SA,
SAE International

추격/협력공략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80%

85%

TTA PG1005,
TTA PG604,
스마트카기술포럼,
자율자동차표준화포럼

안전한 자율주행차 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90%

80%

TTA PG1005,
TTA PG604

차량 정보 서비스 API 표준

90%

95%

TTA PG605,
스마트카기술포럼

정적 정밀도로구조 데이터모델 및
인코딩 표준

90%

90%

TTA PG409, KATS
TC204/211 전문위원회

OGC, OADF,
NDS, ISO TC211,
TC204

선도경쟁공략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모델 및
인코딩 표준*

85%

TTA PG905,
85%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표준협회

SAE, ISO TC204,
ETSI, 5GAA

선도경쟁공략

IP 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90% 100%

TTA PG224,
IETF 미러포럼

IEEE 1609,
IETF IPWAVE WG,
ETSI TC ITS

선도경쟁공략

5G C-V2X 기술 표준*

90%

90%

TTA PG1104,
TTA PG1103,
TTA PG905

3GPP RAN/SA

지속/확산공략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AUTOSAR
Adaptive 플랫폼 표준

85%

85%

TTA PG601,
스마트카기술포럼

AUTOSAR FT

전략적수용

TTA PG905, ITSK,
KATS TC204 전문위원회

ISO TC204 WG17/
WG16, ITU,
OMA, OGC

차세대공략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85% 100%

W3C Automotive WG,
선도경쟁공략
GENIVI

자율주행 에지 케이스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표준*

80%

80%

OpenX 포럼

ASAM Simulation

선도경쟁공략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90%

95%

TTA PG504

ITU-T SG17,
ISO TC204

선도경쟁공략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80%

80%

TTA PG504

ITU-T SG17,
ISO TC22

선도경쟁공략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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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2027년 자율자동차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국제 표준 주도권 확보
▶ 추진전략 : 선도경쟁공략
목표
2021~2022

2023~2024

• 장기적 산업간 기술융합
표준화 전략 전파
• 범부처 협력 표준화 운영체계 구축



2025~2026

• ICT
 인프라 기반 선도 기술 확보 및
패러다임 쉬프트 선제 대응
개발 및 글로벌 표준화 확산
• 표준기술




서비스 실증 및 사업화
• 자율자동차

선도국 위상 확립
• 국제표준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SO TC22/
TC204/TC211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ITU-T SG16/SG17/20 연구반
ISO TC22/TC204/TC211
전문위원회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활동 참여

현대차, 만도, LG전자, KT, SKT,
㈜컨피테크, 자스텍엠 등 산업체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안

자율자동차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정보 보급





고려대, 국민대, 서울대,
성균관대, 충북대, 한양대 등 학계

정책 지원

활동 참여

ETRI, ITSK, KOTI, KATECH,
KETI, KoROAD 등 연구기관

SWOT 분석
• (시장) ㅇ 글로벌 Top 6 수준의 완성차 업체 보유, 세계
최초 5G 상용화 실현
강점 • (기술) 자율협력주행 위한 C-ITS 및 통신 기술 우위
• (표준) 자율주행 단계에 따른 V2X 세부기술별(C-V2X,
WAVE) 표준기술 실증 선도

• (시장) 자동차 핵심부품 및 기술의 해외 의존도 높음
• (기술) 핵심, 원천, 부품 기술력 부족 및 자율주행플랫폼,
신호처리, AI 등 SW 기술기반 약소
약점
• (표준) 미국, 독일 자동차사 표준화 주도, 국내업체 표준화
참여 진입장벽 높음

• (시장) 신흥국 자동차 시장 확대, 개방형 산업 생태계 형성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기술) 지능형 시스템으로 자동차 진화 및 수요 응답형
기회
교통서비스 기술 수요 확대
• (표준) 전자, 통신, 콘텐츠 융합한 기술표준화 분야 진입
기회 확대

• (시장) 중국의 자율자동차 투자확대 및 완성차 전장 ICT
기업간 협력강화
• (기술) 기술 및 무역 보호주의 강화 및 안전부품의무 적용 및
위협
안전규제 강화
• (표준) 선진국 표준화 주도 및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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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기술포럼
웹표준기술융합포럼
5G포럼



활동 제안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사실표준화 기구

정책 제시

ITS/차량ICT(PG905)
공간정보(PG409)
웹(PG605)
임베디드SW(PG601)
통신망응용(PG224)

ITU-T
SG16/SG17/SG20

관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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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PG(PG601)) AUTOSAR 멀티코어 설정지침 관련 기술보고서 발간
• (TTA 웹 PG(PG605)) GENIVI와 협력하여 차량 데이터 접근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개발
• (TTA

ITS/차량 및 철도 ICT PG(PG905)) 차량/차량 ICT 및 도로 통신 분야 통신 기술, 네트워크
표준적합성/상호운용/시험표준화 추진, WAVE 및 Cellular-V2X 등 다양한 차량통신기술들이
적용 가능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통신시스템’ 표준을 제·개정 완료하였으며,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통신시스템 요구사항, 아키텍처, PHY/MAC 표준 개발 추진 중, 자동차와 열차
서비스의 전파 음영지역에서의 위치정보 기능/성능 요구사항 추진중
•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PG1104)) 5G 기반의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에 대한 표준
개발을 담당하며 2021년 C-V2X 서비스 등 버티컬 관련한 다양한 표준 개발 진행 중

• (KSAE)

ISO TC22 COSD 기관으로 저속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TJA, Traffic Jam Assist Systems)
성능요건 및 시험절차, 협조형 차선내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Partially Automated In-Lane Driving
Systems) 성능 요건 및 시험 절차서 표준 제정(2018.12)

• (ITSK)

ISO TC204 COSD 기관으로 TC204(ITS 분야)에서 개발 완료된 C-ITS, ADAS 및
자율협력주행관련 국제표준을 국내 의견수렴을 거쳐 KS로 부합화 추진 중, C-ITS의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및 목적, C-ITS 아키텍처의 역할과 책임, C-ITS 제2부 프레임워크 개요 표준에 대해 부합화
추진 중

• (웹표준기술융합포럼)

HTML5 Automotive Web 분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
모색

• (스마트카기술포럼)

AUTOSAR, W3C 등 자동차 SW 국제 사실상 표준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국내
대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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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SO

TC22 SC31 WG9-Sensor data interface for automated driving functions)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센서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화 추진 중
• (ISO

TC204 WG3-ITS database technology) 자율주행시스템 및 C-ITS를 위한 지도기반
차량위치참조, 정적지도에 대한 표준화를 논의 중. 특히, ISO TC211과 JWG 생성하고 GDF의 차기
버전 표준화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ISO

TC204 WG14-Vehicle/roadway warning and control systems) 자동차의 능동 안전
시스템과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논의를 적극 추진 중(LSAD, MCS, AVPS 표준화 진행 중
• (ISO

TC204 WG16-Communications) CALM 통신 시스템 및 이에 기반한 타 통신 프로토콜의
연계, 확장 등에 대한 표준화 논의 진행 중
• (ISO

TC204 WG17-Nomadic Devices in ITS Systems)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내외 측위 및 내비게이션, 주행안전지원 및 고정밀 측위 관련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음. 또한 사람이 소지한 이동형 단말과 자율차 등의 다양한 운송수단, Intrastructure에 장착되어
GNSS, 네트워크, 다중센서 정보를 융합하여 측위 정밀도 향상을 위한 표준화 개발중
• (ISO

TC204 WG18-Cooperative systems) 동적 메시지 및 데이터베이스 규격(LDM, Local
Dynamic Map)을 포함한 협력적 자율주행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
• (ISO

TC211 Geographic information/Geomatics) ISO TC204와의 Joint Working Group인
JWG11을 생성하였으며, 잦은 정기 미팅을 통해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분야를 포함하여,
실내외 내비게이션, 선형 위치 등과 같은 양쪽 도메인의 표준들을 상호 부합화 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

• (ITU-T

SG17 Q13-ITS security) 커넥티드 카 보안 위협, V2X통신보안 지침이 표준화 되었으며,
차내망, 차외망 및 차량응용서비스보안 분야 표준화 진행 중
• (ITU-T

SG20 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Use case across verticals) IoT 기반
협력형 ITS 프레임워크 표준화(Y.IoT-ITS-framework
• (ITU-T

SG20 Q3-Architectures, management, protocols and Quality of Service)
자율자동차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기능적 아키텍처
• (ITU-R

WP5A Land mobile service excluding IMT; amateur and amateur-satellite service)
Advanced-ITS 조화 주파수 발굴 연구를 위한 조화 주파수(5.9㎓대역) 권고 및 채널배치 보고서
개발이 완료, 자율 협력주행을 위한 CAV(Connected Automated Vehicle) 무선통신 연구를 위한
신규 연구과제(안) 개발

• (ETSI

TC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유럽에서의 ITS 관련 표준화를 수행. LTE-V2X의
표준화 채택이 완료되었으며, 기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Day-1 application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 좀 더 진화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Day-2 application 작업이 시작 단계

Ⅲ.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ITU-T

SG16 Q27-Vehicular multimedia communications, systems, networks, and
applications)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차량 게이트웨이 플랫폼의 차량 정보 요구사항(F.VG-ADReqs), 차량 멀티미이어 시스템 아키텍처(F.VM-VMA), 차량 게이트웨이 플랫폼 기반 원격 운전
서비스 요구사항(F.VGP-RDSreqs) 등 국제표준화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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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C

Automotive and Web Platform BG) GENIVI 얼라이언스 협력을 통해 VSSo(Vehicle
Signal Specification Ontology), Vehicle Remote Procedure Call (RPC) 표준 등에 대한
초안 개발 중
• (W3C

Automotive WG) 웹소켓 및 RESTFul 기반 차량 정보 서비스를 위한 API 표준 및 데이터
모델 표준 개발을 목표로 하며 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ification Version2 – Core
표준 및 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ification Version2 – Transport 표준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

• (AUTOSAR

Adaptive AUTOSAR) 개발 초기 단계이며 첫 번째 릴리즈 APR17-03은 2017년
3월에 완료
- 자율주행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으며, 이 기술들은 높은 복잡도
뿐만 아니라 많은 자원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함임
- 고성능 정보계와 자율주행 차량의 지원, 빅데이터 센터나 타 ECU와 정보교환을 위한 차량 내외부
V2X 통신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화
- 위와 같은 응용을 위해 응용 라이프사이클 관리, 동적자원관리, 고신뢰 및 안전보안 모듈, 기존
ECU와 통신 및 외부통신 모듈, 진단 모듈, 시간 동기화 모듈 등에 대한 구조와 API를 표준화
추진 중
- 외부망 연동, 서비스 개념의 Application 제공 및 업데이트, 클라우드 연동 등을 강조한 고성능
CPU 기반의 플랫폼에 중심을 둠
- Adaptive AUTOSAR 표준은 2018년 10월 발표 버전(R18-10)부터 ECU 양산 프로젝트에
적용 시작
• (AUTOSAR

Classic AUTOSAR) R4.4.0의 경우 ASAM의 BluePrint-definition의 표준화된
묶음(collection) 정의, LIN Slave Support, Bus Mirroring, Security Extensions 보안제어 추가
및 Transport Layer Security(TLS) 표준 추가, 표준 RTE 생성기 또는 전문화된 RTE Plug-Ins를
통해 모듈화 등을 포함하여 지원
- AUTOSAR는 Release 2.0, Release 3.0, Release 4.0, Release 4.1, Release 4.2, Release
4.3, Release 4.3.1, Release 4.4.0, Release R19-11, Release R20-11 등 주요 버전 별로
업데이트를 병행 개발되고 있음
- AUTOSAR는 Classic Platform, Adaptive Platform, Foundation의 최신 버전은 2020년
12월에 R20-11을 발표하였으며, Acceptance Test specification의 최신 버전은 2016년에
v1.2를 발표하였음
- AUTOSAR Classic Platform R20-11은 기존 R19-11 대비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이 있음
· 10BASE-T1S: IEEE802.2cg에 정의된 이더넷 10BASE-T1S를 지원하여 차량내에서 이더넷
네트워크를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도입된 것임.
· Vehicle Motion Control Interface: AD/ADAS 및 VMC의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위한
개념으로서 AD/ADAS 및 actuator 사이의 계층적 아키텍처를 제공함

• (3GPP

Service and System Aspects, Radio Access Network) LTE 기반 V2X 표준이
2017년 3월 완료(Rel.14). LTE 기반 V2X 기능 향상을 위한 eV2X(enhanced V2X) 표준화
2018년 6월 완료(Rel.15), 5G NR(New Radio) 기반의 eV2X 표준화 2020년 6월 완료(Rel.16),
NR-V2X 기능 향상을 위한 사이드링크 릴레이 및 전력 소모 감소를 위한 할당 및 DRX 등의
사이드링크 확장 등의 표준화가 2022년 6월 완료를 목표로 Rel.17에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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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 of Automation and Measuring Systems) ASAM은 자동차
개발 및 검증을 위한 개발도구 체인의 표준화를 촉진하는 비영리 조직임. 회원은 자동차 산업의 국제
자동차 제조업체, 공급업체, 도구 공급업체,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업체 및 연구 기관 등, ASAM
표준은 회원사의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 그룹에서 개발됨
• (Simulation

Group)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위한 OpenX 표준을 제정하고 있음. OpenX는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데이터 포맷, 평가 시나리오, 개발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와의
상호운용성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들로 구성되고 있음

• (OADF(OPEN

AutoDrive Forum)/NDS(Navigation Data Standard))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의 다양한 서비스 등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는 정밀도로지도 및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논의를
활발히 추진 중. 특히,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부분은,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 중에 있음. ADASIS(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 NDS(Navigation Data
Standard), TISA(Traveller Information Service Association) 등과 같은 다양한 기관과의 정책적,
기술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 (IEEE

WG1609-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Working Group) WAVE 기반의
차량 통신(V2V, V2I)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규격 제정(차량 안전, 자동요금 징수, 트래픽
관리 등

• (IETF

IPWAVE WG-IP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Working Group)
WAVE를 PHY 및 MAC 계층으로 하고, IP를 네트워크 계층으로 하는 차량 통신(V2V, V2I)을
위한 IPv6 over 802.11-OCB, IPv6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IPv6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 Vehicular Network Security & Privacy 규격 제정

• (GENIVI

Remote Vehicle Interaction EG) 차량정보의 각 아이템에 대한 식별자 표기법과 각
데이터 정보에 대한 표준 포맷 표준인 VSS(Vehicle Signal Specification) 개발 중

Ⅲ.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IEEE

WG802.11.bd-Enhancements Next Generation V2X TG) 802.11p(WAVE) 물리계층,
MAC 계층 기능향상을 통해 차세대 V2X 표준화를 위한 TG가 승인되어 표준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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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이동체-지능형 항공 이동체

SOC 디지털화 Part.2

개요
•지
 능형 항공이동체 기술은 무인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등의 안전운용을
위한 통신기술, 탐지 및 회피기술, 안전운항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기술, 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UAM 생태계 관련 기술(CNSi, 교통관리, 인프라 등) 및 UAM에 통합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AI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로 정의
•지
 능형 항공이동체(무인기, UAM 등) 기술은 ITU, ISO, ICAO, JARUS 등과 같은 국제표준화기구와
RTCA, EUROCAE, ASTM, SAE 등과 같은 사실표준화기구에서 각각 국제표준 및 산업 표준 개발을
목표로 관련 표준들이 지속해서 개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당 기술에 대한 리더십 수임 및 국제
표준화 개발 등의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음
- ISO는 TC20 SC16에서 6개 WG을 중심으로 무인기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5건의 표준들을 기 발간
했으며, 25개 표준 개발 중
- ICAO는 기존 무인기 연구그룹을 2014년 11월부터 무인항공기 전문가 패널로 격상시켜 6개 WG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기준 개발 중
- JARUS는 무인기 운용절차, 자격, 감항, 위험관리, 자동화 ConOps에 대한 표준 개발 중
- RTCA는 C2 및 DAA(Detect And Avoid)에 대한 기술표준 개발 중
- EUROCAE는 무인기 및 eVTOL 등에 대한 기술표준 개발 중
- ASTM은 는 무인기 및 UAM 등에 대한 기술표준 개발 중

•전
 반적으로 무인기 관련한 표준화는 ISO, JARUS, ICAO 등 국제표준화 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며, UAM 생태계 관련된 표준화 활동은 아직 태동기에 머물고 있으나, 국내 K-UAM 실증사업의
결과를 기반으로 세계 유수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구축해 나아감으로써 향후 국내 UAM 기술 및
표준 우위 확보하고자 함

Nodes

Airways

탐지 및 회피 기술

Airspace
Layers

• 국가공역 유·무인기 혼합운용 탐지 및 회피 기술
•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기술

Vertical
Flight

Lateral
Flight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술
• UAM CNSi 기술
• UAM 교통관리 기술
• UAM 인프라 기술
•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통신기술
• 비행기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기술
• 비면허 대역 무인기 응용 기술
•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 저고도 무인기 제어 및 영상 통신 기술
• 저고도 소형 무인기간 통신기술

보안기술
• ICT 기반 무인기 식별모듈 및 인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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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통신
기술

도심
항공
모빌러티
(UAM)
기술

보안
기술

표준
수준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ITU-R SG4/
SG5, ICAO,
RTCA,
EURO CAE

선도경쟁공략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90%

90%

TTA PG903,
ITU-R SG4/
SG5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비면허 대역 무인기 응용 표준

70%

90%

TTA PG903,
ITU-R SG5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ITU-R SG5,
ISO TC20 SC16

차세대공략

ITU-R SG4/
SG5, APT AWG,
ICAO FSMP

선도경쟁공략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85%

90%

ITU-R 연구위원회
SG4, SG5,
AWG 국내 준비반,
한국 WRC 준비단

저고도 무인기 제어 및
영상 통신 표준

80%

95%

TTA PG903,
TTA PG428,
국제무인기포럼

ICAO,
JTC1 SC6,
ASTM

선도경쟁공략

저고도 소형 무인기간 통신 표준

80%

95%

TTA PG903,
TTA PG428,
국제무인기포럼

ICAO, JTC1 SC6,
ISO TC20 SC16

선도경쟁공략

ITU-R SG5,
ICAO, EUROCAE,
RTCA, ASTM

추격/협력공략

국가공역 유무인기 혼합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85%

80%

TTA PG903,
ITU-R SG5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국제무인기포럼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80%

80%

국토부, 산업체

FAA, EASA,
EUROCAE, RTCA,
ASTM

차세대공략

UAM CNSi 표준

95%

90%

TTA PG903,
TTA PG428

ICAO, JARUS,
EUROCAE

차세대공략

UAM 교통관리 표준

80%

80%

TTA PG1001,
TTA PG428

ICAO, SARPs,
JARS, ISO TC23

차세대공략

UAM 인프라 표준

80%

75%

TTA PG1001,
UAM Team Korea

EUROCAE,
ASTM, ISO TC23

추격/협력공략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70%

8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JTC1 SC42

차세대공략

ICT 기반 무인기
식별모듈 및 인증 표준

90%

95%

TTA PG504,
TTA PG1001
JTC1 SC17 전문위원회

JTC1 SC17,
ISO TC 20 SC16

선도경쟁공략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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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관련
서비스 활성화 및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
▶ 추진전략 : 추격/협력공략
목표
2021~2022
• 핵심기술 확보 및
핵심표준 IPR 다수 확보

2023~2024



2025~2026

및 핵심표준
• 핵심기술

IPR 지속 확보
기반기술 개발 추진
• 표준




•기
 확보된 핵심 IPR과
서비스 경험을 통해 국내 제도 정비
및 국제 표준화 선도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R SG4/SG5
JTC1 SC17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사실표준화 기구

ITU-R SG4/SG5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현대차, 한화시스템,
SKT, 대한항공 등



정책 지원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안

지능형 항공 이동체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활동 참여









건국대, 서울대, 인하대,
항공대, KAIST 등

국제무인기포럼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정보 보급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활동 제안

정책 제시

드론시스템(PG428)
특수통신(PG903)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PG1001)

ISO TC20 SC16

관계 부처

활동 참여

ETRI, KARI, KIAST,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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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시장) 국내 대기업들의 UAM 대규모 투자 및 정부
정책 의지
• (기술) 다수 기업 ICT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무인기 시스템
강점
독자개발 능력
• (표준) 무인기 관련 표준화 활동 증대 및 공개표준
지향으로 인한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용이

• (시장) 인증체계 및 인증경험 부족 및 정부 지원 사업간
연계성 및 투자효율성 부족
• (기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는 제품 플랫폼 부재 및
약점
인증기반 개발 경험 부족
• (표준) 개념기술 표준화 미비 및 지속 가능한 장기 표준화
활동 및 지원 부족

• (시장) 공공, 상업용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시장 성장 및
도시교통혼잡 해소방안으로서 거대 UAM 신시장 형성
전망
• (기술) UAM 기술개발 초기단계 참여로 선진국 기술
기회
격차 근소화 및 낮은 진입장벽으로 오픈소스 원천기술
접근용이
• (표준) 국내 신기술 개발에 따른 국제 표준화 주도역량 보유
및 무인기, UAM 관련 제도 수립을 위한 국제협력 증대

• (시장) 글로벌 기업 중심의 CNSI 시장 형성 및 무인기 인증
적용에 따른 시장진입 장벽
• (기술) 무인기 범용부품 및 항법, 제어 S/W 등 고부가가치
부품 수입 의존
위협
• (표준) 표준화 관심부족 및 담당기구 지원체계 부족 및
항공 선진국 중심 기술표준 주도

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특수통신 PG(PG903)) 무인비행장치 자율운항통신 물리계층 및 데이터 링크계층 통신 기술
국내 표준 2019년 6월 제정. 향후 무인기 간 통신 및 제어용 통신 상위계층 기술 표준화 진행 예정.
2021년부터 제어/임무 데이터 동시 지원 무인기 임무용 양방향 통신에 대한 물리 계층 표준화 진행 중

• (TTA

드론시스템 PG(PG428)) UTM연동기술, 서비스 간 연동기술, 지능정보기술 플랫폼과 드론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빅 데이터 클라우드 분석, 스마트시티 플랫폼과의 인터페이스 등 드론 기반
지능정보 연동기술 표준화 및 국제 표준 LADAN을 물리계층으로 하는 저고도무인기 탐지및회피
응용계층기술 표준이 진행중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드론 기반 서비스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및 드론 기반
서비스를 위한 보안 메시지 흐름 표준화 완료

식별카드 전문위원회

• (국가기술표준원

식별카드 전문위원회) JTC1 SC17에 대응하는 국내 식별카드 전문위원회에서
드론식별모듈 및 드론 라이센스에 관한 표준 논의 시작

ITU-R SG4/5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 (ITU-R

SG4/5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WRC-12에서 무인기 지상 제어용 통신 주파수 신규
분배 및 WRC-15에서 무인기 위성 제어용 주파수 신규 분배를 위한 국내 연구 수행. 현재 무인기
FSS 주파수 사용 연구를 진행 중이며, 향후 무인기 제어/임무용 신규 주파수 논의 예정

국제무인기포럼

• (국제무인기포럼)

무인기 성능 및 시험, 무인기 시스템과 부품, 무인기 임무 서비스, 무인기 통신, 탐지
및 회피 등 관련 기술 표준화 추진 중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무인기(드론)에서의 키 은닉 요구사항과 무인기 기반 배달서비스, 감시
서비스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화 완료

Ⅲ.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사물인터넷 기반 저고도 무인항공기 관리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참조모델, 인터페이스 및 경량 인증 절차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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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T

SG4/5 WP4A-Efficient orbit/spectrum utilization for FSS and BSS) FSS 위성
주파수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WP5B에서 진행 중인 FSS 위성 주파수에서 무인기 위성 제어용
통신 활용을 위한 결의 155에 대한 이행 방안 및 위성 링크에 대한 우주국 시스템 특성 연구 지원 중
• (ITU-T

SG4/5 WP5B-Maritime mobile service including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GMDSS); aeronautical mobile service and radio determination service)
FSS 위성 주파수에서 무인기 위성 제어용 통신 활용을 위한 결의 155에 대한 이행 방안 및 무인기
탐지 회피 주파수 이용 방안 표준화 연구 진행 중
• (ISO

TC20 SC16 WG1-General) 무인기의 정의 및 범위, 분류 등 무인기 일반사항에 대한
표준화 진행
• (ISO

TC20 SC16 WG2-Product manufacturing and maintenance) 무인기 시스템의
일반적인 사양, 생산품, 시험평가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ISO

TC20 SC16 WG3-Operations and procedures) 무인기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면허
및 식별 모듈 표준화 진행. 저고도 소형 무인기 탐지 및 회피를 위한 데이터 규격 표준 진행 예정,
무인기 등록과 식별을 포함한 운영 절차에 관한 표준화 진행 중
• (ISO TC20 SC16 WG4-UTM) 저고도 내 무인기 교통관리시스템 표준화 진행
• (ISO TC20 SC16 WG5-Test & Evaluation) 무인기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및
평가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ISO

TC20 SC16 WG6-UAS Subsystem) 주요 무인기 플랫폼이 아닌 부차적인 무인기 구성
요소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이 진행 중, 레이더 또는 음파를 이용한 소형 무인기 충돌 회피 요구사항
표준 제안이 진행 중
• (ISO TC20 SC16 AG4-Collision Avoidance) 무인기 충돌회피에 대한 안전과 품질의 요구사항
표준에 대한 scope 로드맵 발표
• (JTC1

SC17 WG12-Drone license and drone identity module) 무인기 식별모듈과 무인기
면허증(무인기 조종, 운영)과 관련하여 IC카드 형태의 식별모듈 및 면허증 식별체계에 대한
표준개발 진행 중
• (JTC1 SC6 WG1-Physical and data link layers) 저고도 드론 통신 네트워크 (LADAN) 표준이
Part 1 : 통신 모델 및 요구사항, Part 2 : 공유 통신, Part 3 : 제어 통신, Part 4 : 영상 통신 등의
네 개의 표준으로 진행 중

• (APT

AWG Spectrum WG) 소형 무인기 민간 이용에 대한 스펙트럼 모니터링 기술 및 셀룰러
네트워크를 이용한 무인기 응용 연구 진행 중

• (ICAO)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한국 등 20개국과 EASA, EDA, EUROCAE,
EUROCONTROL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RPAS패널을 통해 2018년 기술 중립적 SARPs
표준 개발 완료. RPAS패널은 감항, C2, 충돌회피, 자격, 운항, 항공교통관리, 인적영향 등 7개
분과별 기준개발 활동 중. ICAO 부속서 10 내에 2권, 3권, 5권(주파수 활용부분 추가)의 일부를
개정하고, C2링크 통신만을 다루는 6권을 신규 제정하는 방향 추진 중이며, 2020년 7월 시행 및
2021년 11월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
• (JARUS)

ICAO 51개 회원국들이 참여하여 2007년부터 무인기 감항증명에 관한 일련의
기술기준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산업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7개의 WG(Flight
Crew Licensing, Operations, Airworthiness, Detect & Avoid, Command, Control, &
Communications, Safety & Risk Management, Concept of Operations)으로 구성 및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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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CA)

SC228산하 WG2에서 P2P기반 무인기 안전운항 및 제어 전용 지상 통신 기술 2단계
표준화가 2020년 중순 완료되고, 2021년부터 네트워크 기반 지상/위성 무인기 안전운항 및 제어
전용 통신 기술 기술 표준화가 진행 중
- 2021년부터 진행 중인 3단계 기술 표준화 범위에 UAM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 비행체 지원을
포함함.
- 또한, 2021년부터 이동통신시스템을 항공안전용 통신링크로 사용하기 위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항공안전용 통신링크로 사용하기 위한 최소동작성능요구사항 표준을 개발할 예정임.
- SC-228산하 WG1에서 민수용 무인항공기의 탐지 및 회피기술 표준으로서 2016년 9월 Class
A 공역과 Class D/E/G 공역 통과에 대한 1단계 최소 운용 성능을 정의한 이후 2021년 3월
Class D/E/G 공역에 대한 2단계로 최소 운용 성능에 대한 기술표준을 배포함
• (EUROCAE)

항공기 시스템 운용/안정성능, 상호운용성, 항공기 시스템 및 최소운용성능 요구
표준개발기구로 저고도 소형 무인기 교통관리(UTM), C3통신링크, 충돌회피(DAA), 설계 및 감항
표준, 특별운용위험분석(SORA), 무인기 자동화(ERA) 등 WG015 산하 6개의 Focus 팀 운영되며
RTCA SC228과 밀접하게 협업 중, 기존 WG73(Unmanned Aircraft Systems)이 무인기의
운항안전을 위한 표준 및 가이드 문서를 개발하기 위해 2016년 9월 WG105로 대체, eVTOL
관련 표준 개발을 위해 WG-112(VTOL) 2019년 6월에 신설되었으며, 하이브리드 추진계통을
위한 WG-113도 신설됨, 2021년부터 RTCA와 협업하여 이동통신시스템을 항공안전용
통신링크로 사용하기 위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항공안전용 통신링크로 사용하기 위한
최소동작성능요구사항 표준을 개발할 예정, 무인기 추적 및 모니터링 목적으로 E-Identification에
대한 최소 운용 성능 표준 정의 시작
• (Global UTM Association Overall Architecture WG) 산업계의 UTM 표준 구조를 정의하고 각
국의 UTM 표준 구조화 작업
• (Global

UTM Association Data Exchange WG) 저고도 무인기 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 개발 작업

• (ASTM) 미국에서 1902년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무인기 설계, 성능, 품질합격
시험, 안전 감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25㎏ 이하의 소형 무인기를 포함한 150㎏ 이하
무인기에 대한 산업체 합의 표준안 작업이 진행 중으로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이 참여 중

• (SAE

International) FAA의 성능기반 인증요구도 변경(FAR 23-64)에 따라 상세 인증적합성
방안 제시를 위해 eVTOL 관련 다수의 WG들(AE-8, E-40, G-34, AE-7&7D, AMS,
A-4/6/21, SEAT)이 관련 분야별 활동 중
• (3GPP) LTE을 통해 무인기 지원을 위한 LTE 프로토콜 최적화 표준화를 진행하여 LTE Release
15 규격에 반영, Release 15 에서는 항공기에 대한 향상된 LTE 지원을 시작으로, Release 17
에서는 무인 공중 시스템 연결, 식별 및 추적 지원에 대한 연구 및 UAV를 위한 5G 지원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 Release 16 규격에 반영하기 위해 UTM 지원을 위한 무인기 식별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향후 무인기에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 무인기 특화 주요 성능 파라미터 개발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

• (OSI,

Open Source Initiative) 오픈소스 장려를 위한 비영리 단체로 오픈소스의 10가지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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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UTM Association Registration/Identification WG) 국제 상호운용성 요구를 파악하여
각 운항당국의 요구사항 및 관련 기술솔루션 등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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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디지털화 Part.2

지능형 이동체-지능형 해상 이동체

개요
•주
 요 국제 표준화 기구는 2015년부터 지능형 해상이동체의 표준화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했으며,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신규 그룹 신설 등 2019년부터 본격적인 표준화를 추진 중
- IEC는 지능형 선박을 위한 자동 항해시스템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 신규 작업반을 신설하고
지능형 해상 이동체의 육상 제어와 및 선박-육상간 신뢰성있는 통신을 위한 표준화를 진행 중
- IMO는 2018년부터 자율운항선박의 실용화에 대한 신규 아젠다를 설정하고,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정의 및
IMO에서의 다양한 관련 규약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사전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관련 국제 규약들에 대
한 제·개정 작업을 진행 예정임
- IMO에서는 선박의 자동보고를 위한 표준화 데이터 모델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그룹을 신설하고, 선박
운항과 서비스를 자동화하기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정의함
- ITU에서는 지능형 해상 이동체를 위한 해상 디지털 통신 시스템을 위한 통신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광대
역 해상통신을 위해 5G 기반의 해상 통신에 대한 표준에 대해 논의 중임
- ISO에서는 지능형 해상이동체의 표준화를 위한 스마트해상뮬류 작업반을 신설하고,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용어 표준 및 선박 통합데이터 서버와 데이터 교환 표준을 정의하고 있으며, 선박-항만 자동화 보고를 위한
표준을 IMO FAL과 연계하여 진행 중

•전
 반적으로 표준화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IEC에서는 지능형 항해 시스템과 개발된 성능평가지표 관련
표준을 개발 중에 있으며, IMO/ISO에서는 지능형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모델 표준을 진행 중이며,
ITU에서는 5G기반의 광대역 해상 디지털통신 표준을 개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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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제어 기술
선박 내 장비 데이터
모델링 표준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선박 자율
제어 기술
자율운항선박
항해제어기술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선박과 육상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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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85%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선박 자율 제어 기술

중점 표준화 항목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90%

TTA PG607,
한국자율운항선박포럼

IEC TC80,
ISO TC8,
IMO

차세대공략

90%

90%

TTA PG607,
한국자율운항선박포럼

IALA,
IMO,
IEC TC80

차세대공략

90%

90%

TTA PG607

IEC TC 80,
ISO TC8,
IMO MSC

차세대공략

제어기술

100% 95%

-

IEC TC80

선도경쟁공략

디지털 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100% 95%

-

OCX컨소시움

차세대공략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80%

80%

IEC TC80-K

IEC TC80

추격/협력공략

5G 통신 기반 자율운항 선박 제어 및
직접 통신 적용 기술 표준

80%

90%

TTA PG1104,
5G포럼

3GPP RAN/SA,
ITU-R WP5D

차세대공략

선박과 육상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 표준

90%

90%

한국자율운항선박포럼

IALA, IEC TC80

선도경쟁공략

해상
연결성
기술

보안기술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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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지능형 해상 이동체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
▶ 추진전략 : 차세대공략
목표
2021~2022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 따른
표준화 전략 수립 및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 표준 IPR 확보

2023~2024



2025~2026

분야 표준 기술
• 자율운항선박

개발 추진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 자율운항선박

국제 협력체 구축



•기
 확보된 핵심 IPR과 기술 개발
경험을 통해 국제 표준화 선도
글로벌 리더쉽 확보
• 자율운항선박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MO HGDM/
NCSR/MSC
ITU-R WP5B
ISO TC8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정책 제시

스마트자율운항선박(PG607)
특수통신(PG903)



관계 부처


정책 지원

IEC TC80

IHO S100WG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ITU-R WP5B 연구반
IEC TC80 전문위원회



사실표준화 기구
한국자율운항선박포럼
스마트자율운항선박포럼
K-MCP포럼

씨엔어스, SAN, 리안,
삼영이엔씨등 산업체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안

지능형 해상 이동체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활동 참여





한국해양대, 동서대 등 학계

정보 보급





활동 제안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활동 참여

ETRI, KRISO, KR, KOMERI,
KOSHIPA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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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시장) 한국형 e-Navigation 사업과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사업 추진으로 시장 확대 기대 예상
• (기술) ICT분야의 충분한 기술력 보유 및 소형 무인선과
강점
관련된 원천기술들을 일부 확보 중
• (표준) 산·학·연·표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시장) 국내 조선해양 ICT업체 영세성으로 핵심기술
확보 및 인지도 부재로 인한 시장주도 미비
• (기술) 항해전자장비 핵심 기술들을 유럽 및 일본 업체
약점
등이 선점
• (표준) IMO, ISO, IEC, IHO, ITU 등관련 국제 표준
단체에서 우리나라 기업 참여 미비

• (시장) 유럽 등에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계획에 따른
자율운항 선박시장의 확대 및 관련 기자재 시장의 고부
가가치화 진행
기회 • (기술) 자율운항 선박 관련 기술개발이 본격화 단계이며
산·학·연·관이 협력 중
• (표준) 자율운항 선박관련 기술표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 참여 기회가 많음

• (시장) 선박시스템의 통합화/고도화로 인해 신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전망
• (기술) 유럽과 일본의 전자장비 기술 우위로 기술 격차가
점차 커질 우려
위협
• (표준) 유럽, 일본 및 중국에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국제
표준 주도를 위한 노력 가속화

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스마트자율운항선박 PG(PG607)) 스마트자율운항선박 PG를 신설하고, 관련 국내외 표준을
개발 중, IALA VDES 가이드라인을 TTA 단체표준으로 개발 중, 도선 스케줄 데이터 상호 교환을 위한
데이터 표준 단체 표준 개발 중, S-100 기반 항로 표지 제품 정보 단체표준 개발 중

한국자율운항선박
포럼

• (한국자율운항선박포럼)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원격관제 및 항로교환 시스템 표준 개발 중,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항로관리 및 원격관제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모델링 표준을 개발 중,
자율운항선박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보안 통신 프로토콜 표준
개발 및 테스트에 참여

스마트자율운항선박
포럼

• (스마트자율운항선박

포럼) 스마트선박 및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 추진 중, IPv6 이더넷
기반 선박네트워크 표준인 OneNet의 시험인증 도구 개발을 위해 IMEA/NMEA와 긴밀하게 협력 중,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및 조선해양 ICT 융합 기술 교육 및 세미나 개최

K-MCP포럼

• (K-MCP포럼)

분산형 MCP의 구성모듈인 분산형 MMS 표준 개발 중, SMART-Navigation
프로젝트는 한국형 MCP(K-MCP) 개발을 위한 포럼을 구성하여 분산형(distributed) MMS 개발과
분산형 MIR 개발을 지원 중, 개발 중인 분산형 MMS 표준을 MCC(MCP Consortium)에 국제표준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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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EC

TC80 WG17-Common maritime data structure) 공통해사정보모델 기반의 항로교환
표준과 이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프로파일 및 IEC 61162기반의 선박 정보모델 및 S-100기반의
신뢰성있는 보안 통신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
• (IEC

TC80 WG6-Digital Interfaces) IPv4 이더넷 기반의 선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표준의
개정을 완료

• (ISO TC8 WG10-Smart Shipping) 선박이 자동으로 입출항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Cannonical
model 기반의 Automated Ship reporting 표준 개발 중, IPv6 프로토콜 기반 선박 네트워크
기술 사양 표준 개발을 위해 PWI로 등록하고 NP 회람을 위해 논의 중, 선내 설치되는 SW의 기능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시행 주체별 역할 정의(BIMCO&CIRM 주도 표준 초안 개발 중
• (ISO

TC8 SC6 WG16-Ship Communication Network Systems) 항해 기관 장비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서버 및 육상에서 데이터를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센터의 기본 성능 요건
및 데이터 모델 표준 진행, 선박데이터 서버를 통한 데이터 통합을 위한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고,
대상 장치를 지속적으로 확장 중, 데이터 서버, 육상 데이터 센터 및 통신 방법에 대한 성능 검증과
시험 절차 및 보안 관련 초안 개발 중

• (IHO S100 WG) 2018년 12월에 S-100 Edition 4.0 개발을 완료, 전자해도 등 해양정보에 대한
Plug-n-Play를 지원하기 위한 S-10x 기반의 공통해사정보모델을 개발 중

• (IMO

MSC) 2016년에 선박 사이버 위험 관리를 위한 중간가이드라인 제정을 완료, 최종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 자율운항 선박과 사이버 보안을 위한 국제 규정 논의 중,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논의 중

• (ITU-T

WP5B) 위성 VDES용 주파수 분배 및 ITU-R 권고 M.2092 규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자율 해상 무선통신을 위한 ITU-R M.[AMRD](autonomous maritime radio device) 규격을 위한
작업 진행, GMDSS 현대화의 일환으로 새로운 GMDSS 위성(이리듐) 추가를 위한 규정 정비 진행
등 해상통신을 위한 통신기술 및 주파수 국제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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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디지털화 Part.2

개요
•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3D 모델로 가상화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시각화하여 실시간 자동관제
및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예측·최적화를 구현하는 융합기술로 정의
•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는 2017년부터 제조를 위한 디지털 트윈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기구에서 디지털 트윈 표준화를 위한 그룹 신설 등 본격적인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음
- ISO TC 184/SC 4/WG 15(디지털 제조)는 2017년부터 디지털 트윈 제조를 위한 프레임워크 표준인 ISO 23247
(Part 1 ~ Part 4)를 개발했으며, 2021년 9월 국제표준으로 발간되었음
- ISO TC 184/SC 5/WG 13(설비동작명세서)은 제조 설비의 동작을 정의하는 제조 설비 동작 명세서를 규정하는
ISO 16400(Part 1~Part 3)을 개발 중에 있음
- JTC 1은 디지털 트윈 표준화를 위하여 SC 41의 표준화를 범위를 “사물인터넷 및 관련 기술”에서 “사물인터넷
및 디지털 트윈”으로 변경하고 WG 6(디지털 트윈)를 설립함. 현재 ISO/IEC 30172(디지털 트윈 유스케이스)와
ISO/IEC 30173(디지털 트윈 개념 및 용어)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디지털 트윈 참조구조 표준화가
제안되고 있음
- ITU-T SG20(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는 스마트시티 환경에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디지털
트윈 응용 기술 표준화를 추진 중. 또한 디지털 트윈의 상호연동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제안되어 향후 개발이
예정됨

• 디지털 트윈 표준화는 ISO에서 시작한 제조 부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JTC 1의 경우 전문 표준화 그룹을 신설하여 본격적인 표준화가 예상

Cloud

성숙도 및
평가 지표

전지형
스마트시티

수급형
자율제어

자율복합
모빌리티

스마트
안전시설

탄소저감
예측

자율인지
스마트팜

지능형
복합웰니스

연합 및
협업

4G/5G/6G
모델링 &
시뮬레이션

시간

공간

프로세스

행동

예측

인공지능

3D모델링

AR/VR/XR

동기화 및
디지털 쓰레드

디지털
가상화

S/W
현실
세계
IoT
도시

사람

제조·물류

교통

농업·환경

출처: 디지털 트윈 기술발전로드맵 2021.5, IITP(원본이미지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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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90%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중점 표준화 항목

동기화 및
디지털 쓰
레드

성숙도 및
평가지표

연합
및
협업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90%

TTA PG609/PG1001,
사물인터넷융합포럼

JTC1 SC41

선도경쟁공략

90% 100%

TTA PG609/PG1001,
사물인터넷융합포럼

JTC1 SC41,
IEEE 2888

선도경쟁공략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70%

80%

TTA PG609,
IoT융합포럼

JTC1 SC41

차세대공략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표준*

90%

90%

TTA PG609,
사물인터넷융합포럼

ITU-T SG20

차세대공략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90%

90%

TTA PG609,
사물인터넷융합포럼

ITU-T SG20

차세대공략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90%

90%

TTA PG609,
사물인터넷융합포럼

ITU-T SG20

차세대공략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90%

90%

TTA PG609,
사물인터넷융합포럼

JTC1 SC41,
ITU-T SG20,
ISO TC184 SC4

차세대공략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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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현실과 가상을 결합하는 디지털 트윈으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전략 : 차세대공략
목표
2023~2024

2021~2022
• 성숙도 및 평가지표 표준기술
개발 주도



2025~2026

및 디지털 쓰레드/연합 및
• 동기화

협업 국제표준 선도



기반 구축과 산업 생태계
• 활용

조성을 통한 디지털 트윈 기술
경쟁력 확보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20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TC 184



관계 부처
정책 제시

CPS(PG609)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PG1001)


정책 지원

국제표준대응위원회

TC 65, SyC SM
SC 41

표준 제안



사실표준화 기구

IEC TC65 전문위원회
ISO TC184 SC4, SC5 전문위원회
JTC 1/SC41 전문위원회



정보 보급

전략방향
제안

디지털 트윈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활동 참여

현대제철, LG CNS, 삼성 SDS,
등 산업체





카이스트, 한양대, 명지대 등 학계

스마트제조표준화포럼
사물인터넷융합포럼





활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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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활동 참여

ETRI, KETI 등 연구기관

SWOT 분석
• (시장) 산업현장의 안전과 생산성 증진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시장이 성장 중
강점
• (기술) 원천기술 연구 투자 확대
• (표준) 국제 표준 기여도/영향력 증대

• (시장) 국내 시장 규모의 한계
• (기술) 비표준 기반의 기술 개발
• (표준) 국제 표준화 주도 전문가 및 지속성 부족

• (시장) 제조 부분의 디지털 트윈 상용화 서비스
• (기술) 에너지, 도시, 환경 등 다양한 응용 도메인에
기회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전개
• (표준) 다수의 국제공식표준화 기구를 포함하여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 디지털 트윈 표준의 관심 증대

• (시장) 거대 사업자의 영향력을 통한 시장 독과점 우려
• (기술) 외국기업의 핵심 원천기술 선점
• (표준) 기술 지배적 기업의 표준화 참여에 의한 표준화
주도권 경쟁

약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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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도시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구사항을 정의한 TTAK.KO10.1264-Part 1(개발완료), 참조구조를 정의하는 Part 2(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시스템 – 제2부:
참조구조) 표준 개발 중
• (TTA

CPS PG(PG609))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1부 유스케이스(TAK.KO-11.0284Part1)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2부 요구사항(TTAK.KO-11.0284-Part2) 개발 완료
• (디지털

트윈 WG) 디지털 트윈의 개요 및 속성(IoTFS-0212), 디지털 트윈 연합 –제1부:
요구사항(IoTFS-0213), 디지털 트윈 연합 –제2부: 참조모델(IoTFS-0214) 및 IoT 기반 실시간
소방설비 관리시스템 식별체계(IoTFS-0217) 표준 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SO

TC184 SC4 WG15-Digital Manufacturing) 디지털 트윈 제조 프레임워크를 위한 ISO
23247(Part 1 ~ Part 4) 표준 개발 중
• (ISO TC184 SC5 WG13-Equipment behaviour catalogue) 제조설비동작명세서를 규정하는
ISO 16400(Part 1 ~ Part 3) 표준 개발 중
• (IEC

TC65 WG24-Asset Administ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s) 자산의 특성과
인터페이스를 명세하는 AAS를 정의하는 IEC 63278-1 표준 개발
• (ISO/IEC

JTC 1/SC 41 WG6-Digital Twin) 디지털 트윈의 유스케이스를 정의하는 ISO/IEC
30172와 개념 및 용어를 정의하는 ISO/IEC 30173 표준 개발 중
• (ITU-T

SG20 Q1-Interoperability and interworking of IoT and SC&C applications and
services) 디지털 트윈의 상호연동을 위한 프레임워크 ITU-T Y.DT-interop 표준 개발 중
• (ITU-T

SG20 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architectural frameworks across
verticals enhanced by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트윈 ITU-T Y.dt-ITS, 지능형 소방 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트윈 ITU-T Y.dt-smartfirefighting,
스마트시티 도시 행정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능 및 요구사항 ITU-T Y.scdt-reqts 및
스마트시티에서 물리적 객체와 디지털 객체의 인터랙션을 정의하는 ITU-T Y.Sup.Interact-PD-cities 표준 개발 중
• (ITU-T

SG20 Q7-Evaluation and assessment of Smart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개발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의 개념 및
유스케이스를 정의하는 서플리먼트 ITU-T Y.Sup.DTw-concept-usecase 표준 개발 중
• (IEEE

P2888.1, Sens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 간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
• (IEEE

P2888.2, Actuat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s)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
간 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표준
• (IEEE

P2888.3, Orchestration of Digital Synchronization between Cyber and Physical
Worlds)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디지털 사물 정의 및 동기화 표준
• (IEEE

P2888.4, Architecture for Virtual Reality Disaster Response Training System with
Six degrees of Freedom (6 DoF)) 대형 공간 가상현실 재해대응 훈련시스템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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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디지털화 Part.2

개요
• 공공안전 기술은 경찰, 소방관 등 정부당국자들이 공공안전과 관련된 임무 수행에 사용하는 통신기술과
연관된 다양한 통신 인프라 기술을 포함한 ICT융합 응용기술뿐만 아니라 공공재에 해당하는 자원
효율화를 위해 ICT기술과 접목된 요소기술을 포함
• 관련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로는 3GPP, ITU-T, IEC 등을 꼽을 수 있으며,
- 3GPP SA/CT/RAN 작업반 등에서는 2013년부터 소방관, 경찰, 철도 승무원 등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션크리티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LTE 표준화에 이어 현재 5G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2016년부터 한국의
제안으로 5G에서 공공알림 서비스 개선 표준, 해양 통신 서비스 지원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 중
- ITU-T SG15 및 IEEE 802.1, IETF DetNet WG 등에서는 저지연 시간민감/확정형 패킷 전달망의 통신재난
대응을 위한 망 생존성 및 가용성 향상 기술 표준화 추진 중
- ITU-T SG16에서는 한국의 제안으로 2013년부터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전담하는 Q14 라포처
그룹을 신설하여 관련 표준화 작업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재난경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구조, 프로토콜 등의 표준화 작업을 추진 중
- ITU-T SG20에서 2021년부터 IoT 기반으로 소방설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소방설비
관련 표준 개발이 착수되었으며, IoT 기반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참조구조 표준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추진 중
- IEC TC120에서는 ESS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ESS 설계/설치/시험/운용 단계상의 전 주기에서 안전성 향상을
위한 ESS 시스템 및 배터리 운용 및 시험 방법, 환경 영향을 고려한 운용 지침 등의 표준화 추진 중
해상망
(국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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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상용망

MCS 서비스
기술 표준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철도망
(국내 분류)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재난안전망
(국내 분류)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공공안전ICT 특정영역 기술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공공안전ICT 공통 기술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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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MCS 서비스 기술 표준

85%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중점 표준화 항목

공공안전
ICT
공통 기술

공공안전
ICT
특정영역
기술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85%

TTA PG1102,
TTA PG1103,
5G포럼

3GPP SA1/
SA6/CT1

선도경쟁공략

80%

80%

TTA PG1102,
TTA PG1103,
5G포럼

3GPP SA2/
RAN1/RAN2

추격/협력공략

90%

90%

TTA PG902,
TTA PG1102,
TTA PG1103

3GPP SA1/SA2/
SA6/CT1

지속/확산공략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90% 100%

TTA PG201,
TTA PG218,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ITU-T SG15/SG11,
IEEE 802.1,
IETF DetNet/
MPLS/SPRING

선도경쟁공략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

스마트그리드
표준화포럼,
90% 100%
IEC TC120 전문위원회,
한국전지산업협회

IEC TC120

선도경쟁공략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90%

90%

TTA PG905,
스마트철도
표준화포럼

3GPP SA1/SA6

선도경쟁공략

80% 100%

TTA PG903,
스마트자율
운항선박포럼

3GPP SA1,
IMO MSC,
IALA ENAV

차세대공략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75%

90%

TTA PG224,
한국스마트
사이니지포럼

ITU-T SG16,
W3C

선도경쟁공략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

90%

90%

TTA PG1001,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ITU-T SG20

차세대공략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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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공공안전통신 인프라 및 융합 서비스 분야의 공통기술과 분야별
특화기술의 국제 표준화 고도화를 통한 재난 대응 및 공공안전 증진
▶ 추진전략 : 선도경쟁공략
목표
2021~2022

2023~2024

• 5G 기반 공공안전 요소기술
표준화 및 유선통신망 요소기술과
에너지 부문 요구사항 등
공공재 분야 표준화 추진



2025~2026

기반 공공안전
• 5G-Advanced

요소기술 표준화 및 유선통신망과
에너지 등 공공재 부문 요소기술
표준화 추진



기반 공공안전
• 5G-Advanced

요소기술 기능개선 표준화 및
유선통신망 연동기술 표준화추진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11/SG15/
SG16/SG20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IMO MSC
IEC TC120

사실표준화 기구

표준 제안



이동통신 무선접속(PG1102)
이동통신 네트워크(PG1103)
광전송(PG201), 이더넷(PG218)
통신망응용(PG224)
공공안전통신(PG902)
ITS/차량/철도 ICT(PG905)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PG1001)


정책 지원



5G포럼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
스마트철도표준화포럼
한국스마트사이니지포럼



활동 참여

ETRI, KTR, KRRI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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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
제안

공공안전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정보 보급

전략방향
제시

활동 참여

한국선급 등 기타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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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싱크테크노,
KT, LG U+ 등 산업체

정책 제시

국제표준대응위원회
ITU-T SG11/SG15/SG16/SG20 연구반
IEC TC120 전문위원회

국제 협력

활동 제안

관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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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시장) 5G 세계최초 상용화로 공공안전 관련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본 통신 인프라 확보
• (기술) PS-LTE 표준기반 재난안전통신망 및 LTE-R 기반
강점
철도전용 무선통신망 기술 확보
• (표준) LTE-R 기반 철도전용 무선통신망 국내 표준화
및 5G 기반 해양ICT융합 국제표준화 추진

• (시장) 글로벌 업체의 세계시장 선점 가속화
• (기술) 국제적 공조 기반 5G공공안전 기술 개발 미흡
• (표준) 공공안전 관련 타국 정부기관들과의 국제협력 기반
약점
표준화 추진 시급

• (시장) 5G 이동통신망과 연결되는 버티컬 산업들을 위한
신규 시장 출현
• (기술) 공공안전산업과 이해관계가 유사한 타산업들이
기회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개발 중
• (표준) 5G망에서의 MCS 개선 기술 표준 지속

• (시장) 미국, 유럽 정부들에 의해 채택되는 글로벌 업체
솔루션으로 시장 선점
• (기술) 중국 기업들의 공공안전 및 여러 버티컬 산업들이
위협
필요로 하는 기술들에 대한 적극 대응
• (표준) 공공안전 및 버티컬 산업들과의 조화로 시장 크기
확대를 위한 국제표준화 선도 경쟁 심화

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광전송 PG(PG201)) OTN, MPLS-TP 보호절체 표준화 완료 및 MPLS 기반 DetNet
보호절체 표준화 진행 중이며 향후 MTN 보호절체 표준화 진행 예상
• (TTA

이더넷 PG(PG218)) 이더넷 보호절체 표준화 완료 및 이더넷 무손실 보호절체 관련 표준화
논의 중
• (TTA

통신망응용 PG(PG224))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재난경보 메시지 전파 체계 및 재생 지침
표준화 완료 및 후속 표준개발 작업 추진 중
• (TTA 공공안전통신 PG(PG902)) 재난안전통신망에 사용할 단말기 규격 표준 개발 추진 예정
• (TTA 특수통신 PG(PG903)) LTE-Maritime 송수신기 기술규격 및 시험규격 표준을 완료하였으며,
어선 안전항해 원격모니터링시스템 관련 표준화 추진 예정
• (TTA

ITS/차량/철도 ICT PG(PG905)) 도시철도/일반철도/고속철도의 LTE 기반 스마트 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 관련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화 진행 중

• (한국스마트사이니지포럼)

재난경보 프레임워크와 메타데이터 등에 대한 표준화 이슈 논의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이니지 키오스크 인터페이스 표준화 작업 추진 중

•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

OTN, MPLS-TP, DetNet, 이더넷을 비롯한 다양한 전달망 보호절체
기술과 항공기 및 전장 네트워크 보호절체 기술에 관련 국내 표준(안) 작성 및 검토 추진

•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

ESS 안전·운용·설계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대한 국내 단체표준
개발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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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철도표준화포럼)

국가철도공단, 국내 다양한 제조회사, 연구계 그리고 학계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철도표준화포럼을 통하여 철도 서비스와 MCS 서비스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추진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에서 소방설비의 식별을 위한 식별체계 표준안
개발 중

• (국가기술표준원)

ESS의 계획 및 설치를 위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안전 요구사항의 IEC
국제표준 부합화를 통한 국가표준 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T SG2 WP1 Q3-Service and operational aspects of telecommunications, including
service definition) 재난 복구 시스템 관련 용어 표준, 재난복구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요구사항,
안전도 확인 및 재난복구 방송 메시지 요구사항 등의 권고 제정

• (ITU-T

SG15 WP3 Q10-Interfaces, interworking, OAM, protection and equipment
specifications for packet-based transport networks) 이더넷 및 MPLS-TP 등의 패킷 전달망
생존성 및 가용성 향상을 위한 트래픽 보호 및 복원 기술 권고 개발
• (ITU-T SG15 WP3 Q11-Signal structures, interfaces, equipment functions, protection
and interworking for optical transport networks) OTN 및 MTN 등의 회선 전달망 생존성 및
가용성 향상을 위한 트래픽 보호 절체 기술 권고 개발
• (ITU-T SG15 WP3 Q14-Management and control of transport systems and equipment)
전달망 보호절체 및 복원 기술의 제어 및 관리 측면의 권고 개발
• (ITU-T

SG16 WP1 Q13-Content delivery, multimedia application platforms and end
systems for IP-based TV services including digital signage) 공통경보 프레임워크와
재난안전 공통정보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개발 작업이 진행 중
• (ITU-T SG16 WP1 Q21-Multimedia framework, applications and services) 드론을 이용한
재난정보 서비스 유스케이스 및 요구사항 표준 제정 완료
• (ITU-T SG16 WP2 Q24-Human factors for intelligent user interfaces and services) 휴먼
요소를 고려한 각종 재난 정보의 표현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화 작업 추진 중
• (ITU-T

SG17 WP3 Q4-Cybersecurity and countering spam) OASIS와 협력하여
공통경보프로토콜(CAP) 기술에 대한 표준화 작업 지속
• (ITU-T SG20 WP1 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architectural frameworks across
verticals enhanced by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소방설비 중 소화설비관리 프레임워크
및 소화활동을 위한 요구사항 표준 개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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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T

SG11 WP1 Q3-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for emergency
telecommunications) 비상통신과 재난구호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신호 요구사항과
프로토콜 관련 권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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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

MSC-Maritime Safety Committee) 해사안전위원회는 국제항해선박의 SOLAS 협약,
STCW 협약 등을 포함하여 자율운항선박, 사이버 보안, e-네비게이션 및 GMDSS 현대화 등에
관한 규정 개발

• (IEC

TC120-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 ESS 안전 운용 지침, ESS 시험 평가 방법,
ESS 설치 및 성능평가 방법, 폐배터리의 ESS 재사용 요구사항 등 다양한 표준 개발 진행 중

• (3GPP

RAN1-Radio layer 1) 5G NR Sidelink 표준기술 개발을 3GPP Rel-17 일정 내 완료
하고자 표준화가 진행 중이고, 공공안전용 기기 간 직접 통신 기술도 지원될 수 있도록 표준화
목표로 정의, 5G MBS 표준기술 개발을 3GPP Rel-17 일정 내 추진하고자 표준화 진행 중이며,
그에 따른 MCS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그룹통신기술 관련 무선 표준기술 개발 추진
• (3GPP

SA1-Service) Rel-18 MCS 시스템 간 관리 설정 정보 공유를 위한 서비스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 Rel-18 비 인프라 기반의 안정된 철도 서비스 및 철도 요소 기술 강화를 위한 요구
사항, 5G off-network기반 열차 서비스 use case 및 요구사항 등의 표준 개발 진행 중
• (3GPP

SA2-System Architecture and Services) Rel-17 5G기반 그룹통신기술 표준 개발
진행 중
• (3GPP

SA3-Security and Privacy) Rel-16 MCS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적용되는 보안
표준기술 개발 완료
• (3GPP

SA6-Mission-critical applications) Rel-17 미션 크리티컬 기술규격 개선 및 유지
보수 표준, Rel-18 non-3GPP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차상 단말 기능 구조 표준 개발 진행 중

• (IALA

ENAV-e-Navigation Information Services and Communications) IMT-2020의
해사분야 적용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발 진행 중

• (IEEE

802 WG1-LAN/MAN Bridging & Management) 이더넷 기반의 무손실 보호절체
표준 개발 진행 중

• (IETF

Deterministic Networking WG) IP와 MPLS 망을 위한 무손실 보호절체 표준 개발
진행 중
• (IETF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WG) MPLS 네트워크의 링보호절체 표준 개발 진행 중
• (IETF

Source Packet Routing in Networking WG) 세그먼트 라우팅 네트워크의 보호 및
복원 표준 개발 진행 중

• (W3C

Web-based Signage BG) 웹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의 긴급정보 프로파일에 대한
표준 개발 진행 중

Ⅳ
약어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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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three-dimensional printing

삼차원의 공간적 부피를 가진 물체를 인쇄하는 일

3DTV

Three-dimensional
TeleVision

2개 이상의 시점으로 촬영된 실사 또는 그래픽 동영상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하고 수신 측에서는 안경식 또는 무안경식 수상기를 이용하여 입체 영상을
시청하는 차세대 방송 방식

3G

Third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기존의 음성 및 패킷 전송은 물론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글로벌 로밍이 가능한
이동통신 규격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비동기(W-CDMA) 기술의 국제협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1998년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ARIB, CCSA, ETSI, ATIS, TTA, TTC의 표준화기구들이 참여

3GPP2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2

동기식(CDMA2000) 규격개발 및 협력기구로 미국을 중심으로 ARIB, CCSA,
TIA, TTA, TTC의 표준화기구들이 참여

4G

4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3세대 이동통신 IMT2000의 뒤를 잇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국제전기
통신연합(ITU)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SBI2K(Systems Beyond IMT2000)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전화를 비롯한 위성망
연결, 무선랜 접속, 인터넷 간의 끊어짐 없는(Seamless) 이동 서비스가 가능

5G

5th Generation

5세대 이동 통신 : 4세대 이동 통신에서 진화된 이동 통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마케팅 명칭으로,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에서 정한 공식 명칭은
아이엠티 2020(IMT-2020)이지만, 이동 통신 시장에서는 세대로 구분하여
5세대(5G) 용어를 사용하며, 이동 통신 국제 표준화 단체인 3GPP의 기술
상표명(brand name)

6DoF

6 Degrees Of Freedom

3차원 공간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여섯 가지 회전 및 병진 동작 요소

A4WP

Alliance for Wireless Power

무선 충전 연합 : 자기 공명 방식 무선 충전 기술의 표준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
결성된 글로벌 컨소시엄

ABC

Asian Biometrics
Consortium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일부를
차량 스스로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 기계장치를 제어하는 기술로 복잡한 차량
제어 프로세스에서 운전자를 돕고 보완하며, 궁극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개발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 활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의
지능이 할 수 있는 사고·학습·모방·자기 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컴퓨터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를 말함. 1959년에 MIT AI연구소를
설립한 맥카시와 마빈 민스키(Marvin Minsky), 카네기멜론 대학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만든 앨런 뉴웰과 허버트 사이먼과 같은 개척자들에 의해 1950
년도에 실험학문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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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T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MWA

Advanced Media Workflow
Association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표준협회 : 미국에서의 표준 활동을 관리 및 조정하고, 표준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미국 국가표준으로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AP

Access Point

무선랜을 구성하는 장치 중 하나로서, 유선랜과 무선랜을 연결시켜주는 장치

APG

Asia-Pacific Telecommunity
Conference Preparatory
Group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PKIC

Asia PKI Consortium

APS

Advanced Planning &
Scheduling

APT

Asia Pacific Telecommunity

아시아 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보통신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기구로, 1979년 출범하여 3년마다 최고 의사결정회의(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42개 국가가 정회원, 130여 통신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옵서버로 참여

AR

Augmented Reality

증강 현실 :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의 한 분야로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

ARIB

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es

일본전파산업회 : 전파 및 방송 시스템에 대한 자발적 기술표준을 제정하는
일본의 사단법인

ASTAP

Asia-Pacific Telecommunity
Standardization Program

아시아-태평양 전기 통신 표준화협의체 : 아태지역 국가 정부간 협정에 의해
설립된 APT의 표준화 활동 전담 프로그램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재료시험협회

ATIS

The Allianc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olutions

미국에 기반을 두고 전 세계의 통신과 관련한 정보 기술 산업의 기술과 운영의
표준화를 실용적이고, 유연하며, 공개적인 방법으로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일본산업기술연구소

응용프로그램이 운영체제나 다른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주로 함수의 집합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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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미국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표준을 연구·개발하는 비영리의 표준화 위원회

AUTOSAR

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산업 표준을 개발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부품업체들이 공동으로 결성한 협력체

AVB

Audio Video Bridge

상호 클럭이 동기화될 뿐만 아니라 폭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기 위한 트래픽
쉐이핑, 목적까지 경로상의 자원 예약 등을 수행하며 오디오, 비디오 전송 시
서킷 교환과 유사한 전송 품질을 확보하려는 기술

AWARN

Advanced Warning and
Response Network

미국재난방송협회

AWG

APT Wireless Group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 무선통신 기술 협력을 도모하는 모임

B2MML

Business To Manufacturing
Markup Language

BAN

Body Area Network

인체 통신망 : 인체를 전송로로 사용하는 기술로 공기나 진공으로 무선 신호를
전송하는 기존 통신 방식이 아닌 우리 몸의 정전 특성을 이용해 몸에 장착된
전자 센서나 기기 간의 통신 기술

BGP

Border Gateway Routing
Protocol

자율 시스템의 네트워크 내에서 게이트웨이 호스트들 간에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

BLE

Bluetooth Low Energy

약 10미터(m) 도달 반경을 가진 2.4㎓ 주파수 대역 기반의 저전력 저용량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술

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영국표준협회 : 영국의 국가 표준(BS)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당초에는 영국 토목
학회의 제창으로 1901년에 ESC(Engineering Standards Committee)
로 발족하였다가 현재의 이름으로 확대 개편된 정부 공인 기관임. 영국을
대표하여 ISO, IEC 등의 국제 표준 기구와 CEN, CENELEC 등의 유럽 표준
기구와의 창구 역할을 담당

BSS

Broadcasting Satellite
Service

방송 위성업무 :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우주국을 이용해서 신호
정보를 전송하는 무선 통신 업무

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국제 공통평가기준 상호 인정 협정 : 회원국의 공통평가기준(CC : Common
Criteria) 인증서를 획득한 정보 보호 제품은 타회원국에서도 인정하는 CC
기반의 국제 상호 인정 협정

CCSA

China Communications
Standards Association

중국통신표준화협회 : 중국의 통신기술영역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신식산업부(MII :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의 지휘,
감독을 받는 민간 단체로서 2002년 12월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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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DS

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s

CD

Committee Draft

CDMI

Cloud Data Management
Interface

클라우드 데이터관리 인터페이스

CEN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유럽 표준위원회 : 유럽지역의 무역촉진을 목표로 일반산업분야의 유럽표준의
촉진을 위해 1961년 발족된 비영리단체

CENELEC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Électrotechnique

유럽 전기 표준 회의 : EU회원국가의 무역장벽 제거를 목표로 1973년 설립
되었으며, 유럽표준기구로서 전자기술 분야의 표준화 선도

CIM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컴퓨터 통합생산 : 부분적으로 자동화되어 있는 각 생산 분야(계획, 설계,
제조, 생산 관리 등)를 통신망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통합화하여 그 위에
영업, 유통, 연구 분야로 망화를 추진하여 기업 전체의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화함으로써 다양화된 소비자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여 경영 전략을
지원하는 등 고도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CISPR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

국제 무선장애 특별 위원회

CJK

Chinese, Japanese, Korean

Chinese, Japanese and Korean을 줄여 쓴 말로, 전산에서 동아시아 언어의
정보처리를 지칭할 때 주로 줄여서 쓰는 말

CORA

Core Ontology for Robotics
and Automation

CORBA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객체 관리 그룹(OMG)이 제정하는 객체 요구 매개자(ORB : Object Request
Broker)의 표준

COSD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표준개발협력기관 : 정부로부터 국가 표준 개발·관리 업무를 이양 받은 민간
단체로서 지정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표준화 전문 기관

CPRI

Common Public Radio
Interface

CPPS

Cyber-Physical Production
System

우주 데이터시스템 자문 위원회 : 세계의 우주 기관이 우주 특유의 데이터
교환 등의 프로토콜을 권고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

사이버-물리 생산 시스템 : 물리적인 제조 설비와 가상의 제조관련 정보
시스템을 완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제조 설비의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조
현황 및 상태 정보를 획득 분석하고, 이를 가상의 정보 시스템에 처리하여
생산 공정을 관리 제어함으로써 유연 생산을 포함한 최적의 제조 공정을
운영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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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Cyber-Physical Systems

사이버 물리 시스템 : 센서 네트워크(sensor networks), 사이버네틱스
(cybernetics) 및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시스템을 결합 설계한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s)이 진화되고 있는 시스템

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 표준협회 : 캐나다 국내 표준화의 최고 기관인 캐나다 표준화 위원회
(SCC)의 위임을 받아 캐나다의 국가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1919년 설립

CSCC

Cloud Standards Customer
Council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DaaS

Desktop as a Service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아웃소싱의 형태로 가상화된 데스크톱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

DAB

Digital Audio Broadcasting

디지털 오디오방송 : 유럽에서 아날로그 주파수 변조(FM)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 개발한 디지털 라디오 방송 방식

D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 항법보정 시스템

DIN

Deutsches Institute for
Normung

독일 표준화 기구 : 1917년에 설립된 독일의 국가 표준 제정 기관(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으로 독일을 대표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ISO), 국제
전기 표준 회의(IEC) 등 국제 표준 기구와 유럽 표준 위원회(CEN), 유럽 전기
표준 회의(CENELEC) 등 유럽 표준 기구와의 창구 역할을 담당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분산된 피투피(P2P : Peer-to-Peer) 망 내 참여자들이 모든 거래 목록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디지털 원장 기술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고정/휴대/차량용 수신에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로 이동 중에도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나 차량용 단말기를 통해 CD, DVD급의 고음질,
고화질 방송을 제공

DMTF

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 Inc.

Enterprise 환경과 인터넷 환경의 관리 표준 및 통합기술의 개발을 주도한 업계
조직으로 DMTF의 표준은 Platform 독립으로 그리고 기술적 중립 방법으로
계측 장비, 제어와 동시에 통신을 하기 위한 공통 관리 인프라스트럭처
컴포넌트를 제공

Do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미국 에너지부

DRM

Digital Radio Mondiale

중파 디지털 라디오 표준 : 주로 단파와 중파에 적용되었던 유럽의 디지털
라디오 방송 방식을 초단파까지 확장, 적용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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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C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DTN

Delay Tolerant Networking

DVB

Digital Video Broadcasting

디지털 비디오 방송 : 유럽의 디지털TV방송 규격으로 유럽 각국의 지상파,
위성, 케이블 TV방송의 규격을 유럽 통일방식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디지털
비디오방송 프로젝트의 목표규격

DWDM

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고밀도 파장 분할 다중 방식 : 하나의 광케이블에 여러 개의 빛 파장을 동시에
전송하는 광전송 방식

EAS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유럽항공안전기구

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
Information System

전자해도표시정보시스템 : 선박에서 사용하는 종이해도 대신 컴퓨터로
해도정보와 주변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ECU

Electronic Control Unit

전자제어장치 :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조향 장치, 제동 장치, 현가 장치 등의
기계 장치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장치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전자건강기록 : 모든 의료 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을 망으로 통합하여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 정보 시스템

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

총과대역 이동통신 : IMT-2020(5G) 이동통신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같은
고화질의 데이터 이용 시 사용자가 느끼는 초광대역 서비스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 적합성 : 주변 환경에 대한 전자파 간섭의 허용 범위를 준수하면서도
기능은 완벽하게 수행하는 능력, 즉 전자기적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 것들의 총칭

EMF

ElectroMagnetic Field

전자계 : 전계와 자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자기적 에너지의 총칭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파 장해 : 전자 기기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된 전자파가 그 자체의 기기
또는 타 기기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

EMP

Electromagnetic Pulse

전자기펄스 : 수백㎞ 또는 그 이상의 거리까지 유효하게 도달하는 전자기
복사의 대형 펄스

EN

European Norm

유럽 표준

단거리 전용 통신 : ITS의 일환으로 통행료 자동 지불 시스템(ETC)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주차장 관리, 물류 배송 관리, 주유소 요금 지불, 자동차
쇼핑, 자동차 도선료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는 단거리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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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

전자 해도 : 해안선, 등심선, 수심, 위험물, 등대, 항계 등 선박의 안전 항해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 해도 제작의 국제 기준(S-57)에 따라 각국 정부 기관이
제작한 디지털 해양 지도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환경 보호국 미국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1970년에 설립

EPON

Ethernet Passive Optical
Network

이더넷 수동광 가입자망 : 이더넷에 기반을 둔 수동 가입자망

EPUB

Electronic PUBlication

이퍼브 : 국제 디지털 출판 포럼(IDPF : 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에서 제정한 전자 출판물 표준

ETCS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유럽형 열차제어 시스템 : 유럽에서 사용하는 열차 신호 제어 기술 표준으로
유선망을 이용한 L1 방식, 무선망을 이용한 L2, L3 방식이 있음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 통신과 방송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첨단교통과
의료전자 등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ES(ETSI Standard)표준 제정을
촉진하고 총괄 조정하는 유럽의 독립된 비영리 기관

EUROCAE

European Organization for
Civil Aviation Equipment

EV

Electric Vehicle

전기자동차 :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 연방항공청

FDIS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최종 국제 표준안

FG

Focus Group

FIDO
Alliance

Fast IDentity Online Alliance

생체인식 기술 등을 포함한 인터넷 인증기술의 표준 정립을 목적으로 2012년
7월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단체

FOD

Foreign Object Detection

과전류 흐름 방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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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N

Faster-Than-Nyquist

나이키스트 속도(Nyquist rate)로 정보를 전송하는 기존의 전송 방식과
동일한 채널 대역폭을 사용하면서 나이키스트 속도보다 높은 전송률로 신호를
전송하는 기술

GADSS

Global Aeronautical Distress
Safety System

국제항공 조난 및 안전시스템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1995년 세계 무역 기구 체제가 출범하면서 타결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 간 협정으로 정부가 구매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교역을 규율하는 협정

GBAS

Ground-Based
Augmentation System

지상 기반 보정 시스템 : 공항 인근과 같은 협역에서 세계 위성 항법 체계
(GNSS)의 위치 오차를 보정한 정보를 지상국에서 직접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위치 보정 시스템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지리 정보시스템 : 지도에 관한 속성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시스템

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세계 해상조난 안전 제도 : 국제 해사 기구(IMO)가 주창하여 1992년 2월부터
도입된 새로운 해상 조난 안전 시스템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세계 위성항법 시스템 :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항법 시스템으로
위성에서 발신된 전파를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위성과 수신기 간의 거리를
구하여 수신기의 위치를 결정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 : 미국 국방부(DOD)가 개발하여 추진한 전 지구적 무선
항행 위성 시스템

GSA

Gaming Standards
Association

게임 규격협회 : 미국에 기반을 둔 게임 표준화 기관으로 카지노 게임과
관련한 표준화 활동을 하는 기관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인이동통신 시스템으로 기술적으로는
TDMA를 기본으로 함

GSMA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 : 전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및 이동통신 제조 공급
업체들의 모임

GSM-R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Railway

GSM 기반 열차 제어용 국제 무선 통신 표준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그래픽 사용자인터페이스 : 컴퓨터와 사용자가 상호 작용하게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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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S

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

고공 중계국 : 지상 20～50km 높이의 특정ㆍ공칭(公稱)ㆍ고정 지점에 있는
물체(플랫폼 등)에 설치된 무선국

HbbTV

Hybrid broadcast broadband
TV

하이브리드 방송 브로드밴드 TV : 유럽의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를 위해
구성된 표준화 단체 또는 기술 표준

HDR

High Dynamic Range

디지털 영상에서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만들어 사람이
실제 눈으로 보는 것에 가깝게 밝기의 범위(Dynamic Range)를 확장하는
기술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고효율 동영상 압축 기술

HFR

Hybrid Fiber Radio

접속망 구성의 한 방식으로 서비스 교환기에서 가입자 방향으로 광망 종단
장치(ONU)까지 광케이블을 이용하고 ONU에서 가입자 단말까지는 무선
시스템을 이용하는 구성 방식

HL7

Health Level 7

서로 다른 보건 의료 분야 소프트웨어 간 정보 호환이 가능하도록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1987년에 조직된 표준화 기구 또는 이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의료정보의 전자적 교환에 대한 사실 표준

HMD

Head Mounted Display

머리에 착용하는 형태의 디스플레이로 HMD 장치를 머리에 쓰면 양쪽 눈의
근접한 위치에 소형 디스플레이가 있어 시차를 이용한 삼차원(3D) 영상이 투영

HPC

High Performance
Computing

고성능 컴퓨팅, 대용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해 주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

HRI

Human-Robot Interaction

인간-로봇상호작용 :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과 로봇 사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human-robot interface)를 통하여 정보와 동작을 교환하는 것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

인터넷 웹 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표준 마크업 언어

HTML5

HyperText Markup
Language version 5

2014년 국제 웹 표준화 단체인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개발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yperText Markup Language) 5 버전

IaaS

Integration as a Service

기업의 데이터 저장 관리부터 고객 관계 관리(CRM), 기업 자원 관리(ERP)
등의 다양한 전산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IAL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ghthouse Authorities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 민간항공 기구 : 민간 항공의 질서와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연합의 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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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

Information Centric
Networking

통신을 원하는 개체가 통신 대상 호스트(host)의 주소에 기반한 통신이 아닌
정보 식별자를 기반으로 하는 통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 통신 기술 : 전기 통신과 컴퓨터를 결합한 고도의 신사회 기반을 형성하는
기술 분야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 전기 표준 회의 : 전기, 전자 및 관련 기술 분야의 비영리 국제 표준화
기관으로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국제 전기 회의에서 전기
기기에 관한 용어와 규격의 표준화 필요성이 제창되어 1906년 영국 런던의
회의에서 13개국이 참가하여 IEC를 발족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미국 전기전자 학회 : 세계 최대의 전기, 전자, 전기 통신, 컴퓨터 기술 분야의
비영리 단체로 1884년에 설립된 미국 전기 학회(AIEE : Americ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와 1912년에 설립된 무선 학회(IRE : Institute of
Radio Engineers)가 1963년에 IEEE로 합병하여 설립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 산하 조직으로 인터넷의 운영 관리, 기술적 문제
등을 해결하고 표준 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방형 국제 인터넷 표준 기구이며,
1986년 설립되어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다가 1993년 IAB로 확장

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국제수로기구 : 항해의 안전을 위해 해도에 관한 부호와 약자의 국제적인
통일, 국제 공동 조사, 바다 측량 및 해양 관측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함

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산업용 사물 인터넷 : 상호 간에 각기 다양한 접속 프로토콜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고, 다양한 유형의 최종 시장 애플리케이션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지능적 장치와 센서들의 네트워크

IITP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MEA

International Marine
Electronics Allies

국제선박전자연합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 해사기구 : 해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국제 협력을 목적으로 1958
년 정부 간 해사 협의 기구 조약에 의해 설치된 UN 산하의 전문 기관

IM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정보 관리 체계

IMTAdvanced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Advanced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에서 채택한 4세대(4G) 이동 통신의 공식 명칭으로
규격으로는 엘티이-어드밴스트(LTE-Advanced)와 와이브로(WiBro) 진화
기술인 와이어리스맨-어드밴스트(WirelessMAN-Advanced)의 두 가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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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S

International Network for
Autonome Ships

IoMT

Internet of Media Things

IoT

Internet of Things

IoUT

Internet of Underwater
Things

IP

Internet Protocol

OSI 기본 참조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제3계층(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로 TCP/IP의 일부로 사용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 재산권,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형·무형적인 모든 것의 재산권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VoD, T-커머스, 오락, 뱅킹, 정보, TV 포털 및 다채널방송서비스와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ADSL, FTTH와 같은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디지털
셋톱박스에 연계된 TV 단말기를 이용하여 패킷방식으로 제공되는 양방향 TV
서비스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

IPv4의 주소공간을 4배 확장한 128 비트 인터넷 주소 체계

IRTF

Internet Research Task
Force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 : Internet Architecture Board) 산하의 조직으로,
네트워킹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
연구자들의 공동체

IS

International Standard

국제 표준

ISACC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Advisory Council
of Canada

캐나다 표준화기구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 보호관리 체계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정보 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과 절차 및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체계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 표준화기구 : 국제적으로 통일된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촉진하고 과학·기술·경제 전반의 국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1926년에 각국의 주요 표준화 단체에 의해 결성된
ISA(International Federation of National Standardizations)의 업무를
계승하여 1947년에 설립

자율운항선박 국제네트워크

사물 인터넷 : 정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실세계(physical world)와 가상
세계(virtual world)의 다양한 사물들을 연결하여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기반 시설로 주요 기술로는 센싱 기술,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사물 인터넷 인터페이스 기술, 사물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기술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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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
JTC1

ISO/IEC Joint Technical
Committee 1

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국제 전기 표준 회의(IEC)가 정보 기술(IT) 분야의
국제 표준화 작업을 합동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공동 기술 위원회로 1987년에
설치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교통수단 및 교통 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교통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교통 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 체계

ITSK

Intelligent Transport Society
of Korea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 전기 통신 연합 : 국제 연합의 전문 기관으로, 모든 종류의 전기 통신의
개선과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국제 협력을 유지, 증진하고 전기 통신 업무의
능률 향상, 이용 증대 및 보급의 확대를 위해 기술적 수단의 발달과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범세계적인 정부 간 국제기구이며, 1865년에 설립된
국제 전신 연합과 1906년에 설립된 국제 무선 전신 연합이 1932년 통합되어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으로 발족

IVI

In-Vehicle Infotainment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 차 안에 설치하는 여러 장비들이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제공하는 것

JARUS

Joint Authorities for
Rulemarking on Unmanned
Systems

JPEG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JWG

Joint Work Group

KAIA

Korea Agency for
Infrast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ISA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한국인터넷진흥원

KISTA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gency

한국특허전략개발원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한국산업표준 : 기계, 전기, 환경 등 산업 전 분야의 제품 및 시험·제작 방법
등을 규정하는 국가 표준

LAN

Local Area Network

근거리 통신망 : 집, 학교, 사무실 등의 같은 건물 내 또는 가까운 거리 내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치들을 연결해 주는 통신망

ISO/IEC JTC1과 ITU-T가 공동으로 표준화한 컬러 정지 영상의 저장 및
전송을 위한 효율적인 압축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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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S

Location Based Service

위치 기반서비스 :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이나 통신망을 활용하여 얻은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LDM

Local Dynamic Map

고정된 지도 정보에 차량 주위의 도로 교통 정보 및 상태 정보가 반영된 지도
데이터베이스

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code

저밀도 패리티검사 부호

LED

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 :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의 한 종류

Li-Fi

Light Fidelity

발광 다이오드(LED)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가시광 통신(VLC : Visible Light Communication) 기술의 보조 방식

LISP

Locator/ID Separation
Protocol

위치자/식별자분리 프로토콜

LMR

Land Mobile Radio

산업용 무전기 : 정부 또는 공공 기관에서 쓰는 무전기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습 관리 시스템 : 컴퓨터 온라인을 통하여 학생들의 성적과 진도는 물론
출석과 결석 등 학사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

LoRa
Alliance

Long Range Alliance

LPWA

Low-Power Wide-Area

LSAD

Low Speed Automated
Driving System

LTE

Long Term Evolution

3GPP 이동 통신 표준화 단체에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OFDMA)과
다중 입력 다중 출력(MIMO) 기술 기반으로 제정한 표준

LTI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학습 도구 상호운용성

M2M

Machine to Machine

사물 통신 : 기계, 센서, 컴퓨터 등 다양한 장치들이 유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함으로써 개별 장치들의 기능이나 성능을 개선시켜
주고 개별 장치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

사물 인터넷(IoT)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술 가운데 하나로저전력 소모, 저가
단말기, 낮은 구축 비용, 안정적 커버리지, 대규모 단말기 접속 등 조건을
충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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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Mandatory Access Control

강제적 접근통제 : 정보 시스템 내에서 어떤 주체가 특정 객체에 접근하려
할 때 양쪽의 보안 레이블(Security Label)에 기초하여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정보(객체)가 낮은 보안 수준의 주체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접근을
제한하는 통제 방법

MAN

Metropolitan Area Network

도시권 통신망 : 일반적으로 LAN은 1개 기업의 구내 또는 1개 빌딩 내를
연결하는데 비해 MAN은 도시의 한 구역 혹은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서비스 할 수 있음

MANO

Management and
orchestration

MAR

Memory Address Register

기억 장치주소 레지스터 :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내부에서 기억 장치 내의
정보를 호출하기 위하여 그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제어용 레지스터

MEC

Mobile Edge Computing

모바일 엣지 컴퓨팅

MEC

Multi-Access Edge
Computing

멀티 엑세스 엣지 컴퓨팅

MEF

Managed Extensibility
Framework

MESA

Manufacturing Enterprise
Solutions Association

MLP

Mobile Location Protocol

모바일 위치프로토콜 : 이동국(Mobile Station)의 위치 기반 서비스(LBS)
관련 각종 솔루션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한 응용 계층의 표준 프로토콜

mMTC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s

대규모 사물통신 : IMT-2020(5G) 이동통신에서 다수의 기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 통신을 일컫는 명칭

mmWave

millimeter wave

밀리미터파,주파수가 30～300기가헤르츠(㎓)이고, 파장이 1～10밀리미터
(mm)인 전파

MOM

Message Oriented
Middleware

메시지 기반 미들웨어 : 상이한 애플리케이션 간 통신을 비동기 방식으로
지원하는 메시지 기반 미들웨어

MOPS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최소운용성능표준

MP3

MPEG-1 Layer 3

압축비가 12:1인 오디오 코덱의 한 형태로 일반 웨이브(wave) 파일에 비해
크기가 10분의 1이면서 콤팩트디스크(CD) 수준의 음질(16비트, 44.1㎑)을
구현할 수 있는 오디오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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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멀티미디어 관련 부호화 기술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합동 기술 위원회로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화회의(IEC)의 합동 기술위원회 JTC
1(Joint Technical Committee) 산하의 표준화 위원회 SC(subcommittee)
29의 작업 그룹(working group)으로 공식 명칭은 ISO/IEC JTC1/SC 29
Working Group 11

MPLS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다중 프로토콜라벨 스위칭 : 데이터 패킷에 IP주소 대신 별도의 라벨을 붙여
스위칭하고 라우팅하는 기술

MR

Mixed Reality

혼합 현실 : 현실 세계에 가상 현실(VR)이 접목되어 현실의 물리적 객체와
가상 객체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환경

MSD

Minimum Set of Data

최소 사고정보 : 사고 발생시 e-Call 단말이 e-Call 센터로 전송하는 정보로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 및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

NCPDP

National Council for
Prescription Drug Program

NEMA

NationalElectricalManufactur
ers'Association

NETCONF

NETwork CONFiguration

NFV

Network Function
Visualization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 네트워크의 방화벽, 트래픽 부하 제어 관리, 라우터
등과 같은 하드웨어 장비의 기능과 처리 기능을 서버단에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기술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국 국립표준 기술 연구소 : 1901년에 설립된 미국 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기술관리국 산하에 있는 표준 기술 연구소

NMEA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

시간, 위치, 방위 등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미국의 The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에서 정의된 규격

NNEF

Neural Network Exchange
Format

신경망 교환포맷

미국전기공업협회

[출처][넥스투비]
KhronosGroup,신경망교환을
위한NNEF1.0표준발표|작성자
넥스투비

NNR

Neural Network
Representation

NP

New Proposal

신경망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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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N

Non-Public Network

NRC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NSA

Non Standalone

NSC

National Standard
Coodinator

NTN

Non-Terrestrial Networks

NWIP

New Work Item Proposal

OAGi

Open Applications Group

OAGIS

Open Applications Group
Integration Specification

공급 사슬 영역에서 확장성 마크업 언어(XML)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
교환 표준 방법을 규정한 기업 간(B2B) 콘텐츠 표준

OASIS

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전자 정부, 전자 비즈니스, 웹 서비스 등 인터넷 분야 주요 이슈의 표준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인 민간 표준화 기구

OCC

Optical Communications for
Cameras

OCEAN

Open allianCE for iot
stANdard

미래창조과학부와 전자부품연구원(KETI)이 주도하는 국제 표준 기반 사물
인터넷 오픈 소스 연합체로 사물인터넷(IoT) 국제 표준인 원엠투엠(oneM2M)을
기반으로 개발된 오픈 소스와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사물인터넷
기업들 간의 협업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
12월에 결성

OC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사물 인터넷(IoT) 기기 간의 상호운용성 제공 및 관련 기술을 표준화하는
협력체로 사물 인터넷 기기의 제조사, 소프트웨어 등에 관계없이 상호
연결성을 위한 프로토콜, 운영 환경 등을 정의하며, 2014년 창립된 오픈
인터커넥트 컨소시엄(OIC : Open Interconnect Consortium)의 명칭이
2016년 2월 OCF로 변경

ODL

Open Day Light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립재활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경제 산업자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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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직교 주파수분할 다중 : 상호 직교성을 갖는 다수 반송파를 이용하여 신호를
변조하여 다중화하는 전송 방식

OFDMA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직교 주파수분할 다중 접속

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

개방형 공간정보 컨소시엄 : 지리 공간 정보 데이터의 호환성과 기술 표준을
연구하고 제정하는 비영리 민관 참여 국제 기구

OGF

Open Grid Forum

그리드 관련한 모든 표준화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

OIC

Open Interconnect
Consortium

OID

Object Identifier

OIF

Optical Internetworking
Forum

OIN

Open Invention Network

OMA

Open Mobile Alliance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의 범세계적 활성화를 위해 기술규격 개발 및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포럼

OMG

Object Management Group

객체 지향 기술의 보급과 표준화를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로 1989년에
발족하였으며 본부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음

oneM2M

one Machine-To-Machine

사물 통신(M2M) 분야 글로벌 표준화 협력체 : 원엠투엠(oneM2M)에는 세계
표준화 단체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유럽전기통신협회(ETSI), 미국
통신정보표준협회(ATIS)와 통신산업협회(TIA), 중국통신표준협회(CCSA),
일본 전파산업협회(ARIB)가 중심이 되고 이에 속한 수많은 기업과 연구 기관,
대학 등이 참여

ONF

Open Networking
Foundation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을 통한 네트워킹의 혁신을 추구하면서
오픈플로(OpenFlow)를 비롯한 관련 기술과 표준을 개발하고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

ONOS

Open Network Operating
System

OPC UA

OPC Unified Architecture

OPNFV

Open Platform for NFV

광통신 장비 제조업체 : 사용자, 서비스 제공자들이 협력하여 광통신 망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준 표준화 기관

산업 자동화용 사물 인터넷을 위한 국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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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RoS

Open Robot Software
Platform for Robotic Services

OSIA

Open System
Interconnection Association

OSM

Open Source Mano

OTN

Optical Transport Network

광 전송망 : IP기반 데이터 및 기타 데이터 서비스를 통합하는 능력을 가진 광
전송 계층을 정의하는 표준

OWASP

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로, 주로 웹을 통한 정보 유출,
취약점 등을 연구

OWC

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

PaaS

Platform as a Service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플랫폼

PAN

Personal Area Network

개인 영역통신 : 전화기와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를 포함하는
사용자에 인접한 컴퓨팅 장치들 간의 통신망

PD

Program Director

PDC

Personal Digital Cellular

PG

Project Group

PHD

Personal Health Device

개인 건강기기 : 개인의 다양한 생체와 건강 상태를 측정하여 수집한 정보를
다른 건강 의료 기기와 상호 교환하는 건강 기기

PHY

Physical Layer Protocol

일반적인 유무선 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물리적 링크를 설정,
유지, 절단하는데 관련된 최하위 층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공개 키 암호 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 보호 표준 방식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PM

Program Manager

PMIC

Power Management
Integrated Circuit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에 대한 학술 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로 구성한 민간 연구 모임

일본에서 개발된 2세대(2G)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

전력 관리칩 : 전압 제어, 배터리 관리 및 충전 기능 등을 하나로 통합한 집적
회로(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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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ML

Predictive Model Markup
Language

애플리케이션간 예측 모형의 정의 및 공유를 가능케 하는 확장성 마크업 언어
(XML) 기반의 언어

PPDR

Public Protection and
Disaster Relief

재난안전 통신 : ITU-R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안전(Public Protection)과
재난구조(Disaster Relief)를 위한 통신이 통합되어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

PS-LTE

Public Safety-LTE

기존의 LTE 기술에 디투디(D2D : Device to device) 통신, 그룹 통신을
제공하는 지시에스이(GCSE : Group Communication System Enablers),
미션 크리티컬 푸시투토크(MCPTT : Mission Critical Push To Talk), 단독
기지국 모드 등 재난 안전에 필수적인 기능을 추가한 것

PTT

Push-To-Talk

무전기처럼 일대일 또는 일대다 형식으로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

PWI

Preliminary Work Stage

QoE

Quality of Experience

QTI

Question and Test
Interoperability specification

RDS

Radio Data System

FM 방송 주파수 대역 내에 교통 정보 등 데이터를 중첩하여 방송하는 시스템

RF

Radio Frequency

무선 주파수

RNIS

Radio Network Information
Service

RoF

Radio over Fiber

아날로그 형태의 무선 주파수(RF) 신호를 광 신호로 변환하여 광섬유를 통해
전송하고, 수신된 광 신호를 다시 무선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기술

RTCA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Aeronautics

미국 항공무선 기술 위원회, 미국의 항공 관련 무선 기술을 연구하고 관련
지침서를 출판하는 민간 단체

RTCM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Maritime Services

SaaS

Software as a Service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상에서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미국 자동차기술자협회

체감 품질 : 서비스 이용자가 각자의 기대치(expectation)에 근거하여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의 총체적인 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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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표준 및 권고 방식 : 국제 민간 항공 조약 제37조 및 제54조에 의거하여 항공
통신, 항공 규칙, 항공 관제 방식, 운항, 공항, 항공기의 내공성(耐空性) 등에
관하여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 이사회에서 채택된 것

SBAS

Satellite-Based
Augmentation System

위성 기반보정 시스템 : GNSS의 위치 오차를 보정한 정보를 위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광역(wide-area)의 위성 항법 보정 시스템

SC

Sub-Committee

SCTE

Society of Cable
Telecommunications
Engineers

유선전기통신 산업에 관련된 미국표준협회(ANSI)에서 인가한 비영리 단체

SDK

Software Development Kit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간편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특정 환경이나
플랫폼 기반의 종합 개발 도구

SDN

Software-Defined
Networking

네트워크를 제어부와 데이터 전달부로 분리하여 네트워크 관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술

SDOs

Standard Develping
Organizations

표준개발기구

SG

Study Group

SLA

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협약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가 제공될 서비스 및 그와
연관된 여러 조건들에 대한 서로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기술해놓은 협약서

SMPTE

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s

국제 영화 텔레비전 기술인 협회로 영화 산업의 진흥을 위해 1916년 SMPE
(society of Motion Picture Engineers) 이름으로 미국에 설립

SNIA

Storage Network Industry
Association

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PG

Special Project Group

STC

Special Technical
Committee

SWOT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해상 인명안전 조약 :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 증진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박의
구조, 설비 및 운항에 관한 최저 기준의 설정을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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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O

The Ace Orb

TC

Technical Committee

TCCA

The Critical Communications
Association

TCP/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컴퓨터 간의 통신을 위해 미국 국방부에서 개발한 통신 프로토콜로, TCP와
IP를 조합한 것

TETRA

Terrestrial Trunked Radio

유럽 전기 통신 표준 협회(ETSI)가 개발한 유럽 이동 무선 통신 기반의
표준으로 경찰·소방 무선과 같은 공공 기관, 공공 단체의 이동 무선 통신의
필요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

TIA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미국 통신산업 협회 : 1988년 미국 전화 공급자 협회와 미국 전자 공업 협회
(EIA)의 정보 통신 기술 그룹(ITG)이 합병하여 설립된 협회

TR

Technical Report

TS

Technical Specification

TSDSI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Development
Society

TSN

Time-Sensitive Networking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전기 통신 관련 표준화 활동을 위해 1988년 설립된
재단 법인(1991년 8월 전기 통신 기본법에 따라 법정 법인이 되었음)으로
전기 통신 방식, 통신 절차, 접속 등의 국내 표준 작성 및 보급과 국내외 표준화
조사 및 연구, 국제 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국제 표준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의 활동을 수행

TTC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일본정보통신기술위원회 : 일본의 전기통신 전반에 관한 표준화와 표준보급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UAV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 항공기 :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무선으로 원격 조정이
가능하거나,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이 가능한 비행체

UAS

Unmanned Aerial System

무인 항공기(UAV) 및 이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시스템

UDP

User Datagram Protocol

인터넷의 표준 프로토콜 집합인 TCP/IP의 기반이 되는 프로토콜의 하나

인도 표준개발 기구 : 인도 국가 표준 개발 기관으로 2013년 11월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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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

Ultra High Definition

URLLC

Ultra-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s

IMT-2020(5G) 이동통신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고 지연 시간이 매우 짧은
통신 서비스를 일컫는 명칭

UTM

UAS Traffic Management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V2I

Vehicle-to-Infrastructure

차량·인프라 통신망 : 차량과 유무선 통신 인프라망이 접속되어 단말과 서버
간에 통신을 제공하는 통신망. 차량에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의 교통 정보
및 안전 지원, 내려받기 서비스를 제공

V2P

Vehicle-to-Pedestrian

차량·보행자 통신 : 차량과 개인 즉,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가 소지한 이동
단말 기기 사이의 무선 통신

V2X

Vehicle-to-Everything
(vehicle / infrastructure
/ nomadic device /
pedestrian)

차량·사물 통신 : 차량을 중심으로 유무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VDES

VHF Data Exchange System

초단파 데이터교환 시스템 : AIS의 메시지 부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AIS에서
사용하는 ASM 채널을 별도 지정하여 AIS 부하를 줄이고, 데이터 통신을
통하여 e-내비게이션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IMO가 추진하고
있는 AIS 지원 통신 방법 및 시스템

VDI/VDE

Verein Deutscher
Ingenieure/Verband der
Elektrotechnik 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독일기술협회/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MA

Verband Deutscher
Maschinen- und
Anlagenbau

독일기계설비제조협회

VHF

Very High Frequency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중에서 HF(High Frequency)보다 높은 주파수대의
명칭

VLC

Visible Light Communication

가시광 통신 : 가시광선(400~700nm)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기술

VNF

Virtualized network
functions

VoLTE

Voice over LTE

엘티이(LTE : Long Term Evolution)와 아이엠티 어드밴스트(IMT-Advanced,
4세대 이동 통신) 기술인 엘티이 어드밴스트(LTE-Advanced)의 IP 데이터
망으로 음성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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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Virtual Reality

가상 현실 : 인간의 상상에 따른 공간과 사물을 컴퓨터에 가상으로 만들어,
시각, 청각, 촉각을 비롯한 인간 오감을 활용한 작용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VSAT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초소형 지구국 : 지름 0.6~1.8 미터(m) 소형 안테나를 가지는 위성 통신용
지구국

VTS

Vessel Traffic Service/
System

선박 교통관제 서비스/시스템 : 선박통항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만과 출입 항로를 항해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의
움직임을 RADAR, CCTV, VHF, AIS 등 첨단 장비로 관찰하여 선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 운항을 위한 조언
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시스템

VVC

Versatile Video Coding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WAAS

Wide Area Augmentation
System)

WAN

Wireless Access Network

무선 접속망 : 휴대형 정보 단말이나 이동 환경에서 코어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망

WBAN

Wireless Body Area
Network

무선 인체통신망 : 사람이 착용(wearable)하는 또는 사람의 몸에 심는
(implant) 형태의 센서나 기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인체 영역 네트워킹 기술

WCG

Wide Color Gamut

디스플레이에서 영상을 실제의 색과 유사하게 재현하기 위해 색 재현율(color
gamut)을 높인 것

WD

Working Draft

WDM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

WG

Working Group

WiBro

Wireless Broadband

월드 와이드 웹 브라우저/서버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연구 기관
및 관련 회사들의 단체로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MIT)과 웹 서버를 개발한
유럽 원자핵 공동 연구소(CERN) 등이 주축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사 등 관련 회사들이 표준화 작업에 참가

파장 분할다중 방식 : 광섬유를 이용하는 통신에서, 상이한 파장의 빛을
이용하여 복수의 채널을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

핸드셋, 노트북,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스마트 폰 등 다양한 휴대
인터넷 단말을 이용하여 정지 및 이동 중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고속으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

PART 4. 약어

231

Wi-Fi

Wireless-Fidelity

2.4㎓대역을 사용하는 무선 랜(WLAN) 규격(IEEE 802.11b)에서 정한 제반
규정에 적합한 제품에 주어진 인증 마크

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무선랜 : 무선 접속점(AP)이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서 무선랜
카드가 장착된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

WMP

Web Map Service

WoT

Web of Things

모든 사물이 웹으로 연결되는 환경

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단거리 무선망 : 사용자 주변의 수 미터(m) 이내의 거리에서 휴대용 정보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 통신망

WPC

Wireless Power Consortium

무선 충전 국제 표준화 단체로 2008년에 무선 충전의 단체 표준 제정 및
프로모션 등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전 세계 주요 전자 통신 기업은 물론
이동 통신 사업자 등이 참여

WPT

Wireless Power Transfer

전원 공급원으로부터 전기적인 부하가 도체의 연결 없이 코일을 이용한
자기장 유도 및 공진 현상 등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전송하는 것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세계 전파통신 회의 :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의 조직을 전편 개편한 1992
년 제네바 헌장 및 협약에 따라 신설된 의사 결정 기관의 하나로서 전파 규칙
(RR)을 개정할 권한을 갖는 회의

WTO/TBT

World Trade Organization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세계무역기구/무역기술장벽 위원회

WUR

Wake Up Radio

WWRF

Wireless World Research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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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보고서의 무단 복제를 금하며, 내용을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총괄책임자 : 구경철 (TTA 표준화본부장)
●사업책임자 : 김대중 (TTA 표준기획단장)
●표준기획단 :오구영, 고준호, 황유철, 전보라, 전지윤, 박유한, 김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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