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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조사 목적
ICT 표준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9년 국내외 ICT 표준화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를 발굴하여, 각 이슈에서 예측할 수 있는 전망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 제공

조사 기준
이슈의 정의

ICT 기술 또는 업계에서 발생하는 중요 사건을 포함

이슈의 대상 	2019년에 ICT 산업 또는 ICT 관련 융합 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슈를 대상으로 하며, ICT와
관련이 없는 산업 이슈는 배제

이슈의 범위 	국내 또는 국제 이슈들에 대한 전략적 중요도(시장/기술적 파급효과, 정책부합성, IPR 확보 가능성)와
국내역량(국내 표준화 역량, 국내 기술개발 수준, 국제 표준화에 대한 국내 기여도)을 균형 있게 모두
고려하는 것을 원칙

이슈의 선정 	ITU, JTC1, 사실표준화기구 등 표준전문가, TTA PG, 포럼 등 ICT 표준화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준용

이슈 포인트

각 이슈별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전망 및 파급효과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분석/전망

선정 방법
이슈 후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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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선정
평가

2차 선정
평가

전문가
인터뷰

255개 이슈 후보

40개 이슈 후보

40개 이슈 후보

10개 이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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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표준화전문가 설문조사
(AHP)를 통한 10대 이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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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방법
2019년 ICT 표준 10대 이슈

대상 표준

5G 이동통신

Enhanced V2X

무인기 ICT

무인기 전용 통신

특수통신

고속 가시광 무선통신

인공지능

인공 신경망 부호화

실감방송·미디어

실감형 비디오 부호화

실감형콘텐츠

VR 휴먼팩터

차세대보안

텔레바이오 인식

사물인터넷

이종 IoT 플랫폼 상호 연동 및 시맨틱 인터워킹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스마트공장

CPS 기반의 스마트공장 참조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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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동통신: Enhanced V2X
중점 표준화 항목 개요
개요

차량-사물 통신을 의미하는 V2X(Vehicle-to-everything) 통신 기술은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 도로 인프라, 인터넷
상의 응용 서버 등과 통신하여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이러한 V2X 기술은 협력 지능형 교통체계(CITS)와 같은 기본 도로 안전 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개발되어 왔으며, IEEE 802.11p나 3GPP Release 14 LTE V2X와
같은 표준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자율 주행 및 차량 간 협력 주행이 보다 발전하면서 차량이 주변과 보다 많은 데이터를
보다 신속하면서도 높은 신뢰성으로 교환해야 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기존의 V2X 통신 기술로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하여 5G를 기반으로 하는 enhanced V2X(eV2X) 기술이 3GPP에서 표준화 진행 중이다.
eV2X 기술이 대상으로 하는 주요한 서비스로는,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일련의 차량이 아주 짧은 간격으로 대형을
이루고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을 따라 자동으로 주행하는 군집 주행(vehicle platooning), 자율주행 차량들이 현재의
자세한 운행 상태 및 향후 예상되는 진행 경로 등을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량 간 협력 및 조율을 수행하는 고도
주행(advanced driving), 각 차량이나 도로 인프라 장치가 자신에 설치된 각종 센서로 수집한 데이터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여 차량의 상황 인지 영역을 확장하는 센서 확장(extended sensor), 차량 외부에 있는 운전자가 통신
기능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원격 주행(remote driving)이 있다.
< Enhanced V2X 개요도 >
고도 주행

센서 확장

군집 주행

원격 주행

NR Uu 기반
enhanced V2X 서비스

LTE PC5 기반
기본 V2X 서비스

NR PC5 기반
enhanced V2X 서비스

LTE Uu
(기본 V2X 서비스)
LTE PC 5
(기본 V2X 서비스)

NR Uu
(enhanced V2X 서비스)

NR PC 5
(enhanced V2X 서비스)

NR PC5 기반
enhanced V2X 서비스

표준화 특성 · 단계 및 표준수준
표준화특성

□ 개념/정의 □ 유즈케이스/요구사항 □ 기능/참조구조
□ 데이터포맷/스키마 ▒ 프로토콜/인터페이스

표준화단계

국내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관련 핵심 표준화 항목 리스트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TTA SPG35 2018-2229, C-V2X 서비스 프레임워크 -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통신 절차
국내

국제

TTA PG905

3GPP SA
3GPP RAN

표준화단계
검토

2017-891-01,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통신시스템 Stage 1: 요구사항

검토

2017-891-02,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통신시스템 Stage 2: 아키텍처

개발

TR 22.886, Study on enhancement of 3GPP Support for 5G V2X Services

과제승인

TR 23.786, Study on architecture enhancements for EPS and 5G System to support advanced V2X services

과제승인

TR 38.885, Study on NR V2X

과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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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전망
TTA ITS/차량ICT PG(PG905)/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SPG(SPG35) 자율협력주행을 지원하는
통신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서비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 5G 표준을
국내 차량 통신 표준으로 도입하는 작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
5G 포럼 5G 기반 V2X를 실증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 지원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5G 기반의 V2X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과제 추진이 논의될 전망

국제 표준화 전망
3GPP RAN/SA Release 16 표준화의 일부로 NR 기반의 eV2X 표준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
5GAA 3GPP의 Release 16 NR 기반의 eV2X 표준에 대한 차량 산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며, 3GPP와 협력하는
작업을 수행할 전망. 또한, NR V2X의 동작 주파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단체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
ETSI ITS 및 SAE 기존 LTE 기반 V2X를 유럽과 미국 ITS 표준에 추가하는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
추가적으로 NR 기반 eV2X 표준을 도입하는 방법 및 기존 ITS 기술과의 공존 문제,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V2X
서비스 표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ITU-R WP5D/WP5A NR V2X 표준을 ITU 표준에 도입하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이슈 포인트
국내 : 5G 기반 eV2X의 국내 적용 방안에 대한 비전의 구축
산업전망 및 파급효과

대응 방안

2019년에는 아직 NR 기반 eV2X 표준이 진행 중일 것이

NR 기반 eV2X의 상용화 계획, 주파수 할당(특히 PC5

므로, 이 표준을 기반으로 한 국내 산업 시장 전망은 초입

인터페이스), 사업 모델에 대한 정부, 산업체, 관련 기관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5G의 상용화가 시작되면서

사이에서 통합된 비전을 마련하여, 표준 완료 후 상용화가

주요한 서비스 분야인 차량 통신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것이므로, 향후 eV2X 표준 기반의 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됨

국제 : 5G 기반 eV2X 표준 및 상용화의 국제적 경쟁 본격화
산업전망 및 파급효과

대응 방안

Release 15 기반 5G의 상용화가 국제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나라가 5G 상용화에서 앞서나가는 점을 활용하고, 5G를

후속 표준인 NR 기반 eV2X에 대한 국가 간, 사업자 간 기술

기반으로 하는 eV2X 기술에 대한 다양한 실증을 주도하여

선도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해 다양한

5G 선도 국가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의

NR 기반 eV2X trial이나 실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수립이 필요. 3GPP에서의 eV2X 표준화에 국내 업체/

3GPP에서의 eV2X 표준이 진행되면서, 이를 활용할 각종

기관이 적극 참여하여 기술적 지분을 확보. 각 국가의 응용

eV2X 응용 표준 작업이 각 국가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표준화 및 주파수 정책을 밀접하게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국내 작업을 신속하게 준비함으로써 eV2X 표준을 상용
서비스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선도적인 입지를 유지

2019 ICT 표준 10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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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ICT: 무인기 전용 통신
중점 표준화 항목 개요
개요

무인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고신뢰도 제어와 무인기 응용 확대를 위해 무인기 전용으로 분배된 면허 대역에서의 무인기
통신 기술로서, 무인기 고신뢰성 제어/광대역 임무용 무선 인터페이스 및 통신 채널 관리 기술, 무인기 위성/지상 통합
네트워크 및 무인기 간 분산형 통신 네트워크 기술, 항재밍 무인기 통신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유무인기 공역 통합을 위해서는 고신뢰성 무인기 제어용 통신 네트워크가 필수적 요구사항이며, 비가시거리 영역에서
국제적 무인기 안정적 운용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 표준화가 필요하다. 또한, 무인기 응용 확대를 위한
광대역 임무 전용 통신 표준이 부재이며, 임무 전용 국제 주파수 및 중대형/소형 무인기에 적용 가능하며, HD급 영상
전송이 가능한 통신표준이 필요하다.
무인기 수요 증대를 고려한 제한적인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제 무인기 운용을 위한 주파수 효율적 동적 채널
할당 및 국제 표준 확보 필요하다.
< 무인기 전용 통신 개요도 >

표준화 특성 · 단계 및 표준수준
표준화특성

□ 개념/정의 □ 유즈케이스/요구사항 □ 기능/참조구조
□ 데이터포맷/스키마 ▒ 프로토콜/인터페이스

표준화단계

국내 □과제기획▶□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국제 □과제기획▶□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관련 핵심 표준화 항목 리스트
표준화기구
국내 TTA PG903

표준(안)명
TTAK.KO-06.0452, 무인항공기시스템 제어 및 비임무용 통신 물리계층
무인항공기시스템 제어 및 비임무용 통신 상위계층

ITU-R SG4/ Report M.2171, Characteristics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and spectrum requirements to
SG5
support their safe operation in non-segregated airspace
ICAO
국제
RTCA
EUROCAE

Annex 10 Vol. 6, RPAS C2 link SARPs (Phase 1)
Annex 10 Vol. 6, RPAS C2 link SARPs (Phase 2)
DO-362, C2 data link MOPS (Terrestrial)

표준화단계
채택(2018)
과제기획
채택(2009)
검토
과제승인
채택(2016)

DO-362A, C2 data link MOPS enhancements (Terrestrial)

개발

DO-XXX, C2 data link MOPS (C-band SATCOM)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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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전망
TTA 특수통신 PG(PG903) 무인기 제어 전용 통신 기술 표준화 추진 중으로, 2018년 초 5,030~5,091㎒
(61㎒)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인기 제어용 통신 물리계층 표준 개발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제어용 통신 상위
계층 기술 표준화 진행 예정

한국 ITU-R
연구위원회

한국 ITU-R 연구위원회 2019년에 개최되는 WRC-19을 대비하여 2015년부터 무인기 주파수 사용에 관한 연구
진행 중

국제 표준화 전망
ITU-R SG4/SG5 무인기 FSS 주파수 사용 연구를 진행 중이며, 무인기 응용 확대를 위해 무인기 임무용 주파수
및 상용 주파수 확보 방안 연구 진행 예정
ICAO RPAS Panel에서 무인기 제어용 통신링크에 대한 기술중립적 SARPs 국제표준 개발을 2018년 6월
완료, 2018년 9월부터 기술적 세부사항을 포함한 SARPs 표준 개발 시작. 무인기 운용에서의 기술적
세부사항은 RTCA와 EUROCAE의 연구 결과를 준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RTCA의 기술 표준화 결과는
ICAO의 RPAS 관련 SARPs에 향후 반영될 예정
RTCA 2016년 9월 무인기 제어용 통신에 대한 1단계 MOPS 표준 개발을 Point-to-Point 통신링크를 대상으로
완료하였으며, 현재 네트워크 기반의 무인기 제어용 지상 및 위성 통신링크 표준 개발을 진행 중
EUROCAE 주로 무인기 제어용 위성 통신 MOPS 표준 개발이 진행 중이나 현재는 가시적 활동은 미비한 상태로
무인기 제어용 지상 통신 MOPS 표준은 미국 RTCA MOPS 표준을 준용 예정

이슈 포인트
국내 : 국가 공역에서 무인기 안정적 운용 및 무인기 시장/응용 확대를 위한 무인기 전용 통신 국내 표준 확보
산업전망 및 파급효과

대응 방안

무인기의 국가 공역으로의 안정적 진입을 위한 기반 기술

산·학·연을 중심으로 저고도 및 중고고도 무인기의 국가

확보를 통해 무인기 수요와 응용 확대를 통해 국내 무인기

공역으로의 안정적 진입 및 무인기 응용 확대를 위한 무인기

시장 확대 가능.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낮은 항공 분야에서

통신 기반 핵심 기술 개발 추진. 미국 RTCA 무인기 제어용

국내 기업이 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통신 2단계 표준을 국내 TTA 특수통신 PG(PG903)에서
먼저 개발하여 국제표준 반영 추진. 임무용 통신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 2019년부터 국내 TTA PG903에서 임무용
통신 국내표준화 진행 예정

국제 : 국
 제 공역에서 무인기의 안정적 운용 및 무인기 응용 확대를 위한 무인기 전용 통신 글로벌 표준 선도 및
국내업체 경쟁력 강화
산업전망 및 파급효과

대응 방안

유무인기 공역 통합 기반의 무인기의 국제비행을 위한

ICAO RPAS 패널 WG2에서 개발 중인 C2 링크 SARPs 국제

글로벌 표준 확보를 통해 전세계 무인기 수요 및 응용 확대

표준화(2020년 완료 예정)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정책 및

가능. 또한, 국제 무인기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 반영 추진(ICAO Annex 10 Vol.6 제정 작업 참여). 국내

가능

산업체에서 선제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RTCA에서
관련 기술 표준화(2020년 완료 예정)를 선도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내 원천 기술의 미국 표준 반영을 통해 ICAO
글로벌 표준화 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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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신: 고속 가시광 무선통신
중점 표준화 항목 개요
개요

고속 라이파이 OWC 기술 분야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양한 공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LED 라이팅 광원 혹은 조명
기기를 활용한 광 송신기와 포토다이오드 기반의 광 수신기를 이용하여 라이팅 기능과 함께 다중 접속과 양방향의 고속
무선통신 서비스를 주로 실내 일상생활 영역과 산업 공간 및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제공하기 위한 광 무선통신 기술이며,
최근 해외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들과 주요 연구기관들이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선도하면서 차세대 무선 인터넷 통신
기술로 부각되어 다양한 국제표준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 고속 라이파이 OWC 기술 개요도 >
Next higher layer

4G/5G

MCPS-SAP

MLME-SAP

MAC

…

Functional Description
General MAC Frame Format
MAC sublayer service spec.

PD-SAP

PLME-SAP

PHY

…

General requirements
Operating modes & PPDU format
PHY service spec.

(RF) Wi-Fi

Li-Fi (Optical Wireless)

Physical Channel

※ 출처: https://purelifi.com/

표준화 특성 · 단계 및 표준수준
표준화특성

□ 개념/정의 □ 유즈케이스/요구사항 □ 기능/참조구조
□ 데이터포맷/스키마 ▒ 프로토콜/인터페이스

표준화단계

국내 ▒ 과제기획▶□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관련 핵심 표준화 항목 리스트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IEEE 802.15 IEEE 802.15.13, Standard for Multi Giga bit/sec 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s

표준화단계
과제승인

IEEE 802.11

IEEE 802.11 bb, Standard for Information technology -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s - Specific requirements Part 11: Wireless LAN Medium Access Control(MAC) and Physical Layer(PHY) Specifications
Amendment: Light Communications

ITU-T SG15

G.9991(G.vlc), High speed indoor visible light communication transceiver - System architecture,
physical layer and data link layer specification

검토

ITU-R SG1

Question SG01.238, Characteristics for use of visible light for broadband communications

개발

국제

과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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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전망
TTA 가시광 융합통신 PG(PG425) 국내의 고속 라이파이 OWC 표준화 활동이 향후 이른 시기 내에 전개되기
어려우며, 명확한 서비스 사업화 목표가 제시되어 관련 기술 개발과 표준화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국내
표준화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국제 표준화 전망
IEEE 802.15.13 MG-OWC는 PAM 변조 기반의 PM PHY 모드와 저대역폭 OFDM 기반의 LB PHY 모드 및
고대역폭 OFDM 기반의 HB PHY 모드로 구성된 PHY 계층과 IEEE 802.15.4 - 2015 표준 기반의 수정 MAC
계층으로 구성된 표준 draft 3.1을 업데이트하여 2019년 상반기에 WG Letter Ballot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9년 하반기에는 표준안의 WG 회람과 수정 의견 반영을 완료하여 Sponsor Ballot 프로세스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IEEE 802.11bb 380nm~5,000nm 파장 대역을 사용하여 10Mbps~5Gbps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광 무선통신
신규 PHY 계층을 지원하고 IEEE 802.11 호환 MAC 계층 기술 표준화를 목표로 함. 2019년 상반기에는
공식적인 표준기술 제안 요청이 공지되고 참여 그룹들 간 제안기술 비교 경쟁 토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9년 하반기에는 제안기술 비교 검증을 완료하여 시작 표준안 D0 draft 작성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
ITU-T SG15 2019년에는 실내 고속 가시광 무선통신 표준화 G.9991 표준안에 대해 공식적인 승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ITU-R SG1 2015년 가시광 무선통신 기술에 대한 광대역 통신 특성을 논의하기로 승인. 2017년부터 SG1
WP1A에서는 S2로 분류하여 기술 보고서 작성을 본격 추진해 왔으므로, 2019년에는 “Characteristics for use
of visible light for broadband communications” 보고서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

이슈 포인트
국내 : 고속 라이파이 OWC 기술 연구개발 및 표준화 경쟁력 강화
산업전망 및 파급효과

대응 방안

고속 라이파이 OWC 기술 분야는 기술 개발과 표준화 활동이

해외에서 고속 OWC 라이파이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개발과

극도로 위축되어 해외의 동향만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임.

사업화 및 표준화 활동이 급속하게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국내의 고속 라이파이 OWC 관련 산업시장이 향후

국내/해외 기술 격차와 표준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1~2년 내에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기 어려우며, 국내와

정책적 지원과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화 발굴 협력

해외의 산업화 성공 경험이 확산되거나 혹은 기술의 미래

확대가 시급히 필요함

잠재성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시화 될 때 관련
산업 활동이 점화될 것으로 전망됨

국제 : 고속 라이파이 OWC 기술 산업화를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가속화
산업전망 및 파급효과

대응 방안

고속 라이파이 OWC 기술 분야에서 IEEE 802.11 TGbb,

국내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가 지난 7~8년 동안 저속의

IEEE 802.15 TG13, ITU-T SG15, ITU-R SG1 등의 국제표준화

OCC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왔고, 2018년 하반기까지 저속의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세계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OCC 분야에서 IEEE 표준화가 완료 단계로 시기적으로 다소

상기 기술 분야의 산업화를 목적으로 신설된 다양한 신생

늦었지만 고속 라이파이 OWC 기술 분야에서 해외 경쟁 기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선도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영역에서

대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진취적 사업화를 시도하면서 융합기술 혁신 경쟁이 가속화

이를 기반으로 고속 라이파이 OWC 분야의 국제표준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서비스 분야별 라이팅 융합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해외 선도 기관들과 다각적인 협력

IoT 통신 신기술 사업화가 활성화되고, 전통적인 라이팅

관계 구축이 필요함

제조업과 통신기기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사이의 활발한
화학적 결합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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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인공 신경망 부호화
중점 표준화 항목 개요
개요

이종 플랫폼 간의 연동 및 학습 신경망과 추론 신경망의 연동을 위한 인공지능 신경망 압축 및 표현 기술이며, 인공신경망
(Neural Network) 포맷 표준에서는 학습된 신경망에 대해 압축된 모델이 해석 가능하며, 다른 인공신경망 포맷간의
상호 운용 가능한 표현을 국제표준으로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NN 및 자동 인코딩 네트워크, LSTM과 같은
반복 네트워크 등 다른 인공 신경망 유형에 대한 정의를 하며, 이 정의는 인공신경망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인공신경망의 압축된 표현을 효율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원래의 인공신경망보다 더 빨리 추론 할 수 있도록 원래의
인공신경망을 다시 수정하지 않고 추론이 가능하다. 제한된 구현환경(계산, 메모리, 전력, 대역폭) 하에서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인공신경망 압축 프레임워크 >
Fine-tuning or
Knowledge transfer

Different compressed
approaches or skip

Huffman
encoder

Quantization

Pruning, SVD
Filter selection
Structure redesign
...

Preliminary
compressed model

Original model

Quantized model

Coded model

※ 출처: ISO/IEC JTC1/SC29/WG11/N17924, 2018.10.

표준화 특성 · 단계 및 표준수준
표준화특성

□ 개념/정의 ▒ 유즈케이스/요구사항 □ 기능/참조구조
□ 데이터포맷/스키마 □ 프로토콜/인터페이스

표준화단계

국내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관련 핵심 표준화 항목 리스트
표준화기구

국제

표준(안)명

JTC1 SC29
WG11

MPEG-NNR(Coding of Neural Network Representation)

Khronos

NNEF(Neural Network Exchange Format) 1.0

표준화단계
과제기획
채택(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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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전망
지능정보기술포럼 지능정보(인공지능)기술 관련된 산업육성 정책을 제안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ETRI를 중심으로 JTC1, ITU-T 국제표준동향 파악과 유관기업 및 단체와 협업,
국제표준 공동기고 추진을 진행 예정

MPEG뉴미디어포럼 인공지능 관련 국내 표준화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제 표준 지원 기능만 수행 중.
국내외 기업, 학계, 연구소 등 많은 회원사가 참여하여 국제표준에 대응하고 최근에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표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모여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 예정

국제 표준화 전망
JTC1 SC29 WG11 인공신경망 표현(NNR) 국제표준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유즈 케이스를 수집하고
국제표준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검증하고 있음. 2018년 하반기부터 Test data를 수집하고, 2018년 10월
Call for Proposal을 진행 중이며 2019년 4월 첫 번째 MPEG-NNR WD문서가 만들어질 예정
JTC1 SC42 인공지능 국제표준그룹에서는 2018년 하반기부터 국가별로 인공지능 평가모델을 의제를
논의하여 결정하는 중이며, 세부적인 WG 의제는 2019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

Khronos Group 2018년 8월 NNEF(Neural Network Exchange Format) 표준을 공개함. NNEF 1.0은
다양한 딥러닝 엔진과 추론 엔진 간에 신경망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의 파편화를 줄이고자
개발되었으며, 관련 산업에 최적화된 가속 신경망 엔진을 다양한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

이슈 포인트
국내 : 초기 단계인 인공지능 표준화 주도를 위한 노력 시작
산업전망 및 파급효과

대응 방안

NNR 표준은 영상인식분야 등 융합산업에 응용가능 할

인공지능 제품관련 기술을 살펴보면 물체인식, 의료영상

것으로 기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의료정보와 동영상 부호화/전송 등이 있으며, 인공지능

국민안전처 등 범부처에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

국제표준 기술에 대하여 각 기관이 제안하는 내용을 특허

개발 투자 확대할 예정

출원하고, 국제표준에 채택시킴으로써 국내기술의 국제
표준 특허기술을 조기 확보 추진

국제 : 빠
 르게 진화하는 머신러닝 산업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 개발
산업전망 및 파급효과

대응 방안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수요와 글로벌 ICT 기업들의 자사

인공지능 전문가가 국제표준에 전략적으로 참여하고

기술을 공개하여 시장 영향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대응하여 관련 국제표준을 선도·선점을 추진하고, 또한

맞물려 향후 인공지능 오픈소스화는 지속적인 트렌드로

완성된 국제 표준을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시범 적용하여

자리 잡을 것이며, 이로 인한 인공지능 생태계 진화가

안정성, 융통성, 확장성 향상을 도모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2019 ICT 표준 10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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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방송·미디어: 실감형 비디오 부호화
중점 표준화 항목 개요
개요

사실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실감형 비디오(SDR(UHD/HD), HDR, 360 비디오) 데이터의 압축 및 복원 기술로서,
4K/8K UHD의 초고화질 비디오 및 360 비디오/VR 등 실감형 이머시브(immersive) 미디어가 확산됨에 따라 최신
비디오 부호화 표준인 HEVC 보다 더 높은 압축 효율의 새로운 비디오 코덱 표준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Future Video Coding) 표준을 위하여 ITU-T VCEG(Q6/SG16)과 ISO/IEC MPEG(JTC1 SC29 WG11)는
공동 협력팀인 JVET(Joint Video Exports Team)를 구성하고 기존의 HEVC/H.265 보다 2배 이상의 압축 성능을 갖는
VVC(Versatile Video Coding) 표준화를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VVC는 HD/UHD의 고화질 SDR 및
HDR 비디오뿐만 아니라 360도의 전방위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본격적인 표준화에 앞서 2015년
10월에 구성된 JVET는 약 2년간의 기술 탐색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시험모델 JEM을 개발하였다. 2017년 10월 제8차 JVET
회의에서 기술제안요청서(CfP)를 발행하고 본격적인 표준화를 시작하였다. 2018년 4월 제10차 샌디에고 JVET 회의에서
CfP에 응답한 23개 제안기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VVC의 WD1.0과 시험모델(VTM)1.0을 발간하였다.
제11차 JVET 회의와 제12차 JVET 회의에서 WD2.0/VTM2.0과 WD3.0/VTM3.0이 각각 진행되었고, WD2.0을 기준으로
현재 VVC의 압축 성능은 HEVC 대비 18.02%(AI 모드)/23.08%(RA 모드)의 비트율(BD-rate) 절감 보인다. 복잡도는
인코더/디코더 실행시간이 18배/1.7배(AI 모드)이며, 2.7배/1.26배(RA 모드) 증가를 보인다. WD3.0에서는 RA 모드에서
30%에 근접하는 성능을 보일 것으로 보여 현재 상당한 성능 개선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VVC는 CD(2019/07),
DIS(2020/01), FDIS(2020/10)의 주요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2020년 완료될 VVC는 ITU-T H.266 및 MPEG-I Part 3(ISO/IEC 23090-3, Immersive Video Coding) 표준이 될
예정이며, 5G 모바일 인프라의 등장과 함께 4K/8K UHD 초고화질 비디오, 360 비디오/VR 및 3DoF/6DoF의 MPEG-I
Visual 응용을 위한 새로운 코덱 표준으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비디오 코덱 국제표준 발전 과정 >
Bit Rate

MPEG-2
1994

2x compression
AVC
2003

SD
HD

HEVC
2013
UHD

HD

1990

2000

2010

VVC
VR
2020

표준화 특성 · 단계 및 표준수준
표준화특성

□ 개념/정의 □ 유즈케이스/요구사항 □ 기능/참조구조
□ 데이터포맷/스키마 ▒ 프로토콜/인터페이스

표준화단계

국내 국내 표준 미개발
국제 □과제기획▶□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관련 핵심 표준화 항목 리스트
표준화기구
JVET
국제 (ITU-T VCEG &
ISO/IEC MPEG)

표준(안)명

표준화단계

Versatile Video Coding (ITU-T H.266, MPEG-I Part 3(ISO/IEC 23090-3, Immersive Video Coding))

개발

11
국내 표준화 전망
비디오 부호화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국내 독자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국내 기관들이 국제 비디오 부호화 표준화에 참여하고,
국내 표준은 국제표준을 그대로 수용 중(일례로, HEVC는 TTA 지상파 UHD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 채택됨)

국제 표준화 전망

JVET

JVET(ITU-T VCEG & ISO/IEC MPEG) 2019년에는 제13차 ~ 제16차 회의까지 4번의 JVET 표준화 회의가
계획되어 있고, 2019년 7월 CD가 발간될 예정. 제13차와 제14차 JVET 회의에서는 CE 결과를 중심으로
후보 기술들을 평가하고 채택 기술을 선별하여 WD/VTM의 갱신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9년에는 CD가
발간될 예정이므로 표준 기술개발이 상당히 진행되어 목표로 한 HEVC 대비 2배의 압축 성능에 근접하는
성과를 이룰 것으로 예상

이슈 포인트
국내 : HEVC의 성과를 VVC까지 확대
산업전망 및 파급효과

대응 방안

비디오 코덱 표준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

국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JVET 표준화에 적극 대응

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산업에 필수적인 표준으로, 대표

하고 있으며, HEVC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VVC에

적인 표준 성공 사례인 AVC, HEVC의 명맥을 잇는 초고

서도 표준 기술과 지적재산소유권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

화질 서비스부터 360 비디오로 대표되는 몰입형 미디어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서비스까지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국제 : 로
 열티 프리 코덱에 대응하기 위한 원천기술 확보 필요
산업전망 및 파급효과
VVC는 5G 모바일 인프라의 등장과 함께 4K/8K UHD 비디오,
360 비디오/VR 응용 등 이머시브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코덱 표준으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높은 압축 성능을 바탕으로 디지털 방송, 인터넷 스트리밍,
IPTV, 감시 비디오 등의 초고화질/실감 미디어 서비스와 방송
장비(STB),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DVR 등 영상 장비에
활용되어 그 산업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구글, 애플 등을 중심으로 한 대형 IT 기업들이 AOMedia를
구성하고 웹 스트리밍 응용에서 HEVC 이상의 압축률을
제공하는 로열티 프리의 AV1 코덱 개발을 진행 중으로,
AV1은 민간 표준 코덱으로 현재는 웹 환경에 특화된
코덱으로 방송 및 통신 등 라이브 서비스에서는 성능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지만, VVC의 경쟁 우위를 위해서는 보다
우수한 압축 및 복잡도 성능을 갖는 표준 개발이 필요해
보이며 HEVC의 경우 MPEG-LA 등 3개의 별도의 특허 풀이
구성되어 있는 등 표준 라이센스의 비효율성이 HEVC의
산업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일부 기관들이 별도로 VCIF을 구성하고 이러한 잠재적인
VVC의 라이센스 문제 및 향후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VVC 표준에서는 기존의 프로파일 보다 훨씬
다양한 부호화 툴 구성을 지원하는 하이레벨 신택스(HLS)를
제공할 예정

대응 방안
HEVC 표준화에서의 국내 기관들의 두드러진 성과를
바탕으로 VVC 표준화에서도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기술제안 등 표준화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현재, 약 10여 개의 기관에서 50여명의 전문가 참여),
국제표준 기술 및 지적재산소유권 확보 등 HEVC 못지않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내 기관에서는
AV1 코덱의 개발 동향, VVC의 잠재적인 라이센스 문제 등
VVC 관련 표준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제 표준 기술 및
지적재산소유권 확보와 함께 라이센스, 경쟁 코덱 등 VVC
표준 이슈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

2019 ICT 표준 10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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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형 콘텐츠: VR 휴먼팩터
중점 표준화 항목 개요
개요

HMD(Head Mount Display) 기반의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서비스에서 제기되는 어지럼증 등 여러 증상
(휴먼팩터)을 해소 하려는 기술로서, 가상현실 서비스는 혼합현실(MR, Merged Reality)과는 달리 완전한 몰입을 위하여
현실세계와 차폐된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VR의 특성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몇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양안의
시차(Parallax)를 이용한 3차원 입체감(Stereoscopic)이다. 이것은 사용자에게 감각 충돌을 일으켜 멀미와 같은 불편함(VR
Sickness)을 유발한다. 이러한 VR Sickness는 콘텐츠와 H/W는 물론이고 네트워크 같은 주변 인프라도 지원이 되어야
완전한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다양한 표준화 기구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VR 휴먼팩터 개요도 >

Motion Sickness
Simulator Sickness
Sea Sickness
Car Sickness
Vestibular Input
(Stationary)

Sensory
Confilct

Visual Input
(Moving)

Air Sickness

Cybersickness
VR Sickness

Space
Sickness
CYBERSICKNESS

표준화 특성 · 단계 및 표준수준
표준화특성

□ 개념/정의 ▒ 유즈케이스/요구사항 □ 기능/참조구조
□ 데이터포맷/스키마 □ 프로토콜/인터페이스

표준화단계

국내 □과제기획▶□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관련 핵심 표준화 항목 리스트
표준화기구

국내 TTA PG610

표준(안)명

표준화단계

2018-2179, 멀미 저감을 위한 머리장착형 영상장치 기반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지침

검토

2018-2178, 가상현실 콘텐츠의 멀미 및 피로도에 대한 평가 및 분석 프레임워크

검토

2018-1673, 안전한 가상현실 서비스를 위한 주변감지와 경고시스템

검토

IEEE 3079

HMD based VR Sickness Reduction Technology

과제승인

IEEE 802

Network Enablers for seamless HMD based VR Content Service

과제기획

Standard for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Environment Safety

과제승인

Standard for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Immersive User Interface

과제승인

Khronos Group

Open XR

과제승인

ITU-T SG12

G.QoE-VR, Quality of Experience (QoE) for virtual reality (VR) services

국제 IEEE 2048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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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전망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 VR 휴먼팩터 표준화를 진행 중 이며, ETRI를 주축으로 하여 VR 피로도와
멀미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 중. 또한, 2017년에 제정된 ‘멀미 저감을 위한 머리장착형 영상장치 기반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지침’은 더욱 보완되어 개정된 버전이 2018년 말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도에는 국제
표준을 선도할 ‘VR 멀미 저감을 위한 HMD 기반의 VR 서비스 표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임

실감형혼합
현실기술포럼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 IEEE 3079, IEEE 802, 그리고 IEEE 2048과 Khronos Group 등의 국제 표준
기구들과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TTA 디지털콘텐츠 PG에서 핵심적인 표준개발을 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IEEE 3079를 통하여 ‘VR 멀미 저감을 위한 HMD 기반의 VR 서비스 표준’ 초안을 제시할 계획

국제 표준화 전망
IEEE 3079 표준 초안이 완성되어 LB(Letter Ballot)이 진행되고, 첫번째 SB(Sponsor Ballot)까지는 완료될
전망
IEEE 802 Motion-to-Photon Latency를 줄이는 기술적 표준을 만들기 위한 SG를 2019년에 구성하여
1Gbps의 네트워크 속도를 보장하는 VR 전용 Spec. 제정에 착수할 예정

< IEEE 3079 표준화 Timeline >

이슈 포인트
국내 :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휴먼팩터
산업전망 및 파급효과

대응 방안

우리나라는 최근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VR 콘텐츠

현재 진행 중인 국내 VR 휴먼팩터 관련 표준들을 제정

서비스 시장이 확장되고 있으며, VR 인터페이스의 정착으로

하고, 국제 표준기구들과 협력하여 국내 표준의 국제 표준

다양한 킬러 콘텐츠들이 출시될 전망

반영을 추진. 또한, VR 콘텐츠 시장의 확장으로 인해 많은
콘텐츠 사용으로 발생되는 VR 인터페이스의 안전 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응 필요

국제 : 멀
 미 통제를 통한 VR 콘텐츠 서비스의 기술 역량 강화
산업전망 및 파급효과

대응 방안

VR 콘텐츠 서비스가 VR 멀미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나라에서 IEEE 3079를 주도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기술

적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역량 강화 및 표준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추진

표준화를 함으로써 VR 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2019 ICT 표준 10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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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보안: 텔레바이오 인식

07

중점 표준화 항목 개요
개요
텔레바이오인식기술(Telebiometrics)은 스마트폰·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바이오인식센서부, 바이오정보를 송수신하는
네트워크부, 모바일기기·컴퓨터 등 서버부로 구성되어, 핀테크,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등 응용서비스에서 사용자 인증
및 IoT 기기인증을 수행하는 인증기술을 의미한다. 특히, 바이오인식센서에서는 지문·얼굴·홍채·정맥 등 신체적 특징점
또는 음성·서명·생체신호·걸음걸이 등 행동학적 특징점을 취득하게 되어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서버로 부터 등록된
바이오정보에 대한 인증과정을 거치어 모바일 지급결제(핀테크), 원격의료(헬스케어), 스마트카(자율주행차) 등과 같은
텔레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에서 원격으로 개인인증 및 기기인증을 수행하게 된다.
< 텔레바이오인식기술 개요도 및 유즈케이스 >

표준화 특성 · 단계 및 표준수준
표준화특성

□ 개념/정의 □ 유즈케이스/요구사항 □ 기능/참조구조
□ 데이터포맷/스키마 ▒ 프로토콜/인터페이스

표준화단계

국내 □과제기획▶□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국제 □과제기획▶□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관련 핵심 표준화 항목 리스트
표준화기구

국내 TTA PG505

표준(안)명

채택(2014)

TTAR-12.0021, 핀테크 환경에서 텔레바이오인식을 이용한 비대면 인증

채택(2016)

TTAK.KO-12.0323, 개인인증용 심전도 및 광용적맥파 특징점 데이터 교환포맷

채택(2017)

TTAK.KO-12.0325, 생체신호 인증알고리즘 성능시험 지침

채택(2017)

생체신호를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모니터링 서비스(기술보고서)

국제 ITU-T SG17

표준화단계

TTAK.KO-12.0243, 모바일기기 바이오정보 탑재기술

과제승인

X.1086, Telebiometrics Protection Procedures:Part1

채택(2008)

X.1085, Biometric Hardware Security Module

채택(2017)

X.1087, Telebiometric Authentication using Mobile devices

채택(2017)

X.tab, Telebiometric Authentication using Biosignals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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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전망
TTA 바이오인식 PG(PG505) 스마트폰에 지문·얼굴·홍채·정맥인식 등을 탑재하여 모바일 지급결제가
보급화 됨과 동시에 가짜지문 등 바이오정보의 위변조 위협이 급증하는 추세. 이에 대한 인공지능기법을
활용한 위변조 탐지 및 성능시험기술, 위변조에 강인한 뇌파·심전도·심박수 등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인식기술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증가될 전망. 한편,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취약계측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생체신호 인증기술을 활용한 헬스
모니터링기술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 역시 증가될 전망

국제 표준화 전망
JTC1 SC37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바이오인식기술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른 모바일 바이오인식
성능시험기술 및 지능형 CCTV와 연동되는 바이오인식 융합기술에 대한 표준화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ITU-T SG17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모바일기기에서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인식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이러한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 모니터링 서비스 기술에 대한
표준화 요구 증가로 텔레바이오인식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응용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가속화될 전망

ABC 전세계적으로 FIDO V2.0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모바일기기에서 이를 활용함에 있어 바이오정보
취득시 위변조 위협의 증가 추세로 한국바이오인식협의회(KBID)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아태지역의 시험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

이슈 포인트
국내 : 위변조에 강인한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인식, 차세대 비대면 인증기술로
산업전망 및 파급효과

대응 방안

의류형 · 악세사리형 · 부착형 등 다양한 형태로 생체신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광역시 · 지자체 등 정부기관, 의료

센서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과 이를 이용한 생체신호

기관,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바이오인식 산업체, KBID·KI-

인증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통하여 모바일 지급결제(핀테크),

SA·TTA·대학병원 등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성

원격의료·복지 등의 공공서비스에서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하여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생체신호인증을

비대면 인증시장 창출과 더불어 고독사에 능동적으로 대처

통한 헬스케어서비스 적용을 위해 관련 법제도 연구가

할 수 있는 생체신호기반 취약계층 대상의 건강돌봄서비스에

필요

활용하여 사회안전 기반조성 가능

국제 : 바이오인식 위변조탐지 시험기술, 생체신호 인증기반 헬스모니터링 서비스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선점
산업전망 및 파급효과

대응 방안

인공지능을 접목한 바이오인식 위변조 탐지기술과 위변조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바이오인식 산업체, KBID·KISA·TTA·

강인한 생체신호인증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기술 국제

대학병원 등 연구기관과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표준화 선점을 통하여 텔레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시장이

추진하여 모바일 바이오인식시장의 안전성 및 신규시장

창출될 전망

창출 유도

2019 ICT 표준 10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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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이종 IoT 플랫폼 상호연동 및 시맨틱 인터워킹

08

중점 표준화 항목 개요
개요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들이 연계되어 제공된다. 하나의 주체에서 모든 요소를 제공하면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사물인터넷 기기와 서비스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개발되고 제공된다. 사물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 이동통신사들을 포함한 다수의 주체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이종 플랫폼들간의 연계가 필수이다. 이종 IoT 플랫폼 상호연동 및 시맨틱 인터워킹 기술은 이종 IoT 플랫폼
간의 연동을 위한 구조 및 프로토콜과 시맨틱 기반 인터워킹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이종 플랫폼 상호연동은 서로 다른
연동구조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표준 간 상호 연동을 위한 기술로 oneM2M, 3GPP SCEF, W3C WoT, LwM2M,
OCF 연동기술 등이 있다. 시맨틱 인터워킹 기술은 데이터 표준 모델과 온톨로지 매핑 기술 등 시맨틱 기반의 General
Interworking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현재, oneM2M, 3GPP, OCF 등의 사실표준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확장을 위해 이종 IoT 플랫폼간 상호연동의 표준규격을 개발하고 있으며, 동시에 규격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오픈소스
구현도 병행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소 및 기업들은 플랫폼 간 연동 기술 연구 성과 차원에서 상호 연동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실질적인 서비스 출시는 준비 중이다. IoT 시맨틱 인터워킹은 표준규격화가 진행 중이고 인터워킹
중심의 시맨틱 기술을 지능화 분야로 확장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 이종 IoT 플랫폼 상호연동 및 시맨틱 인터워킹 개요도 >

사물인터넷
플랫폼

사물인터넷 데이터 모델 / 프록시 디바이스
통신 엔티티
이종 플랫폼 브릿지

인터워킹 프록시 엔티티

…
연동디바이스

연동디바이스

연동디바이스

연동디바이스

연동디바이스

연동디바이스

연동디바이스

연동디바이스

연동디바이스

이종사물인터넷
플랫폼/네트워크

표준화 특성 · 단계 및 표준수준
표준화특성

□ 개념/정의 □ 유즈케이스/요구사항 □ 기능/참조구조
□ 데이터포맷/스키마 ▒ 프로토콜/인터페이스

표준화단계

국내 □과제기획▶□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국제 □과제기획▶□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관련 핵심 표준화 항목 리스트
표준화기구
국내 TTA SPG11/SPG12

oneM2M
PRO/MAS WG
국제
ITU-T SG20
OCF
Z-Bridging/
BLE-Bridging PG

표준(안)명
TTAR-10.0086, 사물인터넷 기본 온톨로지 현황
TTAR-10.0089, IoT 데이터 연동을 위한 네트워크 프레임워크
2018-2215, 사물지능 프레임워크를 위한 지능서비스 프로파일
TS-0012, oneM2M Base Ontology
TS-0023, SDT based Information Model and Mapping for Vertical Industries
TS-0026, 3GPP Interworking
TS-0030, Ontology based Interworking
TS-0033, Interworking Framework
Y.4500.14, oneM2M-LwM2M Interworking
OCF ZigBee/Z-wave Bridging Spec
OCF BLE Bridging Spec
OCF Bridging Spec

표준화단계
채택(2018)
채택(2018)
개발
개발
개발
개발
개발
채택(2018)
채택(2018)
개발
개발
채택(2017)

17
국내 표준화 전망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3) 이종 플랫폼 연동 데이터 모델, 온톨로지 기반 사물검색
등의 시맨틱 기반 인터워킹 기술규격 제정 추진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사물인터넷 플랫폼간 보안 연동, 이종 IoT 플랫폼간 보안 인터워킹, SaaS기반 IoT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공유 등 다양한 이종 플랫폼간 연동과 시맨틱 기술을 통한 인터워킹 규격 제정 중
OCF포럼코리아 Z-Wave 연동기술 및 데이터 모델 매핑 등 OCF의 기술규격을 바탕으로 플랫폼간 브릿징
기술을 전파

국제 표준화 전망
oneM2M REQ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연동하기 위한 3GPP Interworking기술규격 제정 등 다양한 플랫폼
연동 기술 규격 제정 중
oneM2M MAS 이종 플랫폼 연동을 위한 온톨로지 기반 인터워킹 기술규격 제정 중
OMA DM 사물인터넷을 위한 경량 DM인 LwM2M규격의 1.2버전의 제정과 함께 타 플랫폼을 연동하기
위한 사전조사 및 규격제정이 예상됨
OCF Core oneM2M, OMA 등에 대한 연동규격 제정을 완료하고, BLE Bridging, ZigBee/Z-Wave Bridging
등의 연동규격 개발을 위한 PG를 지속적으로 승인하여 플랫폼간 상호연동을 지원
W3C WoT 플랫폼의 분산을 IoT 서비스의 주요 문제로 상정하고, 이를 공통API로 해결하기 위한 웹기반
구조, 사물기술(description), 웹API등의 기술규격을 제정 중

이슈 포인트
국내 : 실생활로의 사물인터넷 활성화
산업전망 및 파급효과

대응 방안

2019년에는 국내 5G 상용화와 함께 5G의 킬러 서비스로서

이동통신사 및 타 사업자의 이종 플랫폼간 인터페이스에

IoT 서비스가 강조될 것으로 보이며, 이동통신사 주도의 IoT

대하여 IoT 시장의 활성화 및 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활성화 및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른

관련 정부기관, 산업체 중심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바이스 및 서비스 사용의 편의를 위한 이동통신사의 IoT

필요한 표준기술을 적기에 개발/보급 필요

플랫폼 연동의 필요성이 증가될 전망

국제 : 오픈소스 기반 사물인터넷 플랫폼 보급 확대
산업전망 및 파급효과

대응 방안

산업계 IoT 국제표준의 제정과 함께 글로벌한 IoT 플랫폼과

다양한 IoT 디바이스/서비스 시험 및 인증 프로그램의 주도

서비스들의 출시로 사업자간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며, 특히

및 확대를 통해 국내 관련 제품의 IoT 플랫폼 연동과 기기

다양한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상호 연동의 보장에

호환성을 강조하여 활성화 되는 상용화 시장에 경쟁력을

대한 이슈가 부각될 전망

갖도록 준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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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중점 표준화 항목 개요
개요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인 도시 플랫폼은 인프라, 인프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플랫폼(데이터 허브),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로 구성되며,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은 다양한
인프라로부터 정보를 수집/저장/관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플랫폼으로 플랫폼 구조 및 기능, API, 프로토콜 연동 어댑터,
활용 모델, 시험 규격 등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개요도 >

※ 출처: TTA 표준화전략맵 Ver. 2019

※ 출처: 국가전략프로젝트 스마트시티, KAIA

표준화 특성 · 단계 및 표준수준
표준화특성

□ 개념/정의 □ 유즈케이스/요구사항 □ 기능/참조구조
□ 데이터포맷/스키마 ▒ 프로토콜/인터페이스

표준화단계

국내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국제 □과제기획▶□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관련 핵심 표준화 항목 리스트
표준화기구
국내 TTA PG1003

표준(안)명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요구사항
GS CIM 009, Context Information Management (CIM); NGSI-LD API

국제 ETSI ISG CIM

GS CIM 004 v1.1.1(2018-04), Context Information Management (CIM);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표준화단계
과제기획
개발
채택(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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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전망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3)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추진에 따라 본격적인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에서 진행될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아키텍처 및 공통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보급사업과 함께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통합
관제 플랫폼 및 연계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완료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와 연계하기 위한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를 위한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국제 표준화 전망
ITU-T SG20 스마트시티의 유즈 케이스를 개발하는 부록(Supplement) Y.SCC-Use-Cases가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의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신규 권고안 Y.SCC-Reqts의 개발이 진행 중.
추후 스마트시티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권고안의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대부분은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됨
ETSI ISG CIM ETSI GS CIM 009의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후속 표준화 추진 여부는 불투명함
oneM2M 기존의 oneM2M 플랫폼을 확장하여 스마트시티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표준으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다른 사물인터넷 플랫폼과의 연동을 위한 API 및 프로토콜 연동 어댑터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이슈 포인트
국내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계
산업전망 및 파급효과

대응 방안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를 통해 구축 예정인 스마트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의 결과물이 2019년부터

시티에는 데이터 플랫폼이 구현될 예정이며, 국가전략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결과물의 국내 및 국제

젝트를 통해 개발 및 검증된 데이터 플랫폼이 많은 도시에

표준화 연계 필요.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의 확산에

보급될 것으로 예상됨

대비하여 인접 도시 간의 연계 등이 가능하도록 표준에
기반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의 개발 및 보급 필요.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요구사항과 관련 표준
간의 갭 분석을 통해 기술개발 방향 정립 및 표준화 추진
방향 결정

국제 : 스
 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주도권 확보
산업전망 및 파급효과

대응 방안

스마트시티 구축, 운영, 평가 등 스마트시티의 개념 정립 및

국제적으로 스마트시티 구축, 운영, 평가에 대한 표준화가

스마트시티 관리체계 중심의 표준화 활동에서 스마트시티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의 참여 및 대응이 미흡하여

데이터 플랫폼 등 본격적인 기술 표준화 활동으로 전환될

갈라파고스 형 고립 모델이 될 우려가 있는 국내 스마트시티

것으로 예상됨

모델을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기술의 표준화를
출발점으로 적극적인 국제 표준화 대응을 통해 스마트시티
분야의 국제 표준화 주도권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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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CPS 기반의 스마트공장 참조 아키텍처

10

중점 표준화 항목 개요
개요
본 표준은 CPS 개념에 따라 자율적인 제어가 수행되는 공장 구현을 위한 참조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것이다. 관련된 국제
표준화 활동으로 미국에서는 NIST의 CPS Public Working Group(PWG)을 통해 CPS 개념 모델을 정의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CPS 프레임워크를 표준화하였다. 이는 Smart America, Global City Teams Challenge
등 국가적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CPS의 개념을 제조 분야에 적용하는 Platform Industrie 4.0의
일환으로 VDI/VDE, BITKOM, ZVEI, VDMA, DIN/DKE 등이 다양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VDI/VDE의
GMA 7.20(측정 및 자동화 기술 - CPS 전문 위원회)에서 CPS 기반의 스마트공장 참조 아키텍처를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기존 산업의 CPS化에 대한 요구들에 반영하여 CPS 참조 아키텍처와 연동 표준에 따라 상업화한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표준화 기획 및 초기 개발 단계에 그치고 있다. 2019년에는 관련 표준의
신속한 개발과 實데이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CPS 기반의 스마트공장 참조 아키텍처 표준 개요도 >

표준화 특성 · 단계 및 표준수준
표준화특성

□ 개념/정의 □ 유즈케이스/요구사항 ▒ 기능/참조구조
□ 데이터포맷/스키마 □ 프로토콜/인터페이스

표준화단계

국내 □과제기획▶□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국제 □과제기획▶□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관련 핵심 표준화 항목 리스트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디지털 트윈 기반 사이버-물리 시스템

국내 TTA PG609 2018-2166/2167,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유스케이스/요구사항
2018-2168, 스마트팩토리 통합을 위한 제조 가상화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표준화단계
과제승인
과제승인
개발

NIST CPS
PWG

CPS Framework Release 1.0
Timing Annex for Draft Framework for Cyber-Physical Systems Release 0.8

개발

VDI/VDE
GMA 7.20

Interaction Model for Industrie 4.0 Components

개발

Industrie 4.0 Components - Modeling Examples

개발

국제

채택(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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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전망
TTA CPS PG(PG609) CPS 관련 전문 기술 표준화와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 조선, 국방 시스템을
CPS化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 2015년부터 CPS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實-가상 공장
연동(디지털 트윈), 제조 분야별 융합 전개 모델 표준 등 스마트 공장 표준을 개발 중. 2019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CPS 기반 참조 아키텍처 표준인 ‘디지털 트윈 기반 사이버-물리 시스템’ 표준
개발 예정. 또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제조’ 표준이 지난해 승인되어 2019년부터 개발될 예정이며, 동시에
본 표준은 ISO에 제안되어 Digital Twin manufacturing framework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한편
스마트 공장의 운영 시스템 표준으로서 ‘스마트팩토리 통합을 위한 제조 가상화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이
승인되었으며, 이는 공장과 근접한 지점에 에지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당 인프라상에 가상화된 제조
응용 및 서비스를 배포하고 실행하는 표준화된 아키텍처와 방법론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

국제 표준화 전망
NIST CPS PWG 2015년 CPS Framework Release 1.0을 통해 CPS의 개념 모델과 CPS의 개발을 위한 모델링,
산출물, 품질 보증 활동을 정의한 CPS Framework를 제시하고, 이후 5개의 워킹 그룹을 통해 개별적인
표준화 활동을 진행 중. 본 표준의 참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된 CPS 요소 기술들을 공개 및 상호
연동하는 Global City Teams Challenge가 매년 개최 중으로 2019년 9월에는 미국 포틀랜드에서 개최
예정 072702-04-025174
VDI/VDE GMA 7.20(측정 및 자동화 기술 - CPS 전문 위원회) Platform Industrie 4.0 프로젝트에서 Industrie 4.0 컴포넌트를 위한 의미 및 인터랙션 모델 표준을 개발 중. 2016년 3월 발간된 기술보고서에는 RAMI
4.0 아키텍처 내에서 CPS 컴포넌트(I4.0 컴포넌트)와 관리 시스템간의 정보 교환 구조에 대해 제시하였고,
2016년 11월 CPS 컴포넌트의 모델링 사례를 개발. 이는 2019년 이후 IEC 표준으로 제안될 것으로 예상

이슈 포인트
국내 : 스마트공장의 최종 목표는 완전한 형태의 CPPS의 구축, 이를 위한 최신 트렌드는 디지털 트윈의 구성
산업전망 및 파급효과

대응 방안

본 표준은 CPS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어 구조와 디지털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물이 연계되어 수평적

트윈을 통한 관제모델, 운영모델, 최적화모델의 형상을

인 가치사슬이 통합되는 구조를 이루기 위해 민·관·연의

제시하여, 제조업에서의 일하는 방식, 제품개발 효율화 및

협력이 필요. 이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

디지털 트윈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스마트시티 발전 방안에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부처별로도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에
CPS와 디지털 트윈 반영을 추진 중. 다만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CPS 및 디지털 트윈 표준 아키텍처와 구성
요소 표준화는 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2019년에는 이에
대한 표준화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국제 : The Digital Twin: Realizing the Cyber-Physical Production System for Industry 4.0
산업전망 및 파급효과

대응 방안

이미 글로벌 제조 설비 및 운영 솔루션 업체를 중심으로 적극

고부가가치 제조 설비의 국산화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미

적용 중.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Predix는 전통 공장의 제조

제조 선진국에 의해 선점된 연동 및 운영 솔루션 표준과의

자원을 클라우드 및 정보통신 인프라와 통합한 스마트 공장

호환이 더욱 중요. 따라서 민관협동 스마트공장추진단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제조 설비 강소

같은 전문 조직을 통해 제조 기업에는 글로벌 표준 기반의

기업(미텔슈탄트)의 설비들이 상호 연동되어 운용될 수 있는

운영 솔루션을 보급하고, 제조 설비 공급 기업에는 이와 연동

표준 개발에 집중

되는 설비 개발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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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ABC

Asian Biometrics Consortium(아시아바이오인식협의회)

AI

All Intra

AHG

Ad-Hoc Group

AOMedia

Alliance for Open Media

AWI

Approved new Work Item

BITKOM

Bundesverband Informationswirtschaft, Telekommunikation und neue Medien
(英 : German Association for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New Media)

BLE

Bluetooth Low Energy

CD

Committee Draft

CE

Core Experiment

CIM

Context Information Management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PS

Cyber-Physical Systems

DIN

Deutschen Instituts für Normung (英: German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DIS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DKE

Deutsche Kommission Elektrotechnik (英 : German Commission for Electrical Engineering)

DMTF

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

DoF

Degree of Freedom

EPS

Evolved Packet System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eV2X

Enhanced Vehicle to Everything

FDIS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FIDO

Fast IDentity On-line alliance

GMA

Gesellschaft Mess- und Automatisierungstechnik (英 : Society Measurement and Automatic Control)

GS

Group Specification

HB

High Bandwidth

HDR

Hardware Defined Radio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HLS

High Level Syntax

IoT

Internet of Things

IR

Infra Red

IS

International Standard

ISG

Industry Specification Groups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Standardization Sector

JTC

Joint Technical Committee

JVET

Joint Video Experts Team

KAIA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KBID

Korea association for Biometric Identity security(한국바이오인식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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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Local Area Network

LB

Low Bandwidth

LED

Light Emitting Diode

Li-Fi

Light Fidelity

LSTM

Long Short-Term Memory

LwM2M

Light-weight Machine to Machine

MAC

Medium Access Control

MG-OWC

Multi Giga bit/sec 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s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NNC

Neural Network Compression

NNR

Neural Network Representation

NR

New Radio

OCC

Optical Camera Communication

OC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OFDM

Orthogonal Frequency-Division Multiplexing

OWC

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s

PAM

Pulse Amplitude Modulation

PHY

Physical Layer

PG

Project Group

PM

Pulsed Modulation

RA

Random Access

RAMI 4.0

Reference Architecture Model Industrie 4.0

SB

Sponsor Ballot

SCEF

Service Capability Exposure Function

SDR

Standard Dynamic Range

SG

Study Group

TG

Task Group

TIG

Topic Interest Group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UHD

Ultra High Definition

UV

Ultraviolet

VDE

Verband Deutscher Elektrotechniker (英 : Association of German Electrical Engineers)

VDI

Verein Deutscher Ingenieure (英: Association of German Engineers)

VDMA

Verband Deutscher Maschinen- und Anlagenbau (英 : Mechanical Engineering Industry Association)

VLC

Visibel Light Communication

W3C

World-Wide Wev Consortium

WG

Working Group

WG LB

Working Group Letter Ballot

WoT

Web of Things

ZVEI

Zentralverband Elektrotechnik-und Elektronikindustrie (英 : Germany’s Electric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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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컴퓨팅, 방송·콘텐츠 분야
■ 블록체인·융합, 차세대보안 분야

TTA홈페이지

자료마당

TTA간행물

(http://www.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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