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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지능형 항공 이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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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기 ICT 기술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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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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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 무인기 관련 기술은 활용 분야에 대한 표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UAM(Urban Air
Mobility)의 국내 상용화 목표가 2025년으로 제시됨으로써 국내 UAM 생태계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어 무인기의 활용경험과 개발기술을 기반으로 관련 기술 및 표준의 우위
확보 및 국내 UAM 생태계 산업과 관련한 표준 확산 등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 및 국내
무인기 및 UAM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격/협력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지능형 항공 이동체(무인기, UAM 등) 기술은 ITU, ISO, ICAO 등과 같은 국제표준화기구와
RTCA, EUROCAE, ASTM, SAE 등과 같은 사실표준화기구에서 각각 국제표준 및 산업
표준화 목표를 위하여 국내 관련 산·학·연은 표준화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고, 해당 기술에 대한 리더십 수임 및 국제표준화 개발 등의 성과를 이루었음. 태동기에
있는 UAM 생태계 관련 활동에 지속적 참여를 통해 향후 국내 기술 및 표준 우위 확보
지향. 이에 따라, 지속적인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점기술
표준화 목표를 설정

구분

주요내용

∼ 2023년

- 학계 및 연구계를 중심으로 지능형 항공 이동체 표준화 분야 기술 동향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
기관 간의 정보교류 활성화 유도. 관련분야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 및 지속적인 IPR 확보 추진으로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에 대해 표준 선도그룹 진입을 위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미래
핵심 기술 및 유망 서비스 신규 표준, 국내 역량 분석을 통한 표준화 기술 식별

∼ 2025년

- 지능형 항공 이동체 표준화 기술동향 분석, 핵심기술 개발 및 지속적인 IPR 확보를
기반으로 미래 핵심 기술 및 유망 서비스 분야로서 지능형 항공 이동체의 통신기술, 탐지
및 회피기술, 도심항공모빌리티기술, 보안기술 등의 분야에서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 참여하고 UAM 분야에서는 국제표준 기획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 국제
표준화 선도하기 위한 기반 확보

∼ 2027년

-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 선도하기 위한 기반 확보와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에 참여함으로 지능형 항공 이동체의 통신기술, 탐지 및
회피기술, 도심항공모빌리티기술, 보안기술 등의 분야에서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신규 표준화 기술 발굴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무인항공기스템 분야의 주파수 확보에 필요한 스펙트럼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TU-R, APG,
AWG 등) 의장단 진출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한국 영향력 확대
· 표준 기반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내 제품의 수출 활성화가 가능하며, IPR과
연계된 표준특허 확보로 개발 제품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 유 무인기 국가공역 통합운용을 위한 탐지 및 회피 기술 표준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항공
선진국의 기술 선점 및 장벽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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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도 소형 무인기 간 통신 표준 분야에서는 IPR이 확보된 기술을 이용하여 JTC1 등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타국가와 함께 국제 표준을 진행함으로써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
· 기술적 태동기에 있는 UAM 분야의 초기 표준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표준화 선도
· UAM 생태계를 구성하는 제반 기술, 인프라 및 제도 표준화에 대한 글로벌 UAM 시장에서의
한국의 입지 강화 및 국제협력 강화
· 국내 산·학·연 협력을 통한 무인기 ICT 보안기술 개발과 주요 IPR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검증된 기술 기반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기술적 우위에 기반한 주도권 선점
· 무인기 전용 통신 네트워크 기술이 경우 국내에서 앞서 있는 기술로 국제표준화 선점 기회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를 통한 국내 개발 무인기 ICT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및 관련 시장 선점 기대
· 유 무인기 국가공역 통합운용에 따른 탐지 센서 및 지상 인프라 관련 부품개발 및 시험평가
분야 중소기업 기술능력 제고
· 유 무인기 국가공역 통합 운용 시 항공기간 충돌회피를 통한 항공기 운용 안전(safety)의 증대
· 저고도 소형 무인기 간 통신 표준 분야에서는 IPR이 확보된 기술을 이용하여 타국가와 함께
국제표준을 진행하고, 향후 기술 이전, 특허 이전 등으로 소형 드론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 UAM 분야 표준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표준화 선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UAM 부품 및 서브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 UAM 분야의 적극적 표준화 활동을 바탕으로 신생 혁신기업들과 중소·중견 기업들이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시장포화와 독과점으로 성장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새로운 시장창출 기회
· 국제표준 제정과 동시에 국내 중소기업에서 해당 기술의 구현 및 제품화 완료가 되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내시장 선점 효과 기대
· 무인기 전용 통신 기술 표준화 선도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대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무인기 ICT 기술의 광역성, 동보성 및 신속성을 활용하여 긴급 재난통신 서비스 제공, 안전성
확보로 국민안전 기대치 수준향상 및 국가위상 제고 실현
· 저고도 소형 무인기 간 통신 표준 분야에서는 저고도 소형 드론 운항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불법 드론을 쉽게 탐지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며,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무인기의 국가공역으로의 안정적 진입 및 비가시권 비행을 위한 토대 마련
· UAM 신산업에 대한 기술·시장 예측 가능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사회적 수용성 확대
· UAM 서비스 일상화와 함께 이착륙장이 도심부 주요 수단 환승거점 및 쇼핑/관광/업무
/오락 등 중심지로 재탄생할 수 있으며, 도심부 중·장거리 통행시간 감소로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통행시간 형평성 제고 및 균형발전도 기대
· 표준화된 무인기 ICT 보안기술 제공은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무인기로 인한 위협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보호, 재산보호 및 행복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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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ITU-R, ISO, ICAO 등 공식표준화기구와 RTCA, EUROCAE 등 사실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 산업적 파급효과 및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항목 위주로
중점표준화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중분류 범위는 지능형 항공 이동체 기술을 구성하는 주요 표준화
기구의 작업그룹별 표준화 범위와 시스템을 구성하는 필수 단위 기술을 중심으로 구분
<지능형 항공 이동체 Ver.2022 표준화항목>
표준화 항목

표준화 내용

Target SDOs

무인기, UAM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 비행체의 안전한
운용 및 제어를 위한 고신뢰도 통신링크 제공 기술 ITU-R SG4/
비행체 안전운용 - 무인기 C2 전용 대역 데이터링크 기술
SG5, ICAO,
및 제어용 통신 - 무인기 C2 전용 대역 통신 네트워크 기술
표준
- 무인기 C2 전용 대역 통신 채널 할당 관리 기술 RTCA, EURO
CAE
- 비행체 간 분산형 통신 네트워크 기술
- 비행체 안전운항 다중링크 통신 기술

⑤

O

저고도 무인기에 적용을 위한 비면허대역 무인기
통신
ITU-R SG5,
- 보안성이 강화된 비면허대역 장거리 무인기 전용
ISO TC20
통신
SC16
- 무인기 보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인기 원격
식별 기술

⑤

O

무인기 제어 및 임무 통신을 위한 스펙트럼 확보 및 ITU-R SG4/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SG5, APT
이용 고도화
- 무인기-위성 CNPC 링크 주파수 이용 고도화 기술
기술 표준
- 지상 무인기 CNPC 링크 주파수 이용 고도화 기술 AWG, ICAO
FSMP
- 무인기 탐지&회피 주파수 이용 고도화 기술

②

O

150m 이하의 저고도에서 운항하는 무인기들을 위한
무인기 제어 및 영상 통신 기술
ICAO,
- 저고도 무인기 제어용 무선 분산 인터페이스 기술
JTC1 SC6,
- 저고도 무인기 제어용 통신 채널 관리 기술
ASTM
- 저고도 무인기 영상용 무선 분산 인터페이스 기술
- 저고도 무인기 영상용 통신 채널 관리 기술

⑤

O

저고도에서 소형 무인기 간 무선 직접 통신 인터페이스
저고도 소형
기술
ICAO, JTC1
무인기 간 통신 - 저고도 소형 무인기 간 탐지를 위한 방송 통신 기술 SC6, ISO
표준
- 저고도 소형 무인기 간 정보 교환을 위한 일대일 TC20 SC16
통신 통신 기술

⑤

O

비면허 대역
무인기 응용
표준

통신
기술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저고도 무인기
제어 및 영상
통신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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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탐지
및
회피
기술

도심
항공
모빌러
티
(UAM)
기술

보안
기술

표준화 내용

Target SDOs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무인기의 국가공역 운용을 위한 비행 상황 인지 및
ITU-R SG5,
위험 회피 기술
ICAO,
- 탑재/지상 기반 무인기 충돌 탐지 및 회피 기술
EUROCAE,
- 중/고고도에서 유무인기 혼합운용에 따른 무인기
RTCA, ASTM
운항기술

②

O

도심 저고도 안전운용을 위한 충돌방지 및 회피기술
- 지상장애물(건축물, 공사물, 지형지물) 탐지 및 FAA, EASA,
UAM 운용 탐지
회피기술
EUROCAE,
및 회피 표준
- 저고도 비행체 및 UAM간 충돌방지 기술
RTCA, ASTM
- 수직이착륙장 정밀 이착륙 기술

①

O

UAM 도심 안전운항을 위한 통신 항법 감시 정보공유
ICAO, JARUS,
체계 기술
UAM CNSi 표준
EUROCAE
- 운용 고도별 비행단계별 C N S 기술
- 운항정보 공유체계 기술

②

O

UAM 교통관리
표준

UAM 도심 안전운항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수 핵심기술
ICAO, SARPs,
- 비행계획 위험도 분석 기술
JARS, ISO
- 비행교통흐름 관리 기술
TC23
- UTM/ATM 시스템과 연동 기술
- PSU(Provider of Service for UAM) 요구도

②

O

UAM 인프라
표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혁신적인
도심 항공 대중교통 체계
EUROCAE,
- UAM 시·공간적 운용 개념
ASTM, ISO
- Vertiport(수직이착륙공항) 관련 기술
TC23
- 타 대중 교통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①

O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UAM에 통합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AI 기술
- 항공 인증기준 및 산업요건과 관련한 표준화
가능한 AI 적용 기술
- AI 적용 플랫폼 개발을 위한 표준 및 항공
인증요건과의 통합 기술
- AI 적용 플랫폼 표준화 개념 및 기술

JTC1 SC42

①

O

무인기 식별모듈 및 보안 기술
ICT 기반 무인기 - 무인기 식별모듈(DIM) 기술
식별모듈 및
- 무인기 상호인증 기술
인증 표준
- 무인기 통신보안 기술
- 무인기 보안 응용 서비스

JTC1 SC17,
ISO TC 20
SC16

⑤

O

무인기 식별코드 무인기 식별코드 및 식별체계 기술
및 식별체계
- 무인기 식별코드 기술
표준
- 무인기 식별체계 기술

ITU-T SG17

⑤

X

국가공역
유무인기
혼합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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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ITU-R, ICAO, ISO 등 공식표준화기구와 RTCA, EUROCAE,
ASTM, SAE 등 사실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 산업적
파급효과 및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항목 위주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
-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무인기, UAM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 비행체의
안전한 운용 및 제어를 위해서는 고신뢰성을 가지는 통신링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ICAO, RTCA,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 UAM을 포함한
무인기 안전운용 및 제어를 위한 전용 및 상용대역 통신 및 추가 주파수 확보 분야에서
관련 표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분야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비면허 대역 무인기 응용 표준) 저고도 무인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저고도 무인기의
응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가시거리 운용을 위한 무인기 통신 및 무인기 보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무인기 원격 식별 기술의 중요성 증대. 이에 따라 국내 업체에서 DJI 통신 장비
수준으로 비면허대역에서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 통신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비면허대역 기반의 무인기 원격 식별 기술에 대한 표준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ITU-R에서는 지난 WRC-15에서 결정된 무인기-위성
링크 주파수 이용에 대한 결의 155에 대한 개정 연구를 2019년에 개최된 WRC-19에서 차기
WRC-23 의제 1.8로 채택하여 표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5030–5091㎒ 대역의 무인기 CNPC
링크 주파수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시스템 특성 및 보호 기준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무인기
Detect-and-Avoid Non-Cooperative systems를 위한 적정 주파수 대역 이용 가이드 보고서 개발에
대한 표준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저고도 무인기 제어 및 영상 통신 표준) 저고도 무인기의 안전운항 및 응용 확대를 위하여
JTC1 SC6, ISO TC20 SC16, RTCA, ASTM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 모바일
링크의 불완전한 커버리지 문제, 순간적인 데이터 폭증 문제, 긴 지연 시간 문제,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표준을 한국이 JTC1 SC6에서 제안하여 진행하고 있음.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한국이 JTC1 SC6에서 제안한 드론 제어 및 영상 통신은 분산 제어 방식을
사용하여 Near Far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드론 통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저고도 소형 무인기 간 통신 표준) 저고도에서 운영되는 소형 드론간 통신 및 드론 관련
장치간 통신을 모두 포함하는 통신 표준.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 충돌회피, 무인기 탐지,
무인기 합법성 검사, 장애물 방송, 동적 지오펜싱, 이착륙장과의 통신, 제어기와의 임시
통신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의 지표고도 150m 이하 저고도에서
25kg 이하 소형 무인기 간 통신 기반 충돌회피 표준 진행을 반영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국가 공역 유무인기 혼합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무인기가 유인기가 운용되는 공역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국가 공역에 대한 통합 운용 계획이 ICAO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와 실험이 미국 FAA, NASA와 유럽 EASA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사실표준화기구 RTCA와
EUROCAE에서 무인기 충돌탐지 및 회피에 대한 1, 2단계 최소성능요구에 대한 기술표준을
공표하는 등 활발한 표준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전기동력, 저소음, 수직이착륙을 특징으로 하는 UAM은
향후 10여 년 내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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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 UAM은 기존 고정익/회전익 비행체와는 달리 도심 내에서 다수의 저고도 비행이 예상됨.
이 경우 비행체 안전뿐만 아니라 충돌안전이 제일 중요한 요소임. 충돌 안전은 도심 내
지상장애물(건축물, 공사물, 지형지물)의 탐지 및 회피기능과 저고도 비행체간 충돌방지
그리고 수직이착륙장 정밀 이착륙 기술로 구분되며, 이를 위해서는 탐지 및 회피에 대한
표준이 정립어야 상호 안전한 운용이 가능함. 아직까지 UAM 분야에 대한 기술표준이 전
세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에 대한 연구와 중점 표준화 선정이 필요함.
- (UAM CNSi 표준) UAM의 운용고도 특성상 기존 유인항공기 운항시스템의 CNS 활용의
한계와 저도고 무인기 교통관리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지상 네트워크 이동통신 인프라의
활용에도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ICT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태동기 단계에 있는
UAM CNSi 표준화 작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UAM 교통관리 표준) UAM은 유인항공기 항로와 도심협곡 사이의 공역에서 운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의 ATM과 UTM과는 다른 별도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에서는 UTM을 확장하여 UAM 교통관리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으로
국내에서도 개발 중인 UTM을 기반으로 태동기 단계에 있는 UAM 교통관리 표준화 작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UAM 인프라 표준) UAM 인프라는 기존 유인항공기 운항환경에서 사용하는 전용 인프라나
전기자동차 산업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아닌, 경제적 효율성과 항공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첨단기술을 적용한 상용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 국내 ICT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태동기 단계에 있는 UAM 인프라 표준화 작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인공지능(AI) 기술의 표준 마련은 전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임. 항공분야에서는 축적된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다양한 기술 분야에 AI를 적용한
기술의 최적화 및 고효율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UAM 개발에 최신기술이 접합됨에 따라, AI 기술의 활용이 대두되고 있음. UAM에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항공 인증 및 산업 표준에 적합한 AI 표준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기존 항공 인증기준 및 산업요건과 관련한 표준화 가능한 AI 적용
기술을 선정하고, 그 표준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ICT 기반 무인기 식별모듈 및 인증 표준) 무인기를 식별하기 위해 암호화 기능을 가진
드론식별모듈을 사용하여 무인기를 식별하고, 식별된 무인기가 합법 무인기인지 인증하며,
안전한 무인기 통신을 위해 통신 보안 기술의 표준화 추진이 중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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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무인기 ICT 기술영역이 위성·무인기 ICT 분과에서 분리되어 해상
(자율운항선박) 및 육상(자율자동차) 무인이동체와 함께 무인이동체 ICT로 통합됨에 따라 무인
이동체간 식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무인기 ICT’ 기술영역을 ‘무인항공기시스템’으로 변경.
표준화 항목으로 무인기 통신 분야의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신규로 ‘비면허 대역 무인기 응용 표준’을
추가하였으며, 무인기 탐지 및 회피 분야의 ‘국가 공역 탐지 및 회피 표준’, ‘저고도 소형 무인기
간 통신 표준’, UTM분야의 ‘무인기 전자등록·식별 및 지오펜싱 표준’, ‘UTM 시스템 표준’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UAM(Urban Air Mobility) 기술표준’을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무인기 ICT
보안과 무인기 비행안전 분야는 삭제
- Ver.2021(2020년)에서는 다양한 미래형 이동체 관련 표준을 포함할 수 있도록 ‘무인이동체
ICT’ 분과명이 스마트 모빌리티로 변경됨에 따라 UAM(Urban Air Mobility) 관련
중점표준화항목을 세분화. 표준화 항목으로 무인기 통신 분야의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비면허 대역 무인기 응용 표준’,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신규로 ‘저고도 무인기 제어 및 영상 통신 표준’을 추가 하였으며, 무인기
탐지 및 회피 분야의 ‘국가 공역 탐지 및 회피 표준’, ‘저고도 소형 무인기 간 통신 표준’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UTM분야의

‘무인기 전자등록·식별 및 지오펜싱 표준’

항목

중

전자등록·식별 분야는 신규 추가된 무인기 ICT 보안 분야에 포함하였고, 별도의 표준화 진행이
없는 지오펜싱 기술 분야는 삭제. ’UTM 시스템 표준‘은 글로벌 표준화 추세를 반영하여
신규로 세분화 된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UATM’ 기술에 포함하였고, 기존 ‘UAM
기술표준’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로 확대하여 ‘CNS’, ‘UATM’, ‘인프라’ 기술들로
세분화. 무인기 ICT 보안 분야를 신규로 추가하여 ‘ICT 기반 무인기 식별모듈 및 인증 표준’,
‘무인기 식별코드 및 식별체계 표준’ 기술로 구성
- Ver.2022(2021년)에서는 무인기와 도심항공모빌리티 관련 표준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게
‘스마트 모빌리티’ 분과명을 ‘지능형 항공 이동체’로 변경함에 따라 중점기술의 중분류를
통신기술, 탐지 및 회피 기술, UAM 기술, 보안 기술 분야로 재편하여 통신기술 분야는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비면허 대역 무인기 응용 표준’,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저고도 무인기 제어 및 영상 통신 표준’, ‘저고도 소형 무인기 간 통신 표준’ 등으로
재편하였으며, 중점표준화 항목 명칭을 일부 수정. 탐지 및 회피 기술 분야는 신규로 UAM
운항고도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공역 유무인기 혼합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으로 구성. UAM 기술 분야는 신규로 AI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UAM CNSi 표준’,
‘UAM 교통관리 표준’, ‘UAM 인프라 표준’, ‘UAM 관련 AI 시험인증‘ 등으로 구성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UAM 분야의 최신 동향을 반영. 보안기술 분야는 기존 내용을 반영하여 ’ICT 기반
무인기 식별모듈 및 인증 표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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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별 중점표준화항목 비교표(3개년)>
* Ver.2022 신규항목
구분

Ver.2020

Ver.2021

Ver.2022

무인기 전용 통신 표준

무인기 전용 통신 표준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비면허 대역 무인기 통신 표준 비면허 대역 무인기 통신 표준

통신
기술

탐지
및
회피
기술

도심
항공
모빌러티
(UAM)
기술

보안기술

-

비면허 대역 무인기 응용
표준

무인기 주파수 확보 및 공유
표준

무인기 주파수 확보 및 공유
표준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

저고도 무인기 전용 통신 표준

저고도 무인기 제어 및 영상
통신 표준

저고도 소형 무인기 탐지 및
회피 표준

저고도 소형 무인기 탐지 및
회피 표준

저고도 소형 무인기 간 통신
표준

국가 공역 운용 탐지 및 회피 국가 공역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표준

국가공역 유무인기 혼합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

-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

UAM CNS 표준

UAM CNSi 표준

-

UATM 표준

UAM 교통관리 표준

-

UAM 인프라 표준

UAM 인프라 표준

-

-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

ICT 기반 무인기 식별모듈 및
인증 표준

ICT 기반 무인기 식별모듈
및 인증 표준

무인기 전자 등록 식별 및
지오펜싱 표준

-

-

UTM 시스템 표준

-

-

UAM(Urban Air Mobility) 기술
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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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현황분석
2.1. 연도별 주요 현황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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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 현황 및 전망
구분

주요 현황
- 국토부, K-UAM GC(민관협동 실증사업) 개시 [2021.4]
- 국토부, 관계부처 합동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 확정 [2021.3]
- 국토부, K-UAM 테스트베드 선정@고흥항공센터 [2020.12]
- 국토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UAM Team Korea) 발족 [2020.6]
- 국토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발표 [2020.6]
- 국토부, 2030년까지 집중할 20대 유망기술(20-Wonder) 발표 [2020.5]
- 국토부, 드론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발효 [2020.5]
- 국토부, 2025년 이후 에어택시 도입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2019.10]
- 국토부, 드론택배·드론택시 등 추진 국토부 전담조직(미래드론교통과) 신설 [2019.8]
- 국토부, 국민체감도 향상 위한 드론 실증도시(경기 화성·제주) 사업 착수 [2019.7]
- 국토부, 에어택시 등 미래항공기 운영체계 로드맵 마련 기획연구 [2019.7]
- 국토부,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인 드론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19.4]

한국

- 국토부 주관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 [2018.6]
- 중기부 주관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2018.4]
- 과기정통부,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발표 [2017.12]
· 차세대 무인이동체 기술 및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R&D 추진방향을 제시
- 국토부, 산업부,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드론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을 추진 중 [2017.12]
· 사업용 중심의 드론사업 생태계 조성, 공공수요 기반으로 운용시장 육성, 글로벌 수준의
운영환경 및 인프라 구축,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 등 추진
-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심의·확정 [2017.12]
·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할 구체적인 범부처 성장동력 분야 13개
중 ‘드론(무인기)’ 포함
- 국토부, 「항공안전법」개정 법률안 발효 [2017.11]
· 무인기 이용 활성화를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무인기에 대한 야간
및 비가시권 비행을 허가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난 재해 대응을 위한 무인기에 대하여
일부 법률조항(제129조) 적용 배제

- NASA NC-DT 비행체(BELL APT-70 & Joby) 확보 및 인프라 구매 [2021]
- NASA를 중심으로 UTM 기술표준 연구. 그 결과는 미국 FAA에 제출 [2019.12]
- 21년도 행정부 R&D 예산 우선 집행대상으로 eVTOL 인증 지정 [2019.7]
- NASA를 중심으로 UTM 기술표준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미국 FAA에 제출 예정 [2019]
미국

- NASA AAM NC(Advanced Air Mobility National Campaign)의 단계적 수행 및 1단계 착수
[2018.11∼]
- FAA는 LAANC(무인기 운용자와 FAA 간 데이터 공유 서비스) 서비스 제공업체(USS : UTM
Service Supplier)로 13개 업체 선정 [2018]
- 무인기/유인기와 공역 통합을 위한 RTCA-228을 통한 표준화 추진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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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JUTM 비가시권 비행 실증(@후쿠시마 로봇테스트필드) [2019.1]

일본

-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주관 UAM 로드맵 발표 [2018.12]
- Hitach사는 Unifly사와 협력하여 AI 적용 JUTM(@후쿠시마 로봇테스트필드) 개발 중
- JUTM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격적인 UTM 개발에 착수 [2017.7]

- 영국정부 ‘미래 비행 첼린지’ 지원 접수 [2020.5]
- EASA, eVTOL 인증규정(SC-VTOL-01)에 대한 인증 적합성 입증 지침 발표 [2020.5]
- EASA 자율비행 인공지능 로드맵 발표 [2020.2]
- EASA eVTOL용 하이브리드 추진계통(Hybrid Electric Propulsion System) 초안공개 및 공식
검토 착수 [2020.1]
유럽

- UAM 도심 실증 데모비행(헬싱키 반타 공항에서 도심 간) [2019.8]
- EASA eVTOL 인증규정(SC-VTOL-01) 제정 [2019.7]
- U-space의 e-Reg, e-ID 개발에 ISO 제안 도입 발표(@ISO 무인기분과) [2018.11]
- 영국, 교통부, 민간 항공 당국, 군용 감항 인증기관(MAA)의 의견을 수렴해 무게 250g 이상
드론의 사용에 대한 법규 신설
[2017.7]
- Eurocontrol의 자금지원 및 기업 참여 통해 유럽 내 저고도 공역 내 무인기 관제를 위한 U-space
시스템이 SESAR 2020 프로그램에서 개발이 진행 중 [2017.6]

- 중국 항공당국(CAAC) eHANG 승객탑승 비행허가 [2020.6]
- 중국 항공당국(CAAC) 에어택시 감항지침 발표 [2019.2]
중국

- 2018년 기준 9개의 UTM 서비스 공급자자가 UTM 서비스를 제공 중
- 민간 무인기 운항관리 방안 시행 [2017.6]
- 저고도 공역 내 무인기 안전운항을 위해 U-cloud를 개발하여 상업적 시범운용을 개시 [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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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기술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기술
수준

80.5%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국제적으로 ITU-R WRC-12 및 WRC-15에서 무인기
지상 및 위성 제어 전용 주파수를 분배하고 지상 제어 전용 주파수인 5,030-5,091㎒ 대역에
대한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마련함. 이에 따라 무인기 기술 발전에 따라 유인기공역에 무인기를
안정적으로 통합하고 무인기 응용 확대를 위한 무인기 제어 전용 통신 기술 개발 진행 중.
향후 UAM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 비행체의 안전한 운용 및 제어를 포함하기 위해 기술
고도화 추가 주파수확보를 추진하고 확보된 주파수에서의 비행체 안전운용 통신 기술 추가
개발 전망
- ETRI
· 2015년부터 WRC-12에서 국제적 무인기 제어용 통신 주파수로 활용이 가능한 5,030∼
5,091㎒(61㎒대역, C-Band)에서 동작하는 다수 무인기 제어용 무선통신기술 표준화 추진 및
모뎀 개발하여 2021년 비행 시험 완료(핸드오버 시험 포함). 또한, 2020년부터 국내에서 무인기
임무용 주파수로 분배된 5,091∼5,150㎒(60㎒, C-band)에서 동작하는 제어/임무 데이터 동시
지원용 임무용 양방향 통신 기술 및 모뎀을 개발 중
- KTDS
· WRC에서 2012년 지상 제어용 주파수로 5,030∼5,091㎒(61㎒)대역 신규 항공 주파수가
분배됨에 따라 2014년도부터 5,030∼5,091㎒(61㎒대역, C-Band) 통신장비 자체개발 착수,
2016년 무인항공기 TR-60에 통신장비 탑재 후 운용 중
- 기타
· 통신, 보안, 데이터 포맷, 인터페이스 등의 기술 표준화 미비로 무인기 개발 및 이용
활성화와 상호운용성 확보 등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에 어려움.
무인기 개발 시마다 임의로 상용 장비를 도입하여 운용
¡ (비면허 대역 무인기 응용 표준) 소출력 제약사항에서 DJI 통신 장비 수준의 장거리 통신
필요성에 대한 무인기 업체 요구가 증대되고, 국제적으로 무인기 보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인기 원격 식별에 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됨에 따라 장거리 비면허 대역 통신
및 식별 기술 개발 전망
- ETRI
· 업체의 요구에 따라 비면허대역에서 소출력 제약사항을 준수하면서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
비면허대역 주파수 확보 또는 무인기 통신 기술 개발 필요성 제기 중. 또한, 2019년부터
무인기 보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주파수 관리 기술을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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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대
· IoT 통신장치 국내 개발업체인 네스랩과 함께 433MHz 주파수를 조화롭게 사용하기 위한
433MHz기반 드론 응용 통신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433MHz 드론 응용 통신 기술 개발을
위해 과기부 주관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추진 예정 중인 433㎒기반 드론 응용 통신기술
개발 과제 참여 제안 중임.
- 기타
· 국내 업체의 경우 주로 WIFI와 같은 비면허대역 상용무선 장비를 통해 무인기 통신을
하고 있으나 운용 거리 제약으로 무인기 응용 다양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불법적으로 타국의 비면허대역(900/400㎒) 장비나 출력 상향하여 사용 중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 시급

¡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WRC-12에서 무인항공기 C2용으로 분배된
5,030∼5,091㎒(61㎒대역, C-Band) 및 임무용 주파수로 5,091∼5,150㎒(60㎒)는 무인항공기 전용
주파수로 분배. WRC-12에서 무인항공기 C2용으로 분배된 5,030∼5,091㎒의 경우 무선설비
기술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임무용 주파수로 분배된 5,091∼5,150㎒(60㎒)의 경우 공항 내
데이터 통신인 AeroMACs 시스템과의 간섭 영향 분석 진행 중. 소형 무인기 비가시권(운용거리
500m 이상) 운용을 위한 제어용 및 임무용 주파수 확보의 경우 2021년부터 433 ㎒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음. 또한, WRC-19에서 2.7㎓ 대역 이하 HIPS(HAPS를 이용한
IMT 기지국) 이용을 위한 주파수 확보 및 공유 연구가 제안되어 ITU-R에서 2023년까지 관련
연구가 수행됨에 따라 국내 관련 산·학·연에서 주파수 공유 연구가 진행 중
- 4차산업혁명위원회
· 2018년 4월 제3차 해커톤을 통해 향후 비가시권 드론 비행 증가에 대비하여 5030-5091㎒
이외의 국제 조화를 고려한 드론용 면허 주파수 추가 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
- ETRI
· 2020년부터 국내에서 무인기 임무용 주파수로 분배된 5,091-5,150㎒ C 대역에서 동작하는
제어/임무 데이터 동시 지원 양방향 통신 기술 및 모뎀 개발을 진행 중
- KARI
· WRC12에서 C2용 주파수로 5,030∼5,091㎒(61㎒)대역이 분배됨에 따라 2014년도부터 해당
대역 통신장비 자체개발, 2016년 이후 TR-60에 통신장비 탑재 후 운용 중
- 전파진흥협회
· 산업생활 핵심 분야(스마트 도로, 스마트 공장/농장, 스마트 생활, 스마트 시티, 드론 등)
주파수 수요 발굴을 위한 산업생활 주파수 분과 운용 중(2019.4.11.∼)
- 국립전파연구원, ETRI
· 불법 운용 무인기 원격식별을 위한 전용주파수 확보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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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도 무인기 제어 및 영상 통신 표준) 저고도 무인기 통신 국제 표준이 진행됨에 따라서,
우선 기존 대형 무인기 통신을 출력 저감하여 저고도 소형 무인기에 적용하는 방안과 새로이
진행되는 저고도 드론 전용 통신에 대한 향후 기술 개발 전망
- ETRI
· JTC1 SC6에서 한국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저고도 드론 통신 네트워크 표준은 선표준 후개발
형태로서 2020년 2월 표준 제정이 시작되어, 2021년 Committee Draft 단계에 있으며, 2022년
표준 완성에 따른 개발이 시작될 예정
- 기타
· 3GPP의 LTE, 5G 이동통신을 이용한 제어 통신이, LGU+, KT 등의 통신회사를 이용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며, 국내 UTM 사업에서 드론 제어 용도의 이동통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이동통신 환경 분석이 진행 중
¡ (저고도 소형 무인기 간 통신 표준) 국제적으로 소형 드론의 상업적 활용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며,
저고도 드론의 운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고도 드론 공유 통신 표준이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 중. 이러한 통신 표준을 위한 주파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저고도 드론간
통신 모뎀의 개발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아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
- ETRI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JTC1 SC6에서 저고도 드론 통신 네트워크(LADAN)에 대한 국제 표준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LADANPart 2 : 공유 통신에서 장애물 방송, 충돌 회피,
이착륙장 과의 통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간 통신 표준이 진행되고 있음. 선표준
후개발 형태로서 2020년에 본 국제 표준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었고 2021년 CD 단계에
진입하였으므로, 2022년부터 본 국제 표준에 대한 통신 모뎀 개발이 필요한 상황
· 2020년에 ISO TC20 SC16에서 충돌 회피 국제 표준을 위한 애드혹 그룹 활동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저고도 무인기 충돌 회피를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에 대한 범위화 요구사항
표준들을 진행하기로 결정
¡ (국가 공역 운용탐지 및 회피 표준) 국제적으로 유무인기 공역 통합에 따른 충돌 탐지 및 회피
관련 국제표준 권고안이 제출되어 검토가 진행되고 2단계 최소성능요구 기술표준 제정계획이
발표되어 국내에서도 기술표준 동향 파악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진행 중
- 한국공항공사
· 2020년 5월 ADS-B 지상국 11곳(안양, 강원1, 예천, 포항, 대구, 부산, 무안, 제주2), 운영국
2곳(인천, 대구)에 구축 완료함으로 ADS-B 장착 항공기의 운항을 감시하고 공역감시 레이더를
보완
- KARI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ADS-B 및 영상센서 기반의 VFR 조건에서 2인승 소형경량항공기를
무인화한 항공기를 이용한 침입기, 지상 장애물, 악기상에 대한 충돌회피기술 개발 수행
- KAIST
·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무인기의 유인기 공역 진입에 따른 무인항공기 안전 운항기술로서
소형경량 유무인 혼용기를 이용한 충돌탐지 및 회피기술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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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기술원, KARI, KAIST
· 2015년 국토부 사업으로 ‘민간 무인기 실용화를 위한 기반조성 연구’를 통해 무인기 탐지
회피를 포함하여 2016∼2020년 1단계, 2021∼2028년 2단계에 걸친 민간 무인기 통합운용
로드맵 제안
¡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현재 국내외에서 UAM 기술검증을 위한 체계개발 위주로
연구개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UAM용 운용 탐지 및 회피기술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도심운용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초연구는
체계개발과 함께 진행 중이며, 향후 새로운 기술이 아닌 유인기와 무인기에서 사용 또는 개발 중인
트랜스폰더, 위성항법, ADS-B의 정보를 활용해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도심 내의 고층건물
공사와 같은 동적인 장애물과 저고도 무인기와의 탐지 및 회피 부분과 버티포트 정밀 이착륙을
위한 표준화 기술 등은 기술개발과 함께 장기간에 걸친 표준화 논의 필요
¡ (UAM CNSi 표준) K-UAM GC(한국형 UAM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4월부터 CNSi
환경구현을 각 구성품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요구도들이 개발됨. 통신은
LTE, 5G 등 상용망을 활용하여 각 이해당사자 간 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항법은
SBAS 및 고정밀측위(RTK) 등을 활용한 고정밀 성능기반 항법을 구현하며, 감시는 통신 네트워크
기반 UAM 운항정보 취합하여 감시정보 생성함. 각 이해관계자 간 효율적인 필수정보 공유
및 탑승객 인포테인먼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2025년 K-UAM 상용화 지원을 위해 CNSi
획득 및 검증체계에 대한 사업기획이 2021년 상반기에 마무리되었으며 2022년부터 본 과제가
진행될 예정
- KARI
· 한국형 UAM 실증사업(K-UAM GC)의 CNSi 요구도를 개발하여 2021년 4월부터
K-UAM GC 1단계용 CNSi 환경을 개발하고 있으며 새로운 K-UAM CNSi 체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NASA와 지속적으로 협력 중
- ETRI
· 에어택시 등 미래항공기 운영체계 로드맵 마련 기획연구 기술위원회에 참가하여 지상 통신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
- 한국공항공사
· 글로벌 항공정보종합관리망(SWIM, System Wide Information Management) 기반기술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2019년부터 한·중·일 국제 테스트 진행 중. 대한민국이 아태지역
SWIM 선도국으로 선정되었으며 SWIM의 활용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를 한국공항공사에서
개발 중이며, 2022년부터 K-UAM의 SWIM 적용에 관한 연구 진행 예정

<K-UAM 상용화 지원을 위한 CNSi 획득 및 검증체계 연구개발 사업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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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교통관리 표준) UAM 교통관리는 기존 유인항공기 운항환경(항공기<->관제소)에서
사용하는 음성통신이 아닌, 경제적 효율성과 항공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기반 UAM
교통관리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교통관리 방안 연구 중
- KARI
· ‘항공기 출발 및 도착 통합 관리 기술 연구 (’14-20, 국토부)’ 과제를 통해 관제사 및 가상
조종사 개입이 가능한 High Fidelity 항공교통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함
· 해당 시스템을 활용한 인간 참여형 (Human-In-The-Loop) 시뮬레이션 시험을 통해, 최신
항공교통관리 시스템의 운용성을 검증하고 도입 효과를 분석함
· 또한 해당 과제를 통해 국내 운용 조건에 맞는 항공기 시간 기반 스케줄링 기법을 개발하고
공항 실데이터를 연동하여 실시간 운용이 가능한 출도착 관리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인천 공항
및 제주 공항에서 현장 시범운용을 수행하였음
· 위치인식 요건 및 분리 기준 설정 및 드론 성능 및 탑재장비 요건 등 UTM 진입 성능 기준
정의 수행 중이며, 다중센서 감시 데이터 처리, 4D 항로예측,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위험도
예측 분석 등의 업무 추진 중. UTM 아키텍처, Data 전송 프로토콜 위주의 국제 표준화 추진에
기여 예상
- 건국대, 대한항공
· ‘도심 항공 모빌리티 운용 개념’을 발표(‘21.6)하고 UAM 교통관리자(PSU)와 각 이해관계자간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운용 아키텍처를 구성하였음

<UAM 교통관리 운용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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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인프라 표준) UAM 인프라는 기존 유인항공기 운항환경에서 사용하는 전용 인프라나
전기자동차 산업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아닌, 경제적 효율성과 항공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상용 인프라를 활용하는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중
- 국토부, KARI, 항공안전기술원
· 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인증 및 안전운항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신개념 비행체에 대한
감항기술기준 개발 및 안전성 평가기술확보 들을 위한 인증기반기술, 안전운항체계 및
운항기술기준개발, 종사자(조종사) 자격 기준개발 등 연구 중
- KARI
· OPPAV 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시제기 비행시험을 위한 비행시험 인프라(Vertiport, 전기충전설비
등) 설계 및 에어택시 등 미래항공기 운영체계 로드맵 마련 기획연구(2019.7∼2020.3)를 통해
UAM 도심 이착륙장(Vertiport 등) 및 안전운항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
고흥항공센터에 이착륙장/충전시설 구축 및 OPPAV 비행시험 운용을 통한 검증 예정(2022년).
한국형 UAM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21~`23)과 후속 한국형 UAM 실증사업(`23~`24)을 통해
vertiport 정보공유, 충전 및 설비 운용과 관련된 산업표준을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필요 산업표준화 추진 예정

<OPPAV 개발을 통한 충전 및 이착륙장 표준 연구>

- 한국공항공사
· 에어택시 등 미래항공기 운영체계 로드맵 마련 기획연구 기술위원회에 참여하여 기존 유인항공기
인프라 대비 UAM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수행
- 대한항공
· 에어택시 등 미래항공기 운영체계 로드맵 마련 기획연구(국토부 주관) 기술위원회에 참여하여
UAM 운항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참여 방안 연구 수행
- 에스케이
· 에어택시 등 미래항공기 운영체계 로드맵 마련 기획연구(국토부 주관) 기술위원회에 참여하여
국내 UAM 시장 활성화 시 인프라 구축 및 인프라 운용자로서의 방안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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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시스템
· 에어택시 등 미래항공기 운영체계 로드맵 마련 기획연구(국토부 주관) 기술위원회에 참여하여
UAM 인프라 구축, 운용 및 관련 서비스 공급자로서 참여 방안 연구 수행
- 건국대
· 에어택시 등 미래항공기 운영체계 로드맵 마련 기획연구(국토부 주관) 기술위원회에 참여하여
UAM 안전운항을 위한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
¡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기존에 축적된 항공기시스템 관련 데이터 및 항공운항
정보 등에 기반한 AI 기술 적용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적용한 UAM 활용
기술 및 통합 플랫폼 구축 연구 수행 중
- KARI
· AI 기반 신뢰성 높은 시스템 이상 진단 및 고장부품 감지 기술, 정비소요 예측 기술 개발
연구 수행, 향후 UAM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적용 예상
·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기상 예측 및 운용 최적화 기술 연구 수행 중. 향후 도심운용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기술로 활용 가능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배터리 상태감시 및 수명예측 기술은 최근 MIT/Stanford 연구팀의
데이터셋 공개로 인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기존의 위성 및
무인기에 대한 배터리 상태감시 및 수명예측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항후
UAM에서 활용될 추진용 배터리 및 UPS용 배터리 등의 상태감시 및 수명 예측 개발 필요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항공/공항 산업은 항공레이더 데이터, 공항 데이터, 기상 데이터, 항공사 운항 데이터 등
빅데이터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항공 관련 업계가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진행
· FOQA(Flight Operational Quality Assurance·비행자료 분석 프로그램) 데이터를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연료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연료 절감과 경제 운항에 활용하거나 운항 훈련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안전 운항에 활용
·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항공기 정비,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의 기술 적용
¡ (ICT 기반 무인기 식별모듈 및 인증 표준) 운행 중 또는 운행 예정인 무인기가 허가받은 무인기인지
검증하기 위해 ICT 기반의 드론식별모듈(또는 드론보안모듈, 드론 통신보안 단말장치, DIM)을
사용하여 무인기를 식별하고 인증하는 기술 개발 중
- ETRI
· UTM 적용을 위한 보안 기술과 불법행위 억제 기술을 개발 중이며, 다양한 하드웨어 타입(USIM
타입, USB 타입, micro SD 타입 등)을 가진 드론식별모듈을 개발하여 드론 식별과 인증에 사용
- ETRI
·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면허대역(제어용
5,030㎒∼5,091㎒, 임무용 5,091㎒∼5,150㎒) 통신 보안 기술을 개발 중이며, 특히 통신보안
단말장치는 면허대역 통신 모뎀뿐만 아니라 비행제어시스템이나 임무 컴퓨터에 장착되어
제이용/임무용 통신 보안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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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피치
· ETRI로부터 드론보안모듈 기술을 이전받아 KCMVP 검증필 암호 모듈 기반의 비행 임무 및
데이터 보안 기능을 자사의 국산 비행제어컴퓨터에 적용
- KAIST, 고려대, 성균관대
· 드론 환경에 적합한 상호인증 프로토콜 이론 연구와 재밍 및 항재밍 기술 관련 연구과제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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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주로 P2P기반의 지상기반 무인기 안전운항 및 제어 전용
통신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며, 지상 네트워크 및 위성 기반의 무인기 안전운항 및 제어 전용
통신 기술 개발은 시작 단계. 또한, 상용 이동통신 주파수를 활용하여 UAM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 비행체의 안전운항을 위한 상공품질 향상 기술 개발 진행 중
- NASA
· 2016년부터 Collins Aerospace社와의 공동연구 개발을 통해, 주/보조 통신 링크를 갖는 1단계
무인기 제어용 통신 기술 개발 완료(NextGen 프로젝트의 일부). L대역(960∼977㎒) 기반 제어용
통신 모듈 시제품 개발완료 후, C-band(5,030∼5,091㎒) 기반 무인기 통신링크 채널 모델 및
제어용 통신 모듈 2단계 시제품 개발 완료. 국가공역으로의 무인기의 안정적 진입을 위해
네트워크 기반 무인기 안전우항 및 제어용 통신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이동통신 기반 무인기
안전 운항 통신 기술 연구도 수행 중
- 기타
· 유럽 Thales사에서는 C-band 기반 무인기 제어용 위성 통신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진행 중
¡ (비면허 대역 무인기 응용 표준) 비면허대역의 경우 장거리 무인기 운용을 위해 낮은 주파수 대역의
비면허대역 장비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통신 방식 개발 중. 또한, 비면허대역을 활용한 방송 기반의
무인기 식별 기술 개발 중
- DJI
· 비면허대역에서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 독자 무인기 통신 기술을 개발하여 DJI 무인기에
적용 중. DJI 장비 외에 타 장비와의 호환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DJI
통신 장비 이용 어려움
- uAvionics
· 미국 비면허대역인 900㎒ 대역용 드론 전용 통신 모듈을 개발함. 최대 12마일의 통신 거리를
지원(송신출력: 1 Watt, EIRP: 4 Watt 기준)
- Intel, WhiteFox
· 비면허대역 무선통신 기술인 WIFI나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하여 방송 기반의 무인기 식별
기술을 개발하고 비행 시험 진행 중
¡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중국 및 일본에서는 상업용 무인기 주파수를 분배하여 활용 중
- 중국 신식산업부 (MIIT)
· 무인기용으로 840.5-845㎒, 1430-1444㎒z 및 2408-2440㎒를 2015년 분배
- 일본 총무성
· 무인이동체 상업적 이용을 위해 2016년 2.4㎓, 5.7㎓를 면허용 주파수로 분배 2㎓ 대역
성층권통신시스템(HIPS) 이용을 위한 주파수 확보 연구 중
- ITU-R
· 5030-5091 ㎒ 대역 무인기 제어 통신의 주파수 이용 가이드라인 및 보호 기준에 대한 권고 개발,
FSS 대역 무인기 CNPC 주파수를 이용하는 UAS 시스템 특성 연구 및 detect-and-avoid를 위한
적절한 주파수 대역 이용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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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C-23
· 2019년 WRC-19에서 2.7 ㎓ 대역 이하 성층권통신시스템 IMT 기지국(HIPS) 이용을 위한
주파수 대역 가능성 및 공유 연구를 의제로 채택하고(WRC-23 의제 1.4)2023년까지
주파수 이용 및 공유 연구 중, 또한 WRC-15에서 개발된 무인기-위성 링크 이용에 대한
결의 155에 대해 UAS 주파수 대역 및 현재의 무인기 기술을 검토하여 적절한 규정
개정을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중 (WRC-23 의제 1.8)
- ICAO
· ITU-R의 FSS 대역 내 타 시스템과의 간섭영향 분석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무인기 CNPC
주파수를 이용하는 UAS 시스템 특성 파라미터 제공 등 FSS 대역을 활용한 무인기 CNPC
위성 기술 도입을 위해 ITU-R과 협력 중
¡ (저고도 무인기 제어 및 영상 통신 표준) 주로 국제 표준화 단체들에 의하여 저고도 무인기
통신의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ISO에서는 공역에 분산된 드론에
적합한 통신 규격을 한국의 주도로 개발 중
- ISO/IEC
· JTC1 SC6에서 한국이 제안한 저고도 드론 통신 시스템 LADAN은 중국, 영국, 러시아, 스페인 등의
국가들과 함께 표준 개발 작업이 진행 중. LADAN 표준에서 Part 3 는 제어용 통신이며, Part 4는
비디오 통신으로서 2021년 제어용 통신과 비디오 통신 모두 CD (위원회 가안) 단계로 진입하였음.
- ASTM
· 미국의 ASTM은 소형 무인기 명령 및 제어 C2 시스템에 대한 기술 표준을 제정 중. C2의 기능
구조, 일반 요구사항, C2 의 스펙트럼 요구사항, C2 Link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나,
주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구체적인 통신 스펙은 기술하지 않고 있음
¡ (저고도 소형 무인기 간 통신 표준) ISO에서는 탐지 및 회피를 지원하기 위한 통신 표준이
진행되는 가운데 요구사항 표준이 논의되고 있고, 미국은 저고도에서의 통신을 이용한
충돌회피를 포함하는 ACAS sXu를 추진하고 있으며, 3GPP에서는 무인 공중 시스템의 식별
및 추적 지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됨
- ISO
· JTC1 SC6에서는 드론 간 통신을 이용하여 탐지 및 회피를 지원하는 드론간 공유
통신(LADANPart 2 : Shared Link) 표준 개발 작업이 2020년 2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ISO
TC20 SC16 에서는 충돌 회피 2019년 11월 AG4가 결성되어 2020년 11월 해체되었으며, 결과
문서에 탐지 및 회피에 대한 로드맵의 하나로 통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제정 결정
- NUAIR
· FAA 규정의 소형 드론의 ADS-B 신호 전송 금지로 인하여 기존 uAvionics 회사 등에서 개발한
출력 저감 ADS-B는 사용하지 못하게 됨. 대신, NUAIR 등의 회사 연합에서 통신 이용을
포함하는 저고도 무인기 DAA 시스템인 ACAS sXu의 개념과 요구사항 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ASSURE 연합에서 여러 DAA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음.
2021년 2차 보고서를 제출
- 3GPP
· Rel-16에서는 무인 공중 시스템의 원격 식별(TS 22.125, 섹션 5)에 대해 논의하였고, Rel-17에서는
무인 공중 시스템 연결, 식별 및 추적 지원에 대한 연구(TR 23.754)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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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역 운용탐지 및 회피 표준) ICAO,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무인기가 국가공역시스템으로
안전하게 통합되기 위한 무인기 탐지 및 회피에 대한 기술표준 개발연구가 단계적으로 진행
- ICAO
· 2018년 6월 ICAO RPASP WG3에서 무인기 충돌탐지 및 회피 관련 부속서 개정을 위해
국제표준 권고안(SARPs)을 항행위원회(ANC)에 제출함에 따라 2019년부터 검토를 시작하여
2024년 채택될 예정
- FAA, NASA
· FAA 및 NASA를 중심으로 2017∼2020년 동안 국가 공역에서 유무인기 통합 운용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텍사스, 알래스카 등 6개 지역을 시험공역으로 지정해 지역별로 기술,
성능시험, 관련 법제도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무인기시스템의 충돌탐지
회피 기술표준 개발 연구를 산업체와 공동으로 진행
- EU
· 2028년까지 민간 무인기 공역 통합을 목표로 단계별로 공역의 제한적 운영, 전체적 확대,
유무인기 공역 통합을 진행 중이며, EU 집행위원회와 유럽 단일 항공관제를 위하여
SESAR(Single European Sky Air Traffic Management Research)를 구성
¡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해외의 경우도 UAM 기술검증을 위한 체계개발 위주로
연구개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UAM용 운용 탐지 및 회피기술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다만, 도심운용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초연구는
체계개발과 함께 진행 중이며, 향후 새로운 기술이 아닌 유인기와 무인기에서 사용 또는 개발
중인 트랜스폰더, 위성항법, ADS-B의 정보를 활용해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까지는
UAM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GA급 유인조종사 탑승 항공기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E 클래스
공역 내의 검증된 이착륙장과 경로를 따라 시범운용을 통한 안전성 검증 후 운송사업용 실용화가
예상되며, 궁극적으로는 경제성 확보를 위한 무인화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
- FAA, NASA
· UAM에 특화된 탐지 및 회피표준 연구는 아직 없는 상태이나, 최근들어 유무인기 통합운용,
UTM 등 관련된 다양한 접근으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특히 유무인기 통합운용을 위한
실증시험검증을 미국 내 6개 시범공역 내에서 진행 중이며, UTM 과 유무인 공역통합 관련
핵심기술 들은 UAM의 도심환경에도 일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UAM CNSi 표준) UAM의 운용고도(평균 지표면 고도 1,500 ft) 특성 상 기존 CNS 인프라 활용에
한계가 있어 통신, 항법, 감시 영역에서 스펙트럼을 공유하여 주파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추가
스펙트럼의 할당을 전제로 하지는 않으며, 기존에 공지된 스펙트럼 효율(예를 들어, 코딩, 변조
등) 개선, 모든 지상 기반 CNS 자산을 연결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네트워크 구현, GNSS 기반
항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손상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안전한 항법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적 접근, UAM 기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 항공기 물체의 감지, 추적 및 식별
등이 새로운 기체 도입에 따른 극복해야 할 과제로서 제시됨
- NASA
· UAM의 운용고도 특성상 기존 CNS 인프라 활용에 한계가 있어 최적의 CNS 구성을 위한 연구가
NASA AAM NC(Advanced Air Mobility National Campaign)에서 진행 중으로 2018년 10월 기준
23개의 CNS 서비스 제공업체가 참여를 신청했으며 그 최종 결과는 2030년 초반에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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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교통관리 표준) UAM 운용은 유인항공기 항로와 도심 협곡 사이의 공역에서 대부분의
운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의 ATM 및 UTM과는 다른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에서는 개발 중인 UTM을 확장하여 UAM 교통관리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으로, NASA의 Advanced Air Mobility National Campaign(AAM NC)
사업을 통해 UAM 안전운항 실증을 추진 중

<UTM/UATM 개념도>

- EU
· 2017년 6월에 U-Space 개발 청사진 발표. Eurocontrol의 자금지원 및 기업 참여를 통해 저고도
공역 내 무인기 ICT 관제를 위한 U-space 시스템을 SESAR 2020 프로그램에서 개발 중으로,
2020년 기준으로 10개의 데모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2019년 8월 말 핀란드에서의 UAM 데모
프로그램(GoF) 결과를 통해 U-space에서 UAM 교통관리가 가능함을 확인

<유럽 U-Space 서비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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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A (미국)
· FAA에서는 2020 년 6 월 UAM(Urban Air Mobility)에 대한 ConOps 버전 1을 발간.
또한 ATM-X 프로젝트 중 하나의 하위 프로젝트로 UAM 교통 관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
ATM-X 프로젝트 관련 논문에 따르면 UTM 원칙 Service Oriented Paradigm) 을 기반으로
기존 ATM 업그레이드 계획 발표.

<FAA UAM 운용개념서>

- NASA (미국)
· UTM 기술표준이 연구되었으며, 4단계의 기술 시현 이후 2019년 그 결과를 FAA에 제출.
NASA AAM NC(Advanced Air Mobility National Campaign)의 UAM 교통관리를 위해
현재 수행중인 항공교통관리(ATM-X) 프로젝트를 적용중. ATM-X 프로젝트는 다양한 임무
수행을 위해 공역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항공기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수요를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리 시스템의 혁신을 목표로 함. ATM-X는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추진중이며, 현재 진행중인 1단계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위한 파라미터를 식별하고
주요 기술적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도전적인 사례(ex. 혼잡한 도심에서의
UAM 운용)를 탐색. 2단계는 주요개념과 기술을 개발/테스트 후 이해관계자에게 기술
이전을 통해 상용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시연도 함께 계획 중
- eHANG (중국)
· 2015년에 경량소형드론운행규정을 제정하여 저고도 공역 내 무인기 ICT 안전운항을 위한
U-cloud 접속을 법제화하였으며, 2016년 3월부터 상업적 시범운용 개시. eHANG은 중앙집중식
UAM 교통관리시스템을 광저우에 구축하여 2020년부터 실증 운영 중
- JUTM (일본)
·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파관리를 포함하는 JUTM을 2015년부터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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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Sky, Nova Systems (싱가포르)
· 도시국가인 특성을 살려 세계 최초의 도심지역 UTM 솔루션 개발 중이며, UAM 교통관리를
도심 UTM 내에 포함하여 개발 중. 싱가포르 항공당국은 UAM 및 UTM과 ATM 통합을 위해
Airbus사 및 EASA와 협력 중
- Skyarc (러시아)
· 러시아우주국 자회사를 중심으로 UTM을 개발하고 있으며, GLONASS와 이동통신망, VHF망,
위성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초당 최대 150만개의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시키르
공화국 테스트베드에 구축하여 2017년 말부터 2018년 5월까지 실용화 시험 실시
- ICAO
· 제2차 Drone Enable workshop에서 eHANG사가 자사의 UAM 관련 내용 발표(2018년 9월) 한
바 있으며, 40차 총회에서 UAE가 의제 26에서 자국 내 UAM 관련 활동 내용 보고하였고,
IATA, CNASO 등이 의제 26에서 UAS, UAM 공역통합 내용 보고.(2019년 9월) ICAO 주관
회의에서 UAM 관련한 언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공식적인 연구반 또는 공식적인
표준권고안 개발 활동은 없음
¡ (UAM 인프라 표준) 스마트시티의 스마트모빌리티로서 도심항공모빌리티를 대중교통체계로서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논의가 2020년부터 전문가 워크숍 형태로 진행 중
- NASA
· ARMD(Aeronautics Research Mission Directorate) 산하 AAM(Advanced Air Mobility)
사무국을 두고 AAM 생태계 구축 지원을 위한 AEWG(AAM Ecosystem Working Group)를
구성, 지속적인 화상회의를 통해 기술적 진행상황 공유 및 핵심사안 이슈화 진행
- VFS
· 기존 American Helicopter Society(AHS)가 Vertical Flight Society(VFS)로 명칭을 바꾸고
eVTOL 기체/서비스 분야, eVTOL 인프라 분야, eVTOL 자동화/자율화 분야 등에 대해
집중 워크숍을 매년 진행하여 학계, 산업계, 연구계의 교류장을 제공
- EU SESAR
· 공항의 원격화 및 네트워크화를 위한 “Remote Tower Centre” 프로그램을 20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기술 실증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된 산업표준을 분야별로
도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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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TOL 현황 요약 : 전세계적으로 250여개의 UAM 개발 진행 중(2020.1 기준) >
구분

(미) Bell

(독) Volocopter

(독) Lilium

(미) Joby

(중) eHang

형상

- `17. 6개
분산추진로터
공개
개발 - `20.1. 전기동력
현황
기체 NEXUS4ex
공개
- `20.2. JAL 등과
파트너십 체결

- `11. 시제기 개발 - `17.4. 2인승
- `19.10. 도심유인
무인모드 초도
비행(싱가포르)
비행
- `19.12. EASA
- `19.10. 5인승
설계조직인증
천이비행
획득
- `20.2. 누적투자
€87M

- `09 .회사설립
- `18.2. 5인승 공개
- `19.12. Uber와
파트너십 체결
- `20.1. 토요타
$50M투자(양산
계약)

- `12말 개발 착수
- ‘16. 초도 비행
- `18.1. 유무인
비행누적 1,000회
이상
- `20.2. 중국 코로나
사태 의료품 이송

구분

(EU) Airbus(+audi)

(한) 한화(Overair)

(한) 현대

(EU) Airbus

(미) Wisk

형상

- `15.타당성 연구
- `20.1. 시제
개발
비행시험
현황

- `17
제네바모터쇼공
개
- `18 PopUp Next
공개

- `10.3. 개발착수
- `19.
- `19. UAM사업부
- ‘18.3.
美Overair社$25M
신설
2인승기체(Cora)
투자
- `20.1. UAM
비행
- `20.2. Butterfly 기종
미래비전
- `19 뉴질랜드
공동설계 착수
발표(CES)
비행시험 착수

- ISO
· ISO TC20 SC16 Unmanned aircraft systems에서 Passengers on board 개념으로 UAM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Vertiport에

대한

표준작업이

8차

런던회의

WG4

UTM에서

제안(2019년8월). vertiport 신규 표준 작업을 위한 TC20 SC16과 다른 특별위원회 간 joint
WG 신설 제안
- Volocopter
· UAM 관련 전체 서비스 지원을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 및 운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2019년 싱가포르 시범비행 이후 싱가포르에 볼로콥토 전용 이착륙장 구축을 선언
- Uber
· 2020년 미국 달라스 시범 비행을 위해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으로 이착륙장 건설, 비행항로
지정 및 관련 기관 협의 진행 중으로 알려졌으나, 코로나 문제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 보임
¡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선진연구기관 및 주요기술 보유업체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적용한 빅데이터 처리 기술, 항공기시스템 적용기술, 운항 및 정비 적용 기술 등이
활발히 연구/개발/사업화 적용 중
- NASA, MITRE
· 미국은 제3자 독립기관인 NASA, MITRE 등에서 ASIAS (Aviation Safety Information
Analysis and Sharing) 프로그램과RSSA (Real-time System-wide Safety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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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통해 항공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럽은 Data4Safety 프로그램을 통해
기계학습, 인공지능 등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안전성과지표,
안전문제연구 등 예측적 항공안전관리기술 개발 추진
- Lockheed Martin
· 머신러닝 기반의 학습모델을 통해 구축한 예측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항공기 다운타임의 주요
요인인 정기 유지보수를 최적화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자 SAS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객,
엔지니어, 부품 제조사들로부터 입수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항공기 부품 정보를 수용하는 중앙
저장소 구축
- GE
· 분석기반 정비 소프트웨어(ABM, Analytics Based Maintenance)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각 비행기에 다수의 센서를 장착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수집된 데이터(온도, 진동 등의
운전 변수, 비행시간, 속도 등의 운항 데이터 등)를 분석하여 엔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문제 예측
- Google
· "나우캐스트(Nowcast)"는 기상예측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융합해 정밀도를 높인
기상예측 모델
¡ (ICT 기반 무인기 식별모듈 및 인증 표준) 원격 ID를 이용한 드론 식별 및 추적 기술과 IC
카드 기반의 하드웨어 보안모듈 개발 중
- FAA
· 2019년 무인이동체 원격 식별을 위해 무인이동체가 다른 무인이동체 또는 지상제어시스템이
수신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UAS Remote Identification을 제안하였고,
FRIA(FAA에 의해 인지된 식별구역) 외에서는 Remote ID 사용을 의무화
- EASA
· 2019년 무인이동체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된 무인이동체 설계 및 제도, 드론 운용 절차에
관련된 규정 발표
- Infineon(독일)
· 드론 식별과 인증을 위해 ISO 7816 ID000 기반의 SIM 폼팩터를 가진 드론식별모듈을
개발함
- UL Transaction Security
· UL Transaction Security는 드론식별모듈을 이용한 보안 기술 및 테스트 기법에 관심을
두고 시장 형성에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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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기술의 범위)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과 13개의 표준화 항목 중 5개 표준화 항목(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UAM CNSi 표준,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을 선정하여 특허분석을
진행
¡ (분석 대상 및 범위) 본 분석에서는 Keywert 특허분석 DB를 활용하여 한국/미국/일본/유럽/국제
총 5개국에 공개/등록된 특허데이터를 대상으로 추출하되,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원된 1,264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후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1년 6월까지 공개된 한국/미국/일본/유럽/국제 특허를 분석대상으로 본 IPR 분석에서는
미공개 데이터가 존재하므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출원된 한국/미국/일본/유럽/국제
특허들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01.01.～ 2021.06.30.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국제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분석 대상 기술에 포함된 표준화항목별 핵심키워드를 담당 분과위
원으로부터 제공받아 특허 검색식을 작성하여 분석을 진행함
<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Command And Control Link,
Control And Non-Payload
Communication, Dynamic
Channel Assignment, Dynamic
Channel Allocation, Distributed
Network, Air To Air
Communication, Air To Ground
Communication, Radio Line Of
Sight, Beyond Radio Line Of
Sight, None Radio Line Of
Sight, Multi-Links Based
Communication, Drone Safety

KEY:((무인항공* "무인 항공" 무인비행* "무인 비행"
무인기* 무인선* 드론* ((unmanned*) N/1 (aircraft* aerial*
aerospace* aeronautic*)) dron*) AND (통신 커뮤니* 코뮤니*
신호 송신 수신 송수신 communicat* signal* transmi* receiv*
recept* transceiv*) AND ((안전 보안 신뢰 믿* safe* secur*
reliab*) OR (제어 컨트롤 콘트롤 control*)) AND (((C2
((커맨드 코맨드 명령 command*) N/1 (제어 컨트롤 콘트롤
control*))) N/1 (링크 link*)) OR ((제어 컨트롤 콘트롤 control*)
N/1 (페이로드 “넌-페이로드” “논-페이로드” nonpayload*
“non-paylod” payload*)) OR ((동적 다이나믹 다이내믹
dynamic*) N/1 (할당 배정 배분 assign* allocat*)) OR ((분배
배분 분산 디스트리* distribut*) N/1 (네트워* network*))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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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UAM CNSi
표준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Communication Link, Secure
And Reliable Communication,
Aeronautical Safety
Communications

((에어 공중 air*) N/2 (그라운드 지상 ground* 에어 공중
air*)) OR (RLOS BRLOS NRLOS “radio line of sight” “beyond
radio line of sight” “non radio line of sight”) OR (다중링크
멀티링크 “다중-링크” “멀티-링크” “multi-link” “multilink”
“multiple links”))) AND AD:(20010101～20210630) AND
MIPC:(G05* G08*)

UAS Control And Non-Payload
Communication Frequency,
UAS Payload Frequency, UAS
Radio Interference, UAS
Frequency Sharing, UAS
Spectrum Utilization, UAS And
Satellite Link Spectrum, UAS
Unlicensed Frequency Band
Usage

KEY:((무인항공* "무인 항공" 무인비행* "무인 비행"
무인기* 무인선* 드론* ((unmanned*) N/1 (aircraft* aerial*
aerospace* aeronautic*)) dron*) AND (스펙트럼 주파수 대역
spectr* frequenc* band*) AND (((제어 컨트롤 콘트롤 control*)
N/1 (페이로드 “넌-페이로드” “논-페이로드” nonpayload*
“non-paylod” payload*)) OR ((페이로드 데이터 payload
data) N/3 (주파수 frequec*)) OR ((무선 라디오 radio) N/3
(간섭 인터페* 인터피* interfer*)) OR ((스펙트럼 주파수 대역
spectr* frequenc* band*) N/3 (공유 분배 쉐어* 셰어* shar*))
OR ((스펙트럼 주파수 대역 spectr* frequenc* band*) N/3
(이용 사용 활용 us* utiliz*)) OR ((위성 새터* 새털* 새트*
새틀* 세터* 세털* 세트* 세틀* satellite*) N/3 (스펙트럼
주파수 대역 spectr* frequenc* band*)) OR ((비면허
“비-면허” 언라이센* 언라이선* “언-라이센” “언-라이선”
unlicens*) N/3 (스펙트럼 주파수 대역 spectr* frequenc*
band*)))) AND AD:(20010101～20210630) AND MIPC:(H04*
G01* G05*)

Vertiport, Air Taxi, UAM,
EVTOL, Sense And Avoid,
Detect And Avoid, Auto
Landing

KEY:((((항공* air*) A/1 (모빌리티 모빌러티 이동 교통 운송
mobility transport* traffic*)) 도심항공 “도심 항공” “urban air”
UAM "Urban air mobility") AND ((탐지 감지 탐색 서치
detect* sens* search* 회피 기피 avoid* evad* dodg*) OR
(수직이착륙 vtol "vertical take off landing" (vertical A/1
"take off" A/1 landing)) OR (버티포트 vertiport (수직이착륙
vtol "vertical take off landing" (vertical A/1 "take off" A/1
landing)) A/1 (장 비행장 포트 port)) OR (에어택시 “에어
택시” “에어-택시” 운송 airtaxi “air taxi” “air-taxi”) OR
(evtrol ((전기 일렉* electr*) A/1 (수직이착륙 vtol "vertical
take off landing" (vertical A/1 "take off" A/1 landing)))) OR
(자동착륙 “자동 착륙” “auto landing” autolanding ((자동
auto) A/1 (착륙 land*))))) AND AD:(20010101～20210630)
AND MIPC:(B64* H04*)

PSU, Provider of Service for
UAM, PSU Network,
Sharing/Exchange of Flight
Information, VAS, Vertiport
Automation System,
Remote/Virtual/Digital Tower

KEY:((((항공* air*) A/1 (모빌리티 모빌러티 이동 교통 운송
mobility transport* traffic*)) 도심항공 “도심 항공” “urban air”
UAM "Urban air mobility") AND (((통신 communicat*) N/3
(내비* 네비* 항행 navigat*) N/3 (감시 surveil*) N/3 (정보
information)) OR (((제공* 공급* 프로바이더 provider) N/3
(서비스 service)) PSU) OR ((((제공* 공급* 프로바이더
provider) N/3 (서비스 service)) PSU) N/5 (네트워*
network*)) OR ((공유 분배 쉐어* 셰어* 교환 shar*
exchang*) N/3 ((비행 항공 항행 flight) N/3 (정보
information))) OR (((버티포트 vertiport (수직이착륙 vtol
"vertical take off landing" (vertical A/1 "take off"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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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landing)) N/1 (장 비행장 포트 port)) N/3 (자동* automat*))
VAS) OR ((원격 리모트 디지털 가상 버추* 버츄* remot*
digit* virtua*) N/3 (타워 tower*)))) AND AD:(20010101～
20210630) AND MIPC:(G05* G06* G08* G09* H04* B64*)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AI prognostics/health
monitoring, PHM, anomaly
detection, fault detection, power
prediction/management, AI
유동/기상 예측, AI 배터리
상태감시, 빅데이터 기반 운용
모니터링시스템/플랫폼, AI
경로 최적화, 딥러닝 제어,
강화학습 비행제어, 딥러닝
영상기반 제어, 기계학습 표준,
AI 표준, 딥러닝 표준

KEY:((((항공* air*) A/1 (모빌리티 모빌러티 이동 교통
운송 mobility transport* traffic*)) 도심항공 “도심 항공”
“urban air” UAM "Urban air mobility") AND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기계학습 “기계 학습” 머신러닝
“머신 러닝” “machine learning” 강화학습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딥러닝 “딥 러닝” “심층 학습”
“deep learning” 신경망 “신경 망” “신경 네트워크” “neural
network”) OR (건전성 헬스 예후 전조 비정상 이상
아노말리 장애 폴트 전원 배터리 유동 기상 health
prognostic* power battery flow weather) N/3 (관리
모니터링 디텍* 검출 예측 manag* monitor* detect*
predict*) OR ((빅데이터 “빅 데이터”) N/3 (운용 운영 동작
operat*) N/3 (모니터링)) OR ((경로 항로 내비* 네비* 영상
path navigat* course rout* way image) N/3 (최적 제어
optimiz* control*)))) AND AD:(20010101～20210630)

¡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 전체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이전까지
소수의 특허가 출원되다가 2011년부터 출원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5년-2017년 구간에서
출원건수 증가폭이 크게 상승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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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이후

출원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체

출원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및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항목에서의 출원건수가 2018년-2019년에 감소하는 것과
전체 출원건수에서 67%를 차지하는 미국 및 국제출원의 출원건수가 2018년-2019년에
감소하는 경향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항목 및 국가에서의 2017년-2019년의
증감폭은 크지 않음
- 미공개 구간인 2020년-2021년의 출원건수를 고려하면 2020년-2021년 실제 출원건수는 2018년
～2019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7월 시점에서 검색한 결과에서 2019년 후반에 출원된 일부 건은 미공개 상태라서
2019년 출원건수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2019년 출원건수는 관측된 출원건수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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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특허분석
항목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UAM CNSi
표준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합계

2001

2

2

5

5

3

17

2002

1

0

15

4

10

30

2003

3

2

2

2

1

10

2004

2

0

7

5

5

19

2005

6

1

8

1

8

24

2006

5

2

6

7

13

33

2007

8

0

6

7

7

28

2008

4

2

12

6

4

28

2009

9

1

8

8

0

26

2010

10

2

4

6

1

23

2011

11

2

4

4

4

25

2012

12

5

6

5

8

36

2013

19

0

17

1

8

45

2014

14

21

11

7

6

59

2015

45

24

11

9

10

99

2016

112

37

6

2

8

165

2017

114

51

20

14

13

212

2018

84

28

20

9

15

156

2019

83

27

20

4

10

144

2020

51

11

10

4

7

83

2021

1

1

0

0

0

2

합계

596

219

198

110

141

1264

출원연도

- 특허분석 항목들에 대한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및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항목에
대한 출원건수가 UAM CNSi 표준, 및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항목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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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 전체 특허 중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항목에
해당하는 출원건수가 59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및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UAM 적용 AI 기반 기술 표준,
및 UAM CNSi 표준 항목 순이며, 각각 219건, 198건, 141건, 및 110건의 출원건수를 보임
- 대부분의 항목에서 2014년 전후로 출원건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7년 전후의 출원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향후 2020년-2021년 출원건수도 2018년-2019년 구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 출원 현황 >
특허분석 항목

구간A
(2011년∼2013년)

구간B
(2014년∼2016년)

구간C
(2017년∼2019년)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42

171

281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7

82

106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27

28

60

UAM CNSi 표준

10

18

27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20

24

38

- 특허 미공개 구간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를 3년 단위의 3개 분석구간으로
설정하였음
-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에서의 특허출원은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및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항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구간 C(2017년～2019년)에서는
모든 항목에서의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모든 항목에서 구간별 출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최근 구간 점유율(즉,
구간 A, B, 및 C 중에서 구간 C의 비중)은 전체 출원건수를 기준으로 54% 정도로, 이는 최근
구간에서 출원이 급증한 것을 의미함
- 비행제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및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항목의 최근 구간 점유율은 각각 57%, 54%, 및 52%이며, UAM
CNSi 표준, 및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항목은 각각 다소 낮은 49% 및 46%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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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특허분석
항목
특허발행국

비행체
무인기
안전운용 및
스펙트럼
제어용 통신 이용 고도화
표준
기술 표준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UAM CNSi
표준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합계

유럽(EP)

79

30

37

16

27

189

일본(JP)

19

8

19

14

16

76

한국(KR)

41

38

32

35

9

155

미국(US)

341

110

84

37

75

647

국제(WO)

116

33

26

8

14

197

합계

596

219

198

110

141

1264

-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특허출원 비중은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항목이 다른 항목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항목 이외의 나머지 항목들이 유사한 출원 비중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출원과 국제 출원의 항목별 비중은 유사하게 나타나며,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및 UAM CNSi 표준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럽 출원건수에서는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및 UAM CNSi 표준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은 건수의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목별 출원건수
의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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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UAM CNSi
표준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합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

2

0

1

0

9

BOEING

2

0

4

0

0

6

LG ELECTRONICS

0

2

0

2

0

4

인하대학교

0

0

0

1

3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

4

0

0

0

4

한국항공우주산업

3

0

1

0

0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0

2

1

0

0

3

QUALCOMM

1

2

0

0

0

3

아주대학교

1

2

0

0

0

3

한국공항공사

0

0

0

3

0

3

합계

13

14

6

7

3

43

출원인

- 특허 발행국 중 한국에서 특허 출원한 주요 출원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출원 기관은 ETRI,
BOEING, LG ELECTRONICS 순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국내 기관이나 BOEING 및
QUALCOMM의 해외 기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다출원 기관의 출원은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및 무인기 스펙
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당 항목에서 ETRI,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G ELECTRONICS, KARI, QUALCOMM, 아주대학교 등의 출원이 관측됨
- 한국 특허출원의 전체에서도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및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은 집중도를 보이지만, 해당 항목에
대한 다출원 기관의 집중도가 나머지 출원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관측됨
- 다출원 기관의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및
UAM CNSi 표준 항목의 출원건수는 유사하게 나타나며, UAM 적용 AI 기반 기술 표준의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ETRI는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항목에 집중도가 높고, BOEING은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및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에서 출원건이 관측됨
- 한국 출원 전체 155건 중 10개의 다출원 기관의 출원건수는 43건으로 약 28%의 비중을 가지며,
특정 기관에 편중되지 않고 소수의 출원건수를 보유한 출원인수가 많은 것으로 관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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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UAM CNSi
표준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합계

BOEING

20

6

9

17

12

64

SZ DJI
TECHNOLOGY

31

24

0

0

2

57

HONEYWELL

20

1

11

4

14

50

ETAK SYTEMS

40

0

2

0

1

43

AIRBUS

9

1

8

1

0

19

U.S.A.

5

3

0

0

9

17

IBM

10

1

1

0

4

16

GENERAL
ELECTRIC

0

1

4

1

8

14

ALAKAI

1

0

8

0

4

13

THALES

8

0

4

0

1

13

합계

144

37

47

23

55

306

출원인

- 특허 발행국 중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기업은
BOEING, SZ DJI TECHNOLOGY, HONEYWELL, 및 ETAK SYSTEMS 순으로 나타나며, 한국
국적 기관은 상위 다출원인에 포함되지 않음
- 상위 4개 다출원인은 공통적으로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항목에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BOEING은 UAM CNSi 표준, 및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항목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출원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SZ DJI TECHNOLOGY는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항목에서도 집중하는 것으로 관측됨
- 해외 출원 1109건 중 10개의 다출원 기관의 출원건수는 306건으로 약 28%의 비중을 가지며, 특정
기관에 편중되지 않고 소수의 출원건수를 보유한 출원인수가 많은 것으로 관측됨
- 한국 다출원인이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항목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해외 다출원인은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항목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관측됨
- 한국 다출원인이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항목에 대한 집중도가 가장 낮은 것과
달리, 해외 대출원인은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항목이 두 번째로 높은 집중도를
가지는 것으로 관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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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에 대한 5개 항목에 대한 특허 분석 결과, BOEING,
SZ DJI TECHNOLOGY, HONEYWELL 등의 해외 국적 대기업들이 특허를 선점하고 있으며,
한국 국적 기관의 특허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됨
-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의 키 플레이어들이 예상대로 많은 출원건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신, 전기, 유통, 배터리, 건설 등에 주력하는 기관들도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에
대해서 출원건수를 확보하고 있는 등 소수의 출원건수를 보유한 다양한 기술 분야의 다수
분포되어 있는 특징이 관측됨
-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만큼, 지능형 항공 이동체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특허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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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단계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79.8%
(선도국가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ITU-R

SG4/S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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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이행 가능성을 고려한 개정 및 위성 링크에 대한
우주국 시스템 특성 연구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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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이용/보호, 지상 CNPC
주파수 대역 이용/보호 및 무인기 탐지 회피 주파수 이용 방안 표준화 연구 진행 중

ITU-T

SG17

(Q11-Generic technologies (such as Directory, PKI, Formal languages, Object
Identifiers) to support secure applications) 트리 형태의 계층구조인 ITU-T OID 표준을
사용한 무인기 식별 메커니즘 표준 권고안 개발 완료

TC20 SC16

(WG1-General) 무인기의 정의 및 범위, 분류 등 무인기 일반사항에 대한 표준화 진행
(WG2-Product manufacturing and maintenance) 무인기 시스템의 일반적인 사양,
생산품, 시험평가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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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G3-Operations and procedures) 무인기 등록과 식별을 포함한 운영 절차에
관한 표준화 진행 중
(WG4-UTM) 저고도 내 무인기 교통관리시스템 표준화 진행
(WG5-Test & Evaluation) 무인기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및
평가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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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4-Collision Avoidance) 무인기 충돌회피에 대한 안전과 품질의 요구사항 표준에
대한 scope 로드맵 발표

SC17

(WG12-ISO License and Drone Identity Module for Drone) 무인기 식별모듈과
드론 면허증과 관련하여 IC카드 형태의 식별모듈 및 면허증 식별체계에 대한
표준개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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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G

(Spectrum WG) 소형 무인기 민간 이용에 대한 스펙트럼 모니터링 기술 및 셀룰러
네트워크를 이용한 무인기 응용 연구 진행 중

ISO

국제
(공식)

JTC1

APT

I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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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한국 등 20개국과 EASA, RTCA, EUROCAE,
EUROCONTROL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RPAS 패널을 통해 2018년
기술 중립적 SARPs 표준 개발 완료. 2023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미국 RTCA와 유럽
EUROCAE에서 표준화된 기술적 사항을 바탕으로 기술 세부 SARPs 표준 개발 중
- RPAS 패널은 감항, C2, 충돌회피, 자격, 운항, 항공교통관리, 인적영향 등 7개
분과별 기준개발 활동 중. ICAO 부속서 10 내에 2권, 3권, 5권(주파수 활용
부분 추가)의 일부를 개정하고, C2링크 통신만을 다루는 6권을 신규 제정하는
방향 추진 중이며, 2026년 각 체약국 의무 적용을 목표로 표준화 추진 중

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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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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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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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G112(VTOL) 2019년 6월에 신설되었으며,
하이브리드 추진계통을 위한 WG113도 신설됨
- 2021년부터 RTCA와 협업하여 이동통신시스템을 항공안전용 통신링크로
사용하기 위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항공안전용 통신링크로 사용하기 위한
최소동작성능요구사항 표준을 개발할 예정임.
- 무인기 추적 및 모니터링 목적으로 E-Identification에 대한 최소 운용 성능 표준
정의 시작

Global UTM
Association

- 세계 15개국의 참여로 2017년 1월 설립된 비영리 민간협회로서, 3개의 WG으로 구성
· (Overall Architecture WG) 산업계의 UTM 표준 구조를 정의하고 각 국의 UTM
표준 구조화 작업
· (Data Exchange WG) 저고도 무인기 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
개발 작업
· (Registration/Identification WG) 국제 상호운용성 요구를 파악하여 각 운항당국의
요구사항 및 관련 기술솔루션 등 정의

ASTM

- 미국에서 1902년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무인기 설계, 성능,
품질합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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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600kg 미만의 경량 무인항공기에 대한 표준작업 완료. 8,600kg 급의
대형 무인항공기 표준 연구 중
- FAA의 성능기반 인증요구도 변경(FAR 23-64)에 따라 상세 인증적합성 방안 제시를
위해 eVTOL관련 다수(F37, 38, 39, 44, 46)의 WG들이 관련 분야별 활동 중
- UAM과 관련한 전기시스템/배터리 등에 대한 표준 연구 중으로 기존 항공기
적용 표준 대비 eVTOL을 위해 필요한 표준 간의 Gap 분석 중
- 2019년 드론 번호판에 해당하는 리모트 ID 규격을 표준화한 ASTM F3411
“Standard Specification for Remote ID and Tracking” 제정. 표준에는 WIFI 및
블루투스 등 비면허대역 통신 기반의 방송 원격 식별 기술에 대한 표준 포함

국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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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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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진행 중

OSI
(Open Source
Initiative)

- 오픈소스 장려를 위한 비영리 단체
- 오픈소스의 10가지 기준 제시
· Free Redistribution, Source Code, Derived Works, Integrity of The Author’s
Source Code, No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 or Groups, No Discrimination
Against Fields of Endeavor, Distribution of License, License Must Not Be
Specific to a Product, License Must Not Restrict Other Software, License
Must Be Technology-Neutral

PG903

(특수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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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1001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사물인터넷 기반 저고도 무인항공기 관리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참조모델, 인터페이스 및 경량 인증 절차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PG428

(드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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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504

(응용보안/평가인증) 드론 기반 서비스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및 드론 기반
서비스를 위한 보안 메시지 흐름 표준화 완료

TTA

국내

ITU-R SG4/S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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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기 FSS 주파수
사용 연구를 진행 중이며, 향후 무인기 제어/임무용 신규 주파수 논의 예정

국가기술표준원 식별카 - JTC1 SC17에 대응하는 국내 식별카드 전문위원회에서 드론식별모듈 및 드론
드 전문위원회
라이센스에 관한 표준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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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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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WRC에서 2012년 지상 제어용 주파수로 5,030∼5,091㎒(61㎒)대역
신규 항공 주파수가 분배되고, 2015년 고정위성업무 주파수를 이용한 무인항공기 제어를 위한
주파수(2,120㎒ 대역폭) 이용을 위한 신규 결의제정에 따라 차후, 국내 무인기 주파수 법제화
및 표준화 추진 중. 2016년 5091-5150㎒(60㎒) 대역을 무인기 임무용 주파수로 국내 분배. 향후
무인기 응용 확대를 위한 추가 무인기 주파수 및 상용 주파수 확보 및 기술개발을 추진
- TTA 특수통신 PG(PG903)
· 무인기 제어 및 임무 데이터 동시 지원 임무용 양방향 통신 기술 표준화 추진 중. 2017년 말
5,030∼5,091㎒(61㎒)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인기 제어용 통신 물리계층 표준 개발을 완료하고,
2020년 상반기 5091∼5150㎒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인기 임무용 통신 물리계층 개발 완료.
2021년부터 제어/임무용 통신 상위계층 기술 표준화 진행 예정
- ITU-R SG4/SG5 연구반, 한국WRC준비단(국립전파연구원)
· 국내 무인기 산·학·연의 요청으로 2015년 5월부터 무인기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정을 목표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2015년 10월 무인기 제어를 위한 무선 설비의 국내 기술기준으로「항공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 기준 일부개정(안)」을 발표. 2017년 미국 RTCA 1단계 MOPS 표준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내 기술 기준 업데이트 완료. 또한 국내 무인기 수요
확대를 고려하여 AeroMAC 시스템과의 간섭 영향 분석 등 무인기 임무용 주파수 활성화 방안
마련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903

표준(안)명

완료연도

무인항공시스템 제어 및 임무용 통신 상위계층

2022
(진행중)

무인기 임무용 양방향 통신 물리계층

2022
(진행중)

TTAK.KO-06.0516, 무인항공시스템 임무용 통신 물리계층

2020

TTAK.KO-06.0452, 무인항공시스템 제어 및 비임무용 통신 물리계층

2017

¡ (비면허 대역 무인기 응용 표준) 2021년 433㎒ 비면허대역 장거리 통신 기술 개발이 시작됨에 따라
2022년 이후에 관련 표준화 진행 예상. 또한, 비면허대역을 활용한 방송기반 원격 식별 기술의
미국과 유럽의 규정 및 ASTM 산업표준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 관련 규정 마련 및 기술 표준화
진행 예상
- TTA 특수통신 PG(PG903)
· 국내 무인기 업체의 요구에 따라 비면허대역 장거리 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화 진행 예정
¡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과기정통부에서는 2019년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소형 드론의 비가시권 운용을 위한 주파수 확보 방안 검토를 추진 중임.
2018년 4차 산업혁명위원회 3차 해커톤 합의(향후 비가시권 드론 비행 증가에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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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5091㎒ 이외의 국제 조화를 고려한 드론용 면허 주파수 추가 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 내용
이행이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
¡ (저고도 무인기 제어 및 영상 통신 표준) 저고도 공역에서 무작위로 분산된 무인기들의 안전
운항을 위한 전용 통신이 부재하여 한국의 제안으로 저고도 드론 통신 네트워크(LADAN)
표준이 ISO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국제 표준이 향후 국내 표준으로 진행될 예정
- TTA 특수통신 PG(PG903)
· 무인비행장치 통신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 기술 관련 표준이 2019년 6월 제정
- TTA 드론 시스템 PG(428)
· 본 프로젝트 그룹에서 국제 표준으로 진행 중인 LADAN의 Part 3 : 제어 통신과 Part 4
: 비디오 통신을 국내 표준으로 2022년 추진할 예정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저고도 드론 제어 통신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

진행중
(2022)

저고도 드론 비디오 통신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

진행중
(2022)

TTA PG428

TTA PG903

TTAK.KO-06.0484, 무인비행장치 통신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

2019

¡ (저고도 소형 무인기 간 통신 표준) 저고도에서 상업용 무인기 시장이 태동하고 있으며,
물품수송, 산림감시, 시설물안전진단, 국토조사, 해안선관리, 통신망활용, 농업지원, 창고의
재고관리, 재난인명구조, 탐색연구, 운전자 내비지원, 교통, 공중 쇼, 버추얼 관광, 영화,
엔터테인먼트, 보안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통신 링크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 저고도 무인기 간 통신은
운용 안정성을 확보와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국내 표준으로서 2019년 TTA에서
먼저 제정되었으며, 현재 국제 표준으로 진행 중
- TTA 특수통신 PG(PG903)
· 무인비행장치 통신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 기술 관련 표준이 2019년 6월 제정
· 무인비행장치 통신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 기술 표준을 저고도 드론 통신 네트워크(LADAN)
으로 국제 표준화하는 사업이 2019년 7월에 시작
- TTA 드론시스템 PG(PG428)
· PG903에서 제정된 무인비행장치 통신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 기술 표준을 물리계층으로
하는 저고도 무인기 탐지및회피 응용계층기술 표준이 2020년에 제안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음.
- 국제무인기포럼
· 무인기 성능 및 시험, 무인기 시스템과 부품, 무인기 임무 서비스, 무인기 통신, 탐지 및 회피
등 관련 기술 표준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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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TTA PG903

TTAK.KO-06.0484, 무인비행장치 통신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

TTA PG428

2020-0490, 저고도 무인기 탐지및회피 응용계층기술

완료연도
2019
진행중
(2022)

¡ (국가공역 유무인기 혼합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민간무인기 활용이 증진되고 민간무인기
국가공역 이용에 대비한 무인기 탐지 회피기술 도입과 관련된 시스템의 인증과 기술표준
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기술표준 진행 동향을 파악하며, 국내 무인기 시스템 및 부품에
대한 법, 제도와 기술 표준화 진행
- TTA 특수통신 PG(PG903)
· 2017년 12월 무인항공시스템 제어 및 비임무용 통신 물리계층 기술 관련 표준안 제정하고
2019년 6월 제95차 표준총회에서 무인비행장치 자율 운항 통신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
기술 관련 표준안 제정하고 2020년 임무용 통신 물리계층 기술 관련 표준 진행
- TTA 사물인터넷 PG(PG1001)
· 2019년 12월 제96차 표준총회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위한 임무식별 및 정보공유 체계 관련
표준안 제정
- ITU-R SG5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국가기술표준원)
· 2016.12 ‘무인항공기시스템 분류 및 용어’ 국가표준 제정 고시하고 2018.3.29. ‘무인항공기시스템 무인동력비행장치 설계’, ‘무인항공기 시스템-프로펠러의 설계 및 시험’, ‘무인항공기시스템 리튬배터리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3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고시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903

TTA PG1001

KATS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06.0516, 임무용 통신 물리계층 기술

2020

TTAK.KO-06.0484, 무인비행장치 자율 운항 통신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 기술

2019

TTAK.KO-06.0452, 무인항공시스템 제어 및 비임무용 통신 물리계층 기술

2017

TTAK.KO-10.1202, 무인비행장치를 위한 임무식별 및 정보공유 체계

2019

KS W 9001 무인항공기시스템 - 무인동력비행장치 설계

2018

KS W 9131 무인항공기 시스템 - 프로펠러의 설계 및 시험

2018

KS W 9132 무인항공기시스템 - 리튬배터리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2018

¡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아직까지 UAM의 탐지 및 회피 관련 검증된 기술과 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이는 아직까지 실용화된 UAM이 안나온 상태이기 때문임.
그러나 도심 운용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탐지 및 회피기술은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며,
UAM의 체계개발과 더불어 신뢰성 있는 탐지 및 회피기술도 성숙되도록 연구 개발하여 기술
및 기준의 표준화에 선제적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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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CNSi 표준) 2021년 4월부터 K-UAM 실증사업(GC, Grand Challenge)을 통한 UAM용
CNSi 환경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이 시작되었으며, 2025년 K-UAM 상용화 지원을 위한
CNSi 획득 및 검증체계 지원 사업이 2022년에 시작될 예정으로 이들 과제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국내 표준화 작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 (KARI) K-UAM GC 1 단계용 CNSi 환경 구축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9월까지 K-UAM 테스트베드인 고흥 소재 항공센터에서 통합시험 진행 예정
- (TTA 드론시스템 PG(PG428)) 무인기 교통관리시스템(UTM) 연계 기술, 드론 플랫폼/미들웨어,
서비스 간 연동기술 규격, 지능정보기술 플랫폼과 드론 시스템과의 상호운용, 대량의 임무 취득
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분석, 스마트시티 플랫폼과의 인터페이스 등의 표준화 기술을 다루고
있으며, 2022년부터 국내 K-UAM 관련 국내 주요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표준화 항목을 다룰
예정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428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0-0706, 무인항공기 시스템 관리를 위한 임무정보 교환체계

2021

2020-0707,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록 및 표기를 위한 지침

2021

2021-0665, 드론 서비스용 임무 센서 데이터- 제1부: 광학(EO) 정지영상 메타데이터

2021

2021-0666, 드론 서비스용 임무 센서 데이터- 제2부: 적외선(IR) 정지영상 메타데이터

2021

2021-0667, 드론 서비스용 임무 센서 데이터 - 제3부: 다분광(MSI) 정지영상 메타데이터

2021

2021-0669, 드론 서비스용 임무 센서 데이터 - 제4부: 광학(EO) 동영상 메타데이터

2021

2021-0670, 드론 서비스용 임무 센서 데이터 서비스 별 메타데이터 확장 방안(기술보고서)

2021

¡ (UAM 교통관리 표준) 항공교통관리는 기존 교통관리 체계인 ATM과 UTM을 비롯하여 새로운
개념의 도심항공교통(UAM)의 출현으로 인해 새로운 교통관리 체계가 요구되며, UAM 운용을
위해 공역으로 진입하는 UAM의 수요를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UAM 교통관리 요구와
더불어 정부의 UAM 로드맵(‘19.7) 발표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가
본격적으로 수행되면 국내 표준화 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전망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 2017년 6월부터 사물인터넷 기반 저고도 무인항공기 관리 및 운영 시스템 관련 과제를
추진 중
- TTA 드론시스템 PG(PG428
· 무인기 임무정보 교환체계, 임무식별 체계 등 무인기 교통관리시스템(UTM) 연계 기술
표준화 작업을 2019년부터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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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19-1241, 사물인터넷 기반 무인비행장치 등록 및 운용을 위한 플랫폼 연동
지침

진행중
(2022)

TTAK.KO-10.1058-Part1, 사물인터넷 기반 저고도 무인항공기 관리 및 운영
시스템-제1부: 요구사항

2018

TTAK.KO-10.1058-Part4, 사물인터넷 기반 저고도 무인항공기 관리 및 운영
시스템-제4부: 인증절차

2018

TTAR-10.0074, 사물인터넷 기반 저고도 무인항공기 관리 및 운영 시스템:
유즈케이스

2017

TTA PG1001

2019-1237, 무인항공기 시스템 관리를 위한 임무 정보 교환 체계
TTA PG428
TTAK.KO-10.1202, 무인항공기 시스템 관리를 위한 임무 식별 체계

진행중
(2022)
2019

¡ (UAM 인프라 표준) 에어택시 등 미래항공기 운영체계 로드맵 마련 기획연구 및 정부의
UAM 기술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첨단기술을 적용한 상용 인프라 기술들이 발굴되었으며 이를
구체화 시키기 위한 실행계획이 UAM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 단계에 진입하면서
산업체에 필요한 국내 표준화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
- 국가기술표준원
· UAM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 단계에 산업부와 함께 참여하여 관련 산업표준 구축
필요성을 확인
- KARI
· OPPAV 개발사업을 통해 산업표준화 필요 대상을 도출하고, 한국형 UAM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표준화 방안의 기술적 실증을 준비
- 한국공항공사(KAC) 및 인천국제공항공사(IIAC)
· 인프라 구축 및 운용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감시 및 국내 표준화 기술적 실증 준비
- 한화시스템 및 LIG넥스원
· 인프라 통합자동화 및 항행안전시설 운용을 위한 민간 및 군 표준 기반의 UAM용 표준화
작업 준비
¡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국내 AI 정책 및 표준은 대체적으로 AI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립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데이터 품질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 부설 데이터 품질관리
인증센터에서 2006년 2월부터 데이터 품질 인증제도(DQC; Database quality certification)를 시행
¡ (ICT 기반 무인기 식별모듈 및 인증 표준) 국가기술표준원 중심으로 드론식별모듈 관련 국제 표준을
국내 표준으로 준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TTA와 사물인터넷융합포럼은 드론 기반 서비스 및
보안 관련 일부 기술 표준화를 완료하였으나 TTA 드론시스템 프로젝트 그룹(PG428)에서는 드론
식별 및 보안에 관한 표준화 활동은 아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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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식별카드 전문위원회
· JTC1 SC17에 대응하는 국내 식별카드 전문위원회에서 드론식별모듈 및 드론 라이센스에
관한 표준 논의 시작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 ‘드론 기반 서비스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화 완료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 사물인터넷 기반 저고도 무인항공기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을 4개 파트로 구분(요구사항,
참조모델, 인터페이스, 경량 인증 절차)하였고, 보안과 관련된 파트인 제4부 경량 인증
절차는 표준제정 완료됨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 IoT정보보호분과위원회에서는 드론 기반 응용서비스의 보안 요구사항, 키 은닉 요구사항
등을 포럼 표준으로 제정 완료하였고, 현재는 드론 식별 및 인증에 관한 표준화 활동이
없음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504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R-12.0033, 드론 기반 서비스를 위한 보안 메시지 흐름(기술보고서)

2018

TTAK.KO-10.1202, 무인항공기 시스템 관리를 위한 임무 식별 체계

2019

TTAK.KO-10.1058-Part4, 사물인터넷 기반 저고도 무인항공기 관리 및 운영
시스템-제4부: 경량 인증 절차

2018

TTA PG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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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ICAO RPAS Panel에서 무인기 제어용 통신에 대한
기술 중립적 SARPs 국제 표준을 2018년 완료. 기술 세부적 SARPs 국제표준을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미국 RTCA 및 유럽 EUROCAE에서는 무인기 제어용 통신에 대한 구체적
세부 기술 표준화 추진을 통해 ICAO 국제 표준 개발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어 무인항공기
주파수 표준화 및 무인항공기 산업 활성화 예상. 또한 무인기 응용 확대를 위한 무인기 추가
주파수 및 기술 확보 방안 논의 예상
- RTCA
· 무인기시스템 제어용 통신링크에 대한 최소운용성능 표준(Minimum Operation Performance
Standard, 이하 MOPS)을 개발 중이고, 무인기 제어용 통신 기술 표준화는 SC-228 산하
C2(Command and Control) 작업반(WG2)에서 진행 중. SC-228 산하 WG2 작업반에서는
무인기 제어용 통신링크에 대한 MOPS 표준을 개발 중이며, 이중 무인기 제어용 지상
통신링크 1단계 MOPS 표준 개발은 2016년 9월 완료. 네트워크 기반 무인기 제어용 지상
통신링크 및 위성 통신링크 2단계 MOPS 표준은 2020년 12월 완료. 2021년부터 3단계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물리계층 규격만을 정의하고 있으나 네트워크 형 무인기 제어용
통신링크를 위해 물리계층 뿐만 아니라 상위계층에 대한 규격 정의도 추가적으로 고려 중.
3단계 표준화에는 UAM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체 운용 시나리오가 포함되었으며, 항공안전
통신링크로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최소동작성능요구사항 표준 개발을 시작
- EUROCAE
· 항공기 시스템의 운용 및 안전 성능 요구사항,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항공기 시스템 및 운용
최소 요구사항 표준을 개발하여 유럽연방항공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에 제언.
EUROCAE 산하 작업반 WG105에서 중대형 무인기와 소형 무인기의 유럽 공역 내의 안정적
진입을 위한 표준 및 권고 개발을 진행 중이나 아직 구체적 활동은 미미한 상태. 지상 제어용
통신 기술 보다는 위성 제어용 통신 기술 표준화에 중점을 둠. RTCA와 협업하여 UAM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체 운용 시나리오가 포함되었으며, 항공안전 통신링크로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최소동작성능요구사항 표준 개발을 시작
- ICAO
· RPAS Panel에서 무인기 제어용 통신링크에 대한 기술 중립적 SARPs 국제표준 개발을 2018년
완료하였으며, 2018년 이후에는 2026년 각 체약국 의무적용을 목표로 기술적 세부사항을 포함한
SARPs 표준 개발을 시작. 무인기 운용에서의 기술적 세부사항은 RTCA와 EUROCAE의 연구
결과를 준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RTCA의 기술 표준화 결과는 ICAO의 RPAS 관련
SARPs에 향후 반영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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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RTCA

EUROCAE
ICAO

표준(안)명

완료연도

DO-377A, MASPS for a C2 Link System Supporting Operations of UAS in U.S.
airspace

진행중
(2023)

DO-362A, C2 Data Link MOPS(Terrestrial)

진행중
(2022)

LTE/5G C2 and USS Datalink MOPS

진행중
(2023)

DO-377A, MASPS for a C2 Link System Supporting Operations of UAS in U.S.
airspace

2021

DO-362A, C2 Data Link MOPS(Terrestrial)

2020

DO-377, MASPS for a C2 Link System Supporting Operations of UAS in U.S.
airspace

2019

DO-362, Command and Control(C2) Data Link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MOPS)(Terrestrial)

2016

DO-265, MOPS for RPAS Command and Control Data Link(C-band SATCOM)

2020
진행중
(2023)

Annex 10, Vol.6, RPAS C2 Link

¡ (비면허 대역 무인기 응용 표준) 이동통신 기반의 무인기 통신 표준의 경우, 3GPP에서 무인기
지원을 위한 LTE/5G 표준화 진행 중. 비면허대역 통신 기술 경우 국제 표준화 활동은 미비하나
향후 드론 응용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ITU-R SG5, ISO 등을 통해 비가시거리 운용을 위한
비면허대역 드론 전용 통신 국제 표준화 진행 예상. 비면허대역 식별 기술의 경우, ASTM에
관련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
- 3GPP RAN2
· 무인기 지원을 위한 LTE 표준화가 완료되어 Release 15 규격에 반영되었으며, SA에서 UTM
지원을 위한 표준화가 Release 16에서 진행되었으며 Release 17에서는 무인기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인기 주요 성능 파라미터 표준화가 진행될 예정
- ITU-R SG5, ISO TC20 SC16
· 향후 저고도 무인기의 비가시거리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 움직임과 함께 전용 통신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 시작 예상
- ASTM
· WIFI 및 블루투스 비면허대역 기술을 활용한 방송 기반 원격 식별 기술 1단계 표준화가 2019년
완료되고, 현재 미국 FAA 및 유럽 EASA의 원격 식별 관련 정책 수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2단계 고도화 표준화가 진행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ASTM F.38

표준(안)명
F3411-19, Standard Specifications for Remote ID and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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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연도
2020

¡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IMT 성층권통신시스템(HIPS), 무인기 탐지 회피 시스템
주파수 이용 표준 개발 중
- ITU-R WP5B
· 무인기 탐지 회의 시스템 주파수 이용에 대해 ARNS(항공 무선항행업무) 주파수 대역의
검토 및 이용 가능성 연구 활동을 진행 중(ITU-R 보고서 M. 2204 개정 작업 진행 중)
- ITU-R WP5D
· IMT지정된 2.7㎓ 이하 대역 이동업무에서 HIBS(IMT station으로 이용하는 HAPS) 이용을
위한 주파수 대역 식별 및 공유 연구 진행 중(WRC-23 의제 1.4)
- APT AWG
· 소형 무인기 민간 이용에 대한 스펙트럼 모니터링 기술 및 셀룰러 네트워크를 이용한
무인기 응용 연구 진행 중. 현재 및 미래 UAS 스펙트럼 이용 기술 보고서 개발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TU-R SG5

M. 2204, Characteristics and spectrum considerations for sense and avoid
systems use on unmanned aircraft systems

2020

APT AWG

APT/AWG/REP-98, APT Report on current and future usage of unmanned
aircraft

2019

¡ (저고도 무인기 제어 및 영상 통신 표준) 드론 제어를 위하여 모바일 링크를 사용한 드론
제어방식과 드론 전용 통신을 사용한 표준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드론 전용 통신 규격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음
- JTC1 SC6
· 저고도 드론 통신 네트워크(LADAN: Low Altitude Drone Area Network) 표준이 한국의
제안과 주도로 진행 중. 이 표준의 Part 3 : 제어 통신, Part 4 : 비디오 통신 등의 2 개
파트가 제어 및 영상 표준이며, 저고도 영공에서 무작위로 분포하고 있는 드론들에게
안전한 통신 링크를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무선 분산 통신 표준임
- 3GPP
· Rel-15에서는 항공기에 대한 향상된 LTE 지원(TR 36.777)을 진행하고, Rel-17에서는 무인
공중 시스템 연결, 식별 및 추적 지원에 대한 연구(TR 23.754) 및 UAS 지원(TS22.125)을
개발
- ASTM
· 소형 무인기 전용 명령 및 제어 통신 규격에서는 C2 의 기능 구조, 일반 요구사항, C2 의
스펙트럼 요구사항, C2 Link 요구사항 등의 전반적인 통신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통신 스펙은 기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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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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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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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중
(2022)

JTC1 SC6

3GPP

ASTM

TR 36.777, Enhanced LTE Support for Aerial Vehicles

2020

TR 23.754, Study on supporting Unmanned Aerial Systems Connectivity,
Identification, and Tracking

2020

TS22.125, Unmanned Aerial System(UAS) support in 3GP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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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저고도 소형 무인기 간 통신 표준) 저고도에서 운용되는 무인기들은 상호 충돌 우려로 인한
규제 때문에 상업적 서비스가 지연되는 중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충돌 회피용 통신과 충돌
회피를 위한 요구사항 표준 작업이 진행 중
- JTC1 SC6
· 2020년 2월에 표준 제정이 시작된 저고도 드론 통신 네트워크 LADAN의 Part 2 : 공유
통신은 드론 간 통신을 기술하고 있으며, 드론 간 통신은 저고도 드론들이 탐지 신호를
보내고 충돌이 예상되는 드론 간의 회피 협상 통신을 포괄적으로 지원
- ISO TC20 SC16
· JTC1 SC6과 리에종 관계를 맺고, 저고도 드론을 위한 통신 물리 및 데이터 링크 표준의
진행을 보고 받음. 2019년 12월부터 충돌 회피 Adhoc 그룹이 생성되어 2020년에 충돌
회피 전반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의 범위에 대하여 논의되어, 충돌 회피를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가 포함된 로드맵 문서를 도출
- ICAO
· RPAS 패널에서 전반적인 무인기 탐지 및 회피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EUROCAE WG105 SG13
· 매우 낮은 고도의 작동에서 탐지 및 회피를 위한 OSED(Operational Services and
Environment Definition)를 정의한 후, 구체적인 탐지 및 회피를 위한 최소 작동 성능 표준을
제정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4005, LADAN Part 1 : Communication model and requirements

진행중
(2022)

ISO/IEC 4005, LADAN Part 2 : Physical and data link protocols for shared
communication

진행중
(2022)

JTC1 S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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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역 유무인기 혼합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민간무인기 국가공역 진입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무인기 충돌 탐지 회피 기술의 요건 수립, 인증, 알고리즘 구현 집중
- ITU-R SG5
· 2014년 3월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건을 계기로 ICAO에서 ITU에 새로운 항공
수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성에 필요한 통신주파수 스펙트럼 할당을 요청하고, 2015년
11월 WRC-15에서 1,087.7～1,092.3㎒ 주파수 대역을 항공이동성서비스용으로 분배하여
항공기에서 보내는 ADS-B 신호를 위성이 수신 가능
- ISO TC20 SC16
· 기술표준과 관련 민수용 무인기 시스템 일반인 요구사항 식별, 2015년부터 민수용 무인기시스템
기술표준 문서 개발 진행 중이며, 2017년 4월 ICAO APUASTF(아시아태평양 무인기시스템
태스크포스)에 UAS 전문가 참여 요청. 2017년 11월 한국에서 ISO 무인기 SC16 정기총회 개최
- ICAO
· 2018년 4월까지 UTM/ATM 의 통합 운용을 위해 필요한 센서에 대한 RFI 제출이 요청되어
ETRI에서 ACA(Automatic Collision Avoidance) 센서에 대한 사항을 제출함. ICAO 산하
UAS-AG가 이를 검토 중이며, ASBU(Aviation System Block Upgrade) 로드맵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민간무인기 국가공역 진입 로드맵을 수립하여 발표
- ICAO ASBU
· 무인기의 공역 통합을 Block 0(2013년), Block 1(2019년), Block 2(2025년), Block 3(2031년
이후) 4개의 단계로 설정하고 각각 충돌 탐지 회피 기술의 성능 요건 수립, 충돌 탐지
회피 기술의 인증, 인증된 충돌 탐지 및 회피 알고리듬 구현 계획
- RTCA
· RTCA SC-228 WG1(Detect and Avoid)에서는 대형 무인기를 대상으로 2003년 12월 무인기
탐지 회피 기술표준 문서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2013년 12월 기본 요구 성능을 정의한
이래로 2017년 Phase I로서 Class A 공역에서 IFR 조건의 UAS 운용, Class D/E/F로부터
Class A로 공역 진입시 탐지 및 회피(DAA)에 대한 최소 운용 성능 기술표준을 제정하고
2020년에 Phase II로서 Class D/E/G 공역에서 UAS 운용, Class C/D/E/G 공역에서 이착륙,
Class B 공역 통과에 대해 추가 제정하고 2021년 수정. 앞으로 2022년 제정 목표로 Phase
III로서 고고도에서 의사이성 통한 UAS 운용, 제한 성능의 소형 UAS 및 지면 근처 UAS 운용,
AAM 포함한 VTOL운용, Part135 수송기 운용에 대한 최소 운용 성능 기술표준 제정이 진행 중
- EUROCAE
· WG-105 SG-1(Detect and Avoid)은 SG-11, 12, 13로 다시 나누어 각각 UAS 및 RPAS 탐지
및 회피 기술표준의 제정을 진행 중이며 SG-11에서는 Class A, B, C 공역에서
계기비행조건(IFR)의 UAS 탐지 및 회피 기술표준을, SC-12에서는 모든 공역에서 계기비행(IFR)
및 시계비행조건(VFR)의 RPAS 탐지 및 회피 기술표준을, SC-13에서는 저고도에서 UAS 탐지
및 회피 기술표준 제정을 진행 중이며 2017년 6월 진행되고 있는 무인기 기술 표준 제정을
조정하는 기구로 EUSCG(European UAS Standards Coordination Group)을 발족
- FAA
· 2012년 2월 미국에서 발효된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에 따라 2013년
11월 민간 무인기 공역통합 로드맵을 발표. 민간무인기 공역통합이 제도의 성숙 및 기술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Accommodation(2013∼2018) →
Integration(2018∼2023) → Evolution(2023∼) 3단계의 통합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필수 기술로서 무인기 탐지 회피 기술을 분류. 무인항공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가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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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을 위하여 UAS Integration Office을 운용 중이며 이를 통해 RTCA 등과 기술표준제정을
위해 협업 중
- ERSG
· 2013년 6월 민간 무인기 공역통합 로드맵을 발표. 민간 무인기의 공역통합은 무인기 탐지
회피 기술을 포함한 모든 기술이 성숙되고 표준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며, 점진이고
진화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2018년 → 2023년 → 2028년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주요 일정으로 제시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TU-R S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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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SO TC20
SC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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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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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CAO

EUROC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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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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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중
(2023)

ED-xxx, Minimum Aviation System Performance Standard for Detect and
Avoid(Traffic) in Class A-C airspaces under IFR

진행중
(2022)

ED-xxx,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MOPS) for Detect &
Avoid [Traffic] in Class A-C airspaces under IFR

진행중
(2022)

ED-xxx,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MOPS) for Detect &
Avoid in Very Low Level Operations

진행중
(2024)

ED-267, Operational Services and Environment Description(OSED) for Detect
and Avoid in Very Low Level Operations

2020

ED-258, Operational Services and Environment Description(OSED) for Detect
& Avoid [Traffic] in Class D-G airspaces under VFR/IFR

2019

DO-365C, Detect and Avoid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Phase III(DAA MOPS)

진행중
(2022)

DO-387,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MOPS)
Electro-Optical/Infrared (EO/IR) Sensors System for Traffic Surveillance.
RTCA

for

2021

DO-365B, Detect and Avoid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Phase II(DAA MOPS)

2021

DO-381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MOPS) for Ground
Based Surveillance Systems (GBSS) for Traffic Surveillance

2020

DO-366A,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MOPS) for AIr-to-Ai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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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Radar Detect and Avoid(DAA) Systems Phase II
DO-365B, Detect and Avoid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Phase II(DAA MOPS)

2021

DO-365A, Detect and Avoid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Phase II (DAA MOP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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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DO-366,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MOPS) for AIr-to-Air
Radar Detect and Avoid(DAA) Systems Phase 1

2017

¡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UAM은 최근들어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아직 인증
및 상용운용이 가능한 모델이 없는 상태여서 이와 관련된 탐지 및 회피기준 개발도 연구단계에
있는 상태임. 그러나 도심 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체의 안전성 및 운용안전성 확보
필수
- EASA
· 현재 기체 안전성기준은 유럽 감항당국인 EASA가 최초로 19년 7월에 SC-VTOL로 UAM
시스템에 대한 인증기준을 발표하였으며, ‘21년 5월에 구체적인 적합성입증방법인
Proposed MOC를 발표. 그러나 이는 비행체 시스템에 관한 인증기준이며, 탐지 및 회피
시스템에 대한 프로토콜이나 인증기준은 없는 상태. 이는 아직 검증된 시스템이 상용화되지
못했기 때문임.
· UAM 시스템 인증기준 및 안전성 요구 기준

구분

주요내용

기체 및 시스템에 대한
인증기준 개발

SC-VTOL (Special Condition Vertical Take-Off Landing, ‘19.7.2)

SC-VTOL에 대한
적합성입증방법안 개발

Proposed Means of Compliance with the SC VTOL (‘20.5.25)

Proposed MOC에 대한
MOC Issue 2 개발

Means of Compliance with the Special Condition VTOL (’21.5.12)

전기동력 시스템에 대한
인증기준안 개발

Proposed SC EHPS (Special Condition Electric/Hybrid Propulsion System,
‘20.1.27)

<EASA SC-VTOL 및 Proposed M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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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시스템 안전성 요구 기준
요구기준
UAM을 개인용도인 Basic category와 운송사업용인 Enhanced category로 분류하고 안전도
수준을 차등 적용
향후 공역안전성 확보를 위한 탐지 및 회피기동의 시스템 신뢰도도 동일하게 적용 예상됨.
Basic category : 10-7 ～ 10-9
Enhanced category : 10-9 이상

<EASA 시스템 안전도 요구수준>

- FAA
· 미국 FAA의 경우 아직까지 UAM에 대한 별도 기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기존 유인항공기의 인증기준을 적용한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Safety Continuum 개념을 적용한 UAM 항공안전정책 수립
· 항공기가 보유하는 위험수준과 상응하는 사회적 기대 수준의 균형 있는 안전수준 마련(소형
무인항공기부터 대형 수송급 항공기까지 동일 개념 적용)
· eVTOL 항공기도 동일한 Safety Continuum 개념 적용하여 기존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안전수준 적용 요구

<FAA의 UAM/eVTOL 시스템 인증기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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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M, RTCA, EUROCAE 민간기관 등
· 이에 ASTM, RTCA, EUROCAE와 같은 산업체 및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WG을 분야별로
구성하여 연구 중. UAM은 전기동력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단거리 운송에 적합하여
국제운송 규약을 위한 ICAO 보다는 산업체를 중심으로 산업체기준이 먼저 제안될 것으로
예상. UAM은 도심운용 시 당분간 기존 Part 23 고정익기와 Part 27 헬기와 같이 E-class
공역에서 탑승조종사의 책임하에 VFR 기준으로 분리하에 안전한 비행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이후 기존 TSO 항공제품인 TCAS와 GPWS 와 같은 안전 보조장치를 변형하여
사용하고 다음 단계로 Autopilot/FCS와 연동하여 안전한 자동비행의 방법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
- EUROCAE
· WG-112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기준/표준화 작업을 연구중. 아직까진
UAM 전용 탐지 및 회피기준이나 이를 연구하는 WG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유무인기의
연구 그룹에서 개발되는 기술을 UAM의 도심운용 특성에 맞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

구분

주요내용

WG-105 SG-1

Detect & avoid

WG-105 SG-2

C3 and security

WG-105 SG-3

UTM

WG-105 SG-5

Enhanced RPAS automation

WG-105 SG-11

DAA against conflicting traffic for UAS operating under IFR in A-C class airspace

WG-105 SG-12

DAA against conflicting traffic for UAS operating under IFR and VFR in all airspace classes

WG-105 SG-32

UTM E-Identification

WG-105 SG-33

UTM Geo fencing

WG-105 SG-51

ERA-Automatic take-off and landing

WG-110

Helicopter terrain awareness and warning system (HTAWS)

WG-112 SG-5

Ground

WG-112 SG-6

Avionics

¡ (UAM CNSi 표준) UAM의 운용고도(평균 지표고도 1,500ft)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UAM용
CNS 구성에 대한 연구가 NASA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GPS, GLONASS, Galileo,
BeiDou 등 다중 GNSS 위성군의 이중 주파수 운용 지원을 위한 추가 주파수 공급 및
GBAS의 성능향상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한 표준개정이 진행되고 있음.
- ICAO
· 다중위성군(GPS, Galileo, GLONASS, BeiDou), 이중주파수 지원을 위한 추가 주파수 공급
및 GBAS(Ground Based Augmentation System)를 위한 이온층 지연 구배 저감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속서 10, Vol. 1 개정 추진 중(2023년 11월 발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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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A
· 최적의 UAM용 CNS 구성을 위한 연구가 NASA AAM NC(Advanced Air Mobility
National Campaign)에서 진행 중으로 2018년 10월 기준 23개의 CNS 서비스제공업체가
참여를 신청했으며 그 최종 결과는 2030년 초반에 공개 예정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R SG5

ICAO

표준(안)명
WRC-07 : approved spectrum allocation for 5091-5150 MHz for AeroMACS

진행중
(2023)

Annex 10, Vol.1, Dual-Frequency Multi-Instillation GNSS

진행중
(2023)

JAR-DEL 12 : RPAS C2 Link ConOps

EUROCAE

2007

Annex 10, Vol.6, RPAS C2 Link

DOC 10444, AeroMACS Technical Manual

JARUS

완료연도

2019
진행중
(2023)

JAR-DEL 07 : CPDLC(Controller Pilot Data Link)

2016

JAR-DEL 13 : Required C2 Performance Concept

2016

JAR-DEL 02 : RPAS C2 Link RCP

2014

ED-261-1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Standard for a Generic
Surveillance System (GEN-SUR SPR) - Volume 1
ED-261-2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Standard for a Generic
Surveillance System (GEN-SUR SPR) - Volume 2
ED-261-3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Standard for a Generic
Surveillance System (GEN-SUR SPR) - Volume 3

진행중
(2024)

ED-294 SWIM Service Specification Template and Methodology

진행중
(2024)

DP005, Technical Standard on SWIM Information Service Specification Template
and Methodology

진행중
(2022)

ED-xxx, Guidelines on the use of multi-GNSS for UAS(low robustness)

진행중
(2022)

ED-XXX Minimum Aviation Systems Performance Standard (MASPS) for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AIS) and Meteorological (MET) Datalink Services

진행중
(2022)

ED-XXX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 for Area Navigation

진행중
(2024)

ED-194B, MOPS for Ai Surveillance Application(ASA) System

2020

ED-201A Aeronautic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AISS) Framework Guidance

진행중
(2023)

ED-223A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MOPS) for the Aeronautical
Mobile Airport Communication

진행중
(2023)

ED-242B, MASPS for AMS(R)S Data and Voice Communications Supporting
Required Communications Performance(RCP) and Required Surveillance
Performance(RSP)

2020

ED-243B,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for Avionics Supporting
Next Generation Satellite Systems(NGSS)

2020

ED-265,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 for RPAS Command an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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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Control Data Link(C-Band Satellite)

3GPP

ASTM

ED-114A, Ch.1 MOPS For Global Navigation Satellite Ground Based Augmentation
System Ground Equipment To Support Category I Operations

2017

ED-227, MASPS for AeroMACS

2016

ED-233,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Document for CDTI Assisted Visual
Separation(CAVS)

2014

ED-75D, MASPS 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 for Area Navigation

2014

ED-222/DO-346, Technical Specification: Aeronautical Mobile Airport Communications
System(AeroMACS) Profile

2013

ED-223/DO-345, MOPS for the Aeronautical Mobile Airport Communication
System(AeroMACS)

2013

TR 36.777, Enhanced LTE Support for Aerial Vehicles

2020

TR 23.754, Study on supporting Unmanned Aerial Systems Connectivity,
Identification, and Tracking

2020

TS22.125, Unmanned Aerial System(UAS) support in 3GP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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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UAM 교통관리 표준) UAM 운용을 위해 기존의 ATM 및 UTM과는 다른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에서는 개발 중인 UTM을 확장하여 UAM 교통관리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으로, NASA AAM NC(Advanced Air Mobility National Campaign)의
UAM 교통관리를 위해 현재 수행 중인 항공교통관리(ATM-X) 프로젝트 개념을 확장하여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다는 로드맵 통해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표준화 활동은 태동기 상태로 운용성 및
안전성 확보 후 본격적인 표준화 활동 예상
- ICAO
· 제2차 Drone Enable workshop에서 eHANG사가 자사의 UAM 관련 내용 발표(2018년 9월) 한
바 있으며, 40차 총회에서 UAE가 의제 26에서 자국 내 UAM 관련 활동 내용 보고하였고,
IATA, CNASO 등이 의제 26에서 UAS, UAM 공역통합 내용 보고.(2019년 9월) ICAO 주관
회의에서 UAM 관련한 언급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공식적인 연구반 또는 공식적인 표준권고안
개발 활동은 없음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CAO

표준(안)명
Annex 10 Vol. 4 Part 2, SARPs on Detect and Avoid

진행중
(2022)

Annex 6

진행중
(2022)

Part 4, SARPs on RPAS Operations

진행중
(2022)

SARPs on ATM
JARUS

완료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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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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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ISO TC20

표준(안)명

완료연도

UTM-Part 5, UTM functional structure

진행중
(2023)

UTM-Part 7, Data model for spatial data

진행중
(2023)

UTM-Part 8, Remote identification providers

진행중
(2023)

UTM-Part 12, Requirements for UTM services and service providers

진행중
(2023)

UTM-Part 1, UTM Suvey results on UTM

2020

UAS Traffic Management Architecture

2017

Flight Logging Protocol

2018

Global UTM
Association

¡ (UAM 인프라 표준) UAM을 스마트시티의 대중교통체계로서 구축하기 위한 필요 인프라
논의가 2020년부터 전문가 워크숍 형태로 진행 중이나 관련 표준화 활동은 태동기 수준
- EASA
· 항공선진국 감항당국들 중 가장 활발히 기준개발에 노력 중이며, 2019년 7월에 VTOL
항공기에 대한 감항기술기준을 개발하여 공포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합성 입증방안
상세화를 EUROCAE 등과 활발히 추진 중
- EUROCAE
· 유럽의 산학연들이 모여서, EASA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중 가장 활발히 민간분야에서
VTOL 비행체의 인증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가능 적합성 입증방법(Acceptable means
of compliance)과 인프라 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연구, 개발 중이며, 향후 이 분야의
리더로 기준개발을 선도해 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 UAM 산업 전반에 필요한 표준
개발을 위해 WG112가 UAM ConOps(운용개념), 배터리 기반의 eVTOL 운용기준, UAM
인프라 운용기준 등의 초안을 21년 도출을 목표로 활동 중
- ISO
· ISO TC20 SC16 Unmanned aircraft systems에서 Passengers on board 개념으로 UAM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Vertiport에 대한 표준작업이 8차 런던회의 WG4 UTM에서 제안됨.
(2019년8월) 또한 vertiport 신규 표준작업을 위한 TC20 SC16과 다른 특별위원회 간
joint WG 신설이 제안됨
- ASTM International
· FAA의 성능기반 인증요구도 변경(FAR 23-64)에 따라 상세 인증적합성 방안 제시를 위해
eVTOL관련 다수(F37, 38, 39, 44, 46)의 WG들이 관련 분야별 활동 중이며, UAM과 관련한
전기시스템/배터리 등에 대한 표준 연구 중으로 기존 항공기 적용 표준 대비 eVTOL을
위해 필요한 표준 간의 Gap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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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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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TC20

ISO/WD 5015-2, Unmanned aircraft systems Part 2 : Operation of vertiports for
unmanned aircraft(UA)

2021

WK59317, New Spec for Vertiport Design

2021

[AE-7]ARPXXXX, Design and Test of High Voltage Power Electronics Systems

2021

[AE-7D]AS6968, Connection Set of Conductive Charging for Electric Aircraft

2021

[ED-289] Guidance on Determination of Accessible Energy in Battery System for
eVTOL Application

2021

[SG5]ED-XXX, VTOL charging infrastructure

2021

ASTM
SAE

EUROCAE

¡ (UAM 관련 AI 시험인증) 현재 국제적인 기준정립을 주도하는 대표적 표준화 그룹은 ISO/IEC
JTC1 SC42(인공지능)으로 관련 표준들의 개발을 진행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JTC1 SC42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CD 22989, Artificial Intelligence (AI) –Artificial intelligence concepts and
terminology

진행중
(2023)

ISO/IEC CD 23053, Artificial Intelligence (AI) –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using machine learning

진행중
(2023)

ISO/IEC TR 24027, Information technology - Artificial Intelligence (AI) - Bias in
AI systems and AI aided decision making

진행중
(2022)

ISO/IEC WD 24372, Artificial Intelligence (AI) – Overview of computational
approaches and AI systems

진행중
(2022)

ISO/IEC NP TS 4213, Artificial Intelligence –Assessment of classification
performance for machine learning models

진행중
(2022)

ISO/IEC WD 38507, Information technology –Governance of IT–Governance
implications of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organizations

진행중
(2022)

ISO/IEC DTR 20547-1, Big data reference architecture – Part 1: Framework and
application process

2019

ISO/IEC FDIS 20547-3, Big data reference architecture – Big data reference
architecture – Part 3: Reference architecture

2019

ISO/IEC WD 24668, Information technology – Artificial intelligence – Process
Management Framework – Big Data Analytics

2019

ISO/IEC DTR 20547-1, Big data reference architecture –Part 1: Framework an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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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FDIS 20547-3, Big data reference architecture –Big data reference
architecture – Part 3: Reference architecture

2019

ISO/IEC WD 24668, Information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 Process
Management Framework – Big Data Analytics

2019

ISO/IEC WD 23894,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2020

ISO/IEC DTR 24029-1, Artificial Intelligence –Assessment of the robustness of
neural networks, part 1: Overview

2020

ISO/IEC NP 24029-2, Artificial Intelligence (AI) –Overview: Aspect of ethical and
societal concerns

2020

ISO/IEC WD TR 24368, Artificial Intelligence (AI) – Overview: Aspect of ethical
and societal concerns

2020

application process

¡ (ICT 기반 무인기 식별모듈 및 인증 표준) 무인기 식별, 인증, 통신보안 기능 제공을 위한
드론 식별모듈 표준화는 JTC1 SC17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무인기 원격식별과
추적을 위한 원격 ID 기술과 운영 표준화는 ASTM과 ISO TC20 SC16 중심으로 진행됨
- JTC1 SC17
· DIM(Drone Identity Module)이라는 이름으로 IC 카드 기반의 드론 식별모듈 파일 구조,
데이터셋(식별 ID, 암호화 키 등) 정의, 암호학적 기능, 보안 프로토콜 및 유즈케이스를
한국 주도로 표준화하고 있음
- ISO TC20 SC16
· 무인이동체 등록과 식별, 보안을 포함한 운영 절차에 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으로 기술적인 진보는 없음
- ITU-T SG17
· 전 세계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유일한 고유번호를 할당하기 위해 트리 형태의 계층구조인
ITU-T X.660 OID(Object Identifier) 표준을 사용한 무인기 식별 메커니즘 표준 개발을
완료함
- 3GPP
· 표준화하는 통신 규격(LTE, 5G 등)을 준용하는 드론에 대한 식별과 추적과 관련된 유스케이스
및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한 표준 개발 중
- ASTM
· UAS Remote ID와 드론 추적을 위한 기술 표준으로 F3411을 제정하였고, 표준에는 전송되어야
하는 데이터 포맷, 방송용 Remote ID 기술 표준 정의, 네트워크 Remote ID 구현을 위한 상호운용성
확보 표준 정의를 포함하고 있음
- EUROCAE
· UAS 추적 및 모니터링 목적으로 E-Identification에 대한 최소 운용 성능 표준을 정의하는
Draft ED-282를 개발하고 있으며, E-Identification은 U-Space 기술 표준화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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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22460-2, ISO License and Drone Identity Module for Drone(Ultra Light
Vehicle or Unmanned aircraft system-Part 2: Drone identity module, WD stage

진행중
(2023)

ISO/IEC 22460-3, ISO License and Drone Identity Module for Drone(Ultra Light
Vehicle or Unmanned aircraft system-Part 3: Logical data structure, access control,
authentication and integrity validation for Drone Licence, WD stage

진행중
(2023)

ISO/IEC 22460-1, ISO License and Drone Identity Module for Drone(Ultra Light
Vehicle or Unmanned aircraft system-Part 1: Drone license, CD stage

진행중
(2022)

ISO TC20

ISO 21384-3, Unmanned Aircraft Systems —Part 3: Operational Procedures, WD
stage

2018

ITU-T SG17

X.677, Identification mechanism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using object identifiers

2020

JTC1 SC17

TR 22.825, Study on Remote Identification of Unmanned Aerial Systems

진행중
(2023)

TR 23.754, Study on supporting Unmanned Aerial Systems(UAS) connectivity,
Identification and tracking

진행중
(2023)

3GPP

ASTM
EUROCAE

F3411-19, Standard Specification for Remote ID and Tracking
ED-282,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 for UAS E-Identification

2020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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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 ArduPilot
- 2009년 Jordi Munoz에 의해 드론에 활용되는 아두이노 기반의 오픈소스 비행제어컴퓨터
ArduPilot 플랫폼 공개되었고, 미국 3DR Robotics社가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
- 이후 호주의 Andrew Tridgell이 주 관리자로 참여하여 전체 설계를 변경하여 아두이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은 비행제어컴퓨터 플랫폼으로 개선함으로써 다양한
비행제어컴퓨터에 적용 가능
- 소프트웨어 기술을 GPLv3 라이센스로 소스코드 오픈

<ArduPilot 적용 하드웨어>

¡ PX4
- 2011년에 스위스 취리히 공과대학의 Lorenz Meier에 의해 오픈소스 기반의 PX4가 공개됨에
따라 고성능 비행제어컴퓨터 플랫폼 기반의 드론들이 출시
- 이후 Auterion 회사를 설립하여 산업화함으로써 비행제어컴퓨터의 오픈소스화를 안정화
시켰고, 향후 드론코드의 주요 핵심 기술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오픈소스 기반의 비행제어컴퓨터
개발 및 트렌드를 주도함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을 BSD-3-Clause 라이선스로 오픈함으로써 다양한 산업체에서
참여하고 개발하고 활용되고 있음

<PX4 오픈소스 참여자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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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neCode
- 2014년 비영리기관인 리눅스 재단에서 “드론코드”를 설립하고 ArduPilot과 PX4를 주축으로
하나의 공통된 플랫폼 구축 시작

<Dronecode 초기 멤버 및 현황(2014년)>

- 다양한 산업체가 드론코드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오픈소스 기반의 드론 산업
활성
- 2016년 ArduPilot이 탈퇴함에 따라 PX4 기반의 비행제어컴퓨터, 지상국 시스템, 및 통신
프로토콜 등이 주도적으로 활용

<드론코드 멤버(좌: 2014, 우: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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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 기반의 비행제어컴퓨터는 점점 고성능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더넷을 포함한
고속 통신 인터페이스가 포함될 예정
¡ 또한 임무 수행에 활용되는 범용 오픈소스인 ROS(Robot Operating System)과 연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임무 컴퓨터와 비행제어 컴퓨터 간의 연동되는 구조로 개발될 예정
[무인기 등의 스마트 모빌리티시스템 운용 및 유지, 임무장비 활용분야]
¡ 시스템 운용 진단 및 예측분야의 오픈소스 활용 현황 및 전망
- 무인기 등의 스마트 모빌리티시스템 및 관련 임무장비 등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및
그 하위시스템 레벨에서의 진단 및 예측방안이 개발 중
- 기존의 모델기반 진단 및 예측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진단/예측 방안을
활용하는 추세이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오픈소스는 데이터마이닝과 기계학습 방법들을 활용
- 기계학습을 이용한 진단/예측 모델은 입력되는 데이터 셋에 대한 실시간 해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 패턴에 대한 실시간 응답성 획득이 가능하며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더욱
지능적인 알고리즘으로 업그레이드된다는 장점이 있어 주목받고 있음
- 무인기시스템 등의 기계시스템 및 운용 레벨의 진단/예측을 위한 모델에 활용 가능한
오픈소스는 시스템의 이상진단, 실시간 알람, 설정(변경) 가능한 계기판(가시화 방안),
프로그래밍 언어 및 기존 시스템들과의 통합 가능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많은 플랫폼이 존재함
- 이러한 오픈소스는 기계학습, 데이터마이닝, 데이터 전처리, 분류(classification), 회귀분석(regression),
군집분석(clustering), 연계규칙(association rules), 예측 분석, 데이터 및 결과 가시화 등을 위해
여러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기반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 및 개발할 예정
¡ 시스템 운용 진단 및 예측분야의 대표적인 오픈소스 현황
- Weka Data Mining(Java 기반, 뉴질랜드 Waikato 대학에서 개발)
- Shogun(C++ 기반, Pyton, Octave, R, Java, Lua, C#, Ruby 등 지원)
- RapidMiner(R 및 Python 기반)
- Dataiku DSS, ELKI(Java 기반)
- ADTK(Anomaly Detection Toolkit)(Python 기반, 시계열 이상진단을 위한 오픈소스패키지)
- Scikit-learn(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오픈소스 기계학습 라이브러리, 파이썬의 numerical
및 scientific 라이브러리인 Numpy와 SciPy와 통합되어 개발)
- PyOD(outlier detection을 위한 파이썬 툴킷)
- 이외에도 유료로 제공되는 Numenta, AVORA data modeling, Loom Systems, Elastic X-Pack,
Anodot, CrunchMetrics 등의 오픈소스 플랫폼이 있음
¡ 임무장비 활용 분야의 대표적인 오픈소스 현황
- OpenDroneMap(ODM)은 OSGEO(Open Source Geospatial Foundation)의2 회원들이 개발한
항공이미지를 지도와 3D 모델로 처리하는 오픈소스 포토그램 측정 툴 킷으로, GPLv3 라이센스에
따라 관련 소프트웨어는 GitHub에서 자유롭게 호스팅 및 배포함(C++, Python, Java, Go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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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isionMapper는 PrecisionHawk가 개발한 공중 이미지를 처리하고 내장된 GPS 정보를
이용한 2D와 3D로 모두 볼 수 있는 지도를 조립할 수 있는 전문 맵핑 및 분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 RAPID는 DroneMapper 사가 개발한 매핑 오픈소스이며, 최대 150개의 이미지를 포함한
제한된 이미지데이터만을 처리 가능한 간단한 포토그램 측정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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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국내역량요인

시 장
기 술 -

국외환경요인

표 준 -

강 점 요 인(S)
민수 무인기 수요 및 시장 급성장
활용시장 확대를 위한 시범
공역 및 시범사업 확대
국내 대기업들의 UAM 대규모
투자 및 정부 정책 의지
활용 가능한 오픈소스 증가로
인한 다양한 선택 가능
국민의 신기술 포용력
다수 기업 ICT 글로벌 경쟁력 확보
무인기 시스템 독자개발 능력
항공·자동차 기술 글로벌 경
쟁력
특정분야 표준화 선도 역량 보유
무인기 관련 표준화 활동 증대
공개표준 지향으로 인한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용이

-

시
장-

기
술표준

약 점 요 인(W)
서비스 제공 시장 준비 미비
인증체계 및 인증경험 부족
정부 지원 사업간 연계성
및 투자효율성 부족
국내 시장 규모의 한계
선진국 대비 항공교통 전
문성부족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는
제품 플랫폼 부재
인증기반 개발 경험 부족
사용자와 개발자간의 소통 격차
개념기술 표준화 미비
지속 가능한 장기 표준화
활동 및 지원 부족

- 공공, 상업용 중심으로 고
【SO전략】
【WO전략】
시 부가가치 시장 팽창 중
- 도시교통혼잡 해소방안으로서
장 거대 UAM 신 시장 형성 전망 - (시장) 공공활용 초기시장이 민간 - (시장) 무인기, UAM 중·장기
- UAM 신산업 생태계 형성 중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개발 로드맵 수립 및 제도 재
기
- 저가 기술솔루션 제공으로 생태계 조성 및 UAM 생태계 역량 정비 및 국제협력 강화 통해
강화 및 업계 성장 유도 통해 신속한 국제수준 제도마련
소형 사업자도 활용 가능
회
기 - 무인기 활용기술의 지속적 성장 글로벌 신 시장 경쟁력 확보
- (기술) 무인기, UAM 핵심기술
요
술 - UAM 기술개발 초기단계 - (기술) ICT 기반기술 활용 통해 개발 정책적 지원 통한 체계적
인
참여로 선진국 기술격차 근소화 무인기 통신 분야 신기술 선도 표준기술 확보
(O)
및 활용 가능한 오픈소스를 통한 - (표준) 무인기 관련 법, 제도,
- 국내 신기술 개발에 따른 기술적 변화에 신속한 적응
기술표준 태동에 따른 적극적
(표준)
무인기
국가공역
진입
대응
국제
표준화
주도역량
보유
표
- 무인기, UAM 관련 제도 수 추진에 따른 기술개발, 표준화주도
준 립을 위한 국제협력 증대
및 UAM 초기 표준화 활동 주도적
- 무인기 인증체계 개발 중
참여
- 소형 무인기 시장의 중국 독점 【ST전략】
【WT전략】
글로벌
기업
중심의
CNSI
시
시장 형성
- (시장) 무인기, UAM 단계적 활용 - (시장) 시장 확대 위한 무인기,
장 - 무인기 인증 적용에 따른 서비스 실현 통해 국민편익 증진 UAM 인증체계 및 안전운항
위
시장진입 장벽
및 사회적 수용성 확대
제도적 장치 마련
- (기술) 무인기, UAM 관련 기술 - (기술) 무인기, UAM 핵심 원
협
무인기
범용부품
수입
의존
기
- 항법, 제어 S/W 등 고부가 개발 집중 지원 통해 글로벌 플랫폼 천 기술 및 표준기술 확보
요
술 가치 부품 수입 의존
개발
- (표준) 무인기, UAM 분야의
인
(표준)
무인기,
UAM
분야
국내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관련 표준
- 기술표준, 항공교통관제 규
(T)
기술기준
마련
및
국제표준화
추진
기술 확보
표 정 선진국 주도
- 표준화 관심부족 및 담당기구
준 지원체계 부족
- 항공 선진국 중심 기술표준 주도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무인기 ICT 분야는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수요에서 탈피하여 국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
해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필요
- 후발주자로서의 기술개발, 오랜 검증기간 필요 등 국내 무인기 ICT 표준화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주도권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제표준화 전문가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필요
- 상용화 실증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UAM은 본격적인 표준화가 진행되기 전이나, 상용화 실증 주체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초기 표준화 활동을 결성하고 이에 주도적인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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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추진전략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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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디지털화 Part.2 _ 지능형 이동체 - 지능형 항공 이동체 73

(선도경쟁공략 | 병행)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TTA 특수통신
PG, ITU-R
국내 SG4/SG5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KA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ITU-R
SG4/SG5,
ICAO, RTCA,
EUROCAE

(미국) NASA/Collins Aerospace/Honeywell/MITRE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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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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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
기업

(미국) NASA/Collins Aerospace/Honeywell/MITRE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신규)
독립형의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기술 표준화가 완료되고, 네트워크형 지상 및 위성 통신 기술
표준화가 진행 중으로 향후 표준화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네트워크 기반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의 경우 국외 대비 국내 역량이 높은 분야로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 선점 및 국제표준화 주도를 위해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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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CAO RPAS Panel에서는 무인기 제어용 통신에 대한 기술 중립적 국제 SARPs 표준 개발을 2018년
완료하였으며, 2023년까지 세부적 기술사항에 대한 국제 SARPs 표준개발 예정
- 미국 RTCA SC-228에서는 2021년부터 네트워크 기반의 무인기 제어용 지상 및 위성 통신링크에
대한 3단계 표준 개발 진행 중이며, 2021년부터 C2링크 지원을 위한 이동통신기술 표준화 진행 중
- EUROCAE WG-105는 무인기 제어용 위성 통신 MOPS 표준 개발이 진행 중이며, 무인기
제어용 지상 통신 MOPS 표준은 RTCA MOPS 표준을 준용 예정
- ITU-R SG4/SG5에서 무인기 FSS 주파수 사용 연구를 진행 중이며, 무인기 응용 확대를
위해 무인기 임무용 주파수 및 상용 주파수 확보 방안 연구 진행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CAO RPAS 패널 WG2에서 개발
중인 C2 링크 SARPs 국제표준화(2023년 완료 예정)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정책 및 기술
반영(ICAO Annex 10 Vol.6 제정 작업 참여)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RTCA에서는 2021년부터 네트워크
기반 지상/위성 제어용 통신링크 기술 표준화가 진행 중이므로, 이에 대한 기술개발을 국내
산업체와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RTCA에서 관련 기술 표준화를 선도
<표준화 계획>
- 무인기 제어용 C대역(5,030～5,091㎒)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2015년 마련하고, 한국 ITU-R
연구반/WRC 준비단에서는 WRC-19 후속으로 무인기 주파수 사용 연구 진행 중
- TTA 특수통신 PG에서는 무인기 제어/임무용 통신 물리계층 기술에 대한 국내표준화를 2020년까지
완료하고, 2021년부터 제어/임무 동시 지원 양방향 통신 기술 표준화 진행 중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산․학․연을 중심으로 무인기의 국가공역으로의 안정적 진입
및 무인기 응용 확대를 위한 무인기 통신 기반 핵심 기술 개발 추진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미국 RTCA 3단계 표준과 호환성을 가지면서 성능이 고도화된
무인기 제어용 통신 3단계 표준을 국내 TTA 특수통신 PG에서 먼저 개발하여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무인기 제어용 통신 상위계층 표준화 진행 예정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원천기술 개발 및 핵심기술의
IPR 확보로 표준화 제품 및 표준문서 개발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특허 창출
관련 프로그램과의 협력 등으로 다수 무인기 지원 무인기 제어용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국내 및 국제표준 필수 특허 설계 및 확보 추진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다수 무인기 지원 무인기 제어용 통신 기술 개발 과제와 연계․병행 추진하여 제어용 통신
및 네트워크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연관된 부분을 국제표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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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비면허 대역 무인기 응용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중국) DJI (미국) Intel/uAvionics/WhiteFox

기술
수준

ITU-R SG5,
ISO TC20

SC16, ASTM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TTA 특수통신
PG,
ITU-R SG5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ETRI,
KARI

70%
(선도국가대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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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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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
기업

(중국) DJI (미국) Intel/uAvionics/WhiteFox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신규)
비면허대역을 이용한 원격식별을 제외한 비면허대역 무인기 응용 기술 표준화는 시작 단계로서,
비가시거리 무인기 운용이 확대됨에 따라 표준화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DJI 대비
기술 경쟁력이 낮지만 비면허대역 근거리 통신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역량을 보았을 때 국외 대비
역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 선점 및 국제표준화 주도를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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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관련
국내
위해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국제적으로도 비가시거리 무인기 운용 요구 확대에 따라, ITU-R SG5에서는 저고도 무인기를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ISO TC20 SC16에서는 전용
주파수에서의 장거리 무인기 통신 기술 표준화 진행 예상
- 미국 ASTM F38에서는 2019년 비면허대역을 이용한 드론 원격식별 기술 1단계 표준화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마련된 FAA의 드론 원격식별 규정 최종(안)에 부합되도록 표준
고도화 작업 진행 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R SG5 및 ISO TC20 SC16
표준화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관련 기술 표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표준화 시작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ASTM F38 표준화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원격 식별 관련 규정 및 K-UTM에서 고려하고 있는 원격식별 기술이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433㎒ 비면허대역 장거리 통신 기술 개발이 2021년 시작됨에 따라 TTA 특수통신 PG에서
중국 DJI의 통신 기술과 경쟁이 되는 비면허대역 통신 기술 표준화 진행 예상
- 국내 드론 원격식별 규정 마련 및 K-UTM 기술 개발이 진행 중임에 따라, 국제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비면허대역 활용 드론 원격 식별 기술 표준화가 TTA 특수통신 PG에서 진행 예상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산․학․연을 중심으로 저고도 무인기 장거리 통신 기반
핵심 기술 개발 추진
- (표준화위원회 PG활동)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국내 TTA 특수통신 PG에서 국제
표준화에 앞서 국내 표준 개발을 추진 예정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비면허대역 장거리 통신
기술은 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원천기술 개발 및 핵심기술의 IPR 확보
추진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저고도 비면허대역 무인기 통신 기술 개발 과제와 연계․병행 추진하여 비면허대역 장
거리 통신 핵심 IPR을 확보하고 연관된 부분을 국제표준에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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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ITU-R 연구
위원회 SG4,
SG5, AWG
국내 준비반,
한국 WRC
준비단

국제

ITU-R
SG4/SG5, APT
AWG, ICAO
FSMP

국내
국립전파연구원,
참여
ETRI,
업체/
KARI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MITRE, (중국) DJI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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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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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
기업

(미국) FCC, MITRE, (일본) NICT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상업용 무인기의 활용은 운용범위 3～5km(비가시권)에서의 활용도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전세계 소형무인기는 비면허소출력대역(2.4㎓, 5.8㎓)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전파통달거리는
500m(가시권) 내외로 비가시권 운용범위를 요하는 사업용 소형무인기 활용에는 한계가 있어, 소형무인기
비가시권 운용을 위한 주파수는 무인기 활용 신 비즈니스 창출의 매우 중요한 인프라로 이의 확보를
위해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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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TU-R SG4, SG5에서 무인기-위성링크 주파수 이용 기술 고도화 연구 및 무인기 탐지
회피 주파수 이용, 위성 및 지상 CNPC 주파수 이용/보호에 대한 표준 논의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주파수 확보 및 보호를 위한 표준화 활동 대응
- APT AWG에서 셀룰러망을 이용하는 UAS 스펙트럼 이용 기술 및 소형 UAS 스펙트럼 모니터링
기술 연구가 제안되어 논의 중이므로 스펙트럼 이용 및 공유를 위한 표준화 활동 대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R SG4 / SG5, APT AWG,
ICAO FSMP(Frequency Spectrum Management Panel) 등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무인기
CNPC 주파수 활용 및 무인기 탐지 회피 주파수 이용 표준 개발에 참여하고 아태지역
소형 무인기 제어 및 임무장비용 주파수 이용 방안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국내 소형무인기는 비면허소출력대역(2.4㎓, 5.8㎓)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전파통달거리는
500m(가시권) 내외로 비가시권 운용범위를 요하는 사업용 소형무인기 활용에는 부적합
- 2018년 4월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검토에서 향후 비가시권 드론 비행 증가에 대비하여
5,030～5,091㎒ 이외의 국제 조화를 고려한 드론용 면허 주파수 추가 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 (표준화 포럼 신설) 소형 무인기 제어 및 임무장비용 주파수 확보 및 공유기술 표준화 포럼
신설을 통해 관련 면허 주파수 국내 확보 및 제3지역 국가 협력 및 주파수 공유기술 표준화
추진 필요
- (정부 정책 마련) 드론 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따른 사업용 소형무인기용 주파수 확보 계획
수립 필요
- (민간 대응) 관련 주파수 통신링크 시장의 확보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은 표준 특허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항이나, 주파수 간섭 개선 및 주파수 이용
효율 개선 기술에 대한 표준특허 확보 기반 마련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은 주파수 자원 확보 및 보호 측면에서 주파수 공유 기술,
주파수 보호 기술, 주파수 효율 개선 기술에대한 국제 표준화와 IPR 확보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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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저고도 무인기 제어 및 영상 통신 표준

TTA 특수통신
PG 및 드론
국내
시스템 PG,
국제무인기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CAO,
JTC1 SC6,
ASTM

ETRI,
국내 한국드론산업
참여
진흥협회,
업체/ 그리드스페이스
기관
, 제노코,
국제무인기포럼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NUAIR (중국) DJI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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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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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
기업

(한국) ETRI, (미국) NUAIR, (중국) DJI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세계적으로 저고도 드론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저고도 드론 전용 통신인 저고도 드론 전용 통신
네트워크 LADAN 이 JTC1 SC6에서 한국의 제안으로 승인되어 진행중. 저고도 제어 및 영상 드론 분산
통신 분야는 국외 대비 국내 역량이 매우 높은 분야이며 동시에, IPR 이 기확보된 상황으로,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 선점 및 국제표준화 주도를 위해 선도경쟁공략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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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현재 JTC1 SC6에서 한국이 제안한 저고도 드론 통신 네트워크 LADAN 국제
(ISO/IEC 4005)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저고도 드론 제어용 통신 LADAN-Part
저고도 드론 비디오 통신 LADAN-Part 4 을 중국, 스페인, 영국, 러시아 등과 함께
진행중.
- ASTM 에서는 소형 드론을 위한 C2 링크 설계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LADAN 규격을 진행할 예정
- 향후 ISO 결과물을 바탕으로 ICAO에 저고도 드론 제어 방안을 제안할 예정.

표준
3 와
개발
요구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현재, 한국은 중국, 영국 등의
국가와 협업으로 LADAN 드론 통신 국제 표준을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ASTM에서 기술된
C2 링크 요구사항 내용을 반영하여 ISO에서 제어 및 비디오 통신 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향후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ICAO RPAS 패널에서 저고도 무인기 제어 규격으로 반영
요청함.
- 이를 위하여 LADAN Part 3, 4 규격을 선도 개발하여, 구현한 시제품의 테스트 결과를
국제사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표준화 계획>
- TTA 드론 시스템 PG(PG428)에서 저고도 드론 제어용 통신 표준 제안 예정
- TTA 드론 시스템 PG(PG428)에서 저고도 드론 영상용 통신 표준 제안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드론 시스템 PG에서 저고도 드론 제어 및 영상 표준 제안
- (표준화 포럼 활동) 국제무인기포럼에서 표준 논의 및 국내 표준 추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제어 및 영상 표준 검증을 위해 LADAN 시제품 개발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무인기 제어와 영상 전송을
위하여 다채널 자원을 할당하는 기술 및 다른 채널의 간섭을 측정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가 국내외에 출원되었으며, 관련 응용 IPR 확장를 위한 기술들이 추가적으로 출원 중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분산된 드론과 제어기가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제어 및 영상 통신 국제 표준 LADAN이
현재 JTC1 SC6에서 한국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이 관련 IPR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기술개발 병행추진 전략으로 국제 표준 LADAN 의 표준 개발과 동시에 기술 개발을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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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저고도 소형 무인기 간 통신 표준

TTA
특수통신 PG/
국내
드론시스템 PG,
국제무인기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ICAO, JTC1
국제 SC6, ISO TC20
SC16

ETRI,
국내 한국드론산업
참여
진흥협회,
업체/ 그리드스페이스
기관
, 제노코,
국제무인기포럼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NUAIR (중국) DJI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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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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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
기업

(한국) ETRI, (중국) DJI, (미국) NUAIR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미래 산업 드론을 위한 핵심 필요 통신 기술로서 안전 운항 보장을 위한 저고도 소형 드론의 탐지
및 회피를 지원할 수 있음. 안정적인 드론간 통신 표준이 한국에 의해 JTC 1/SC 6에 제안되어 2020년
초에 추진 승인됨. 저고도 드론간 통신 분야는 국외 대비 국내 역량이 매우 높은 분야로 IPR이 기확보된
상황이며, 국제표준화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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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한국이 JTC1 SC6에서 제안한 저고도 무인기 통신 네크워크 국제 표준(ISO/IEC 4005)이
개발되고 있으며, 드론간 통신이 공유 통신(LADAN-Part 2)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한 표준 개발이 진행중
- ISO TC20 SC16에서 충돌 회피 Adhoc 그룹이 작성한 로드맵 보고서에서 드론간 통신을
이용한 충돌 회피 내용이 포함되어 향후 이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이 진행될 예정
- 향후 ISO 결과물을 바탕으로 ICAO에 저고도 드론간 통신을 이용한 DAA 방안과 필요한
주파수 대역을 제안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SO/IEC JTC1 SC6 통신 분과에서
드론간 통신 표준을 완료하고 이를 가반으로 TC20 SC16 무인기 분과에서 충돌 회피 표준을
진행하고, 향후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ICAO RPAS 패널에서 저고도 무인기 탐지 및
회피를 위한 주파수 및 기술을 제안함.
- 이를 위하여 ISO/IEC의 드론간 통신 표준을 선도 개발한 후, 이 시제품의 테스트 결과를
국제 사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표준화 계획>
- 한국드론산업협회와 ETRI에서는 공동으로 저고도 무인비행장치의 물리 및 데이터링크
기술에 대한 국내 표준화가 TTA 특수통신 PG(PG903)을 통해 2019년 6월 제정
- TTA 드론 시스템 PG(PG428)에서 드론간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탐지 및 회피 응용 표준이
진행 중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드론 시스템 PG에서 저고도 드론 통신 기반의 탐지 및 회피 응용
표준 진행
- (표준화 포럼 활동) 국제무인기포럼에서 표준 논의 및 국내 표준 추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드론간 통신 표준 검증을 위해 LADAN 시제품 개발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무인기 상호간 정보교환을
수행하기 위한 원천 통신 특허가 국내외에 출원되었으며, 이를 활용한 응용 기술들이 IPR
권리 확장을 위하여 현재 국내와 다국가에 출원 중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무인기 간 통신 국제 표준이 현재 JTC1 SC6에서 한국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ISO TC20
SC16 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주도로 작성한 탐지 및 회피 로드맵에 드론간 통신을 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은 관련 IPR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제 표준 LADAN 의 구현
기술 개발을 긴급히 병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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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협력공략 | 병행) 국가 공역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TTA
특수통신 PG,
ITU-R SG5
국내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국제무인기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쎄트렉아이,
ETRI, KARI,
전품연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ITU-R SG5,
ICAO,
EUROCAE,
RTCA, ASTM

(스웨덴) SAAB, (프랑스) SAGEM/THALES, (독일)
DLR, (이탈리아) CIRA, (스페인) INDRA, (미국)
NASA/General Atomics/Northrop Grumman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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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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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 (이스라엘) IAI, (스웨덴) SAAB, (미국) NASA, General
기업
Atomics/Northrop Grumman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21) → 추격/협력공략(Ver.2022)
세계적으로 2031년까지 단계별 무인기의 국가공역 진입 로드맵을 수립, 충돌탐지 및 회피에 대한
지속적인 시험을 진행 중이며, 2017년 RTCA SC-228에서 DO-365(DAA MOPS Phase I), 2020년에 Phase
II를 완성, 배포하였으며 2022년 목표로 Phase III 진행 중이며 2019년 EUROCAE WG-105에서 ED-258
(DAA OSED under VFR/IFR)를 배포하고 2022년 목표로 DAA MOPS를 준비 중이며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에
참여 및 협력을 통한 표준화 Catch-up이 필요하기에 추격/협력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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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표준화 계획>
- ICAO ASBU 로드맵에서 무인기의 공역 통합을 Block 0(2013년), Block 1(2019년), Block 2
(2025년), Block 3(2031년 이후) 4개의 단계로 설정하고 각각 충돌 탐지 회피 기술의 성능
요건 수립, 충돌 탐지 회피 기술의 인증, 인증된 충돌탐지회피 알고리듬 구현 계획 제시
- RTCA WG1에서 2017년 DO-365 무인기 탑지 및 회피시스템 최소운용성능 기술표준 Phase I과
2020년 Phase II를 완성, 배포하고 2022년 Phase III 완성, 배포를 목표로 표준화 진행 중
- EUROCAE WG-105에서 무인기의 공역 운용 안전 관련 UAS, C3, DAA, SORA, ERA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 문서를 개발 중이며 2019년 ED-258 DAA OSED under VFR/IFR
완성하고 2022년 DAA MOPS 배포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Class A～C 공역에서 충돌탐지
및 회피 기술표준의 초안이 제정되고, 단계적으로 추가 기술표준 제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ICAO Annex 10 국제표준회의 참석을 통한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산․학․연 연구개발에 의한 국내
무인기 감지 및 회피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표준안 도출과 RTCA SC-228, EUROCAE
WG-105 SG-11/12 등 WG에서 적극적인 활동 필요
<표준화 계획>
- 2007년 수립된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구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0년 지상국 11곳과
운영국 2곳에서 ADS-B 항행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 중에 있으며, 항행감시 관련
ICAO SURICG에 참석하며 무인기 탐지 및 회피 기술표준 진행과 관련하여 ICAO 국제기술
표준 WG 활동 동향 파악 중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지역별 무인기 시험운용지역 지정과 표준화 정책수립을 기반
으로 무인기 탐지 및 회피기술 개발, 무인기 국가공역 진입 관련 항행감시 인프라 구축
및 국제기술표준화 활동 참여 필요
- (정부 정책 마련) 지역별 무인기 시험운용지역 지정, 관련 법규 정비 및 정책 수립 필요
- (민간 대응) 무인기 탐지 및 회피기술 개발, 항행감시 지상 인프라 구축 및 국제표준화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기존 항공기에 적용해온
ADS-B 협업센서 기반의 차세대 항행감시 기술이 무인기 탐지 및 회피를 위한 탐지센서로
확대 사용이 진행 중으로 비협업 센서 기반의 영상센서 및 레이더와 결합, 지상에 구축된
ADS-B 항행감시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표준특허 확보 추진 필요
- 원천기술 개발 및 핵심기술의 IPR 확보로 표준화 제품 및 표준문서개발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청 주관의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 등 다양한 협력으로 국내 및 국제
표준특허 확보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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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정부(국토부),
국책연구기관,
산업체

국제

FAA, EASA,
EUROCAE,
RTCA, ASTM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베셀에어로,
두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JOBY, (유럽) 볼로콥터, (중국) EHANG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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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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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
기업

(미국) RTCA, ASTM (유럽) EUROCAE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UAM 운용탐지 및 회피기술은 UAM의 도심운용에 필수적인 기술로 유무인기 충돌회피 기술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나, 실시간 지속적 비행체 감시(Surveillance)가 어려운 저고도 도심에서
신뢰성 있는 감시가 가능한 기술 및 표준이 신규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기동력 수직이착륙 비행체 개발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도심 내 안전운용에
필수적인 운용탐지 및 회피기술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기술의 선도개발과
국제표준선점 및 국제표준화 주도를 위해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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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현재 항공기에서 사용중인 탐지/감시 표준은 트랜스폰더와 ADS-B가 있으며, 회피표준은
TCAS 표준이 있음.
- 현재 항공기에서 사용중인 트랜스폰더의 경우 저고도 비행시 2차감시 레이더와의 신호
송수신 불가로 탐지/감시가 불가하며,
- ADS-B의 경우도 저고도 도심 내에서 LOS(Line of sight) 확보가 불가하여 신뢰성 있는
탐지/감시가 불가함
- 이에, 고층건물과 지형지물에 감시장비와 통신의 Relay를 통하여 저고도 UAM의 신뢰성
있는 탐지/감시와 정보교환을 위한 표준화 개발이 필요하며,
- 또한, 기존 항공기들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트랜스폰더, ADS-B, TCAS와 호환되도록 개발
- 우선 국내 자체적 실용화개발 및 검증 후 국제표준화를 위한 해외 협업이 필요
<대응방안>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국내 자체적 기초연구 및 기술검증 진행 후 국내외 동시
검증시험 진행. 이후 국제표준화를 위한 해외기관들(EUROCAE, ASTM 등)과 협업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국내 자체적 연구 및 실용화개발을 진행 후 도심환경, 공역환경에서 충분한 검증시험 실시 후
호환성 및 신뢰성 검증을 통한 국내표준화 진행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선제적인 원천기술의 국내 자체개발 및 기술검증, 신뢰성
입증 후 국내표준 우선 제정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저고도 도심환경에서의
신뢰성 있는 탐지/감시기술이 핵심이며,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원천기술 개발 및 핵심기술의 IPR 확보 추진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저고도 비면허대역 무인기 통신 기술 개발 과제와 연계․병행 추진하여 비면허대역 장거리
통신 핵심 IPR을 확보하고 연관된 부분을 국제표준에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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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UAM CNSi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특수통신 PG/
드론 시스템 PG

국제

ICAO, JARUS,
EUROCAE

국내
참여
업체/
기관

SKT, KARI,
ETRI, 현대차,
한화시스템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NASA, (프랑스) Paris UAM consortium

기술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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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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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
기업

(미국) NASA, (프랑스) Paris UAM consortium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상용화 실증 단계로의 진입을 서두르고 있는 UAM은 본격적인 표준화가 진행되기 전이나, 전 세계
상용화 실증 주체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초기 표준화 활동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국내도 K-UAM
실증사업(GC, Grand Challenge)을 진행 중이고 상용화 지원사업이 기획되고 있어, 향후 국내 UAM CNSi
개발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 추진이 필요하여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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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UAM가 상용화 실증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UAM 생태계 이해당사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산업표준화 기구를 중심으로 표준화 활동 예상
- 국내 산업체와 관련 기관들 중심으로 국내표준화 활동과 연계한 국제표준화 기구 내에
기존 CNSi 관련 죠준화 활동과 연계한 UAM 관련 표준화 조직 신설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적극 참여) UAM CNSi 관련 표준화를 위해 미국
NASA와 구체적 협력 추진, 국제표준화 기구에 CNSi 관련 WG 신설을 적극 추진, 국내
K-UAM GC 사업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국제표준 기고 등 산업체와 유관기관들의 적극적
대응 전략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타국/외국기업과의 제휴) K-UAM GC를 통해 미국의 Joby, 우버,
유럽 Airbus, 중국 eHANG 등 UAM 생태계 관련 기업들과 글로벌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내 신규 특별위원회 설립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표준화 계획>
- 2021년부터 시작된 국토부 K-UAM 실증사업(K-UAM Grand Challenge)의 CNSi 환경개발
결과 및 2022년부터 2024년까지 K-UAM의 CNSi 분야 상용화 지원 R&D 사업 결과를
중심으로 TTA 내 관련 PG(예:TTA 특수통신 PG(PG903), 드론시스템 PG(PG428) 등) 등에
UAM 운용을 위한 CNSi(통신·항법·감시, 정보공유) 신규과제 제안 추진
- 코로나-19 이후, UAM Team Korea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주축으로 해외 표준화 기구
WG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내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기존 항공 CNSi 체계의 적용 범위 밖에서 운항하는 UAM용
CNSi 체계기술 개발에 있어 국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표준화 연계 연구개발 강화 필요
- (정부 정책 마련) 2025년 K-UAM 상용화 및 2030년 이후의 본격적인 대중화 시대에서의
UAM CNSi 체계구축 및 전 공역 통합CNSi 체계구축 지원 정책 방향 설정 필요
- (민간 대응) UAM CNSi 관련해 산업적 입장에서 진행되는 국제 민간 각 분야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향후 전개될 국가별 또는 지역별 UAM CNSi 환경구축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토대 구축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 전략) 태동기 단계인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의 다양한 실시예(K-UAM GC 및 상용화 지원사업 등의 수행 결과 등)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내 K-UAM GC 사업 및 K-UAM 상용화 지원사업의 단계적 진행에 맞춰 관련 기술의 국
내·외 표준화 기여와 함께 표준화 과정에서 고려되는 다양한 아이디어 및 이의 실시 예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 IPR 확보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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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UAM 교통관리 표준

TTA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국내
플랫폼 PG/
드론시스템 PG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ICAO, SARPs,
JARUS, ISO
TC23

국내
참여
업체/
기관

KARI,
ETRI,
한화시스템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미국) NASA, (EU) 유럽연합, (싱가폴) OneSky/Nova
Systems, (중국) eHANG, (러시아) Skyarc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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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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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
기업

(미국) NASA, (EU) 유럽연합, (싱가폴) OneSky/Nova
Systems, (중국) eHANG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태동기인 UAM 교통관리는 표준화 시작 단계로서, 기존 제도 및 상용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준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에서도 UAM 교통관리 관련 R&D 사업이 시작되는 상황으로
UAM 생태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어 차세대 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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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ICAO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관련 전반적 기술에 표준화 계획은 논의중이며, 기존
UTM 표준화 기술과 연계 및 확장하려는 동향을 보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대응방안>
- (국제표준화기구 SG/WG 신설) ISO를 통해 무인항공시스템 교통관리(UTM, UAS Traffic
Management)에 대한 표준화 활동이 활발히 진행중이나,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표준화
활동은 기획단계로서 국제 표준화 기구의 SG/WG을 신설함으로써 UAM 교통관리 표준을
주도하는 전략으로 추진
- (사실표준화기구 SG/WG 신설)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표준화 활동은 기획단계로서
사실표준화 기구의 SG/WG을 신설함으로써 UAM 교통관리 표준을 주도하는 전략으로
추진
<표준화 계획>
- TTA PG 표준화 활동을 통해 무인기, 사물인터넷 등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관련된
기술의 표준화 활동 추진 중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신설) 정부는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해 로드맵 발표(‘20.9)와
함께 한국형 도심항공모빌리티 그랜드 챌린지(K-UAM GC) 준비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중인 상황으로 UAM 교통관리를 포함한 UAM 전반적인 기술 표준화를 포함하는 PG를
신설하는 전략으로 추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를 위해 요구되는 기술을 ’
다부처 K-UAM 핵심기술개발사업‘를 통해 확보하고자 현재 기획 단계에 있음. 새로운 교
통체계인 UAM 관련 기술은 초기단계로서 연구개발과 표준화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
요구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표준 필수특허 설계 전략) 도심항공모빌리티 기술은
초기개발 단계로서 표준화 선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추진중인 R&D 사업을 통해
UAM 교통관리 기술을 식별 및 개발하여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UAM 교통관리 기술에
대해 특허를 통해 기술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
- 국내 K-UAM GC 인프라 구축사업(국토부), UAM 가상운용환경 조성 및 통합검증 기술개발
사업(국토부), UAM 핵심기술개발사업(국토부, 산업부, 과기부)의 단계적 진행에 맞춰 UAM
교통관리 관련 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기여와 함께 표준화 과정에서 고려되는 다양한 아이
디어 및 이의 실시 예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 IPR 확보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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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협력공략 | 병행) UAM 인프라 표준

TTA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국내
플랫폼 PG,
UAM Team
Korea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EUROCAE,
ASTM, ISO
TC23

국내
참여
업체/
기관

KARI, KIAST,
한화, LIG넥스
원, KAC, IIAC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미국) JOBY/Wisk, (독일) Lilium/Volocopter, (영국)
Archer, (중국) Ehang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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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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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
기업

(미국) JOBY/Wisk, (독일) Lilium/Volocopter, (영국)
Archer

표준
수준

7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추격/협력공략(Ver.2022)
태동기인 UAM 인프라는 표준화 시작 단계로서, 기존 제도 및 상용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준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UAM 서비스 체계 구축과 병행 또는 별도의 국내 전용 표준화체계
구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추격/협력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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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표준화 계획>
- ISO TC20은 UAS 적용을 위한 인프라 표준화를 추진 중이나 그 안에서 ASTM Int가 작성
중인 UAM용 인프라를 고려 중
- ASTM International은 F38(UAS) 등을 통해 vertiport 등의 인프라와 인프라성 장비(충전,
배터리 수명예측 등)에 대한 표준화 연구에 착수했으며, GAMA EPIC위원회의 INF
소위원회를 통해 UAM 인프라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에 대한 산업계측 연구를 진행 중
- EASA는 WG112 SG5 활동을 통해 eVTOL 이착륙장 사양과 충전 인프라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기존 공항관련 표준의 UAM 인프라 적용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착수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UAM 표준작업을 위해 미국
ASTM Int 및 EUROCAE 해당 WG에 적극 참여하여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ISO
TC20 등에 신규 WG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 OPPAV 사업 결과와 한국형 UAM 실증
사업(K-UAM GC)들에 대한 적극적인 국제표준 기고 및 홍보 등 산업체와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타국/외국기업과의 제휴) 미국의 NASA 및 Joby, 유럽 Lilium,
Volocopter, Airbus, 중국 eHANG 등 UAM 생태계 관련 주요 주체들과 글로벌 협력 관계 구축
통해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내 신규 특별위원회 설립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표준화 계획>
- 2019년부터 시작된 국토부, 산업부 OPPAV 개발사업의 결과들을 중심으로 TTA 내 관련
PG(예:TTA 특수통신 PG(PG903), 드론시스템 PG(PG428) 등) 및 스마트시티 관련 PG 등에
UAM 관련 신규과제 제안 추진
- 2021년 상반기부터 UAM Team Korea 산하 버티포트 WG을 구성하고 표준화 및 법제화
지원을 위한 기술적 검토 착수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UAM 도심내 운용개념 개발에 있어 국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표준화 연계 연구개발 강화 필요
- (정부 정책 마련) 도심 및 도시 간 운영 측면에서의 목표로 2021년 국제 수준의 운영체계
개념 정립 후 2026년 유 무인 통합 체계 구축으로 방향 설정 필요
- (민간 대응) 산업적 입장에서 진행되는 국제 민간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향후
Air-taxi 사업 등에 동참할 수 있는 토대 구축 필요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 전략) 태동기 단계인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형 실증사업(K-UAM GC), R&D 개발사업 및 상용화 지원사업 등을
통한 특허 확보 전략 필요
- 국내 OPPAV 개발사업(국토부, 산업부)의 단계적 진행에 맞춰 관련 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기여와 함께 표준화 과정에서 고려되는 다양한 아이디어 및 이의 실시 예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 IPR 확보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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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5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
5

4

4

3

2

1
1

2

4
5

시장 / 기술적
파급효과

2

3

4

5

국제표준화
국내 기여도

1

표준화
기구/
단체

전품연, ETRI,
국립전파연, 가천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기술연구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
3
4
5

IPR 확보
가능성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미국) google/Honeywell/Varon Vehicles Corp./ Paladin
선도국가/
기술
AI. (스위스) Deadalean AG, (중국) 이항, (한국) 현대차/
기업
수준
카카오/네이버

표준화
단계

국내
참여
업체/
기관

1

1

3

기술
개발
단계

JTC1 SC42

2
1

5

국제

3
2

정책
부합성

한국데이터산업
진흥원

4
3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국내

70%
(선도국가대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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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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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
기업

(미국) google/Honeywell/Varon Vehicles Corp./ Paladin AI.
(스위스) Deadalean AG, (중국) 이항,
(한국) 현대차/카카오/네이버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태동기인 UAM 기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표준화 시작 단계로서, 기존 제도 및 상용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준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UAM 서비스 체계 구축과 병행
또는 별도의 국내 전용 표준화체계 구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추격/협력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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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JTC1 SC42 내 AI 분야 표준화 작업 수행과 ISO, IEC 및 JTC 1 표준위원회에 가이드
제공을 목표로 함.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AI 선도국들과 기존의 빅데이터 표준안과 함께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의
데이터 표준으로 확대한 AI 데이터 표준안 도출을 위한 신규프로젝트 제안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한국은 WG 2에서 AI Data
AHG(ad-hog group), WG 4에서 AI Service Ecosystem(AISE) AHG에서 의장을 맡아 AI
data와 AI service 생태계 표준을 위해 각각 추진 중이며, WG 3에서 신규로 설명 가능한
AI 시스템 개발지침을 제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국가기술표준원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산하 표준기술연구회 등 표준화을 위한 전문지식,
기술정보 및 업계 동향 관련 자료 및 정보 조사·분석, 표준화 연구개발 과제 발굴, 제·개정
및 폐지 대상표준 조사, 표준 제·개정안 검토 및 작성, 국내·외 관련 기술 및 표준화 동향
전파를 위한 세미나, 워크숍 개최, 기타 표준화 활동 관련 필요 정책 연구 등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빅데이터 프로젝트 그룹(PG)/인공지능 표준화 PG 등 표준화
영역의 민간 표준화를 위한 전문가 유관 그룹, 활동 준비 중
<대응방안>
-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국제적 인공지능 경쟁체제 대응이 필요
- (국제표준 준용) 산업계 도입 필요한 인공지능 국제표준 선제 도입 또는 국가·단체표준의
개발 연구가 필요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AI기술 도입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이슈의 해결을 위해 민간과
정부의 활발한 국제표준화 참여 및 국내 환경에 적합한 표준·기술 개발 전략 구축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 전략) 태동기 단계인 국제
표준화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의 다양한 실시예(K-UAM GC 및 상용화 지원사업 등의
수행 결과 등)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
계방안

- 국내 K-UAM GC 사업 및 K-UAM 상용화 지원사업의 단계적 진행에 맞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합한 UAM 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기여와 함께 표준화 과정에서 고려되는 다양한 아이디어
및 이의 실시 예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 IPR 확보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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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ICT 기반 무인기 식별모듈 및 인증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JTC1 SC17,
ISO TC20
SC16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아이버디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응용보안/
평가인증 PG,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플랫폼 PG,
국가기술표준원
식별카드
전문위원회

(한국) ETRI, (네델란드) UL Transaction Security,
(독일) Infenion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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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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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
기업

(한국) ETRI, (미국) ASTM, (중국) CESI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무인기 식별모듈 및 인증 표준은 식별모듈을 사용하여 무인기를 식별하고 인증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드론을 인증하는 기술로써,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드론식별모듈 기술에 기반하여
국제표준문서가 개발되고 있는 등 국내 표준화 역량이 높고 국제 표준화 선도가 가능한 기술이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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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17에서는 국내 연구진이 ISO/IEC 22460-2 “Drone Identity Module(DIM)” 메인
에디터를 담당하여 국제표준 개발 주도
- ISO TC20 SC16에서는 무인이동체 등록과 식별을 포함한 운영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단계이고, 무인기 통신보안과 데이터보안 기술에 대한 신규 과제 제안 필요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JTC1 SC17에서는 드론식별모듈 국제
표준화 주도 등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고, ISO TC20 SC16에서는 무인기 보안 통신 관련 신규
과제 제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타국/외국기업과의 제휴) ASTM 및 EUROCAE 표준화 기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인기 식별체계에 관한 표준화 활동에 국내외 협력대응 필요
<표준화 계획>
- 국가기술표준원 식별카드 전문위원회에서 드론식별모듈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기술의 국제표준 채택 추진
- TTA를 중심으로 민간기업에서의 무인기 식별 및 보안 관련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TTA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추진하는 선순환 표준개발 환경 구축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드론식별모듈 뿐만 아니라 무인기 통신 보안, 보안 응용 서비스
기술에 관한 관련 산학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표준 개발 적극 추진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PG504 중심으로 무인기 ICT 보안기술 표준화 추진, TTA
PG428 중심으로 무인기 식별체계 표준화 추진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드론식별모듈 및
무인기 보안 메커니즘에 관련된 세부기술들의 추가/확장을 통한 특허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기술 개발은 프로토타입/시제품 단계이며 표준화 단계는 표준초안 개발 단계로, 국내주도
기술을 기반으로 IPR이 반영된 표준안 개발 및 해당 표준에 기반한 코드 구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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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 소형 무인 항공 시스템 분야의 오픈소스는 ArduPilot과 PX4 기반으로 개발되다, 리눅스
재단의 DroneCode로 통합 관리되고 있음. 오픈소스의 국내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ArduPilot과 PX4와 같은 널리 사용 중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고,
오픈소스
대응전략

실용화된 구현 기술에 대해 공유를 통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오픈소스 참여가
명시된 과제 등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특히, 오픈소스에 대한 기술 유출이라는
관념을 버리기 위한 교육적 제도가 시급
- 자체 플랫폼 확보도 중요하지만, 오픈소스 생태계 특성 상 기존에 활발히 진행 중인
생태계와 별개의 플랫폼 구축을 만들기 보다는 기 개발된 생태계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
자리매김하고, 발전시켜 독립시키는 전략도 필요

- 국내 특성상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국내 표준화로의 진행이 활발
하지 않음.
표준화
연계전략

- 국외의 경우 소형 무인 항공 시스템의 오픈소스 활동이 활발하여 지상국과의 통신 프로토콜인
MAVLink에 대한 표준화가 시도되고 있음(오픈소스 → 표준화)
- 국내에서도 소형 무인 항공 시스템의 오픈소스 활동을 장려하여 UTM과 같은 시스템에서
진행 중인 표준화 항목에 대해 오픈소스에 적용하는 전략이 필요(표준화 → 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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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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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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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해상 이동체 기술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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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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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 자율운항선박기술은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개발과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국내에서 수행중인 IMO 3단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및 표준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보하고, 표준 확산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ICT 융합기술 기반의 자율운항선박 표준기술 개발 및 국제적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내 환경을 고려한 글로벌 표준화 전략수립과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및 의장단 수임
그리고 관련 표준 확산을 통한 표준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자율운항선박의 원격관제를 위한 항로정보교환기술에 대한 우선적 국제표준화 추진과
노르웨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정의 및 구조의 표준화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관계 구축. 그리고 향후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IEC/ISO 등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및 원천기술 확보 필요

∼ 2024년

- 국내의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국제표준 선도그룹에서 국제 협약
및 기반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 추진 및 참여와 함께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성능요구사항, 테스트베드 및 시험방안에 대한 국제표준화 추진

∼ 2026년

- 자율운항선박 기술에 대한 관련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관련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기존의 국제표준등을 정비하고 국제표준기반의 시범서비스 개시 및 국제 공동 테스트베드
추진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ICT 기술을 이용한 자율운항선박 기자재 및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운항 선박 서비스 등
자율운항 선박 新기술 개발 강화와 이를 통한 기술 주도권 확보
· 국내 연구개발결과들을 국제표준으로 적용하여 국내 개발 기술 및 제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
· 자율운항 및 무인선 기술 개발에 적극 동참함으로서 국제해양 기술 및 표준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위상확립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해양조선기자재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에서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표준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 가능
· 국제표준의 적용과 인증을 통해 즉시 글로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자율운항선박 표준화 기술 개발을 통하여 조선 산업의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도 및 선점할
수 있도록 조선 산업의 ICT 기술 융합 토대 마련
·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해양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新시장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은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선두 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시장진입에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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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술에 기반한 자율운항 선박 표준기술과 이미 개발되어 운용중인 한국형 e-Navigation
기술을 융합한 자율운항 서비스 제공 기술로 확장하여, 일본 주도의 선박 항해통신 장비 시장
구조를 우리나라 중심으로 가져올수 있는 계기 마련 가능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선원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한 선박이 아닌 육상에서 선박의 원격관제를 통한 선박 운항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및 선원들의 복지 개선에 이바지
· 해상사고의 80%이상이 인적 오류에 의해 발생하므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운항 선박
도입으로 해상 사고 감소 및 해양 환경 보호 가능
· 선박의 안전 및 경제운항 능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해상 사고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문제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를 구축
· 국제표준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기술 개발을 선도하여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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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자율운항 선박 및 자율성 정의 표준, 항로정보교환, 선박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 그리고, 디지털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및 제어기술과 국제해사정보체계, 협대역 디지털 변조방식 기반의
해상이동업무용 초단파 무선전화 통신 기술표준, VHF 데이터 교환 시스템(VDES) 기술표준,
해상위성통신, 5G 통신 기반 자율운항 선박 제어 및 직접 통신 적용 기술 표준 시스템으로
구성된 해상연결성 기술이 필수로 요구되며 자율운항선박과 선박-육상간 보안체계 수립이 필요.
본 표준화전략맵 자율운항선박분과에서의 중분류 범위는 자율운항선박을 구성하는 주요 표준화
기구의 작업그룹별 표준화 범위와 시스템을 구성하는 필수 단위 기술을 중심으로 구분
<자율운항선박 Ver.2022 표준화항목>
표준화 항목

표준화 내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선박의 운항 경로를 설정, 관리하고, 운항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운항관련 정보에 대한 모델링 및 교환 표준
항해 모니터링
- 항로정보교환 기술
및 원격제어
- 항행계획 및 관리 표준
기술
- 선박 운항 관리 기술
- 안전항로 및 최적항로 교환 기술

IEC
TC80,
ISO
TC8,
IMO

③

O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선박-항만간 교환되는 정보에 대한 모델링 및 정보 교환 절차에
대한 표준화
- 선박-항만 보고 정보의 모델링
- 선박-항만 서비스를 위한 절차 및 정보 교환의 자동화

IALA,
IMO,
IEC
TC80

④

○

선박 자율
제어 기술

선박의 자율/자동제어 및 무인운항에 필요한 기술로서, 주변
교통상황과 본선 장비 상황을 인식하는 선교상황인식기술(Bridge
Situational Awareness), 비지도학습에 의한 충돌회피 및 피항로
선택이 가능한 자율 운항 기술, 항로 추종, 안벽, 선박, 바람 등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자동 접·이안 기술
- 주변 교통 영상 및 항해 기관 디지털 센서 정보를 융합한
선교상황 인식
- 정형화되지 않는 비지도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통상황을 학습하여, 충돌 회피가 가능하고 피항로를
선택하는 운항 기술
- 바람, 해류, 주변 접안 선박 상황, 안벽거리, 접근속도, 정밀
측위 위치 등의 센서 정보를 융합하여 비지도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선박을 안전하게 제어

IEC
TC80,
ISO
TC8,
IMO
MSC

③

○

항해, 엔진 및 기타 다른 장비로부터 수집된 선내 데이터의
선박내 장비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한 데이터의 정의
데이터 모델링 - IOT 기자재 장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관련 정보
표준
- 선박 데이터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전송 받는 선박 데이터
센터(Ship DC)와의 데이터 교환 방법

IEC
TC80

⑤

○

제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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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디지털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디지털 트윈 선박 구현을 위하여 선박 3D 모델을 이해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교환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 정의
OCX
- 선체 형상 및 용접 등 관련 정보
컨소시움
- 배관, 파이프, 철의장, 전장, 덕트 등 관련 정보

4
◯

○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최소 성능 표준
- 선박용 수신기 장비의 테스트 방법
- 선박용 수신기 장비의 필수 테스트 결과

IEC
TC80

③

O

선박 간 또는 선박과 육상 간 통신을 통해 선박의 위치 및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메시지 교환 등 다양한 데이터통신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
- ITU-R 권고 M.2092에 기반한 지상 VDES 기술표준

ITU-R
WP5B,
IALA
ENAV,
IMO
NCSR

⑤

x

해상위성통신
시스템 표준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필요한 광대역 위성통신링크와 플랫폼
기술
- ITU에서는 17.7-19.7㎓ 및 27.5-29.5㎓ 대역의 고정위성을
이용하여 해상/항공/육상에서 광대역 무선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

ITU-R
WP5B,
IEC
TC80

⑤

X

5G 통신 기반
자율운항 선박
제어 및 직접
통신 적용
기술 표준

자율운항 선박 제어를 위한 서비스 요구사항 및 시스템 구조 3GPP
정의를 위한 5G NR 통신 기술
RAN/SA,
- 고신뢰 저지연 원격 제어 통신 기술
ITU-R
- 5G NR V2X 직접통신 기술
WP5D

⑤

O

선박과 육상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 표준

자율운항선박과 육상 간 선박의 상태·운항 및 제어 정보 등을
신뢰성 있게 교환하기 위한 통신기술
- 선박-육상 간 표준 데이터 통신 기술
- 선박-육상 간 통신 보안 기술
- 선박 및 장비 인증 기술

IALA,
IEC
TC80

⑤

O

선박
항해시스템 및
장비의
사이버보안
표준

선박에서의 항해시스템과 장비의 사이버 위험과 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능 요구사항 정의
- 선박 장비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 선박 유지보수 및 안정성 제공 방안

IMO
MSC,
IEC
TC80,
NMEA

②

X

VHF 데이터
교환
시스템(VDES)
해상
기술표준
연결
성
기술

보안
기술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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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자율운항선박 소분과에서는 ITU-R, IMO, IEC, IHO 등
공식표준화기구와 IMEA/NMEA 및 MCC, IALA, IACS, INAS 등 사실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 산업적 파급효과 및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항목
위주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
-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선박의 운항계획을 설정, 관리하고 실제 운항항로를
모니터링하여 원격에서 이를 제어, 관리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에 기여할 수 있는
가술을 개발하여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항목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된 기본 정보외에도, 다양한 각 항만서비스의
상황과 항만 트래픽 상황에 대한 교환이 요구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에서 전자적이고

자동화된 방법으로 자동 보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자율운항 기술이 스마트 해상물류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선박 자율 제어 기술) 선박의 자율/자동제어 및 무인운항에 필요한 기술로서, 주변 교통상황과
본선 장비 상황을 인식하는 선교상황인식기술(Bridge Situational Awareness), 항로추종,
충돌회피 및 피항로 선택기술, 인공지능 자동 접·이안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선도하고 국가표준
및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한다. 특히 2021년 현재 IMO 3단계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병행하여, 상위단계 자율운항 선박 개발을 위한 필수 기술이다.
- (선박 내 장비 데이터 모델링 표준) 선박 내의 장비 데이터 표준을 장비 제공자가 준수하면
해당 장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즉시 사용할 수 있어 해상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화 항목으로 선정
- (디지털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자율운항선박의 관리 플랫폼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선박의 정확한 구현을 위하여 선박의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 생성되는
선박 3D 모델의 교환 포맷의 표준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자율운항선박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의 구현을 위하여 GPS 및 SBAS 신호를 이용하는
수신 장비의 최소 성능 표준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5G 통신 기반 자율운항 선박 제어 및 직접 통신 적용 기술 표준) 자율운항선박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 기술 및 시스템이 5G NR 시스템의 주요 버티컬 도메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서비스 요구 사항 및 5G 통신 시스템 내 적용 구조 정의와
고신뢰도 저지연의 선박 원격 제어 통신 및 NR V2X 기반 자율운항용 직접 통신 적용 기술
등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선박과 육상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 표준) 자율운항선박과 육상 간 다양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제공하기 위한 통신, 선박 장치 및 서비스를 위한 정보 인터페이스와
보안/인증 방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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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중분류인 ‘원격관제기술’과 ‘자율운항시스템기술’을 ‘자율운항선박 및
제어 기술‘로 통합.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통신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제해사정보공유체계(MCP)
표준’과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임시 운항지침’을 추가하였으며,
‘선박자율제어

기술에

대한

성능요구사항’을

‘자율운항선박

항해제어

기술에

대한

기능요구사항’으로 변경하고 ‘다중센서 기반 장애물 탐지 및 상황인지기술’을 삭제 후 통합.
공식 표준화 기구에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선박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기술’, ‘VHF
데이터 교환 시스템(VDES) 기술’, ‘해상항법장비기술’, ‘선박용 기자재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지침’과 ‘통합경보관리시스템’ 은 중점 표준화 항목에서 제외
- Ver.2021(2020년)에서는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따라 중분류로 ‘해양사이버보안‘ 기술 추가.
‘이더넷 기반의 선내통신 기술표준’은 관련 기술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해 중점표준화 항목에서
제외함. 자율운항선박의 원격 모니터링 및 관제를 위한 핵심기술로서 디지털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을 신규 추가하였으며, 선박과 육상 간 광대역 통신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5G 통신 기반 자율운항 선박 제어 및 직접 통신 적용 기술 표준과 보안의 중요성에
따라 선박과 육상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 표준과 선박 항해시스템 및 장비의 사이버보안
표준 추가
- Ver.2022(2021년)에서는 자율운항기술이 점차 세분화 되어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기술’을
추가하였으며, 표준화된 데이터 교환의 중요성이에 따라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과 ‘선박 내
장비 데이터 모델링 표준’을, 해상 측위를 위한 ‘SBASE 표준’을 추가하였음. 또한, IMO 3단계
원격제어기반의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병행하여, 교 상황인식, 항로추종, 충돌회피, 자동 접이안
기술을 포함한 상위단계 자율운항 선박개발을 위한 필수 기술로서 기존 ‘자율운항선박
항해제어기술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 표준’을 ‘선박 자율 제어기술‘로 항목명 변경하으며, 2021년
국제표준화가 완료됨에 따라 ‘항로정보교환기술표준’, ‘자율운항선박 및 자율성 정의표준’ 및
‘국제해사정보공유체계 표준’ 등이 삭제 및 산업계 기반의 미성숙으로 인해 ‘협대역 디지털
변조방식 기반의 해상이동업무용 초단파 무선전화 통신 기술표준’이 삭제됨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구분

제어기술

* Ver.2022 신규항목
Ver.2020

Ver.2021

Ver.2022

-

-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

-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자율운항선박 항해제어기술에 자율운항선박 항해제어기술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
대한 기능 요구사항

선박 자율 제어 기술

-

-

선박 내 장비 데이터 모델링
표준*

-

디지털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디지털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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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Ver.2020

Ver.2021

Ver.2022

항로정보교환기술표준

항로정보교환기술표준

-

자율운항선박 및 자율성 정의 자율운항선박 및 자율성 정의
표준
표준
-

해상연결성
기술
국제해사정보공유체계(MCP)
표준

보안기술

-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5G 통신 기반 자율운항 선박 5G 통신 기반 자율운항 선박
제어 및 직접 통신 적용
제어 및 직접 통신 적용
기술 표준
기술 표준
국제해사정보공유체계(MCP)
표준

-

협대역 디지털 변조방식
기반의 해상이동업무용
초단파 무선전화 통신
기술표준

협대역 디지털 변조방식
기반의 해상이동업무용
초단파 무선전화 통신
기술표준

-

-

선박과 육상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 표준

선박과 육상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 표준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임시운항지침

-

이더넷 기반의
선내통신기술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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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현황분석
2.1. 연도별 주요 현황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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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 현황 및 전망
구분

한국

주요 현황
- 해양수산부에서는 스마트물류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운항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함께, 상용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단계별 규제혁신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스마트 해운 물류확산전략’ 발표 [2021. 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과 국내
조선·해운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인공지능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
사업단' 출범 [2021. 7]]
- 해양수산부는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선박, e-Navigation 등 新
해상디지털 기술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실증 평가 인증하는 해상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국제 해상물류체계를 선도하기 위한 기획사업을 추진 중 [2020～2021]
- NIA에서는 항만구조물 인공지능 학습데이타 구축 사업을 수행하여 향후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개하였고, 2021년도에는 커넥티드 항만 인공지능
학습데이타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2020]
- 산업부와 해수부에서는 범부처 사업으로 스마트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진행 중 [2020∼2025]
- 해양수산부는 싱가포르가 제안한 항구에서의 자율운항선박의 시험과 운영에 관한 합의된
지침과 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MassPorts”와 관련하여 해상디지털 클러스터를
국제적인 자율운항선박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2020]
- 해양수산부는 혁신성장 선도 사업으로 자율운항선박과 해상 통신망, 스마트 항만을
통합·연계하는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 [2019]
- 해양수산부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사업의 일부로 IMO 협약 대응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고,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자율운항선박관련 표준화 대응전략 수립 및 표준개발 사업을 진행 중
[2018∼2025]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자율운항선박을 포함 시키고 자율선박 운항 시 승무정원에 구애 받지 않도록 선박직원법 등을
개선해 2022년 자율선박 최초운항을 실현한다는 방침 [2017.11]

미국

- 미국 IBM은 영국의 프로메어와 공동으로 AI를 탑재한 자율운항선박인 Mayflower호를 개발하고,
대서양을 횡단할 예정임[2020]
- 통합해양 정책 수립을 위한 해양 정책 전담반을 설치, 극지해역 선박운항기술, e-Navigation,
친환경 선박 기술 등에 지속적인 연구개발 추진 중

일본

- 선박과 육상 간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플랫폼 검증을 위해 1개의 Ferry와 Oil carrier를 건조하여
실증 검증 중
- 일본 SSAP 플랫폼 기반으로 선박과 육상 간 정보교환을 위한 데이터 표준을 ISO TC8 SC6를
통해서 표준화 진행 중 [2013∼2021]
- 미쓰비시중공업, 쇼센미쓰이, 니혼유센,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 등 일본 조선·해운기업에서는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250척 개발하기 위한 공동개발을 추진 중 [2017.7]
- 선주의 요청으로 SSAP(Smart ship application platform) 프로젝트를 설립하여 36개 자국 기업이
참여하여 선내 플랫폼 기술개발 진행 [2012.12∼ 2020]
- 일본 최대 해운업체인 NYK 산하 모노하코비 기술연구소는 FURUNO, 재팬라디오 등과
제휴하여 자율운항 컨테이너 선박을 개발 중으로 2019년 북미노선에서 원격조종 선박
시험 운행 중
- NYK를 비롯한 MOL 등의 해운사와 미쓰비시 등 10개 이상의 조선소들이 오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 자율운항 화물선 250척을 건조하겠다는 목표로 공동 개발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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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유럽

- 유럽에서는 “Maritime Technology Challenge 2030”에서 연결성과 자동화 기반의 해사교통
체계를 위해 자율운항선박, 무인선 및 통합해상물류를 위한 기술개발 전략 로드맵을 발표함
[2021]
- 노르웨이에서는 “Transport 2040”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그리고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자동화로 인한 노르웨이의 뮬류산업의 변화에 따른 환경 및 정책변화 방향제시
[2021]
- 영국은 ‘해사전략2050(Maritime 2050)’을 통해 자율운항선박과 관련 국제사업을 유치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계와 협력하여 기술개발지원과 지역 생산성을
향상을 위한 ‘해양혁신허브’ 설립 계획을 발표 [2020.1]
- 영국의 Rolls-Royce는 무인 자동화 선박을 2035년까지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자율운항 선박개발을 위한 AAWA 과제를 수행 중 [2018]
- 노르웨이에서는 무인선 실증을 전기선기반의 자율운항선박인 Yara를 건조 중이며, Trondheim과
Grenland에 무인선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해역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 [2018]

중국

- China MIIT Research Project - Smart ship 1.0 추진 [2017∼2019]
· 6개 분야별 기술 개발 추진 및 표준화 품목 발굴(통합 에너지 관리, E/R 작동, 스마트항해,
화물 관리, 데이터 경량화, 육상기반 데이터 서비스)
- 중국제조 2025 정책의 우선 개발 분야에 스마트 선박이 선정되어, 선 내외 데이터기반의
스마트선박, 선박 생애 전 주기 솔루션 및 지능형 장비관리 및 제어를 수행 중 [2017.6]
- 중국은 중국선급 CCS와 HNA 기술물류그룹을 중심으로 무인화물선 개발 얼라이언스
UCSDA(Unmanned Cargo Ship Development Alliance)를 만들고 2021년 첫 무인 화물선
건조를 목표로 추진 중 [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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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기술개발
수준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기술
수준

77.9%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제어기술]
¡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선박의 운항 경로를 설정, 관리하고, 운항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운항관련 정보에 대한 모델링 및 교환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중
- 한국해양대학교
· 선박-육상간 정보 교환을 위한 데이터 모델링 기술 개발하여 국내표준과 연계 추진
- 한국해양대학교, ㈜지엠티, 씨넷, KJE
· IMO 3단계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제어시스템 개발을 수행하면서,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기술을 개발 중
¡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선박의 자동 입출항시에 항만에 요구되는 다양한 보고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항만의 다양한 서비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선박의 운항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중
- Kl-NET
· 선박과 항만간 자동화된 정보 교환을 위해 정보의 식별 및 BWMS 등 다양한 항만 보를
위한 정보 시스템 개발 중
- 부산항만공사
· 선박의 입출항 시간에 맞추어 항만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제공화함으로써, 선박의 운항과
항만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중
- 한국해양대학교
· 선박-항만간 정보 교환을 위한 통신 요구사항 및 시스템 요구사항 기술을 개발 중
¡ (선박 자율 제어 기술) 일반 상선에서 요구되는 상용화 기술 수준에는 미흡하나 산·학·연
독자적인 항해제어기술을 개발 중
- KRISO/한국선급
· 2020년 IMO 3단계 자율운항선박 개발 시작(충돌및사고방지상황인지시스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운용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자율운항지능형시스템 실증 및 성능시험 개발
등을 포함)
- 한화시스템
· ‘COLREG 기반 복합임무 무인수상정’ 개발 사업을 수행하며 선박 항해제어 기술 개발을
진행하였고, 계획된 항로를 추종하고 COLREG 규정을 반영하여 충돌상황 인지 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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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를 생성하여 피항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실 해역에서의 검증을 통한 자율운항
항해제어관련 기술 확보
- LIG Nex1
· ‘감시정찰용 무인수상정’ 개발 수행을 통한 항해제어 기술 확보
- KRISO
·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사업을 통해 8m급 소형 고속선에 충돌회피 기능을
탑재하여 실제 운항 환경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및 시험을 통한 항해제어 기술 확보
- 현대중공업
· COLREG 규정을 반영하여 1만 3천 8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16만 2천 입방미터
급(m³) 초대형 LNG 선에 적용하며 대체항로 생성이 가능한 충돌회피 지원 시스템을 상
용화 진행 중
- ㈜지엠티
· 2020년 항만구조물 학습데이타 구축을 수행하여, 항내 자율운항 제어기술 개발에
활용하도록 함.
(선박 내 장비 데이터 모델링 표준) 현재 국내 대형조선소를 중심으로 선박 내 장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여 선박에 탑재하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스마트십 플랫폼
공동구축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현대중공업그룹
· 스마트십 데이터 플랫품(ISS)을 신조 선박에 탑재하고 있으며, 이 플랫폼을 통하여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현대글로벌서비스를 통하여 사업화하고 있음
- 대우조선해양
· 스마트십 데이터 플랫폼(DS4)을 신조 선박에 탑재하고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선박 AS에 활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삼성중공업
· 스마트십 데이터 플랫폼(S-VESSEL)을 신조 선박에 탑재하고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선박 AS에 활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디지털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국내 조선소들은 외산 조선용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한국선급에서 특정 CAD
시스템별로 데이터 교환을 위한 기술을 개발 중
- 한국선급
· 선박구조 설계 및 해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 3D 모델 중 선체 형상 데이터를 조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CAD 시스템(AVEVA Marine, S3D, NAPA Steel 등)별로 인터페이스 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2020년에는 DNV Gl에서 제안한 선체 형상 및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공통 포맷인 OCX(Open 3D Class Exchange)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선박 3D 도면 승인에 활용하기 위하여 테스트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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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연결성기술]
¡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국내에서는 하늘길(항공로,
공항접근 및 착륙) 정보 제공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APV(Approach Procedures with Vertical
guidance)-I급 SBAS 개발 및 구축 진행 중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APV-I급 SBAS 지상 기준국을 개발·구축 중에 있으며, 현재
시스템 통합 및 검증 절차를 진행 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APV-I급 SBAS 위성통신시스템을 개발·구축 중에 있으며, 현재
시스템 통합 및 검증 절차를 진행 중
- 국가기술표준원
· 국가기술표준원 IEC TC80-K 전문위원회에서 SBAS 수신 장비의 성능표준에 관한 문서
IEC 61108-7에 대한 검토를 주관하고 있음
¡ (5G 통신 기반 자율운항 선박 제어 및 직접 통신 적용 기술 표준) 국내에서는 5G 네트워크
상용망을 활용하여 실시간 선벅 제어를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시연을 진행 중
- SKT-삼성 중공업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구축한 5G망을 이용해 조선조 인근 해상으로부터 약 250km
떨어진 대전 원격제어센터에서 동시에 5G 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선박을 원격 운행하는
기술을 검증(2019.12)
- KT-현대중공업
· KT와 현대 중공업은 “5G 기반 스마트 조선소” 구축의 일환으로 감포항에서 호미곶에
이르는 해상통신 서비스 지원 지역의 `해상 시운전 통신망`에 대한 통신 성능 개선 진행
(2019.12)
- KT-현대중공업그룹
· KT와 현대중공업지주 자율운항 선박 사내 벤처인 아비커스는 유람선에 대해서 5G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포항 운하에서 300km 떨어진 과천 KT 네트워크관제센터 및 포항 현장의 이동형 관제
차량에서 동시에 실시간 원격 관제 제어 서비스 시연(2021.06)
[보안기술]
¡ (선박과 육상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 표준) 스마트 선박을 위해 선박과 육상 간 보안통신을
위해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국제표준에 기반한 보안 통신기술 개발은 아직 미미함
- 한국해양대
· S-100기반의 신뢰성 있는 보안 통신 프로토콜과 장치 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를
구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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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제어기술]
¡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유럽연합(EU)와 그 회원국들은 STM(Sea Traffic Management)
project의 실증시험을 기반으로 선박의 항로계획(Route Plan)의 전송에 관한 발의안을 IMO에
제출
- SASEMAR
· STM Validation 프로젝트를 통해 경로 교환 테스트를 수행하였음
- 스페리 마린(Sperry Marine)
· ECDIS route plan exchange format(RTZ) 1.2 개발 참여
· ECDIS와 기타 장비 간의 경로 교환 안정성 향상을 위해 기술개발 예정
¡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로테르담항 등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선박과 항만 보고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추진하고 시범 적용 중
- 로테르담항
·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선박의 입출항 시간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최적의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범 적용 중
- 바르질라
· 스웨덴 해사청과 함께 항만 트래픽과 항만 운영 및 서비스의 동기화를 위해 선박의 입출항
시간을 조정하는 항만 자동보고 기술 개발 및 적용 중
¡ (선박 자율 제어 기술) 자율운항 선박 관련 요소기술들을 통합하여 다양한 선박과 시스템에
적용하고 실 해역 테스트를 진행 중
- 콩스버그(롤스로이스)
· 롤스로이스와 연안 자율운항은 2020까지 Ocean Going 원양항해는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자율운항선박을 개발
· 핀란드 국영 선박 운영회사인 ‘핀 페리’와 핀란드에서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 페리를 개발.
롤스로이스의 ‘Ship Intelligence’ 기술을 적용하여 페리의 자율운항에 성공하였고, 항구에
접근할 때 선박 스스로 항로와 속도를 변경해 접안하는 기술을 확보
· 2017년부터 구글과 Google Cloud Machine Learning Engine을 사용하여 자율운항 SW 개발
· 야라(yara)사와 120 teu 78미터급 자율운항선박을 Vard Brevik 조선소에서 인수하여
2020년 유인자율운항부터 시작하여 2022년에는 무인자율운항선박으로 운영 계획

<자율운항선박 운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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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운영센터>

- KRISO, ㈜지엠티
· 2021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수행한 항만구조물 및 해상객체 인공지능 학습데이타
구축사업을 통해 선박, 부표를 포함한 다양한 해상객체에 대해 학습데이터를 구축하여, 영상에
의한 선교 상황 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 NYK 선사(일본)
· NYK 선사는 2019년 10월, 70,826톤급 PCTC(pure car truck carriers) 자율운항선박의
중국에서 일본으로 항해하는 시험항해 완료

- L3 ASV
· 다양한 목적과 추진 방식의 소형 무인 선박에 대한 항해제어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항로 추종기술과 충돌회피를 위한 자율운항선박의 항해제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
- Totem Plus
· 항해제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ECDIS 기반으로 충돌회피를 위한 권고 침로와 속도를
표시하는 기반기술 개발을 완료
- 머스크
· 라이다, HD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브리지 스크린 등으로 선박 환경 데이터를 수집/해석하여
상황인식 시스템과 충돌방지 시스템을 개발 중
¡ (선박 내 장비 데이터 모델링 표준) 선박 내 장비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기 위한 활동 및 장비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일본 선급(일본)
· 2015년 일본 선급(Class NK)을 중심으로 선사들이 합작하여 Ship DC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선박 내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음
¡ (디지털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일본 및 노르웨이에서 자체적으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을 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
- 국토교통부(일본)
· 해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산학연 합동으로 선박 3D 모델
정보 교환을 위한 중립 포맷(SPEEDS XML Schema)을 제정하고, 다양한 조선용 CAD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과의 연결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를 기반으로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개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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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 선박 3D 설계 승인을 목적으로 DNV를 중심으로 노르웨이 조선소, AVEVA 및 Intergrape
Europe 등 조선용 CAD 업체가 공동으로 노르웨이 정부 지원을 받아 선체 형상 및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공통 포맷인 OCX를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개발(2020)
[해상연결성기술]
¡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SBAS를 위한 위성항법보강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은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인도 등 국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항공용으로 구축되는
SBAS를 해양분야에서 목적에 맞는 활용을 위해 표준을 준비 중에 있음
- IEC
· IEC는 GNSS(위성항법시스템,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시스템 관련 표준을
IEC 61108-1부터 61108-7까지 제정 완료 및 제정을 진행 중에 있음
- NovAtel, Trimble 등 수신기 제조사
· 다양한 항법 수신기 제조 업체에서는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제조시
IEC 문서를 참고하여 제조하는 중
¡ (5G 통신 기반 자율운항 선박 제어 및 직접 통신 적용 기술 표준) 5G 통신 기술을 토대로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적용 방안에 대해서 개발 중
- 5GPPP 5G-MoNArch
· 2017.7.1.∼2019.6.30. 동안 진행된 5G-MoNArcht(5G Mobile Network Architecture for diverse
services, use cases, and applications in 5G and beyond) 프로젝트에서는 노키아 및 도이치
텔레콤과의 협력으로 독일 함부르크 지역에 5G 통신 기술 기반의 Smart sea port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선박을 통해 수집되는 해양 환경 측정 정보에 대한 저손실 및 고신뢰도의 실시간 수집 시스템 구축
- Ericsson-OcheanAlpha
· 2019년 MWC에서 저지연의 원격 운항과 수질 감시를 위한 실시간 고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무인 5G 선박을 시연
- Telia-Ericsson-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2019년 12월부터 노르웨이 Trondheim 지역의 운하에서 저지연 및 고신뢰의 5G 통신 기술을
활용한 자율운항 페리 시험을 진행 중
[보안기술]
¡ (선박과 육상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 표준) 자율운항선박의 제어 및 운항 상태와 선박
장치상태정보를 육상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집·교환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과 육상서버 간
암호화 및 인증을 통한 통신 방안에 대해 개발 중
- 스웨덴해사청
· 스웨덴 해사청을 중심으로 S-100기반의 자료들을 자율운항선박과 육상 간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보안 프로토콜을 개발 중이며, 이를 로테르담, 함부르크항 등에 시범 적용을 위해 개발 중
- MTI
· 일본에서는 선박데이터서버와 육상 데이터센터간의 신뢰성 있는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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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지능형 해상 이동체 분과 11개의 표준화 항목 중 5개 표준화 항목(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선박 자율 제어 기술, 디지털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을
선정하여 특허분석을 진행
- (분석 대상 및 범위) 본 분석에서는 Keywert 특허분석 DB를 활용하여 한국/미국/일본/유럽/국제
총 5개국에 공개/등록된 특허데이터를 대상으로 추출하되,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원된 1,303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후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1년 6월까지
공개된 한국/미국/일본/유럽/국제 특허를 분석대상으로 본 IPR 분석에서는 미공개 데이터가
존재하므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출원된 한국/미국/일본/유럽/국제 특허들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능형 해상 이동체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01.01.～ 2021.06.30.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국제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분석 대상 기술에 포함된 표준화항목별 핵심키워드를 담당 분과
위원으로부터 제공받아 특허 검색식을 작성하여 분석을 진행함
< 지능형 해상 이동체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선박(ship / vessel), 항로/ 항해
경로(route) 계획(plan) /
교환(exchange), 항해 정보 /
교환, 안전 항로 / 항해경로 /
교환, 최적 항로 / 항해 경로 /
교환, 운항 / 항해 경로
관리(management), 운항 정보
모델링(modeling), 운항 상태
모니터링(monitoring), 운항
항로 / 경로 모니터링,
운항항로 원격(remote)
관리/제어, 운항계획 원격
관리/제어, S-421,

KEY:((해양* 바다* 대양* 해상* 해사* 항해* 항행* 해도*
전자해도* 해안* 해변* 비치* 항구* 선박* 선체* 어선* 상선*
군함* 범선* 함선* 함대* 함정* 보트* 보우트* 요트* 상륙함*
상륙정* sea navy* ocean* marine* voyage* sail*
hydrographic* shore* seashore* coast* seaside* seaboard*
beach* strand* harbor* haven* ship* vessel* boat* yacht*)
AND (((항로 항해 경로 루트 라우트 웨이 rout* voyag* path*
way*) N/3 (계획 교환 관리 모델* 모니터* plan* exchang*
manag* model* monitor*)) OR (((안전 최적 saf* optim*) N/3
(항로 항해 경로 루트 라우트 웨이 rout* voyag* path* way*))
N/3 (교환 관리 제어 exchang* manag* control*)) OR ((항로
항해 경로 루트 라우트 웨이 rout* voyag* path* way*) N/3
((원격 이격 리모트 remot*) N/3 (관리 제어 모니터* man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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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선박-항만
자동보고기
술

선박 자율
제어 기술

디지털트윈
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IEC-63173-1, S-100

control* monitor*))) OR ((“S-421” “IEC-63173” “S-100”) N/1
(표준 standard recommend*))) ) AND AD:(20010101～20210630)
AND MIPC:(B63* G01* H04*)

Ship Report, Smart Shipping,
Smart Port, Electronic Port
Clearance, Maritime Single
Window, Expected Time Of
Service, Requested Time Of
Service, Expected Time Of
Arrival, Expected Time Of
Departure, Just-In-Time,
Harmonized Data Model

KEY:((해양* 바다* 대양* 해상* 해사* 항해* 항행* 해도*
전자해도* 해안* 해변* 비치* 항구* 선박* 선체* 어선* 상선*
군함* 범선* 함선* 함대* 함정* 보트* 보우트* 요트* 상륙함*
상륙정* sea navy* ocean* marine* voyage* sail*
hydrographic* shore* seashore* coast* seaside* seaboard*
beach* strand* harbor* haven* ship* vessel* boat* yacht*)
AND (((항만 항구 포트 해안 해변 출항 입항 접안 이안
해운 선적 적하 port harbor coast shore seashore coast
seaside seaboard beach ship arriv* depart*) N/1 (보고
리포트 레포트 시간 스마트 예상 예측 기대 요청 요구 리퀘*
정시 적시 적기 저스트 report time smart expect* request*
“just-in-time” “just in time”)) OR ((전자 일렉 electr*) A/1
(포트 항구 항만 port) A/1 (클리어* 승인 허락 허가 clear*))
OR ((해사 해상 마리타임 marin* maritime) A/1 (단일 싱글
sing*) A/1 (윈도* window)))) AND AD:(20010101～20210630)
AND MIPC:(B63* G06* G08*)

Bridge Situational Awareness,
Track Control, Ship Image
Classification, Auto Berthing,
Route Exchange

KEY:((해양* 바다* 대양* 해상* 해사* 항해* 항행* 해도*
전자해도* 해안* 해변* 비치* 항구* 선박* 선체* 어선*
상선* 군함* 범선* 함선* 함대* 함정* 보트* 보우트* 요트*
상륙함* 상륙정* sea navy* ocean* marine* voyage* sail*
hydrographic* shore* seashore* coast* seaside* seaboard*
beach* strand* harbor* haven* ship* vessel* boat* yacht*)
AND (((선교 함교 브리지 브릿지 bridge) A/1 (상황 환경
situation*) A/1 (인식 인지 의식 awar*)) OR ((항로 트랙 경로
루트 라우트 웨이 trac* rout* voyag* path* way*) N/1 (관리
제어 교환 manag* control* exchang*)) OR ((선박 선함 배
베슬 배슬 쉽 ship vessle) A/1 (이미지 영상 imag*) A/1
(분류 구분 classif*)) OR ((자동 자율 오트 auto*) N/1 (접안
이안 접이안 출항 입항 berth* arriv* depart*)))) AND
AD:(20010101～20210630) AND MIPC:(B63* G01* G05* G08*)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선박, 선박 3D 모델, 선박
데이터 교환, 선박 제품 모델,
선박 3D 도면, OCX(Open 3D
Class Exchange), 선박 3D
데이터, 선박 3D 데이터 교환

KEY:((해양* 바다* 대양* 해상* 해사* 항해* 항행* 해도* 전자해도*
해안* 해변* 비치* 항구* 선박* 선체* 어선* 상선* 군함* 범선*
함선* 함대* 함정* 보트* 보우트* 요트* 상륙함* 상륙정* sea navy*
ocean* marine* voyage* sail* hydrographic* shore* seashore*
coast* seaside* seaboard* beach* strand* harbor* haven*
ship* vessel* boat* yacht*) AND (((디지털 디지털 가상 버추*
버츄* 사이버 digital virtua* cyber*) N/3 (트윈 쌍둥이 복제
레프리* 레플리* twin* replic*)) OR ((선박 선함 배 베슬 배슬
쉽 ship vessle) N/5 (((3d 3차원 삼차원 “3-차원” “삼-차원”
“3-dimension” “3 dimension” “three dimension”) N/3 (모델
복제 객체 오브젝트 데이터 도면 model replic* object data
draw* figur* plan)) OR ((데이터 모델 data model) N/3 (교환
exchang*)))) OR (OCX “open class exchange” “open class
model exchange” “open class 3d model exchange”))) AND
AD:(20010101～20210630) AND MIPC:(B63* G05* G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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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전지구 측위 시스템,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 항법 시스템, SBAS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위성 기반 보강 시스템
/ 위성 항법 보강 시스템, Receiver
Performance Standard 수신기
성능표준, MOPS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최소 운용 성능 표준,
PRA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확률 위험 평가,
Integrity 무결성, Accuracy 정확도,
Signal Availability 신호 가용성,
Error Correction 오차 보정

KEY:((해양* 바다* 대양* 해상* 해사* 항해* 항행* 해도*
전자해도* 해안* 해변* 비치* 항구* 선박* 선체* 어선* 상선*
군함* 범선* 함선* 함대* 함정* 보트* 보우트* 요트* 상륙함*
상륙정* sea navy* ocean* marine* voyage* sail*
hydrographic* shore* seashore* coast* seaside* seaboard*
beach* strand* harbor* haven* ship* vessel* boat* yacht*))
AND DSC:(((((위성 satellit*) A/2 (보정 보강 augument*) A/1
(시스템 system)) SBAS) AND (GPS GNSS)) AND (((수신*
receiv* recep*) N/1 (성능 퍼포먼스 performance)) OR (MOPS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최소 운용
성능 표준” “최소 운영 성능 표준”) OR (PRA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확률 위험 평가”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
“확률론적 위험성 평가”) OR (Integrity 무결*) OR (Accuracy
정확) OR ((신호 시그널 Signal) A/1 (가용 Availab*)) OR
((에러 오차 error) A/1 (보정 정정 correct*)))) AND
AD:(20010101～20210630)

¡ 지능형 해상 이동체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해상 이동체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지능형 해상 이동체 분야 전체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이전까지
출원건수의 등락이 반복되다가, 2011년부터 출원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후 2013-2015년의
정체기를 거쳐, 2016년 구간에서 출원건수가 크게 상승함
- 2017년 이후 출원량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US 및
KR에서의 출원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EP, JP, WO에서의 출원건수 급감에 기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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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구간인 2020년-2021년의 출원건수를 고려하면 2020년-2021년 실제 출원건수는 2018년2019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7월 시점에서 검색한 결과에서 2019년 후반에 출원된 일부 건은 미공개 상태라서 2019년
출원건수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2019년 출원건수는 관측된 출원건수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지능형 해상 이동체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특허 발행국별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에 출원된 특허가 421건(3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 368건(28%), 국제 190건(15%), 일본 165건(13%), 유럽 159건(12%) 순으로
나타남
- 한국 특허 출원건수가 미국보다 많은 것은 드물게 관측되는 동향이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한국 국적 출원인이 해외출원보다 한국에서의 다수 출원에 집중하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출원년도별 동향을 보면, 2008년 이전에는 미국에서의 출원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2008년 이후
한국에서의 출원건수가 미국 출원건수를 역전한 후, 2008년-2010년 구간 동안에서 미국에서는
하락-상승이 반복되는 동안 한국에서는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최근까지도 한국 출원건수가
미국 출원건수보다 많은 경향이 유지되고 있음
- 유럽 및 국제 출원건수는 2016년에 크게 상승한 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며, 일본의 경우,
2018년에 잠시 상승한 후 다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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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해상 이동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해상 이동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합계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선박-항만
자동보고기
술

선박 자율
제어 기술

디지털트윈
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2001

14

21

8

2

2

47

2002

16

17

14

0

0

47

2003

14

7

5

2

0

28

2004

15

9

12

6

0

42

2005

13

9

9

1

1

33

2006

18

14

14

2

2

50

2007

26

15

14

4

0

59

2008

8

12

12

5

5

42

2009

13

17

9

7

2

48

2010

22

20

11

2

5

60

2011

20

16

8

15

11

70

2012

23

20

18

14

1

76

2013

27

24

24

6

5

86

2014

14

35

24

9

4

86

2015

22

34

15

12

3

86

2016

49

27

21

6

6

109

2017

37

29

19

9

9

103

2018

37

20

17

12

10

96

2019

19

31

21

13

5

89

2020

12

15

12

3

2

44

2021

0

0

1

1

0

2

합계

419

392

288

131

73

1303

특허분석
항목
출원연도

- 특허분석 항목들에 대한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및 선박 자율 제어 기술 항목에 대한 출원건수가 디지털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및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항목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능형 해상 이동체 분야 전체 특허 중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항목에 해당하는
출원건수가 41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선박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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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기술, 디지털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및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 항목 순이며, 각각 392건, 288건, 131건, 및 73건의 출원건수를 보임
- 대부분의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은 2014년에 잠시 하락하지만 2016년에 가장 많은
출원건수가 나타나며,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은 2014년에 가장 높은 출원건수를 기록한
후 다소 하락세를 보이다 2019년에 다시 상승함
¡ 지능형 해상 이동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지능형 해상 이동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 출원 현황 >
특허분석 항목

구간A
(2011년∼2013년)

구간B
(2014년∼2016년)

구간C
(2017년∼2019년)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70

85

93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60

96

80

선박 자율 제어
기술

50

60

57

디지털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35

27

34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17

13

24

- 특허 미공개 구간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를 3년 단위의 3개 분석구간으로
설정하였음
- 지능형 해상 이동체 분야에서의 특허출원은 구간 B(2014년-2018년)에서는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항목을 중심으로, 구간 C(2017년-2019년)에서는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선박 자율 제어 기술, 및 디지털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항목에서는 전
구간에서의 출원건수가 소폭 증가/감소하여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항목은 최근 구간 C에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구간 점유율(즉, 구간 A, B, 및 C 중에서 구간 C의 비중)은 전체 출원건수를 기준으로 36%
정도로, 이는 전체적으로 출원건수가 최근 구간에 특별히 집중되지 않고 전 구간에 걸쳐 유사한
수준의 출원건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항목은 최근 구간 점유율이 44%로
최근 들어 해당 항목에 대한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지만, 나머지 4 개의 항목은
34-38% 정도의 최근 구간 점유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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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해상 이동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해상 이동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합계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선박-항만
자동보고기
술

선박 자율
제어 기술

디지털트윈
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유럽(EP)

68

41

35

7

8

159

일본(JP)

82

17

45

10

11

165

한국(KR)

112

94

87

96

32

421

미국(US)

88

169

85

11

15

368

국제(WO)

69

71

36

7

7

190

합계

419

392

288

131

73

1303

특허분석
항목
특허발행국

- 지능형 해상 이동체 분야에서 발행국별 출원 동향에서는 미국에서의 선박-항만 자동보고
기술이 다른 항목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이 다소
높은 출원 비중을 가지고,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항목이 유사한 출원 비중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출원과 국제 출원에서는 선박-항만 자동보고 기술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한국, 유럽 및 일본에서는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항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지능형 해상 이동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 >

선박 자율
제어 기술

디지털트윈
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합계

7

14

13

0

41

3

5

3

23

0

34

삼성중공업

8

1

7

8

1

25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6

5

1

6

4

22

ETRI

3

1

4

0

1

9

특허분석
항목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대우조선해양

7

한국조선해양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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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자율
제어 기술

디지털트윈
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합계

1

3

2

0

7

1

0

3

0

2

6

인포겟시스템

0

0

0

6

0

6

현대중공업

1

0

1

3

1

6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3

2

0

0

0

5

합계

33

22

36

61

9

161

특허분석
항목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한화시스템

1

국방과학연구소

출원인

- 특허 발행국 중 한국에서 특허 출원한 주요 출원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출원 기관은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TRI의 순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국내 대기업,
연구 기관, 및 대학인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다출원 기관의 출원이 집중된 항목은 디지털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항목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항목에 걸쳐서 출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측됨
-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에 대해서는 출원건수가 많이
나타나지 않음
-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자율 제어 기술, 및 디지털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항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이나,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및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항목에 대해서도 출원건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조선해양은 디지털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항목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45건 중에서 43건이 한국출원이며, 한국조선해양은 전체 34건이 모두
한국출원이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전체 27건 중에서 22건이 한국출원이며, 삼성중공업은
전체 26건 중에서 25건이 한국출원이고, ETRI는 전체 14건 중에서 9건이 한국출원으로서, 한국
국적 출원인이 해외출원을 많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출원 전체 421건 중 10개의 다출원 기관의 출원건수는 161건으로 약 38%의 비중을 가지며,
출원건수가 소수 기관에 편중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관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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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지능형 해상 이동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 >

선박 자율
제어 기술

디지털트윈
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합계

21

0

0

6

28

4

3

4

0

4

15

TOKYO KEIKI

4

0

9

0

0

13

IBM

0

8

1

2

0

11

ITA SOFTWARE

11

0

0

0

0

11

MITSUBISHI
HEAVY IND

1

4

5

1

0

11

NIPPON YUSEN

7

3

1

0

0

11

NMRI

7

2

2

0

0

11

WESTERNGECO

5

0

6

0

0

11

AMADEUS

0

10

0

0

0

10

합계

40

51

28

3

10

132

특허분석
항목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선박-항만
자동보고기
술

UNITED PARCEL
SERVICE

1

FURUNO

출원인

- 특허 발행국 중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기업
중에는 선박/해상 기술 회사인 FURUNO, TOKYO KEIKI, MITSUBIHSHI HEAVY INDUSTRIES,
NIPPON YUSEN, NMRI(NATIONAL MARITIME RESEARCH INSTITUTE)도 포함되나, UNITED
PARCLE SERVICE, IBM, ITA SOFTWARE (GOOGLE), WESTERNGECO, AMADEUS 등의
지리/이동 관련 정보에 대한 IT 기술 회사도 포함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남
- 한국 국적 기관은 미국, 일본, 유럽, 국제 상위 다출원인에 포함되지 않음
- 상위 10개 다출원인 전체적으로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및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항목에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외 특허청 출원 882건 중 10개의 다출원 기관의 출원건수는 132건으로 약 15%의 비중을 가지며,
특정 기관에 편중되지 않고 소수의 출원건수를 보유한 출원인수가 많은 것으로 관측됨
- 한국 다출원인이 디지털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항목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해외 다출원인은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및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항목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차이점이 관측됨
- 한국 다출원인이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항목에 대한
집중도가 가장 낮은 것과 달리, 해외 다출원인은 디지털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항목에 대해 가장 낮은 집중도를 가지는 것으로 관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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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지능형 해상 이동체 분야에 대한 5개 항목에 대한 특허 분석 결과, 한국 국적
출원인들이 다수의 출원건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절대 다수가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건이고
해외 특허청에 출원된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지능형 해상 이동체 분야의 키 플레이어들뿐만 아니라, 선박/해상 기술로 제한되지 않고 원격
제어, 이동체와 고정 스테이션 간의 자동 보고, 자율 제어, 3D 모델링 등으로 확장된 인접
기술분야의 다양한 기관(특히, 지리/물류/이동 정보에 대한 IT 기반 기업)이 다수 검색됨
- 해외 특허청의 출원 동향은 소수의 출원건수를 보유한 다양한 기술 분야의 다수 출원인들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국내 특허청 출원 동향은 다수 출원건수를 보유한 소수 출원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상반된 특징이 관측됨
- 지능형 해상 이동체 분야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만큼, 지능형 해상 이동체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접 기술분야의 기관들이 연구개발과 특허권 확보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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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자율운항
선박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76.9%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TC80

선박의 항해 통신 장비 및 시스템을 위한 장비 요구사항과 테스트 요구사항 표준화
추진
(WG17-Common maritime data structure) 공통해사정보모델 기반의 항로교환표준과
이를 활용한 응용서비스 프로파일 및 IEC 61162기반의 선박 정보모델 및
S-100기반의 신뢰성 있는 보안 통신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
(WG6-Digital Interfaces) IPv4 이더넷 기반의 선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표준의
개정을 완료
(PT61108-7) 항구 입구, 항구 접근 및 연안 해역, 테스트 방법 및 필수 테스트
결과에 대한 IMO Res.A.1046 (27) (Worldwide Radionavigation System) 운영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신기 장비에서 획득 할 SBAS L1 해상 GNSS 수신기의
최소 성능이 포함됨

ISO

TC8

선박 정보의 자동화를 위한 국제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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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60 Terminology related to automation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 작업 중이며 CD(30.20)단계임
- ISO 23816 Technical specifications of IPv6 based ship-network를 우리나라에서
제안하여 NP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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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해도 등 해양 정보에 대한 Plug-n-Play를 지원하기 위한 S-10x 기반의
공통해사정보모델을 개발 중
· 2018년 12월에 S-100 Edition 4.0 개발을 완료

MSC

자율운항 선박과 해사 사이버 보안을 위한 국제 규정 논의 중
· 2016년에 선박 사이버 위험 관리를 위한 중간 가이드라인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최종 가이드라인을 2017년 개발 완료함
·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Regulatory Scoping Exercise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항과
관련된 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 함.

FAL

선박-항만 자동보고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 개발 중
· 2019년에 FAL 규약에 따른 항만 자동보고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링 개발 중

IEC

국제
(공식)

표준화 현황

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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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ITU-R

국제
(사실)

WP5B

표준화 현황
해상통신을 위한 통신기술 및 주파수 국제표준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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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LA

(ENAV,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ghthouse Authorities) 해상통신 표준
및 자율운항 지원 서비스 표준 개발 중
·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VDES 개발 초안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끊임 없는 통신이 가능한 통신 인프라 표준을 개발 중
· 자율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Automated Ship Reporting을 포함하여 IMO MSP에
대한 표준 개발을 진행 중

IACS

IACS의 통일 규정(Unified Rules)이 IMO의 자율운항선박 정의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검토 중

MCC

해양 IoT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중
· 국제해사정보공유체계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2019년 2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영국 등 5개국의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이 참가한 컨소시엄
협정을 체결
· e-Navigation 서비스 및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국제표준 해양 IoT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 중

INAS

자율운항 선박 기술 및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적인 협의체를 2017년 10월
노르웨이, 한국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정의 및 임시
운항에 대한 표준화 방안 등을 논의 중

IMEA

(NMEA OneNet) IPv6 이더넷 기반의 선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 중
· IMEA/NMEA OneNet 표준을 개발하여 베타 테스트 완료
· IMEA/NMEA OneNet 시험을 위한 인증 툴을 개발 중

PG607

(스마트자율운항선박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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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903

(특수통신 PG) 해상 VHF 디지털통신 무선 프로토콜 및 해상 이동통신용 VHF
송수신지 성능 표준 개발 중

TTA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원격관제 및 항로교환 시스템 표준 개발 중
·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항로관리 및 원격관제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모델링
한국자율운항선박포럼 표준을 개발 중임
국내
· 자율운항선박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
·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보안 통신 프로토콜 표준 개발 및 테스트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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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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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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제어기술]
¡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2020년부터
자율운항선박 운항기술 및 운영기술 등에 관련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자율운항시스템 원격관리 기술 개발 등이 함께 진행되고 있으므로 관련 국내외 표준화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한국해양대, 씨앤어스
· 기술 개발에 따른 표준 개정 및 신규 표준 개발 연계 추진 필요
¡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스마트해상물류기술 개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국제해사기구에서 간련 데이터 모델링 기술 표준이 진행 됨에, 스마트 해상물류관련
국내외 표준화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
- KL-NET
· 국제해사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EGDM(Expert Group on Data Modeling)에 참여하고,
국내의 BWMS 보고의 자동화에 대한 국제표준와 및 이에 대한 국내표준 연계 추진 필요
- 한국해양대
· 각국 표준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선박자율운항 표준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온바 IMO,
IALA, IEC/ISO를 중심으로 국제표준의 국내표준 연계 추진 필요
¡ (선박 자율 제어 기술)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KRISO와 한국선급을
중심으로 IMO 3단계 자율운항선박 개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율운항선박 관련 국내외 표준화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
- KOMERI, 한국해양대
· 각국 표준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선박자율운항 표준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온바, IEC,
IMO를 중심으로 국내 연구결과를 국제표준으로 연계 추진
· KOMERI는 러시아 MARINET과 협력하여, 러시아에서 수행한 a-Navigation 프로젝트
결과를 한국과 공유하고 공동 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서는
한-러시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엠티
· 항만구조물 및 해상 객체 인공지능 학습데이타 구축 후, 이를 기반으로 영상기반 선교
상황 인식 기술 개발 및 표준화 활동 수행 중
¡ (선박 내 장비 데이터 모델링 표준) 2021년 구성된 ‘스마트십 플랫폼 공동구축 추진단’을 중심으로
ISO 19848에 대응하는 선박 내 장비 데이터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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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의 표준을 위한
국내 활동은 없음
- 한국선급
· 2021년 5월에 구성된 OCX컨소시움(국제)에 참여하여 OCX 포맷에 대한 검토 및 활용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해상연결성기술]
¡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국가기술표준원 IEC TC80-K
표준전문위원회는 새로 제안된 IEC 61108-7에 대한 문서 검토 등 진행 중인 국제표준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출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EC TC80-K

표준(안)명

완료연도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진행중
(2024)

¡ (5G 통신 기반 자율운항 선박 제어 및 직접 통신 적용 기술 표준) 국내 표준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5G 시스템의 주요 버티컬 서비스 항목으로 3GPP “Maritime
Communication Services over 3GPP system”에 대응하는 국내 표준 필요
[보안기술]
¡ (선박과 육상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 표준) 국내에서는 표준 개발 초기단계로서, 선박-육상
서비스를 위한 보안 통신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 개발과 테스트 등에 참여 중
- 한국자율운항선박포럼
· S-100기반의 해사서비스들에 대한 선박과 육상 간 신뢰성 있는 통신 및 인증방안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에 참여 및 대응하고 있으며 상호연동 테스트에 참여 중

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제어기술]
¡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원격관제에 의한 선박의 자율운항을 실현을 위해 선박의 운항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박 제어 장치들에게 필요한 제어 및 상태정보들을 교환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추진 중
- EU
· EU와 그 회원국들은 선박의 항로계획(Route Plan)의 전송에 관한 발의안을 IMO에 제출하였음
(INF MSC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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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대학교
· IEC에서는 정보 교환을 위한 운항경로 계획에 대한 S-100기반의 데이터 표준을 개발을
완료하였음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T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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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국제해사기구에서는 E-Commerce를 활성화 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만보고양식과 이에 사용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이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
- IMO FAL
· IMO FAL에서는 선박의 항만 자동보고에 사용되는 정보를 통일화하기 위해 EGDM(Expert
Group on Data Modeling) 작업반을 구성하고, 항만보고 데이터를 식별하고, 개별 데이터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 중
- IALA ARM
· IALA에서는 육상 관점에서 선박의 자동보고에 대한 지침과, Service repository에 대한 중앙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
- ISO TC8
· ISO TC8 SC11에서는 항만 보고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nautical, operational, administrative
데이터로 구분하고, 항만 운영 상황에 따라, 개별 선박의 운항 일정을 조정하기 위한 통신
표준을 개발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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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SO 28005-3,ISO 28005-2,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Electronic port clearance
(EPC) — Part 3: Core data elements

진행중
(2024)

ISO 28005-2,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Electronic port clearance (EPC)
— Part 2: Core data elements

2021

ISO 28005-1, Security management systems for the supply chain — Electronic
port clearance (EPC) — Part 1: Message structures

2013

ISO

¡ (선박 자율 제어 기술) IEC는 사양 및 시험에 관한 표준을 주도하는 기관의 특성상 아직
자율운항선박 전반에 대한 표준 제정활동은 없으나, INS, TCS, BAMS 등 기초가 되는 표준을
제정, ISO는 TC8에서 선박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자율운항선박 표준
관련하여 WG10에서 별도로 논의 중. IMO나 IEC, ISO에서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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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단계이며, 여러 국가가 2020년 이후부터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을 예고하고 있어, 올해부터 다양한 관련 표준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
- IEC TC80
· ISO TC8 SC6와 협력하여 Track Control System에 관한 규정이 2014년 개정되었으며,
Edition 2.0 까지 발표된 상태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T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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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SO TC8

ISO 11674:2006(en), Heading Control System

2006

¡ (선박 내 장비 데이터 모델링 표준) ISO에서 선박 내 장비 데이터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 해운 산업 내 기술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Smart Maritime Network에 의해
만들어진 범산업그룹인 스마트해운위원회(Smart Maritime Council)에서 이 표준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함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TC8

ISO 19848,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Standard data for shipboard machinery
and equipment

2018

¡ (디지털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선박 3D 모델 교환을 위한 포맷 표준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은 없으나, 일본 및 노르웨이에서 자체적으로 선박 3D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포맷을
제정 또는 제정 중
- 일본선박해양공학회 P40 연구위원회
· 일본선박해양공학회 P40 연구위원회에서는 2018년 일본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선박의 3차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해사 산업의 정보교환 표준(SPEEDS XML Schema)을 수립하였으나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음
- DNV(노르웨이)
· DNV를 중심으로 노르웨이 조선소, AVEVA 및 Intergraph Europe 등 조선용 CAD 업체가
공동으로 2017년부터 3년간 노르웨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선박의 3D 모델 정보 중 선체
형상 및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공통 포맷으로 OCX(Open 3D Class Exchange)를
개발하고, 다른 IACS 선급들에게 공동 사용을 제안
- OCX 컨소시움
· 기 개발된 OCX 포맷의 유지보수 및 확산을 위하여 2021년 5월 OCX 컨소시움을 구성하였음.
Full Member로 선급 및 조선 CAD회사 중심의 13개 기관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기술 및 의견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12개 기관이 Observer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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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진행중
(2022)

OCX컨소시움 OCX-Open Class 3D Exchange
Norwegian
Research
Council

완료연도

OCX-Open Class 3D Exchange. A digital specification of the hull structure
for the Classification of Ships

2019

[해상연결성기술]
¡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IEC TC80 표준전문위원회는 새로
제안된 IEC 61108-7에 대한 문서 검토 등 진행 중인 국제표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완료하였으며,
‘22년 12월까지 위원회 안을 마련할 예정임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T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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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중
(2024)

¡ (5G 통신 기반 자율운항 선박 제어 및 직접 통신 적용 기술 표준) 5G 통신 기반의 자율 운항
선박 지원 및 해상 통신 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화는 버티컬 도메인의 영역에서 3GPP Rel.16
이래로 고려되고 있으며, Rel.17 이후 확대 될 것으로 예상
- 3GPP SA WG1
· 자율운항 선박의 고신뢰 및 저지연의 원격 제어를 위한 URLLC 통신 기술과 자율 운항을
위한 선박 간 직접 통신에 활용될 수 있는 NR V2X 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Rel.16을
거쳐 2020년 11월 v 16.2.0으로 업데이트 되었으며, 이후 2022년 완료 예정인 Rel.17까지
진행될 예정
· 해상 통신 응용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추가된 MCX를 대상으로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 요구사항
정의 표준화가 Rel.17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TS 22.280, Mission Critical Service Common Requirement stage 1

3GPP

완료연도
진행중
(2022)

TS 22.119, Maritime Communication Services over 3GPP system

2000

TR 22.804, Study on Communication for Automaton I Vertical Domains

2018

SOC 디지털화 Part.2 _ 지능형 이동체 - 지능형 해상 이동체 147

[보안기술]
¡ (선박과 육상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 표준) 자율운항선박의 제어 및 운항 상태와 선박
장치상태정보를 육상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집·교환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과 육상서버 간
암호화 및 인증을 통한 통신 방안에 대해 개발 중
- IEC TC80
· WG17에서는 S-100기반의 자료들을 자율운항선박과 육상 간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암호화 통신
및 선박의 키 관리를 위한 PKI 구조를 포함한 보안 프로토콜(SECOM)인 IEC 63173-2 개발을
2019년에 승인하고, 2021년 표준 개발을 완료 목표로 표준 개발 중
- ISO TC8
· ISO 선박데이터서버와 육상 데이터센터간의 비동기식 전송방식과 함께 VPN 등을 이용한
신뢰성 있는 통신 및 보안 관리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한 표준개발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TC80

IEC 63173-2 Maritime Navigation and Radiocommunication Equipment and
System – Data Interface – Part 2: Secure exchange and communication of
S-100 based products

진행중
(2022)

ISO T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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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중
(2023)

14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 Open Simulation Platform(OSP : 오픈 시뮬레이션 플랫폼)
- OSP의 주요 목적은 선박 설계 및 건조를 위한 Cyber Physical System으로서 Digital Twin을
만드는 것임
- Rolls-Royce, DNV-GL, Norwegian University of Technology Science(NTNU), SINTEF
Ocean 4개 기관이 협력하여 OSP를 운영 중이며,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

<그림 OSP 운영 개념>

<OSP 협력사>

- Joint Industry Project를 통하여 산업계 간의 협력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공개형 SW를 개발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계의 FMI(Functional Mockup Interface, https://fmi-standard.org/) 같은 표준
작업을 진행 중
- Core Simulation Environment, Marine Reference Model, Open Simulation Platform Use
case의 산출물 및 Marine Systems Model Interface 표준을 제정 중
¡ OpenBridge(http://www.openbridge.no)
- OpenBridg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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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Bridge의 목적
- OpenBridge는 선교의 각종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 각 제조사간의 차이를 뛰어넘고, 이를 조화시키기
위한 디자인으로 버튼의 크기나 배치 및 색상 그리고 화면 구성 같은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중
- 일관적인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workplaces 제공
- 오픈브리지 호환되는 해양 시스템의 효율적인 통합
· 규정을 만족시키는 콤포넌트 기반으로 손쉽게 선급승인 취득
¡ OpenIVEF (http://openivef.org)
- OpenIVEF는 오픈소스 기반의 VTS 간 데이터 교환표준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로서, IVEF
데이터 형식을 해석하는 프로그램을 손쉽게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도구 IVEF는 IALA에서 정한
VTS 데이터 교환 표준으로 실시간 추적 정보, 정적선박정보를 포함한 항해 관련 정보로 구성
- SDK 1.0.6버전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IALA Recommendation V-145, IVEF service XML schema
정의 문서와 XSD parser and IVEF Parser library, IVEF_1_0_6 SW와 SDK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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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F SDK는 리눅스, 윈도우즈, 애플 맥 OS X, 아이폰 OS에서 동작. C++(with Qt bindings),
Java, Objective-C and PHP를 지원
- IVEF를 지원하는 기관은 HITT Traffic, Kongsberg Norcontrol IT, ATLAS Maritime Security,
TRANSAS, Japan Radio Co., Oki Consulting Solutions, Rijkswaterstaat, Sofrelog, Lockhead
Martin, NaviElektro, Selex Sitemi Integrati 임
¡ OpenSeaMap(OpenSeaMap.org)
- OpenSeaMap은 OpenLayers라는 공개 SW를 이용하여 개발 운용
- OpenSeaMap은 OpenStreetMap 위에 비콘, 부이, 통항로 정보 등을 오버레이(Overlay)하여
보여주는 웹사이트로서, 요트 등의 레저 보트 사용자에게 해양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계 전자해도 데이터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OpenStreetMap의 일부로서, 2009년에 시작되어, 비콘, 부이 및 기타 항로표지, 선박수리,
항구정보, 선용품 공급뿐만 아니라, 상점과 식당을 포함하는 관심지역 정보도 같이 제공.
대상은 SOLAS 대상 선박이 아니라, 요트 등의 레저선박을 위해 개발
· 수집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OpenStreetMap 상에 중첩하여 표시
- TransOcean, GEBCO, OpenCPN, GARMIN 등과 연계운용가능하며, LOWRANCE, SIMRAD,
B&G 형식으로도 출력이 가능하여 사용성을 확장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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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5월 22일에 NAPA라는 회사가 Class NK의 자회사로서 IoS-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NAPA는 선박의 Noon Report부터 AIS 정보까지 모두 취합하여 선박 운항효율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 중

<IoS Open Platform>

<ShipDC’S IoS-OP>

- 일본의 ShipDataCenter인 ShipDC(http://www.shipdatacenter.com/en/)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스마트 마리타임 네트워크”(https://smartmaritimenetwork.com/) 등과 협력하여 활동 중
¡ OpenShipping(https://www.openshipping.org/)
- 전세계 해운 물류를 위한 오픈소스 표준이다. 물류에 필요한 디지털 서류에 대한 표준으로 표준내용과
API를 제공 중이며, 약 33개의 컨테이너, 항만 물류 관련 회사 참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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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S)
- 선박 건조능력 세계 최고 수준

약 점 요 인(W)
- 국내 조선해양 ICT업체 영세성으로

시 - 한국형 e-Navigation 사업과 스마트 시 핵심기술 및 인지도 부재
국내역량요인 장 자율운항선박 사업 추진으로 시장 장 - 대형 조선사 중심의 산업으로
확대 기대 예상

물류산업과의 연계 부족

- ICT분야의 충분한 기술력 보유
- 항해전자장비 핵심 기술들을 유
- 소형 무인선과 관련된 원천기술들을
럽 및 일본 업체 등이 선점
기
기
일부 확보 중
- 공통된 기술 로드맵이 준비되어
술
술
- 국내조선소를중심으로디지털화/스마트
있지 않아 기술개발이 산발적이고,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투자 확대
중복적으로 진행

국외환경요인

시
장
기
회
요 기
인 술
(O)
표
준

- 산·학·연·표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표 체제 구축
표
준 - 국제표준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원 준 확대

IMO, ISO, IEC, IHO, ITU 등
관련 국제 표준단체에서 우리
나라 기업 참여 미비
국제표준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전략적 지원 미비

- 유럽 등에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SO전략】
【WO전략】
계획에 따른 자율운항 선박시장의
확대 및 관련 기자재 시장의 - (시장) 국내 조선소를 기반으로 자율 - (시장) 강소 중소기업의 육성과 글로벌
고부가가치화 진행
운항 선박기반의 선박 토털 시스템 협력을 통한 인지도 및 글로벌 시장
개발과 이를 통한 세계 시장 공략
공략 필요
- 법부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이
- (기술) 국내 산·학·연 연계를 통해 - (기술) 국내 조선소와 국내기자재
본격화되었으며, 산·학·연·관이
자율운항 선박을 위한 핵심 원천 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개방형
협력 중
및 응용 서비스 기술 개발
플랫폼 개발 또는 활용을 통한
- 해양 ICT 연구개발과 스마트
- (표준) 국내기술을 반영한 국제표준 기술 개발필요
선박 개발을 통한 기술력 확보
아이템 발굴과 의장단 진출을 통한 자율 - (표준) 국내 중소기자재 업체의
- 자율운항 선박관련 기술표준이 초기 운항 선박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를 표준화 활동 지원과 홍보를 통한
국내 표준화 대응 및 표준화 유도
제안 단계로, 국내 참여 기회가 많음 위한 교두보 확보 필요

- 선박시스템의 통합화/고도화로 인해 【ST전략】
【WT전략】
시 신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전망
장 - 중국, 일본의 추격과 유럽 주도로 - (시장) 국내 조선소를 기반으로 한 - (시장) 국내 조선 해양 ICT중소기업과
세계 시장입지 악화

위
- 유럽과 일본의 전자장비 기술
협
요 기 우위로 기술 격차가 점차 커질 우려가 있음
인 술
- 자율운항선박의 운용, 실증 및
(T)
검증에 한계
표
준

- 유럽, 일본 및 중국에서 자율
운항선박에 대한 국제표준 주도를
위한 노력 가속화

핵심 기술 개발 및 중소기업과의
상용화 협력 추진
(기술) 국내에서 기 개발한 기술에 대한 고도화/융합화 및 국제 공동 개발
및 테스테베드 추진
(표준) 자율운항 선박 관련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제 표준화 주도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조선소간의 상호협력으로 인항 산업
생태계 조성
(기술) 공통된 기술 개발 로드맵을
구성한 산학연 협력 개발이 요구됨
(표준) 국제 표준화 주도를 위한
중장기적인 표준 전문가 육성 및
표준화 전략과 국제협력 체계 다
변화 필요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논의와 산·학·연·관 협력 필요
-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정보 및 기술 교류 부재로 인해 일부 기술의 중복 개발과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노력이 필요
- 국내 산업계의 국제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제표준화 참여가
미미하고, 표준 개발 후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추격형 기술개발에서 탈피하지 못함
- 자율운항 시스템 핵심요소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하고 자율운항 선박 운용에 관한 부정적 견해가 다수 존재함.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기업의 이익 창출이 가능한 자율운항 선박관련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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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추진전략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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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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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TTA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국내
PG,
한국자율운항선
박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IEC TC80, ISO
TC8, IMO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한국해양대학교,
KRISO,
KOMSA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핀란드) 바질라(Wärtsilä),
(독일) 레이선 안슈츠(Raytheon Anschütz),
(독일) 스페리 마린(Sperry Marine)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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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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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
기업

(한국) 해양대학교, (스웨덴) SMA, (노르웨이) SINTEF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선박의 자율운항 실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제어 및 상태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교환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실증사업 및 대규모 국가개발 과제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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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EC TC80과 ISO TC8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데이터 모델링 관련 표준 개발 중
- 국내에서 개발 중인 자율운항선박 운항기술 및 운영기술 중 관련 표준을 선별하여 개정
또는 신규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MO MSC, IEC TC80, ISO TC8 등
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 모델 표준 개발에 참여

<표준화 계획>
- 한국자율운항선박포럼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의 활동을 추적 및 분석에 이에 대응하여 국제
기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표준을 개발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포럼/표준화위원회 활동) 한국자율운항선박포럼과 TTA 스마트자율운항선박 PG(PG607)을
중심으로 기술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선박이 자율운항을 위한
선박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관련 연구개발 진행하여 해당 결과를 반영한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여 IRP을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박이 자율운항을 위한 선박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관련 연구개발 진행하여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표준 기구를 통해 국제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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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TTA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국내
PG,
한국자율운항선
박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ALA, IMO, IEC
TC80

국내
KL-Net,
참여 한국해양대학교
업체/
, KRISO,
기관
KOMSA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스웨덴) SAAB, (핀란드) 바르질라, (노르웨이) SINTEF, 기술
기업
(싱가폴) MPA,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수준

표준화
단계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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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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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
기업

(스웨덴) SMA,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노르웨이) SINTEF, (싱가폴) MPA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스마트해상물류를 위한 선박과 항만간 자동화를 위해 교환되는 정보에 대한 표준 데이터 모델 개발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표준 등이 표준화 항목으로 제안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시법 적용되고
있으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SOC 디지털화 Part.2 _ 지능형 이동체 - 지능형 해상 이동체 155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MO FAL에서는 항만 자동보고 데이터 모델링을 위한 CG를 구성하고 표준화를 진행중이며,
ISO TC*에서는 항만자동보고 서비스에 대한 표준이 개발 예정이며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장비
표준으로서 IEC TC80에서는 통신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표준을 개발 예정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MO FAL, iALA, ISO TC8/IEC TC80에서
추진 중인 항만 자동보고서비스에 대한 표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표준화 계획>
- 한국자율운항선박포럼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의 활동을 추적 및 분석에 이에 대응하여 국제
기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표준을 개발 예정
- 국표원의 IEC/ISO 국내 전문위원회와 해양수산부의 IMO 대응반를 통해 관련 국제기구의
표준 동향을 분석 및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
<대응방안>
- (표준화포럼/표준화위원회 활동) 한국자율운항선박포럼과 TTA 스마트자율운항선박 PG(PG607)을
중심으로 기술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확보 전략) 항만 자동보고에
대한 국제표준화 방향에 따라, 스마트 항만 및 스마트 자율운항서비스 적용을 위한
다양한 실시 예를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특허를 국내외 출원하여 IPR를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스마트 해상물류를 위한 국내 항만 자동보고 서비스를 개발과 관련 데이터 모델, 자동화
서비스에 대해 IMO, IEC/ISO 등 관련 기구를 통한 국제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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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선박자율 제어 기술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PG

국제

IEC TC 80,
ISO TC8, IMO
MSC

국내
참여
업체/
기관

KRIDO, KR
한국해양대
㈜지엠티
㈜씨넷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술
(일본) NYK, (노르웨이) SINTEF, (러시아) JSC Sitroniks
기업
수준

표준화
단계

국내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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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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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
기업

(노르웨이) SINTEF, (일본) NYK,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 (Ver.2022)
자율운항선박의 원격관제를 위한 항로정보교환기술에 대한 우선적 국제표준화 추진과 노르웨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정의 및 구조의 표준화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관계 구축.
그리고 향후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표준화 전략 수립 및 원천기술 확보 필요하며, KRISO와 KR을
중심으로 개발 중인 자율운항 기술을 ISO, IEC 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국제표준화가 필요하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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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현재 KRISO와 KR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개발되는 IMO 3단계 자율운항 선박의 개발
결과를 잘 정리하고, 제품으로 개발될 기술을 선별하여 국제표준으로 제정 필요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ISO TC8 WG10 Smart Shippiong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는 기술개발에 대해 소개하고 공통점을 찾아 ISO 국제표준으로 제정,
특히 중국 대표단(중국 선급중심)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표준 제정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고자 함.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중국의 경우, CBM(Condtion
Based Monitoring) 관련 표준 제정 의지가 있으므로, 전문가간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표준 항목을 도출하고 공동 진행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PG 607 활동을 강화하여, 국내 표준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고, 국내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단체 표준, 영문 표준 부합화로 선박 자율제어 분야의 표준 제정을 진행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PG 607 활동 강화 : 현재 MEIPA를 중심으로 PG 607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내 전문가의 참여를 독려하여 국내 표준기술력 향상 사업등을 통해 국내 표준
활동을 국제표준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정부 지원 및 기업
연구개발 결과를 국내, 국제 표준으로 등록하면서 특허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함. 국내
표준기술력 향상 사업등을 통하여 국제 표준을 등록하고 이를 국내외 특허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KRISO, KR을 중심으로 IMO 3단계 자율운항 선박 개발 연구 뿐아니라, 산자부, NIPA,
울산정보산업 진흥원 등 다양한 정부기관과 지자체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 상기 연구개발 수행 시, 표준화 및 특허 출원 정성적 목표를 추가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 표준기술려 향상 사업을 강화하고, 국표원 TTA 등을 중심으로 표준 연계 연구개발
사업 예산 확보 및 활성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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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선박 내 장비 데이터 모델링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

국제

IEC TC80

국내
참여
업체/
기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한국선급,
한국기자재연구원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노르웨이) 콩스버그, (한국)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기술
기업
대우조선해양
수준

표준화
단계

국내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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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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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
기업

(일본) SSAP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 공략(Ver.2022 신규)
선박 내 장비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들 대부분이 국제 표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선사들에게서
국제 표준을 지원하는 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친환경,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CBM(Condition-based Maintenance) 등 선박 탑재 장비로부터 취득해야 할 데이터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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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국제 표준인 ISO 19848의 적용이 미미하며, 갈수록 복잡해지는 선박 탑재 장비를 데이터
모델링을 모두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국내 조선소들의
기술 및 경험을 기반으로 신규 표준 개발 필요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과제 제안) 국내 개발 기술을 충분히 반영한
신규 표준 개발 필요

<표준화 계획>
-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각자 개발하여 선박에 탑재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공동 개발을
시작하였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신규 표준 개발 필요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국내 조선사 및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스마트십 플랫폼 공동 구축
추진단’의 ‘제품표준위원회’에서 표준 개발 활동 수행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국가 R&D에 연계하여 관련 표준 개발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 전략) 사전 파악된 기술로부터 표준 필수
특허를 도출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내에서 기 개발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허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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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디지털 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

국제

OCX컨소시움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한국선급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노르웨이) DNV, (핀란드) NAPA, (대한민국) 한국선급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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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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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
기업

(노르웨이) DNV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DNV에서 선박의 3D 모델 정보 중 선체 형상 및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공통 포맷으로 OCX(Open
3D Class Exchange, Ver. 2.8.5)를 개발하여 제안. 디지털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을 위한 다른
부분에 대한 포맷이 필요하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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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선박 3D 모델 기반 설계 승인을 위하여 선체 형상 및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
포맷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음. 선박 3D
모델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항목(의장, 기장, 파이프 배치 등)의 교환에 대한 표준
포맷 개발이 필요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SG/WG 신설) 디지털트위은 위한 선박 3D 모델
데이터 교환을 위한 신규 SG/WG 신설 제안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표준 개발을 위한 협의체에 참여하여
국제 표준 및 관련 기술 개발에 기여

<표준화 계획>
- 국내에서는 산업체와 연구소에서 관련 기술 개발이나 표준화 작업에 대한 관심이 적으나, 선박의
디지털트윈 구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므로 관련 기술 개발에 산업체와 연구소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표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의 지원이 요구됨
<대응방안>
- (사실표준 준용) 사실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을 기반으로 관련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 필요
- (정부 및 민간 활동) 정부는 표준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민간은 국제 표준 협의체에
참여하여 국내 기술은 반영한 표준 제안 및 기술 개발이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셰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국내 조선 산업의 기술을 반영하여 개발되는 표준을 활용한 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 전략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박 3D 모델 교환을 위한 표준 포맷의 개발은 실제 이를 표현할 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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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협력공략 | 병행)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IEC TC80-K

국제

IEC TC80

국내
참여
업체/
기관

KARI, KRISO,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Trimble, (캐나다) NovAtel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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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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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
기업

(프랑스) Cerema, (영국) GLA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22 신규)
위성항법시스템의 정확도 및 무결성을 보완하는 위성항법보강시스템(SBAS)의 개발 및 구축은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인도 등 국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항공용으로 구축되는 SBAS를 해양 분야에서
목적에 맞는 활용을 위해 표준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추격/협력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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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SBAS를 위한 위성항법보강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은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인도 등
국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항공용으로 구축되는 SBAS를 해양분야에서 목적에 맞는
활용을 위해 표준을 준비 중에 있음
-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IEC TC80에 참여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대응 필요. 향후 국내에서 구축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의 범용적 활용도
제고를 고려한 대응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국가기술표준원 IEC TC80-K 표준전문위원회는 새로 제안된 IEC 61108-7에 대한 문서
검토 등 진행 중인 국제표준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출을 완료하였으며, 국제표준화
일정에 따라 국내 표준화를 준비
<대응방안>
- (국제표준 준용) 국내에서는 국제표준을 준용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SBAS를 위한 선박용
수신장비에 대한 표준화 방향과 향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를 고려한 표준특허
출원 및 기고 전략이 요구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GPS 및 SBAS 신호를 이용하는 선박용 수신장비는 표준화화 병행된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향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을 위한 핵심 역량 강화 필요. 이를 통한 기술개발-표준화-IPR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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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5G 통신 기반 자율운항 선박 제어 및 직접 통신 적용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RAN/SA,
ITU-R WP5D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퀄컴/인텔,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중 기술
기업
국) 화웨이
수준

표준화
단계

국내

TTA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
워크 PG,
5G포럼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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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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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 (미국) AT&T/퀄컴/인텔,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표준
기업
(중국) CMCC/화웨이/ZTE, (일본) NTT DOCOMO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 공략(Ver.2022 신규)
자율운항 선박의 고신뢰 및 저지연의 원격 제어를 위한 URLLC 통신 기술과 자율 운항을 위한 선박 간
직접 통신에 활용될 수 있는 NR V2X 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Rel.16을 거쳐 2022년 이후 예상되는
Rel.17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5G 버티컬 도메인의 영역에서 3GPP Rel.16 이래로 고려되고 있어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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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URLLC 및 직접 통신 개념에 기반을 둔 자율운항 선박을 위한 네트워크 표준 개발 KPI
도출과 요구 사항에 대한 확장된 연구를 위한 신규 SI/WI 필요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신규과제 제안) 3GPP Rel.17에 확장 연구가 진행된 URLLC와
직접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 운항 서비스의 핵심 KPI 발굴과 버티컬 서비스 분야로서의
통신 요구 사항 및 3GPP SA의 5G 해상통신을 위한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연구를 위한 신규 study item의 제안 필요

<표준화 계획>
- 5G 통신 버티컬 서비스의 영역중 하나로, 서비스 요구 사항과 기술 적용을 위한 KPI에
대한 국내 표준을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의 검토를 거쳐 개발
<대응방안>
- (타 기술/기업과 제휴) 국외 기술개발 동향 파악 및 선진 외국 업계와 표준화 협력 방안
개발 필요
- (표준화 포럼 활동) 5G 포럼 내 선행 연구를 위해 자율운항서비스 WG 그룹을 신설하여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5G 버티컬 서비스 영역 핵심 기술 및 확산 방안 연구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5G 통신 기반
자율운항 선박 제어 및 직접 통신 적용 기술 전반에 대한 핵심 기술 분석을 통한 국내
기술 주도 핵심 기술 선정 및 표준특허 설계를 위한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5G 통신 기반 자율운항 선박 제어 및 직접 통신 적용 기술 분야 세분화 및 국내 주도 기술의
분류를 통한 핵심 역량 강화 필요. 이를 통한 기술개발-표준화-IPR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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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선박과 육상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한국자율운항선박
포럼

국제

IALA,
IEC TC80

국내
ETRI,
참여
한국해양대학교
업체/
, KRISO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스웨덴) SAAB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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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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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국가/
기업

(스웨덴) 해사청(SMA)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선박과 육상간 S-100기반의 신뢰성 있는 통신 및 보안 기능에 대한 표준안이 IEC TC80에서 개발되어
표준 제정이 마무리단계이고, 국내에서도 이에 따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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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선박과 육상간 신뢰성 있는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과 암호와/인증에 대해서는 IEC TC80을
중심으로 마무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와 활용한 응용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진행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활동)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신뢰성있는 통신 방안에
대한 추가적 표준 제안 및 적합성 검증에 대한 표준화에 적극적 대응 참여 및 표준화
대응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활동) 자율운항선박 응용 서비스 개발에 대한 동향
분석 및 대응을 위해 IALA 등 활용 가능한 표준화 활동 등에 적극적 참여 및 대응
<표준화 계획>
- 국내에서는 조선3사와 관련 산업체에서 개발하고 잇는 선박-육상간 통신에 대한 현황과
의견을 수렴하여, 선박-육상간 통신에 대한 국내 표준안을 마련하고 국제표준화에 대응
필요
<대응방안>
- (국제표준준용) 국제표준화기구(IEC TC80)에서 제정 중인 선박-육상간 신뢰성 있는 통신
표준에 대해 국내 표준으로 준용
- (표준화포럼활동) 국제 표준화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와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국내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표준화 포럼활동 수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 전략)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선박-육상간 통신 기술을 선박과 육상간 통신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표준필수 특허 설계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박과 육상간 통신표준안 개발과 이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므로, 관련 표준화에 대한
참여 및 제정 중인 표준화에 대한 기술 및 응용 기술개발에 대한 병행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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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오픈소스
대응전략

- 선박 설계 분야의 오픈소스는 OSP에서 개발 중. 설계 분야 오픈소스의 국내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OSP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고 실용화된 구현 기술에 대해 공유를
통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포럼 등의 활동 지원이 필요
- TTA PG607이 스마트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인공지능 관련 오픈소스 기술을 정리하고
적용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정부지원 오픈소스 관련 연구과제 활용 필요
- 전자해도 분야의 오픈소스는 Inland ENC 및 Open Sea Map에서 개발되고 있음. 오픈소스
기반의 전자해도 개발 국내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오픈소스 기반 전자해도 구현 기술에
대해 공유와 활성화 지원이 필요
- VTS 정보교환을 위한 IVEF 분야의 오픈소스는 Open IVEF에서 개발되고 있음. 오픈소스
기반의 IVEF 개발을 위해서는 OpenIVEF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성화와 개발 지원
필요

표준화
연계전략

- 먼저, 국내에서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 활동이 거의 전무하고 국내 표준화로의 진행도
활발하지 않으나, 오픈소스 기술 등에 대한 표준화 개발 및 참여 시도 중
(오픈소스 → 표준화)
- 국내에서 개발 중이고 표준화를 추진 중인 항로교환기술 및 디지털 트윈 기반의 설계
기술이 오픈소스 기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추진(표준화 → 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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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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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4CPM

4 Continuous Phase Modulation

5GAA
ACA

5G Automotive Association
Automatic Collision Avoidance

ACM
ACP

Adaptive Coding and Modulation
Aeronautical Communication Panel

ADAS
AEEC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irlines Electronic Engineering Committee

AGL
A-GNSS
AGPS

Automotive Grade Linux
Assisted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Assisted GPS

AI

Artificial Intelligence

APT

Asia-Pacific Telecommunity

ARC
ARINC
ARTES

Aviation Rulemaking Committee
Aeronautical Radio INCoporated
Advanced Research in Telecommunications Systems

ASB
ASBU

Active Seat Belt
Aviation System Block Upgrade

AUTOSAR
AVSI

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
Aerospace Vehicle Systems Institute

AWG
BAMS
BH

APT Wireless Group
Bridge Alert Management System
Beam-Hopping

BLOS
C2

Beyond Line Of Sight
Command and Control

C3

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

C4I
CAGR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SA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ccOS

Connected Car Operating System

CCSDS
CEN

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s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V
CFDP
C-LCW

Crew Exploration Vehicle
CCSDS File Delivery Protocol
Cooperative Lane Change Warning

CMDS
COLREG

Common Maritime Data Structur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ons at Sea

CPM
DAA

Continuous Phase Modulation
Detect and A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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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DFMC

Driver Assistant Systems
Dual Frequency Multi Constellation

DGNSS

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DGPS

Differential GPS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P

Dynamic Map Planning

DTN

Disruption or Delay Tolerant Networking

DTNRG

Delay Tolerant Networking Research Group

DVB
DVB TM

Digital Video Broadcasting
Digital Video Broadcasting Technical Module

DVB-RCS2

Digital Video Broadcasting : Return Channel via Satellite version 2

DVB-S2x

Digital Video Broadcasting : Satellite version 2 – extensions

EAS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EDRS
EGAL

European Data Relay System
Enhanced Geostationary Air Link

EGNOS
EGNOS

European Geostationary Navigation Overlay Service
European Geostationary Navigation Overlay Service

EGS-CC
EPS

European Ground System - Common Core
Electric Power Steering

ERA
ESA
ESC

Enhanced RPAS Automation
European Space Agency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ESIM
ESSP

Earth Station In Motion
European Satellite Service Provider

ETRI
ETS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UROCAE

European Organization for Civil Aviation Equipment

EUSCG
FAA

European UAS Standards Coordination Group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dministration

FSMA

Frequency Spectrum Management Panel

FSS
FTN
GAGAN

Fixed Satellite Service
Faster Than Nyquist
GPS-Aided Geo Augmented Navigation System

GBLS

GNSS Based Location System

GENIVI

GENeva In Vehicle Infotainment

GEO
GIS

Geostationary Orbi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MR-1

GEO Mobile Radio Interface 1

GNSS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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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A
HAS

European GNSS Agency
Highway Assist Systems

HCS

Heading Control System

HDA

Highway Driving Assistant

HGDM

Harmonization on Data Group

HHT

Handheld Terminal

HMI

Human-Machine Interface

HTS

High Throughput Satellite

IC
ICAO

Integrated Circuit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DM

Interference Detection Mitigation

IEC
IEEE
IETF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MA
IMES

Integrated Modular Avionics
Indoor MEssaging System

IMO
IMT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INS
IPN
IPR

Integrated Navigation System
Inter Planetary Network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WAVE
ISO

IP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ITS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R
IWG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Radio sector
Interoperability Working Group

JARUS

Joint Authorities for Rulemaking on Unmanned Systems

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PL

Jet Propulsion Laboratory

JSSA
LANANC

Japan Smart Ship Application
Low Altitude Authorization and Notification Capability

LBS

Location based Services

LBS

Location Based Service

LCRD
LDM
LDPC

Laser Communications Relay Demonstrator
Local Dynamic Map
Low Density Parity Check

LOP-G

Lunar Orbital Platform-Gateway

LOS

Line Of Sight

LPP

LTE Positioning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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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AD
LSAV

Low Speed Automated Driving System
Low Speed Automated Vehicle

LTE

Long Term Evolution

LTE

Long Term Evolution

LTP

Licklider Transmission Protocol

MAC

Media Access Control

MAMES
MASS

Multiple Alert Message Encapsulation Protocol

MELCO
MGBAS

Mitsubishi Electric Company
Maritime Ground Based Augmentation System

MMS

Mobile Mapping System

MoBISAT

Mobile Broadband Interactive Satellite Access Technology

MOPS
MRO
MSAS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Mars Reconnaissance Orbiter
Multi-Satellite Augmentation System

MSS
NASA

Mobile Satellite Servic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vIC
NBP

Navigation with Indian Constellation
National Broadband Plan

NDS
NHTSA
NLOS

Navigation Data Standard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stration
Non-Line Of Sight

NMEA
NSP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
Navigation System Pannel

NSR
OADF

Northern Sky Research
OPEN AutoDrive Forum

OBP

On Board Processor

OCF
OFDM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

OGS

Optical Ground Station

OID
OIN
OMA SUPL

Object identifier
Open Invention Network
Open Mobile Alliance Secure User Pane Location Protocol

OTM
P2P

On-The-Move
Point to Point

PADS
PEPSOC

Partially Automated In-Lane Driving Systems
Portable ESA Package for Synchronous Orbit Control(궤도결정/궤도예측)

PG

Project Group

PHY
PPDR

Physical Layer
Public Protection and Disaster Relief

QZSS

Quasi-Zenith Satellite System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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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M
RF

Receiver Autonomous Integrity Monitoring
Radio Frequency

RFC

Request For Comments

RFI

Request For Information

RITA

Research and Innovative Technology Administration

R-Mode

Ranging-mode

RRC

Radio Resource Control

RRLP

Radio Resource LCS Protocol

RTCA
RTCM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Aeronautics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Maritime

RTK

Real-Time Kinematic

RTLS

Real-Time Location System

RTS
RTT
SARPs

Result Transfer System
Round Trip Delay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Sat>IP
Sat5G

Satellite over Internet Protocol
Satellite and Terestrial 5G mobile communications

Sat-IoT
SBAS

Satellite - Internet of Things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SBAS
SCN
SC-OFDM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Satellite Communication and Navigation
Single Carrier –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SCOS-2000
SDCM

Satellite Control and Operation System(원격측정/원격명령)
System for Differiential Corrections and Monitoring

SDK
SES

Software Development Kit
Satellite Earth Stations and Systems

SESAR

Single European Sky ATM Research

SG4
SHF

Study Group 4
Super High Frequency

SIP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SLS

Space Launch System

SORA
SOTIF
SPAC

Specific Operations Risk Assessment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Satellite Positioning Research And Application Center

STM

Ship Traffic Management

SUPL

Open Mobile Alliance Secure User Pane Location Protocol

SWaP
TC

Size, Weight, and Power
TeleCommand

TCG

Trusted Computing Group

TCS
TDRS

Track Control System
Tracking and Data Relay System

TJA

Traffic Jam As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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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TPM

TeleMetry
Trusted Platform Module

TR

Tilt Rotor

TR-100
TR-60

Tilt Rotor형 스마트무인기(1톤급)
Tilt Rotor형 스마트무인기 60% 축소개량형(항우연 자체개발)

TR-6X
TTA

Tilt Rotor형 스마트무인기 60% 축소개량형(항우연-대한항공 공동개발)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s

UAM
UAS

Urban Air Mobility
Unmanned Aircraft System

UASSG

Unmanned Aircraft System Study Group

UAV

Unmanned Aircraft Vehicle

UHD

Ultra High Definition

USS
UTM

UTM Service Supplier
Unmanned Aircraft System Traffic Management

V2ND

Vehicle-to-Nomadic device

V2NW
V2P

Vehicle-to-Network(mobile network base-station such as LTE and 5G)
Vehicle-to-Pedestrian

V2V

VISS

Vehicle-to-Vehicle
Vehicle to Everything(vehicle / infrastructure / nomadic devices /
pedestrian)
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ification

VSAT
W3C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World Wide Web Consortium

WAAS
WAAS
WAIC

Wide Area Augmentation System
Wide Area Augmentation System
Wireless Avionics Intra-Communication

WAVE
WCDMA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P

Work Party

WRC

World Radio communication Conference

V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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