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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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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CT 표준화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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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에 구현된 ICT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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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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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특허) 및 부가가치

표준화
응용 R&D
(Applied R&D)

제품상용화
(Product development &
commercialization)

원천연구
(Pure Research)

연구개발ㆍ표준화ㆍ상용화과정
기초과학

기술개발

응용서비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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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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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기술개발ㆍ특허ㆍ표준

표준개발

선행

병행

후행

표준특허
공식
표준화기구
(국제/국내)

표준화 기반

사실
표준화기구
(포럼)

시장표준

(Market Accept)

표준
보급
/
진흥

국제 표준화
전문가/협력

표준의 구현
국제표준

상용화

국내표준
포럼표준

선행

병행

후행

(선 표준화 후 기술개발)

(표준화 & 기술개발 병행추진)

(선 기술개발 후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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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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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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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분야

마케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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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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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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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이익

불량서비스

불량재화

불공정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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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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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

• 품질 보장
• 규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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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의 민간부문 효과]

[표준화의 공공부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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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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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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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및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표준을 시장 지배전략으로 활용
국제표준의 규범화

표준전쟁

기술무역장벽철폐

Winner takes all
Ⅰ. ICT 표준화 개요

후보기술

WTO TBT

후보기술

표준

후보기술

GLOBAL
Standard

+특허
(FRAND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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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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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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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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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표준화 기구)

기술
(표준화 대상)

기술을 표준으로 구체화하는 주체이며,
이들의 활동 무대가 표준화기구

표준 전쟁의 핵심성공요인
우수 기술

표준 결정능력

R&D-특허

표준화전문가, 의장단

기술
서비스 구현의 필수 요소이자 상호운용성

글로벌
표준화

확보를 위한 표준의 입력 요소

사람

전략

전략
(표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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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휴와 협상
국제 : 정부/민간
시장 : 포럼, 협의체

시장 경쟁
상용화,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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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 현황
구분

공식표준화기구(De-jure)

주체

• 사회적으로 공인된 표준화기구

방법

• 공정·투명한 표준화 절차 마련
• 모든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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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대표, 기업 등
• 참여가 개방(Open)

• 개인, 기업 등 회원자격 제한

분야

• 비교적 광범위한 대상을 표준화

• 특정 기술분야

기간

• 3~6년 소요

• 신속한 절차(2~3년 이내)

• 표준(Standard)

• 규격(Specification)

• 국제표준화기구 : ITU, ISO, 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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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결과물

대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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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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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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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
도

TTC

ATIS

(일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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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B

TIA

(일본)

(미국)

APT

ETSI

(아태지역)

(유럽)

TSDSI

ANSI

국제표준화기구

(인도)

(미국)

지역표준화기구

CCAS

ISACC

(중국)

(캐나다)

국가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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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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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신
전파

차세대
보안

방송
콘텐츠

SW
AI

Fora
Consortia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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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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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사실표준화기구, ’20~’21년 신설 사실표준화기구

PART 1. ICT 표준화 개요

11

  주요국 ICT 표준화 정책
국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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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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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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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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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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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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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차원의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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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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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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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주도로
공식표준화
기구(ITU 등)
영향력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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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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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ICT 표준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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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21년~2025년) (’2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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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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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표준을 통한
선도형 경제 대전환

목표

디지털표준 4강

➊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➌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 디지털기술 표준화
•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저탄소기술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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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➍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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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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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2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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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회의(’19.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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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개요

세부 내용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
(2018.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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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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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18~’22)
(2018.2월)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 청사진 발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
(2019.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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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2019.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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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국가전략
(201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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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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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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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정부 R&D
투자방향
(2020.3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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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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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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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2021.3월)

제5차
국가표준 기본계획
(2021~2025)
(202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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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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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표준화에 범부처가 의기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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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2.0
(디지털 뉴딜 2.0)
(202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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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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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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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 및 대응
국가입장 반영/참여

정
부
부
문

국가표준
고시위임

표준화활동 지원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표준심의회

한국ITU연구위원회

정보통신표준심의회

↓
국가표준안 ↓ 운영총괄

운영지원

정보통신전문위원회
COSD
간사기관
지정

민
간
부
문

ICT국제표준화전문가

국가표준개발
및 운영지원

선정/지원

포럼표준제안

제조업체

TTA표준
제정/보급

통신사업자

표준기고
문서투표

ISO/IEC/JTC1

표준기고

포럼/컨소시엄

GSC/CJK/3GPPs/
oneM2M

표준화기구간 협력

국제표준화

표준초안
제안참여

연구기관

ITU

선정/지원

TTA표준화위원회

국가표준안
작성기관 지정

표준기고
문서회람

표준기고

ICT표준화포럼

국가표준안
제안

APT공동기고

APT

운영총괄

표준화전략맵

표준화활동
가이드라인 제시

정부

민간

학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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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표준총회

전략계획위원회

IPR 전문위원회, 작업방법 전문위원회

프로젝트조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통신용어표준화위원회

8개 기술위원회(TC)

54개 프로젝트그룹(PG)

11개 실무반(WG)

통신망(T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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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융합(T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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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T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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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콘텐츠(T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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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TC8)

모바일방송,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방송공통기술, 위성방송

RF정합 테스트, 시스템 및 코덱 정합 테스트

전파/무선통신(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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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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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기반(T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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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M2M 특별반

이동통신(TC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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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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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APT 국내 대응 조직 운영
산업계
표준기술 개발

한국 WRC 준비단

기술 제안

한국ITU연구위원회

의제분석 협력

운영위원회, 5개 연구반
운영위원회

제도, 기획
및 체계분석

TTA 표준화위원회

전문가 지원

국내 표준연계

8개 기술위원회 등, 54개 PG

TTA 대응 준비반

전략 참조

의제분석 협력

ITU-R

ITU-T

ITU-D

연구단
및
7개
연구반

연구단
및
11개
연구반

연구단
및
2개
연구반

국제표준화
협력 및 대응

AWG 준비반, ASTAP 준비반

아태지역 권고 개발 및 ITU-R/T 공동대응

AWG/ASTAP

• ISO, IEC, JTC1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

국제표준화
협력 및 대응

ISO/IEC/JTC1 국내 대응 조직 운영

정보통신 전문위원회
ISO

IEC

JTC1

2개 전문위원회

11개 전문위원회

19개 전문위원회

의제분석 협력

국내 표준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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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표준기술 개발

전문가 지원

국제표준화
전문가Pool

전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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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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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신
전파

• 스마트의료보안포럼
• 5G보안포럼

차세대
보안

• 3D프린팅창의융합표준화포럼
• 스마트로봇표준포럼
• 스마트카미래포럼
• 인공지능반도체포럼

SW
AI

ICT 표준화 포럼
(41 Forums)

방송
콘텐츠

블록체인
융합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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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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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5G 이동통신

ITU-R [M.2020]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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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머신러닝

ITU-T Y.3531
(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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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전력 IoT

ITU-T Y.4475
(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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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차량 통신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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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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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S 서비스와
자율주행을 위한
무선통신기술

ITU-R M.2084-1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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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원장기술
(블록체인)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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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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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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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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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인식
인증기술

ITU-T X.1094
(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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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기구/연도

설명

접근성 요구사항

ITU-T Y.4204
(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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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ID카드 기반
바이오인증 기술

ITU-T X.1093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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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서비스

ITU-T Y.3506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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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긴급구난체계
(e-call) 데이터 포맷/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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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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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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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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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상황
음성 통역

ISO/IEC 20382 시리즈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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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DaaS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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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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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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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G 이동통신

ITU-R M.2012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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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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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휴대폰 20핀 충전기

ITU-T L.1000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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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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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난
안전통신망
(PS-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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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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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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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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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광통신
(LiFi)

IEEE 802.15.7
(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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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인터넷
(Wi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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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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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D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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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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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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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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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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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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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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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D.N.A. 생태계 강화

➊ D.N.A. 생태계 강화

➋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➋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통합)

➌ 비대면 산업 육성

➌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신설)

➍ SOC 디지털화

➍ SOC 디지털화
➊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신설)

그린뉴딜

휴먼뉴딜


➊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➋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➋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➌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➌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➍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➊ 고용·사회 안전망

➊ 사람투자

➋ 사람투자

➋ 고용·사회 안전망
➌ 청년정책 (신설)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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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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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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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

과거

환경변화

현재

시장 트랜드

개별 기술 중심 표준화

제4차 산업혁명

지능화기술 기반 융합표준화

표준화 중심

De-jure 중심

시장맞춤형 적시 표준화 요구

De-facto 대응 강화

표준화 주도

기술우위 선진국 주도

중국 등 신흥국 부상

신흥국과 표준화 협력 강화

표준 적용

양적 성과 위주 표준개발

양적 성장 – 질적 성장 격차 심화

상용화가 가능한 표준개발

지원 체계

연구기관/대기업 위주

표준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경쟁

중소기업 표준화 지원 확대

표준화 대상

기술 중심 표준개발

ICT를 통한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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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중장기적
ICT 표준화활동 기획 필요

ICT 표준화전략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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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조사분석

• 사실상

표준 전쟁
(세계시장 지배전략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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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주도
• 질적으로

우수한 핵심표준 개발…
(표준 선점 후 상용화 가능)

민간

• 중국

등 신흥국의 …
표준화활동 강화

중소기업 표준화 역량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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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표준화 환경분석

정부

불편
불공정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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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서비스
불량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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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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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술의 선제적 국제표준화 추진

표준화
위원회

정책수립

표준화
전문가

표준화
포럼

국제기구
대응
위원회
정보제공

출연 (연)
중소기업

ICT 표준화전략맵

정책제시

활동 참여

협회 및 단체 등

...

대학

대학

연구소

대기업

중소
중견

[국내외 표준화 추진체계]

벤처

협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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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전략연구

글로벌
사실표준화 대응
ICT R&D
(표준개발사업)

국내 ICT 표준
제·개정

사실표준화기구

ICT 표준
동향 및
정보 분석

국제 공식표준화
대응 및 국가표준

ITU-T/R/D, APT
표준화 기구
협력체
(GSC, CJK)

미러 Committee

한국ITU연구위원회

(3GPP, oneM2M)

ICT R&D
(정부기술개발)

ICT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표준화전략포럼

민간 표준

국가표준(KS)

인큐베이팅포럼

산·학·연
(민간R&D포함)

ICT 표준화
항목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미러포럼

(IETF, IEEE, OCF..)

통신
사업자

학계

중소벤처
/연구기관

타산업체

표준개발확산포럼
다부처협력포럼

D.N.A. 기술 기반
표준화위원회

표준화정책포럼

ICT 응용기술 기반
표준화위원회

ICT 융복합 표준화

ICT 핵심기술 표준화

융합/혁신 서비스 분야
부처간, 표준화 기구간
협력형 표준화

4차 산업혁명 관련
D.N.A. 기술
집중/중점 표준화

정보통신전문위원회

ISO/IEC/JTC1

[표준화 가치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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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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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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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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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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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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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17

2021

20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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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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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술간 …
연계도 포함
•중장기 표준화 …
전략 상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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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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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세부 추진내용

탄생기

2002~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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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

200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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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기

2010~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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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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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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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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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A표준화본부(간사부서)
표준화전략맵 자문위원회

(과기정통부 담당관, 총괄 PM, ITU, JTC1, 포럼 전문가)

기술표준전략위원회(분과1)

기술표준전략위원회(분과n)

분과1

분과n

분과장

분과장

위원

특허분석 자문위원회

위원

위원

소분과1~n

소분과1~n

소분과장

소분과장

위원

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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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전략맵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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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전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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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분석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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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A 표준화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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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조사분석
중점기술 선정

ICT 사전조사분석

중점기술 후보군 전문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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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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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기술(안) 도출  표준화전략맵 자문위원회 검토

기술별 현황분석
전략수립

기술별 현황분석

항목별 전략수립

중점
표준화 항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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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표준화기구

대응 및 국내표준화 계획
• 기술개발-IPR-표준화

연계방안 등
• 중장기

표준화 계획

표준화전략맵(초안)  산·학·연·관 전문가 검토 및 보완  발표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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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산·학·연 배포를 통해 국내외 표준화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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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월)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전략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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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표준화전략맵 자문위원회 개최(3.5.)

사전
조사ㆍ분석

20대 중점기술
선정

(3월)
20개 중점기술 선정(3.18.)

표준화전략맵
개발

의견수렴 및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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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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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월)
표준화전략맵 보고서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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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 및
배포

(11월)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발표

(GISC2021과
연계 발표,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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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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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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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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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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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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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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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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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담당,
23명

6%

7%

6%

산, 66명

19%

산·학·연·관 전문가
총 344명 참여
연, 162명

47%

학, 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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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위원 구성 협의

제1차 회의

4~5월

• 작업범위/방향 및 중점 표준화 항목(안) 협의

제2차 회의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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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회의

6월

• 현황분석 최종 검토, SWOT 분석 및 전략 포지셔닝

제4차 회의

7~8월

• 항목별 표준화 전략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제5차 회의

8~9월

• 보고서 초안 검토 및 보고서 일관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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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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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전략맵과 기술로드맵 연계 추진

•(기술로드맵 ▶ 표준화전략맵)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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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Kick-Off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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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보고서 구성

  표준화전략맵 보고서 구성
※ 표준화 항목 (예: 스마트시티)

목차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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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프
라
기
술

2. 국내외 현황분석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2.2. 정책 현황 및 전망
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

2.4. IPR 현황 및 전망
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

플
랫
폼
기
술

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3.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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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OT 분석 (예: 스마트시티)

기회 기
요인 술
(O)
표
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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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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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표준화 활동에
국내 전문가 참여 미흡

3GPP RAN/
SA/CT

②

○

JTC1 SC25
WG1, IEEE
PLCSC

③

○

ITU-T SG20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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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SI ISG CIM,
oneM2M
WG2(SDS)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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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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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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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의 실시간 이벤트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 플랫폼 요구사항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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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 표준화 항목별 전략목표 포지셔닝(예: 스마트시티)

강점요인(S)

• 개발도상국 등의 스마트시티
구현 의지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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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위원], [참고문헌], [약어]

시
장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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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약점요인(W)

시 • 140여개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확산 추진 중
장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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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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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

• 각 영역별 플랫폼을 통합하는
상위 플랫폼 개념의
통합플랫폼 형태의 기술

표
준

중점
항목

ITU-T S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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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연도별 주요 현황 및 이슈

국외환경요인

Target SDOs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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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기술개요

국내역량요인

표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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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전략

국내
역량

높
음

표
• 체계적인 국내 표준 제정 미흡
준

WO전략

• (시장) 국
 내 통합플랫폼 기술의
개도국 수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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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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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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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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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공략

선도경쟁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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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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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보
통

추격/협력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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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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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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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기술별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 분석 및 현안 사항

전략적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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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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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전략

지속/확산공략

낮
음

국제
표준화
단계
표준기획

의제연구

초기

항목승인

표준초안

진행

표준승인/발간

표준활용/확산

완료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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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4
3

3
2

전략적중
요도/
국내
역량

정책
부합성

5

4

3

2

2
1

1

1

1

1

1

2
3

4

5 국제표준화
국내 기여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4
5

국내

□ 기초연구 → □ 실험 → □ 시작품 → ■ 제품화 → □ 사업화

국외

□ 기초연구 → □ 실험 → □ 시작품 → ■ 제품화 → □ 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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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참여
업체/
기관

IPR 확보
가능성

(미국) GE/AT&T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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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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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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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중요도/국내역량

6개 분야, 국내외 기술개발 및 표준화 단계 등
정량평가

※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오픈소스
그룹/
프로젝트

관련
표준화
기구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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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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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연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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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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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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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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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특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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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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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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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예: 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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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국가
/기업

국내
표준화

ITU-T SG20

3

5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표준화
단계

3

2

4

기술
개발
단계

2

국제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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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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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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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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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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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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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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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수용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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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음

표준기획

의제연구

초기

항목승인

표준초안

표준승인/발간

진행

표준활용/확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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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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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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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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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초안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항목승인
의제연구
표준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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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7.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전략

구현

프로토타입/제품

상용화

연구개발진행
(R&D)

번호

전략명

1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2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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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출원 지위확보를 위한
긴급 출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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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권리범위 확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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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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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6

표준 필수특허 설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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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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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8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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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출원 특허 권리 범위
안정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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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표준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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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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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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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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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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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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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 2022 중점기술 20개

①

5G 이동통신

①

5G/B5G

②

WLAN/WPAN

②

WLAN/WPAN

③

지능형 네트워크

③

지능형 네트워크

④

전파응용

④

전파응용

⑤

사물인터넷

⑤

AI/DATA

⑥

AI/DATA

⑥

클라우드컴퓨팅

⑦

클라우드컴퓨팅

⑦

사물인터넷

⑧

스마트공장

⑧

스마트공장

⑨

스마트시티

⑨

스마트시티

⑩

스마트팜

⑩

스마트팜

⑪

스마트헬스

⑪

스마트헬스

⑫

스마트모빌리티

⑫

스마트모빌리티

⑬

블록체인

⑬

디지털 트윈(신규)

⑭

실감방송ㆍ미디어

⑭

블록체인

⑮

실감형 콘텐츠

⑮

공공안전

⑯

공공안전 ICT

⑯

실감방송ㆍ미디어

⑰

차세대보안

⑰

메타버스 콘텐츠

⑱

차세대보안

⑲

지능형 이동체(항공/해상)

⑳

지능형 디바이스(로봇/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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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2019

Ver.2020

Ver.2021

Ver.2022

5G 이동통신

5G 이동통신

5G 이동통신

5G/B5G

5G/B5G

WLAN/WPAN

WLAN/WPAN

WLAN/WPAN

WLAN/WPAN

WLAN/WPAN

전파응용

특수융합통신/전파응용

전파응용

전파응용

전파응용

위성/무인기 ICT

위성/무인기 ICT
지능형 네트워크

지능형 네트워크

지능형 네트워크

22개

미래통신
·
전파

SDN/NFV
미래네트워크

20개

지능형 네트워크

15개

17개

20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지능정보

AI/DATA

AI/DATA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지능형 로봇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헬스

스마트헬스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스마트팩토리

스마트공장

블록체인

블록체인

SWㆍAI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
융합

스마트X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팜

스마트헬스

스마트헬스
스마트모빌리티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블록체인

블록체인

공공안전

공공안전

스마트디바이스

디바이스

방송
·
콘텐츠

차세대
보안
중점표준화 항목 수
(신규항목 수)

지능형 디바이스(로봇/반도체)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무인이동체 ICT

스마트모빌리티

실감형콘텐츠

실감형콘텐츠

실감형콘텐츠

실감형콘텐츠

메타버스 콘텐츠

실감방송ㆍ미디어

실감방송ㆍ미디어

실감방송ㆍ미디어

실감방송ㆍ미디어

실감방송ㆍ미디어

차세대보안

차세대보안

정보ㆍ물리보안

차세대보안

차세대보안

275개(91개)

275개(79개)

249개(85개)

255개(76개)

지능형 이동체(항공/해상)

융합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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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범용
핵심
기술

응용
기술

혁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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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중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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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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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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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생태계
강화

K-사이버 방역
디지털 기반 교육·훈련
스마트 의료
돌봄 인프라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온라인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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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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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대
혁신성장동력
(’17.12)

AI ★
Cloud ★
IoT ★
Mobile ★
Big Data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5G, IoT)
인공지능

V2X ◆
무인항공기 ◇
자율자동차 ◇

드론(무인기)
자율주행차

스마트유통 ◇
스마트시티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19.8)

한국판 디지털
뉴딜 2.0 종합계획
(’21.7)

표준화전략맵
Ver.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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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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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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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차

디지털 관리체계

스마트모빌리티
지능형 이동체
(항공/해상)

스마트팜

스마트 물류체계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디지털 관리체계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산단

디지털 관리체계

스마트공장

AI/DATA
지능형 로봇

미래자동차
드론

로봇틱스 ◆
지능형 로봇 ◇

지능형 로봇

돌봄 인프라
ICT 융합 비즈니스
디지털 관리체계
스마트 물류체계

AR/VR ◆

가상증강현실

디지털 기반 교육·훈련
ICT 융합 비즈니스

실감방송·미디어
메타버스 콘텐츠

지능형(5G·AI)정부
K-사이버 방역

블록체인
차세대보안

스마트 의료

스마트헬스

디지털 관리체계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관리체계

사물인터넷(일부)
지능형 반도체

블록체인 ◆
지능형금융 ◇

핀테크

웨어러블 ◆
유전자 가위 ◆
정밀의료 ◇
바이오 ◇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신약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
스마트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지능형센서 ◆

지능형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신소재 ◆
3D 프린팅 ◆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스마트환경 ◇

디지털 관리체계

스마트복지 ◇

디지털 관리체계

스마트국방 ◇

디지털 관리체계

맞춤형교육 ◇

디지털 기반 교육·훈련
ICT 융합 비즈니스

공공안전

실감방송·미디어
메타버스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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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CPS ◆
스마트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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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기술

개요

5G/B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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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AI/
DA
TA
빅데이터

차세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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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생태계
강화

전파
응용

무선전력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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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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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통신

전자파
환경

정지 및 비정지 궤도 위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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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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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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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기술

WLAN/
WPAN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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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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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감방송 ·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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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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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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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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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연결
신산업
육성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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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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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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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초연결
신산업
육성

중점기술

개요

클라우드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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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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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콘텐츠

지
능
형
디
바
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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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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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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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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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 ·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

SOC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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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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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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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기술

개요

스마트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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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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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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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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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항공
이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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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해상
이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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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제어, 해상 연결성, 보안 등 표준화

지
능
형
디
바
이
스

디지털 트윈

공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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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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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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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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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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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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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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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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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디지털화

표준화 항목 수

비율

지능형 네트워크

25

15

3

20.0%

실감방송·미디어

26

13

2

15.4%

스마트헬스

13

9

3

33.3%

사물인터넷

29

17

4

23.5%

클라우드컴퓨팅

19

15

1

6.7%

블록체인

20

9

5

55.6%

메타버스 콘텐츠

39

18

3

16.7%

지능형 디바이스

17

10

3

30.0%

스마트시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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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8.3%

스마트공장

26

12

4

33.3%

스마트팜

24

11

4

36.4%

스마트모빌리티

16

13

7

53.8%

지능형 이동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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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0.0%

디지털 트윈

10

7

7

100.0%

공공안전
계

신규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수

분야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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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개 표준화 항목에서의 표준화 특성
- AI/DATA, 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 지능형 디바이스 등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표준화가
시작단계인 분야는 개념 및 정의, 유즈케이스나 요구사항과 관련한 표준 항목이 많으며, 5G/B5G,
차세대보안, 전파응용, WLAN/WPAN, 실감방송·미디어, 사물인터넷, 스마트팜 등 표준화를 통해 기술
사업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는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관련 표준 항목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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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정의   ■ 유즈케이스/요구사항   ■ 기능/참조구조   ■ 데이터포맷/스키마   ■ 프로토콜/인터페이스   ■ 시험/가이드라인

• 275개 중점 표준화 항목에서의 표준화 특성
- 중점 표준화 항목에서는 표준화 항목에서의 표준화 특성 비율과 유사함을 보이나, 활발한 표준
선점 경쟁으로 인해 적극적인 표준화활동 대응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유즈케이스/요구사항,
프로토콜/인터페이스 관련 표준 항목 비율이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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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중점기술 275개 중점 표준화 항목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 선도국 대비 표준수준, 기술수준을 분석
- “ICT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 실시
※ 수행기관/조사기간 : ㈜한국리서치/2021년 6월 28일~9월 3일
※ 조사대상 : 한국ITU연구위원회, JTC1전문위원회, 기술표준전략위원회,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ICT 표준화 포럼, 중소기업자문전문가, 회원사, 정부부처/유관기관 및 TTA Standard Weekly 구독자 등
※ 모집단 수/유효 표본 수 : 총 2,439명/총 9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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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디지털화

계

중점기술

표준수준(%)

기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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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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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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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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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
음

선행(18건, 6.5%)

병행(234건, 85.1%)

후행(23건, 8.4%)

차세대공략

선도경쟁공략

지속/확산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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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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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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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9건 (25.1%)

총 115건 (41.8%)

총 63건 (22.9%)

보
통

3.0

전략적수용

‘전파응용’ 기술의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항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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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8건 (6.5%)

총 10건 (3.6%)

낮
음

표준기획

의제연구

항목승인

초기

표준초안

표준승인/발간

진행

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화
단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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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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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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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4건(5.1%)

총 86건 (31.6%)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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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보안’ 기술의
‘암호 알고리즘 표준’ 항목 등

총 100건 (36.8%)

총 66건 (24.3%)

개발

승인

기획
기초연구

※ 표준특허 전략 모델 참조(P35)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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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오픈소스 현황
분야

중점기술

주요 오픈소스
O-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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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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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공
지
능
D.N.A.
생태계
강화

AI/
DA
TA

빅
데
이
터

차세대보안

OPEN 5G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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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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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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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N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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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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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To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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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so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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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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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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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astic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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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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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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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S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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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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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기술

차세대보안

WLAN/
WPAN

지능형
네트워크

주요 오픈소스

기타 오픈소스
보안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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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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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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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L
(OpenDay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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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AP
(Open Network
Automatio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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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OS
(Open Network
Ope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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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NFV
(Open Platform
for N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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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M
(Open Source
M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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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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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감방송
· 미디어

Str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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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WA NMOS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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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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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중점기술

스마트
헬스

주요 오픈소스

Amazon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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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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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I
(HL7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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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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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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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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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E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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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m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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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on FH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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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so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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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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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기술

초연결
신산업
육성

클라우드
컴퓨팅

주요 오픈소스
Bridge.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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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ice 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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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geX Foun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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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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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be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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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wM2M Developer
Tool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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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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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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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lin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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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so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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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raino Edge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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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Bar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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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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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오픈소스
Eclipse Kura™

• IoT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물인터넷 프로젝트

EdgeX Foun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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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calyp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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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dge Platform
(Griffin-Edg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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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be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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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bern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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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m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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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Edge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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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FaaS

• Kubernetes 클러스터에 도커 컨테이너의 기능을 구현하는 서버리스 모델을
제공

OpenNeb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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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Nebula Edg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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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n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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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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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lin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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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ra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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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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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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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ENT
(Decentralised
Citizens
ENgagement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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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Asset
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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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A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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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My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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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per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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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ledger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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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Fungible
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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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vri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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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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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vo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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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entr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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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TF™ 2.0
Draco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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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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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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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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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XR ru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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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R-V Too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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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ulka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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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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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오픈소스

GCRC
(Google Cloud
Robotics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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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R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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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O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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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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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pyuta
(RoboEarth Cloud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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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RO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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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y Data Hub

• 국내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에서 개발한 데이터 허브 플랫폼의 오픈소스
제공

dj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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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WAR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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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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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rp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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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raino Edge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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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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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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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geX Foun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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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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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디지털화

스마트
공장

Google AR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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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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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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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be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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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bernetes

•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자동 배치, 오토스케일링 등을 제공하는 관리
시스템

K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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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qui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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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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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SQL

•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오픈 소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OASIS AMQP
(Advanced Message
Queuing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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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SIS Mosqui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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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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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Stack

•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오픈소스 솔루션

Pyto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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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lin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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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so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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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EF
(Universal CPS
Environment for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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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er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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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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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m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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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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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Foo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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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source.com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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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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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오픈소스
AGL
(Automotive
Grade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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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oid Open
Sourc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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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motive OIN
(Open Inven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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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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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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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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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M
(Open Street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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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
(Robot Ope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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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du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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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ne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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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M
(OpenDron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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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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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PA
(Internet of Ships
Ope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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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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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오픈소스

OpenIV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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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Sea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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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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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P
(Open Simulatio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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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M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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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C
(Digital Twin
Consor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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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lipse Di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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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I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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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TA
(Industrial Digital
Twi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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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win.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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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Manufactur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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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초연결 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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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이동체

스마트공장

스마트헬스

스마트팜

Ver.2022 전략 개발 대상

스마트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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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기반 표준 활용 시나리오

  비서부터 에너지 관리까지… 생활 속에 스며드는 AI

➍
1

➐
➏

➋

➊

➌

➎

시나리오 No.

중점 표준화 항목

Target SDOs

➊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JTC1 SC42

➋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JTC1 SC42

➌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JTC1 SC29

➍

머신러닝기반의 특징점부호화(VCM) 표준

JTC1 SC29

➎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JTC1 SC42, IEEE SA

➏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JTC1 SC35, MPAI

➐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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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➑

➊
업체선정
계약

VOTE

VOTE

대

출

선

표

e-mail, 문자 공유
대금지급
VOTE

3

VOTE

서비스 관리

2

표

투
1

➎

➒
수수료(%)

➍
주

민

00

00

00

등

록

-00

00

증

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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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카드

➋
➏

신원보증

청구
간편 보험
스마

트부

서비스 이용

동산

LE

SA
자금확인

매물

Semi-Formal
Specification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Formal
Specification

주택
자금

청구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➐

시나리오 No.

중점 표준화 항목

Target SDOs

➊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ITU-T SG17, ISO TC307 WG3, ETSI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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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TC46 SC11 JWG1

➌

에너지 관련 블록체인 표준

IEEE P2418.5,
Energy Web Foundation(EWF)

➍

DLT 기반 신원관리를 위한 신뢰 앵커 개요 표준

ISO TC307 JWG4

➎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표준

ITU-T SG17

➏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ITU-T SG17, ISO TC307

➐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형검증 표준

ITU-T SG16

➑

분산원장 기술 보안 통제 표준

ITU-T SG17

➒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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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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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생태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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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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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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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보안 프레임워크

무선기술
mmWave

Massive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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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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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수준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표준

95%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기술 표준

중점 표준화 항목

무선
기술

전략목표

국내

국제

100%

TTA PG1102,
5G포럼

3GPP RAN,
ITU-R WP5D

지속/확산공략

100%

100%

TTA PG1102,
5G포럼

3GPP RAN,
ITU-R WP5D

지속/확산공략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

90%

90%

TTA PG1102,
5G포럼

3GPP RAN,
ITU-R WP5D

선도경쟁공략

5G IoT 기술 표준

100%

100%

TTA PG1102

3GPP RAN

지속/확산공략

URLLC 기술 표준

95%

95%

TTA PG1102,
TTA PG1104,
5G포럼

3GPP RAN,
ITU-R WP5D

지속/확산공략

IIoT무선 기술 표준

95%

95%

TTA PG1102,
5G포럼

3GPP RAN

선도경쟁공략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

100%

100%

TTA PG1102

3GPP RAN,
ITU-R WP5D

지속/확산공략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

90%

90%

TTA PG1102

3GPP RAN,
ITU-R WP5D

선도경쟁공략

무선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85%

95%

TTA PG1102,
5G포럼

3GPP RAN

지속/확산공략

5G C-V2X 기술 표준

90%

90%

TTA PG1102,
TTA PG1103,
TTA PG905

3GPP RAN/SA

지속/확산공략

NTN 기술 표준

90%

90%

TTA PG1102,
TTA PG1103

3GPP SA/RAN

선도경쟁공략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표준

90%

90%

TTA PG904,
TTA PG1105

3GPP RAN/SA
OMA LOC WG

지속/확산공략

무인기(UAV) 기술 표준

95%

95%

TTA PG1102,
TTA PG1103

3GPP SA/RAN

선도경쟁공략

95%

TTA PG1102,
TTA PG1103,
TTA PG1104,
TTA PG1105

3GPP SA/RAN

차세대공략

5G 기반 확장현실(XR) 서비스 표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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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네트워크
기술

보안기술

기술
수준

표준
수준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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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확산공략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표준

90%

95%

TTA PG1102,
5G포럼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

90%

95%

TTA PG1102,
TTA PG1103

3GPP RAN,
ITU-R WP5D

지속/확산공략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표준

90%

90%

TTA PG1102,
TTA PG1103,
5G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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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확산공략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표준

90%

95%

TTA PG1102,
TTA PG1103,
5G포럼

3GPP SA/RAN/
CT, BBF, IETF

지속/확산공략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기술 표준

90%

90%

TTA PG1103,
5G포럼

3GPP SA/CT

지속/확산공략

버티컬 산업용 NPN 및
TSN 연동 기술

90%

90%

TTA PG1103,
5G포럼

3GPP RAN/SA/
CT, IEEE 802

지속/확산공략

MEC 플랫폼 기술 표준

95%

90%

TTA PG1003,
TTA PG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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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경쟁공략

5G 에지 컴퓨팅 지원 기술 표준

90%

95%

TTA PG1003,
TTA PG609,
5G포럼

3GPP RAN/SA,
ETSI MEC/NFV

지속/확산공략

5G 보안 프레임워크*

90%

80%

TTA PG1103,
5G포럼

3GPP, G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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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024



202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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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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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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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표준화 기구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표준 제안

ITU-R WP5A/WP5D 연구반
ITU-T SG13 연구반

ICT 표준화포럼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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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B5G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활동 참여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안

5G 포럼

정보 보급

전략방향
제시

활동 참여

ETRI, KETI, KTL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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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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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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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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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대응위원회


국제 협력

활동 제안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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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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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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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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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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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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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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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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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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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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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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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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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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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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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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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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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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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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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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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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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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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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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생태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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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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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산업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사회윤리, 거버넌스)

(응용, 스마트X)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NNR, VCM 표준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빅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표준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기술
(데이터, 모델링, 플랫폼)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

시스템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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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인공지능

표준
수준

국내

국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80%

90%

TTA PG1005

JTC1 SC42

지속/확산공략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90%

90%

TTA PG1005

JTC1 SC42

지속/확산공략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90%

95%

TTA PG1005

JTC1 SC29

지속/확산공략

머신러닝기반의
특징점부호화(VCM)표준

90%

95%

TTA PG1005

JTC1 SC29

선도경쟁공략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90%

95%

TTA PG1005

JTC1 SC42,
IEEE SA

선도경쟁공략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95%

95%

TTA PG1005,
TTA PG606

JTC1 SC35,
MPAI

선도경쟁공략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90%

90%

TTA PG1005,
TTA PG424

JTC1 SC25

선도경쟁공략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90%

90%

TTA PG606

ISO TC184 SC4,
JTC1 SC32

선도경쟁공략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90%

90%

IMS KOREA

JTC1 SC36,
IMS Global,
IEEE LTSC

지속/확산공략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80%

90%

TTA PG1004,
TTA PG1005

JTC1 SC42

선도경쟁공략

빅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표준*

80%

90%

TTA PG1004

ITU-T SG13

지속/확산공략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

90%

90%

TTA PG606

JTC1 SC32

선도경쟁공략

전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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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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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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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이용 활성화



인공지능 기술 표준 및
• 차세대

표준특허 선점
활용 기술 및 표준화를 통한
• 데이터

데이터 신산업 창출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13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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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제안



사실표준화 기구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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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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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전략방향
제안





활동 참여

인시그널, LG전자, 삼성전자,
KDATA, 위세아이텍 등 산업체

AI/DATA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정보 보급

ICT 표준화전략맵




―

한국항공대, 건국대, 명지대,
서울시립대, 강릉원주대 등 학계



국제표준대응위원회

국제 협력

활동 제안

관계 부처

활동 참여

ETRI, KETI, KERIS,
NIA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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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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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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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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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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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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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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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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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정보기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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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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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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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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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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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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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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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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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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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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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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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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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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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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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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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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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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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보안

데이터보안

바이오인식 응용 서비스
생체신호기반 인증
지능형 CCTV 보안

물리보안

보안평가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그룹이동을 위한 서비스보안

사이버 위협 대응

활용 및 응용 기술

암호 알고리즘
양자 암호

비대면 인증기술
ID 관리기술
프라이버시보호 인증기술

암호기술

인증기술

차세대보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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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버티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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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암호 알고리즘 표준

90%

양자 암호기술 표준

중점 표준화 항목

암호
기술

인증
기술

물리
보안

사이버
위협
대응

5G
보안

전략목표

국내

국제

95%

TTA PG501,
RRA JTC1 SC27-K

JTC1 SC27,
IETF

선도경쟁공략

90%

95%

TTA PG504

ITU-T SG17,
ETSI, JTC1 SC27

선도경쟁공략

비대면 인증 기술 표준*

95%

95%

TTA PG502

ITU-T SG17,
JTC1 SC27, W3C,
FIDOAlliance

선도경쟁공략

ID 관리기술 표준

90%

90%

TTA PG502

ITU-T SG17,
ISO TC307,
W3C

선도경쟁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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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경쟁공략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표준

90%

90%

TTA PG501,
TTA PG502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표준

95%

95%

TTA PG505,
RRA JTC1 SC37-K

JTC1 SC27/SC37,
ITU-T SG17

차세대공략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표준

95%

95%

TTA PG505,
RRA ITU-T SG17-K

ITU-T SG17,
ISO TC215

차세대공략

지속/확산공략

선도경쟁공략

지능형 CCTV 보안기술 표준*

90%

95%

TTA PG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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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표준

85%

90%

TTA PG503

ITU-T SG17,
IEEESA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서비스 보안 표준*

90%

90%

TTA PG503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표준*

90%

90%

TTA PG504,
RRA JTC1 SC27-K

JTC1 SC27,
CCRA, CCUF

전략적 수용

암호모듈 시험평가 기준 표준

95%

95%

TTA PG504,
RRA JTC1 SC27-K

JTC1 SC27

지속/확산공략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표준

95%

95%

TTA PG504,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

ITU-T SG17,
JTC1 SC27

선도경쟁공략

동형암호기반
데이터 유출 방지 지침 표준

100%

95%

-

ITU-T SG17,
JTC1 SC27,
IEEE

차세대공략

핀테크 서비스 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표준*

100%

95%

TTA PG502,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JTC1 SC27

차세대공략

95%

TTA PG504,
TTA PG1103,
TTA PG1104,
5G보안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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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공략

보안 평가

데이터
보안

대응표준화기구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

95%

ITU-T SG17,
선도경쟁공략
JTC1 SC27, IEEE SA

* Ver.2022 신규항목

PART 3.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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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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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026

보안, AI 보안, 양자컴퓨팅
• 5G/6G

대응 보안 등 국가 핵심
전략분야에서 국제표준 주도



분야 표준 선도국 진입
• 차세대보안

및 IPR 수익 창출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17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ISO TC215/TC307
JTC1
SC27/SC37

표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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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표준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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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협력

삼성전자, KT, SKT,
LGU+ 등 산업체



활동 참여


정책 지원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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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
제안



차세대보안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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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보급





활동 제안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5G 보안포럼, 스마트의료정보보안포럼

정책 제시

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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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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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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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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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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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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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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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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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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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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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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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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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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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안 기술 관련 국내/국제 표준을 개발 및 제ㆍ개정 중이며
스마트그리드, 클라우드, 스마트 폰 보안, 암호 알고리즘 등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술 국내외 표준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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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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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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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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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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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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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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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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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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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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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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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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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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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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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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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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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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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생태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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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유도 방식

자기공진 방식

전자기파 방식
Magnetic
Field

Antenna

Rectenna

Vs

Vs

Vs

Power Oscillator
Source

Rectifier Load

Power Oscillator
Source

자동차

전기차(EV)
무선전력전송
초대출력

Resonant
Circuits

인프라 서비스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소출력

Rectifier Load
Radio Wave

사무/가전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중, 대출력

Oscillator
Rectifier Load

의료

공간
무선전력전송

모바일/웨어러블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이물질/
생체 검출 기술

초소출력

[송신전력에 따른 무선전력전송 표준화 기술 분류]
구분

송신전력

활용분야

초소출력

~ 5W

웨어러블 및 생체 삽입형 디바이스 등

소출력

5W ~ 50W

스마트폰(급속포함), 태블릿 PC, 노트북 등

중출력

50W ~ 200W

전기자전거, 로봇, 드론 등

대출력

200W ~ 3.3kW

고출력 가전기기, 산업용 기기 등

초대출력

3.3kW ~

전기자동차 등

※ 전자기파를 이용한 무선전력전송은 수신 전력을 분류 기준으로 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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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100%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제

90%

TTA PG901,
TTA PG909,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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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확산공략

80%

80%

TTA PG909

WPC, AFA

추격/협력공략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90%

90%

TTA PG909,
IEC TC100 전문위원회

IEC TC100 TA15,
WPC

선도경쟁공략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100%

95%

TTA PG909,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IEC TC100 TA15

지속/확산공략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85%

90%

TTA PG909,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IEC TC100 TA15,
JTC1 SC6,
AWG, AGA

선도경쟁공략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100%

100%

TTA PG909,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IEC
TC100 TA15

선도경쟁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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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
• 원천기술의 선제적 확보 및
국제표준화 주도



2025~2026

상용화를 통해 신사장
• 표준기술

창출 및 선점



주도권 확보 및 확대
• 세계시장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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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표준 제안



국제표준대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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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방향
제시




활동 참여

삼성전자, LG전자 등 산업체

전략방향
제안



무선전력전송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정보 보급

ICT 표준화전략맵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KAIST, 고려대 등 학계


정책 지원

사실표준화 기구

활동 제안

정책 제시

스마트 전력전송(PG909)



관계 부처

활동 참여

KETI, ETRI, KTC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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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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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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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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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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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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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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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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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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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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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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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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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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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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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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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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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C)

Qi 표준 규격개발분과와(SWG) Household & Industry 규격개발분과(HI-SWG)로
분리하여 스마트폰, 휴대용 노트북(~30W급) 표준과 중대출력 표준 개발 진행 중. Qi 표준은
최근 Authentication, FOD, RFID/NFC protection 등과 같이 보안 기능이 추가된 v1.3 표준을
개발 완료하고, 모바일랩탑이 충전가능한 v1.4 기술표준 개발 중. HI SWG에서는 주방가전,
전기자전거, 산업용 규격을 세분화하여 작업반을 편성, 각 응용 분야에 대한 표준개발을 진행
중으로 2021년∼2022년 중으로 정식 표준 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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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수중통신 기술은 “음파나 초음파는 물론 다양한 전송기술을 이용한 무선통신 기술로서 이기종
네트워크의 확장성 및 지능화 정보처리를 제공하는 IoUT/IoUS 기술 및 디지털 트윈 응용 등 미래
수중통신을 포함한 기술”로 정의
• 수중통신 표준은 국제표준기구 ISO/IEC JTC1/SC41 에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며, JANUS와 같은
NATO 산하 사실표준기구에서 일부 표준화를 목표로 추진. 2014년 이후 한국주도의 표준화 리더십
수임 및 국제 표준화 개발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2021년 JTC1/SC41 WG7의 설립과 함께 한국에서
컨비너를 수임, 지속적인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표준화를 진행 중
• 수중통신 분야 표준들은 ISO/IEC JTC1/SC41에서 한국 주도로 6건의 IS, 1건의 TR발간 완료에 이어
1건의 CDV 투표 중, 1건의 CD, 3건의 프로젝트 신규 제안 건의 에디터를 맡아 표준화를 진행 중
• 수중음파통신 영역의 응용 도메인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수중음향통신과 수중광통신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환경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감시(surveillance)정보 활용, 재난재해(해양오염, 해저지진, 해상사고, 건물 붕괴에 따른 침수 등)
와 항만방어체계를 활용한 국방 수중무인화 경계시스템 등 국가안보 기여, 일기예보, 해양 석유ㆍ가스
산업, 해저데이터 수집, 신규 장애물 탐지, 선박 간 상황공유, 수중레저 활동, 해양 인명구조 및 안전지원,
IoUT를 통한 융복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LF

IoUT/IoUS

Acoustic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어류양식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수중탐사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Optical LED/ Laser

침입탐지

Optical Laser
수중로봇

LF
Optical LED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MFAN

Acoustic

환경
모니터링

재난재해

M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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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대응표준화기구

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국내

국제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100%

100%

TTA PG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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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확산공략

수중음파 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85%

100%

TTA PG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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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경쟁공략

수중음파 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85%

100%

TTA PG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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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경쟁공략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95%

100%

TTA PG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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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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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00%

TTA PG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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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공략

전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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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024



2025~2026

원천 기술 선제적 확보 및
• 수중통신

국제 표준화 주도



글로벌 리더쉽 확보
• 수중통신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정책 제시



특수통신(PG903)



관계 부처

정책 지원

JTC1 SC41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사실표준화 기구

―



JTC1 SC41 전문위원회
전략방향
제시

정보 보급



활동 참여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
SK텔레콤 등 산업체

수중통신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





강릉원주대, 국민대, 호서대 ,
경북대, 한국해양대 등 학계

전략방향
제안

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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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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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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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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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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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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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SO/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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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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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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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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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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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궤도 위성

위성통신 주파수 이용 표준
4

GPS 위성

궤도선

착륙선

5

심우주 탐사선간
근접 통신 링크

위성통신국
1

3

표면링크

기준국
Smart Integrity

중앙처리국/통합운영국

Robust High
Accuracy

AGNSS Server
(SLP/GMLC)

High
Sensitivity

Anti Jamming

GNSS 보정정보
제공시스템 표준

Multi
Sensors
Fusion

Signal distortion
Detection
(Correlation, CCC)

T
In owa
do rd
or s
...

2

Low TTFF

USA
GPS

LB
S

Tomorrow

PVT
techniques

Spoofing
Detection

(RAIM-Like)

Smart Integrity

even in Urban environment

Indoor
Penetration

Billing in LBS..

Multipath
rejection

European Union
Galileo

Road

표면-궤도간 링크

Global
CHINA
BeiDou
Navigation
Satellite
System
Russian Federation
Glonass

위성항법시스템/항법 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로버
중계위성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LEOs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위성gateway

위성 빔호핑
접속 제어
(HTS
위성서비스)

5G
개인휴대형
위성통신서비스

정지궤도 및 저궤도 군집위성

공공안전
방송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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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 IoT 단말국
(감시/경계통신)

Sat5G
이동위성통신
(커넥티드카)

위성 IoT 전송기술 표준

VSAT 중심국
(HUB) 위성송출국

광대역 VSAT
(초고속인터넷)

제어센터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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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80%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80%

TTA PG805,
ITU-R SG4 연구반

ITU-R SG4,
ETSI TC SES,
3GPP

차세대공략

90%

80%

TTA PG805

ITU-R SG4,
ETSI TC SES,
DVB

지속/확산공략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

90%

90%

ITU-R SG4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ITU-R SG4,
APT APG

선도경쟁공략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65%

65%

-

CCSDS

추격/협력공략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75%

75%

-

CCSDS,
IETF

추격/협력공략

위성항법 시스템/
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80%

80%

TTA PG904

ETSI TC SES,
ICAO,
IMO

차세대공략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표준*

60%

60%

TTA PG904,
TTA PG1103,
5G포럼

ICAO,
RTCA,
IMO RTCM

추격/협력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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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024

• 위성ICT 분야 표준화 항목 수정 및
전략 수립



2025~2026

ICT 핵심기술 개발 추진,
• 위성

관련 IPR 확보 및 표준화 참여



국제표준 선도 및
• 위성ICT

글로벌 시장 교두보 확보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R SG4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정책 제시

위성방송(PG805)
LBS 시스템(PG904)



관계 부처


정책 지원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ITU-R SG4 연구반
전략방향
제시

사실표준화 기구

정보 보급



활동 참여

KTsat, 삼성전자, LG전자
AR Technology 등 산업체

위성통신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





전북대, 한양대 등 학계

전략방향
제안

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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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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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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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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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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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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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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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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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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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R SG4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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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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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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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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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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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생태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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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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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전자파적합성 평가 기술 표준
5G이동통신 등
무선 기기 평가

6 ㎓ 이상
EMC 평가

무선전력전송 등
ICT 융합기기 평가

광대역 방사
내성 평가

전자파
환경

정보기기
EMP 내성평가

무선국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ICT 기기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복사성
방호

핵/비핵 EMP
방호시설 평가

외부낙뢰 보호 시스템
구역 0

건물 높이에 따라 접합

구역 1

전도성
방호

구역 2
구역 3

감응성기기

구역 4

건물 외장의 차폐
공간의 차폐

생활환경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기의 차폐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방호대상 보호 지침 및
방호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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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수준

5G 전자파 적합성
평가기술 표준

90%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90%

TTA PG901,
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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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경쟁공략

85%

85%

TTA PG901,
국립전파연구원

IEC TC106,
ITU-T SG5

선도경쟁공략

90%

85%

TTA PG901,
국립전파연구원

IEC TC77,
ITU-T SG5

선도경쟁공략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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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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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파(EMC/EMF/EMP)

측정·평가 분야 원천기술
선제적 확보 및 국제표준화 주도

2025~2026



• 전자파(EMC/EMF/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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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5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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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표준화 기구






ICT 표준화전략맵

활동 참여

삼성전자, LG전자 등 산업체

전자파환경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전략방향
제시

전략방향
제안

―

정보 보급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KAIST, 충남대, 충북대 등 학계


정책 지원

IEC CISPR/
TC 77/TC106

활동 제안

정책 제시

전파지원(PG901)



관계 부처

활동 참여

ETRI, RAPA, KCA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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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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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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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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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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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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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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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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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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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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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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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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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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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LAN
Switch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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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용 저지연 표준

생체 정보 전송

블루투스 WENS

대량 전송 표준
EN
S

EN
S

X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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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AN/WBAN

터치 테그

브로치 수신기

터치케어 워치
발판 테그
접촉방식

Li-Fi

비접촉방식
에어컨 사용정보
eHealth

약 복용 정보
냉장고 사용정보
가스렌지 사용정보

BT/LTE-M
/NBIoT...

Smart
Factory

텔레비전 사용정보

V2X

LED Array

애드혹 IR-UWB
무선네트워크 표준

Image Sensor
(Camera)

사용자 출입정보
Digital
Signage

데이터 서버

고속 광 무선통신(OWC) 표준

데이터 모니터링

인체통신 데이터로깅 및 인증 표준

Robotics

AR

고속 광 카메라통신(OCC) 표준

저지연 고신뢰 디바이스용 무선통신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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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WLAN

표준
수준

Wi-Fi 7 PHY 계층 표준

90%

90%

TTA PG907,
IEEE802포럼

IEEE 802.11be 선도경쟁공략

Wi-Fi 7 MAC 계층 표준

90%

90%

TTA PG907,
IEEE802포럼

IEEE 802.11be 선도경쟁공략

무선랜 응용 확장 및 호환성 인증 표준*

100% 90%

국내

전략목표

국제

-

Wi-Fi Alliance

선도경쟁공략

차세대공략

무선랜 센싱 표준

80%

80%

TTA PG907,
IEEE802포럼

IEEE 802.11bf

Li-Fi 표준*

80%

70%

TTA PG425,
IEEE802포럼

IEEE 802.11bb 추격/협력공략

100% 100%

TTA PG415

인체통신 데이터로깅 및 인증 표준

JTC1 SC6,
IEEE 802.15,
IEC TC47

차세대공략

고속 광 무선통신(OWC) 표준

80%

80%

TTA PG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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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 광 카메라통신(OCC) 표준

95% 100%

TTA PG425

IEEE 802.15.7a 선도경쟁공략

90%

90%

TTA PG907,
IEEE802포럼

IEEE 802.15.6a 선도경쟁공략

100% 100%

TTA PG907,
IEEE802포럼

IEEE 802.15.14 선도경쟁공략

저지연 고신뢰 디바이스용 무선통신 표준

애드혹 IR-UWB 무선 네트워크 표준*

블루투스 대량전송 표준*

80%

70%

-

Bluetooth SIG

선도경쟁공략

블루투스 WENS, 생체 정보 전송 표준*

90%

80%

-

Bluetooth SIG

선도경쟁공략

블루투스 게임용 저지연 표준*

70%

80%

-

Bluetooth SIG

선도경쟁공략

* Ver.2022 신규항목

Ⅲ.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WPAN/
WBAN

대응표준화기구

기술
수준

중점 표준화 항목

10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요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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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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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026

무선랜, 차세대 블루투스 및
• 차세대

인체통신 등 WLAN/ WPAN
국제표준 선도



근거리 통신 공공 인프라
• 미래

확산을 위한 차세대
WLAN/WPAN 구축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15
ITU-R SG1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IEC TC47
ISO TC184
JTC1 SC6
WG1

정책 지원


표준 제안



JTC1 SC6 전문위원회

국제 협력

ICT 표준화포럼





ICT 표준화전략맵

활동 참여

LG전자, 삼성전자, 윌러스,
유양디앤유 등 산업체

전략방향
제안



WLAN/WPAN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정보 보급

전략방향
제시



IEEE802포럼
사회안전시스템포럼





덕성여대, 가천대, 국민대 등 학계



국제표준대응위원회

사실표준화 기구

활동 제안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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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부처

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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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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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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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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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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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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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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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802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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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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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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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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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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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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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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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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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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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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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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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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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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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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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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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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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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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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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tooth

SIG Medical WG) 블루투스 기반 의료 및 헬스 기기 간 데이터 교환 시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 기술 개발 중. 혈당, 체중, 심박과 같은 특정 생체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일반화 된 데이터 포맷을 위한 표준 개발을 진행 중. 2024년 표준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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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tooth SIG EN WG) 스마트폰 기반의 노출 알림 기술을 웨어러블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격을 개발 중. 해당 기술은 WENS(Wearable Exposure Notification Service)라는 표준
기술명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표준 규격 발표를 목표로 표준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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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네트워크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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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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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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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

SDN 기술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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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지능화 데이터 처리 및 정보모델링 표준
Virtual Networks 1

……
Virtual Networks N

저지연/고정밀 네트워크 기술

Intelligent Network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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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 정보통신 기술

웹

양자암호통신망 표준
양자 정보통신 시험 및 인증 표준

NFV 기술
IoT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NFV 표준

유무선 액세스 기술
고속 광액세스 표준…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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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농업·
에너지

··
·
스마트
공장·
시티·카

PART 3.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111

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SDN/NFV
기술

기술
수준

표준
수준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지속/확산공략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

85%

90%

TTA PG201,
SDN/NFV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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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적 패킷 포워딩 및
데이터 평면 추상화 SDN 표준*

70%

75%

SDN/NFV포럼,
MEC포럼

ONF NG-SDN/
Stratum/P4

전략적수용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NFV 표준

80%

80%

TTA PG221,
SDN/NFV포럼

ETSI NFV/MEC,
ONAP, OSM,
OPNFV

전략적수용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

75%

85%

TTA PG1005

ETSI ENI/ZSM,
ITU-T SG13

추격/협력공략

네트워크 지능화 데이터 처리 및
정보모델링 표준*

80%

70%

TTA PG1005

ETSI ENI/ZSM,
ITU-T SG13

차세대공략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

95%

90%

TTA PG201,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IETF DetNet/
CCAMP/TEAS

선도경쟁공략

90%

TTA PG201,
퀀텀포럼,
퀀텀정보통신
연구조합

ETSI QKD,
ITU-T SG13/
SG17

선도경쟁공략

90%

TTA PG201,
TTA PG504,
퀀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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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공략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

양자암호 통신망 표준

90%

양자정보
통신기술
양자 정보통신 시험 및 인증 표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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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전략목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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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경쟁공략

정보 중심 네트워킹(ICN)
기반 통신 표준

85%

90%

TTA PG221,
TTA PG1002,
IETF미러포럼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

85%

85%

TTA PG201

IETF SPRING/
6MAN/IDR,
3GPP CT4

지속/확산공략

IEEE 802.3,
OIF PLL

선도경쟁공략

네임기반
네트워크
구조기술

전달망
기술

대응표준화기구

이더넷 광전송 표준

95%

80%

TTA PG201,
TTA PG218,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OTN 광전송 표준

90%

70%

TTA PG201,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ITU-T SG15

전략적수용

85%

TTA PG201,
TTA PG218,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ITU-T SG15,
IEEE 802.3/1588

지속/확산공략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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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T SG15,
25GS-PON MSA

선도경쟁공략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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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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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확산공략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 표준

고속 광액세스 표준

85%

85%

유무선
액세스
기술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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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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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026

네트워크 표준 선도 및
• 지능형

국내 네트워크 적용/활용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
• 국제표준화




네트워크 국외 활성화 주도
• 지능형

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 표준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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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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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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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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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지원





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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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방향
제안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정보 보급

ICT 표준화전략맵

활동 참여

ETRI, KISTI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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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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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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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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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표준화포럼
SDN/NFV포럼, MEC포럼
퀀텀포럼
IETF미러포럼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

국제 협력

서울대, 이화여대, 항공대,
KAIST, 세종대 등 학계

정책 제시

국제표준대응위원회

사실표준화 기구

활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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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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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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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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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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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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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퀀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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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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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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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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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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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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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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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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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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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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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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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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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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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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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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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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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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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G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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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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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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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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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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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mission

Service specific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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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

UHDTV(4K/8K/모바일)

IP Transmission, Control & Editing

디지털 라디오

Encoding & Mux

몰입형 미디어 방송

Metadata Creation/
Interactive Server

Transmission

실감미디어 저장 및 처리기술
Heterogeneous Transmiss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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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라디오
슬라이드쇼 / SPI

•AR/VR/XR/메타버스
•인터렉티브 미디어

Terrestrial

Cable

IP

Satellite

Smart Media Devices

UHDTV

Smart Phone

PC/Projector

Tab

HMD

Digital Sig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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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UHDTV

대응표준화기구

기술
수준

표준
수준

국내

네트워크 미디어기반 방송
제어/관리 기술 표준*

90%

85%

-

케이블기반 In-band Full-Duplex
송수신 기술 표준

90%

85%

TTA 케이블방송 PG,
미래케이블포럼

ITU-T SG9,
SCTE,
CableLabs

선도경쟁공략

100% 100%

TTA
지상파방송 PG,
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ITU-R SG6,
ATSC TG3

지속/확산공략

85%

90%

TTA
모바일방송 PG,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ETSI Broadcast DAB,
RadioDNS WT

전략적수용

ETSI ISG ARF,
JTC SC29
WG 3/7

선도경쟁공략

중점 표준화 항목

지상파기반 UHDTV
재난방송 송수신 기술 표준

전략목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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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라디오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 기술 표준

몰입형
미디어 방송

AR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

85%

85%

TTA 모바일방송,
지상파방송 PG,
미래방송미디어
표준포럼

몰입형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95%

90%

MPEG뉴미디어포럼

JTC1
SC29
WG4

선도경쟁공략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90%

95%

MPEG뉴미디어포럼

JTC1
SC29
WG6

선도경쟁공략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 표준

95%

95%

MPEG뉴미디어포럼

JTC1
SC29
WG7

선도경쟁공략

완전 입체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

90%

90%

TTA 디지털 콘텐츠 PG,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포럼

JTC1
SC29
WG1

선도경쟁공략

기계를 위한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90%

95%

MPEG뉴미디어포럼

JTC1
SC29
WG4

차세대공략

인공지능기반
비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95%

95%

MPEG뉴미디어포럼

JTC1
SC29
WG5

차세대공략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

90%

90%

JTC1 SC29 전문위원회

JTC1
SC29
WG1

차세대공략

실감미디어 저장/
전송 포맷 기술 표준

95%

95%

MPEG뉴미디어포럼,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JTC1
SC29
WG3

선도경쟁공략

실감 미디어
부호화 기술

실감 미디어
저장 및
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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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024

2025~2026

•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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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 서비스
시범서비스
• 디지털라디오/하이브리드라디오

표준화
• 6DoF

몰입형 비디오/오디오
부호화 기술 국제표준 선도
• 기계를

위한 영상 부호화 기술 국제
표준 선도
• 몰입형

미디어 전송 및 서비스
기술 표준화 추진 및 국제표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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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ITU-T SG9
ITU-R SG6
ISO TC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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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JTC1 SC29
WG1~WG7
표준 제안

사실표준화 기구



국제표준대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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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미래케이블포럼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MPEG뉴미디어포럼
활동 참여

KBS, MBC, SBS, SKT,
삼성전자, LG전자 등 산업체


정책 지원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안



실감방송·미디어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경남대, 남서울대, 한양대,
한국항공대, 경희대 등 학계

정보 보급





활동 제안






정책 제시

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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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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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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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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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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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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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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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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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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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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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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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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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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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3.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스마트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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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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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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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GW

1차의료기관

2차의료기관

3차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유관기관

GW

손해보험협회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연계서비스

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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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법률자문

의료기기

IT의료기기

스마트헬스 플랫폼/보안
•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헬스
• 취약계층을

위한
헬스케어 UI
• 스마트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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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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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헬스 응용 표준

플랫폼

취약계층을 위한 헬스케어 UI 표준

감염병 공유 정보 관리 표준

헬스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표준

기술
수준

표준
수준

95%

대응표준화기구
국제

90%

TTA PG419,
TTA PG1005

ITU-T SG16,
JTC1 SC42,
ISO TC215

선도경쟁공략

90% 100%

TTA PG419

ITU-T SG16,
ISO TC215

지속/확산공략

90%

80%

TTA PG419,
TTA PG606

ITU-T SG16,
ISO TC215

차세대공략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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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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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확산공략

선도경쟁공략

90%

디바이스

서비스

보안

전략목표

국내

헬스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표준

90%

95%

TTA PG418,
TTA PG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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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헬스케어 표준*

90%

85%

국가기술표준원,
스마트헬스표준포럼,
TTA PG419

ITU-T SG16,
ISO TC304/
TC215

선도경쟁공략

ISO TC215/TC210,
DTA, FDA

선도경쟁공략

스마트헬스/디지털 치료제 표준*

80%

80%

TTA PG419,
TTA PG503,
TTA PG505,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컬 AR/VR 표준*

80%

95%

TTA PG419,
TTA PG1001,
(사)스마트헬스표준포럼

JTC1, JTC1 SC24/
AG13, ISO TC215,
Web3D

차세대공략

스마트헬스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 표준

80%

90%

TTA PG505,
TTA PG419

ITU-T SG17,
ISO TC215

전략적수용

* Ver.2022 신규항목

PART 3.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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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024

• 국내 기술 및 표준의 국제 표준화를
통한 국제표준화 선도그룹 진입



2025~2026

기술 및 표준 확산활동 전개
• 국내외




주도권 확보 및 확대
• 세계시장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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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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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표준화 기구




전략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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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참여

대학병원, 의원, 약국, 보건소,
유관기업 등 산업체

전략방향
제안



스마트X 헬스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서울대, 연세대 등 학계

정보 보급

정책 지원

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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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협력

활동 제안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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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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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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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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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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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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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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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헬스표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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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어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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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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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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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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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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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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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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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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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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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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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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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20 WP1-Internet of Things) IoT 환경에서 통신하는 스마트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들을 지원하는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및 기능을 개발 중

Ⅲ.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IEC TC100 Active Assisted Living(AAL), wearable electronic devices and technologies,
accessibility and user interfaces TA16) 산하에 TA16(능동 생활 지원) 그룹을 설립하고
고령화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지원 시스템 및 디바이스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이며,
2019년까지 보청기 기능을 위한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 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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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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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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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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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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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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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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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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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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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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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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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4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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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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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바
이
스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IoT 서비스 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준

경량형 IoT
데이터 분석 기술 표준

IoT 플랫폼 코어 네트워크
연동 검증 표준

IoT 플랫폼 연동을 위한
브릿징 표준

IoT 데이터 유통
거래 플랫폼 표준

IoT 플랫폼과
이동 통신망 연동 표준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분산협업 지원
스마트 IoT 디바이스 표준
IoT 접근성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표준

IoT 서비스 융합
데이터 모델 표준

기계학습 기반 IoT
네트워크 관리 표준

정보중심 네트워킹(ICN)
기반 IoT 통신 표준

IoT 디바이스
보안설정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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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기술
수준

표준
수준

대응표준화기구
국내

국제

전략목표

IoT 서비스
융합 데이터 모델 표준*

100% 100%

TTA PG1001,
TTA PG905

oneM2M RDM,
OCF,
OMA CD/DMSE

선도경쟁공략

철도 IoT 서비스 표준

100% 100%

TTA PG1001,
TTA PG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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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경쟁공략

IoT 서비스
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준

80%

90%

TTA PG1001,
OCF포럼코리아

ITU-T SG20,
OCF, W3C

차세대공략

경량형 IoT 데이터
분석 기술 표준

90%

90%

TTA PG1001,
사물인터넷융합포럼

IETF/IRTF T2TRG,
ITU-T SG11

차세대공략

기계학습 기반
IoT 네트워크 관리 표준

90%

90%

TTA PG1001,
사물인터넷융합포럼

IETF/IRTF NMRG

차세대공략

비대면 무인 배송을 위한
IoT 융합 서비스 표준*

90%

90%

TTA PG1002,
스마트로봇표준포럼

ITU-T SG20,
ISO TC299

차세대공략

IoT 플랫폼 연동을 위한
브릿징 표준

85%

90%

TTA PG1002,
OCF포럼코리아

OCF Bridging TG,
OMA DM

지속/확산공략

IoT 플랫폼과
이동통신망 연동 표준

90%

90%

TTA PG1001,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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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수용

IoT 플랫폼 코어 네트워크
연동 검증 표준

90%

90%

TTA PG1001

oneM2M SDS/TDE,
3GPP CT3/SA2

선도경쟁공략

IoT 데이터 유통 거래
플랫폼 표준*

90%

90%

TTA PG1001

oneM2M SDS

선도경쟁공략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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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지속/확산공략

90%

90%

TTA PG1002,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정보중심네트워킹(ICN) 기반의
IoT 통신 표준

90%

90%

TTA PG1002,
IETF미러포럼

IRTF ICNRG

선도경쟁공략

90% 100%

TTA PG1001

ITU-T SG20,
JTC1 SC35,
ISO TC173 SC2

차세대공략

분산협업 지원
스마트 IoT 디바이스 표준

90%

95%

TTA PG1002

OCF Core,
oneM2MSDS

차세대공략

군집지능 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75%

80%

TTA PG415,
TTA PG417

JTC1 SC25,
IEC TC47/TC113

차세대공략

IoT 디바이스 보안설정 표준

80%

90%

TTA PG224,
TTA PG1002

OCF Sec WG,
oneM2M SDS,
ITU-T SG17

선도경쟁공략

90%

TTA PG501,
TTA PG502,
TTA PG504,
사물인터넷융합포럼

OCF Sec WG,
oneM2M SDS,
ITU-T SG17

선도경쟁공략

IoT 접근성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표준

보안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95%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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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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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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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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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026

뉴딜을 위한 지능형
• 디지털

사물인터넷 핵심/원천 기술 확보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
• 국제표준화




사물인터넷 기반
• 자율형

ICT 융합 기술 혁신화 추진
시장 및 표준화 주도권 확보
• 국제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20/SG13/
SG11/SG17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관계 부처
정책 제시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PG1001)
사물인터넷 네트워킹(PG1002)


정책 지원

JTC1 SC41/SC25/
SC27/SC35

ISO TC173/
TC299

IEC TC47/TC113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ITU-T SG20 연구반
JTC1 SC41 전문위원회



사실표준화 기구
국제 협력



IETF 미러포럼
사물인터넷융합포럼
OCF포럼 코리아

전략방향
제안

정보 보급

활동 참여

삼성전자, LG전자 등 산업체



ICT 표준화전략맵

사물인터넷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동의대, 한성대 등 학계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활동 제안








활동 참여

ETRI, KITECH 등 연구기관

PART 3.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133

SWOT 분석
• (시장) 국내 IoT 기술의 시범사업 적용·검증을 통한 조기
상용화 및 시장 선도
• (기술) IoT 기술 연구와 기존 ICT 인프라 노하우를 통해
강점
거대 시장의 요구사항을 적극적 반영
• (표준) 국내에서 우위를 확보한 표준화 분야 및 표준화
기구의 활용을 통한 표준 선점 확대

• (시장) 정부 주도 IoT 시범사업 추진 및 핵심기술 확보
가능한 기술 분야의 정책 추진
• (기술) 기술과 표준화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약점
정부 중심의 산학연 기술 협력
• (표준) 경쟁력이 미흡한 기술분야 육성책 마련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관련 표준전문가 확보 필요)

• (시장) 국내 강점 분야, ICT 통신 및 서비스 분야를
중점으로 국제표준특허 확보
• (기술) IoT 기술 연구에 산·학·연 협력이 긴밀히 구축됨에
기회
따라 이를 이용한 IoT 시범서비스 개발
• (표준) 국내에 적합한 IoT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해외시장
및 표준화 추진을 통하여 우리의 요구사항 반영

• (시장) 국내에서 IoT 시범 서비스를 통하여 IoT에 대한
수요 증가 확대
• (기술) 해외 공동 개발 확대를 통한 선진기술 공유
위협
• (표준) 국내외 표준화에서의 IPR 확보를 위한 중장기
연구사업 추진

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 시스템,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질식 위험관리 시스템 및 스마트 밴드 기반 인체 정전기 관리 시스템 표준
개발 완료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IoT 디바이스 보안 요구사항 및 사물인터넷 이종 플랫폼간의 보안 연동 표준화
및 사물인터넷 융합 및 연동 기술 표준 개발 중

• (스마트로봇표준포럼)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 관련 일반 요구 사항, 추상화 인터페이스 등을
개발하고, 정보 모델 관련 표준 개발 중

• (스마트철도포럼)

스마트철도 관련 유즈케이스 발굴 및 요구사항, 기술구조 정의 스마트철도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시스템, 서비스 연동 기술규격 개발. 스마트철도 관련 oneM2M, 3GPP, UIC
등 사실표준기관에 대한 국내활동 및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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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PG1002)) OCF 플랫폼과 LWM2M 간 연동 표준, 태스크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프레임워크 표준, 사물인터넷 서비스 연동을 위한
디바이스 탐색 및 관리 표준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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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T

SG20 Q1-Interoperability and interworking) 사물인터넷 서비스 연동을 위한
디바이스 탐색 기술(Y.IoT-sd-arch) 표준 개발 완료
• (ITU-T

SG20 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architectural frameworks) 블록체인
기반 자율 네트워킹 프레임워크(Y.BC-SON) 표준 개발 중. 2019년 2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요구사항 표준(Y.4204) 표준 개발 완료. 2020년 12월
스마트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요구사항 표준(Y.4211) 표준 개발 완료
• (ITU-T SG20 Q3-architectures, protocols and QoS/QoE) 블록체인 융합 사물인터넷 식별자
기술(Y.4476) 표준 개발 완료
• (ITU-T

SG20 Q4-Data analytics, sharing, processing and management) 블록체인 융합
사물인터넷 데이터 관리 기술(Y.4561) 표준 개발 완료
• (JTC1 SC25 WG5-Home electronic system) 가정 또는 소규모 비즈니스 환경에서 지능적인
그룹화 및 리소스 공유 표준 개발 완료
• (JTC1

SC27 WG2-Cryptography and security mechanisms) IoT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경량 암호기술 표준화 완료
• (JTC1

SC35 WG6-User interfaces accessibility) 디바이스 간 제스쳐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ISO/IEC 30113) 표준 개발 완료
• (IEC TC47 WG7-Semiconductor devices for energy conversion and transfer) 무선 전력
전송을 위한 반도체 디바이스 표준화 진행 중
• (IEC

TC113 WG11-Nanotechnology for electrotechnical products and systems) 나노전자
기반 에너지 스토리지 표준화 준비 중
• (OCF

Bridging TG) ecosystem-bridging(BLE, ZigBee, Z-wave, U+, EnOcean)에 대한
PoC 구현 및 테스트 진행 완료. 브릿지에 대한 공통 테스트 케이스 개발 완료. 2020년 Cloud
GW에 대한 규격작업이 진행 중
• (OCF

Core Tech WG) Core Framework, Core Optional, Bridging Framework, Device
to Cloud Services 및 Cloud API for Cloud Services와 같은 규격을 생성하고 유지 관리함.
ETRI가 제안한 Cloud Proxy 규격 검토가 마무리 단계이며, 새롭게 Simple Groups, MQTT
Proxy가 제안되어 개발 진행 중
• (OCF

Security WG) OCF 디바이스 식별, 인증, 프로비저닝, 네트워크 보안 설정, 접근 제어
기술에 대한 OCF 보안 규격 2.2.3을 릴리즈하였으며, IoT 디바이스 상태 자율진단을 위한
지원구조 관련 표준을 제안하여 개발 진행 중
• (OCF

SmartHome WG) 스마트홈의 요구사항 지원을 위한 프로파일, 기술규격 제출과
관련된 데이터 모델(OCF 제정 및 파생)의 제정을 수행, 디바이스-디바이스, 디바이스-서비스
인터렉션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에코시스템을 지향하는
기술규격을 제정
• (oneM2M

WG1-RDM(Requirement and Data Model) WG) 3D 프린터에 대한 가전 모델
정의를 위한 HAIM(Home Appliance Information Model) 표준 개발. 정보 모델의 정의를 전체
산업분야로 확장하여 개발 중. 철도 IoT 분야의 확장을 위해 RDE(Railway Domain Enablement)
개발 중
• (oneM2M

WG2-SDS(System Design and Security) WG) 3GPP, Modubus와 oneM2M
플랫폼 연동 표준 개발 중이며, IoT 데이터 유통 거래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릴리즈 5 신규
기능으로 표준과 3GPP 네트워크와 oneM2M 플랫폼 연동 표준 개발 중
• (oneM2M

WG3-TDE(Testing & Developers Ecosystem) WG) 3GPP 코어 네트워크와
oneM2M 플랫폼간 연동 검증 표준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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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GPP

SA1-Services, SA6-Mission-critical applications) 고속철도통신시스템
(FRMCS)에서 철도서비스를 위한 단말 프로파일 관련 정보모델이 일부 정의되고 있고, 별도의
워킹아이템(MONASTERY)을 통해 기술규격 개발 중. 스마트스테이션(RAILSS), 철도오프넷통신
(OFFNETRAIL) 등의 워크아이템이 승인되어 진행 중
• (3GPP

CT1-User Equipment to Core Network protocols) 고속철도통신시스템의 기능
반영을 위한 eMONASTERY2 워크아이템 활동과 기반기술인 MCx 기술의 반영을 위한
MCOver5GS 워크아이템을 진행 중

• (IETF

LPWAN WG-Low Power Wide-Area Networks) LoRaWAN을 위한 정적 컨텍스트
기반 헤더압축 및 단편화 표준 개발 완료. CoAP을 위한 정적 컨텍스트 기반 헤더압축 표준 개발
완료
• (IETF 6LO WG-IPv6 over Networks of Resource-constrained Nodes) 사물인터넷 저전력
네트워킹 활용성 및 유즈케이스 표준 개발 중. NFC 기반 IPv6 통신을 위한 적응계층 표준 개발 중
• (IRTF

T2TRG-Thing-to-Thing Research Group) 인터넷에 기반한 다양한 IoT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과 해결사항을 연구하는 T2TRG에서 2020년부터 IoT Edge Computing 관련
표준아이템을 채택하고 개발 중.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IoT 기기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안 기술 가이드라인 표준화 진행 중
• (IRTF

ICNRG-Information Centric Networking Research Group) 정보중심의 IoT 네트워킹을
위한 네임변환서비스(Name Resolution Service)에 대한 표준 개발 완료
• (IRTF

NMRG-Network Management Research Group) 전통적인 인터넷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표준 기술을 개발하는 NMRG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술 개발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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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802.15.4w, Standard for Low-Rate Wireless Networks Amendment for a Low Power
Wide Area Network(LPWAN) extension to the Low Energy Critical Infrastructure
Monitoring(LECIM) Physical layer(PHY)) TG-LPWA의 LPWA 물리계층과 매체접근제거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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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초연결 신산업 육성

개요
•클
 라우드컴퓨팅은 가상화된 정보 기술(IT)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IT 자원(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플랫폼 등)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기술로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초저지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지 컴퓨팅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 I TU-T와 JTC1 등의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는 2010년부터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표준화를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기술, 데이터 활용 기술, 연동 기술, 보안 기술 등의 분야에 대해 표준화를
추진 중
- ITU-T는 2011년에 FG-CC를 구성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의 표준화 아이템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SG13 3개의 Question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에코시스템, 구조, 자원/서비스
관리 분야의 표준 제정 중
- JTC1에서도 2011년부터 SC38에서 WG3, 4, 5를 중심으로 클라우드컴퓨팅 SLA, 상호운용성, Data flow 관련
표준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WG3, WG5에서 활발하게 표준 제정 중
- ITU-T와 JTC1은 2014년에 양대 기구가 참여하는 CT(Collaborative Team)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용어와 참고
구조 표준을 협업하여 제정하였고, 현재 이 두표준은 클라우드컴퓨팅 국제 표준화 영역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최
 근에는 클라우드 브로커리지, 멀티 클라우드, 분산 클라우드 등의 단일 클라우드의 확장 형태의 개념
및 에지 컴퓨팅 영역까지 표준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콘텐츠

웹서비스

협업

통신

금융

클라우드컴퓨팅

컴퓨팅 자원(IaaS)

보안기술

개발환경(PaaS)

데이터 활용 기술

소프트웨어(SaaS)

연동 기술

기반기술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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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클라우드 인프라 서버 표준

80%

80%

클라우드컴퓨팅 경량
가상화 서비스 표준

90%

90%

중점 표준화 항목

기반 기술

분산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관리 표준

데이터
활용 기술

전략목표

국제

TTA PG1003,
OCP Server Project,
ALL@CLOUD포럼,
지속/확산공략
ITU-T SG13 WP2
지능형컴퓨팅 기술포럼
TTA PG1003,
ALL@CLOUD포럼

ITU-T SG13

선도경쟁공략

TTA PG1003

ITU-T SG13

지속/확산공략

JTC1 SC38

전략적수용

80%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흐름,
데이터 범주 및 사용 표준

70% 100%

JTC1 SC38 전문위원회,
JTC1 SC38/SC42
TTA PG1003

선도경쟁공략

데이터 공유 협약 프레임워크 표준

80% 100%

JTC1 SC38 전문위원회,
JTC1 SC38/SC42
TTA PG1003

선도경쟁공략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참조구조 표준

90% 100%

TTA PG1003,
ALL@CLOUD포럼,
지능형컴퓨팅 기술포럼

ITU-T SG13

지속/확산공략

멀티 클라우드 기능 요구사항 표준

90% 100%

TTA PG1003,
ALL@CLOUD포럼

ITU-T SG13

선도경쟁공략

90%

TTA PG1003,
ALL@CLOUD포럼
JTC1 SC38 전문위원회

JTC1 SC38

선도경쟁공략

ITU-T SG13/
SG11/SG16,
JTC1 SC38, ETSI,
3GPP, IRTF

지속/확산공략

90%

80% JTC1 SC38 전문위원회

에지 컴퓨팅 개념 및 요구사항 표준

95%

95%

TTA PG1003,
MEC 포럼

IoT 에지 컴퓨팅 모델 및
기능 정의 표준

90%

90%

TTA PG1003,
IETF 미러포럼

IRTF T2TRG

선도경쟁공략

에지 클라우드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 표준

70%

80%

TTA PG1003
ALL@CLOUD포럼

ITU-T SG13

선도경쟁공략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표준

80%

90%

TTA PG1003,
ALL@CLOUD포럼

ITU-T SG13

지속/확산공략

70%

TTA PG503,
TTA PG504,
TTA PG1003,
ALL@CLOUD포럼

70%

TTA PG503,
TTA PG504,
TTA PG1003,
ALL@CLOUD포럼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표준

80%

보안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표준

80%

JTC1 SC27,
추격/협력공략
ITU-T SG13/ SG17

JTC1 SC27,
ITU-T SG13/
SG17, CSA

추격/협력공략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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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표준*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 표준
연동 기술

90% 100%

대응표준화기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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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컴퓨팅 강국 실현
▶ 추진전략 : 지속/확산공략
목표
2021~2022
• 국제표준 선도
• 표준기술 상용화

2023~2024



2025~2026

선도
• 국제표준

기술 고도화 및
• 클라우드컴퓨팅

확장 표준 개발



선도
• 국제표준

응용 표준 및
• 클라우드컴퓨팅

융합 표준 개발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11/SG13/SG17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정책 제시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관계 부처


정책 지원

국제표준대응위원회

JTC1 SC27/SC38
표준 제안

사실표준화 기구



ITU-T SG11/SG13/SG17 연구반
JTC1 SC27/SC38 전문위원회





정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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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참여

Microsoft, SKT 등 산업체

전략방향
제안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호남대, 경희대, 동국대 등 학계

All@CLOUD포럼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활동 제안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활동 참여

ETRI, KETI, KACI 등 연구기관

PART 3.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139

SWOT 분석
• (시장)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 ICT
인프라 확보
• (기술) 클라우드 발전법에 따라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강점 도입
• (표준) 다수의 공식/사실 표준화 기구의 국제 의장단
확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국제 표준 주도 가능

• (시장) 국내 원천기술 부족 및 높은 해외기술 의존도,
정부외 기업주도형 기술투자 부족, SI 중심의 직접 구축
문화
• (기술) 높은 플랫폼 외산 의존도, 클라우드 관련 원천 약점
기술력, 인력의 부족
• (표준) 관련 기업의 국제 표준화 참여 인력 부족, 전문 개발
및 표준화 인력 부족

• (시장)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IT 시장 全분야로의
융합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단말 제조 기술력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발굴 가능
기회 • (기술) 정부의 지속적 클라우드 기술 개발 투자,
클라우드 기반 에지 컴퓨팅 기술 확산
• (표준) 공식/사실 표준화 기구 등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표준 개발 중

• (시장)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Lock-In 현상 발생
우려, 보안이슈 존재, 사회 전반의 인식 부족
• (기술) 외국기업의 핵심 원천기술 특허 선점, 외국 선도
기업들의 핵심기술 개발 경쟁으로 기술격차 가속화
• (표준) 기술개발 및 표준화 동시 추진으로 인한 표준화
참여 어려움 가중

위협

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ALL@CLOUD포럼) 국제 표준을 준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에서 공공 서비스형 인프라(IaaS)의
보안 요구사항’, ‘클라우드컴퓨팅-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및 ‘클라우드컴퓨팅-데이터
스토리지 연동을 위한 기능 구조’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

•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2018년 데이터 센터 서버 전원 관리 인터페이스 표준, 2019년 에지 노드 및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스토리지 용량 최적화, 사용자 리소스 정의 방식에 대한 표준 승인 완료함.
또한, All@CLOUD와 협업을 통한 마이크로서버의 기능 및 구조 표준 제정 완료함. 2021년부터
차세대 에지 컴퓨팅 시스템 관련 표준화 추진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메모리 중심 컴퓨팅 구조
표준화를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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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2021년 상반기까지 총 200여 건의 클라우드 관련 국내
표준을 제정. 대표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프레임워크 및 기본 요구 사항, 클라우드컴퓨팅 참조 구조,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 요구 사항, 인터 클라우드컴퓨팅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데스크톱
서비스의 요구사항,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기능 요구사항 등이 있으며, 2022년도까지 에지
컴퓨팅 플랫폼, 멀티 클라우드 요구사항/구조, 분산 클라우드 개요 및 고수준 요구사항 표준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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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T SG11 WP2/Q7-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for network attachment
and edge computing for future networks, IMT-2020 network and beyond) 미래
네트워크의 신호 요구 사항 및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 개발 및 최근 IMT-2020이 상용화됨에 따라
AI, 빅데이터, 자율 주행, 로봇에 필요한 에지 컴퓨팅에 대한 표준 개발을 진행 중
• (ITU-T

SG13 WP2/Q17-Requirements, ecosystem and general capabilities for cloud
computing and big data)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 표준 및 클라우드컴퓨팅 경량
가상화 방법 및 서비스 표준 개발 중. 에지 컴퓨팅 및 에지 클라우드 관련하여 다수의 표준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 로봇 서비스 등 개발을 시작
• (ITU-T

SG13 WP2/Q18-Functional architecture for cloud computing and big data)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의 기능 요구사항 표준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참조
구조 표준을 개발 중이며, 빅데이터 관련 데이터 출처를 위한 기능적 아키텍쳐 표준을 개발 중
• (ITU-T

SG13 WP2/Q19-End-to-end cloud computing management, cloud security
and big data governance) 분산 클라우드 개념 및 정의 표준 승인이 완료 이후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체제 관리, 클라우드 데이터 이동성 관리 프레임워크 및 기능
요구사항, 인터클라우드 컨테이너 관리 프레임워크 및 요구사항, 분산 클라우드 글로벌 관리
프레임워크, 아이크로서비스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및 기능 요구사항,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 진행중

• (ISO/IEC

JTC1 SC27 WG1-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ISO/IEC
27002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 기술과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이 개발되었으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표준 승인이 완료됨
• (ISO/IEC

JTC1 SC38 WG3-Cloud Computing Fundamentals(CCF)) 클라우드 SLA
메트릭모델 사용을 위한 지침 표준 표준이 완료. 클라우드 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표준과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 표준과 클라우드 관점에서
에지 컴퓨팅 표준을 개발 중이며 클라우드 용어, 개념 및 참조 구조 표준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중
• (ISO/IEC

JTC1 SC38 WG5-Data in cloud computing and related technologies)
클라우드컴퓨팅과 분산컴퓨팅 환경에서의 ‘데이터 분류 체계와 사용’에 대한 개정 완료.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흐름, 데이터 범주 및 사용’, ‘데이터 공유 협약 프레임워크’에 관한 표준
개발 중

• (ETSI

ISG MEC) MEC는 Multi-access Edge로 확장하여 유선 및 무선망을 고려한 MEC간
혹은 클라우드와 MEC 간의 연계를 2021년 6월에 표준으로 제정하였고 그 외에도 IoT, 지능형
교통 시스템, 다양한 네트워크 관련 표준 및 정책과 법률 관련 표준을 지속적으로 제정 중에 있고
3GPP와의 표준화를 위한 협력 작업이 진행 중

• (SA6

Architecture) SA6에서 에지 어플리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CAPIF(Common API Framework)를 통하여 표준 API를 제공하고 있으며 SA2에서는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있고 SA5에서는 라이플 사이클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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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er Project) Open Rack 호환 서버, Open CloudServer 호환 서버, 마이크로 서버 형태의
SoC 서버 및 19인치 서버의 섀시, 마더보드, 블레이드 등의 규격 개발
• (Rack

& Power Project) 서버 랙과 안정적인 전력 전송을 위한 랙 차원의 전력 분산, 배터리,
전력 전환 등의 규격 개발

• (Thing-to-Thing Research Group) IoT 에지 컴퓨팅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 및 모델에 따른 기능
정의 등에 대한 표준 개발 중
• (Computing

in the network Research Group) 네트워크 내 컴퓨팅(In-Network
Computing)에 대한 요구사항, 산업 유즈케이스, 전송 프로토콜 이슈, 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 및
에지 데이터 디스커버리 등에 대한 표준 개발을 위한 논의 진행 중

• (Security Guidance) 2009년 클라우드 보안 지침 발표를 시작으로 클라우드 기술, 보안 기술 및
타산업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개발 중
• (Cloud

Controls Matrix) 클라우드 제공자의 전반적인 보안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제어 프레임워크인 CCM(Cloud Control Matrix)와 CCM 준수 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인 CAIQ(Consensus Assessment Initiative Questionnaire)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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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초연결 신산업 육성

개요
•블
 록체인(Blockchain)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해시기반으로 블록을
생성하여 기록·보관함으로서 공인된 제3자 없이도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분산원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블
 록체인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는 2016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관리이사회(TMB)의 결의안에
의거하여 신설된 기술위원회(TC)로, ‘블록체인 기술 및 분산원장기술’ 분야의 표준화를 담당하여,
신규 TC 설립을 호주(SA)가 ISO/TC307의 간사국을 맡음으로 시작되었다.
• I TU-T는 2017년 SG17 산하에 Q.14 블록체인 보안 표준연구과제 신설에 합의하였으며, SG13, SG16과
SG20 등에서 블록체인 표준화가 활발하게 추진 중
•블
 록체인 국제표준화는 초입단계에 있으며, ISO TC307에서는 용어정의, 참조구조, 텍사노미와 온톨
로지가 표준 제정되었으며, 거버넌스,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과 유즈케이스가 개발 중에 있으며,
특히 분산ID 표준은 ISO TC307, ITU-T SG13/SG16/SG17/SG20 및 W3C Verifiable Credentials,
DID WG 표준 그룹에서 각축을 벌이며 표준 개발 중

정보보호
응용 기술
(dApp)

스마트 계약

금융

기록 관리

스마트시티

지식재산 관리

스마트헬스

전자 투표

관리 기술

스마트공장

유통

신원 및 접근 관리

암호

플랫폼 및
연동기술

거버넌스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프라이버시

성능평가

탈중앙
네트워크
분산원장

탈중앙 프로토콜

인터넷

합의 알고리즘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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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응용기술

정보보호

표준
수준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ISO TC307 WG3

선도경쟁공략

ISO TC46
SC11 JWG1

선도경쟁공략

IEEE P2418.5,
Energy Web
Foundation(EWF)

지속/확산공략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90%

90%

TTA PG502,
TTA PG1006,
분산원장기술포럼,
개인정보보호포럼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90%

95%

-

에너지 관련 블록체인 표준*

80%

60%

DLT 기반 신원관리를 위한
신뢰 앵커 개요 표준*

90%

90%

TTA PG502,
TTA PG1006,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ISO TC307 JWG4

차세대공략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표준*

70%

90%

-

ITU-T SG17

지속/확산공략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80%

80%

TTA PG502,
TTA PG1006,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ITU-T SG17,
ISO TC307

추격/협력공략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형검증 표준

90%

95%

TTA PG1006,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사물인터넷융합포럼

ITU-T SG16

선도경쟁공략

분산원장 기술 보안 통제 표준*

100% 100%

TTA PG502,
TTA PG1006,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ITU-T SG17

차세대공략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90% 100%

TTA PG1006,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ISO TC307,
IEEE P2145

차세대공략

-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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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DNA 생태계 신뢰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국제표준 개발
▶ 추진전략 : 추격/협력공략
목표
2021~2022
• 블록체인 표준화 전략 수립

2023~2024



2025~2026

원천기술 선제적 확보 및
• 블록체인

국제표준화 주도



글로벌 리더쉽 확보
• 블록체인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13/SG16/
SG17/SG20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ISO TC46/TC307
JTC1 SC27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ITU-T SG13/SG16/
SG17/SG20 연구반
ISO TC46/TC307 전문위원회


사실표준화 기구





정책 지원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

활동 참여

SKT, KT, 삼성SDS, TCA서비스,
마크애니, 블로코 등 산업체

전략방향
제안



블록체인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순천향대, 세종대, 중앙대,
충남대, 서울외대 등 학계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정보 보급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활동 제안

정책 제시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PG502)
클라우드컴퓨팅(PG1003)
블록체인기반기술(PG1006)



관계 부처

활동 참여

ETRI 등 연구기관

SWOT 분석
• (시장)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더욱 중요해짐
강점 • (기술) DLT 활용한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술 연구 진행 중
• (표준) TTA, DLT표준화포럼, 금융보안표준화 협의회,
개인정보보호 표준포럼 등 표준화 연구 진행

• (시장) 블록체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해외에 비해 적음
• (기술) 선진국에 비해 핵심, 원천 기술의 부족. 장기적인
관점의 기술 개발 및 전략 취약
약점
• (표준) 핵심기술 표준 역량 부족으로 응융기술중심의
표준 개발에 치중

• (시장)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규모 및 투자유치 규모
성장세 예상
• (기술) DLT 기반 해외 송금 시스템 기술 등 서비스 기술
기회
개발이 활발
• (표준) NFT 기술의 출현으로 디지털 상품의 진본성을
검증하여 경매시장에서 거액의 거래 가능

• (시장)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화폐에서 다수의
사고 사례 발생
• (기술) 성능 및 확장성이 대규모 작업을 위한 수준에 미흡
위협
• (표준) 산업중심의 기술개발이 표준화에서 수용하는 속도
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표준화가 후행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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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 분산원장시스템 요구사항, 참조 프레임워크, 정형 검증,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커뮤니티 지원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교환, 동료 심사 시스템, 적합성
시험성적서 검증을 위한 O2O 서비스 등 개발 중
•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다중 분산 ID
서비스를 위한 신원 발급자 정보관리, 크리덴셜 관리, 크리덴셜 위임 등 표준 개발 중

•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2018. 2월 구성되어 토큰 택사노미 프레임워크, 블록체인 기술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상성 조사 표준 개발 중

•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 모델 보안요구사항, 오픈 소스
기반의 분산 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 요구사항 등 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SO TC307 WG3-Smart contracts and their applications) 스마트 계약 개요 (TR 23455)를
발행하였으며, 법적 결속을 갖는 스마트 계약 기술보고서, 규제환경에서 스마트 계약 표준 개발 중
• (ISO

TC307 JWG4-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and IT Security
techniques) 프라이버시 및 PII 보호 개요(TR 23244)를 발행하였으며, 신원 관리를 위한 기존의
분산원장 시스템의 개요(TR23249), 분산원장 기반의 신원관리를 위한 트러스트 앵커 개요 (TR
23644), 스마트 계약의 정보보호 실무와 이슈에 관한 개요(TR 23642) 등 개발 중
• (ISO

TC307 WG5-Governance of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systems)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기술명세서(TS 23635)를 집중하여 개발하여 최종 표준 제정을
위한 준비 중
• (ISO TC307 WG6-Use cases) 한국의 기부서비스 시범사례를 반영한 활용사례 기술보고서(TR
3242)가 발행을 준비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활용사례 연구와 활용사례를 위한 데이터 플로우
모델에 대한 표준 개발중
• (ISO

TC307 SG7-Interoperability of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systems) 블록체인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기술명세서 투표 시행. 이 결과에 따라 WG 7으로
이행 예정
• (ISO

TC307 JWG-Joint with TC 46/SC 11) SC 11에서 개시된 기록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 – 이슈 및 고려사항 기술보고서 공동 작업

Ⅲ.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ISO

TC307 WG1-Foundations) 용어(IS 22739)은 발행완료, 참조구조 (IS 23257)와
텍사노미 및 온톨로지 기술사양서(TS 23258)를 개발 완료하여 발행을 앞두고 있으며, 데이터
플로우 및 텍사노미를 개발과 더불어 후속 과제를 발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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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T

SG13-Future networks (& cloud))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에 있어서 블록체인
시나리오와 능력 요구사항(Y.2342),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 기능 요구사항 (Y.3550) 표준
제정하였으며, 데이터 무결성 증명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요구사항등 개발 진행중
• (ITU-T

SG16-Multimedia) Q22 (2019년 신설 연구과제) DLT 및 e-서비스 수립에서, 기존
탈중앙화 원장시스템의 요구사항 (F.751.0), DLT 평가 기준(F.751.1), 및 분산원장기술 참조
프레임워크(F.751.2)가 제정되었으며, DLT 기반 디지털 증거 서비스등 표준 개발 중
• (ITU-T

SG17-Security) Q14(2017년 9월 신설 연구과제)에서 DLT 보안 개발 중이며,
DLT 기반 용어정의(X.1400), 보안위협(X.1401), 보안 프레임워크(X.1402), 보안 지침
(X.1403), 보안보증(X.1404), 전자지불시스템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X.1405), DLT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의 보안 위협(X.1406) 등의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블로체인
서비스(BaaS) 등 표준 개발 중
• (ITU-T

SG20-IoT and applications, smart cities) 분산원장 플랫폼으로서 사물의 블록체인
프레임워크 (Y.4464),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의 OID (Y.4475), 블록체인 데이터 교환
(Y.4560), 블록체인 데이터 관리 (Y.4561) 등의 표준 제정하였으며, 표준화와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특징, 유즈케이스 등을 표준화 추진

• (W3C Verifiable claims WG) 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 1.0 (2019년 11월) 권고로
개발 완료, 활용사례 및 구현 지침 1.0 노트로 제정 완료(2019년 11월)
• (W3C

DID WG) 분산 식별자 (DIDs) 1.0 (2021년 1월)는 권고로 제정하였으며, 활용사례 및
요구사항과 DID 규격 레지스트리등 2건은 표준 개발 중

• (IEEE

2418-Standard for the Framework of Blockchain Use in Internet of Things)
IoT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프레임워크 표준을 개발 중
• (IEEE 2143.5-Blockchain in Energy)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P2P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표준을
개발 중
그 외 비즈니스, 암호화폐, 지불결제, 유통, 헬스, 거버넌스, 농경 등 25여 종의 표준이 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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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신산업 육성

개요
• 메타버스 콘텐츠 기술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확장현실(XR)’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된 가상공간이 물리적 지속성을 가지고 현실 세계와 융합한 형태의 응용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소 기술들로 정의
• 다양한 관련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총칭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MR/XR(혼합
현실/확장현실), VR(가상현실), 오감미디어콘텐츠, 홀로그래픽콘텐츠, 웹기반콘텐츠플랫폼, 게임,
현실가상융합콘텐츠로 중분류를 설정
• 메타버스 콘텐츠 기술 관련 주요 국제 표준화로는 2007년부터 진행된 ISO/IEC JTC1 SC 29/WG 11
(a.k.a. MPEG)의 MPEG-V 표준 정도가 존재해왔으나 최근 혼합현실(MR)/확장현실(XR) 기술 및
기기들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응용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으로 표준화에 관심이 집중되게 됨
• 전반적으로 표준화는 JTC1, Khronos Group, IEEE 등과 W3C 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2021년 5월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의 신산업전략지원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주요 5개 과제중
메타버스 콘텐츠 선정, 과기정통부와 문제부가 공동 주무부처를 맡는 범부처 메타버스 작업반 구성하여
지원 전략과 과제 발굴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2021년 5월 현대차, 분당서울대병원, 네이버랩스 등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출범하여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기술 동향을 공유, 메타버스 시장의 윤리적/문화적
이슈 검토 및 법제도 정비, 참가기업이 협업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기획 진행

현실세계 센서 데이터 및
센서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현실세계 액추에이터 구동 명령어 및
액추에이터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게임

홀로그래픽 콘텐츠

기능성게임의
성과 측정 및 평가 절차

디지털 홀로그램 정보 표현

웹 기반 콘텐츠 플랫폼

브라우저내
콘텐츠 표현

웹 기반 콘텐츠
데이터 연동

디지털 가상훈련
시스템 평가

Contents Storage

Contents Server

VR/MR/XR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Service Provider

오감미디어 콘텐츠

미디어사물 간 거래 및
고속 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이터 포맷

미디어사물의
자율 협업을 위한 태스크
표현 데이터 포맷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MTP
Latency

MR 서비스
프레임워크

스크린 리더용
멀티 포인트
제스처 표준

3D 가상자산
생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결된
후각 스크리닝
햅틱
이미지
휴먼팩터 데이터
기술
미디어 포맷 구조 및 시험 절차

비디오
휴먼 팩터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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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XR 콘텐츠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기준 표준

90%

중점 표준화 항목

MR/XR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95%

TTA 디지털
콘텐츠 PG,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

IEEE 3079/
3079.2,
JTC1 SC24 WG11

선도경쟁공략

MR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

95% 100%

TTA 디지털
콘텐츠 PG,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

IEEE 3079.2

선도경쟁공략

스크린 리더용 멀티포인트
제스처 표준

90% 100%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

JTC1 SC35 WG9

차세대공략

3D 가상 자산 생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90%

85%

다차원영상기술
표준화포럼

Khronos Group,
JTC1 WG12, SC24

선도경쟁공략

MTP Latency 표준

80%

95%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

IEEE 3079.1

선도경쟁공략

VR

후각 스크리닝 휴먼팩터
데이터 구조 및 시험 절차 표준

오감미디어
콘텐츠

연결된 이미지 미디어 포맷 표준

비디오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표준

홀로그래픽
콘텐츠

95% 100%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
사용자인터페이스포럼

ITU-T
SG16

차세대공략

100% 100%

TTA 디지털
콘텐츠 PG,
다차원영상기술
표준화포럼

JTC1
SC29 WG1

지속/확산공략

90%

90%

TTA 디지털
콘텐츠 PG,
다차원영상기술
표준화포럼

IEC TC110,
JTC1 SC29
WG1,
ISO TC159

차세대공략

IEC
TC110,
JTC1 SC29
WG1

차세대공략

디지털 홀로그램 정보 표현 표준

95%

95%

TTA 디지털
콘텐츠 PG,
다차원영상기술
표준화포럼

브라우저내 콘텐츠 표현 표준

90%

90%

TTA 웹 PG,
웹표준기술
융합포럼

W3C,
Khronos Group

지속/확산공략

웹기반 콘텐츠 데이터 연동 표준

80%

80%

TTA 웹 PG,
웹표준기술
융합포럼

W3C
DID, JSONLD
WG

지속/확산공략

웹 기반
콘텐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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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게임

표준
수준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JTC1 SC35

차세대공략

90%

95%

TTA 디지털
콘텐츠 PG,
다차원영상기술
표준화포럼

디지털 가상훈련 시스템
평가 표준*

80%

95%

TTA 디지털
콘텐츠 PG,
디지털가상화포럼

IEEE 2888

차세대공략

100% 100%

TTA 디지털
콘텐츠 PG,
MPEG뉴미디어포럼,
디지털 가상화포럼

JTC1 SC29 WG07,
IEEE 2888

선도경쟁공략

100% 100%

TTA 디지털
콘텐츠 PG,
MPEG뉴미디어포럼,
디지털 가상화 포럼

JTC1 SC29 WG07,
IEEE 2888

선도경쟁공략

미디어사물 자율협업
데이터포맷 표준

100% 100%

TTA 디지털
콘텐츠 PG,
MPEG뉴미디어포럼,
디지털 가상화 포럼

JTC1 SC29 WG07,
IEEE 2888

차세대공략

현실세계 센서 데이터 및
센서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90% 100%

TTA 디지털
콘텐츠 PG,
디지털 가상화 포럼

JTC1 SC29 WG07,
IEEE 2888

선도경쟁공략

현실세계 액추에이터
구동명령어 및 엑추에이터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90% 100%

TTA 디지털
콘텐츠 PG,
디 지털 가상화 포럼

JTC1 SC29 WG07,
IEEE 2888

선도경쟁공략

미디어사물 컴팩트
데이터포맷 표준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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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게임의 성과 측정 및
평가 절차 표준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표준

현실
가상 융합
콘텐츠

기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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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메타버스 콘텐츠 기술 국제표준 선도를 통한 미래 메타버스 콘텐츠 시장 선점
▶ 추진전략 : 지속/확산공략
목표
2021~2022

2023~2024

• 메타버스 서비스 호환성 확보 및
확산을 위한 표준화 추진



2025~2026

메타버스 연계 융복합 서비스
• 이종

활성화를 위한 표준개발,
국제표준특허 선점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
• 차세대

표준개발, 국제표준특허 선점을
통한 국제 영향력 확산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16
IEC TC110

JTC1 WG12/SC24/SC29/
SC34/SC35/SC41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국제표준대응위원회

ITU-T SG16 연구반
IEC110 전문위원회
JTC1 WG12/SC24/SC29/
SC34/SC35/SC41전문위원회

표준 제안



사실표준화 기구

ICT 표준화포럼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포럼
디지털가상화포럼
사용자인터페이스포럼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
MPEG뉴미디어포럼

국제 협력

활동 참여

삼성전자, LG전자, 조이펀, 플레이키키,
㈜후본, 메타버스얼라이언스 등 산업체


정책 지원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안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정보 보급





건국대, 단국대, 동덕여대,
아주대, 명지대, 경북대 등 학계





활동 제안

정책 제시

지능형 디바이스(PG145)
웹(PG605)
디지털콘텐츠(PG610)



관계 부처

활동 참여

ETRI, KETI, KERIS,
KRISS 등 연구기관

SWOT 분석
• (시장) 가상현실 디바이스 핵심요소 글로벌 경쟁력 보유
및 ICT/5G 환경 세계 최고 수준 인프라
• (기술) 방송/휴대폰/모바일 응용 기술 및 게임 기획/
강점
서비스 기술 우수
• (표준) JTC1 SC 24, 29, 35 등 공적 국제표준 적극
참여, IEEE 2888, 3079 등 사실 국제표준 국내 주도

• (시장) 플랫폼 부재에 따른 시장 취약성 및 VR/XR 단말
시장 미성숙
• (기술) 자율협업디바이스에 대한 기반 기술 개발 미흡
약점
• (표준) 원천 IPR 미흡 및 일부 사실 표준들의 경쟁 표준
존재

• (시장) 언택트 메타버스 콘텐츠 응용 시장 확산
• (기술) 선진국 중심의 VR 콘텐츠 확산
기회
• (표준) IEEE 2888, 3079, JTC1 SC 29, SC35 등
관련 표준화 추진 중

• (시장) 고품질 콘텐츠의 부족, 시각적 피로감,
제품/콘텐츠 인증 체계 부족
• (기술) HMD 의존적 플랫폼 확장 미비
• (표준) 핵심 기술 보유국들의 표준화 참여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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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 혼합현실 환경에서 공간 모델링, 개인 얼굴인식, 동작인식 등을
위한 표준화 및 3차원 상거래 개발을 위한 glTF2.0 과 Vulkan1.1 에 대한 표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연동을 위한 표준 등을 개발 예정
•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 증강현실 현실캐릭터 표현을 위한 참조모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표준화 진행 예정

• (MPEG뉴미디어포럼)

JTC1 SC29 산하에서 진행되는 미디어사물간 거래를 위한 API 표준,
미디어사물간 고속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이터 포맷 표준 등의 부합화 표준 제정 진행 예정

• (웹표준기술융합포럼) 탈중앙 소셜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기술동향을 소개하고, DID 등에 대한 주요
포럼 표준 제정 진행 예정

•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

동작인식 센서의 사용자 제스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기술 표준 진행 중이며, 홀로그래피 기술 등과 같은 분야의 신규 표준 발굴 예정

다차원영상기술
표준화포럼

•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포럼)

기능성게임의 인증 표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평가무결성요구사항표준’과
크로노스그룹의 3D 커머스 관련 표준의 포럼 표준 제정 진행 예정

디지털가상화포럼

• (디지털가상화포럼) ‘디지털 가상 훈련 시스템 평가 표준’ 표준화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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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형혼합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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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JTC1

SC24 WG6-Augmented reality continuum presentation and interchange)
Khronos group의 glTF표준을 ISO 국제표준으로 개발 중
• (JTC1 SC24 WG9-Augmented reality continuum concepts and reference model) MAR
관련 표준안 개발
• (JTC1

SC29 WG1-Coding of digital representations of images) JPEG Linked Media
Format이 System subgroup에 part7 으로 추가 되어서 표준 진행 중이며, JPEG System
subgroup에서 Snack이라는 것도 새롭게 추가 될 예정
• (JTC1 SC29 WG7-MPEG 3D Graphics Coding) 오감정보 및 콘텍스트 표현 기술(햅틱/후각
포함)관련, MPEG-V(ISO/IEC 23005) 제4차 개정판이 2019년 말 IS 완료되었으며, VR 및
360도 VR 콘텐츠에 적합한 오감정보 표현 방법에 대한 표준이 추가된 5차 개정판이 시작될
예정. 아울러 exploration 단계로 MPEG-haptic에 대한 표준화가 2020년부터 시작된 상황임.
미디어사물인터넷 기술은 MPEG-IoMT (Internet of Media Things) (ISO/IEC 23093) 2019년
말 IS 완료 및 승인. 2차 개정판을 시작하여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및 데이터포맷, 고속
이진 데이터 포맷, 스마트 콘트랙트를 위한 데이터포맷을 추가 진행 중
• (JTC1

SC35 WG9-Natural user interfaces and interactions)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서
시스템 제어 및 가상/현실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제스처 인터페이스 시리즈 표준이 개발 중

• (TC

110 WG6-3D Display Devices) 3D 디스플레이 전반에 대한 용어 정의에 대한 문서
(홀로그래피 포함)가 배포되었고,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 대한 특성에 대한 문서가 배포되었고,
광학적 특성 및 무안경식 디스플레이에서의 영상 품질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진행 중
• (TC 110 WG12-Eyewear display) 안경형태의 디스플레이에서 광학 소자나 VR 및 AR 타입의
영상 품질에 대한 표준이 아이템으로 도출되는 중

• (WebVR CG) JTC1 SC24 와 함께 WebVR 표준안 개발
• (Webize Everything CG) JTC1 SC24와 함께 Webizing MAR 표준안 개발

• (3079.1 Motion to Photon (MTP) Latency in Virtual Environments) 사용자의 헤드 모션에
따른 가상현실 영상 콘텐츠의 해당 화면을 제시하기까지의 지연시간을 측정하고 사용자 휴먼팩터
관점의 기준 개발을 목적으로 VR 기기와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MTP Latency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사용자의 멀미 정도 측정방법 표준화를 진행 중
• (3079.2

Mixed Reality Standard Framework for Motion Learning) 동작인식 기반의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모션러닝을 위한 혼합현실 표준 프레임워크’ 표준화 진행 중
• (2888

Interfacing Cyber and Physical World) 가상세계와 물리세계의 융합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이 목표로 센서, 구동기 등의 가상화와 입력/출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물리세계를 가상세계에 표현하고, 가상세계의 입력을 통하여 물리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 포맷, API 등의 표준 개발 진행
•재난 대응 가상 훈련 시스템 표준 및 성능 척도 표준 개발 예정
• (Open XR) VR 및 AR 응용 개발에 필요한 표준 디바이스 인테페이스 및 응용 인터페이스 표준.
잠정표준안 공개
• (glTF)

JSON에 기반하여, 바이너리 형식 등을 사용하여 3D 애셋을 교환하기 위한 표준으로,
웹에서 실감 콘텐츠 등을 압축 및 스트리밍 할 수 있는 포맷 표준
• (3D

Commerce) 3차원 가상현실에서의 상거래를 위한 3차원 상품 메타데이터, 콘텐츠 저작
가이드라인 등 표준 진행 중

PART 3.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지능형 디바이스-지능형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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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신산업 육성

개요
• 지능형 로봇은 시각·청각 등 감각 센서를 통해 외부 정보를 입력받아 스스로 판단해 적절한 행동을
하는 로봇으로, 교육·의료·실버·국방·건설·해양·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로봇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해 지능화된 서비스를 창출하는 로봇의 개념임. 인공지능과 고도의 센서가 두뇌역할을 하는 로봇
(일반적으로 시각, 촉각, 청각 등으로 자기 판단과 그에 대응하는 작동 가능)기술로 구성되어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 일의 효율성과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지능형 로봇은 모든 행동이 인간에 초점을
맞춤. 따라서 지능형 로봇의 핵심기술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의 정확성, 속응성, 내구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는 기술보다는 로봇지능, 호환성, 안전 및 성능과 연관된 기술임
• 관련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로는 ISO, ITU-T, IEEE 등을 꼽을 수 있으며,
- ISO는 2016년 기존의 ISO TC184 SC2(Robot and Robotic Devices)를 TC299로 승격시켜, 로봇에 관한
여러 표준을 개발 중
- ISO TC299 WG1에서는 로봇의 용어, 특성, 분류 표준화, WG2에서는 개인지원로봇 안전 표준화, WG3에서는
산업용 로봇 안전 표준화, WG4에서는 서비스 로봇 성능평가 등의 표준화, WG6에서는 서비스 로봇용 모듈의
정보모델 표준화 진행 중이며, JWG5에서는 IEC와 협력하여 의료로봇 안전 표준화 진행 중
- ITU-T SG13에서는 2020년부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로보틱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운용 및 로봇지능 배포를
위한 기능 요구사항 관련 표준이 개발 중
- IEEE에서는 RAS에서 2015년 표준 공간데이터 2D모델 제정을 시작으로 3D 실내외 로봇주행지도 모델 개발을
진행 중이고, SA에서는 P7001~P7010의 로봇 윤리와 관련된 표준을 2016년부터 시작함

협동 로봇

반송용 로봇
조립/용접용 로봇
안내로봇

소셜로봇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맵데이터 표현 표준
협동을 위한 조작지능 표준

물류/이송로봇
의료/재활로봇

교육용로봇

로봇 정보
모델 표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주행안전 평가 표준
위한 성호운용성 표준

실버케어로봇
국방로봇

사회안전로봇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건설로봇
농축산로봇

전문서비스용 로봇

가사도우미로봇

개인서비스용 로봇

청소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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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기술
수준

표준
수준

90%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90%

TTA PG413,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IEEE RAS

차세대공략

ITU-T SG13,
JTC1 SC42,
ISO TC299

선도경쟁공략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80%

95%

TTA PG1003,
TTA PG1005,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로봇 정보 모델 표준*

80%

90%

TTA PG413,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ISO TC299

선도경쟁공략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90%

90%

TTA PG413,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ISO TC299

차세대공략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80%

90%

TTA PG413,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ISO TC299

선도경쟁공략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80%

90%

TTA PG413,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ISO TC299

차세대공략

지능인프라

로봇지능

* Ver.2022 신규항목

PART 3.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155

표준화 목표
지능형 로봇 국제표준 선점으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
▶ 추진전략 : 차세대공략
목표
2021~2022

2023~2024

• 지능형 로봇 표준화 전략 수립
• 지능형 로봇 표준후보 원천기술
선제적 확보



2025~2026

•타
 산업 연계 융복합 지능형 로봇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표준개발,
국제표준특허 선점



지능형 로봇 국제경쟁력
• 차세대

강화를 위한 표준개발,
국제표준특허 선점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13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ISO TC299
JTC1 SC42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ITU-T SG13 연구반
ISO TC299 전문위원회
JTC1 SC42 전문위원회


사실표준화 기구

LG전자, 클로봇,
네이버 등 산업체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

활동 참여

전략방향
제안



지능형 로봇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경희대, 세종대, 충북대,
강원대, KAIST 등 학계

스마트로봇표준포럼

정보 보급

정책 지원

활동 참여

ETRI, KAR, KETI,
KITECH 등 연구기관

SWOT 분석
• (시장) 실질적인 1가구 1로봇 시대 도래 및 자동차/
IT/전기전자부품 등 연관 산업 발달
• (기술) IT 기술의 고도화, 융합화, 스마트화 등 핵심
강점
연구인력 및 역량의 잠재적 경쟁력
• (표준) 국내 표준화 전문가의 국제표준기구 및 단체
표준화 활동에 조기 참여 및 대응

• (시장) 좁은 내수, 높은 수출의존율, 로봇산업은 약 90%가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 (기술) 기초 원천 기술이 약하고 중소기업위주로 자본력
약점
취약 및 단기투자성향
• (표준) 산업계의 표준화 기반 기술 및 전문 인력 확보 미흡

• (시장) 라이프케어 수요가 증가하고 감염성 질병
(COVID-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요구 확대
기회 • (기술) 로봇, IT 융합 기술의 진화
• (표준) 표준초기단계로 선도 기회

• (시장) 중국의 빠른 추격 및 타 연관 산업의 기업진출
• (기술) 선진국의 로봇연관 산업의 집중 투자 및 후발국가의
국가적 지원 확대
위협
• (표준) 일본, 미국, 유럽의 로봇 안전 인증 주도 및 활발한
표준화 활동으로 영향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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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

활동 제안

정책 제시

지능형 로봇(PG413)
클라우드컴퓨팅(PG1003)
인공지능기반기술(PG1005)



관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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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지능형 로봇 PG(PG413)) S/W 프레임워크, 모듈화, 안전성 기술, 인간-로봇 상호작용, 응용
서비스 분야에 대한 130종의 단체표준 개발(개정11건, 폐지30건 포함)하였고, 6종의 신규 표준
진행 중
•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보 서비스의 성능 평가 항목 및 절차를
개발한 표준 진행 중

• (스마트로봇표준포럼)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화 표준의 후속 표준인 서비스 로봇을 위한 공통정보
모델 및 서비스 로봇을 위한 소프트웨어 모듈의 정보모델 표준안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이 참여한 ISO 22166-1, Modularity for service robots Part1: General
requirement KS표준 심의를 완료하여 부합화 표준으로 제정 예정이며, 다양한 서비스로봇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 시험방법 등 로봇 전반에 걸쳐 68종의 국가표준을 제정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T

SG13 WP2 Q17-Future Networks: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for Computing
including Cloud Computing and Data Handling)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로보틱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운용 및 로봇지능 배포를 위한 기능 요구사항 관련 표준 진행 중

• (ISO

TC110 SC2-Safety of powered industrial trucks) 수동의 핸드카트부터 트레일러,
산업용 트럭까지 다양한 산업용 운반체를 다룸. AGV, AMR을 포함하는 무인 운반체에 대한
표준 진행 중
• (ISO

TC299 WG3-Industrial safety) ISO 10218-1, 2 개정안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및 요구
조건 변화 등에 ISO 15066 안전요구사항 반영 등을 포함한 표준 개정 논의 중
• (ISO

TC299 WG4-Service robots) 머니퓰레이터를 갖는 서비스 로봇의 성능평가 방법
(ISO 18646-3) 표준 개발
• (ISO

TC299 WG6-Modularity for service robots) 개발된 서비스 로봇용 모듈의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모듈이 제공해야 할 정보를 계층적 관점에서 제시한 정보모델 표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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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I/RIA

R15.08-Industrial Mobile Robots) 이동로봇에 머니퓰레이터가 부착된 산업용
이동로봇의 안전 요구사항을 2020년도에 표준 개발 완료

• (IEEE

RAS P2751-3D Map Data Representation for Robotics and Automation) 로봇 작업에
필요한 표준 공간데이터 모델 개발. 2차원 실내외 공간지도 표준은 2015년도에 완료되었고,
3차원 실내외 공간지도 표준 진행 중
• (IEEE

SA P7001-Transparency of Autonomous Systems) 자율시스템의 투명성 관련 표준이
2020년 6월 말 P7001 1차 드래프트를 작성하여 IEEE SA의 리뷰 프로세스 진행 중
• (IEEE

SA P7009-Standard for Fail-Safe Design of Autonomous and Semi- Autonomous
Systems) 자율 및 반자동 시스템의 오류방지설계 관련 표준이 2021년 12월까지 드래프트 작성
완료 목표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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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디바이스-지능형 반도체

초연결 신산업 육성

개요
•지
 능형 반도체 기술은 인식·추론·학습·판단 등 인공지능 서비스에 최적화(지능화, 저전력화, 안정화)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반도체가 융합된 반도체 기술로서, 개인형 인공지능 디바이스, 자율이동체, 지능형
헬스케어, 빅데이터 처리, 차세대 통신 서비스, 스마트시티, 증강현실, 인간형 지능로봇, 신약개발, 에너지
등 사회, 경제, 국방 등 전 분야에 응용되는 지능형 반도체들을 포괄하는 기술
•지
 능형 반도체 기술에 대한 표준화는 ISO, IEC, JEDEC에서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시스템 반도체
표준을 기반으로 지능화/고도화 작업이 추진 중이며, JTC1 SC42에서 신규 과제 추진 예상
- ISO TC22에서 2018년 ISO 26262의 자동차 안전성 표준에서 반도체가 포함된 표준화 개정이 이루어졌고,
보안관련 표준화가 추진될 예정
- 지능형 프로세서 분야에선 JEDEC에서 2013년부터 고대역 메모리 표준화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HBM3
표준이 제정되고 PIM(Processing In Memory)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추진 중
- 지능형 소자 분야에선 IEC TC47에서 뉴로모픽 소자의 패키징과 신뢰성 표준화가 추진될 예정이며, 그 소재는
IEC TC113에서 모색 중이고 SW관련 표준화는 JTC1 SC42에서 가능성을 검토 중

•전
 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표준화는 중기 단계에 있지만, 인공지능기기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뉴로모픽 소자 및 차세대 지능화 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스파이킹 신경망 인터페이스 표준화는 아직
초기 단계임

지능형 소자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맞춤형

혁신신약

헬스케어

지능화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프로세서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전성 고도화 설계 표준

저전력화

안정화

IoT디바이스
지능형 로봇
스마트시티

드론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자율주행차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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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80%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중점 표준화 항목

지능형
프로세서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80%

TTA PG417,
인공지능
반도체포럼

JTC1 SC42

차세대공략

90%

85%

TTA PG417,
인공지능
반도체포럼

ISO TC22 SC32,
JTC1 SC42,
JEDEC JC42

선도경쟁공략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90%

80%

TTA PG417,
인공지능
반도체포럼

JTC1 SC42,
JEDEC JC14,
ISO TC22 SC32

지속/확산공략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80%

90%

TTA PG417,
대한전자공학회
표준위원회

IEC TC47/TC113,
JTC1 SC42

차세대공략

지능형 소자

표준화 목표
지능형 반도체 국제표준화 선점을 통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
▶ 추진전략 : 차세대공략
목표
2021~2022
• 지능형 반도체 표준화 전략 수립
• 지능형 반도체 표준후보 원천기술
선제적 확보

2023~2024



•타
 산업 연계 융복합 지능형
반도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표준개발, 국제표준특허 선점

2025~2026



지능형 반도체 국제경쟁력
• 차세대

강화를 위한 표준개발,
국제표준특허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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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SO TC22 SC32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ISO TC22 SC32 전문위원회
IEC TC47/TC113 전문위원회
JTC1 SC42 전문위원회


사실표준화 기구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

활동 참여

SK Hynix, 삼성전자 등 산업체

전략방향
제안



지능형 반도체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가천대, KAIST 등 학계

인공지능반도체포럼

정보 보급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활동 제안


정책 지원

IEC TC47/TC113
JTC1 SC42

정책 제시

지능형 반도체(PG417)



관계 부처

활동 참여

ETRI 등 연구기관

SWOT 분석
• (시장) DRAM 시장을 세계 최선두에서 이끌고 있어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막대함
• (기술) DRAM 기술이 세계 최선두에 있으며 이에 따른
강점
지능형 반도체 공정기술은 확보되어 있음
• (표준) 반도체 표준에서도 메모리 부분은 세계를 선도
하고 있음

• (시장) 지능형 반도체의 근간을 이루는 SoC 시장에의
영향력은 매우 약함
• (기술) SoC 및 지능형 반도체의 설계 및 소자 기술에서
약점
취약
• (표준) 지능형 반도체 표준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 못함

• (시장) IoT, 자율주행차, 지능형 반도체 등의 시장이
확대일로에 있음
• (기술) 지능형 반도체의 기반 기술인 SW 및 시스템
기회
기술의 플랫폼화에 따른 기술 개발 확대일로에 있음
• (표준) 반도체IP 표준, JEDEC표준의 기 제정된 표준을
기반으로 지능형 반도체 관련 국제표준화 시작

• (시장) SoC 시장의 점유율이 외국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음
• (기술) 지능형 반도체 원천기술인 설계기술은 국내 기술이
위협
미흡
• (표준) Intel, 인피니트 등 지능형 반도체 선도업체의
사실표준화(IEEE 등) 기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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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지능형 반도체 PG(PG417)) 스파이킹 신경망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표준과 거대 인공신경망
구현을 위한 다중 칩 기반의 인공지능 프로세서 구조 및 인터페이스 기술보고서를 제정하였으며,
스파이킹 신경망 하드웨어 인코딩 기술 표준 진행 예정
• (TTA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PG(PG604)) 검증용 데이터 밸런스 기반의 AI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
방법 표준 제정
• (TTA CPS PG(PG609)) CPS 사고 분석 모델 기반의 안전‧신뢰성 확보 표준 제정

인공지능반도체포럼

• (인공지능반도체포럼)

지능형 반도체 표준화를 위한 산‧학‧연 전문가를 구성하여 뉴로모픽
표준화를 위한 인터페이스 및 코어 기술에 대한 논의 및 향후 방향을 위한 논의 중

• (국가기술표준원) COSD 기관인 대한전자공학회 표준화위원회를 통해 2020년 나노물질의 접촉과
코팅 비저항 측정법 표준의 표준 부합화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SO TC22 SC32 WG8-Functional Safety) ISO 26262 기능안전과 다른 오작동, 고장, 결함이
아닌 의도된 설계 자체가 안전을 확보하기에 불충분·부적절한 경우에 대한 기능안전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자율 주행 차량을 위한 사이버 보안 강화 표준이 제정될 예정

• (IEC TC113 WG8-Graphene related materials/Carbon nanotube materials) 그래핀과 같은
최신 2차원 나노물질을 이용한 멤리스터 등 뉴로모픽 소자의 측정법 표준화 진행 예정

• (JTC1

SC42-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관련 표준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지능형 반도체
관련 WG신설을 목표로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 인터페이스 및 관련 표준화 진행 예정

• (JEDEC JC14 SC14.1-Reliability Test Methods for Packaged Devices) 기계적 충격, 전력,
및 온도 변화에 대한 제품 테스트 표준화 진행
• (JEDEC JC14 SC14.3-Silicon Devices Reliability) 고체 소자 평가 표준 진행
• (JEDEC

JC14 SC14.4-Quality Processes and Methods) 반도체 품질 측정 및 개선 방법
표준 진행
• (JEDEC

JC42 TG423B3-High Bandwidth Memory) NVIDIA, AMD, Micron, Intel,
Samsung, SK Hynix, Cadence가 참여하여 고대역폭 메모리 인터페이스 HBM3를 제정
• (JEDEC JC42 TG42_7-Processing Memory) 2019년 12월 Western Digital과 UPMEM의
제안으로 New PG로 채택되었으며, PIM Interface 표준화 진행 중

Ⅲ.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IEC

TC47-Semiconductor devices) 뉴로모픽 소자의 패키징과 신뢰성을 다루고 있으며,
뉴로모픽 소자의 상용화를 위해 핵심적인 소자의 신뢰성 표준화를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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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SOC 디지털화 Part.1

개요
•스
 마트시티 기술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정의(스마트도시법, 2020.6.09. 개정)
• 준비를

바탕으로 신규 그룹 신설 등 2016년부터 본격적인 표준화를 추진 중
- ITU-T는 2013년부터 스마트시티 도메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FG-SSC를 구성하여 사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 말 ITU-T SG20을 신설하고, FG-SSC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표준화를 추진 중
- IEC는 SEG1을 구성하여 사전 연구를 진행 후 스마트시티 시스템 위원회(Systems Committee)를 설립
- JTC1은 SG1을 구성하여 사전 연구를 진행 후 WG11을 설립
- ISO는 기존의 TC268의 표준화 영역을 공동체에서 도시로 확대하여 표준화를 추진

•전
 반적으로 표준화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ITU-T와 ISO는 개발된 성능평가지표 관련 표준을 실제
도시에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
•또
 한, IEC, ISO, ITU는 2019년부터 J-SCTF(IEC-ISO-ITU Joint Smart Cities Task Force)를 구성하여
표준화 협력을 진행 중

스
서비

폼
플랫
라
인프

기술

기술

기술

※ 출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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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인프라
기술

플랫폼
기술

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

90%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국제

80%

TTA PG1001,
TTA PG903,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ITU-T SG20

추격/협력공략

80%

80%

TTA PG1104,
5G포럼

3GPP RAN/SA/CT

차세대공략

스마트가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상호운용성 참조모델 표준

90%

90%

TTA PG1001,
에너지데이터
프로슈머포럼

JTC1 SC25,
IEEE PLCSC

차세대공략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

100% 95%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ITU-T SG20

차세대공략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

90%

90%

TTA PG1001,
국가기술표준원

ETSI ISG CIM,
지속/확산공략
oneM2M WG2(SDS)
oneM2M WG1(RDM),
TM Forum,
선도경쟁공략
ITU-T SG20,
ISO TC268
oneM2M WG3(TDE),
ITU-T SG20,
추격/협력공략
ETSI ISG CIM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표준

90%

90%

TTA PG1001,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국가기술표준원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시험 표준

85%

85%

TTA PG1001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 표준*

95%

90%

100% 100%

TTA PG409

OGC CityGML/
IndoorGML/
WFS SWG,
ISO TC211

선도경쟁공략

-

JTC1 WG11

차세대공략

탄소중립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비 자원 효율 측정 및 평가 표준*

90%

90%

TTA PG424

ITU-T SG5,
JTC1 SC39

선도경쟁공략

주택 전력 에너지 사용량(AMI)
빅데이터 및 정보 모델 표준*

85%

85%

TTA PG1001,
TTA PG1004.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

ITU-T SG20,
IEC TC13/TC57

차세대공략

스마트시티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표준*

90%

90%

TTA PG502,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JTC1 SC27

지속/확산공략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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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전략목표

국내

3차원 도시공간객체 모델 및
공유 인터페이스 표준

서비스
기술

대응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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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도시문제 해결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표준 기반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
▶ 추진전략 : 선도경쟁공략
목표
2021~2022

2023~2024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와 연계한 기술표준 개발
• 국제표준화 기반 마련



2025~2026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 스마트시티

관련 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
• 국제표준화




트윈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 디지털

서비스의 국제표준화 추진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
• 표준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5/SG17/SG20
ISO TC211/TC268
IEC TC13/TC57/
PC118/SyC SC
JTC1 WG11/
SC25/SC27/SC39
ETSI ISG CIM/
SmartM2M

사실표준화 기구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표준 제안



공간정보(PG409) 스마트 에너지/환경(PG424)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PG502)
특수통신(PG9603)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PG1001)
사물인터넷 네트워킹(PG1002)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PG1104)
ITU-T SG5/SG17/SG20 연구반
JTC1 WG11/SC25/SC27/SC39 전문위원회
ISO TC211/TC268 전문위원회

ICT 표준화포럼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에너지데이터프로슈머포럼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5G포럼

국제 협력


정책 지원



LH 등 산업체



활동 참여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안



스마트시티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정보 보급





부산대, 세종대, 연세대 등 학계

정책 제시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활동 제안

관계 부처

활동 참여

KAIA, ETRI, KETI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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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시장) 140여개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확산
추진 중
• (기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5대 연계 서비스 기술
강점
확보
• (표준) ITU-T SG20의 스마트시티 관련 표준화 그룹의
의장단 확보 및 J-SCTF 활동 참여 중

• (시장) 표준에 기반을 두지 않은 구축에 의해 추후 상호
운용성 문제 발생 가능
• (기술) 각 영역별 플랫폼을 통합하는 상위 플랫폼 개념의
약점
통합플랫폼 형태의 기술
• (표준) 체계적인 국내 표준 제정 미흡

• (시장) 개발도상국 등의 스마트시티 구현 의지 높음
• (기술) 도시 내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의 연계를 위한
기회 솔루션 미비
• (표준) ITU-T SG20, IEC TC268 등의 국제표준화 초기
단계 및 J-SCTF를 통해 표준화 협력 추진 중

• (시장) Microsoft, IBM 등의 대표적인 솔루션 존재
• (기술)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술 기반의 솔루션 존재
• (표준) 국제표준화 활동에 국내 전문가 참여 미흡

위협

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소방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 시스템 표준을 개발 중이며,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의 결과물과
연계한 표준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
• (TTA 공간정보 PG(PG409)) 3차원 도시공간객체의 구축 및 활용과 관련된 국제표준화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관련 국내 기관들과 함께 도시공간객체 프로파일링 표준을 개발 중

•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고도화 및 연계서비스 개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된 기존 포럼 표준 개정 및 신규 포럼 표준 개발 중

(5G 포럼)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

• (국가기술표준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을 위한 요구사항 및 종합적 판단지표의
국가표준 제정이 완료되었으며, 세부 설비별 효율 측정 지표의 국가 표준화가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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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A 스마트에너지/환경 PG(PG424)) 데이터센터 운용 관련하여 그린데이터센터 운영 및 구축지침
표준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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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T

SG20 Q1-Interoperability and interworking of IoT and SC&C applications
and services) 도시 인프라를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Y.infra), 통합 센싱 및 관리 시스템
프레임워크(Y.isms) 및 통합 센싱 및 관리 시스템을 위한 메타 데이터 모델(Y.nmm-isms) 표준
개발 중
• (ITU-T

SG20 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architectural frameworks across
verticals enhanced by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요구사항 표준(Y.scdt-reqts)을 개발 중이며, 스마트시티 실시간 이벤트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의 개발을 추진할 예정

• (ISO

TC268 SC1-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스마트시티 내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
공유와 교환에 대한 가이드라인(ISO 37156)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스마트 운송(ISO 37167)
등의 표준을 개발 중

• (IEC

SyC WG3-Reference Architecture) 스마트시티 참조구조 표준 및 방법론 기술규격을
개발 중

• (ETSI

TC SmartM2M) 스마트 가전기기를 위한 SAREF 온톨로지를 개발한 이후 이를 에너지,
농업,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로 확장 중
• (ETSI ISG CIM) 도시 데이터를 수집하여 컨텍스트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 관계성을 Linked
Data로 표현할 수 있는 NGSI-LD API 대응 테스트 케이스의 개발 및 검증을 완료하고 후속
API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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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디지털화 Part.1

개요
• 스마트공장은 제조의 모든 단계가 자동화·지능화되어 소비자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제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능적이고 유연한 공장으로 정의
• 관련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로는 IEC, ISO, ITU-T, ISA 등을 꼽을 수 있으며,
- IEC는 TC65에서 스마트공장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표준을 추진 중이며,
2014년 SMB SG8(인더스트리 4.0-스마트 제조) 결성을 시작으로 2017년 SyC SM이 신설되어 스마트 제조
표준맵 표준을 개발 중
- ISO는 TC184는 산업자동화 및 통합을 다루고 있으며 제조공정 데이터 모델, 시스템 연동 등에 대한 산업데이터
표준 개발을 추진 중
- JWG5는 ISO TC184와 IEC TC65가 공동으로 설립한 그룹으로 2013년부터 IEC 62264 시리즈로 생산관리 및
제조 운영에 대한 표준 개발을 추진 중
- ITU-T의 SG11/SG13/SG16에서는 스마트공장을 포함하는 다양한 산업을 위한 엣지 컴퓨팅관련 표준을
추진 중
- ISA에서 제어시스템간의 자동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여 폭 넓게 사용 중

• 전반적으로 ICT기반의 공장 운영을 위한 표준화는 중기 단계에 있지만, 스마트공장을 구축, 지능제어
하기 위한 표준화는 아직 초기 단계임

•AR/VR 기반 작업자 원격 협업 및 상호작용 지원 기술 표준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
•스마트공장 KPI 분석 표준
•AI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

고유 기술 업무

기업 운영 및 관리

(

연
동

(

수
직
적
통
합

보안
• 사설 5G기반 스마트공장 보안 기술 표준

플
랫
폼

•Smart APS 시스템 표준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스마트공장을 위한 On-Site 엣지 표준
•스마트제조 유연생산 지원 무공장 제조 플랫폼 참조 모델 표준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 3D 프린팅 파일 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3D 프린팅
공장 생산 라인

•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연동(수평적 통합)

생산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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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Smart APS 시스템 표준

80%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중점 표준화 항목

플랫폼

연동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70%

TTA PG609,
KOIIA

ISA 95,
ITU-T SG20

전략적수용

85%

95%

TTA PG609

JTC1 SC29,
IEC SyC SM

지속/확산공략

스마트공장을 위한 On-Site 엣지 표준

90%

85%

TTA PG609,
KOSMIA,
5G SFA, MEC포럼

ETSI MEC,
3GPP SA2/SA6,
ITU-T SG11

지속/확산공략

스마트제조 유연생산 지원 무공장
제조 플랫폼 참조 모델 표준

95%

90%

TTA PG609

NIST, ISA 95,
ASME MBE SC

차세대공략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90%

85%

TTA PG609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90%

85%

TTA PG609

ISO TC207,
ASTM E60.13

선도경쟁공략

85%

TTA PG415,
TTA PG609,
TTA PG610

Khronos Group
OpenXR,
JTC1 SC24,
IEC SyC SM

선도경쟁공략

3GPP SA1/RAN1,
ISO TC299

지속/확산공략

AR/VR 기반 작업자 원격 협업 및
상호작용 지원 기술 표준

85%

ITU-T SG11, ISA 95 지속/확산공략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

90%

90%

TTA PG1104,
TTA PG609,
5G포럼,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5G기반
스마트공장 표준 포럼

스마트공장 KPI 분석 표준*

80%

80%

TTA PG609, KOIIA

ISO TC154/TC176/
TC286

차세대공략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

80%

80%

TTA PG1005

ITU-T SG16

선도경쟁공략

3D프린팅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85%

90%

TTA PG610,
3D프린팅
창의융합표준화포럼

JTC1 WG12, ISO
TC261, OMA CD

지속/확산공략

보안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기술 표준*

80%

80%

TTA PG503,
TTA PG504,
5G보안포럼

ITU-T SG17,
3GPP SA3

지속/확산공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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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스마트공장 보급 가속화 및 제조기술 고도화를 위한
핵심 표준을 개발하여 글로벌 주도권 확보
▶ 추진전략 : 지속/확산공략
목표
2023~2024

2021~2022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ICT융합 기반 스마트공장
표준 개발



2025~2026

선도적으로
• 국내에서

주도할 수 있는 분야의 글로벌
사실표준 확보



융합을 통한 미래형
• 他산업과

스마트공장 글로벌 리더쉽 확보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11/SG16/
SG17/SG20
ISO TC184/TC207/
TC261/TC286/TC299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CPS(PG609)
디지털콘텐츠(PG610)
인공지능기반기술(PG1005)
5G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PG1104)

IEC TC65/SyC SM
JTC1 WG12/
SC24/SC29

사실표준화 기구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ITU-T SG11/SG16/SG17/SG20 연구반
ISO TC184/TC207/TC261/
TC286/TC299 전문위원회
IEC TC65 전문위원회
스마트공장 표준자문기술위원회





활동 참여

POSCO, EricssonLG, SK C&C,
VMS솔루션스, KT, SKT 등 산업체


정책 지원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안



스마트공장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성균관대, KAIST, POSTECH,
전남대, 경희대, 세종대 등 학계

정보 보급





활동 제안

지능형제조융합연구협동조합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스마트제조표준화포럼

정책 제시

활동 참여

ETRI, KITECH, KIMM, TTA,
KISTI, RIST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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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시장)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확보 노력 및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정부의 의지
• (기술) 5G를 활용한 통신 및 운영시스템 기술의 글로벌
강점
선도
• (표준) 국내에서 선도하는 ICT표준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 표준화 추진 가능

• (시장)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수준이 낮음
• (기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큰 기술 격차와 핵심 플랫폼
기술의 해외 의존
약점
• (표준) 단기성 사업으로 인한 장기적 표준화 진행 미흡과
사실표준화를 통한 해외 선진기업의 시장 장악

• (시장) 비대면, 언택트 경제 활성화로 인한 스마트공장
요구 증대
• (기술) IC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5G, AI 등을 스마트
기회
공장에 손쉽게 적용 가능
• (표준) 국내에서 선도하는 ICT기술의 공장 적용으로
인해 국제 표준화 기회 확대

• (시장)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에 따른 대응 미흡
• (기술) 중국과의 공급기술 수준 격차 감소
• (표준) 선진국 및 다국적 기업의 표준 선점 심화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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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로봇 PG(PG413)) 이동형 로봇의 대인 충돌 안전성 평가 방법 표준이 제정되었고
스마트공장 내 로봇 서비스 분야에 응용 예상
•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 지능형 디바이스 및 응용 기술 분야 표준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네트워크 등 개발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사설 5G에서의 URLLC 융합서비스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개발 중
• (TTA

메타데이터 PG(PG606)) 모바일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상에서 증강현실 콘텐츠 가시화 및
공유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를 제안하고 실제 활용 예시로서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제시
• (TTA CPS PG(PG609)) 실-가상 공장 연동, 실-가상 공장의 테스트 베드, ICT 기반 공장 지능화,
제조 융합 전개 모델, 스마트공장 에지 시스템을 위한 참조 아키텍처, 초저지연 사이버-물리 시스템
아키텍처 표준 정의, 조선 분야에서의 APS 표준 등을 개발 중
•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 3D 프린팅 파일포맷, 슬라이스 포맷, 스캐닝 포맷, 출력 서비스
표준 등을 개발하였으며, 산업 프린팅 요구사항 표준 추진 예상
•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분야에 대한 용어, 모델 표준
정의
•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 5G의 스마트공장 지원을 위한 표준 및 보급
확산 진행 중

• (국가기술표준원) 산·학·연의 스마트공장 개념 정립과 산업계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KS 국가표준을
개발 중이며, ISO TC261 표준 일부에 대해 국내표준 부합화 작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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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통해 중소 중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민간 부문의 역할을 주도하고, 스마트제조 분야(IEC TC65 및 ISO TC184 SC5) 표준
개발 중

3D프린팅창의
융합표준화포럼

• (3D프린팅창의융합표준화포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및 의견
수렴(정기적 3D 프린팅 기업 간담회 진행)활동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화 동향 파악 및
국내 대응 활동 수행 중

• (5G Smart Factory Alliance) 제조와 5G 융합기술 및 성공 유즈케이스에 대한 논의하고, 상호연동
규격 개발 중

5G기반 스마트공장
표준 포럼

• (5G기반 스마트공장 표준 포럼) 5G 스마트공장 적용 실증 사업을 통한 활용 가능 사례 및 ROI 등
5G의 스마트공장 적용에 필요한 표준 작업을 논의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SO TC184 SC4 WG12-STEP product modelling and resources) 서로 다른 자동화 시스템
간의 제품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표준을 제공

• (ISO TC184 SC5 WG12-Convergence of informa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제조기업의
정보통신기술 적용에 대한 수준진단 평가 프레임워크 및 평가지표 관련 표준 개발
• (ISO

TC184 SC5 WG13-Equipment Behaviour Catalogue) 제조 장비의 성능을 포함하는
기능을 모델링하여 가상의 공장에서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장치의 동작을 표현하기 위한
카탈로그 표준을 제공
• (ISO TC261-Additive manufacturing) 3D프린팅 용어 및 정의, 파일포맷, 프로세스 체인(HW/
SW), 품질 변수 공급계약 등 적층제조 관련 분야의 표준화 진행 중
• (ISO TC261 JG64-Additive Manufacturing File Format) 3D 프린팅 파일 포맷 ver 1.2 개발
완료
• (ISO TC261 JG70-Optimized medical image data) 메디컬 프린팅 응용 표준 개발
• (ISO TC261 JG73-Digital product definition and data management) 미래 제조 기술과 현
제조 기술 연동에 필요한 데이터 교환 및 포맷을 포함하는 프레임워크 표준을 제안
• (ISO

TC299 WG3-Industrial safety) 서비스 로봇 위주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로봇 모듈화, 서비스 로봇 성능과 테스트 방안 표준을 제공
• (ISO

TC207 SC1 WG11-Applying ISO 14001 framework to environmental aspects by
topic areas) 기업의 환경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
개발
• (ISO

TC207 SC7 WG11-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기후 변화 적응과 관련된 취약성,
영향 및 위험 평가에 대한 표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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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184 SC4 WG15-Digital Manufacturing)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조환경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제조 디지털 트윈 표준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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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TC65 WG23-Smart Manufacturing Framework and Concepts for industrialprocess measurement, control and automation) 산업 공정 측정, 제어 및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제조 프레임워크 및 개념 표준을 제공
• (IEC

TC65 JWG21-Smart Manufacturing Reference Model(s)) 산업공정 측정, 제어 및
자동화와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는 IEC TC65와 ‘자동화 및 통합’과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는 ISO
TC184가 스마트제조 참조모델 표준을 공동으로 개발
• (IEC

TC65 SC65E JWG5-Enterprise-control system integration) 기업용 제어 시스템
통합을 위해 시스템 계층별 모델과 인터페이스를 표준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스템 통합
기반의 서비스를 위해 계층별 모델과 인터페이스 기반의 서비스 표준을 개발
• (IEC SyC SM-Smart Manufacturing) 스마트 제조에서 사용하는 개념 및 참조 구조 모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참조 모델의 기능 및 도메인 정의, 유즈케이스 도출, 유즈케이스에 해당하는 IEC
TC 및 SC 확인을 통한 신규 표준화 항목 도출 기능 제공

• (JTC1 SC24 WG6-Augmented reality continuum presentation and interchange) 컴퓨터
그래픽스, 영상처리 및 환경데이터 표현 분야에 대한 표준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정보의 상호작용을 위한 시각적 표현에 대한 작업 수행
• (JTC1 SC29 WG3-MPEG Systems) 실감미디어 및 몰입형 미디어 획득, 저장 및 전송 기술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
• (JTC1 SC29 WG7-MPEG 3D GRAPHICS CODING) 미디어 사물인터넷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
• (JTC1 WG12-3D Printing and scanning) AMSP 구성요소 및 워크플로우에 따른 3D 프린팅
서비스 플랫폼 정의 중이며, 메디컬 프린팅 응용 표준 개발 요구사항 개발 중

• (ITU-T SG11 WP3 Q7-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for network attachment
including mobility and resource management for future networks and IMT-2020)
통신사업자간 연동을 위해 2022년 완성을 목표로 ‘연합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표준 제정을
추진 중
• (ITU-T

SG13 WP1 Q22-Upcoming network technologies for IMT-2020 and Future
Networks) 미래인터넷 표준에서 엣지 영역을 포괄하는 분산 클라우드 표준을 개발
• (ITU-T

SG16 WP3 Q5-Artificial intelligence-enabled multimedia applications)
스마트공장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에 대해 AI 기술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작업장, 조립라인,
설비, 제조공정 등에 적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항목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을 정의
• (ITU-T

SG17 WP2 Q2-Security architecture and network security) IMT-2020/5G
네트워크를 포함한 통신 환경에서의 표준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보안 구조 및 프레임워크
표준을 개발
• (ITU-T SG20 WP1 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architectural frameworks across
verticals enhanced by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IoT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미터링 프레임워크, 엣지 컴퓨팅 게이트웨이 표준 개발

• (ETSI

ISG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개념 정리 및 MEC관련 서비스
시나리오, 용어, 참조표준, API 표준을 개발하였고, MEC APIs 표준을 사용하는 서비스와 MEC
정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구현 및 시장 채택을 가속화하는데 필요한 표준을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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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GPP

SA1-Services) Cyber physical 시스템 유즈케이스와 성능 요구사항을 정의하였고
Rel.17에서 요구사항에 대해 업데이트 진행 중
• (3GPP

SA2-System Architecture and Services) 5G 네트워크 구조에 있어서 사설 5G와
MEC 개념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조 표준을 개발
• (3GPP SA3-Security) 5G 시스템의 보안 구조와 주요 절차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고 사설 5G에
대한 보안 절차에 대한 표준을 개발
• (3GPP SA6-Mission-critical applications) 5G 응용 표준으로 5G네트워크와 엣지 응용 플랫폼
연동 구조 표준을 개발
• (3GPP RAN1-Radio layer 1) Rel.17에서는 RAN 관점에서 URLLC enhancement, sidelink
성능 향상, inactive state에서의 저용량 데이터 전송 등이 개발 중

• (ISA

95-Enterprise-Control System Integration) 공급업체와 제조업체, 비즈니스 시스템과
제조 시스템 간의 정보 모델 제공 및 일관된 운영 모델을 제시하며, 기업 시스템 계층 간 정보
교환을 위한 프로파일 표준을 개발

• (ASME

Y14 SC41-Digital Product Definition Data Practices) 제품에 대한 디지털 표현 및
디지털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정의와 디지털 형식의 도면을 사용하기 위한 기존의 ASME 표준에
대한 예외 및 추가 요구사항 표준을 정의
• (ASME Y14 SC47-3D MODEL DATA ORGANIZATION SCHEMA) 모델 기반 엔터프라이즈
(MBE) 실현을 위한 제품 정의와 3D 모델 및 기타 관련 정보 구성하기 위한 스키마와 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표준을 정의

• (Khronos

Group OpenXR WG) AR/VR 응용 개발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으로서 디바이스
계층과 응용 계층으로 분리하여 인터페이스를 개발

• (OMASpecWorks

Contents Delivery) 출력서비스 표준 플랫폼으로 모바일 3D 프린팅 명령
전송을 위한 Device Web API - 3D Printing 표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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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M

E60.13) 지속가능성 결정과 향상을 위해 프로세스 및 장비 성능에 따른 산업 제조
프로세스를 특성화하는 표준 개발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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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디지털화 Part.1

스마트팜

개요
•스
 마트팜 기술은 ‘농축수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유통물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농축수산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융합기술’로 정의
• 관련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로는 ITU-T, ISO, GS1 등을 꼽을 수 있으며,
- ITU-T는 2013년에 스마트팜 관련 표준화가 처음으로 착수하였으며, 이후 SG13과 SG20을 통해 시설원예와
축산 분야의 표준화를 활발하게 진행 중
- ISO는 TC23에서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류에 관한 표준화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부터 무인드론을 이용한
방제시스템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 중
- ISO는 TC234에서 수산양식과 관련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ICT와 융합한 수산양식 분야의 표준화는
아직 준비 단계임
- GS1은 유통물류 분야의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이력추적 표준화를 활발하게 진행 중

•전
 반적으로 시설원예와 유통물류 분야의 표준화는 중기 단계에 있지만, 축산 및 수산양식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임
• ISO에서 표준화한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류에 관한 표준화는 산업체에서 적용하여 사용 중

D.N.A+융합
노지과수

시설원예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수산양식
•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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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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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90% 100%

TTA PG426,
농식품ICT
융합표준포럼,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ITU-T SG13/SG20,
oneM2M,
OCF, W3C,
ISO TC23

선도경쟁공략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70%

80%

TTA PG426,
농식품ICT
융합표준포럼,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ITU-T SG20

차세대공략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90%

90% ISO TC23 전문위원회

ISO TC23,
OECD

선도경쟁공략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80%

70%

TTA PG426,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ITU-T SG20,
W3C

차세대공략

85%

TTA PG426,
농식품ICT
융합표준포럼,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ITU-T SG20

선도경쟁공략

ITU-T SG20

차세대공략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85%

축산

농축수산
유통물류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85%

85%

TTA PG426,
농식품ICT
융합표준포럼,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85%

85%

농식품ICT
융합표준포럼

ITU-T SG20,
ISO TC234

차세대공략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80%

85%

TTA PG426

ITU-T SG20,
ISO TC234,
GS1 MSWG, GDST

차세대공략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85%

85%

TTA PG426,
농식품ICT
융합표준포럼

GS1 MSWG,
JTC1 SC31, GDST

지속/확산공략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90%

90%

TTA PG426,
농식품ICT
융합표준포럼

GS1 MSWG,
JTC1 SC31, GDST

지속/확산공략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80%

80%

TTA PG426,
농식품ICT
융합표준포럼

GS1 MSWG,
JTC1 SC31

지속/확산공략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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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시설원예

수산양식

전략목표

국내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노지과수

대응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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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농축수산 분야 D.N.A 융합 표준 기술로
스마트팜 서비스 활성화, 삶의 질 향상, 관련 시장 선점
▶ 추진전략 : 차세대공략
목표
2021~2022
• 스마트팜 서비스 확산 병행
• 스마트팜 국제표준화 주도

2023~2024



2025~2026

스마트팜 서비스
• 미래

핵심표준기술 확보
국제 표준화 선도
• 스마트팜




스마트팜 표준기술 기반
• D.N.A기반

서비스 시장 주도권확보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13/SG20
ISO TC23/TC234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ITU-T SG13/SG20 연구반
JTC1 SC31 전문위원회
ISO TC23/TC234 전문위원회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안

스마트팜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활동 참여

KAMICO, KASFI 등 산업체









서울대, KAIST, 순천대 등 학계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정보 보급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활동 제안


정책 지원

JTC1 SC31

사실표준화 기구

정책 제시

스마트농축수산(PG426)



관계 부처

활동 참여

ETRI, NIFS, KIMST, FACT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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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시장) 안전먹거리, 친환경 등 양질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조성
강점 • (기술) 우수한 ICT 인프라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통한 실증환경 풍부
• (표준) 표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

• (시장) 소규모 농가 위주로, 대량생산 기술력 미확보
• (기술) 스마트팜 핵심 기술 진입장벽이 낮으며, 작물재배·
가축사육 관련 축적기술 부족
약점
• (표준) 스마트팜 표준화 기구가 제한적이며, 아직 특정
분야에 한정된 표준개발

• (시장) 양질의 농산물에 대한 해외시장 규모 확대
• (기술) 일반 및 고부가가치 농축수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IT기술의 접목 확대
기회
• (표준) 국제 표준화기구를 통한 스마트팜 관련 표준 개발
선점 가능

• (시장) 시설농업의 영세성으로 축적된 경험이나 실적
부족으로 투자 위험도 높음
• (기술) 스마트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술이 아직 초기
위협
단계
• (표준) 해외특허 침해 위협과 핵심기술 보유 국외 기업의
표준화 위협

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스마트온실, 노지 및 축사 관련 표준, 유통 관련 표준화를
빅데이터/AI/디지털 트윈 기술과의 접목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양식 분야의 표준화를 준비 중

•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스마트농업 전반의 유스케이스, 시설원예 센서 인터페이스, 메타데이터 및
플랫폼, 노지분야 확대, 생산·유통 관련 표준개발을 위한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협의체
운영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스마트원예, 스마트축산, 스마트농기계, 국제표준 분과로 나누어
운영 중에 있으며, 농림부의 국가표준 확산사업과 보조를 맞춰 스마트축산 사양관리기기 정보수집
요구사항, 스마트온실 생육정보 메타데이터 등 현장 적용형 표준화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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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ICT
융합표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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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T

SG13 WP3 Q1-Future Networks: Innovative Service Scenarios, including
Environmental and Socio Economical Aspects) 농업정보 기반 융합서비스 모델, 스마트파밍
교육 서비스 표준, 무인형/보급형 스마트팜 서비스 모델 표준 개발 중
• (ITU-T SG20 WP1 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architectural frameworks across
verticals enhanced by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IoT 기반의 스마트축산 프레임워크,
스마트팜 유스케이스 표준화 진행 중이며, 엣지-IoT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 관제서비스 플랫폼
기능구조 및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 추진 중

• (ISO

TC234-Fisheries and aquaculture) 수산양식의 용어, 장비 및 운영에 대한 기술 사양,
양식장 특성화 및 적절한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조건의 유지,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보고,
추적성 표준을 추진할 예정
• (ISO

TC23 SC2-Common Test) 트랙터 및 농업기계 전반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및 호환성
일반요구사항 및 기능안전 추가 EMC 요구사항 표준 개발 중
• (ISO

TC23 SC3-Safety and comfort) 축산과 관련하여 로봇 사료배합기에 대한 안전표준
개발 중
• (ISO TC23 SC4-Tractors) 원격 유압전원 서비스 및 제어 코딩에 관한 표준 개발 중
• (ISO

TC23 SC6-Equipment for crop protection) 농업용 드론, 헬기 등을 이용한 항공방제
사용에 관한 환경요구조건 및 방제시험방법에 대한 표준 개발 중
• (ISO

TC23 SC18-Irrigation and drainage equipment and systems) 관개시스템의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기술 관련 일반 고려사항, 테스트,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중
• (ISO

TC23 SC19-Agricultural electronics) 부분자동화 및 자율주행 농업기계 안전성 표준,
농장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중

• (JTC1

SC31-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niques) 사물의 식별 및
분류체계, RFID, 이력정보 공유를 위한 어휘, 메시지 포맷, API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 중

• (GDST

1.0) 국제 수산양식물 이력추적을 위한 식별체계, 프로세스 모델, 이벤트 및 주요 데이터
요소를 표준화하였고, EPCIS 2.0/CBV 2.0 기반의 표준 개정 예정

• (GS1

Mission Specific WG/Standards Maintenance Group) 글로벌 유통 이벤트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위한 EPCIS의 표준데이터 모델 인터페이스 표준, 식별자기반 유통물류 서비스 공유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 중
• (GS1

Blockchain IG) 유통 데이터에 대한 블록체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 진행 중이며,
산업표준으로 식품, 의약품, 가축, 수산물 등의 이력추적 가이드라인 표준 개발 중

• (Global

Aquaculture Alliance) 생물 보안 영역, 항생제 교육, 기후변화 완화,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전력 사용, 물 사용 재순환, 디지털 루트기반 등 BAP Farm 3.0 인증 체계 마련

• (W3C

Agriculture Community Group) 웹 API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존 사용자들의
시나리오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웹 개발자와 농업 이해 관계자에게 지능화된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WoT 개념과 농업기술 접목 시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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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디지털화 Part.1

개요
•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위한 표준화 중분류는 자율자동차를 구성하는 주요 표준화 기구의
작업그룹별 표준화 범위와 시스템을 구성하는 필수 단위 기술 중심으로 범위로 설정하였음
• 자동차 관련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들은 2011년부터 자율주행 전 단계인 ADAS 관련 스마트카 표준화
추진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ISO/ITU-T에서 신규 그룹 신설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국제사실표준화기구 등에서 자율주행 관련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ISO TC204 WG14는 Lv.4 자율주행 시스템인 LSAD 시스템에 대한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에 관한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후속 표준으로 LSAD 시스템에 대한 원격 지원에 관한 표준이 제안되어 표준화 범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함
- ISO TC22, TC211에서는 자율주행 차량 응용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통신 분야나 개별센서와 융합유닛 간
메시지 포맷, 인터페이스 등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환경의 이종 차량 특성을 반영한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표준화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AUTOSAR Feature Team은 Adaptive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OPEN Alliance, GENIVI 얼라이언스,
LINUX 그룹과 협력 중
- 3GPP SA에서는 C-V2X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Rel.16 대비 더 우수한 성능을 지원하는
Rel.17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논의 중이며 이후 Release에서 특히 각 서비스별 특정화된 기술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차량 통신

Clo
ud

V2P

디지털 인프라

V2I

V2V

Cloud

V2V

V2C

V2N

빅데이터
고정밀 도로구조
및 위치참조

V2I
V2N

V2V

동작
데이터 베이스

V2P
V2P

인지

판단

제어

AI·데이터 기술

HARDWARE

APPLICATION SW

시스템 기술

자율자동차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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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자동차는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하는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CAV) 기술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ISO,
ASAM, SAE International, IETF, 3GPP, AUTOSAR, W3C 등이 자율자동차 관련하여 주요 요소기술
표준화 논의 및 표준 채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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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AI·
데이터
기술

디지털
인프라
기술

통신
기술

시스템
기술

보안
기술

기술
수준

표준
수준

90%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90%

KATS TC204 전문위원회,
TTA PG905,
KSAE, ITSK

ISO TC204 WG14

차세대공략

ISO TC22/
TC211

차세대공략

IEEE SA,
SAE International

추격/협력공략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80%

85%

TTA PG1005,
TTA PG604,
스마트카기술포럼,
자율자동차표준화포럼

안전한 자율주행차 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90%

80%

TTA PG1005,
TTA PG604

차량 정보 서비스 API 표준

90%

95%

TTA PG605,
스마트카기술포럼

정적 정밀도로구조 데이터모델 및
인코딩 표준

90%

90%

TTA PG409, KATS
TC204/211 전문위원회

OGC, OADF,
NDS, ISO TC211,
TC204

선도경쟁공략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모델 및
인코딩 표준*

85%

TTA PG905,
85%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표준협회

SAE, ISO TC204,
ETSI, 5GAA

선도경쟁공략

IP 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90% 100%

TTA PG224,
IETF 미러포럼

IEEE 1609,
IETF IPWAVE WG,
ETSI TC ITS

선도경쟁공략

5G C-V2X 기술 표준*

90%

90%

TTA PG1104,
TTA PG1103,
TTA PG905

3GPP RAN/SA

지속/확산공략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AUTOSAR
Adaptive 플랫폼 표준

85%

85%

TTA PG601,
스마트카기술포럼

AUTOSAR FT

전략적수용

TTA PG905, ITSK,
KATS TC204 전문위원회

ISO TC204 WG17/
WG16, ITU,
OMA, OGC

차세대공략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85% 100%

W3C Automotive WG,
선도경쟁공략
GENIVI

자율주행 에지 케이스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표준*

80%

80%

OpenX 포럼

ASAM Simulation

선도경쟁공략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90%

95%

TTA PG504

ITU-T SG17,
ISO TC204

선도경쟁공략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80%

80%

TTA PG504

ITU-T SG17,
ISO TC22

선도경쟁공략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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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2027년 자율자동차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국제 표준 주도권 확보
▶ 추진전략 : 선도경쟁공략
목표
2021~2022

2023~2024

• 장기적 산업간 기술융합
표준화 전략 전파
• 범부처 협력 표준화 운영체계 구축



2025~2026

• ICT
 인프라 기반 선도 기술 확보 및
패러다임 쉬프트 선제 대응
개발 및 글로벌 표준화 확산
• 표준기술




서비스 실증 및 사업화
• 자율자동차

선도국 위상 확립
• 국제표준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SO TC22/
TC204/TC211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ITU-T SG16/SG17/20 연구반
ISO TC22/TC204/TC211
전문위원회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활동 참여

현대차, 만도, LG전자, KT, SKT,
㈜컨피테크, 자스텍엠 등 산업체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안

자율자동차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정보 보급





고려대, 국민대, 서울대,
성균관대, 충북대, 한양대 등 학계

정책 지원

활동 참여

ETRI, ITSK, KOTI, KATECH,
KETI, KoROAD 등 연구기관

SWOT 분석
• (시장) ㅇ 글로벌 Top 6 수준의 완성차 업체 보유, 세계
최초 5G 상용화 실현
강점 • (기술) 자율협력주행 위한 C-ITS 및 통신 기술 우위
• (표준) 자율주행 단계에 따른 V2X 세부기술별(C-V2X,
WAVE) 표준기술 실증 선도

• (시장) 자동차 핵심부품 및 기술의 해외 의존도 높음
• (기술) 핵심, 원천, 부품 기술력 부족 및 자율주행플랫폼,
신호처리, AI 등 SW 기술기반 약소
약점
• (표준) 미국, 독일 자동차사 표준화 주도, 국내업체 표준화
참여 진입장벽 높음

• (시장) 신흥국 자동차 시장 확대, 개방형 산업 생태계 형성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기술) 지능형 시스템으로 자동차 진화 및 수요 응답형
기회
교통서비스 기술 수요 확대
• (표준) 전자, 통신, 콘텐츠 융합한 기술표준화 분야 진입
기회 확대

• (시장) 중국의 자율자동차 투자확대 및 완성차 전장 ICT
기업간 협력강화
• (기술) 기술 및 무역 보호주의 강화 및 안전부품의무 적용 및
위협
안전규제 강화
• (표준) 선진국 표준화 주도 및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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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기술포럼
웹표준기술융합포럼
5G포럼



활동 제안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사실표준화 기구

정책 제시

ITS/차량ICT(PG905)
공간정보(PG409)
웹(PG605)
임베디드SW(PG601)
통신망응용(PG224)

ITU-T
SG16/SG17/SG20

관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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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PG(PG601)) AUTOSAR 멀티코어 설정지침 관련 기술보고서 발간
• (TTA 웹 PG(PG605)) GENIVI와 협력하여 차량 데이터 접근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개발
• (TTA

ITS/차량 및 철도 ICT PG(PG905)) 차량/차량 ICT 및 도로 통신 분야 통신 기술, 네트워크
표준적합성/상호운용/시험표준화 추진, WAVE 및 Cellular-V2X 등 다양한 차량통신기술들이
적용 가능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통신시스템’ 표준을 제·개정 완료하였으며,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통신시스템 요구사항, 아키텍처, PHY/MAC 표준 개발 추진 중, 자동차와 열차
서비스의 전파 음영지역에서의 위치정보 기능/성능 요구사항 추진중
•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PG1104)) 5G 기반의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에 대한 표준
개발을 담당하며 2021년 C-V2X 서비스 등 버티컬 관련한 다양한 표준 개발 진행 중

• (KSAE)

ISO TC22 COSD 기관으로 저속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TJA, Traffic Jam Assist Systems)
성능요건 및 시험절차, 협조형 차선내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Partially Automated In-Lane Driving
Systems) 성능 요건 및 시험 절차서 표준 제정(2018.12)

• (ITSK)

ISO TC204 COSD 기관으로 TC204(ITS 분야)에서 개발 완료된 C-ITS, ADAS 및
자율협력주행관련 국제표준을 국내 의견수렴을 거쳐 KS로 부합화 추진 중, C-ITS의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및 목적, C-ITS 아키텍처의 역할과 책임, C-ITS 제2부 프레임워크 개요 표준에 대해 부합화
추진 중

• (웹표준기술융합포럼)

HTML5 Automotive Web 분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
모색

• (스마트카기술포럼)

AUTOSAR, W3C 등 자동차 SW 국제 사실상 표준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국내
대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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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SO

TC22 SC31 WG9-Sensor data interface for automated driving functions)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센서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화 추진 중
• (ISO

TC204 WG3-ITS database technology) 자율주행시스템 및 C-ITS를 위한 지도기반
차량위치참조, 정적지도에 대한 표준화를 논의 중. 특히, ISO TC211과 JWG 생성하고 GDF의 차기
버전 표준화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ISO

TC204 WG14-Vehicle/roadway warning and control systems) 자동차의 능동 안전
시스템과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논의를 적극 추진 중(LSAD, MCS, AVPS 표준화 진행 중
• (ISO

TC204 WG16-Communications) CALM 통신 시스템 및 이에 기반한 타 통신 프로토콜의
연계, 확장 등에 대한 표준화 논의 진행 중
• (ISO

TC204 WG17-Nomadic Devices in ITS Systems)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내외 측위 및 내비게이션, 주행안전지원 및 고정밀 측위 관련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음. 또한 사람이 소지한 이동형 단말과 자율차 등의 다양한 운송수단, Intrastructure에 장착되어
GNSS, 네트워크, 다중센서 정보를 융합하여 측위 정밀도 향상을 위한 표준화 개발중
• (ISO

TC204 WG18-Cooperative systems) 동적 메시지 및 데이터베이스 규격(LDM, Local
Dynamic Map)을 포함한 협력적 자율주행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
• (ISO

TC211 Geographic information/Geomatics) ISO TC204와의 Joint Working Group인
JWG11을 생성하였으며, 잦은 정기 미팅을 통해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분야를 포함하여,
실내외 내비게이션, 선형 위치 등과 같은 양쪽 도메인의 표준들을 상호 부합화 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

• (ITU-T

SG17 Q13-ITS security) 커넥티드 카 보안 위협, V2X통신보안 지침이 표준화 되었으며,
차내망, 차외망 및 차량응용서비스보안 분야 표준화 진행 중
• (ITU-T

SG20 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Use case across verticals) IoT 기반
협력형 ITS 프레임워크 표준화(Y.IoT-ITS-framework
• (ITU-T

SG20 Q3-Architectures, management, protocols and Quality of Service)
자율자동차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기능적 아키텍처
• (ITU-R

WP5A Land mobile service excluding IMT; amateur and amateur-satellite service)
Advanced-ITS 조화 주파수 발굴 연구를 위한 조화 주파수(5.9㎓대역) 권고 및 채널배치 보고서
개발이 완료, 자율 협력주행을 위한 CAV(Connected Automated Vehicle) 무선통신 연구를 위한
신규 연구과제(안) 개발

• (ETSI

TC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유럽에서의 ITS 관련 표준화를 수행. LTE-V2X의
표준화 채택이 완료되었으며, 기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Day-1 application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 좀 더 진화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Day-2 application 작업이 시작 단계

Ⅲ.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ITU-T

SG16 Q27-Vehicular multimedia communications, systems, networks, and
applications)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차량 게이트웨이 플랫폼의 차량 정보 요구사항(F.VG-ADReqs), 차량 멀티미이어 시스템 아키텍처(F.VM-VMA), 차량 게이트웨이 플랫폼 기반 원격 운전
서비스 요구사항(F.VGP-RDSreqs) 등 국제표준화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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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C

Automotive and Web Platform BG) GENIVI 얼라이언스 협력을 통해 VSSo(Vehicle
Signal Specification Ontology), Vehicle Remote Procedure Call (RPC) 표준 등에 대한
초안 개발 중
• (W3C

Automotive WG) 웹소켓 및 RESTFul 기반 차량 정보 서비스를 위한 API 표준 및 데이터
모델 표준 개발을 목표로 하며 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ification Version2 – Core
표준 및 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ification Version2 – Transport 표준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

• (AUTOSAR

Adaptive AUTOSAR) 개발 초기 단계이며 첫 번째 릴리즈 APR17-03은 2017년
3월에 완료
- 자율주행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으며, 이 기술들은 높은 복잡도
뿐만 아니라 많은 자원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함임
- 고성능 정보계와 자율주행 차량의 지원, 빅데이터 센터나 타 ECU와 정보교환을 위한 차량 내외부
V2X 통신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화
- 위와 같은 응용을 위해 응용 라이프사이클 관리, 동적자원관리, 고신뢰 및 안전보안 모듈, 기존
ECU와 통신 및 외부통신 모듈, 진단 모듈, 시간 동기화 모듈 등에 대한 구조와 API를 표준화
추진 중
- 외부망 연동, 서비스 개념의 Application 제공 및 업데이트, 클라우드 연동 등을 강조한 고성능
CPU 기반의 플랫폼에 중심을 둠
- Adaptive AUTOSAR 표준은 2018년 10월 발표 버전(R18-10)부터 ECU 양산 프로젝트에
적용 시작
• (AUTOSAR

Classic AUTOSAR) R4.4.0의 경우 ASAM의 BluePrint-definition의 표준화된
묶음(collection) 정의, LIN Slave Support, Bus Mirroring, Security Extensions 보안제어 추가
및 Transport Layer Security(TLS) 표준 추가, 표준 RTE 생성기 또는 전문화된 RTE Plug-Ins를
통해 모듈화 등을 포함하여 지원
- AUTOSAR는 Release 2.0, Release 3.0, Release 4.0, Release 4.1, Release 4.2, Release
4.3, Release 4.3.1, Release 4.4.0, Release R19-11, Release R20-11 등 주요 버전 별로
업데이트를 병행 개발되고 있음
- AUTOSAR는 Classic Platform, Adaptive Platform, Foundation의 최신 버전은 2020년
12월에 R20-11을 발표하였으며, Acceptance Test specification의 최신 버전은 2016년에
v1.2를 발표하였음
- AUTOSAR Classic Platform R20-11은 기존 R19-11 대비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이 있음
· 10BASE-T1S: IEEE802.2cg에 정의된 이더넷 10BASE-T1S를 지원하여 차량내에서 이더넷
네트워크를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도입된 것임.
· Vehicle Motion Control Interface: AD/ADAS 및 VMC의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위한
개념으로서 AD/ADAS 및 actuator 사이의 계층적 아키텍처를 제공함

• (3GPP

Service and System Aspects, Radio Access Network) LTE 기반 V2X 표준이
2017년 3월 완료(Rel.14). LTE 기반 V2X 기능 향상을 위한 eV2X(enhanced V2X) 표준화
2018년 6월 완료(Rel.15), 5G NR(New Radio) 기반의 eV2X 표준화 2020년 6월 완료(Rel.16),
NR-V2X 기능 향상을 위한 사이드링크 릴레이 및 전력 소모 감소를 위한 할당 및 DRX 등의
사이드링크 확장 등의 표준화가 2022년 6월 완료를 목표로 Rel.17에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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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 of Automation and Measuring Systems) ASAM은 자동차
개발 및 검증을 위한 개발도구 체인의 표준화를 촉진하는 비영리 조직임. 회원은 자동차 산업의 국제
자동차 제조업체, 공급업체, 도구 공급업체,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업체 및 연구 기관 등, ASAM
표준은 회원사의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 그룹에서 개발됨
• (Simulation

Group)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위한 OpenX 표준을 제정하고 있음. OpenX는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데이터 포맷, 평가 시나리오, 개발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와의
상호운용성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들로 구성되고 있음

• (OADF(OPEN

AutoDrive Forum)/NDS(Navigation Data Standard))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의 다양한 서비스 등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는 정밀도로지도 및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논의를
활발히 추진 중. 특히,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부분은,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 중에 있음. ADASIS(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 NDS(Navigation Data
Standard), TISA(Traveller Information Service Association) 등과 같은 다양한 기관과의 정책적,
기술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 (IEEE

WG1609-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Working Group) WAVE 기반의
차량 통신(V2V, V2I)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규격 제정(차량 안전, 자동요금 징수, 트래픽
관리 등

• (IETF

IPWAVE WG-IP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Working Group)
WAVE를 PHY 및 MAC 계층으로 하고, IP를 네트워크 계층으로 하는 차량 통신(V2V, V2I)을
위한 IPv6 over 802.11-OCB, IPv6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IPv6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 Vehicular Network Security & Privacy 규격 제정

• (GENIVI

Remote Vehicle Interaction EG) 차량정보의 각 아이템에 대한 식별자 표기법과 각
데이터 정보에 대한 표준 포맷 표준인 VSS(Vehicle Signal Specification)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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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802.11.bd-Enhancements Next Generation V2X TG) 802.11p(WAVE) 물리계층,
MAC 계층 기능향상을 통해 차세대 V2X 표준화를 위한 TG가 승인되어 표준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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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이동체-지능형 항공 이동체

SOC 디지털화 Part.2

개요
•지
 능형 항공이동체 기술은 무인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등의 안전운용을
위한 통신기술, 탐지 및 회피기술, 안전운항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기술, 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UAM 생태계 관련 기술(CNSi, 교통관리, 인프라 등) 및 UAM에 통합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AI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로 정의
•지
 능형 항공이동체(무인기, UAM 등) 기술은 ITU, ISO, ICAO, JARUS 등과 같은 국제표준화기구와
RTCA, EUROCAE, ASTM, SAE 등과 같은 사실표준화기구에서 각각 국제표준 및 산업 표준 개발을
목표로 관련 표준들이 지속해서 개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당 기술에 대한 리더십 수임 및 국제
표준화 개발 등의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음
- ISO는 TC20 SC16에서 6개 WG을 중심으로 무인기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5건의 표준들을 기 발간
했으며, 25개 표준 개발 중
- ICAO는 기존 무인기 연구그룹을 2014년 11월부터 무인항공기 전문가 패널로 격상시켜 6개 WG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기준 개발 중
- JARUS는 무인기 운용절차, 자격, 감항, 위험관리, 자동화 ConOps에 대한 표준 개발 중
- RTCA는 C2 및 DAA(Detect And Avoid)에 대한 기술표준 개발 중
- EUROCAE는 무인기 및 eVTOL 등에 대한 기술표준 개발 중
- ASTM은 는 무인기 및 UAM 등에 대한 기술표준 개발 중

•전
 반적으로 무인기 관련한 표준화는 ISO, JARUS, ICAO 등 국제표준화 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며, UAM 생태계 관련된 표준화 활동은 아직 태동기에 머물고 있으나, 국내 K-UAM 실증사업의
결과를 기반으로 세계 유수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구축해 나아감으로써 향후 국내 UAM 기술 및
표준 우위 확보하고자 함

Nodes

Airways

탐지 및 회피 기술

Airspace
Layers

• 국가공역 유·무인기 혼합운용 탐지 및 회피 기술
•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기술

Vertical
Flight

Lateral
Flight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술
• UAM CNSi 기술
• UAM 교통관리 기술
• UAM 인프라 기술
•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통신기술
• 비행기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기술
• 비면허 대역 무인기 응용 기술
•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 저고도 무인기 제어 및 영상 통신 기술
• 저고도 소형 무인기간 통신기술

보안기술
• ICT 기반 무인기 식별모듈 및 인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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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중점 표준화 항목

통신
기술

도심
항공
모빌러티
(UAM)
기술

보안
기술

표준
수준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ITU-R SG4/
SG5, ICAO,
RTCA,
EURO CAE

선도경쟁공략

비행체 안전운용 및
제어용 통신 표준

90%

90%

TTA PG903,
ITU-R SG4/
SG5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비면허 대역 무인기 응용 표준

70%

90%

TTA PG903,
ITU-R SG5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ITU-R SG5,
ISO TC20 SC16

차세대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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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경쟁공략

무인기 스펙트럼 이용
고도화 기술 표준

8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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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도 무인기 제어 및
영상 통신 표준

80%

95%

TTA PG903,
TTA PG428,
국제무인기포럼

ICAO,
JTC1 SC6,
ASTM

선도경쟁공략

저고도 소형 무인기간 통신 표준

80%

95%

TTA PG903,
TTA PG428,
국제무인기포럼

ICAO, JTC1 SC6,
ISO TC20 SC16

선도경쟁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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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격/협력공략

국가공역 유무인기 혼합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85%

80%

TTA PG903,
ITU-R SG5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국제무인기포럼

UAM 운용 탐지 및 회피 표준*

80%

80%

국토부, 산업체

FAA, EASA,
EUROCAE, RTCA,
ASTM

차세대공략

UAM CNSi 표준

95%

90%

TTA PG903,
TTA PG428

ICAO, JARUS,
EUROCAE

차세대공략

UAM 교통관리 표준

80%

80%

TTA PG1001,
TTA PG428

ICAO, SARPs,
JARS, ISO TC23

차세대공략

UAM 인프라 표준

80%

75%

TTA PG1001,
UAM Team Korea

EUROCAE,
ASTM, ISO TC23

추격/협력공략

UAM 적용 AI 기반 시스템 기술 표준*

70%

8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JTC1 SC42

차세대공략

ICT 기반 무인기
식별모듈 및 인증 표준

90%

95%

TTA PG504,
TTA PG1001
JTC1 SC17 전문위원회

JTC1 SC17,
ISO TC 20 SC16

선도경쟁공략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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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지능형 항공 이동체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관련
서비스 활성화 및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
▶ 추진전략 : 추격/협력공략
목표
2021~2022
• 핵심기술 확보 및
핵심표준 IPR 다수 확보

2023~2024



2025~2026

및 핵심표준
• 핵심기술

IPR 지속 확보
기반기술 개발 추진
• 표준




•기
 확보된 핵심 IPR과
서비스 경험을 통해 국내 제도 정비
및 국제 표준화 선도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R SG4/SG5
JTC1 SC17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사실표준화 기구

ITU-R SG4/SG5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현대차, 한화시스템,
SKT, 대한항공 등



정책 지원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안

지능형 항공 이동체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활동 참여









건국대, 서울대, 인하대,
항공대, KAIST 등

국제무인기포럼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정보 보급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활동 제안

정책 제시

드론시스템(PG428)
특수통신(PG903)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PG1001)

ISO TC20 SC16

관계 부처

활동 참여

ETRI, KARI, KIAST,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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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시장) 국내 대기업들의 UAM 대규모 투자 및 정부
정책 의지
• (기술) 다수 기업 ICT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무인기 시스템
강점
독자개발 능력
• (표준) 무인기 관련 표준화 활동 증대 및 공개표준
지향으로 인한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용이

• (시장) 인증체계 및 인증경험 부족 및 정부 지원 사업간
연계성 및 투자효율성 부족
• (기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는 제품 플랫폼 부재 및
약점
인증기반 개발 경험 부족
• (표준) 개념기술 표준화 미비 및 지속 가능한 장기 표준화
활동 및 지원 부족

• (시장) 공공, 상업용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시장 성장 및
도시교통혼잡 해소방안으로서 거대 UAM 신시장 형성
전망
• (기술) UAM 기술개발 초기단계 참여로 선진국 기술
기회
격차 근소화 및 낮은 진입장벽으로 오픈소스 원천기술
접근용이
• (표준) 국내 신기술 개발에 따른 국제 표준화 주도역량 보유
및 무인기, UAM 관련 제도 수립을 위한 국제협력 증대

• (시장) 글로벌 기업 중심의 CNSI 시장 형성 및 무인기 인증
적용에 따른 시장진입 장벽
• (기술) 무인기 범용부품 및 항법, 제어 S/W 등 고부가가치
부품 수입 의존
위협
• (표준) 표준화 관심부족 및 담당기구 지원체계 부족 및
항공 선진국 중심 기술표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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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통신 PG(PG903)) 무인비행장치 자율운항통신 물리계층 및 데이터 링크계층 통신 기술
국내 표준 2019년 6월 제정. 향후 무인기 간 통신 및 제어용 통신 상위계층 기술 표준화 진행 예정.
2021년부터 제어/임무 데이터 동시 지원 무인기 임무용 양방향 통신에 대한 물리 계층 표준화 진행 중

• (TTA

드론시스템 PG(PG428)) UTM연동기술, 서비스 간 연동기술, 지능정보기술 플랫폼과 드론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빅 데이터 클라우드 분석, 스마트시티 플랫폼과의 인터페이스 등 드론 기반
지능정보 연동기술 표준화 및 국제 표준 LADAN을 물리계층으로 하는 저고도무인기 탐지및회피
응용계층기술 표준이 진행중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드론 기반 서비스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및 드론 기반
서비스를 위한 보안 메시지 흐름 표준화 완료

식별카드 전문위원회

• (국가기술표준원

식별카드 전문위원회) JTC1 SC17에 대응하는 국내 식별카드 전문위원회에서
드론식별모듈 및 드론 라이센스에 관한 표준 논의 시작

ITU-R SG4/5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 (ITU-R

SG4/5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WRC-12에서 무인기 지상 제어용 통신 주파수 신규
분배 및 WRC-15에서 무인기 위성 제어용 주파수 신규 분배를 위한 국내 연구 수행. 현재 무인기
FSS 주파수 사용 연구를 진행 중이며, 향후 무인기 제어/임무용 신규 주파수 논의 예정

국제무인기포럼

• (국제무인기포럼)

무인기 성능 및 시험, 무인기 시스템과 부품, 무인기 임무 서비스, 무인기 통신, 탐지
및 회피 등 관련 기술 표준화 추진 중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무인기(드론)에서의 키 은닉 요구사항과 무인기 기반 배달서비스, 감시
서비스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화 완료

Ⅲ.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사물인터넷 기반 저고도 무인항공기 관리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참조모델, 인터페이스 및 경량 인증 절차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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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T

SG4/5 WP4A-Efficient orbit/spectrum utilization for FSS and BSS) FSS 위성
주파수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WP5B에서 진행 중인 FSS 위성 주파수에서 무인기 위성 제어용
통신 활용을 위한 결의 155에 대한 이행 방안 및 위성 링크에 대한 우주국 시스템 특성 연구 지원 중
• (ITU-T

SG4/5 WP5B-Maritime mobile service including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GMDSS); aeronautical mobile service and radio determination service)
FSS 위성 주파수에서 무인기 위성 제어용 통신 활용을 위한 결의 155에 대한 이행 방안 및 무인기
탐지 회피 주파수 이용 방안 표준화 연구 진행 중
• (ISO

TC20 SC16 WG1-General) 무인기의 정의 및 범위, 분류 등 무인기 일반사항에 대한
표준화 진행
• (ISO

TC20 SC16 WG2-Product manufacturing and maintenance) 무인기 시스템의
일반적인 사양, 생산품, 시험평가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ISO

TC20 SC16 WG3-Operations and procedures) 무인기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면허
및 식별 모듈 표준화 진행. 저고도 소형 무인기 탐지 및 회피를 위한 데이터 규격 표준 진행 예정,
무인기 등록과 식별을 포함한 운영 절차에 관한 표준화 진행 중
• (ISO TC20 SC16 WG4-UTM) 저고도 내 무인기 교통관리시스템 표준화 진행
• (ISO TC20 SC16 WG5-Test & Evaluation) 무인기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및
평가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ISO

TC20 SC16 WG6-UAS Subsystem) 주요 무인기 플랫폼이 아닌 부차적인 무인기 구성
요소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이 진행 중, 레이더 또는 음파를 이용한 소형 무인기 충돌 회피 요구사항
표준 제안이 진행 중
• (ISO TC20 SC16 AG4-Collision Avoidance) 무인기 충돌회피에 대한 안전과 품질의 요구사항
표준에 대한 scope 로드맵 발표
• (JTC1

SC17 WG12-Drone license and drone identity module) 무인기 식별모듈과 무인기
면허증(무인기 조종, 운영)과 관련하여 IC카드 형태의 식별모듈 및 면허증 식별체계에 대한
표준개발 진행 중
• (JTC1 SC6 WG1-Physical and data link layers) 저고도 드론 통신 네트워크 (LADAN) 표준이
Part 1 : 통신 모델 및 요구사항, Part 2 : 공유 통신, Part 3 : 제어 통신, Part 4 : 영상 통신 등의
네 개의 표준으로 진행 중

• (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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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O)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한국 등 20개국과 EASA, EDA, EUROCAE,
EUROCONTROL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RPAS패널을 통해 2018년 기술 중립적 SARPs
표준 개발 완료. RPAS패널은 감항, C2, 충돌회피, 자격, 운항, 항공교통관리, 인적영향 등 7개
분과별 기준개발 활동 중. ICAO 부속서 10 내에 2권, 3권, 5권(주파수 활용부분 추가)의 일부를
개정하고, C2링크 통신만을 다루는 6권을 신규 제정하는 방향 추진 중이며, 2020년 7월 시행 및
2021년 11월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
• (JARUS)

ICAO 51개 회원국들이 참여하여 2007년부터 무인기 감항증명에 관한 일련의
기술기준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산업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7개의 WG(Flight
Crew Licensing, Operations, Airworthiness, Detect & Avoid, Command, Control, &
Communications, Safety & Risk Management, Concept of Operations)으로 구성 및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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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CA)

SC228산하 WG2에서 P2P기반 무인기 안전운항 및 제어 전용 지상 통신 기술 2단계
표준화가 2020년 중순 완료되고, 2021년부터 네트워크 기반 지상/위성 무인기 안전운항 및 제어
전용 통신 기술 기술 표준화가 진행 중
- 2021년부터 진행 중인 3단계 기술 표준화 범위에 UAM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 비행체 지원을
포함함.
- 또한, 2021년부터 이동통신시스템을 항공안전용 통신링크로 사용하기 위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항공안전용 통신링크로 사용하기 위한 최소동작성능요구사항 표준을 개발할 예정임.
- SC-228산하 WG1에서 민수용 무인항공기의 탐지 및 회피기술 표준으로서 2016년 9월 Class
A 공역과 Class D/E/G 공역 통과에 대한 1단계 최소 운용 성능을 정의한 이후 2021년 3월
Class D/E/G 공역에 대한 2단계로 최소 운용 성능에 대한 기술표준을 배포함
• (EUROCAE)

항공기 시스템 운용/안정성능, 상호운용성, 항공기 시스템 및 최소운용성능 요구
표준개발기구로 저고도 소형 무인기 교통관리(UTM), C3통신링크, 충돌회피(DAA), 설계 및 감항
표준, 특별운용위험분석(SORA), 무인기 자동화(ERA) 등 WG015 산하 6개의 Focus 팀 운영되며
RTCA SC228과 밀접하게 협업 중, 기존 WG73(Unmanned Aircraft Systems)이 무인기의
운항안전을 위한 표준 및 가이드 문서를 개발하기 위해 2016년 9월 WG105로 대체, eVTOL
관련 표준 개발을 위해 WG-112(VTOL) 2019년 6월에 신설되었으며, 하이브리드 추진계통을
위한 WG-113도 신설됨, 2021년부터 RTCA와 협업하여 이동통신시스템을 항공안전용
통신링크로 사용하기 위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항공안전용 통신링크로 사용하기 위한
최소동작성능요구사항 표준을 개발할 예정, 무인기 추적 및 모니터링 목적으로 E-Identification에
대한 최소 운용 성능 표준 정의 시작
• (Global UTM Association Overall Architecture WG) 산업계의 UTM 표준 구조를 정의하고 각
국의 UTM 표준 구조화 작업
• (Global

UTM Association Data Exchange WG) 저고도 무인기 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 개발 작업

• (ASTM) 미국에서 1902년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무인기 설계, 성능, 품질합격
시험, 안전 감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25㎏ 이하의 소형 무인기를 포함한 150㎏ 이하
무인기에 대한 산업체 합의 표준안 작업이 진행 중으로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이 참여 중

• (SAE

International) FAA의 성능기반 인증요구도 변경(FAR 23-64)에 따라 상세 인증적합성
방안 제시를 위해 eVTOL 관련 다수의 WG들(AE-8, E-40, G-34, AE-7&7D, AMS,
A-4/6/21, SEAT)이 관련 분야별 활동 중
• (3GPP) LTE을 통해 무인기 지원을 위한 LTE 프로토콜 최적화 표준화를 진행하여 LTE Release
15 규격에 반영, Release 15 에서는 항공기에 대한 향상된 LTE 지원을 시작으로, Release 17
에서는 무인 공중 시스템 연결, 식별 및 추적 지원에 대한 연구 및 UAV를 위한 5G 지원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 Release 16 규격에 반영하기 위해 UTM 지원을 위한 무인기 식별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향후 무인기에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 무인기 특화 주요 성능 파라미터 개발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

• (OSI,

Open Source Initiative) 오픈소스 장려를 위한 비영리 단체로 오픈소스의 10가지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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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UTM Association Registration/Identification WG) 국제 상호운용성 요구를 파악하여
각 운항당국의 요구사항 및 관련 기술솔루션 등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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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디지털화 Part.2

지능형 이동체-지능형 해상 이동체

개요
•주
 요 국제 표준화 기구는 2015년부터 지능형 해상이동체의 표준화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했으며,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신규 그룹 신설 등 2019년부터 본격적인 표준화를 추진 중
- IEC는 지능형 선박을 위한 자동 항해시스템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 신규 작업반을 신설하고
지능형 해상 이동체의 육상 제어와 및 선박-육상간 신뢰성있는 통신을 위한 표준화를 진행 중
- IMO는 2018년부터 자율운항선박의 실용화에 대한 신규 아젠다를 설정하고,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정의 및
IMO에서의 다양한 관련 규약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사전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관련 국제 규약들에 대
한 제·개정 작업을 진행 예정임
- IMO에서는 선박의 자동보고를 위한 표준화 데이터 모델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그룹을 신설하고, 선박
운항과 서비스를 자동화하기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정의함
- ITU에서는 지능형 해상 이동체를 위한 해상 디지털 통신 시스템을 위한 통신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광대
역 해상통신을 위해 5G 기반의 해상 통신에 대한 표준에 대해 논의 중임
- ISO에서는 지능형 해상이동체의 표준화를 위한 스마트해상뮬류 작업반을 신설하고,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용어 표준 및 선박 통합데이터 서버와 데이터 교환 표준을 정의하고 있으며, 선박-항만 자동화 보고를 위한
표준을 IMO FAL과 연계하여 진행 중

•전
 반적으로 표준화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IEC에서는 지능형 항해 시스템과 개발된 성능평가지표 관련
표준을 개발 중에 있으며, IMO/ISO에서는 지능형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모델 표준을 진행 중이며,
ITU에서는 5G기반의 광대역 해상 디지털통신 표준을 개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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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제어 기술
선박 내 장비 데이터
모델링 표준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선박 자율
제어 기술
자율운항선박
항해제어기술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선박과 육상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

PART 3. 20개 중점기술별 표준화 전략 요약

193

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

85%

선박-항만 자동보고기술*

선박 자율 제어 기술

중점 표준화 항목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90%

TTA PG607,
한국자율운항선박포럼

IEC TC80,
ISO TC8,
IMO

차세대공략

90%

90%

TTA PG607,
한국자율운항선박포럼

IALA,
IMO,
IEC TC80

차세대공략

90%

90%

TTA PG607

IEC TC 80,
ISO TC8,
IMO MSC

차세대공략

제어기술

100% 95%

-

IEC TC80

선도경쟁공략

디지털 트윈을 위한
선박 3D 모델 교환 포맷 표준

100% 95%

-

OCX컨소시움

차세대공략

GPS 및 SBAS 신호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신기 장비에 대한 표준*

80%

80%

IEC TC80-K

IEC TC80

추격/협력공략

5G 통신 기반 자율운항 선박 제어 및
직접 통신 적용 기술 표준

80%

90%

TTA PG1104,
5G포럼

3GPP RAN/SA,
ITU-R WP5D

차세대공략

선박과 육상 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 표준

90%

90%

한국자율운항선박포럼

IALA, IEC TC80

선도경쟁공략

해상
연결성
기술

보안기술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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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지능형 해상 이동체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
▶ 추진전략 : 차세대공략
목표
2021~2022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 따른
표준화 전략 수립 및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 표준 IPR 확보

2023~2024



2025~2026

분야 표준 기술
• 자율운항선박

개발 추진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 자율운항선박

국제 협력체 구축



•기
 확보된 핵심 IPR과 기술 개발
경험을 통해 국제 표준화 선도
글로벌 리더쉽 확보
• 자율운항선박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MO HGDM/
NCSR/MSC
ITU-R WP5B
ISO TC8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정책 제시

스마트자율운항선박(PG607)
특수통신(PG903)



관계 부처


정책 지원

IEC TC80

IHO S100WG

국제표준대응위원회
표준 제안

ITU-R WP5B 연구반
IEC TC80 전문위원회



사실표준화 기구
한국자율운항선박포럼
스마트자율운항선박포럼
K-MCP포럼

씨엔어스, SAN, 리안,
삼영이엔씨등 산업체

ICT 표준화전략맵

전략방향
제안

지능형 해상 이동체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활동 참여





한국해양대, 동서대 등 학계

정보 보급





활동 제안






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활동 참여

ETRI, KRISO, KR, KOMERI,
KOSHIPA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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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시장) 한국형 e-Navigation 사업과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사업 추진으로 시장 확대 기대 예상
• (기술) ICT분야의 충분한 기술력 보유 및 소형 무인선과
강점
관련된 원천기술들을 일부 확보 중
• (표준) 산·학·연·표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시장) 국내 조선해양 ICT업체 영세성으로 핵심기술
확보 및 인지도 부재로 인한 시장주도 미비
• (기술) 항해전자장비 핵심 기술들을 유럽 및 일본 업체
약점
등이 선점
• (표준) IMO, ISO, IEC, IHO, ITU 등관련 국제 표준
단체에서 우리나라 기업 참여 미비

• (시장) 유럽 등에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계획에 따른
자율운항 선박시장의 확대 및 관련 기자재 시장의 고부
가가치화 진행
기회 • (기술) 자율운항 선박 관련 기술개발이 본격화 단계이며
산·학·연·관이 협력 중
• (표준) 자율운항 선박관련 기술표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 참여 기회가 많음

• (시장) 선박시스템의 통합화/고도화로 인해 신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전망
• (기술) 유럽과 일본의 전자장비 기술 우위로 기술 격차가
점차 커질 우려
위협
• (표준) 유럽, 일본 및 중국에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국제
표준 주도를 위한 노력 가속화

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스마트자율운항선박 PG(PG607)) 스마트자율운항선박 PG를 신설하고, 관련 국내외 표준을
개발 중, IALA VDES 가이드라인을 TTA 단체표준으로 개발 중, 도선 스케줄 데이터 상호 교환을 위한
데이터 표준 단체 표준 개발 중, S-100 기반 항로 표지 제품 정보 단체표준 개발 중

한국자율운항선박
포럼

• (한국자율운항선박포럼)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원격관제 및 항로교환 시스템 표준 개발 중,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항로관리 및 원격관제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모델링 표준을 개발 중,
자율운항선박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보안 통신 프로토콜 표준
개발 및 테스트에 참여

스마트자율운항선박
포럼

• (스마트자율운항선박

포럼) 스마트선박 및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 추진 중, IPv6 이더넷
기반 선박네트워크 표준인 OneNet의 시험인증 도구 개발을 위해 IMEA/NMEA와 긴밀하게 협력 중,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및 조선해양 ICT 융합 기술 교육 및 세미나 개최

K-MCP포럼

• (K-MCP포럼)

분산형 MCP의 구성모듈인 분산형 MMS 표준 개발 중, SMART-Navigation
프로젝트는 한국형 MCP(K-MCP) 개발을 위한 포럼을 구성하여 분산형(distributed) MMS 개발과
분산형 MIR 개발을 지원 중, 개발 중인 분산형 MMS 표준을 MCC(MCP Consortium)에 국제표준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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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EC

TC80 WG17-Common maritime data structure) 공통해사정보모델 기반의 항로교환
표준과 이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프로파일 및 IEC 61162기반의 선박 정보모델 및 S-100기반의
신뢰성있는 보안 통신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
• (IEC

TC80 WG6-Digital Interfaces) IPv4 이더넷 기반의 선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표준의
개정을 완료

• (ISO TC8 WG10-Smart Shipping) 선박이 자동으로 입출항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Cannonical
model 기반의 Automated Ship reporting 표준 개발 중, IPv6 프로토콜 기반 선박 네트워크
기술 사양 표준 개발을 위해 PWI로 등록하고 NP 회람을 위해 논의 중, 선내 설치되는 SW의 기능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시행 주체별 역할 정의(BIMCO&CIRM 주도 표준 초안 개발 중
• (ISO

TC8 SC6 WG16-Ship Communication Network Systems) 항해 기관 장비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서버 및 육상에서 데이터를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센터의 기본 성능 요건
및 데이터 모델 표준 진행, 선박데이터 서버를 통한 데이터 통합을 위한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고,
대상 장치를 지속적으로 확장 중, 데이터 서버, 육상 데이터 센터 및 통신 방법에 대한 성능 검증과
시험 절차 및 보안 관련 초안 개발 중

• (IHO S100 WG) 2018년 12월에 S-100 Edition 4.0 개발을 완료, 전자해도 등 해양정보에 대한
Plug-n-Play를 지원하기 위한 S-10x 기반의 공통해사정보모델을 개발 중

• (IMO

MSC) 2016년에 선박 사이버 위험 관리를 위한 중간가이드라인 제정을 완료, 최종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 자율운항 선박과 사이버 보안을 위한 국제 규정 논의 중,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논의 중

• (ITU-T

WP5B) 위성 VDES용 주파수 분배 및 ITU-R 권고 M.2092 규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자율 해상 무선통신을 위한 ITU-R M.[AMRD](autonomous maritime radio device) 규격을 위한
작업 진행, GMDSS 현대화의 일환으로 새로운 GMDSS 위성(이리듐) 추가를 위한 규정 정비 진행
등 해상통신을 위한 통신기술 및 주파수 국제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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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디지털화 Part.2

개요
•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3D 모델로 가상화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시각화하여 실시간 자동관제
및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예측·최적화를 구현하는 융합기술로 정의
•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는 2017년부터 제조를 위한 디지털 트윈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기구에서 디지털 트윈 표준화를 위한 그룹 신설 등 본격적인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음
- ISO TC 184/SC 4/WG 15(디지털 제조)는 2017년부터 디지털 트윈 제조를 위한 프레임워크 표준인 ISO 23247
(Part 1 ~ Part 4)를 개발했으며, 2021년 9월 국제표준으로 발간되었음
- ISO TC 184/SC 5/WG 13(설비동작명세서)은 제조 설비의 동작을 정의하는 제조 설비 동작 명세서를 규정하는
ISO 16400(Part 1~Part 3)을 개발 중에 있음
- JTC 1은 디지털 트윈 표준화를 위하여 SC 41의 표준화를 범위를 “사물인터넷 및 관련 기술”에서 “사물인터넷
및 디지털 트윈”으로 변경하고 WG 6(디지털 트윈)를 설립함. 현재 ISO/IEC 30172(디지털 트윈 유스케이스)와
ISO/IEC 30173(디지털 트윈 개념 및 용어)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디지털 트윈 참조구조 표준화가
제안되고 있음
- ITU-T SG20(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는 스마트시티 환경에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디지털
트윈 응용 기술 표준화를 추진 중. 또한 디지털 트윈의 상호연동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제안되어 향후 개발이
예정됨

• 디지털 트윈 표준화는 ISO에서 시작한 제조 부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JTC 1의 경우 전문 표준화 그룹을 신설하여 본격적인 표준화가 예상

Cloud

성숙도 및
평가 지표

전지형
스마트시티

수급형
자율제어

자율복합
모빌리티

스마트
안전시설

탄소저감
예측

자율인지
스마트팜

지능형
복합웰니스

연합 및
협업

4G/5G/6G
모델링 &
시뮬레이션

시간

공간

프로세스

행동

예측

인공지능

3D모델링

AR/VR/XR

동기화 및
디지털 쓰레드

디지털
가상화

S/W
현실
세계
IoT
도시

사람

제조·물류

교통

농업·환경

출처: 디지털 트윈 기술발전로드맵 2021.5, IITP(원본이미지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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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90%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중점 표준화 항목

동기화 및
디지털 쓰
레드

성숙도 및
평가지표

연합
및
협업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90%

TTA PG609/PG1001,
사물인터넷융합포럼

JTC1 SC41

선도경쟁공략

90% 100%

TTA PG609/PG1001,
사물인터넷융합포럼

JTC1 SC41,
IEEE 2888

선도경쟁공략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70%

80%

TTA PG609,
IoT융합포럼

JTC1 SC41

차세대공략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표준*

90%

90%

TTA PG609,
사물인터넷융합포럼

ITU-T SG20

차세대공략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90%

90%

TTA PG609,
사물인터넷융합포럼

ITU-T SG20

차세대공략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90%

90%

TTA PG609,
사물인터넷융합포럼

ITU-T SG20

차세대공략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90%

90%

TTA PG609,
사물인터넷융합포럼

JTC1 SC41,
ITU-T SG20,
ISO TC184 SC4

차세대공략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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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현실과 가상을 결합하는 디지털 트윈으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전략 : 차세대공략
목표
2023~2024

2021~2022
• 성숙도 및 평가지표 표준기술
개발 주도



2025~2026

및 디지털 쓰레드/연합 및
• 동기화

협업 국제표준 선도



기반 구축과 산업 생태계
• 활용

조성을 통한 디지털 트윈 기술
경쟁력 확보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20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TC 184



관계 부처
정책 제시

CPS(PG609)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PG1001)


정책 지원

국제표준대응위원회

TC 65, SyC SM
SC 41

표준 제안



사실표준화 기구

IEC TC65 전문위원회
ISO TC184 SC4, SC5 전문위원회
JTC 1/SC41 전문위원회



정보 보급

전략방향
제안

디지털 트윈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활동 참여

현대제철, LG CNS, 삼성 SDS,
등 산업체





카이스트, 한양대, 명지대 등 학계

스마트제조표준화포럼
사물인터넷융합포럼





활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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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
제시



ICT 표준화포럼

국제 협력



활동 참여

ETRI, KETI 등 연구기관

SWOT 분석
• (시장) 산업현장의 안전과 생산성 증진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시장이 성장 중
강점
• (기술) 원천기술 연구 투자 확대
• (표준) 국제 표준 기여도/영향력 증대

• (시장) 국내 시장 규모의 한계
• (기술) 비표준 기반의 기술 개발
• (표준) 국제 표준화 주도 전문가 및 지속성 부족

• (시장) 제조 부분의 디지털 트윈 상용화 서비스
• (기술) 에너지, 도시, 환경 등 다양한 응용 도메인에
기회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전개
• (표준) 다수의 국제공식표준화 기구를 포함하여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 디지털 트윈 표준의 관심 증대

• (시장) 거대 사업자의 영향력을 통한 시장 독과점 우려
• (기술) 외국기업의 핵심 원천기술 선점
• (표준) 기술 지배적 기업의 표준화 참여에 의한 표준화
주도권 경쟁

약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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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도시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구사항을 정의한 TTAK.KO10.1264-Part 1(개발완료), 참조구조를 정의하는 Part 2(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시스템 – 제2부:
참조구조) 표준 개발 중
• (TTA

CPS PG(PG609))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1부 유스케이스(TAK.KO-11.0284Part1)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2부 요구사항(TTAK.KO-11.0284-Part2) 개발 완료
• (디지털

트윈 WG) 디지털 트윈의 개요 및 속성(IoTFS-0212), 디지털 트윈 연합 –제1부:
요구사항(IoTFS-0213), 디지털 트윈 연합 –제2부: 참조모델(IoTFS-0214) 및 IoT 기반 실시간
소방설비 관리시스템 식별체계(IoTFS-0217) 표준 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SO

TC184 SC4 WG15-Digital Manufacturing) 디지털 트윈 제조 프레임워크를 위한 ISO
23247(Part 1 ~ Part 4) 표준 개발 중
• (ISO TC184 SC5 WG13-Equipment behaviour catalogue) 제조설비동작명세서를 규정하는
ISO 16400(Part 1 ~ Part 3) 표준 개발 중
• (IEC

TC65 WG24-Asset Administ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s) 자산의 특성과
인터페이스를 명세하는 AAS를 정의하는 IEC 63278-1 표준 개발
• (ISO/IEC

JTC 1/SC 41 WG6-Digital Twin) 디지털 트윈의 유스케이스를 정의하는 ISO/IEC
30172와 개념 및 용어를 정의하는 ISO/IEC 30173 표준 개발 중
• (ITU-T

SG20 Q1-Interoperability and interworking of IoT and SC&C applications and
services) 디지털 트윈의 상호연동을 위한 프레임워크 ITU-T Y.DT-interop 표준 개발 중
• (ITU-T

SG20 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architectural frameworks across
verticals enhanced by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트윈 ITU-T Y.dt-ITS, 지능형 소방 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트윈 ITU-T Y.dt-smartfirefighting,
스마트시티 도시 행정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능 및 요구사항 ITU-T Y.scdt-reqts 및
스마트시티에서 물리적 객체와 디지털 객체의 인터랙션을 정의하는 ITU-T Y.Sup.Interact-PD-cities 표준 개발 중
• (ITU-T

SG20 Q7-Evaluation and assessment of Smart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개발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의 개념 및
유스케이스를 정의하는 서플리먼트 ITU-T Y.Sup.DTw-concept-usecase 표준 개발 중
• (IEEE

P2888.1, Sens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 간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
• (IEEE

P2888.2, Actuat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s)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
간 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표준
• (IEEE

P2888.3, Orchestration of Digital Synchronization between Cyber and Physical
Worlds)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디지털 사물 정의 및 동기화 표준
• (IEEE

P2888.4, Architecture for Virtual Reality Disaster Response Training System with
Six degrees of Freedom (6 DoF)) 대형 공간 가상현실 재해대응 훈련시스템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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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디지털화 Part.2

개요
• 공공안전 기술은 경찰, 소방관 등 정부당국자들이 공공안전과 관련된 임무 수행에 사용하는 통신기술과
연관된 다양한 통신 인프라 기술을 포함한 ICT융합 응용기술뿐만 아니라 공공재에 해당하는 자원
효율화를 위해 ICT기술과 접목된 요소기술을 포함
• 관련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로는 3GPP, ITU-T, IEC 등을 꼽을 수 있으며,
- 3GPP SA/CT/RAN 작업반 등에서는 2013년부터 소방관, 경찰, 철도 승무원 등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션크리티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LTE 표준화에 이어 현재 5G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2016년부터 한국의
제안으로 5G에서 공공알림 서비스 개선 표준, 해양 통신 서비스 지원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 중
- ITU-T SG15 및 IEEE 802.1, IETF DetNet WG 등에서는 저지연 시간민감/확정형 패킷 전달망의 통신재난
대응을 위한 망 생존성 및 가용성 향상 기술 표준화 추진 중
- ITU-T SG16에서는 한국의 제안으로 2013년부터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전담하는 Q14 라포처
그룹을 신설하여 관련 표준화 작업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재난경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구조, 프로토콜 등의 표준화 작업을 추진 중
- ITU-T SG20에서 2021년부터 IoT 기반으로 소방설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소방설비
관련 표준 개발이 착수되었으며, IoT 기반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참조구조 표준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추진 중
- IEC TC120에서는 ESS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ESS 설계/설치/시험/운용 단계상의 전 주기에서 안전성 향상을
위한 ESS 시스템 및 배터리 운용 및 시험 방법, 환경 영향을 고려한 운용 지침 등의 표준화 추진 중
해상망
(국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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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상용망

MCS 서비스
기술 표준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철도망
(국내 분류)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재난안전망
(국내 분류)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공공안전ICT 특정영역 기술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공공안전ICT 공통 기술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

20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요약보고서

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
수준

표준
수준

MCS 서비스 기술 표준

85%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중점 표준화 항목

공공안전
ICT
공통 기술

공공안전
ICT
특정영역
기술

대응표준화기구

전략목표

국내

국제

85%

TTA PG1102,
TTA PG1103,
5G포럼

3GPP SA1/
SA6/CT1

선도경쟁공략

80%

80%

TTA PG1102,
TTA PG1103,
5G포럼

3GPP SA2/
RAN1/RAN2

추격/협력공략

90%

90%

TTA PG902,
TTA PG1102,
TTA PG1103

3GPP SA1/SA2/
SA6/CT1

지속/확산공략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90% 100%

TTA PG201,
TTA PG218,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ITU-T SG15/SG11,
IEEE 802.1,
IETF DetNet/
MPLS/SPRING

선도경쟁공략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

스마트그리드
표준화포럼,
90% 100%
IEC TC120 전문위원회,
한국전지산업협회

IEC TC120

선도경쟁공략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90%

90%

TTA PG905,
스마트철도
표준화포럼

3GPP SA1/SA6

선도경쟁공략

80% 100%

TTA PG903,
스마트자율
운항선박포럼

3GPP SA1,
IMO MSC,
IALA ENAV

차세대공략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75%

90%

TTA PG224,
한국스마트
사이니지포럼

ITU-T SG16,
W3C

선도경쟁공략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

90%

90%

TTA PG1001,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ITU-T SG20

차세대공략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 Ver.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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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목표
공공안전통신 인프라 및 융합 서비스 분야의 공통기술과 분야별
특화기술의 국제 표준화 고도화를 통한 재난 대응 및 공공안전 증진
▶ 추진전략 : 선도경쟁공략
목표
2021~2022

2023~2024

• 5G 기반 공공안전 요소기술
표준화 및 유선통신망 요소기술과
에너지 부문 요구사항 등
공공재 분야 표준화 추진



2025~2026

기반 공공안전
• 5G-Advanced

요소기술 표준화 및 유선통신망과
에너지 등 공공재 부문 요소기술
표준화 추진



기반 공공안전
• 5G-Advanced

요소기술 기능개선 표준화 및
유선통신망 연동기술 표준화추진

표준화 추진 체계
국제 표준화 활동

국내 표준화 활동
TTA PGs

공식표준화 기구
ITU-T SG11/SG15/
SG16/SG20

전문가 지원
(의장단 진출)



IMO MSC
IEC TC120

사실표준화 기구

표준 제안



이동통신 무선접속(PG1102)
이동통신 네트워크(PG1103)
광전송(PG201), 이더넷(PG218)
통신망응용(PG224)
공공안전통신(PG902)
ITS/차량/철도 ICT(PG905)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PG1001)


정책 지원



5G포럼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
스마트철도표준화포럼
한국스마트사이니지포럼



활동 참여

ETRI, KTR, KRRI 등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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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
제안

공공안전 기술
국내외 표준화
전략방향 제시










정보 보급

전략방향
제시

활동 참여

한국선급 등 기타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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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싱크테크노,
KT, LG U+ 등 산업체

정책 제시

국제표준대응위원회
ITU-T SG11/SG15/SG16/SG20 연구반
IEC TC120 전문위원회

국제 협력

활동 제안

관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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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시장) 5G 세계최초 상용화로 공공안전 관련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본 통신 인프라 확보
• (기술) PS-LTE 표준기반 재난안전통신망 및 LTE-R 기반
강점
철도전용 무선통신망 기술 확보
• (표준) LTE-R 기반 철도전용 무선통신망 국내 표준화
및 5G 기반 해양ICT융합 국제표준화 추진

• (시장) 글로벌 업체의 세계시장 선점 가속화
• (기술) 국제적 공조 기반 5G공공안전 기술 개발 미흡
• (표준) 공공안전 관련 타국 정부기관들과의 국제협력 기반
약점
표준화 추진 시급

• (시장) 5G 이동통신망과 연결되는 버티컬 산업들을 위한
신규 시장 출현
• (기술) 공공안전산업과 이해관계가 유사한 타산업들이
기회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개발 중
• (표준) 5G망에서의 MCS 개선 기술 표준 지속

• (시장) 미국, 유럽 정부들에 의해 채택되는 글로벌 업체
솔루션으로 시장 선점
• (기술) 중국 기업들의 공공안전 및 여러 버티컬 산업들이
위협
필요로 하는 기술들에 대한 적극 대응
• (표준) 공공안전 및 버티컬 산업들과의 조화로 시장 크기
확대를 위한 국제표준화 선도 경쟁 심화

국내ㆍ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TTA

광전송 PG(PG201)) OTN, MPLS-TP 보호절체 표준화 완료 및 MPLS 기반 DetNet
보호절체 표준화 진행 중이며 향후 MTN 보호절체 표준화 진행 예상
• (TTA

이더넷 PG(PG218)) 이더넷 보호절체 표준화 완료 및 이더넷 무손실 보호절체 관련 표준화
논의 중
• (TTA

통신망응용 PG(PG224))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재난경보 메시지 전파 체계 및 재생 지침
표준화 완료 및 후속 표준개발 작업 추진 중
• (TTA 공공안전통신 PG(PG902)) 재난안전통신망에 사용할 단말기 규격 표준 개발 추진 예정
• (TTA 특수통신 PG(PG903)) LTE-Maritime 송수신기 기술규격 및 시험규격 표준을 완료하였으며,
어선 안전항해 원격모니터링시스템 관련 표준화 추진 예정
• (TTA

ITS/차량/철도 ICT PG(PG905)) 도시철도/일반철도/고속철도의 LTE 기반 스마트 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 관련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화 진행 중

• (한국스마트사이니지포럼)

재난경보 프레임워크와 메타데이터 등에 대한 표준화 이슈 논의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이니지 키오스크 인터페이스 표준화 작업 추진 중

•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

OTN, MPLS-TP, DetNet, 이더넷을 비롯한 다양한 전달망 보호절체
기술과 항공기 및 전장 네트워크 보호절체 기술에 관련 국내 표준(안) 작성 및 검토 추진

•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

ESS 안전·운용·설계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대한 국내 단체표준
개발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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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철도표준화포럼)

국가철도공단, 국내 다양한 제조회사, 연구계 그리고 학계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철도표준화포럼을 통하여 철도 서비스와 MCS 서비스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추진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에서 소방설비의 식별을 위한 식별체계 표준안
개발 중

• (국가기술표준원)

ESS의 계획 및 설치를 위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안전 요구사항의 IEC
국제표준 부합화를 통한 국가표준 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ITU-T SG2 WP1 Q3-Service and operational aspects of telecommunications, including
service definition) 재난 복구 시스템 관련 용어 표준, 재난복구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요구사항,
안전도 확인 및 재난복구 방송 메시지 요구사항 등의 권고 제정

• (ITU-T

SG15 WP3 Q10-Interfaces, interworking, OAM, protection and equipment
specifications for packet-based transport networks) 이더넷 및 MPLS-TP 등의 패킷 전달망
생존성 및 가용성 향상을 위한 트래픽 보호 및 복원 기술 권고 개발
• (ITU-T SG15 WP3 Q11-Signal structures, interfaces, equipment functions, protection
and interworking for optical transport networks) OTN 및 MTN 등의 회선 전달망 생존성 및
가용성 향상을 위한 트래픽 보호 절체 기술 권고 개발
• (ITU-T SG15 WP3 Q14-Management and control of transport systems and equipment)
전달망 보호절체 및 복원 기술의 제어 및 관리 측면의 권고 개발
• (ITU-T

SG16 WP1 Q13-Content delivery, multimedia application platforms and end
systems for IP-based TV services including digital signage) 공통경보 프레임워크와
재난안전 공통정보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개발 작업이 진행 중
• (ITU-T SG16 WP1 Q21-Multimedia framework, applications and services) 드론을 이용한
재난정보 서비스 유스케이스 및 요구사항 표준 제정 완료
• (ITU-T SG16 WP2 Q24-Human factors for intelligent user interfaces and services) 휴먼
요소를 고려한 각종 재난 정보의 표현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화 작업 추진 중
• (ITU-T

SG17 WP3 Q4-Cybersecurity and countering spam) OASIS와 협력하여
공통경보프로토콜(CAP) 기술에 대한 표준화 작업 지속
• (ITU-T SG20 WP1 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architectural frameworks across
verticals enhanced by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소방설비 중 소화설비관리 프레임워크
및 소화활동을 위한 요구사항 표준 개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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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T

SG11 WP1 Q3-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for emergency
telecommunications) 비상통신과 재난구호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신호 요구사항과
프로토콜 관련 권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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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

MSC-Maritime Safety Committee) 해사안전위원회는 국제항해선박의 SOLAS 협약,
STCW 협약 등을 포함하여 자율운항선박, 사이버 보안, e-네비게이션 및 GMDSS 현대화 등에
관한 규정 개발

• (IEC

TC120-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 ESS 안전 운용 지침, ESS 시험 평가 방법,
ESS 설치 및 성능평가 방법, 폐배터리의 ESS 재사용 요구사항 등 다양한 표준 개발 진행 중

• (3GPP

RAN1-Radio layer 1) 5G NR Sidelink 표준기술 개발을 3GPP Rel-17 일정 내 완료
하고자 표준화가 진행 중이고, 공공안전용 기기 간 직접 통신 기술도 지원될 수 있도록 표준화
목표로 정의, 5G MBS 표준기술 개발을 3GPP Rel-17 일정 내 추진하고자 표준화 진행 중이며,
그에 따른 MCS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그룹통신기술 관련 무선 표준기술 개발 추진
• (3GPP

SA1-Service) Rel-18 MCS 시스템 간 관리 설정 정보 공유를 위한 서비스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 Rel-18 비 인프라 기반의 안정된 철도 서비스 및 철도 요소 기술 강화를 위한 요구
사항, 5G off-network기반 열차 서비스 use case 및 요구사항 등의 표준 개발 진행 중
• (3GPP

SA2-System Architecture and Services) Rel-17 5G기반 그룹통신기술 표준 개발
진행 중
• (3GPP

SA3-Security and Privacy) Rel-16 MCS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적용되는 보안
표준기술 개발 완료
• (3GPP

SA6-Mission-critical applications) Rel-17 미션 크리티컬 기술규격 개선 및 유지
보수 표준, Rel-18 non-3GPP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차상 단말 기능 구조 표준 개발 진행 중

• (IALA

ENAV-e-Navigation Information Services and Communications) IMT-2020의
해사분야 적용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발 진행 중

• (IEEE

802 WG1-LAN/MAN Bridging & Management) 이더넷 기반의 무손실 보호절체
표준 개발 진행 중

• (IETF

Deterministic Networking WG) IP와 MPLS 망을 위한 무손실 보호절체 표준 개발
진행 중
• (IETF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WG) MPLS 네트워크의 링보호절체 표준 개발 진행 중
• (IETF

Source Packet Routing in Networking WG) 세그먼트 라우팅 네트워크의 보호 및
복원 표준 개발 진행 중

• (W3C

Web-based Signage BG) 웹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의 긴급정보 프로파일에 대한
표준 개발 진행 중

Ⅳ
약어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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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three-dimensional printing

삼차원의 공간적 부피를 가진 물체를 인쇄하는 일

3DTV

Three-dimensional
TeleVision

2개 이상의 시점으로 촬영된 실사 또는 그래픽 동영상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하고 수신 측에서는 안경식 또는 무안경식 수상기를 이용하여 입체 영상을
시청하는 차세대 방송 방식

3G

Third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기존의 음성 및 패킷 전송은 물론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글로벌 로밍이 가능한
이동통신 규격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비동기(W-CDMA) 기술의 국제협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1998년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ARIB, CCSA, ETSI, ATIS, TTA, TTC의 표준화기구들이 참여

3GPP2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2

동기식(CDMA2000) 규격개발 및 협력기구로 미국을 중심으로 ARIB, CCSA,
TIA, TTA, TTC의 표준화기구들이 참여

4G

4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3세대 이동통신 IMT2000의 뒤를 잇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국제전기
통신연합(ITU)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SBI2K(Systems Beyond IMT2000)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전화를 비롯한 위성망
연결, 무선랜 접속, 인터넷 간의 끊어짐 없는(Seamless) 이동 서비스가 가능

5G

5th Generation

5세대 이동 통신 : 4세대 이동 통신에서 진화된 이동 통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마케팅 명칭으로,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에서 정한 공식 명칭은
아이엠티 2020(IMT-2020)이지만, 이동 통신 시장에서는 세대로 구분하여
5세대(5G) 용어를 사용하며, 이동 통신 국제 표준화 단체인 3GPP의 기술
상표명(brand name)

6DoF

6 Degrees Of Freedom

3차원 공간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여섯 가지 회전 및 병진 동작 요소

A4WP

Alliance for Wireless Power

무선 충전 연합 : 자기 공명 방식 무선 충전 기술의 표준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
결성된 글로벌 컨소시엄

ABC

Asian Biometrics
Consortium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일부를
차량 스스로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 기계장치를 제어하는 기술로 복잡한 차량
제어 프로세스에서 운전자를 돕고 보완하며, 궁극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개발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 활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의
지능이 할 수 있는 사고·학습·모방·자기 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컴퓨터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를 말함. 1959년에 MIT AI연구소를
설립한 맥카시와 마빈 민스키(Marvin Minsky), 카네기멜론 대학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만든 앨런 뉴웰과 허버트 사이먼과 같은 개척자들에 의해 1950
년도에 실험학문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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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T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MWA

Advanced Media Workflow
Association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표준협회 : 미국에서의 표준 활동을 관리 및 조정하고, 표준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미국 국가표준으로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AP

Access Point

무선랜을 구성하는 장치 중 하나로서, 유선랜과 무선랜을 연결시켜주는 장치

APG

Asia-Pacific Telecommunity
Conference Preparatory
Group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PKIC

Asia PKI Consortium

APS

Advanced Planning &
Scheduling

APT

Asia Pacific Telecommunity

아시아 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보통신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기구로, 1979년 출범하여 3년마다 최고 의사결정회의(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42개 국가가 정회원, 130여 통신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옵서버로 참여

AR

Augmented Reality

증강 현실 :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의 한 분야로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

ARIB

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es

일본전파산업회 : 전파 및 방송 시스템에 대한 자발적 기술표준을 제정하는
일본의 사단법인

ASTAP

Asia-Pacific Telecommunity
Standardization Program

아시아-태평양 전기 통신 표준화협의체 : 아태지역 국가 정부간 협정에 의해
설립된 APT의 표준화 활동 전담 프로그램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재료시험협회

ATIS

The Allianc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olutions

미국에 기반을 두고 전 세계의 통신과 관련한 정보 기술 산업의 기술과 운영의
표준화를 실용적이고, 유연하며, 공개적인 방법으로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일본산업기술연구소

응용프로그램이 운영체제나 다른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주로 함수의 집합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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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미국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표준을 연구·개발하는 비영리의 표준화 위원회

AUTOSAR

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산업 표준을 개발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부품업체들이 공동으로 결성한 협력체

AVB

Audio Video Bridge

상호 클럭이 동기화될 뿐만 아니라 폭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기 위한 트래픽
쉐이핑, 목적까지 경로상의 자원 예약 등을 수행하며 오디오, 비디오 전송 시
서킷 교환과 유사한 전송 품질을 확보하려는 기술

AWARN

Advanced Warning and
Response Network

미국재난방송협회

AWG

APT Wireless Group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 무선통신 기술 협력을 도모하는 모임

B2MML

Business To Manufacturing
Markup Language

BAN

Body Area Network

인체 통신망 : 인체를 전송로로 사용하는 기술로 공기나 진공으로 무선 신호를
전송하는 기존 통신 방식이 아닌 우리 몸의 정전 특성을 이용해 몸에 장착된
전자 센서나 기기 간의 통신 기술

BGP

Border Gateway Routing
Protocol

자율 시스템의 네트워크 내에서 게이트웨이 호스트들 간에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

BLE

Bluetooth Low Energy

약 10미터(m) 도달 반경을 가진 2.4㎓ 주파수 대역 기반의 저전력 저용량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술

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영국표준협회 : 영국의 국가 표준(BS)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당초에는 영국 토목
학회의 제창으로 1901년에 ESC(Engineering Standards Committee)
로 발족하였다가 현재의 이름으로 확대 개편된 정부 공인 기관임. 영국을
대표하여 ISO, IEC 등의 국제 표준 기구와 CEN, CENELEC 등의 유럽 표준
기구와의 창구 역할을 담당

BSS

Broadcasting Satellite
Service

방송 위성업무 :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우주국을 이용해서 신호
정보를 전송하는 무선 통신 업무

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국제 공통평가기준 상호 인정 협정 : 회원국의 공통평가기준(CC : Common
Criteria) 인증서를 획득한 정보 보호 제품은 타회원국에서도 인정하는 CC
기반의 국제 상호 인정 협정

CCSA

China Communications
Standards Association

중국통신표준화협회 : 중국의 통신기술영역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신식산업부(MII :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의 지휘,
감독을 받는 민간 단체로서 2002년 12월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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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DS

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s

CD

Committee Draft

CDMI

Cloud Data Management
Interface

클라우드 데이터관리 인터페이스

CEN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유럽 표준위원회 : 유럽지역의 무역촉진을 목표로 일반산업분야의 유럽표준의
촉진을 위해 1961년 발족된 비영리단체

CENELEC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Électrotechnique

유럽 전기 표준 회의 : EU회원국가의 무역장벽 제거를 목표로 1973년 설립
되었으며, 유럽표준기구로서 전자기술 분야의 표준화 선도

CIM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컴퓨터 통합생산 : 부분적으로 자동화되어 있는 각 생산 분야(계획, 설계,
제조, 생산 관리 등)를 통신망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통합화하여 그 위에
영업, 유통, 연구 분야로 망화를 추진하여 기업 전체의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화함으로써 다양화된 소비자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여 경영 전략을
지원하는 등 고도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CISPR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

국제 무선장애 특별 위원회

CJK

Chinese, Japanese, Korean

Chinese, Japanese and Korean을 줄여 쓴 말로, 전산에서 동아시아 언어의
정보처리를 지칭할 때 주로 줄여서 쓰는 말

CORA

Core Ontology for Robotics
and Automation

CORBA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객체 관리 그룹(OMG)이 제정하는 객체 요구 매개자(ORB : Object Request
Broker)의 표준

COSD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표준개발협력기관 : 정부로부터 국가 표준 개발·관리 업무를 이양 받은 민간
단체로서 지정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표준화 전문 기관

CPRI

Common Public Radio
Interface

CPPS

Cyber-Physical Production
System

우주 데이터시스템 자문 위원회 : 세계의 우주 기관이 우주 특유의 데이터
교환 등의 프로토콜을 권고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

사이버-물리 생산 시스템 : 물리적인 제조 설비와 가상의 제조관련 정보
시스템을 완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제조 설비의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조
현황 및 상태 정보를 획득 분석하고, 이를 가상의 정보 시스템에 처리하여
생산 공정을 관리 제어함으로써 유연 생산을 포함한 최적의 제조 공정을
운영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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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Cyber-Physical Systems

사이버 물리 시스템 : 센서 네트워크(sensor networks), 사이버네틱스
(cybernetics) 및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시스템을 결합 설계한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s)이 진화되고 있는 시스템

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 표준협회 : 캐나다 국내 표준화의 최고 기관인 캐나다 표준화 위원회
(SCC)의 위임을 받아 캐나다의 국가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1919년 설립

CSCC

Cloud Standards Customer
Council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DaaS

Desktop as a Service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아웃소싱의 형태로 가상화된 데스크톱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

DAB

Digital Audio Broadcasting

디지털 오디오방송 : 유럽에서 아날로그 주파수 변조(FM)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 개발한 디지털 라디오 방송 방식

D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 항법보정 시스템

DIN

Deutsches Institute for
Normung

독일 표준화 기구 : 1917년에 설립된 독일의 국가 표준 제정 기관(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으로 독일을 대표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ISO), 국제
전기 표준 회의(IEC) 등 국제 표준 기구와 유럽 표준 위원회(CEN), 유럽 전기
표준 회의(CENELEC) 등 유럽 표준 기구와의 창구 역할을 담당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분산된 피투피(P2P : Peer-to-Peer) 망 내 참여자들이 모든 거래 목록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디지털 원장 기술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고정/휴대/차량용 수신에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로 이동 중에도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나 차량용 단말기를 통해 CD, DVD급의 고음질,
고화질 방송을 제공

DMTF

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 Inc.

Enterprise 환경과 인터넷 환경의 관리 표준 및 통합기술의 개발을 주도한 업계
조직으로 DMTF의 표준은 Platform 독립으로 그리고 기술적 중립 방법으로
계측 장비, 제어와 동시에 통신을 하기 위한 공통 관리 인프라스트럭처
컴포넌트를 제공

Do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미국 에너지부

DRM

Digital Radio Mondiale

중파 디지털 라디오 표준 : 주로 단파와 중파에 적용되었던 유럽의 디지털
라디오 방송 방식을 초단파까지 확장, 적용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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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C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DTN

Delay Tolerant Networking

DVB

Digital Video Broadcasting

디지털 비디오 방송 : 유럽의 디지털TV방송 규격으로 유럽 각국의 지상파,
위성, 케이블 TV방송의 규격을 유럽 통일방식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디지털
비디오방송 프로젝트의 목표규격

DWDM

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고밀도 파장 분할 다중 방식 : 하나의 광케이블에 여러 개의 빛 파장을 동시에
전송하는 광전송 방식

EAS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유럽항공안전기구

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
Information System

전자해도표시정보시스템 : 선박에서 사용하는 종이해도 대신 컴퓨터로
해도정보와 주변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ECU

Electronic Control Unit

전자제어장치 :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조향 장치, 제동 장치, 현가 장치 등의
기계 장치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장치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전자건강기록 : 모든 의료 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을 망으로 통합하여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 정보 시스템

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

총과대역 이동통신 : IMT-2020(5G) 이동통신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같은
고화질의 데이터 이용 시 사용자가 느끼는 초광대역 서비스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 적합성 : 주변 환경에 대한 전자파 간섭의 허용 범위를 준수하면서도
기능은 완벽하게 수행하는 능력, 즉 전자기적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 것들의 총칭

EMF

ElectroMagnetic Field

전자계 : 전계와 자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자기적 에너지의 총칭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파 장해 : 전자 기기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된 전자파가 그 자체의 기기
또는 타 기기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

EMP

Electromagnetic Pulse

전자기펄스 : 수백㎞ 또는 그 이상의 거리까지 유효하게 도달하는 전자기
복사의 대형 펄스

EN

European Norm

유럽 표준

단거리 전용 통신 : ITS의 일환으로 통행료 자동 지불 시스템(ETC)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주차장 관리, 물류 배송 관리, 주유소 요금 지불, 자동차
쇼핑, 자동차 도선료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는 단거리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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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

전자 해도 : 해안선, 등심선, 수심, 위험물, 등대, 항계 등 선박의 안전 항해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 해도 제작의 국제 기준(S-57)에 따라 각국 정부 기관이
제작한 디지털 해양 지도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환경 보호국 미국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1970년에 설립

EPON

Ethernet Passive Optical
Network

이더넷 수동광 가입자망 : 이더넷에 기반을 둔 수동 가입자망

EPUB

Electronic PUBlication

이퍼브 : 국제 디지털 출판 포럼(IDPF : 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에서 제정한 전자 출판물 표준

ETCS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유럽형 열차제어 시스템 : 유럽에서 사용하는 열차 신호 제어 기술 표준으로
유선망을 이용한 L1 방식, 무선망을 이용한 L2, L3 방식이 있음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 통신과 방송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첨단교통과
의료전자 등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ES(ETSI Standard)표준 제정을
촉진하고 총괄 조정하는 유럽의 독립된 비영리 기관

EUROCAE

European Organization for
Civil Aviation Equipment

EV

Electric Vehicle

전기자동차 :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 연방항공청

FDIS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최종 국제 표준안

FG

Focus Group

FIDO
Alliance

Fast IDentity Online Alliance

생체인식 기술 등을 포함한 인터넷 인증기술의 표준 정립을 목적으로 2012년
7월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단체

FOD

Foreign Object Detection

과전류 흐름 방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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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N

Faster-Than-Nyquist

나이키스트 속도(Nyquist rate)로 정보를 전송하는 기존의 전송 방식과
동일한 채널 대역폭을 사용하면서 나이키스트 속도보다 높은 전송률로 신호를
전송하는 기술

GADSS

Global Aeronautical Distress
Safety System

국제항공 조난 및 안전시스템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1995년 세계 무역 기구 체제가 출범하면서 타결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 간 협정으로 정부가 구매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교역을 규율하는 협정

GBAS

Ground-Based
Augmentation System

지상 기반 보정 시스템 : 공항 인근과 같은 협역에서 세계 위성 항법 체계
(GNSS)의 위치 오차를 보정한 정보를 지상국에서 직접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위치 보정 시스템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지리 정보시스템 : 지도에 관한 속성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시스템

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세계 해상조난 안전 제도 : 국제 해사 기구(IMO)가 주창하여 1992년 2월부터
도입된 새로운 해상 조난 안전 시스템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세계 위성항법 시스템 :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항법 시스템으로
위성에서 발신된 전파를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위성과 수신기 간의 거리를
구하여 수신기의 위치를 결정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 : 미국 국방부(DOD)가 개발하여 추진한 전 지구적 무선
항행 위성 시스템

GSA

Gaming Standards
Association

게임 규격협회 : 미국에 기반을 둔 게임 표준화 기관으로 카지노 게임과
관련한 표준화 활동을 하는 기관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인이동통신 시스템으로 기술적으로는
TDMA를 기본으로 함

GSMA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 : 전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및 이동통신 제조 공급
업체들의 모임

GSM-R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Railway

GSM 기반 열차 제어용 국제 무선 통신 표준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그래픽 사용자인터페이스 : 컴퓨터와 사용자가 상호 작용하게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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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S

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

고공 중계국 : 지상 20～50km 높이의 특정ㆍ공칭(公稱)ㆍ고정 지점에 있는
물체(플랫폼 등)에 설치된 무선국

HbbTV

Hybrid broadcast broadband
TV

하이브리드 방송 브로드밴드 TV : 유럽의 하이브리드 방송 서비스를 위해
구성된 표준화 단체 또는 기술 표준

HDR

High Dynamic Range

디지털 영상에서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만들어 사람이
실제 눈으로 보는 것에 가깝게 밝기의 범위(Dynamic Range)를 확장하는
기술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고효율 동영상 압축 기술

HFR

Hybrid Fiber Radio

접속망 구성의 한 방식으로 서비스 교환기에서 가입자 방향으로 광망 종단
장치(ONU)까지 광케이블을 이용하고 ONU에서 가입자 단말까지는 무선
시스템을 이용하는 구성 방식

HL7

Health Level 7

서로 다른 보건 의료 분야 소프트웨어 간 정보 호환이 가능하도록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1987년에 조직된 표준화 기구 또는 이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의료정보의 전자적 교환에 대한 사실 표준

HMD

Head Mounted Display

머리에 착용하는 형태의 디스플레이로 HMD 장치를 머리에 쓰면 양쪽 눈의
근접한 위치에 소형 디스플레이가 있어 시차를 이용한 삼차원(3D) 영상이 투영

HPC

High Performance
Computing

고성능 컴퓨팅, 대용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해 주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

HRI

Human-Robot Interaction

인간-로봇상호작용 :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과 로봇 사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human-robot interface)를 통하여 정보와 동작을 교환하는 것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

인터넷 웹 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표준 마크업 언어

HTML5

HyperText Markup
Language version 5

2014년 국제 웹 표준화 단체인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개발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yperText Markup Language) 5 버전

IaaS

Integration as a Service

기업의 데이터 저장 관리부터 고객 관계 관리(CRM), 기업 자원 관리(ERP)
등의 다양한 전산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IAL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ghthouse Authorities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 민간항공 기구 : 민간 항공의 질서와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연합의 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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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

Information Centric
Networking

통신을 원하는 개체가 통신 대상 호스트(host)의 주소에 기반한 통신이 아닌
정보 식별자를 기반으로 하는 통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 통신 기술 : 전기 통신과 컴퓨터를 결합한 고도의 신사회 기반을 형성하는
기술 분야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 전기 표준 회의 : 전기, 전자 및 관련 기술 분야의 비영리 국제 표준화
기관으로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국제 전기 회의에서 전기
기기에 관한 용어와 규격의 표준화 필요성이 제창되어 1906년 영국 런던의
회의에서 13개국이 참가하여 IEC를 발족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미국 전기전자 학회 : 세계 최대의 전기, 전자, 전기 통신, 컴퓨터 기술 분야의
비영리 단체로 1884년에 설립된 미국 전기 학회(AIEE : Americ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와 1912년에 설립된 무선 학회(IRE : Institute of
Radio Engineers)가 1963년에 IEEE로 합병하여 설립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 산하 조직으로 인터넷의 운영 관리, 기술적 문제
등을 해결하고 표준 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방형 국제 인터넷 표준 기구이며,
1986년 설립되어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다가 1993년 IAB로 확장

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국제수로기구 : 항해의 안전을 위해 해도에 관한 부호와 약자의 국제적인
통일, 국제 공동 조사, 바다 측량 및 해양 관측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함

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산업용 사물 인터넷 : 상호 간에 각기 다양한 접속 프로토콜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고, 다양한 유형의 최종 시장 애플리케이션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지능적 장치와 센서들의 네트워크

IITP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MEA

International Marine
Electronics Allies

국제선박전자연합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 해사기구 : 해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국제 협력을 목적으로 1958
년 정부 간 해사 협의 기구 조약에 의해 설치된 UN 산하의 전문 기관

IM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정보 관리 체계

IMTAdvanced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Advanced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에서 채택한 4세대(4G) 이동 통신의 공식 명칭으로
규격으로는 엘티이-어드밴스트(LTE-Advanced)와 와이브로(WiBro) 진화
기술인 와이어리스맨-어드밴스트(WirelessMAN-Advanced)의 두 가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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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S

International Network for
Autonome Ships

IoMT

Internet of Media Things

IoT

Internet of Things

IoUT

Internet of Underwater
Things

IP

Internet Protocol

OSI 기본 참조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제3계층(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로 TCP/IP의 일부로 사용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 재산권,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형·무형적인 모든 것의 재산권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VoD, T-커머스, 오락, 뱅킹, 정보, TV 포털 및 다채널방송서비스와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ADSL, FTTH와 같은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디지털
셋톱박스에 연계된 TV 단말기를 이용하여 패킷방식으로 제공되는 양방향 TV
서비스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

IPv4의 주소공간을 4배 확장한 128 비트 인터넷 주소 체계

IRTF

Internet Research Task
Force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 : Internet Architecture Board) 산하의 조직으로,
네트워킹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
연구자들의 공동체

IS

International Standard

국제 표준

ISACC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Advisory Council
of Canada

캐나다 표준화기구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 보호관리 체계 :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정보 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과 절차 및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체계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 표준화기구 : 국제적으로 통일된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촉진하고 과학·기술·경제 전반의 국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1926년에 각국의 주요 표준화 단체에 의해 결성된
ISA(International Federation of National Standardizations)의 업무를
계승하여 1947년에 설립

자율운항선박 국제네트워크

사물 인터넷 : 정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실세계(physical world)와 가상
세계(virtual world)의 다양한 사물들을 연결하여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기반 시설로 주요 기술로는 센싱 기술,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사물 인터넷 인터페이스 기술, 사물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기술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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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
JTC1

ISO/IEC Joint Technical
Committee 1

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국제 전기 표준 회의(IEC)가 정보 기술(IT) 분야의
국제 표준화 작업을 합동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공동 기술 위원회로 1987년에
설치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교통수단 및 교통 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교통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교통 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 체계

ITSK

Intelligent Transport Society
of Korea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 전기 통신 연합 : 국제 연합의 전문 기관으로, 모든 종류의 전기 통신의
개선과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국제 협력을 유지, 증진하고 전기 통신 업무의
능률 향상, 이용 증대 및 보급의 확대를 위해 기술적 수단의 발달과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범세계적인 정부 간 국제기구이며, 1865년에 설립된
국제 전신 연합과 1906년에 설립된 국제 무선 전신 연합이 1932년 통합되어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으로 발족

IVI

In-Vehicle Infotainment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 차 안에 설치하는 여러 장비들이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제공하는 것

JARUS

Joint Authorities for
Rulemarking on Unmanned
Systems

JPEG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JWG

Joint Work Group

KAIA

Korea Agency for
Infrast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ISA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한국인터넷진흥원

KISTA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gency

한국특허전략개발원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한국산업표준 : 기계, 전기, 환경 등 산업 전 분야의 제품 및 시험·제작 방법
등을 규정하는 국가 표준

LAN

Local Area Network

근거리 통신망 : 집, 학교, 사무실 등의 같은 건물 내 또는 가까운 거리 내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치들을 연결해 주는 통신망

ISO/IEC JTC1과 ITU-T가 공동으로 표준화한 컬러 정지 영상의 저장 및
전송을 위한 효율적인 압축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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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S

Location Based Service

위치 기반서비스 :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이나 통신망을 활용하여 얻은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LDM

Local Dynamic Map

고정된 지도 정보에 차량 주위의 도로 교통 정보 및 상태 정보가 반영된 지도
데이터베이스

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code

저밀도 패리티검사 부호

LED

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 :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의 한 종류

Li-Fi

Light Fidelity

발광 다이오드(LED)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가시광 통신(VLC : Visible Light Communication) 기술의 보조 방식

LISP

Locator/ID Separation
Protocol

위치자/식별자분리 프로토콜

LMR

Land Mobile Radio

산업용 무전기 : 정부 또는 공공 기관에서 쓰는 무전기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습 관리 시스템 : 컴퓨터 온라인을 통하여 학생들의 성적과 진도는 물론
출석과 결석 등 학사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

LoRa
Alliance

Long Range Alliance

LPWA

Low-Power Wide-Area

LSAD

Low Speed Automated
Driving System

LTE

Long Term Evolution

3GPP 이동 통신 표준화 단체에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OFDMA)과
다중 입력 다중 출력(MIMO) 기술 기반으로 제정한 표준

LTI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학습 도구 상호운용성

M2M

Machine to Machine

사물 통신 : 기계, 센서, 컴퓨터 등 다양한 장치들이 유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함으로써 개별 장치들의 기능이나 성능을 개선시켜
주고 개별 장치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

사물 인터넷(IoT)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술 가운데 하나로저전력 소모, 저가
단말기, 낮은 구축 비용, 안정적 커버리지, 대규모 단말기 접속 등 조건을
충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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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Mandatory Access Control

강제적 접근통제 : 정보 시스템 내에서 어떤 주체가 특정 객체에 접근하려
할 때 양쪽의 보안 레이블(Security Label)에 기초하여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정보(객체)가 낮은 보안 수준의 주체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접근을
제한하는 통제 방법

MAN

Metropolitan Area Network

도시권 통신망 : 일반적으로 LAN은 1개 기업의 구내 또는 1개 빌딩 내를
연결하는데 비해 MAN은 도시의 한 구역 혹은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서비스 할 수 있음

MANO

Management and
orchestration

MAR

Memory Address Register

기억 장치주소 레지스터 :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내부에서 기억 장치 내의
정보를 호출하기 위하여 그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제어용 레지스터

MEC

Mobile Edge Computing

모바일 엣지 컴퓨팅

MEC

Multi-Access Edge
Computing

멀티 엑세스 엣지 컴퓨팅

MEF

Managed Extensibility
Framework

MESA

Manufacturing Enterprise
Solutions Association

MLP

Mobile Location Protocol

모바일 위치프로토콜 : 이동국(Mobile Station)의 위치 기반 서비스(LBS)
관련 각종 솔루션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한 응용 계층의 표준 프로토콜

mMTC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s

대규모 사물통신 : IMT-2020(5G) 이동통신에서 다수의 기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 통신을 일컫는 명칭

mmWave

millimeter wave

밀리미터파,주파수가 30～300기가헤르츠(㎓)이고, 파장이 1～10밀리미터
(mm)인 전파

MOM

Message Oriented
Middleware

메시지 기반 미들웨어 : 상이한 애플리케이션 간 통신을 비동기 방식으로
지원하는 메시지 기반 미들웨어

MOPS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최소운용성능표준

MP3

MPEG-1 Layer 3

압축비가 12:1인 오디오 코덱의 한 형태로 일반 웨이브(wave) 파일에 비해
크기가 10분의 1이면서 콤팩트디스크(CD) 수준의 음질(16비트, 44.1㎑)을
구현할 수 있는 오디오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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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멀티미디어 관련 부호화 기술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합동 기술 위원회로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화회의(IEC)의 합동 기술위원회 JTC
1(Joint Technical Committee) 산하의 표준화 위원회 SC(subcommittee)
29의 작업 그룹(working group)으로 공식 명칭은 ISO/IEC JTC1/SC 29
Working Group 11

MPLS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다중 프로토콜라벨 스위칭 : 데이터 패킷에 IP주소 대신 별도의 라벨을 붙여
스위칭하고 라우팅하는 기술

MR

Mixed Reality

혼합 현실 : 현실 세계에 가상 현실(VR)이 접목되어 현실의 물리적 객체와
가상 객체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환경

MSD

Minimum Set of Data

최소 사고정보 : 사고 발생시 e-Call 단말이 e-Call 센터로 전송하는 정보로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 및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

NCPDP

National Council for
Prescription Drug Program

NEMA

NationalElectricalManufactur
ers'Association

NETCONF

NETwork CONFiguration

NFV

Network Function
Visualization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 네트워크의 방화벽, 트래픽 부하 제어 관리, 라우터
등과 같은 하드웨어 장비의 기능과 처리 기능을 서버단에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기술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국 국립표준 기술 연구소 : 1901년에 설립된 미국 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기술관리국 산하에 있는 표준 기술 연구소

NMEA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

시간, 위치, 방위 등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미국의 The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에서 정의된 규격

NNEF

Neural Network Exchange
Format

신경망 교환포맷

미국전기공업협회

[출처][넥스투비]
KhronosGroup,신경망교환을
위한NNEF1.0표준발표|작성자
넥스투비

NNR

Neural Network
Representation

NP

New Proposal

신경망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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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N

Non-Public Network

NRC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NSA

Non Standalone

NSC

National Standard
Coodinator

NTN

Non-Terrestrial Networks

NWIP

New Work Item Proposal

OAGi

Open Applications Group

OAGIS

Open Applications Group
Integration Specification

공급 사슬 영역에서 확장성 마크업 언어(XML)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
교환 표준 방법을 규정한 기업 간(B2B) 콘텐츠 표준

OASIS

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전자 정부, 전자 비즈니스, 웹 서비스 등 인터넷 분야 주요 이슈의 표준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인 민간 표준화 기구

OCC

Optical Communications for
Cameras

OCEAN

Open allianCE for iot
stANdard

미래창조과학부와 전자부품연구원(KETI)이 주도하는 국제 표준 기반 사물
인터넷 오픈 소스 연합체로 사물인터넷(IoT) 국제 표준인 원엠투엠(oneM2M)을
기반으로 개발된 오픈 소스와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사물인터넷
기업들 간의 협업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
12월에 결성

OC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사물 인터넷(IoT) 기기 간의 상호운용성 제공 및 관련 기술을 표준화하는
협력체로 사물 인터넷 기기의 제조사, 소프트웨어 등에 관계없이 상호
연결성을 위한 프로토콜, 운영 환경 등을 정의하며, 2014년 창립된 오픈
인터커넥트 컨소시엄(OIC : Open Interconnect Consortium)의 명칭이
2016년 2월 OCF로 변경

ODL

Open Day Light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립재활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경제 산업자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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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직교 주파수분할 다중 : 상호 직교성을 갖는 다수 반송파를 이용하여 신호를
변조하여 다중화하는 전송 방식

OFDMA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직교 주파수분할 다중 접속

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

개방형 공간정보 컨소시엄 : 지리 공간 정보 데이터의 호환성과 기술 표준을
연구하고 제정하는 비영리 민관 참여 국제 기구

OGF

Open Grid Forum

그리드 관련한 모든 표준화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

OIC

Open Interconnect
Consortium

OID

Object Identifier

OIF

Optical Internetworking
Forum

OIN

Open Invention Network

OMA

Open Mobile Alliance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의 범세계적 활성화를 위해 기술규격 개발 및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포럼

OMG

Object Management Group

객체 지향 기술의 보급과 표준화를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로 1989년에
발족하였으며 본부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음

oneM2M

one Machine-To-Machine

사물 통신(M2M) 분야 글로벌 표준화 협력체 : 원엠투엠(oneM2M)에는 세계
표준화 단체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유럽전기통신협회(ETSI), 미국
통신정보표준협회(ATIS)와 통신산업협회(TIA), 중국통신표준협회(CCSA),
일본 전파산업협회(ARIB)가 중심이 되고 이에 속한 수많은 기업과 연구 기관,
대학 등이 참여

ONF

Open Networking
Foundation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을 통한 네트워킹의 혁신을 추구하면서
오픈플로(OpenFlow)를 비롯한 관련 기술과 표준을 개발하고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

ONOS

Open Network Operating
System

OPC UA

OPC Unified Architecture

OPNFV

Open Platform for NFV

광통신 장비 제조업체 : 사용자, 서비스 제공자들이 협력하여 광통신 망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준 표준화 기관

산업 자동화용 사물 인터넷을 위한 국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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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RoS

Open Robot Software
Platform for Robotic Services

OSIA

Open System
Interconnection Association

OSM

Open Source Mano

OTN

Optical Transport Network

광 전송망 : IP기반 데이터 및 기타 데이터 서비스를 통합하는 능력을 가진 광
전송 계층을 정의하는 표준

OWASP

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로, 주로 웹을 통한 정보 유출,
취약점 등을 연구

OWC

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

PaaS

Platform as a Service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플랫폼

PAN

Personal Area Network

개인 영역통신 : 전화기와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를 포함하는
사용자에 인접한 컴퓨팅 장치들 간의 통신망

PD

Program Director

PDC

Personal Digital Cellular

PG

Project Group

PHD

Personal Health Device

개인 건강기기 : 개인의 다양한 생체와 건강 상태를 측정하여 수집한 정보를
다른 건강 의료 기기와 상호 교환하는 건강 기기

PHY

Physical Layer Protocol

일반적인 유무선 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물리적 링크를 설정,
유지, 절단하는데 관련된 최하위 층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공개 키 암호 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 보호 표준 방식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PM

Program Manager

PMIC

Power Management
Integrated Circuit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에 대한 학술 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로 구성한 민간 연구 모임

일본에서 개발된 2세대(2G)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

전력 관리칩 : 전압 제어, 배터리 관리 및 충전 기능 등을 하나로 통합한 집적
회로(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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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ML

Predictive Model Markup
Language

애플리케이션간 예측 모형의 정의 및 공유를 가능케 하는 확장성 마크업 언어
(XML) 기반의 언어

PPDR

Public Protection and
Disaster Relief

재난안전 통신 : ITU-R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안전(Public Protection)과
재난구조(Disaster Relief)를 위한 통신이 통합되어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

PS-LTE

Public Safety-LTE

기존의 LTE 기술에 디투디(D2D : Device to device) 통신, 그룹 통신을
제공하는 지시에스이(GCSE : Group Communication System Enablers),
미션 크리티컬 푸시투토크(MCPTT : Mission Critical Push To Talk), 단독
기지국 모드 등 재난 안전에 필수적인 기능을 추가한 것

PTT

Push-To-Talk

무전기처럼 일대일 또는 일대다 형식으로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

PWI

Preliminary Work Stage

QoE

Quality of Experience

QTI

Question and Test
Interoperability specification

RDS

Radio Data System

FM 방송 주파수 대역 내에 교통 정보 등 데이터를 중첩하여 방송하는 시스템

RF

Radio Frequency

무선 주파수

RNIS

Radio Network Information
Service

RoF

Radio over Fiber

아날로그 형태의 무선 주파수(RF) 신호를 광 신호로 변환하여 광섬유를 통해
전송하고, 수신된 광 신호를 다시 무선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기술

RTCA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Aeronautics

미국 항공무선 기술 위원회, 미국의 항공 관련 무선 기술을 연구하고 관련
지침서를 출판하는 민간 단체

RTCM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Maritime Services

SaaS

Software as a Service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상에서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미국 자동차기술자협회

체감 품질 : 서비스 이용자가 각자의 기대치(expectation)에 근거하여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의 총체적인 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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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표준 및 권고 방식 : 국제 민간 항공 조약 제37조 및 제54조에 의거하여 항공
통신, 항공 규칙, 항공 관제 방식, 운항, 공항, 항공기의 내공성(耐空性) 등에
관하여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 이사회에서 채택된 것

SBAS

Satellite-Based
Augmentation System

위성 기반보정 시스템 : GNSS의 위치 오차를 보정한 정보를 위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광역(wide-area)의 위성 항법 보정 시스템

SC

Sub-Committee

SCTE

Society of Cable
Telecommunications
Engineers

유선전기통신 산업에 관련된 미국표준협회(ANSI)에서 인가한 비영리 단체

SDK

Software Development Kit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간편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특정 환경이나
플랫폼 기반의 종합 개발 도구

SDN

Software-Defined
Networking

네트워크를 제어부와 데이터 전달부로 분리하여 네트워크 관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술

SDOs

Standard Develping
Organizations

표준개발기구

SG

Study Group

SLA

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협약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가 제공될 서비스 및 그와
연관된 여러 조건들에 대한 서로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기술해놓은 협약서

SMPTE

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s

국제 영화 텔레비전 기술인 협회로 영화 산업의 진흥을 위해 1916년 SMPE
(society of Motion Picture Engineers) 이름으로 미국에 설립

SNIA

Storage Network Industry
Association

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PG

Special Project Group

STC

Special Technical
Committee

SWOT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해상 인명안전 조약 :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 증진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박의
구조, 설비 및 운항에 관한 최저 기준의 설정을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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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O

The Ace Orb

TC

Technical Committee

TCCA

The Critical Communications
Association

TCP/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컴퓨터 간의 통신을 위해 미국 국방부에서 개발한 통신 프로토콜로, TCP와
IP를 조합한 것

TETRA

Terrestrial Trunked Radio

유럽 전기 통신 표준 협회(ETSI)가 개발한 유럽 이동 무선 통신 기반의
표준으로 경찰·소방 무선과 같은 공공 기관, 공공 단체의 이동 무선 통신의
필요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

TIA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미국 통신산업 협회 : 1988년 미국 전화 공급자 협회와 미국 전자 공업 협회
(EIA)의 정보 통신 기술 그룹(ITG)이 합병하여 설립된 협회

TR

Technical Report

TS

Technical Specification

TSDSI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Development
Society

TSN

Time-Sensitive Networking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전기 통신 관련 표준화 활동을 위해 1988년 설립된
재단 법인(1991년 8월 전기 통신 기본법에 따라 법정 법인이 되었음)으로
전기 통신 방식, 통신 절차, 접속 등의 국내 표준 작성 및 보급과 국내외 표준화
조사 및 연구, 국제 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국제 표준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의 활동을 수행

TTC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일본정보통신기술위원회 : 일본의 전기통신 전반에 관한 표준화와 표준보급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UAV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 항공기 :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무선으로 원격 조정이
가능하거나,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이 가능한 비행체

UAS

Unmanned Aerial System

무인 항공기(UAV) 및 이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시스템

UDP

User Datagram Protocol

인터넷의 표준 프로토콜 집합인 TCP/IP의 기반이 되는 프로토콜의 하나

인도 표준개발 기구 : 인도 국가 표준 개발 기관으로 2013년 11월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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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

Ultra High Definition

URLLC

Ultra-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s

IMT-2020(5G) 이동통신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고 지연 시간이 매우 짧은
통신 서비스를 일컫는 명칭

UTM

UAS Traffic Management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V2I

Vehicle-to-Infrastructure

차량·인프라 통신망 : 차량과 유무선 통신 인프라망이 접속되어 단말과 서버
간에 통신을 제공하는 통신망. 차량에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의 교통 정보
및 안전 지원, 내려받기 서비스를 제공

V2P

Vehicle-to-Pedestrian

차량·보행자 통신 : 차량과 개인 즉,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가 소지한 이동
단말 기기 사이의 무선 통신

V2X

Vehicle-to-Everything
(vehicle / infrastructure
/ nomadic device /
pedestrian)

차량·사물 통신 : 차량을 중심으로 유무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VDES

VHF Data Exchange System

초단파 데이터교환 시스템 : AIS의 메시지 부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AIS에서
사용하는 ASM 채널을 별도 지정하여 AIS 부하를 줄이고, 데이터 통신을
통하여 e-내비게이션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IMO가 추진하고
있는 AIS 지원 통신 방법 및 시스템

VDI/VDE

Verein Deutscher
Ingenieure/Verband der
Elektrotechnik 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독일기술협회/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MA

Verband Deutscher
Maschinen- und
Anlagenbau

독일기계설비제조협회

VHF

Very High Frequency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중에서 HF(High Frequency)보다 높은 주파수대의
명칭

VLC

Visible Light Communication

가시광 통신 : 가시광선(400~700nm)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기술

VNF

Virtualized network
functions

VoLTE

Voice over LTE

엘티이(LTE : Long Term Evolution)와 아이엠티 어드밴스트(IMT-Advanced,
4세대 이동 통신) 기술인 엘티이 어드밴스트(LTE-Advanced)의 IP 데이터
망으로 음성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23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요약보고서

VR

Virtual Reality

가상 현실 : 인간의 상상에 따른 공간과 사물을 컴퓨터에 가상으로 만들어,
시각, 청각, 촉각을 비롯한 인간 오감을 활용한 작용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VSAT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초소형 지구국 : 지름 0.6~1.8 미터(m) 소형 안테나를 가지는 위성 통신용
지구국

VTS

Vessel Traffic Service/
System

선박 교통관제 서비스/시스템 : 선박통항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만과 출입 항로를 항해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의
움직임을 RADAR, CCTV, VHF, AIS 등 첨단 장비로 관찰하여 선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 운항을 위한 조언
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시스템

VVC

Versatile Video Coding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WAAS

Wide Area Augmentation
System)

WAN

Wireless Access Network

무선 접속망 : 휴대형 정보 단말이나 이동 환경에서 코어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망

WBAN

Wireless Body Area
Network

무선 인체통신망 : 사람이 착용(wearable)하는 또는 사람의 몸에 심는
(implant) 형태의 센서나 기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인체 영역 네트워킹 기술

WCG

Wide Color Gamut

디스플레이에서 영상을 실제의 색과 유사하게 재현하기 위해 색 재현율(color
gamut)을 높인 것

WD

Working Draft

WDM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

WG

Working Group

WiBro

Wireless Broadband

월드 와이드 웹 브라우저/서버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연구 기관
및 관련 회사들의 단체로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MIT)과 웹 서버를 개발한
유럽 원자핵 공동 연구소(CERN) 등이 주축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사 등 관련 회사들이 표준화 작업에 참가

파장 분할다중 방식 : 광섬유를 이용하는 통신에서, 상이한 파장의 빛을
이용하여 복수의 채널을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

핸드셋, 노트북,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스마트 폰 등 다양한 휴대
인터넷 단말을 이용하여 정지 및 이동 중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고속으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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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Wireless-Fidelity

2.4㎓대역을 사용하는 무선 랜(WLAN) 규격(IEEE 802.11b)에서 정한 제반
규정에 적합한 제품에 주어진 인증 마크

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무선랜 : 무선 접속점(AP)이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서 무선랜
카드가 장착된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

WMP

Web Map Service

WoT

Web of Things

모든 사물이 웹으로 연결되는 환경

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단거리 무선망 : 사용자 주변의 수 미터(m) 이내의 거리에서 휴대용 정보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 통신망

WPC

Wireless Power Consortium

무선 충전 국제 표준화 단체로 2008년에 무선 충전의 단체 표준 제정 및
프로모션 등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전 세계 주요 전자 통신 기업은 물론
이동 통신 사업자 등이 참여

WPT

Wireless Power Transfer

전원 공급원으로부터 전기적인 부하가 도체의 연결 없이 코일을 이용한
자기장 유도 및 공진 현상 등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전송하는 것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세계 전파통신 회의 :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의 조직을 전편 개편한 1992
년 제네바 헌장 및 협약에 따라 신설된 의사 결정 기관의 하나로서 전파 규칙
(RR)을 개정할 권한을 갖는 회의

WTO/TBT

World Trade Organization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세계무역기구/무역기술장벽 위원회

WUR

Wake Up Radio

WWRF

Wireless World Research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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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5G/B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초고속) 전송하고 지능형으로 처리하며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5G 기반의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유무선 통신 기술 및 향후 개발될 B5G(Beyond 5G, e.g., 6G) 기술을 포함

< 5G/B5G 기술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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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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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5G/B5G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기반 기술로써 기술 및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표준 선점이 이루어짐에 따라, 세계 최초로 5G 기술의 상용화 및
다양한 버티컬 분야와의 실증, 시범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및 표준
우위를 확보하고 국내 표준 확산을 통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확산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국내 이동통신 관련 산·학·연은 ITU-R, 3GPP에서 표준개발의 기술적 우위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고, 이동통신 분야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화 분야에서 선도그룹으로 포함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향후 5G 이동통신으로 대표되는 IMT-2020 기술과 5G 이후 고도화
기술에서도 지속적인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표준화 목표를
설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3GPP에서 5G-Adv. 표준의 첫 단계인 Rel.-18 본격화 예정이므로 요소기술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5G 기술의 버티컬 산업 적용확산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동을 지원하며,
기술개발-표준화-사업화로 이어지는 5G 생태계 선순환 구도 지원

- B5G의 준비단계로서 Post Rel.-19 준비작업인 표준로드맵 설정을 사전 대응하고, 버티컬
∼ 2024년
산업에 적용된 5G 기술의 5G-Adv.로의 고도화 및 응용을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5G-Adv. 생태계구축의 리더십 확보

∼ 2026년

- B5G/6G의 요구사항 및 기술구조에 대한 초기 표준작업을 선도하고, 적용 중인 5G-Adv.
기술의 버티컬 산업 확산을 위한 표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위한 5G-Adv. 선순환
생태계구축을 위한 관련 표준 지원활동 지속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원천기술 연구를 통한 5G/B5G 핵심 기술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표준 기술 및 표준특허를
확보하여, 이에 기반한 신제품 주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서비스 및 기술을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모바일 리더쉽 위상 확보
· 5G/B5G 세부 기술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기반 융·복합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주도하여
표준화기구 상호 간 시너지 증대
· 5G/B5G 선행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5G 서비스, 통신망 및 단말의 발전과 응용을 선도하여
이동통신 인프라 기반의 융·복합 신시장을 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 기회 제공
· 5G/B5G 표준 관련 주요 아이템에 무선 기술, 서비스 지원 기술, 네트워크 기술, 보안 기술
측면에서 산·학·연·관의 방향성이 반영됨으로써 E2E 관점에서 경쟁력 확보
· 5G/B5G 표준 관련 주요 국제표준 회의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채택되는 과정을 통해
표준 수립 과정에서 영향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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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5G/B5G 시스템·단말기 산업의 환경변화와 新 모바일 생태계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 표준 기술 동향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에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5G/B5G 기반의 버티컬 신산업 창출로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대 견인 기대
· 5G/B5G에 대한 표준화 우위 확보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표준화 참여 지원 및 표준특허
확보 성공 모델 발굴 기대
· 5G/B5G 표준 기술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세계 모바일 시장에서의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탄생 기대
· 기능/제품 간, 산업 간 분계점의 표준화 수준을 높여서 중소기업의 진입 기회 확대
· 중소기업이 5G/B5G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며 5G/B5G 시장 생태계 조성
· 5G/B5G 생태계에서 범용적이면서 표준 생태계가 조성된 기술 도입을 통해 관련 요소기술
확보 및 제품 연계에 필요한 진입 장벽 해소
· 5G/B5G 표준 기술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이동통신 속도의 혁신적인 향상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가치창조를 위한 지식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가 초연결된 환경(Hyper-Connected Living)을
구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국민행복 실현 가능
· 이동통신 기술의 다양성 및 협력 확대로 사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끊김 없는 통신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국내 5G/B5G 융합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모바일 감성 전달사회 실현 기대
· 지상 통신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비지상 통신 활용을 통한 재난 상황 대처 및 물류 서비스
지원
· 무선 백홀을 이용하여, 5G 이동통신망의 범위 확대 및 음영지역을 해소하고, 통신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도 신속하고 쉽게 이동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지털 차별화 극복을
통한 공공 서비스 제공
· 고화질 CATV나 5G/B5G의 저지연 고신뢰 서비스 기반의 위험 알림 서비스나 원격
조정(원격 운전, 원격 진료 등)으로 안전 보장 대폭 확대
· 고신뢰성 초연결 통신 기술로 안전한 사회 및 비면허 업무 해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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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ITU-R IMT-2020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완성된 5G표준 및 다변화되고 다양화된 기술 성능을
요구하는 주요 5G 시나리오를 구현하기 위한 무선 기술, 네트워크 기술, 5G서비스 지원기술
및 5G 보안 기술을 중분류 항목으로 구분
<5G/B5G Ver.2022 표준화항목>
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AI/ML이 적용된 지능형 네트워크와 고성능 단말의 도입을
반영하여 무선 자원의 초효율을 구현하는 물리계층 기술
- 지능형 네트워크 구현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
측정 및 보고 기술
- 고성능 단말을 위한 초정밀 채널 정보 측정 및 보고
기술
- 상향 링크 품질을 하향링크 수준으로 개선하여 전제
자원 효율을 개선하는 기술

3GPP
RAN,
ITU-R
WP5D

⑤

O

실질적인 통신 환경에서의 기지국과 다양한 단말 및
밀리미터파 대역 통신 장비 간 밀리미터파 광대역 통신을 지원하는 기술
및 광대역 송수신 - 높은 방향성 빔의 저지연 적응형 성형 기술
기술 표준
- 저지연 기지국 접속 및 다중 기지국 통신을 통한
밀리미터파 통신 거리 확장 기술

3GPP
RAN,
ITU-R
WP5D

⑤

O

5G 기반 저복잡도 단말(산업용 사물 인터넷 센서, 카메라,
웨어러블 기기 등)의 무선 접속 및 데이터 송수신 지원
기술
- 단말의 복잡도 절감 및 무선접속/데이터 송수신 기술
- 저복잡도 단말의 성능 저하로 인한 무선 커버리지 영향
상쇄 및 유지 기술
- 저복잡도 단말의 장시간 배터리 유지 위한 전력 소모
절감 기술

3GPP
RAN,
ITU-R
WP5D

⑤

O

5G 기반 IoT를 위한 고도화 기술
- 송수신 전송 효율성 개선 기술(Downlink/Uplink, 16QAM,
3GPP
Downlink 14-HARQ process)
RAN
- 자원할당 및 이동성 고도화 기술 (PDSCH scheduling
delay, 주변 셀 측정)

⑤

O

⑤

O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표준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
무선
기술

5G IoT 기술
표준

초저지연/초고신뢰 통신 지원 기술
- 보다 높은 URLLC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향상된
물리계층 피드백 기술
- 비면허대역을 통한 향상된 URLLC 전송 기술
- 낮은 지연 그리고 높은 신뢰도에 추가적으로 더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제공하기 위한 브로드밴드 URLLC 전송
URLLC 기술 표준
기술
- 서로 다른 캐리어 상에서 초기/재전송, 반복 전송 또는
캐리어 스위칭 기반 새로운 URLLC 전송 기술
- 사이드링크 기반 URLLC 전송 기술
- time-critical traffic 시나리오를 지원하기 위한 개선된 URL
LC 자원할당 기술

3GPP
RAN,
ITU-R
WP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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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향상된 IIoT 무선 지원 기술

IIoT무선 기술
표준

- 물리계측 피드백 향상기술(HARQ-ACK 전송 및 CSI
향상 기술)
- 비면허 대역 사용을 위한 향상된 제어 기술
-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는 트래픽 처리를 위한
전송 피드백 신호들의 멀리플렉싱 기술 및 트래픽
기술
- 전송지연 보상과 시간동기(Time Synchronization)를
향상 기술

전송
3GPP
RAN

⑤

O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

비면허대역 상에서의 셀룰러 지원을 위한 채널 접근/
공존 기술 및 송수신/제어 기술
- 캐리어 집성 및 이중연결 기반 면허/비면허대역 셀룰러
협력 기술
- 초고속 전송 및 다중연결을 위한 협력 송수신 제어기술
- 고속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 접근 기술
- Directional 센싱 및 Rx assistant 기반의 채널 접근 기술
- FBE 동작을 위한 단말-초기화 COT 설정/공유 기술

3GPP
RAN,
ITU-R
WP5D

⑤

O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위한 전송 및 간섭경감 기술과
52.6㎓이상 대역 접속 및 전송 기술
- 주파수 공존 및 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Dynamic
spectrum sharing(DSS) 지원 기술 및 Flexible BW 기술
- 동일대역 전이중방식 기술(In-band Full Duplex)
- 적응적 트래픽 전송 및 커버리지 향상을 위한 Flexible
duplex 기술
- Flexible duplexing을 위한 Self/Cross-link 간섭 경감
기술
- 52.6㎓이상
대역에서의
초기접속/동기화
기술,
빔관리/최적화 기술 및 HARQ 피드백/제어채널/데이터
채널 전송 기술

3GPP
RAN,
ITU-R
WP5D

⑤

O

무선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무선 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통신 기술
- 상위 노드와 하위 노드간의 효율적 무선 자원 다중화를
위한 동시 송수신 고도화 기술
- 상위 노드와 하위 노드간 동시 송수신을 위한 간섭
및 전력 제어 고도화 기술
- 전체 시스템 성능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한 스케쥴링,
3GPP
플로우 및 혼잡 제어 고도화 기술
RAN
- 무선 백홀의 신뢰성과 부하 분산 향상을 위한 적응적
토폴로지 관리 개선 및 토폴로지 이중화 관리 고도화
기술
- 무선 백홀/액세스 노드 이동성 관리 기술
- 다양한 Funtional Split 구조를 지원하는 멀티홉 무선
백홀 L1/L2 포워딩 기술

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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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순위
위한

표준화 항목

표준화 내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5G C-V2X 기술
표준

5G NR 셀룰러 기반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과 사물(차량,
인프라, 보행자 단말 및 통신망) 간 통신 기술
- 차량과 차량 간 저지연, 고신뢰성, 근거리 통신 기술 3GPP
- 차량 네트워크 대용량 데이터 전송, 원거리 통신 기술 RAN/SA
- 저전력 보행자 단말과 차량 단말 간 직접통신 기술
- 밀리미터파에서 고려하는 기술

⑤

O

NTN 기술 표준

비지상 네트워크를 위한 통신 기술
- 비지상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5G NR 기반 프로토콜 기술
- NB-IoT/eMTC 서비스 지원을 위한 액세스 기술
- Transparent/regenerative 위성, HAPS와 ATG 및 고정
빔/이동빔 시나리오에 따른 전송/액세스 기술
- 큰 도플러 쉬프트와 긴 전송 지연 등을 고려한
타이밍 관리, 동기, 재전송, 빔/편파 관리 등의 전송
3GPP
기술
SA/RAN
- 유휴/비활성 모드 및 연결 모드의 이동성 기술
- 다중 연결과 릴레이 등 RAN 아키텍처 및 관련 인터
페이스 프로토콜 기술
- 통합 위성 요소의 5G 네트워크 관리(NG-RAN과 비3GPP 액세스)
- 역외 지역을 포함하는 비지상 액세스에 대한 라우팅
및 MCC/MNC 적용 방식

⑤

O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표준

5G 기반 위치 측위 기술
3GPP
- RAT 기반 측위 기술
RAN/SA
- GNSS 활용 측위 기술
OMA
- WiFi, Beacon, 센서 활용 측위 기술
LOC
- 융복합 측위 기술
WG
- V2X, UAV, IIoT, 긴급구조 등 서비스 특화 측위 기술

⑤

O

무인기(UAV)
기술 표준

5G 기반 무인기 통신 기술
- UAV 원격 식별/인증 및 추적 기술
- UAV 이동성 향상, 빔 관리 및 전력감소 기술
- UAV와 UAV 컨트롤러 사이의 제어 트래픽 및 탐색을
3GPP
위한 UAV 간 통신 기술
SA/RAN
- UAV 보안 기술
- UAV-BS(무인기 기지국)를 위한 무선 백홀 기술
- UAV-BS 인증, 포지셔닝 및 모니터링 기술
- 서비스 연속성을 위한 UAV-BS 토폴로지 기술

②

O

5G 기반
확장현실(XR)
서비스 표준

5G 확장현실 서비스 지원기술
- 트래픽 특성 분석 (데이터 속도 범위, 지연, PER, RTT 등)
3GPP
- 서비스 분석 (뷰포인트, 클라우드 게임)
SA/RAN
- QoS 정책 기술 (5QI, PGI)
- XR 트래픽 모델 및 성능 평가 기술

②

O

서비스
지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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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개방형, 공유형, 가상화 기지국 기술
3GPP
- Cloud RAN 및 분산 RAN 구조
RAN,
- 개방형 기지국(Open RAN) 및 멀티벤더호환(MVI) 연동 ITU-R
인터페이스 기술
WP5D,
IEEE
- 개방형 5G 중계기 구조 및 연동/O&M 기술
802,
- RAN/주파수 공유 기술
O-RAN
- RAN 가상화 구조 및 기술

⑤

O

지능형, 멀티무선(Multi-RAT), 다계층셀, 다중연결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3GPP
-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운용 및 최적화 기술
지능형 무선
RAN,
(SON, O&M, 에너지절감, 부하분산)
액세스 네트워크
ITU-R
- 멀티무선, 초고밀집, 다계층 셀 구성, 연동, 운용 기술
기술 표준
WP5D
- 다중 연결(Multi-Connectivity) 기술
- 5G 유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연동/병합 기술

⑤

O

⑤

O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표준

다양한 무선 접속망을 통해 통합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 다양한 무선 접속망을 동시에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3GPP
제어 구조 (SA)
- 신뢰할 수 있는 non-3GPP 접속 및 유선 접속을 지원 SA/RAN
하는 기술(SA, CT)
/CT,
- 여러 접송망 사이의 트래픽 전송, 트래픽 분리, 트래픽 BBF,
전환을 위한 새로운 모드 정의 및 활용에 관한 기술
IETF
(SA, CT)
- EPC 연동 시나리오를 위한 절차 및 사용되는 프로
토콜에 관한 기술 (SA, CT)

⑤

O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기술
표준

다량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을 위해 표준화
된 데이터의 입/출력 인터페이스와 이를 통한 데이터분석
기술)
3GPP
- NWDAF 기반 연합학습 및 추론 지원 기술
- NWDAF 분산 계층 지원 기술
SA/CT
- NWDAF 로밍 및 데이터 보안 기술
- AI/기계학습 서비스지원 5G 네트워크 구조 확장
기술

⑤

O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표준

네트
워크
기술

표준화 내용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표준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특정 네트워크 기능으로
구성된 다수의 논리적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이질적 특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 슬라이스 식별자 및 로밍 기술
- 슬라이스 기반 NPN 연동 기술
- 슬라이스 UP 자원 관리 및 전달망 연결 기술
- 슬라이스 간 전환 및 Admission 제어 기술
- 슬라이스 기반 셀 재선택 및 핸드오버 지원 기술
- 슬라이스 가상화 기능 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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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
SA/RAN
/CT,
ITU-T
SG13,
ETSI
NFV

표준화 항목

버티컬 산업용
NPN 및 TSN
연동 기술 표준

MEC 플랫폼
기술 표준

5G 에지 컴퓨팅
지원 기술 표준

보안
기술

5G 보안
프레임워크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버티컬 산업용 NPN 기술
- NPN(특화망) 식별자 및 네트워크 발견/선택 기술
- PLMN 간 연동 및 서비스 연속성 지원 기술
3GPP
- 단말 Onboarding 및 Provisioning 기술
RAN/SA
- 5G 시스템과 버티컬 산업용 TSN 연동 기술
/CT,
- TSN 연동 브리징/시각동기화 네트워크 기술
IEEE
- 단말간 시간민감통신 (TSC) 및 시각동기화 지원 기술
802
- 5G 시스템의 시간민감통신 (TSC) 및 시각동기화 외부
제공 기술

⑤

O

MEC 플랫폼 인에이블링 기술
- MEC 플랫폼 위한 MEAO/MEPM의 확장과 UP 관리에
대한 NFVO/VNFM 확장
- User LCM Proxy / ME Application의 Package 구성
및 플랫폼 기술
MEC 버티컬 플랫폼 API
- MEC 위치기반 기술 : OMA 리소스 연계, UE 위치
검색 / UE 정보 검색 / 유저 리스트 등
- MEC UE 이동성 서비스기술 : MEC지원이 모빌리티
지원 RNIS 기술
- MEC Fixed Access Information
Federated Multi-Access Edge Computing 기술 (Hetero
geneouse Cloud 지원)
- federated MEC에 대한 시그널링 설계 및 요구사항 정의
-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intelligent Edge Computing
위한 프로토콜 기술
개발 환경 관련 표준 및 코드 제공
- API Serialization 코드 제공, Sandbox개발, Testing
및 Compliance 표준

ITU-T
SG11/
SG13,
OASIS,
ETSI
MEC/
NFV

⑤

O

에지 어플리케이션 인에블링 구조 기술 (SA6/SA2)
- CAPIF 기반의 에지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 기술.
- Edge 데이터 네트워크 기술 및 네트워크 설정 배포
3GPP
기술(NEF), 서비스 인에이블링 기술(SCEF)
RAN
- Network Capability Exposure 위치 리포팅, 어플리케
/SA,
이션 컨택스트 전환 기술
ETSI
3GPP 5G 코어 네트워크 상의 에지 컴퓨팅 지원 기술
MEC/N
- 로컬DNS 기반의 에지 서버 발견 기술
FV
- DNS, IP 라우팅 USRP 활용 서버 발견 기술
- UE 위치 연계한 DNS 인증 제공 기술
- ME 서비스 노출/배포 기술

⑤

O

5G 통신 시스템을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
-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보증 방법
- 보안 보증 요구사항
-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보증 규격

②

O

3GPP
SA,
GSMA

<표준화 특성>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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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ITU-R, ETSI 등 공식표준화기구와 3GPP, O-RAN 등과 같은
사실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 가능성이 큰 기술 중 산업적 파급효과 및 선제 대응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중점표준화항목을 선정
-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표준) 5G는 높은 MCS level 지원 및 개선된 단말과 기지국
간 연결 관리 등을 통해 LTE 대비 높은 대역 효율을 제공하나, 보다 큰 셀 용량 지원과
더 높은 품질의 사용자 통화품질 지원을 위하여 추가적인 성능 개선이 요구됨. 지능형
네트워크와 고성능 단말의 등장은 큰 폭의 통신용량 및 품질 개선을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물리계층 기술의 개선이 필수이므로, 본 항목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기술 표준) 밀리미터파 통신은 광대역 활용을 통하여
기존 대비 큰 통신용량과 높은 사용자별 정보율(data rate) 지원이 가능하나, 연결의
불안정성과 짧은 통신 거리의 한계로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음. 이를 극복하고 상용화를
가속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응형 빔 성형 기법의 빔 수정 속도를 증가시키고, 기지국과
단말 간 저지연 링크 생성 및 다중 연결 개선을 통해 링크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보다
넓은 통신 범위를 지원하는 기술의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해당 기술의 개발
난이도와 해당 표준화가 산업 및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 3GPP의 Rel-15 및 Rel-16에서는 eMBB, URLLC, mMTC
등 데이터 전송율, 신뢰성, 지연 시간, 접속 기기 수 등의 요구조건을 최대로 고려한 높은
사양의 기기를 위한 기술 표준들을 주로 고려한 반면, Rel-17에서는 높은 사양의 기기들을
포함하여 주변의 모든 기기를 5G로 연결하기 위한 기술로 표준 논의를 확장하고 있음. 향후
수많은 산업용 사물인터넷 센서 및 카메라, 웨어러블 기기 등이 5G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은 국내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로 판단됨. 따라서 관련 표준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5G IoT 기술 표준) 5G IoT 기술은 ITU-R IMT-2020에 포함된 5G의 대표 시나리오 3가지
중 하나인 초연결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3GPP Rel-17에서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추진 중. 특히 본질적인 송수신 기술, 자원할당 및 이동성 고도화 기술 등의
고도화와 함께 5G NR 기반 IoT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됨. 국내 다양한 융합산업 역시 IoT
기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향후 관련 기반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URLLC 기술 표준) ITU-R에서 결정한 IMT-2020 시스템의 주요 지원 서비스로 eMBB, mMTC와
더불어 URLLC가 선정되었으며, 기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초신뢰 및
초저지연의 요구사항을 제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제안되어
3GPP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안에 대하여 논의 중. 5G/B5G 시스템의 핵심 지원 서비스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임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1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IIoT 무선 기술 표준)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시티 등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다양한
산업계에서는 IoT 기기들에 대한 무선통신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5G의 주요
서비스인 URLLC 보다 높은 신뢰도 및 저지연에 대한 요구사항 제시. 3GPP에서는 이와
관련된 무선 기술들에 대한 표준화를 일부 완료하였으며 Rel-17 범위 내에서 물리계층
피드백 향상기술, 비면허대역 사용을 위한 향상된 제어 기술,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는
트래픽 처리를 위한 단말 전송 피드백 신호들의 멀리플렉싱 기술 및 트래픽 순위 기술,
전송지연 보상과 시간동기(Time Synchronization)를 위한 향상 기술에 대해 논의 중.
스마트공장/시티/방송 audio-video 데이터/의료 데이터(CT scanners, MR scanners) 등
산업계 IoT 기기들에 대한 무선지원이 필요하며 3GPP 5G Rel-17 표준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표준화 항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 비면허대역 상에서의 셀룰러 지원을 위한 채널 접근 및
공존기술과 송수신 및 제어 기술로써 비면허대역을 포함하는 캐리어 집성 및 이중연결
기반

면허/비면허대역

셀룰러 협력기술, 초고속 전송 및

다중 연결을

위한

협력

송수신/제어 기술을 포함하며, 3GPP에서는 FBE를 포함한 비면허대역에서의 채널 접근
기술 및 공존 기술 등을 표준화하는 Rel-17이 완료 예정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위한 전송 및 간섭경감 기술로
주파수 공존 및 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DSS 기술, 적응적 트래픽 전송과 커버리지 향상을 위한
Flexible duplex 기술 및 Self/Cross-link 간섭경감 기술, 그리고 52.6㎓ 이상 대역에서의 접속/전송
기술 등을 포함하며, 3GPP에서는 52.6㎓에서 71㎓ 대역에서의 접속/전송 기술을 표준화하는
Rel-17이 완료 예정이고, 100㎓ 대역까지로 향후 지속적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Rel-18에서는 Flexible duplex 기술 및 Self/Cross-link 간섭경감 기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무선 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유선 전송 네트워크의 고밀도화 없이 5G NR 백홀의
유연하고 소형화된 셀의 밀집된 배치를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가능한 무선 백홀 및 중계 링크
지원에 대한 필요성 대두. 무선 액세스 링크 및 무선 백홀 링크를 단일화된 무선전송/접속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단순화, 구축/운용비용 저감이 가능. 인구밀도가 낮은
도서/산간 지역 및 해상과 같은 통신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동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공 서비스 제공이 가능. 이는 5G 네트워크의 필수 구성 요소로
고려되며, 선제적인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5G 중계기 사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5G C-V2X 기술 표준) 기존 차량 통신표준은 기본 안전 및 주행 보조 서비스를 위한 차량 간 무선
연결 설정 등 기본적인 기능 구현에 집중되어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인프라, 보행자 단말 및
통신망 간 통신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됨. 3GPP는 Rel-14, Rel-15에서 기존 단말 간 직접통신
기술(D2D)을 개선하여 차량 간 직접통신 및 차량과 보행자 간 직접통신을 지원하는 기술의
표준 제정을 추진. Rel-16 및 그 이후의 표준은 5G NR 기반의 고신뢰 저지연 특성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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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추진하였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5G NR V2X 기술의 표준화가 진행됨.
직접 및 기지국 경유의 간접 통신 기술을 포함하는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 및 상용화 추세에
따라, 안정된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 광대역, 저지연, 고신뢰도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통신 기술의 필요성 증대를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NTN 기술 표준) 폭넓은 서비스 범위 기능과 물리적 공격 및 자연재해에 대한 우주/항공
플랫폼의 취약성 감소로 인해 비지상 네트워크는 지상 5G 네트워크가 제공될 수 없는
지역(고립된/외진 지역, 항공기 또는 선박에 탑재) 및 취약한 지역(교외/시골)에서 비용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M2M/IoT 장치 또는 이동 플랫폼(항공기, 선박,
고속열차, 버스) 승객을 위한 서비스 연속성을 제공하거나 미래의 철도/해상/항공통신과 같은
주요 통신에 대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5G 서비스의 신뢰도 강화 가능. 자체 운영되는
비지상 네트워크 또는 통합 지상-비지상 네트워크와 연관되며 다양한 5G 서비스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표준) 길 찾기, 지역 정보 제공, 위치기반 광고, 구조대상자 추적 및
물류 추적 등 기존 위치기반 서비스에서 자율주행차, 드론 등 고속 이동체 운행 지원 및
제조 공정 내의 IoT 지원 등 실시간 초정밀 위치기반 서비스로의 사용자 요구가 확장되고
있음. 5G 망에서 정의하는 측위 기술은 기지국 신호 기반 OTDOA 방식과 E-CID 방식,
위성신호 활용 A-GNSS 방식, WiFi 신호 활용 WLAN 방식, 이외에 Bluetooth, Beacon,
센서 및 기압계 활용 등 다양한 측위 방식들과 같이 논의됨. 3GPP Rel-16 에서는 5G NR
기반 RAT 의존적 측위 기술로 Multi-RTT, DL-TDOA, DL-AoD, UL-TDOA, UL-AoA과
같은 5G NR RF 기반 측위 기술이 표준화되었으며, 이들 기술은 GNSS-RTK, Beacon,
다양한 센서 등 가용한 RAT 독립적 측위 기술과 함께 사용되면서 데시미터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므로 자율주행차, 드론 등 고속 이동체 운행을 지원하게 됨. 또한 Rel-17
5G NR 측위 고도화는 IIoT 응용서비스를 지원하는 성능목표를 가지고 있음. 이들 5G
NR RF 기반 RAT 의존적 측위 기술과 기타 가용한 RAT 독립적 측위 기술, 이미징, 센싱
기술은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과 결합되어 핑거프린팅 측위 등 융복합 측위 기술로
고도화 예상되므로 이들 기술을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무인기(UAV) 기술 표준) UAV의 산업 응용(매핑 네비게이션, 사진 및 비디오그래피, 보안
감시 및 UTM 등)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무인기 기지국(UAV-BS) 사용은 신속한
배치 및 넓은 적용 범위, 낮은 유지 보수비용 등으로 긴급 상황, 재난 감시, 국경 감시,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임시 서비스 및 스팟 존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5G 서비스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5G 기반 확장현실 서비스 표준) 세계적으로 5G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각
사업자의 주요 5G 서비스 중 하나가 확장현실 서비스임. 국내에서도 통신 3사가 AR, VR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주력 5G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 향후 B2C 이외에 더 많은 서비스
시나리오에서 확장현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소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3GPP에서도 관련
표준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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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표준) 다수의 사업자가 개발한 다양한 구조의 5G 기지국이
구축됨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의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개방형, 공유형,
가상화,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기지국 기술이 5G/B5G 무선망 고도화 및 효율화
관점에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 고품질의 안정적인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대역부터 고대역까지 다양한 주파수 기반으로 지능형, 멀티무선(Multi-RAT), 다계층셀,
다중연결을 지원하는 초고밀집 스몰셀 구축과 운용이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표준)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기술은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서비스 특화된 다수의 논리적 네트워크로 분리하는
기술로써 통신사업자는 5G의 eMBB, mMTC, URLLC, V2X 등 다양한 서비스 기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 발굴 및 B2B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이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 기술들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표준) 다양한 무선 접속망 및 유선 접속망을 통해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무선 접속망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무선 접속망을 전환하기 위한 제어 기술 및 유선 접속망을 수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 특히, 기술의 활용성 및 사용 가능한 다양한 프로토콜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기술 표준) 네트워크 내부 데이터 외에 다양한 융합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네트워크를 자동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종단 간 네트워크 자동화 핵심 기술들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버티컬 산업용 NPN 및 TSN 연동 기술) 5G를 이용한 다양한 융합 버티컬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보안 및 독립적 운용이 가능한 버티컬 산업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PLMN과의 연동 여부에
따른 단독 및 비단독 NPN, 그리고 TSN 연동 버티컬 네트워크 기술들에 대한 도입이 명확해짐.
이러한 네트워크 기술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선 접속 기술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기도입된 NPN 및 TSN 연동 기술의 보완 및 확대 기술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음. 이처럼
3GPP 내에서 주요 논의 기술로 다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MEC 플랫폼 기술 표준, 5G 에지 컴퓨팅 지원 기술 표준) MEC는 모바일 환경에서 트래픽
양의 폭발적인 증가, IoT 단말의 증가, 개인형 서비스, 높은 성능 및 저지연과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 이는 모바일 코어망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고, 프론트홀과
백홀 상에서 저지연과 높은 대역폭을 위한 모바일 액세스망 및 Wi-Fi망의 모바일망의 연계
등 유저 가까이에서 실행하는 컴퓨팅 및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 명세가 정의되고 있고, 서비스
영역에 적용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표준화에 있어서 플랫폼 API의 세분화/추가 및 ETSI
MEC로부터 시작된 표준이 3GPP에서 적극적으로 수용 중이며, 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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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보안 프레임워크) 5G 보안 프레임워크는 5G의 다양한 활용사례에 대해 새로운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과 보안 검증을 위한 보안 보증 규격을 마련하고
있음. 향후 B5G의 고도화된 기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완성된 5G 표준을 위한 eMBB 전송접속, mMTC, URLLC, Flexible
Spectrum Usage 기술을 중점기술 항목으로 유지, 고도화된 IIoT와 IAB 기술을 추가하였으며,
5G에서 구현되는 차량 지원 기술을 강조하기 위해 Enhanced V2X를 C-V2X로 명칭을 변경.
관련 표준논의가 완료된 철도통신 기술과 5G 음성서비스 기술은 삭제. 3GPP Rel-16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는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과 무인기 기술을 서비스 지원 기술 중분류에 추가. 5G
상용화에 맞춰 데이터 분석 및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과 산업 응용 서비스를 위한 버티컬 산업용
네트워크 기술을 추가
- Ver.2021(2020년)에서는 초기 5G 표준 이후 고도화된 표준화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 기술
위주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세분화함. eMBB 전송접속 기술 표준은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표준과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기술표준으로, Flexible spectrum usage 기술
표준은 비면허 셀룰러 기술 표준과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로, C-V2X 기술
표준은 차량 간 직접 통신 기술 표준, 네트워크-고속 이동 차량 간 통신 기술 표준,
인프라-차량 간 통신 기술 표준으로, 액세스망 구조 기술 표준은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과
멀티무선 초고밀집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로, 코어망 구조 기술 표준은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표준, 유무선 통합 기술 표준,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기술 표준으로 세분화.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과 5G 기반 혼합현실서비스 표준이 신규 표준화 항목으로
추가. Ver.2021의 중점기술 조정에 따라 Ver.2020 융합보안 내 5G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표준화 항목으로 추가. mMTC 기술 표준은 5G IoT 기술 표준으로 명칭 변경
- Ver.2022(2021년)에서는 먼저 무선 기술 분야에서는 Ver.2021에서 세분화된 초고주파
활용기술, IoT 기술, URLLC 기술, IIoT 기술,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기술, 무선 백홀 및 엑세스
결합 기술과 같은 중점 표준화 항목의 표준 기술 고도화 관점에서 기존 항목들을 유지. 서비스
지원 기술 분야는 다양한 버티컬 산업군과의 융합 기술로 대표될 수 있는 분야로 지상 이동체,
공간 이동체(무인기), 위성 및 위치 기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표준화 항목으로 결정. 한편
네트워크 기술 분야는 기존 ‘멀티무선 초고밀집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 항목을
삭제하고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을 추가하였고 기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과 네트워크 가상화 항목은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실현됨으로 두 항목을 통합하였음. 마지막으로 기존 ‘유무선 통합기술 표준’ 항목을 네트워크
지원 기술을 수용/표현하기 위해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표준’ 항목으로 변경함.
마지막으로 보안 기술 분야는 기존 ‘5G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이 완료됨에 따라 삭제하고, ‘5G
보안 프레임워크’ 항목을 신규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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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Ver.2022 신규항목
구분

Ver.2020

eMBB 전송접속 기술
표준

무선 기술

Ver.2021

Ver.2022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표준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표준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기술 표준
송수신 기술 표준

-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

mMTC(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s)
기술 표준

5G IoT 기술 표준

5G IoT 기술 표준

URLLC 기술 표준

URLLC 기술 표준

URLLC 기술 표준

IIoT무선 기술 표준

IIoT무선 기술 표준

IIoT무선 기술 표준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

무선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무선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Flexible Spectrum Usage
기술 표준

무선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차량 간 직접 통신 기술
표준
C-V2X(Cellular-Vehicle-toeverything) 기술 표준

네트워크-고속 이동 차량
간 통신 기술 표준

5G C-V2X 기술 표준

인프라-차량 간 통신
기술 표준
서비스 기술

NTN 기술 표준

NTN 기술 표준

NTN 기술 표준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표준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표준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표준

무인기(UAV) 기술 표준

무인기(UAV) 기술 표준

무인기(UAV) 기술 표준

-

5G 기반 혼합현실서비스
표준

5G 기반 확장현실 서비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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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Ver.2020

Ver.2021

Ver.2022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표준
표준
액세스망 구조 기술 표준
멀티무선 초고밀집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표준

코어망 구조 기술 표준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기술
표준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표준

유무선 통합 기술 표준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표준

데이터 분석 및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 표준

데이터 분석 및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 표준

데이터 분석 및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 표준

버티컬 산업용 NPN 및
TSN 연동 기술

버티컬 산업용 네트워크
및 NPN 기술 표준

버티컬 산업용 NPN 및 TSN
연동 기술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 기술
표준

MEC 플랫폼 기술 표준

5G 에지 컴퓨팅 지원 기술
표준

5G 에지 컴퓨팅 지원 기술
표준

-

-

5G 보안 프레임워크*

5G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5G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

네트워크 기술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 기술
표준

보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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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간 연계도

- (5G/B5G 기반 자율자동차 서비스) V2X 통신서비스에 의해 자율주행차에 탑승한 A씨는
집-사무실-거래처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연속적인 업무환경과 HD급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때 V2X 통신은 인접
차량뿐 아니라 인프라,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최적의 이동 경로와 안전한 이동을 보장한다.
- (5G/B5G 기반 실감형콘텐츠 서비스) B씨는 주말 여가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5G와 연결된
VR을 통해 실시간 실감형 게임을 하거나 단체 야구 관람을 즐긴다. B씨는 이번 휴가 기간에
방문할 도시를 VR을 통해 사전 탐방하였으며, B씨의 AR 글라스는 휴가지에서 이동 경로나
도시 정보를 알려줄 것이다. B씨가 촬영한 4K 동영상은 5G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업로드
되며 필요한 고화질 동영상 또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5G/B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C씨가 살고 있는 D도시는 신호 체계와 트래픽 인식 CCTV가
연동되어 교통 상황에 따라 트래픽을 제어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제공한다. D도시의 CCTV는
고화질 영상 전송과 사물 인식이 가능하여 위급한 상황을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범죄자
검거율을 높인다. C씨 집에는 드론 착륙장이 설치되어 있어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품은 필요한
시간에 정확하게 배송된다. C씨는 집 근방의 고신뢰 초연결을 지원하는 스마트 오피스로
출근하여 비대면 근무를 수행한다.
- (5G/B5G 기반 스마트공장 서비스) E씨의 작업복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연결되어 효율적인
작업방식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준다. 이 중 AR 글라스를 통해 교육을 통한 업무 습득과정
없이 새로운 작업 공정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 E씨가 사용하는 작업 도구들은 IoT로 연결되어
항상 최상의 상태로 관리되며, 초저지연 및 고신뢰 통신이 가능한 Industrial IoT 솔루션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로봇과의 협업이 가능하다. 생산된 물품은 카메라에 의해 자동으로 인식되어
별도의 관리자 없이 재고 상태가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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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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5G 특화망 정책방안 발표 [2021.6]
- 위성통신 기술 발전 전략 발표 [2021.6]
- 한미간 5G, 6G, ORAN 등 차세대 정보통신 분야 개발에 미국 25억달러, 한국 10억 달러
투자 및 공동 연구 프로그램 강화 [2021.5]
- 6G R&D 추진전략 실행계획 발표 [2021.4]
- 6G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 발표 [2020.8.]
- 6㎓ 대역의 비면허 주파수 할당 및 5G NR-U 등 차세대 비면허 통신 개발 계획 [2020.6]
-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 [2020.6]
- 한국형 코로나19 대응 모델 국제사회와 공유 [2020.5]
-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 [2020.4]
- 추가 5G 주파수 공급을 위한 ‘5G+ 스펙트럼 플랜’ 발표 [2019.12]
- ‘5G 보안협의회’ 발족 [2019.8]
- 중장기 6G 연구개발사업 공청회 개최 [2019.7]
- 범부처 민관 합동 제 1차 5G+ 전략위원회 개최 [2019.6]
-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5G+ 전략’ 발표 [2019.4]
-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10 5G 출시를 통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선포 [2019.4]
- 5G 추가 주파수 확보 등이 포함된 제 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2019.4]
- 이동통신 3사 5G 전파 첫 송출과 함께 기업 대상 5G 서비스 개시 [2018.12]
- 세계의 5G 상용화 경쟁,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조기상용화 중심 기존전략(미래이동통신산업발전전략, 2014년 1월)을 보완해 타산업과
융합 확산을 위한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수립 [2016.12]

미국

- 우방국들과 5G/6G 등의 연구 투자 협력 강화 [2021.4 ∼ 5]
* (한-미) 한국(10억 달러), 미국(25억 달러), (미-일) 미국(25억 달러), 일본(20억 달러)3.7∼4.2㎓ C-밴드 주파수 경매 [2020.12]
- 통신산업협회(ATIS) 주도 이통사·제조사 등이 ‘넥스트 G 얼라이언스’ 결성 [2020.11]
- FCC CBRS용 3.5㎓ 주파수 경매 착수 [2020.7] => 두 줄 위의 내용에 이미 반영
- 개방형 RAN 표준 채택을 위한 Open RAN Policy Coalition 출범 [2020.5]
- Starlink 는 저궤도 군집위성 기반 광대역 위성통신 서비스 북미지역 개시 [2020.10]
- 연방통신위원회(FCC),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 구축 지원 관련 규제 개혁을 골자로 한
‘5G 업그레이드 명령’ 의결 [2020.6]
- 블록당 100㎒폭 씩 총 700㎒ 주파수 대역폭을 가지는 24㎓ 대역 주파수 경매 실시 [2019.6]
-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Huawei와 70개 계열사를 포함 [2019.5]
- Verizon은 기존 LTE 스마트폰에 5G 모뎀 결합 방식으로 시카고, 미니애폴리스에 5G 서비스
개시 [2019.4]
- FCC는 장기적으로 6G에 이용 가능성 있는 ‘테라 헤르츠파’ 주파수 대역을 연구용으로
개방 결정 [2019.3]
- 고정형 모뎀 [2018.10] 및 모바일 핫스팟 기기 [2018.12] 기반 5G 서비스 개시
- 5G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장기적 국가 주파수 전략을 수립하는 대통령 교서 발표 [2018.10]
- 5G Fast Plan, 주파수 확대, 인프라 정책개편, 규제개선 추진 [2018.9]
- Verizon은 28㎓ 대역의 5G 고정형 무선 액세스 장비 상용화 추진 [2018.6]
- 28㎓ 대역에서 multi-vendor end-to-end 5G 시범서비스 공급 [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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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일본
-

-

유럽

미일간 6G 및 B5G 등 차세대 이동통신망 발전을 위해 45억 달러 투자 합의 [2021.4]
주요 통신사 및 대학등이 참여하는 ‘Beyond 5G 프로모션 콘소시엄’ 창립 [2020.12[
2030년 6G 도입을 목표로 ‘Beyond 5G 전략’ 공개 [2020.8]
2025 년 Osaka Expo 에서 B5G 공개 추진
NEC 는 영국에 모바일 인프라 공급관련 계획 언급 [2020.10]
NTT. SONY, NEC 등은 IOWN (Innovative Optical & Wireless Network) 글로벌 확대추진
내각부,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을 향한 사회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4대 전략을
발표 [2020.6]
총무성, 사이버보안 TF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IoT, 5G 보안 종합대책 2020 (안)’ 공표 [2020.6]
일본 신규 제4 통신사업자 Rakuten모바일이 가상화 네트워크 기반 5G 서비스 개시
[2020.4]
총무성은 5G를 이을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선도를 위한 ‘Beyond 5G 추진전략’ 핵심 내용을
공개 [2020.4]
소프트뱅크, 5G 서비스 개시 선언 [2020.3]
총무성은 5G 스마트폰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020’으로 시작하는 14자리
휴대전화 번호 100억 개 신규 할당 계획 수립 [2019.5]
NTT Docomo, KDDI, 소프트뱅크, Rakuten모바일에 3.5㎓ 및 4.5㎓에 해당하는 5G 주파수
대역 배분 확정 [2019.4]
5G의 빠른 전국 확산을 유도하고 5G 기반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의 창출을 위해 ‘Local
5G 주파수’ 할당 추진 [2019.3]
· (Local 5G 주파수) 통신사업자 외에도 기업이나 공공, 아파트 등의 분야에서도 5G 주파수를
자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
2023년까지 일본 전국 5G 상용화 목표로 3대 통신사업자가 총 5조엔(약 41조167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 수립 및 2020년부터 도쿄 올림픽 시점에 맞추어 일부 지역에서 5G 서비스
개시 [2017.6]

- Horizon 2020 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g 사례 연구 및 시나리오 개발, 6G 비전 및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Hexa-X 프로젝트’ 발표 [2020.12]
- 독일, 영국, 스웨덴 등에서 5G 특화망 주파수 분배 [2020]
- 핀란드는 6G 연구개발을 위한 6Genesis 과제를 2018~2026, 251 Mn. Euro 규모로 진행중
- 유럽연합집행위는 코로나19 팬더믹이 ‘Horizon 2020’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권고사항을 제시 [2020.6]
- 스페인 발레시아에서 제 7차 글로벌 5G 이벤트 개최 [2019.6]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향후 7년 동안 1조 8,500억 유로를 투입하는 경기 부양책 중 944억
유로를 R&D 투자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배정 [2019.5]
- 스위스 통신사업자 스위스콤, 선라이즈가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 [2019.4]
- 프랑스는 26㎓ 대역에서 5G 개방형 실험 플랫폼 구축 추진 [2019.1]
- 이탈리아는 700㎒, 3.7㎓, 26㎓ 대역 5G 주파수 경매 완료 [2018.10]
- 프랑스 통신 규제청은 1.4㎓, 3.4㎓~3.8㎓ 및 26㎓ 대역 5G 용도 주파수 경매 절차 등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발표 [2018.10]
- 2018년까지 일부 분야에 5G 적용, 2020년까지 최소 한 개 주요도시에 5G 상용화, 2025년까지
모든 도시지역 및 주요 교통로에 5G 적용 추진 중
- 5G PPP를 중심으로 EU 정부와 민간 ICT 산업체, 연구소, 학계간 상호협력을 담당하며,
EU는 7억 유로 투자 및 스펙트럼, 표준화, 대외협력을 지원하고, 민간은 매칭펀드 투자
및 협의된 5G 주요 성능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
· 무선, 네트워크, 전송, 운용 및 가상화 등 다양한 5G 핵심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phase 1
프로젝트 시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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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중국

- CAICT의 IMT-2030(6G) 추진단은 6G 백서(6G 전반적 비전과 잠재적 핵심기술) 발표
[2021. 6]
-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 완성 [2020.6]
- 과학기술부는 코로나 전염병 확산 이후, 생산활동 재개를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발표 [2020.4]
- 차세대 인프라 ‘신기건’ 정책 발표 [2020.3]
- 정부 주도의 6G 추진을 위해 공식 6G 전담기구 출범 [2019.11]
- 과학기술부, 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중국과학원회 등이 협력해 ‘국가 6G
기술 연구 업무 개시 선포식’을 개최 [2019.11]
- 40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5G 상용화를 실시 [2019.10]
- 공업정보화부는 China Mobile, China Telecom, 차이나유니콤 및 중국라디오텔레비전인터넷에
5G 영업허가증 발급 [2019.6]
- 베이징 지하철 16호선에 5G 네트워크 구축 [2019.5]
· China Mobile과 징강지하철은 16호선을 시작으로 4호선, 10호선 14호선 등에 5G를 구축할
계획, 16호선 5G 망은 다운로드(933Mbps), 업로드(87Mbps)로 확인
- 총 18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상하이 홍차호 기차역을 필두로 통신망 설치 개시 [2019.2]
- China Mobile, China Telecom, 차이나유니콤에 5G 시험용 주파수 할당 [2018.12]
- 5.905 ∼ 5.925㎓ 주파수를 활용하여 V2X 시연 추진 [2017.6]
· LTE-V product trial, V2X application verification, Demonstration verification 일정으로 2018년까지
추진
· 상하이, 제지앙, 베이징-허베이, 총핑, 지린, 지앙수의 총 6개 도시에 시연시설 구축(A NICE City
[2016.6, 상하이], I-VISTA [총핑, 2016.11])

기타

-

대만은 5개 통신사에 5G 면허 발급하고 21년 말까지 인구대비 80% 지원 계획[2020.5]
대만 MediaTek 은 FR1/FR2 지원 5G 모뎀 칩셋 발표 [2021.2]
인도 1위 이동통신업체 릴라이언스지오는 ‘21년에 5G망 구축 발표 [2020.7]
영국은 COVID-19 사태에 직면한 주요 과제를 해결하고자 R&D 투자 비중을 확대한 정부 R&D
투자 로드맵 발표 [2020.7]
- 영국 Vodafone은 런던, 맨체스터, 리버풀 등 7개 도시에 5G 서비스를 상용화[2019.7]를 계획하면서
삼성, Huawei, 샤오미 등의 5G 단말출시 예정 [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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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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무선 기술]
¡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표준) 3GPP Rel-15 기술에 기반한 5G 이동통신망이 전국적으로
구축되었으며, 2020년 표준화가 완료된 3GPP Rel-16 기반 단말 및 기지국의 개발을 진행 중.
이를 기반으로 5G 상용 서비스 안정화 및 개선 작업 진행 예정이며, 일부 제품은 Rel-16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삼성전자
· 5G 칩 엑시노스 모뎀 5100, 엑시노스 RF5500, 엑시노스 SM 5800 양산 [2019]
· 5G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 출시 [2019]
· 5G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5G 출시 [2019]
· 5G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출시 [2020]
· 5G 기지국 칩 개발 [2021]
- LG전자
· 5G 스마트폰 V50 ThinQ 5G 출시 [2019]
· 5G 스마트폰 LG벨벳 출시 [2020]
- ETRI
· MIMO 기술 기반 주행 버스에서 5Gbps 전송 시연 [2018]
· 5G 연동 방송서비스 기술 시연 [2019]
· 5G 전력 증폭기 국방과학연구소 공동 개발 [2021]
- KT
· 삼성전자 및 Qualcomm과 5G NR 규격 기반 데이터 통신 시연 성공 [2018]
· 평창동계올림픽 5G 시범 서비스 시연 [2018]
· 5G 상용 서비스 개시 [2019]
· 한국–스웨덴 연결 5G 영상전송 시연 [2019]
· 5G 실내망 구축 계획 발표 [2021]
- SKT
· 삼성전자와 5G SA 시연 [2018]
· 5G 영상통화 시연 [2018]
· 5G SA 기반 데이터 전송 시연 [2019]
· 5G 상용 서비스 개시 [2019]
- LG U+
· 대전-서울 5G 화상통화 시연 [2018]
· 상용망에서 1.33Gbps 전송 시연 [2018]
· 5G 상용 서비스 개시 [2019]
· 5G 단독모드 음성통화 시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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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기술 표준) 국내 상용 서비스는 아직 시작되지 않음.
국내 단말 업체들은 해외 시장용 밀리미터파 지원 단말을 출시하였음. AI/ML 기법에 기반한
고성능 단말 및 네트워크 장비의 상용화를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발굴을 통해 상용화
방안 모색 필요
- 삼성전자
· 28㎓ 기지국으로 8.5Gbps 데이터 속도 시연 [2020]
· 밀리미터파 지원 스마트폰 S20 출시 [2020]
· 140㎓ 고주파 대역 통신 시연 [2021]
- LG전자
· 5G 밀리미터파 지원 스마트폰 V60 ThinQ 출시 [2020]
- ETRI
· MIMO 기술 기반 주행 버스에서 5Gbps 전송 시연 [2018]
· 5G 연동 방송서비스 기술 시연 [2019]
· 5G 밀리미터파 광중계기 개발 [2021]
- KT
· 밀리미터파 5G 초저지연 속도 테스트 [2019]
· 28㎓ 기업 전용 5G 네트워크 개발[2019]
· 28㎓ 대역 상용망 전송 검증 [2020]
- SKT
· 삼성전자와 28㎓ 대역 초고속 주행 환경 통신 시연 [2019]
· 지하철 밀리미터파 서비스 계획 발표[2021]
- LG U+
· 상용 환경에서 28㎓ 대역 4Gbps 전송 시연 [2019]
· 28㎓ 네트워크 통한 백제 문화유산 홍보 이벤트 진행 [2021]
· 28㎓ 전용채널 통한 골프 경기 중계 [2021]
¡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 5G IoT 기술 표준)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의 경우
NB-IoT와 LTE를 기반으로 하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2017년 이후 상용화되어 위치 추적
서비스 및 공장 자동화에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 5G IoT의
경우 국내 통신업계는 이동통신 IoT 서비스를 다양한 산업과 접목하고 있으며, 5G 규격에
대한 1차 표준화가 완료됨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표준에 대한 개선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신규 기술을 활용한 실사용 케이스에 대한 발굴
및 관련 원천기술 확보 필요
- 삼성전자
· NB-IoT 기반 위치 알림 '커넥트 태그' 출시 [2017]
· NB-IoT 원칩 프로세서 '엑시노스 i S111' 출시 [2018]
· 실내 공기질 통합관리 서비스 ‘스마트싱스 에어’ 출시 [2020]
·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전제품의 상태를 진단하는 ‘홈 케어 매니저’ 출시 [2020]
· 개방형 주거 플랫폼 ‘래미안 A.IoT플랫폼’ 개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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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RI
· IoT 기반 AI 서비스 구축 소프트웨어 공개 [2018]
· 유럽서 IoT기반 자율주행 인프라 기술 공개 [2020]
- KT
· KB국민은행과 함께 NB-IoT 기술을 활용해 동산(動産)에 대한 담보물을 자동으로 관제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산관리 플랫폼’을 구축 및 상용화 [2019]
· 차량용 블랙박스 개발사 엠브레인과 협력해 NB-IoT(협대역 사물인터넷) 기반 서비스인 '
딥플라이'를 공동 개발 [2019]
· IoT 보안 솔루션 ‘기가스텔스’ 출시 [2019]
- SKT
· ‘LTE Cat.M1' 전국망 4월 상용화 [2018]
· 대동공업과 함께 실시간 이동 측위(RTK, Real Time Kinematic)기술(GPS와 LTE-M 위치
정보 활용)을 활용한 자율주행 이앙기를 개발 상용화 [2019]
· 운송차량 모니터링 솔루션 ‘TMS', 온습도 및 진동 데이터 로거 제품 ’에스로거‘ 출시
[2019]
· 기아자동차 K7에 가정용 IoT를 제어할 수 있는 ‘카투홈’ 서비스 출시 [2019]
· 스마트홈 기능과 보안 서비스를 결합한 ‘캡스 스마트빌리지’ 출시 [2020]
- LG U+
· IoT 통신 'LTE-M1'의 전국망 서비스 시작 [2019]
· 이동식주택 져스틴하우스에 IoT 솔루션 공급 [2019]
·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스마트 스테이션 구축 [2019]
· 서울 지하철 4호선에 사물인터넷 환경을 포함한 LTE-R 구축 [2020]
- LG U+, KT
· NB-IoT 오픈랩 상호연동 개시 [2017]
¡ (URLLC 기술 표준) 3GPP에서 Rel-17을 마무리하고 Rel-18에서도 주요 표준의제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각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표준화기구에서 활동 중. XR, V2X,
스마트공장 등에서 이와 관련한 시범 서비스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진행 중. 또한 추가적인
요구사항 등을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Rel-17에서 진행 중. 기존
5G URLLC 기술을 위한 지속적인 고도화 및 유지 보수 작업이 수행됨과 동시에, 차세대 6G
이동통신 표준 규격 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
- 삼성전자
· 실리콘밸리 AR 전문기업 ‘디지렌즈’에 5,000만 달러 규모 투자 [2020]
· 삼성 AR 글래스 라이트에 관련된 영상 공개 [2021]
· 미국방부 5G 테스트베드 기반 AR/VR 훈련 구현 [2021]
· 스마트공장 기반 ‘산업용 5G’ 특허 세계 1위 [2021]
- KT
· 5G 단독모드 첫 상용화, 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서비스 활성화 활기 [2021]
· 28GHz 5G 체험관 실시간 홀로그램, 메타버스 서비스, 클라우드 게임 체험 서비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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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 5G 기반 응급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시범 서비스 [2021]
· 삼성서울병원과 ’5G 스마트혁신 병원‘ 구축 [2021]
· 대한요양병원협회와 디지털 헬스 패스와 스마트 요양병원 서비스 개발 [2021]
· 한화/기계, 스마트팩토리 및 제조분야 DX 사업 추진 [2021]
· 스마트 물류 사업 사업화 공개 [2021]
- SKT
· 초저지연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업을 위한 기업 전용 5G 서비스 ‘P-5GX’ 출시 [2021]
· SKT-동양 ‘스마트 팩토리 사업 추진을 위한 제휴협약’ [2021]
· SKT·LS일렉트릭과 스마트공장 솔루션 맞손 [2021]
· 스마트공장 내 컴프레셔(압축기)를 관리를 위한 스마트 공장 AI 구독형 서비스 출시 [2021]
· 서울시 C-ITS 실증사업 완수 [2021]
· AR·VR앱 가입자 300만명을 달성, 홍콩·마카오 통신사인 PCC글로벌과 계약 [2021]
·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스마트 공장 AI 구독형 서비스 추진 [2021]

· 창원국가산단에 5G-AI 기반 스마트 공장 구축 [2021]
· 용인세브란스병원은 SK텔레콤과 협력해 국내 병원 최초로 5G 기반 통신망을 구축, 5G 기반
첨단 의료 시스템장비 등이 구비된 디지털 혁신 병원을 지난해 구현 [2021]
· AR·VR앱 가입자 300만명을 달성, 홍콩·마카오 통신사인 PCC글로벌과 계약 [2021]
- LG U+
· LG전자와 LG화학 관련 부품협력업체 등 공장 기반 하반기 5G 스마트팩토리 서비스 사업시작
및 레퍼런스 구축 [2021]
·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 최대 규모인 강릉ITS 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2021년 내에 진행되는
10여개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참여 [2021]
· 전주시와 함께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전주시의 대기환경을 관리 [2021]
· 5G 기반 AI의료시스템, 5G 놀이터 등 5G 기반 첨단 의료장비와 편의시설을 구비한 의정부
을지대병원을 개원 [2021]
· XR 얼라이언스를 통해 신규 가상현실(VR) 콘텐츠 공개 [2021]
· 여수 산단에 5G 스마트팩토리 도입 [2021]
· 바스프와 IoT 기반 스마트팩토리 구축 [2021]
- 기타
· 5G 자동차 연합회(5GAA: Automotive Alliance), 다른 차량 브랜드 간 C-V2X 시연
[2018]
· 5G 공급사 연합(5G-SFA: Smart Factory Alliance) 출범 [2018]
· 레티널, 세계 최초 8K 해상도 AR 광항 솔루션 ‘핀 미러’ 렌즈를 모바일월드콩그레스
(MWC) 2019에서 공개 [2019]
·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스마트 팩토리 로봇 등에 활용을 위해 28GHz 대폭 할인 공급
[2021]
·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본격 추진 [2021]
· 국토부, 2021 스마트 챌린지사업 추진 [2021]
· 우리넷, 고신뢰 저지연 통신(URLLC) 서비스 활용을 위한 5G IoT 모듈 단말 사업 추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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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oT무선 기술 표준) 3GPP에서 Rel-16을 마무리하고 Rel-17의 주요 표준의제로 활발히 논의 중.
TSN 및 NPN과 같이 타 산업계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이용하던 지역 네트워크와의 연동
및 스마트공장 등에서 이와 관련한 시범 서비스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진행 중. Rel-16/17
기반의 IIoT(Industrial IoT) 상용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 Rel-18/19에서도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시나리오 및 유즈케이스 발굴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능 강화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 확보 추진이 필요
- 삼성전자
· 오스틴에 5G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 건설 [2018]
- KT
· 28㎓ 대역 주파수를 사용해 기업전용 초저지연 5G 네트워크 기술(일명: FAST.NET) 시연
[2019]
- SKT
· 스마트공장 솔루션 5종 공개 [2018]
- LG U+
· 5G 스마트팩토리 서비스 공개 [2018]
- 기타
· 4차산업혁명위원회, 1천개 중소기업에 5G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보급 추진 [2019]
¡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 국내 연구기관 및 통신장비 제조사는 캐리어 집성 및 이중연결
기반 협력 기술, 이종망 간의 접근 및 공존 기술, 그리고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는 무선통신
기술에 대한 시스템 테스트베드 시연. 일부 칩 제조사는 LAA 상용화 모뎀을 제공. 주파수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파수 활용기술로 71㎓ 이상의 대역에서 운용 가능한
면허/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의 표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Rel-18
논의로 Flexible duplex 기술 및 Self/Cross-link 간섭경감 기술의 표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표준화 활동이 요구됨
- 삼성전자
· 갤럭시 S10/S20은 7CA(Carrier Aggregation), Cat-20 (2Gbps-다운로드, 150Mbps-업로드)을
지원하고, LAA 탑재 중 [2019/2020]
- LG전자
· LG V50은 6CA(Carrier Aggregation), Cat-18 (1.2Gbps-다운로드, 75Mbps-업로드)을 지원하고,
LAA 탑재 [2019]
· LG V60은 7CA(Carrier Aggregation)를 지원하고, LAA 탑재 [2020]
¡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 5G 규격의 완성 이후 1차 상용화가 완료된
NSA/SA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기술로서 52.6㎓ 이상 대역에 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완료 예정이며, 주파수 공존 및 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 및 Flexible duplex
기술 등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이러한 주파수 활용 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 LG전자
· 80㎒ 대역폭에서 FDR(Full Duplex Radio·전 이중 통신) 기술을 세계최초로 시연하는데 성공 [2016]
- 연세대
· 60㎒ 폭을 사용한 초광대역 전이중통신 최고속도 460.98㎒의 실시간 시연에 성공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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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국내 연구기관 및 통신사업자들은 5G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구축비용 절감 및 이동통신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무선 백홀 기지국 개발
및 실내 5G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고성능 중계기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5G 기반 IAB 표준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향후 고정형 IAB 표준 기술 기반
상용 제품 출시 예상. 새로운 서비스 시나리오에 부합하기 위한 개선된 표준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한 핵심 기술 확보 필요
- SKT
· 도이치텔레콤과 ‘5G RF(Radio Frequency) 중계기’ 개발 완료 및 독일 주요 도시에 구축 [2019]
및 체험 서비스 시작 [2020]
- KT
· 기업 회선망 생존성 혁신을 위한 5G 무선 백홀 기술개발 [2019] 및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고성능 광중계기를 개발 [2020]
- ETRI
· 이동무선백홀 기술을 개발하여 달리는 버스에서 5G 전송 성공 [2018]
· E-band를 이용한 최대 25Gbps를 지원하는 OFDM 기반 P2P 무선 백홀SIC 개발 및 시연 [2020]
[서비스 기술]
¡ (5G C-V2X 기술 표준) 3GPP V2X 표준 기술에 기반한 자율주행차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시연 및 협업이 활발히 진행 중. 자율주행차를 위한 통신 기술로 Rel-15에서 표준이 완료된
5G NR V2N 기술과 LTE-V2X 기술을 융합 또는 복합 사용하는 방식이 활용됨. 이후 5G
NR-V2X를 지원하는 솔루션들의 등장이 2020년 11월경부터 시작되어, 2021년 하반기부터
칩셋의 출시가 기대되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상의 이유로 대부분 차량에 대한 C-V2X 기술 도입이 의무화 될 경우, C-V2X 기술의
기술적 안정성 등에 대한 표준 기술 요구사항이 매우 높게 책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차세대
C-V2X 기술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TTA
· OmniAir C-V2X 인증 자격 획득 [2021.06]
- 에티포스
· 세계 최초 S/W 기반 5G NR-V2X 모뎀 솔루션 공개 [2021.11]
- KT
· 자율주행버스 국내 최초 운행 허가 취득 [2018.01]
· 퀄컴, 이씨스와 LTE-V2X 기반 V2V 및 5G NR 네트워크 기반 V2N2V 결합 서비스 시연
[2019.06]
· 현대모비스와 5G NR V2N 통신 기반 자율 협력 주행 시연 [2019.10]
- SKT
·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5G NR V2N 기반 자율주행버스 시연 [2019.06]
· 삼성전자와 28㎓ 대역 5G 커넥티드 카를 위한 고속(170km/h) 주행 환경에서 초고속
통신(3.6Gbps) 시연 [2017.02]
· 5G NR V2N 기술 기반 “급제동 안내” 및 “응급 차량 안내 서비스” 서비스 제공[2018.02]
· 5G NR 통신망 기반 서울시내 대중교통 V2X 실증 사업 수행[2019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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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U+
· 5G NR V2N과 LTE-V2X를 사용한 level 4 자율주행 시연 [2019.20]
· 5G NR V2N 기술 사용한 일반도로 자율주행 시연 [2019.10]
¡ (NTN 기술 표준) 5G NR 기반 NTN 표준 규격화와 함께 NB-IoT/eMTC 지원을 위한 표준
기술 연구가 수행 중이며, 향후 다중 연결, 릴레이 및 지상 통신과의 융합에 대한 표준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KT SAT
· KT의 5G 네트워크와 무궁화 위성 6호를 연동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위성 5G(5G-SAT)
기술 시험 성공 [2019]
· Thales Alenia Space와 무궁화위성 5A호를 활용한 5G 통신 시연 [2021]
· Hellas Sat과 하이브리드 라우터를 활용한 정지궤도위성(HellasSat-3)과 그리스 상용 5G
네트워크간 연동 시연 [2021]
- AP위성
· GMR-1 2G/3G 위성 통신 모뎀 기능 및 5G 위성 통신 모뎀의 주변 장치 기능을 포함한
1차 시스템온칩(SoC) 개발 [2020]
¡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표준)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인터페이스 표준화 완료 및 상용화가
완료되었으나, 기지국 기반, A-GNSS, WiFi 활용기반 수평 위치 정보로 제한되어 추가로
기압센서 탑재 단말기 수직 위치 정보 지원을 위해 표준 개정. 단말기 상향링크 신호를
신호 수집기에서의 탐색, 식별, 측정하는 타겟단말기 추적 기술은 Rel-16에 반영되지 않은
측위 방식으로 기술 개발 추진 예상
- SKT
· 5G기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C-ITS) 실증 완료. 서울시내 차량, 보행자, 인프라를
5G로 연결(5G 센서/IOT 구축, 시내버스/택시에 ADAS장착, 자율주행 테스트베드)하여
실증 [2021]
· 지능형 위치 분석 플랫폼 리트머스(LITMUS)를 활용한 고속도로 사고상황 통지서비스
‘사고포착알리미’ V2X 서비스를 T맵에서 제공 [2021]
· 자율주행기반 카셰어링 서비스 개발. 자율주행기반 카셰어링은 스마트폰 Apple리케이션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자율주행차를 호출하면 주변 자율주행차는 호출자 위치를
파악하고, 수 분 내 도착 [2018]
·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생 핸드폰 SKT 쿠키즈 미니폰 출시 [2018]
· 골프워치 보이스캐디에 실시간 핀 위치 추적기술 적용 [2020]
- ETRI
· 정부기관 최초 원내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 시작. AI 기술을 적용한 무인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여 연구원을 순환하는 시범 셔틀버스 ‘오토비’ 서비스 제공 [2021]
· 긴급 구조 서비스 e-Call 지원 단말 7종 개발. e-Call은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 내 탑재된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이 사고를 인식, 관제 센터에 차량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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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차세대교통시스템(C-ITS) 구축으로 제주도 주요 도로에 차량-차량, 차량-도로간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도로’를 만들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교통상황, 노면 기상 정보
제공[2020]
· 라이다 기반 자율주행 정밀측위 기술 ‘비전GPS' 개발, 비전GPS를 5G-V2X 단말에 탑재해
시스루(See-Through) 기술 시나리오를 실증 [2019]
- LG U+
· 5G 기반 자동화 물류 장비와 초정밀 위치정보솔루션 부산신항 적용. 28㎓ 주파수 대역에서
모바일 에지컴퓨팅(MEC) 기반의 3방향 무인지게차와 무인운반차는 야간과 유휴시간 창고 내
작업자 없이 물품 재배치 가능 [2021]
·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자율주차(자율 발렛파킹)기술 공개 시연, 실시간 주차공간 인식
솔루션, 5G 클라우드 관제 서비스 플랫폼, 모바일 앱 연계 운전자 차량 조작·위치 파악
기술 시연 [2020]
· 트랙터 원격진단 서비스 개발 [2019]
- 카카오
· 카카오모빌리티는 GPS가 닿지 않는 터널, 지하차도에서 작동하는 실내측위 기술을 내비에
도입. 모바일 네트워크 신호 정보를 이용하며, 딥러닝 기술과 실시간 속도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모델로 정확도 향상. [2021]
- 네이버
· 네이버랩스, ‘오픈데이터셋’ 공개. 네이버랩스 오픈데이터셋에는 자율주행차, 모바일 로봇, AR
및 XR 관련 연구에 활용 가능한 고정밀 지도(HD맵)와 실내·외 측위 데이터셋 포함 [2021]
¡ (무인기(UAV) 기술 표준) LTE 기반의 무인기 통신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향후 5G NR
무인기 통신 기반 단말 및 기지국 표준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SKT
· 부산 신라대학교, 육군 53사단, 드론 솔루션 기업 한빛드론과 함께 테러·비행기 충돌
위협이 있는 드론을 감시·추적하는 불법 드론 공동 대응 시스템 및 체계 시범 구축 및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5G 가드 드론 시연 [2019]
· 2021 드론 쇼 코리아서 5G 드론 관제 솔루션 시연 [2021]
- KT
· 대규모 재난상황에서 재난안전플랫폼 5G스카이십과 드론, 지능형 영상보안 솔루션 기가아이즈
(GiGAeyes)를 활용한 재난 현장과 훈련 장면의 영상 중계 지원 [2019]
· 드론택시 공개비형 시연 [2020]
- LG U+
· 인공지능(AI) 음성인식과 실시간 풀HD(고화질) 영상전송 기술을 탑재한 치안시스템을
위한 5G U+ 스마트 트론 시연 [2019]
· 화재 실시간 감지하는 스마트드론 시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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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기반 확장현실 서비스 표준) 2019년 국내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 후 확장현실 서비스가
5G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고, 향후 더 많은 서비스 시나리오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요소기술의 표준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SKT
· 5G AR, VR 서비스 상용화 [2019]
· e스포츠 중계 서비스 ‘Jump AR’, ‘VR 현장생중계’, ‘VR 리플레이’ 상용화 [2019]
· 5G 스마트오피스 솔루션 ‘T 리얼 텔레프리즌스’ 공개 [2019]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감독과의 대화’ VR 중계 [2020]
· 혼합현실 기술 활용 ‘K팝 메타버스 프로젝트’ 시행 [2021]
- KT
· 5G AR, VR 서비스 상용화 [2019]
· 서울랜드에 AR/VR 테마파크 구축 [2019]
· 5G 기지국 정보를 AR 기술로 측정하는 솔루션 ‘기지국 트윈’ 개발 [2020]
· 개인형 VR서비스인 ‘슈퍼VR’에 VR을 적용한 부동산 중개서비스 ‘집뷰’ 공개 [2020]
· XR기반 스포츠 강습 플랫폼 ‘스포츠 고칭 스튜디오’ 공개 [2021]
- LG U+
· 5G AR, VR 서비스 상용화 [2019]
· 호텔서 AR콘텐츠를 즐기는 ‘키즈온티비’ 패키지 출시 [2019]
· 5G 기반 ‘3D VR불꽃축제’ 생중계 [2019]
· AR 교육 서비스 ‘U+ 아이들생생도서관’ 출시 [2020]
· 실감콘텐츠 연합체 ‘XR 얼라이언스’ 발족 및 의장사 [2020]
· VR기반 ‘온라인 전시관’ 서비스 출시 [2021]
[네트워크 기술]
¡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표준) 2019년 세계 최초 상용 5G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의 5G 네트워크 구축 및 운용의 유연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형
기지국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기술개발을 본격화함에 따라 B5G 개방형 가상화 기지국 기술
표준 확보 추진 예상
- SKT
· 5G-PON 기반 차세대 프론트홀 솔루션 협력 개발 및 Nokia, 시스코와 5G-PON 수출
[2018]
· AWS와 협력하여 5G 에지 클라우드 솔루션 출시 [2020]
- KT
·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네트워크 개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제공 [2018]
· O-RAN 기반 개방형 5G 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 [2019]
· 28㎓ 기반 기업전용 5G 네트워크 기술개발 [2019]
- LG U+
· 건물 내부용 5G 광중계기 상용화 [2019]
- ETRI
· 배낭형 소형셀 기지국 SW 기술개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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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 다양한 5G B2C 및 B2B 버티컬 서비스 제공을 위한
5G NSA 및 SA 네트워크 구축, 28㎓ 기반 스몰셀 개발을 본격화, EN-DC 및 NN-DC, 5G CA
기반의 다중 무선 연결, 무선망의 자동 구성/운용을 위한 SON 기술개발을 본격화. 향후 지능형
기지국 운용 기술, 5G 유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연동/병합 기술 표준 확보 필요
- SKT
· 5G 인빌딩 솔루션 개발 [2019]
· 5G/4G 듀얼 모드 RF 중계기 개발 [2020]
- KT
· 5G 초저지연 멀티무선 접속 기술개발 시연 [2019]
· ETRI 및 국내 중소기업들과 공동으로 5G - WiFi - 유선 인터넷망을 결합, 최대 40Gbps급
대용량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개발 [2019]
· 상용망에 5G 단독모드(SA) 네트워크 구축 및 EPS Fallback 검증 [2020]
· AI 기술로 5G 품질 개선 [2020]
· 5G SA(단독모드) 상용서비스 돌입 [2021]
- LG U+
· 5G 단독모드(SA) 네트워크 테스트 완료 [2020]
· 이노와이어리스와 5G 기지국 검증 자동화 장비 공동 개발 [2020]
· AI로 실시간 최적 5G 통화품질 구현 [2020]
- ETRI
· 5G-와이파이-유선 결합기술개발 [2019]
· Qualcomm과 5G NR 스몰셀 공동 연구 [2020]
· 5G 스몰셀 SW 기술개발 [2020]
¡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표준) 다양한 5G 버티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지원 기술이 개발 중이며, 유무선 구간의 종단간 슬라이싱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기술이 포함된 5G 상용 슬라이싱 시스템 개발을 본격화. B5G 필요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새로운 코어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 SKT
· Apple리케이션과 서비스별 네트워크 슬라이스 적용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5G 상용망에서
시연하는 데 성공. 신호망·데이터망 분리한 5G 통합 코어 개발, 지연 없는 B2B 서비스
제공 가능 [2020]
- KT
· Nokia와 함께 5G 가상화 기술 및 네트워크 슬라이스 환경에서 종단 간 오케스트레이션을
지원하는 ‘오페라’ 기술개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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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표준) 다양한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조정 모드 및 프로토콜이 구현 되었으며, 위성망 기술 등 확장 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을
본격화. 특히, IETF 프로토콜의 추가 도입 여부 등에 따라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의 확대 가능성
예상
- KT
· 5G와 위성망 연결 기술의 개발 및 시험 [2018]
· ETRI 및 국내 중소기업들과 공동으로 5G - WiFi - 유선 인터넷망을 결합, 최대 40Gbps급
대용량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개발 [2019]
· 멀티무선 접속 기술(ATSSS) 기술을 세계 최초로 5G 상용망에서 시험 [2019]
- SKT
· 5G망과 LTE망 결합하여 속도 향상 및 초저지연에 대한 기술 대응 가능한 스마트 망 적용 [2019]
¡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기술 표준) 5G 네트워크의 종단 간 자동화 지원 및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 환경에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원 최적화 및 지능화 기술을 개발 중. 향후
버티컬 분야에 대한 최적화 및 자동화를 위한 새로운 표준화에 따른 기술 개발 요구가 증대
예상
- SKT
· 5G AI 머신비전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 전송과 AI 클라우드 서버까지 빠른 반응속도를
요구해 수백 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충돌 없이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솔루션 개발 [2019]
- KT
· 평창 올림픽 5G 데모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안전한 네트워크 관리에 대해 시연 [2018]
- LG U+
·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기능의 (NWDAF)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기술의 PoC등을
추진함 [2022]
- ETRI
·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환경에서의 자원 최적화 및 우회경로 자동 선택 등의 자동화
솔루션 개발을 위해 이화여대, 포항공대, 고려대, 숭실대등과 함께 3GPP NWDAF 표준과
호환되는 엔진의 기술개발을 진행 중 [2022]
¡ (버티컬 산업용 NPN 및 TSN 연동 기술) 2019년 세계 최초 상용 5G 네트워크 구축 후 다양한
5G B2B 버티컬 서비스 제공을 위한 5G NPN 및 TSN 연동 버티컬 네트워크 기술개발을 본격화.
실제 적용 사례 등을 통해 새로운 시나리오를 발굴하여 이에 부합될 수 있는 개선된 기술들에
대하여 Rel-18 기반의 기술 개발 대응 필요
- SKT
· 5G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오피스 및 B2B 서비스 지원 기술개발 [2019]
· 기업 전용 5G 네트워크, 전용 MDMS(다중 기기 데이터 트래픽 통제 관리 시스템), 전용
요금제를 제공하는 기업 전용 5G 서비스 P-5GX (Private-5GX) 출시 [2021]
- KT
· 네이버, Intel과 함께 다양한 5G 기반 서비스 로봇을 공동개발 추진 [2019]
· 5G 상용망에서 전국 8개의 초저지연 5G Edge 통신센터 구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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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대역 주파수를 사용해 기업전용 초저지연 5G 네트워크 기술(일명: FAST.NET) 시연 [2019]
· 공장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을 AI 기반으로 분석하는 5G 스마트팩토리 비전 출시 [2020]
· 현대로보틱스와 공동으로 5G 스마트팩토리 산업용로봇 출시 [2020]
· 중소기업에 5G 스마트팩토리 '코봇' (Cobot: 협동로봇) 구축 [2020]
- LG U+
· LG전자, LG CNS와 손잡고 5G 기반 스마트팩토리 서비스 공개 [2019]
· 한국폴리텍VII대학과 스마트팩토리 산업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 [2021]
·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5G 네트워크 도입 '스마트항만' 구축 예정 발표 [2021]
- ETRI
· 5G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기술 및 서비스 개발 [2019]
· 자체 개발한 5G 표준 규격 기반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이동통신 기술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공장 제어 시연에 성공 [2020]
- 삼성전자
· “Samsung Networks: Redefined” 온라인 행사에서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특화된 솔루션
공개 [2021]
¡ (MEC 플랫폼 기술 표준, 5G 에지 컴퓨팅 지원 기술 표준) 국내 통신사는 2019년 세계 최초
상용 5G 망 구축 과정을 통해 MEC 시나리오에 대한 POC를 수행한 바 있음, 현재는 기존
통신시스템 기업의 플랫폼 지원 개발도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더하여 5G 망의 안정화와
융합 분야에 대한 MEC 플랫폼의 지원 등이 추가되면서 상호연동 및 상용화 적용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 2024년까지 5G 기반의 MEC/EC 사례는 URLLC, mMTC, eMBB
적용된 5G 상용화 망의 확산과 MEC/EC 플랫폼의 호환성 강화되면서 여러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
- SKT
· AWS WAVELENGTH 서비스 통한 SKT와 AWS MEC 서비스 위한 리소스 코로케이션
[2019]
· 기업용 MEC 기술 및 용용 서비스 공개 [2019]
· MEC OpenPlatform 기술 개방 [2019]
- KT
· 8대 도시 5G Edge 통신센터 구축 [2019]
- LG U+
· 마곡 5G 이노베이션 랩 개소(MEC Test Bed 포함) [2019]
¡ (5G 보안 프레임워크) 5G 네트워크에서의 종단간 보안을 보증하기 위한 다양한 최신 보안 기술이
소개되고 있으며, 5G 네트워크의 보안 보증을 위해 3GPP 기반의 보안 보증 프레임워크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
- SKT
· 양자보안 5G 스마트폰 공개 [2020]
·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업해 양자암호통신망 개통 [2020]
- KT
· 양자태널 자동 절체 복구 기술개발 [2020]
- LG U+
· 을지대학병원에 양자내성암호 기반 전용회선 구축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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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무선 기술]
¡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표준) 2019년 상반기에 완성된 5G 국제표준에 기반한 상용
제품 개발이 일부 완료되었으며,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진행 중. 각국의 중심 권역에서 5G
이동통신 상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말 및 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서비스 지역 확대가 진행될 예정
- NTT Docomo
· Intel, Nokia와 저지연 4K 비디오 스트리밍과 5G 앱 기술 시연 [2017]
· 5G 상용서비스 시작 [2020]
· 동경 올림픽 선수촌 5G 플라자 운영 [2021]
- AT&T
· 댈러스에서 1.3Gbps급 데이터 전송 시연 [2019]
· 19개 도시에서 5G 서비스 시작 [2019]
· 5G 서비스 교외 지역으로 확대 [2021]
- Verizon
· 5G 서비스 시작 [2019]
· 5G 홈 인터넷 서비스 [2020]
· 5G 업그레이드 계획 발표[2021]
- Huawei
· 5G NSA와 SA를 모두 지원하는 발롱5000 칩 출시 [2019]
· 5G 스마트폰 P30 출시 [2019]
· 실내 분산형 MIMO 기술 시연 [2021]
- Ericsson
· Swisscom과 54개 도시에서 5G 서비스 시작 [2019]
· TIM과 로마에서 5G 서비스 시작 [2019]
- Qualcomm
· 5G 칩 스냅드래곤855 출시 및 2세대 5G 모뎀 X55 공개 [2019]
· 3GPP Rel-16 기반 모뎀 칩 공개 [2021]
- Nokia
· SKT와 SA 기반 데이터 전송 시연 [2018]
· NSA 기반 1.2Gbps급 데이터 전송 시연 [2019]
· 5G 이중연결(EN-DC) 기술로 4.7Gbps 시연 [2020]
· AT&T와 c-band 5G 통신 시연 [2021]
¡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기술 표준) 미국 및 일본 등에서 밀리미터파 상용 통신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상용 단말이 출시되고 있음. 밀리미터파 전용 실내 중계기(CPE) 등
다양한 단말의 보급을 통해 밀리미터파 사용 효율을 및 사용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Rel-16을 통해 다양한 최적화 기술이 도입되어 해당 기술의 상용화가 다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높은 데이터 전송률 또는 높은 신뢰도 통신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통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의 표준화 및 상용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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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T Docomo
· Mitsubishi와 28㎓ 대역 기지국 단말 간 거리 100m 환경에서 20Gbps급 데이터 전송 시연 [2018]
- AT&T
· 39㎓ 밀리미터파 대역 5G 서비스 시작 [2020]
- Verizon
· 미국 주요 10개 도시에 28㎓ 밀리미터파 대역 5G 인프라 구축 [2020]
- Huawei
· NTT Docomo와 공동으로 39㎓ 밀리미터파 대역 무선 백홀 시연 [2018]
· China Telecom과 밀리미터파 대역 소형 3D 빔포밍 장비 시연 [2020]
- Ericsson
· 5G 이동통신 서비스 구축 테스트에서 28㎓ 밀리미터파 사용하여 4Gbps 구현 [2020]
· 중동지역 밀리미터파 상용 네트워크 개발 진행[2021]
- Qualcomm
· 밀리미터파 통신 지원하는 X60칩 공개 [2020]
- (Nokia)
· Qualcomm과 밀리미터파 상호운용성 테스트 성공 [2018]
· Qualcomm과 공동으로 밀리미터파 10km 통신 거리 달성 [2021]
¡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 5G IoT 기술 표준) 저복잡도 단말의 경우 NB-IoT와
LTE를 기반으로 하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2017년부터 상용화되어 원격 검침 서비스 및
스마트시티 센서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로 확장. IoT의 경우 국외 통신사업자들이 5G
서비스를 위한 LTE Cat-M 서비스 및 NB-IoT 상용 서비스를 준비하고 NB-IoT/MTC 기반의
사물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 AT&T
· LTE Cat-M 시범 서비스 성공적으로 마침, 2017년 2분기 상용 서비스 도입 [2017]
· NB-IoT 상용서비스 출시 [2019]
- Verizon
· Cat-M 상용서비스 출시 [2017]
· NB-IoT 상용서비스 출시 [2019]
- Huawei
· Vodafone과 함께 호주에서 NB-IoT 시연 [2016]
- ZTE
· China Mobile에 NB-IoT 시연 [2016]
- China Telecom
· NB-IoT 기반 서비스 상용 출시. Lenovo, Huawei, ZTE 등 참여하였으며, 14000 여개의
기지국으로 95.1% 커버리지 제공 [2017]
- T-Mobile
· NB-IoT 상용 서비스 출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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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LC 기술 표준) 5G 시스템에 대한 첫 번째 표준이 완료됨에 따라 5G 기술들을 버티컬
산업, 특히 스마트공장, 의료, AR/VR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시연 등 진행. 6G 이동통신
표준 규격 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 URLLC 관련 기술 분류기준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도입될 6G에 대한 비전 등을 고려한 새로운 도메인의 URLLC 표준 기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 Huawei
· 베터 월드 서밋 2021’을 개최하고 5G와 AR 산업을 강화 및 AR 백서 출간 [2021]
· GSMA에 의해 개최된 5G Advanced Summit에서 URLLC를 비롯한 확장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5.5G 기술 제안 [2021]
- Ericsson
· Telia와 Sahlgrenska 대학 병원과 함께 COVID-19 팬더믹 모델링을 위한 AI 활용 테스트
[2021]
· UHB 병원과 King’s College London과 함께 5G Connected Ambulance 원격실시간 진료
시연[2021]
· 아우디와 함께 5G 기반 스마트팩토리 개발 중 [2021]
· Irish Manufacturing Research(IMR)와 Ericsson 네트워크 장비를 활용하여 스마트 팩터리
네트워크 시연 [2021]
- NTT Docomo
· MWC 19에서 5G 원격 의료 제어 기술 시연 [2019]
· NTT Docomo ‘메디카로이드(Medicaroid)’와 공동으로 수술지원 로봇 ‘히노토리(Hinotory)’의
원격조작 실증실험 성공 [2021]
- China Mobile
· 상하이 제일인민병원과 5G 스마트 병원 공동혁신센터 구축 협약 체결[2019]
· ZTE와 함께 스촨지방에 First “5G+VR” 시스템 런칭 [2021]
· Futial Medical Consortim, Huawei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함께 5G + smart healthcare
프로젝트 수행 [2021]
· 중국 남부 지방을 위한 5G Smart grid 사업 수행 [2021]
- Apple
· VR과 AR을 결합한 독립형 헤드셋(코드명T288)을 개발 중 [2021]
- Microsoft
· 고밀도 영상 제공이 가능한 레이저 스캐닝 기술 기반 홀로렌즈2 출시 [2019]
- 기타
· Imaginalis사, 5G를 이용한 원격진료서비스 시연 [2021]
· 슈나이더 일렉트릭사, 지능형 모터 제어 센터(Intelligent Motor Control Center) 데모 상의
증강현실 기술 시연 [2021]
¡ (IIoT무선 기술 표준) 5G URLLC 관련 표준이 완료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등 IIoT가 적용
가능한 산업계에서 활발히 관련 서비스 개발 중. 산업용 사물인터넷의 초기 단계에 시간민감형
TSC 지원을 통해 IEEE 802.1AS 호환 IIoT 디바이스 출현 예상되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리드
4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등에 활용 될 것으로 예상. 향후 URLLC가 필요한 산업용 사물인터넷 유스케이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용 사물인터넷에서 광대역 데이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Ericsson
· 아우디와 함께 5G 기반 스마트팩토리 개발 중 [2020]

- 기타
· 영국정부, 보쉬와 함께 5G 스마트팩토리 시범사업 시작 [2019]
¡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 국외 통신장비
제조사는 2019년부터 5G NR 기반의 NSA/SA 1차 상용화를 완료하였으며,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기술로는 LTE를 기반으로 하는 LAA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관련 장비를
제공 중. 국외 통신사업자들은 면허/비면허 주파수를 이용한 주파수 집성 및 비면허대역을
이용한 LAA 상용화를 추진 및 확장 중이며, 향후, 5G NR을 기반으로 하는 이종망 간의
이중연결 및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을 통한 전송 성능을 향상시키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 AT&T
· LAA 상용화 발표 [2017]
· AT&T와 Ericsson은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LTE-LAA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750Mbps
구현에 성공 [2017]
· 17년 하반기 Indianapolis를 시작으로 Chicago, LA, 및 San Francisco에서 LTE-LAA
서비스를 시작 [2017]
· 5G와 병행하여 LAA가 포함된 giga-bit LTE foot print를 확장 중 [2019]
· 미국 20개의 도시에서 LAA 서비스 제공 중 [2019]
- Verizon
· Verizon은 Nokia 및 Qualcomm과 함께 뉴욕의 상용 LTE망에서 LAA를 사용하여 1.4Gbps
peak speed를 달성 [2018]
- T-Mobile US
· 뉴욕시의 일부 지역에서 LAA를 런칭했으며, LAA를 사용하여 LTE 다운로드 속도를 500Mbps
이상으로 향상 [2018]
- TIM, Telecom Italia Mobile
· Ericsson, Qualcomm, Asus와 함께 밀라노, 토리노, 나폴리, 로마 등의 11개 이탈리아 도시에서
LAA를 활용하여 700Mbps 다운로드 속도를 구현하는데 성공하였으며, 9월부터는 밀라노, 토리노
지역의 핫 스팟에서 1Gbps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다고 발표 [2017]
- SmarTone
· 홍콩의 주요 통신사업자 SmarTone은 홍콩 최초의 상업용 LAA 네트워크를 시작하여 1Gbps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 [2018]
- MTS
· 러시아 사업자 MTS는 Ericsson 및 Qualcomm과 함께 러시아 최초의 상용 LAA 기술을
제공하여 기가비트 LTE 피크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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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dafone
· Huawei, Qualcomm과 함께 터키에 LA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비면허대역 주파수 40㎒를
이용하는 LAA 기술로 370㎒ 다운로드 속도 시연 [2017]
- SingTel
· Ericsson과 LAA 기술의 새로운 구성에 대한 공동 시험에서 1.1Gbps의 최고 속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달성 [2017]
- M1
· 싱가포르 통신사 M1과 Nokia는 실제 네트워크에서 LAA를 이용하여 1Gbps에 가까운
다운로드 속도를 달성 [2018]
- Airtel
· Ericsson과 LIVE LTE 네트워크상에서 인도의 LAA 기술에 대한 첫 번째 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 500Mbps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 [2018]
- Deutsche Telekom
· Qualcomm과 함께 세계 최초로 OTA(Over-the-Air) 환경에서의 LAA 테스트를 공개 [2016]
- Qualcomm
· 5G NR 표준-기가비트 LTE를 하나의 칩에서 지원하는 멀티 모드 2G/3G/4G/5G 모뎀
DLS 스냅드래곤X50 패밀리 제품군 발표 [2017]
· 개발한 비면허대역 LTE 기술인 MuLTEFire에 대한 기술개발이 지속 진행 중 [2017]
· 2017년 이후 Qualcomm의 X16, X20, X24 LTE 모뎀은 기본적으로 LAA 표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7], 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flagship 스마트폰(Galaxy 8/8+/9/9+/Note 8/9,
LG V30, LG V35/V40 ThinQ, Motorola Z2 Force Edition 등)은 LAA를 탑재 중 [2018]
· Qualcomm과 Nokia는 5G 신제품 무선 네트워크 및 장치의 핵심 기반 테스트 완료 [2018]
· MWC서 5G 모뎀 칩셋 시연 [2018]
- Intel
· Intel은 비면허대역을 활용한 LAA가 포함된 Gigabit-LTE 기술들을 탑재 [2017]
· 2017년 이후 Intel의 X-GOLD 756 LTE 모뎀은 기본적으로 LAA 표준을 포함 [2017]
· 52.6㎓ 이상의 대역에서의 5G NR 표준 기술개발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 [2019]
- Ericsson
· SmarTone과 Ericsson, 라이브 네트워크에서 LAA 시험 사용 [2017]
· T-Mobile, Ericsson, LAA 데모로 1Gbps 초과 [2017]
· SingTel, Ericsson, LAA 시험에서 기가비트 속도 달성 [2017]
· SKT, Qualcomm, Ericsson, 국제표준 기반 5G 시연 성공 [2017]
- Nokia
· T-Mobile과 함께 LAA를 사용하여 1.3Gbps 속도 실현 [2018]
- Apple
· 아이폰 XS/XS MAX에 LAA를 탑재 [2018]
- Motorola
· Motorola Z2 Force Edition에 LAA를 탑재 [2018]
4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무선 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국외 통신장비 제조사 및 통신사업자들은 5G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커버리지와 용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선 백홀 기지국 개발 및 시연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IAB 표준 기술개발 및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Huawei
· IAB 모델을 기반한 도서지역 LTE 서비스 제공을 위한 RuralStar Pro 솔루션 출시 [2021]
- Ericsson
· Deutsche 텔레콤과 E-band대역을 이용하여 100Gbps를 지원하는 5G 무선 백홀 공동 개발
및 시연 [2019]
· Verizon 과 IAB 기술 검증 시험 [2020]
[서비스 기술]
¡ (5G C-V2X 기술 표준) 북미, 유럽, 중국 등에서 빠르게 C-V2X 기반 상용 서비스를 추진 중. 3GPP
Rel-14/15 기반 단말이 이미 출시되었으며, 보다 최신 버전 표준에 상응하는 상용 단말 및 인프라의
구축과 상용 서비스의 구현이 추진 중. 기존 2023년 상용화 계획 대비 2년 빠르게 2021년 상용화
진행 중. 또한, 5G 상용망을 응용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지원 방안 모색 중. 차량 간 직접통신
기술과의 조합 및 인프라-차량 간 통신 기술과의 조합을 통하여 스마트 카 구현을 추진 중.
C-V2X의 1차 상용화가 완료됨에 따라 C-V2X 서비스 필수 요구사항이 상황 조정되는 등 전반적
기술 성능에 대한 요구치가 크게 상향 조절될 것으로 예상
- Audi, Blue birds
· 애틀란타주 스쿨버스/스쿨존 안전서비스 용도로 LTE-V2X기반 상용 서비스 개시(21년 5월)
- Audi, Qualcomm, 버지니아주 교통국
· 북부 버지니아 도로에 V2X 구축
- 하와이주 교통국, 퀄컴, Applied Information
· 하와이주 Nimitz 고속도로에 V2X 구축
- Ford
· 2022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형차 모델에 LTE-V2X 기반 V2X 탑재 계획을 발표
- Google
· TaaS (Transportation as a Servic) 3.0 계획 발표 [2020]
- NTT Docomo
· MWC에서 저속 자율주행 카트 시연 [2018]
- Google
· Radar 이용 자율주행차 시연 [2015]
·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 시작 [2020]
- Huawei
· 레이더 활용 자율주행차량 구상 공개 [2019]
- 기타
· 5GAA 다른 제조사 차량 간 C-V2X 통신 성공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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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N 기술 표준) 5G NR 기반 NTN 표준 규격화와 함께 NB-IoT/eMTC 지원을 위한 표준 기술
연구가 수행 중이며, 향후 다중연결, 릴레이 및 지상 통신과의 융합에 대한 표준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ESA
· EuCNC 2019에서 5G 위성 통합 네트워크 시연 [2019]
- MediaTek
· Inmarsat과 위성 지원 NB-IoT 칩셋을 활용한 통신 시연 [2020]
- Thales Alenia Space
· KT SAT과 무궁화위성 5A호를 활용한 5G 통신 시연 [2021]
¡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표준) 측위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은 5G NR RF 신호에 대한 RTT,
TDOA, AoA 등 RAT 의존적 정밀 측위 기술과 기타 가용한 RAT 독립적 측위 기술, 이미징,
센싱 기술,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 측위 기술로 발전 예상. B5G 기술로
RF 통신을 대체하며 에너지 소모 및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가시광 통신(VLC)과 가시광
통신 기반 측위 기술개발이 활발함. 자율주행차, 드론, MR 및 IoT 등 초정밀 위치기반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요구가 확장되면서 5G 통신망 도입이 촉진되고, 정밀 측위 기술
표준화와 구현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Verizon
· 미 통신사 버라이존(Verizon)은 센서 기반으로 실내 위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센니온(Senion)사 인수. 동사의 기업용 측위 서비스를 5G 네트워크와
결합해 제공 [2021]
- Vodafone
· HERE Technologies와 네비게이션과 위치 측위관련 새로운 커넥티드 서비스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2020]
- Google
· Google Maps 서비스에 신호등 표시를 추가하여 신호등에 도달하기 전부터 미리 신호를
볼 수 있어, 경로와 속도 등을 조절해 불필요한 정차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함. 구글은
코로노19 팬데믹 이후 지도 서비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기능도 추가 [2020]
- Apple
· 애플 지도 기능을 Update 하여, 목적지까지의 지형이나 경로 등을 파악해 전기차의
배터리 소모를 계산하고 전기차 충전소 안내. 설정한 전기차 모델의 용량과 충전 방식을
고려한 정보로 작동 [2020]
· Ultra-Wide Band Radio 기술을 사용한 iBeacon Version 2를 발명 [2019]
- Facebook
· 매필러리(Mapillary)사 인수. 매필러리는 스웨덴 소재의 지도 업체로 구글의 스트리트뷰
(Google Street View)와 유사한 현장 사진과 증강현실(AR)정보를 제공. 컴퓨터 비전
기술로 교통 표지판 같은 이미지 인식해 지도에 적용 [2020]
- Huawei
· 화웨이, 구글모바일서비스(GMS)의 구글 지도(Google Maps)를 대체하는 지도 서비스로
히어(HERE)사의 '위고(WeGo)' 지도 서비스 개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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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기(UAV) 기술 표준) LTE 기반의 무인기 통신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향후 5G NR 무인기
통신 기반 단말 및 기지국 표준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Orange
· MWC19에서 삼성전자 및 시스코와 함께 5G 드론 제어 서비스 시연 [2019]
- China Mobile
· Huawei와 함께 드론 기지국의 드론 5G 고공 기지 응급 통신 테스트 [2020]
- Ericsson
·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BVLOS (Beyond Visual Line of Sight) 드론을 5G를 이용해 조종하며
상공 주행하는 것을 시연 [2019]
- Vodafone
· 5G 네트워크와 원격 제어 드론을 활용하여 긴급 상황에서의 인명 구조 시연 [2021]
¡ (5G 기반 확장현실 서비스 표준) 5G를 상용화에 따라 다양한 확장현실 서비스가 개발되고
상용화가 진행됨. 향후 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확장현실 서비스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5G 기반 확장 현실 서비스 기술 표준은 Rel-17 이후 이동통신에서 종단 간 확장 현실 서비스
지원을 위한 표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Verizon
· ThirdEye와 협력하여 AR글라스 개발 [2019]
· Dreamscape와 협력하여 VR플랫폼 개발 [2021]
- AT&T
· Magic Leap와 협력하여 AR/VR 헤드셋 출시 [2019]
· 3D AR 기반으로 아티스트의 라이브 공연 개최 [2020]
- Vodafone
· Hatch와 5G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상용화 [2019]
· Coventry 대학에 VR 교육시스템 서비스 계획 공개 [2020]
- NTT Docomo
· Magic Leap와 5G AR/VR/MR 콘텐츠 및 서비스 공동 협업 [2020]
· 볼류메트릭 스튜디오 ‘XR 스튜디오’ 공개 [2021]
- China Mobile
· Huawei와 5G기반 8K 실시간 VR방송 시연 [2019]
·
[네트워크 기술]
¡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표준) 5G 선도 국가에서의 5G 상용 네트워크 개시에 따라
글로벌 통신사들과 장비 제조사들은 가상화 RAN 기술, 개방형 5G 네트워크 연동기술,
주파수 공유 기술을 활발히 개발 중이고, 이에 따라 관련 솔루션의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Verizon
· 5G 기지국 Baseband 가상화 기술 시험 [2019]
- NTT Docomo
· O-RAN 기반 개방형 5G 무선 네트워크 상용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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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kuten
· 5G 가상화 무선 네트워크 상용화 [2020]
- Qualcomm
· 5G 주파수 공유 기술 지원 단말 모뎀 칩셋 상용화 [2020]
- Dish Networks
· 5G Open RAN 장비 도입 계획 [2021]
- Vodafone
· 5G vRAN 장비 상용화 [2021]
¡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 5G 선도 국가에서의 5G 상용 네트워크 구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글로벌 통신사들과 장비 제조사들은 5G UDN 및 실내외 스몰셀 기술,
멀티무선 장비 간 및 셀 간 다중연결 기술, 5G SON 기술을 활발히 개발 중이고, 이에 따라
관련 솔루션의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Qualcomm
· 5G SA 모드 및 5G DC 지원 단말 모뎀 칩셋 상용화 [2020]
- Ericsson
· 5G 인빌딩 스몰셀 솔루션 상용화 [2020]
- Nokia
· 5G EN-DC 기술 기반의 저대역과 mmWave 이중연결을 통해 4.7Gbps 전송속도 시연
[2020]
- Huawei
· 5G 스몰셀 솔루션 장비인 LampSite 상용화 [2020]
- EE
· Nokia의 5G SON 솔루션 도입 [2021]
- China Mobile
· AI 기반 5G RAN 기술 시연 [2021]
¡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표준) 글로벌 통신사들과 장비 제조사들은
네트워크 슬라이싱, 적용 기술 등을 활발히 개발 중이고, 이에 따라 관련 솔루션의 상용화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Huawei) China Mobile, 텐센트, 중국전력과학연구원, 디지털도메인 등과 함께 '네트워크
슬라이스 범주와 서비스 수준에 관한 백서'를 발간 [2020]
- (Ericsson/도이치텔레콤) E2E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하여 SA 네트워크에서 VR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를 시연 [2021]
¡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표준) 특정 단말 제조사 또는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기술
외에, 더욱 다양한 조정 모드 및 시나리오를 반영하기 위한 표준화 규격 작업과 함께 관련
솔루션의 상용화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Apple
· iPhone 또는 iPad에서의 Multipath TCP 기술을 제공하며, WiFi와 셀률러 데이터 연결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지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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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기술 표준) 글로벌 통신사들과 장비 제조사들은 3GPP
기반의 NWDAF 표준과 호환되는 데이터 분석 엔진 및 자동화 기술을 개발 중. 특히, IETF
프로토콜의 추가 도입 여부 등에 따라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의 확대 가능성 예상
- Huawei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5G 네트워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기능(NWDAF)을 5G 시스템 내에 새롭게 정의하여 표준개발을 진행 중 [2019]
¡ (버티컬 산업용 NPN 및 TSN 연동 기술) 기업전용 버티컬 서비스 제공을 위해 5G 기반
NPN 기술 및 TSN 연동 솔루션의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5G 이후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 5G 및 B5G 모두에 호환 가능한
네트워크 표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에 선제적 대응이 요구
- Qualcomm
· 보쉬와 함께 5G 표준화 선점을 위한 TSN 시간 동기 데모 시연 [2019]
· 지멘스와 함께 산업환경에서 최초의 프라이빗 독립형 5G 네트워크 구축 [2019]
- Nokia
· 기업 고객을 위한 최초 5G 독립형 프라이빗 무선 네트워킹 솔루션 발표 [2020]
- Ericsson
· Telenor와 스마트팩토리 등 5G 잠재력 개발과 차세대 기술혁신을 위해 Innovation Center
설립 [2021]
- Huawei
· Haier Intelligent Factory MEC PoC Project 소개 [2020]
¡ (MEC 플랫폼 기술 표준, 5G 에지 컴퓨팅 지원 기술 표준) 미국 및 유럽 국가에서의 5G 상용
네트워크 개시 및 대형 클라우드 기업의 에지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을 통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 환경에 맞는 코로케이션 서비스 출시, 에지 클라우드 장비 규격의 세분화 등에 따른
버티컬별 적용을 확장 중. 향후 이동체에 적용되어 V2X 시나리오의 상용화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드론과 같은 무인 비행체에 시나리오도 통신망 지원과 더불어 MEC
상용화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MS 플랫폼
· Azure Private MEC 서비스를 AT&T와 함께 발표, [2021]
- Verizon
· 라이브 경기 분석, LiDAR 이용 보행자 트래픽 분석 [2020]
- 도이치 텔레콤
· 무인 운반차 원격관제 적용 [2020]
- AWS
· 글로벌 AWS Wavelength 서비스 발표, 국내에서는 SKT와 코로케이션 서비스 발표
[2019]
· 아마존 에지 IoT 플랫폼 그린 그라스 환경 Jetson TX 노드 지원 [2019]
- Google
· Edge TPU 개발 및 Tensorflow 환경 Edge 확장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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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보안 프레임워크) 글로벌 통신사는 GSMA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장비 보안 보증을 위한
절차와 기법을 고안. 글로벌 제조사는 다양한 5G 보안 솔루션을 제공. B5G에 대한 새로운
네트워크 기능과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보안 보증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보안 보증 규격에
대한 규격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GSMA
· 5G 네트워크 장비 보안 보증 기법(NESAS) 정의 [2019]
- Ericsson
· 이동통신사업자를 위한 5G 코어네트워크 보안용 클라우드 네이티브 패킷 코어 방화벽
출시 [2020]
· 5G 코어 및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포트폴리오에 대해 3GPP/GSMA NESAS 보안
표준 인증을 획득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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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5G/B5G 이동통신 분과 중점 표준화 항목 중, IPR 현황분석이 필요한
URLLC 기술, 무선 백홀 및 IAB 기술, NTN 기술,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을 대상으로 함
- (분석 범위) Keywert 특허검색 DB를 이용하여, 한미일, 유럽, 국제(PCT)에 출원/공개(등록)된
특허들을 대상으로,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 2001.01.01. 이후 출원된 4,938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1년 3월까지 공개된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를 분석대상으로 한 본 IPR
분석에서는 미공개 데이터가 존재하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출원된 한미국, 일본,
유럽, 국제특허들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따라서 본 IPR 현황부에서 분석된 특허들은
5G/B5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최신의 특허 데이터가 아님
<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WO

- (검색식) URLLC 기술, 무선 백홀 및 IAB 기술, NTN 기술,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 관련 핵심 키워드들의 유사/동의어 조합을 통해 검색식 작성
<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검색식
((저지연* 저 a/1 지연 low a/1 latency ultra* a/1
reliable ultra-reliable* URLLC* 초고신뢰* 초 a/1
고신뢰

고신뢰*

고

a/1

신뢰

TSN*

time-sensitive* time* a/1 sensitive*) ti:(저지연*
URLLC 기술

저지연, 고신뢰, TSN

저 a/1 지연 low a/1 latency ultra* a/1 reliable
ultra-reliable* URLLC* 초고신뢰* 초 a/1 고신뢰
고신뢰* 고 a/1 신뢰 TSN* time-sensitive* time*
a/1 sensitive*)) and ipc:(h04w* h04b* h04l* h04j*
h04q* h0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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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검색식
(IAB*

(integrated*

(access*

통합*

backhual*

결합*

액세스*

일체*)

엑세스*

n/2

접속*

백홀* 무선* wireless*) (adaptation* 적응* 적합*)
IAB, 통합 액세스, 백홀,
adaptation layer,
self-interference
cancellation, multi-hop

무선 백홀 및 IAB

topology, simultaneous

기술

TX/RX(DL/UL), dynamic
TDD, intra/inter-donor dual
connectivity, flow control,
local reroutiung

a/1 (layer* 레이어* 계층*) (자가간섭* (자가*
자기* self*) a/1 (간섭* 인터피어* interference*)
a/1 (cancellation* 제거* 캔슬*) (멀티홉* 멀티 a/1
홉 multihop* multi-hop* multi a/1 hop*) a/1
(토폴러* 토폴로* topology*)) simultaneous* a/1
(TX* RX* DL* UL* transmission* reception*
downlink* uplink*) (intra* inter*) a/1 (CU*) local*
a/1 (rerout* routing* carrier*) backhaul* a/1 (link*
RLF*) (동적* 다이나믹* 다이내믹* dynamic*)
a/1 (TDD* "time division" 시분할*) (이중* 듀얼*
dual*) a/1 (연결* connectivity*) (무선* wireless*)
a/1 (백홀* backhaul*)) and ipc:(h04w* h04b*
h04l* h04j* h04q* h04m*)
((비지상* 비-지상* 비 a/1 지상 non-terrestrial*
non a/1 terrestrial 위성* satellite* NTN*) (지상*
terrestrial*

이동*

모바일*

셀룰러*

셀룰라*

mobile* cellular*)) and (핸드오프* 핸드 a/1 오프
비지상, NTN, 동기, 타이밍,
NTN 기술

재전송, 빔 관리, 이동
기지국, 핸드오버, 셀 선택

핸드오버* 핸드 a/1 오버 handover* handoff*
hand a/1 off hand-off* 네트워크* 네트웍*
네트웤*

network*

access*

타이밍*

액세스*
timing*

엑세스*
PRACH*

접속*
HARQ*

재전송* 에이치에이알큐* SNR* PAPR* MCS*
(빔* beam*) n/1 (관리* 매니지* manag*) (셀*
cell) n/1 (선택* 셀렉* select*)) and ipc:(h04w*
h04b* h04l* h04j* h04q* h04m*)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Open RAN, O-CU, O-DU,

((클라우드* 개방형* 오픈* 가상* 공유* cloud*

O-RU, open fronthaul, RAN

open*

virtual*

flexible*)

a/2

(기지국*

split, disaggregated RAN,

베이스스테이션* "베이스 스테이션" BS* "base

eCPRI, RIC(Radio Intelligent

station" RAN* "radio access network" 란* 랜*)

Controller), open repeater,

ORAN* O-RAN* 오란* 오랜* (클라우드* cloud*

open O&M, MVI, RAN

분산* distributed*) a/1 (RAN* 란* 랜* "radio access

interworking, RAN

network") O-CU* O-DU* O-RU* ("RU" "DU"

application protocol

"radio unit" "digital unit") a/2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interface* protocol*) C-RAN*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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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검색식

Cloud RAN, distributed
RAN, mobile edge
computing, MEC, RAN
architecture, NFV

Virtualized RAN, RAN
virtualization, contaninerized
RAN, software defined
radio

RAN sharing, spectrum
sharing, DSS(Dynamic

radio interface" CPRI* eCPRI* "RAN Interworking"
(service-aware* split* disaggregated* centralized*
virtual* cloud* application* protocol* sharing*) n/1
(RAN*) fronthaul* (open*) a/1 (repeater* O&M) RIC*
"radio intelligent controller" MVI* DSS* "dynamic
spectrum sharing" (동적* 다이나믹* 다이내믹*)
a/1 (스펙트럼* spectrum*) (spectrum* 스펙트럼*)
a/1 (공유* sharing* refarming* 리파밍*)) and
ipc:(h04b* h04l* h04w* h04q* h04j*)

Spectrum Sharing),
spectrum refarming
((네트워크*
네트워크 슬라이싱, NFV,
NPN, NSSAI, cell
reselection, 슬라이스 로밍,
네트워크 슬라이싱

슬라이스 UP 자원관리,

및 가상화 기술

슬라이스 전달망 매핑,
슬라이스 간 전환 (transfer),
슬라이스 가상화 기능 관리
& 오케스트레이션

네트웍* 네트웤*

network*)

a/1

(슬라이* slice* slicing) NSSAI* selection* a/1
assistant* a/1 information* NFV* (슬라이* slic*) a/1
(로밍* roam* 자원* 리소스* resource* 전달*
transfer* map* 맵핑* 매핑* 전환* 가상화* virtual*
오케스트레이션*

orchestration*)

(네트워크*

네트웍* 네트웤* network*) a/1 (기능* 가상*
function* virtual*) 셀재선택* 셀 a/1 재선택* cell
a/1 reselection* (RAN* radio a/1 access a/1
network)

a/1

(슬라이* slice*

slicing*))

and

ipc:(h04w* h04b* h04l* h04j* h04q* h0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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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 발행국별 출원 연도별 동향

< 5G/B5G 이동통신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5G/B5G 이동통신 분야 IPR 분석대상 표준화 항목 전체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매우 높은 출원 증가율을 보임

<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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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출원에서, 미국특허(공개 및 등록특허 포함) 및 국제특허가 각
1,775건(36%), 1,771건(36%)으로 많은 출원량을 보임
-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국제(WO), 미국(US)은 2019년도에 가장 높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으며, 힌국(KR), 일본(JP), 유럽(EP)에서는 2018년에 가장 많이 특허 출원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국제출원(PCT) 비중이 높은 이유는, 향후 표준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시장 파급력을 고려하여 다수 국가에서 패밀리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자국 출원건을 선출원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17년과 2019년
사이 미국의 연도별 동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요 시장을 고려하여 해외출원을 바로 진행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타 특허발행국 대비 특허 출원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음
¡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분석 항목 연도별 출원 동향
<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분석 항목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특허분석 항목
URLLC
기술

무선 백홀
및 IAB

NTN 기술

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개방형

슬라이싱

기지국

및 가상화

합계

출원연도
2002

1

0

4

기술
0

기술
0

5

2005

1

0

0

0

0

1

2006

0

0

2

0

0

2

2007

2

0

0

0

0

2

2008

1

0

0

0

0

1

2009

1

0

1

0

0

2

2010

2

0

3

0

1

6

2011

2

0

0

1

5

8

2012

1

0

1

5

0

7

2013

5

2

5

7

3

22

2014

24

6

8

5

58

101

2015

101

3

2

13

101

220

2016

215

10

5

13

224

467

2017

196

9

30

25

316

576

2018

713

53

56

65

424

1,311

2019

648

167

70

90

499

1,474

2020

275

55

18

104

280

732

2021

0

0

1

0

0

1

합계

2,188

305

206

328

1,911

4,938

-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분석 항목 중, URLLC 기술이 2,188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무선
백홀 및 IAB 기술, NTN 기술이 각각 1,911건, 328건, 305건, 206건의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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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분석 항목 구간별 역점 분야
<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분석 항목 구간별 특허출원 현황 >
구간A

구간B

구간C

(2011년~2013년)

(2014년~2017년)

(2017년~2019년)

URLLC 기술

8

340

1,557

무선 백홀 및 IAB 기술

2

19

229

NTN 기술

6

15

156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13

31

180

8

383

1,239

특허분석 항목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

-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는 URLLC 기술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폭발적인
특허출원이 진행되었음
- 무선 백홀 및 IAB 기술, NTN 기술,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들도 2017년에서 2019년 구간에서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됨
¡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분석 항목 특허 발행국별 출원 동향
<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분석 항목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특허분석 항목

NTN 기술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

합계

32

28

25

170

485

746

112

84

121

712

1,775

일본특허(JP)

183

10

11

24

70

298

유럽특허(EP)

202

23

11

82

291

609

국제특허(WO)

827

128

72

76

668

1,771

합계

2,188

305

206

328

1,911

4,938

URLLC
기술

무선 백홀
및 IAB
기술

한국특허(KR)

230

미국특허(US)

특허발행국

- 특허 발행국별 특허분석 항목별 전체적인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URLLC 기술, 무선
백홀 및 IAB 기술은 국제특허(PCT) 출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NTN 기술,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은 미국에서 특허출원이 가장 많이
진행되었음
- 특히,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과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은 특허 발행국
한국보다 미국, 국제, 유럽 순으로 국가별 출원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특허분석 항목 모두 PCT 출원과 미국출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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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출원 현황
<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NTN 기술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

합계

9

14

1

22

87

36

4

3

4

24

71

KT

30

1

4

1

21

57

HUAWEI

15

1

0

1

26

43

QUALCOMM

32

5

0

3

3

43

SKT

11

0

0

4

12

27

LG ELECTRONICS

15

1

0

1

2

19

단국대학교

10

0

0

0

0

10

ZTE

2

0

0

0

5

7

IDAC HOLDINGS,
INC.

3

0

0

0

4

7

합계

195

21

21

15

119

371

URLLC
기술

무선 백홀
및 IAB
기술

SAMSUNG
ELECTRONICS

41

ETRI

출원인

- 특허 발행국 한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출원인은 삼성전자로 나타났으며,
2위, 3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KT 순으로 나타남
- 삼성전자는 URLLC 기술에 가장 많은 특허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 NTN 기술에 특허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됨
- 2위 ETRI와 3위 KT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URLLC 기술에 가장 높은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허 발행국 한국에서의 주요 국외 출원인으로는 중국 Huawei, 미국 Qualcomm, 중국
ZTE, 미국 IDAC Holdings가 상위 다출원인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국내에서 중국 Huawei, ZTE, 미국 IDAC Holdings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에,
미국 Qualcomm은 URLLC 기술에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기 주요 국외 출원인 대부분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 URLLC 기술에 특허출원을
집중하고 있으나, Qualcomm은 무선 백홀 및 IAB 기술,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에도
특허출원을 다수 진행한 것으로 파악됨
- 특허 발행국 한국의 상위 다출원 기업들 대부분 URLLC 기술과,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에 대부분의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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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별 출원 현황
<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NTN 기술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

합계

54

23

36

36

922

198

27

1

25

484

735

ERICSSON

70

29

13

24

133

269

SAMSUNG
ELECTRONICS

75

25

13

11

49

173

INTEL

70

11

0

11

73

165

NOKIA

69

6

4

11

46

136

ZTE

17

4

7

6

80

114

AT&T

26

36

0

12

40

114

SHARP

85

11

2

4

11

113

NEC

16

0

0

4

79

99

합계

1,399

203

63

144

1,031

2,840

URLLC
기술

무선 백홀
및 IAB
기술

QUALCOMM

773

HUAWEI

출원인

- 특허 발행국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기업은 Qualcomm으로 나타났으며, 2위 Huawei, 3위 Ericsson으로 나타남
- Qualcomm은 URLLC 기술에 가장 높은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 무선 백홀 및 IAB 기술과,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에 많은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출원 상위 2위, 3위 Huawei, Ericsson 모두 글로벌 통신장비 회사답게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에 가장 높은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URLLC 기술에 특허출원을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특허에서 전체 상위 다출원 기업에는 포함되지 않아 상기 표에는 없으나, 금년도 신규로
추가하여 분석한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에서는 미국 Qualcomm 다음으로 미국
Commscope technologies가 2번째로 많은 특허출원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상위
다출원 기업으로 핀란드 NSN, 미국 Cisco, Parallel wireless, T-mobile USA, JOHN
MEZZALINGUA ASSOCIATES, MAVENIR NETWORKS, Phluido, Inc. 등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됨
- 해외에서의 상위 다출원 기업 대부분 URLLC 기술과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에
대부분의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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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특허분석 결과)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 특허 기반의 표준 및 시장 선점을 위해
최근 특허출원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상위 다출원 기업 대부분 URLLC
기술과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에 대부분의 특허출원을 진행함. 특허 발행국
전체를 봤을 때, 무선 백홀 및 IAB 기술에서는 미국 Qualcomm, AT&T, 한국 삼성전자
순으로 많은 특허출원이 진행되었으며, NTN 기술은 한국 삼성전자, 미국 Qualcomm,
Hughes Network Systems, 스웨덴 Ericsson에서 많은 특허출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됨.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에서는 미국 Qualcomm, Commscope technologies에서 가장
높은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국 Huawei, 스웨덴
Ericsson, 미국 AT&T, 핀란드 Nokia, 한국 삼성전자, 미국 Intel, 핀란드 NSN, 미국 Cisco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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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ITU-R

ITU-T

국제
(공식)

ETSI

국제
(사실)

3GPP

표준화 현황

SG5

(WP5D-IMT Systems)
- 5G 표준 성능을 위한 요구사항/평가 기준 연구 완료
- 적용 대역 및 시스템 간 간섭 연구 진행 중
- 6G 비전 및 미래기술 동향 연구 진행 중

SG13

(Future networks, with focus on IMT-2020, cloud computing and
trusted network infrastructures)
- 2017년, IMT-2020 네트워크의 용어 정의, 네트워크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표준 완료
- 2018년, IMT-2020 요구사항 및 프레임워크 표준 완료
- 2019년, IMT-2020 네트워크 구조 표준 완료
- 2021년, IMT-2020 기반의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 표준개발 완료

TC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유럽에서의 ITS application 관련 표준화를
수행. 기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Day-1 application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좀 더 고도화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Day-2 application 작업이
시작 단계

ISG NFV

(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 2017년 2월, 전세계 23개 주요 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한 5G를 위한
NFV의 주요 기능 백서 발간
- 2017년 12월, ETSI NFV 구조에서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지원에 관한 기술
보고서 개발 완료
- 2020년, 5G에서 NFV적용을 위한 멀티-사이트, 클라우드-네이티브 지원
및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등과 관련한 NFV Rel-3 규격 개발 작업 완료

ISG MEC

(Multi-access Edge Computing)
- 2016∼2017년, 기능 및 API 상세화 진행
- 2018년, Phase 2, RNIS, Relocation 플랫폼 서비스 관련 스팩 상세화 진행

RAN

(Radio Access Network)
- 2017년 3월, Rel-15 규격 및 5G NR Phase 1 work item 논의 시작
- 2017년 12월, 5G NR Non-standalone 표준 완료
- 2017년 12월, 무인기 통신을 위한 이동 성능 및 간섭 탐지 기술을 연구하는
TR 36.777 완료
- 2018년 6월, Rel-15 Further enhanced LAA(FeLAA) 표준 완료
- 2018년 6월, 5G NR Standalone 및 5G NR Phase 1(Rel-15) 표준 개발 완료
- 2018년 6월, 5G NR-MIMO 표준 개발 완료
- 2018년 6월, NTN 무선채널 및 5G NR의 영향을 연구하는 TR 38.811 완료
- 2018년 12월, IAB 연구보고서 완료
- 2018년 12월, 5G NR-Unlicensed 연구 보고서 완료
- 2018년 12월, Rel-16의 study 완료(5G NR을 위한 positioning 지원, 5G NR을 위한
고정확도 positioning, 5G NR UE positioning, LTE vehicular positioning 기술)
- 2019년 3월, Rel-16의 work item(LTE에서 고정확도 positioning, LTE를
위한 RAT 독립적인 실내 positioning 개선, LTE를 위한 UE positioning
정확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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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

SA

2019년 12월, 5G NR 기반 NTN 표준 기술을 연구하는 TR 38.821 완료
2019년 12월, 52.6㎓ 연구보고서 TR 38.807 완료
2019년 12월, Rel-17 표준 아이템 목록 확정(RAN1, RAN2, RAN3)
2020년 6월, Additional enhancements for NB-IoT/MTC(Rel-16) 완료
2020년 9월, Rel-16 5G NR-Unlicensed 표준 완료
2020년 6월, e5G NR-MIMO 표준 개발 완료
2020년 6월, 5G NR Phase 2(Rel-16) 완료
2020년 6월, IIoT 표준 개발 완료
2020년 6월, Rel-16 URLLC enhancement 표준 개발 완료
2022년 3월, Rel-17 URLLC enhancement 표준 개발 완료
2020년 6월, IAB 표준 완료
2020년 12월, 52.6㎓-71㎓ 대역에서의 5G NR 지원 기술보고서 TR38.808
완료
2020년 12월, Rel-17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RedCap) 연구 완료
2021년 7월, 향상된 IIoT 무선 지원 기술 신규 WI로 지정
2021년 12월, Rel-17 완료
2022년 3월, Rel-17 IAB enhancement 표준 개발 완료 예정
2021년 12월, Rel-17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화 완료
2021년 12월, Rel-17 52.6㎓-71㎓ 대역 무선 접속 기술 표준화 완료

(SA1-Services)
- 2017년, 5G 서비스요구사항을 기술하는 TS 22.261 표준개발 완료
- 2017년 3월, Rel-15 5G V2X 표준을 완료 2018년 추가적인 Rel-16 작업
- 2018년 6월, 5G 위성 액세스 서비스요구사항을 연구하는 TR 22.822 완료
- 2018년 9월, 무인기의 원격식별에 대한 서비스요구사항을 연구하는 TR
22.825 완료
- 2018년 12월, 3GPP 기반 무인기 시스템의 서비스요구사항을 기술하는
TS 22.125 완료
- 2019년 12월, 무인기의 다양한 응용에 대한 향상된 무인기 서비스요구
사항을 연구하는 TR 22.829 완료
- 2020년, Rel-18 관련한 버티컬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신규 연구
TR들에 대한 보고서 작성
- 2021년, Rel-18 관련한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신규 표준
개발 규격에 대한 표준개발 진행 중
- 2021년, AI/ML 등 Rel-18 기술아이템에 대한 표준 규격 작업 진행 중.
(SA2-Architecture)
- 2017년, 5G 시스템 구조 및 프로시저를 기술하는 TS 23.501, TS 23.502,
TS 23.503 표준개발 완료
- 2018년, 서비스-기반 구조 향상, 네트워크 슬라이싱,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화 등 5G Phase 2를 위한 다양한 연구보고서 완료
- 2019년, 5G Phase 2를 위한 Rel-16 규격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 유무
선 통합 기술 등을 2020년 6월 작업 완료
- 2020년, 5G 위성 액세스 아키텍처 연구를 기술하는 TR 23.737 완료
- 2020년 12월, 무인기 시스템의 연결, 식별 및 추적 기술을 연구하는 TR
23.754 완료
- 2021년, Rel-18 관련한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신규 표준
개발 규격에 대한 표준개발 완료
- 2021년 V2XARC_Ph2, ATSSS_Ph2 ,eNPN, IIoT 등 Rel-17 기술들의 표준
규격 작업 진행 중
- 2020년 12월 다중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등 Rel-17 기술을 위한 연구 완료
- 2022년, 네트워크 슬라이싱. 네트워크 자동화, NPN 관련한 Rel-18 기술을
위한 연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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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SA3-Security)
- 2017년, 5G 보안을 위한 연구 보고서 작업 진행
- 2018년, 5G Phase 1의 보안관련 규격 작업 완료
- 2019년, 5G Phase 2 (Rel-16)의 보안관련 연구 시작, 2020년 작업 완료
- 2021년, Rel-17 기술 아이템의 보안 관련 연구 진행 중
(SA5-Telecom Management)
- 2017년, 5G 관리기술 및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리와 관련한 연구 보고서
작업 진행
- 2018년, 5G Phase 1의 과금 및 네트워크 슬라이스 관리 등에 관한 규격
작업 완료
- 2019년, 5G Phase 2(Rel-16)의 과금 및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연구 시작,
2020년 작업 완료
- 2021년, Rel-17 기술 아이템의 네트워크 운영 및 과금에 관한 연구 진행 중
- 2021년 3월, 5G 네트워크에 통합 된 위성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연구하는 TR 28.808 완료
(SA6-Application)
- 2021년 3월, 무인 항공기 (UAS) 응용 계층 지원을 연구하는 TR 23.755 완료

IEEE 802.1

(IEEE 802)
- 액세스망의 네트워크 참조모델/기능(802/P1914) 및 이동통신 기지국
프론트홀에 사용될 전송 기술을 표준화 진행 중(802/P1914)

O-RAN Alliance
(WG1~WG9)

- 2018년, 5G 개방형 무선 네트워크 표준 개발을 위해 발족
- 2019년, 개방형 5G 프론트홀 규격 개발 완료
- 2020년, 개방형 기지국 관련한 오픈소스, 생태계, 표준 인터페이스 등
전 분야에 대한 표준개발 완료
- 2021년, 개방형 RIC 인터페이스 등의 표준 개발 고도화 진행 중

GSMA

- 2021년, 네트워크 장비 보안 보증 기법 Version 2.0 발행
(NESAS; Network Equipment Security Assurance Scheme)

PG1102

(이동통신 무선접속) 이동통신 무선접속 표준개발을 담당하며, 2020년 개방형
5G 프론트홀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완료

PG1103

(이동통신 네트워크) 이동통신 코어 및 네트워크 표준개발을 담당하며,
2021년 가상화 기반의 5G 코어 시스템 및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관련한 다양한
표준 개발 진행중

PG1104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5G 기반의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에 대한 표준 개발을
담당하며 2021년 C-V2X 서비스 등 버티컬 관련한 다양한 표준 개발 중

PG1105

(이동통신 서비스) 긴급구조 대상 단말기의 상향링크 무선신호를 '신호수집기'를
이용해 탐색, 식별, 측정하여 타겟 단말기 위치를 추적하는 새로운 개념의 측위
기술 제안

PG904

(LBS 시스템) 긴급 구조용 측위시스템과 실내 위치기반 서비스 규격 등을 개발
완료. 이동통신사업자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표준(A-GNSS, Cell-ID, WiFi
활용)의 개정을 통해 기압센서 측위 기술을 추가하므로서 기존 수평위치정보에
수직위치정보를 추가하는 표준 추진 중

PG905

(ITS/차량 ICT) 2018년, C-V2X의 국내 표준화 완료. 자율협력주행의 요구사항
및 PHY/MAC 계층 표준 추진 중

TTA
국내

5G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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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TC11과 협력하여 6G
비전 및 미래기술동향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5G 생태계 활성화 및 한-중,
한-유럽 공동 연구를 통한 국제 협력 강화

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무선 기술]
¡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표준) 기존 TTA 5G 무선접속 PG(SPG31)에서 진행하던
업무를 2020년 신규 생성된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로 이관하여 해당 그룹에서 전반적인 5G 무선기술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이후로도 해당 그룹이 무선기술의 상용화 및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5G포럼
등과의 협업을 통해 5G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표준화를 진행 할
것으로 예상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 eMBB관련 3GPP 5G NR Rel-15 규격에 대응하는 물리계층 및 MAC, RRC 규격 제정
[2018] 및 개정 [2019]
· TTA 5G 관련 그룹의 확대 및 개편에 따라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신설을
통해 5G 무선접속 기술의 표준화 추진 [2020]
· STC3 폐회 및 TC11 신설로 관련 업무 PG1102로 이전 [2020]
· 3GPP Rel-15 기술 보고서 발간 [2020]
· 3GPP Rel-16 기술 보고서 발간 [2021]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102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3G-38.21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5)

2019

TTAT.3G-38.212(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5)

2019

TTAT.3G-38.213(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Release15)

2019

TTAT.3G-38.214(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Release15)

2019

TTAT.3G-38.215(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measurements(Release15)

2019

TTAT.3G-38.32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5)

2019

TTAT.3G-38.33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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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기술 표준) 2020년 신규 생성된 TTA 이동통신 기술
위원회(TC11) 산하 CJK/ITU-R IMT 표준 PG(PG1101)에서 관련 표준화 논의를 추진 중.
동일 위원회(TC11) 산하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에서 물리계층 기술에 대한 표준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5G포럼, 주파수심의위원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102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3G-38.21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5)

2019

TTAT.3G-38.212(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5)

2019

TTAT.3G-38.213(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Release15)

2019

TTAT.3G-38.214(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Release15)

2019

TTAT.3G-38.215(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measurements(Release15)

2019

TTAT.3G-38.32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5)

2019

TTAT.3G-38.33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5)

2019

¡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 국내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들은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임. 국내에서는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에서
3GPP 표준 전환 채택 위주로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 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이 대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유즈케이스는 IIoT 무선 센싱, 영상감시, 웨어러블
부분으로 해당 유즈케이스를 위한 무선 접속 기술이 논의되고 있어, 관련 표준 핵심 기술
확보 및 주도권 확보 노력이 필요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에 대해 3GPP에서 정의되는 표준의 전환 채택 예상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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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IoT 기술 표준) 국내 제조사들은 NB-IoT, MTC 확장 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에서 3GPP 표준 전환 채택 위주로 활동이 진행. Rel-16/17기반의
IoT 기술을 활용하는 상용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발전된 이동통신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의 요구로 인해 mMTC 및 NB-IoT 무선 기술에 대한 목표 성능 요구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기존 mMTC 및 NB-IoT 무선 기술의 강화 및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도입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Rel-18/19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한 시나리오 및 유즈케이스 발굴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능 강화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 확보 추진이 필요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 mMTC 대표 기술인 NB-IoT, MTC 확장 기술에 대해 3GPP에서 정의되는 표준의 전환
채택 [2021]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102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746 3GPP Release 16 기술규격 분석(기술보고서)

2021

TTAT.3G-36.211(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6)

2021

TTAT.3G-36.212(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6)

2021

TTAT.3G-36.214(R16-16.2.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layer; Measurements(Release16)

2021

TTAT.3G-36.300(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and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E-UT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Release16)

2021

TTAT.3G-36.306(R16-16.4.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User Equipment(UE) radio access
capabilities(Release16)

2021

TTAT.3G-36.321(R16-16.4.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6)

2021

TTAT.3G-36.331(R16-16.4.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6)

2021

TTAT.3G-36.413(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E-UTRAN); S1 Application Protocol(S1AP)
(Release16)

2021

TTAT.3G-36.423(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E-UTRAN); X2 application protocol(X2AP)
(Release16)

2021

TTAT.3G-36.101(R16-16.9.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User Equipment(UE) radio transmission and
reception(Release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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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3G-36.133(R16-16.9.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Requirements for support of radio resource
management(Release16)

2021

TTAT.3G-36.104(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Base Station(BS) radio transmission and
reception(Release17)

2021

TTAT.3G-37.104(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UTRA, UTRA
and GSM/EDGE; Multi-Standard Radio(MSR) Base Station(BS) radio transmission
and reception(Release17)

2021

TTAT.3G-36.141(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Base
Station(BS)
conformance
testing(Release17)

2021

TTAT.3G-37.141(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UTRA, UTRA
and GSM/EDGE; Multi-Standard Radio(MSR) Base Station(BS) conformance
testing(Release17)

2021

TTAR-06.0219 3GPP Release 15 기술규격 분석(기술보고서)

2020

TTAT.3G-36.304(R15-15.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User Equipment(UE) procedures in idle
mode(Release15)

2019

TTAT.3G-36.323(R15-15.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Release15)

2019

TTAT.3G-36.355(R15-15.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LTE Positioning Protocol(LPP)(Release15)

2019

TTAT.3G-36.201(R15-15.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LTE
physical
layer;
General
description(Release15)

2018

¡ (URLLC 기술 표준) Rel-15에서는 URLLC 관련 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규격화가 완료되었으나,
Rel-16/17 URLLC는 별도의 WI로 구분되어 규격화가 진행됨에 따라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 및 5G포럼 기술위원회 등에서
무선부분에 해당하는 URLLC 무선접속 기술 관련 논의 진행 중. 다양한 산업계의 동향을
주시하고 이에 부합되는 표준 규격 기술에 대한 확보 및 선도적인 표준화에 대한 주도권 확보가 요구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 Rel-16 URLLC 강화 기술을 포함하는 Rel-16 기술보고서 과제 채택 [2021]
· TTA 5G 관련 그룹의 확대 및 개편에 따라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신설을
통해 5G 무선접속 기술의 표준화 추진 [2020]
· TTA URLLC 관련 기술을 포함하는 3GPP Rel-16 규격을 기반으로 국내 표준 규격 승인 [2021]
-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
· 5G 버티컬 서비스 유즈케이스 및 요구사항에 관한 기술 보고서 출간 [2020]
· 5G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나리오 및 기술에 관한 기술 보고서 출간 [2020]
- 5G포럼
· Rel-16 URLLC 강화 기술을 포함한 5G 이슈 리포트 출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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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102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746 3GPP Release 16 기술규격 분석(기술보고서)

2021

TTAT.3G-38.211(R16-16.5.0), 3GPP -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2021

TTAT.3G-38.212(R16-16.5.0), 3GPP -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2021

TTAT.3G-38.213(R16-16.5.0), 3GPP -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2021

TTAT.3G-38.214(R16-16.5.0), 3GPP -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2021

TTAT.3G-38.321(R16-16.4.0), 3GPP -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Radio
Access Network; 5G NR; Medium Access Control (MAC) protocol
specification

2021

TTAT.3G-38.300(R16-16.5.0), 3GPP -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Radio
Access Network; 5G NR; 5G NR and NG-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

2021

TTAT.3G-38.331(R16-16.4.1), 3GPP -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Radio Access
Network; 5G NR; Radio Resource Control (RRC) protocol specification

2021

TTAR-06.0203/R1, 5G 버티컬 서비스 유스케이스 및 요구사항 (기술보고서)

2020

TTAR-06.0225, 5G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나리오 및 기술 (기술보고서)

2020

5G 포럼 이슈리포트

2020

TTA PG1104

5G포럼

¡ (IIoT무선 기술 표준) 향상된 IIoT 무선 지원 기술은 Rel-17 표준에 포함. Rel-17 표준이
2022년에 TTA 표준으로 전환 채택될 것으로 예상. Rel-18에서 좀더 다양한 산업용 사물
인터넷 적용을 위해 추가 표준논의가 진행 될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표준기술들에 대한
핵심기술 확보 및 표준 주도권 확보가 필요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 IIoT 기술을 포함하는 Rel-17 표준을 TTA 표준으로 전환 채택할 것으로 예상 [2022]
· Rel-16 URLLC 강화 기술을 포함하는 Rel-16 기술보고서 과제 채택 [2022]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102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R-06.0219 3GPP Release 15 기술규격 분석(기술보고서)

2021

TTAT.3G-38.211(R16-16.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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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5G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3G-38.212(R16-16.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5)

2020

TTAT.3G-38.213(R16-16.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Release15)

2020

TTAT.3G-38.214(R16-16.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Release16)

2020

TTAT.3G-38.300(R16-16.3.1),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5G NR
and NG-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Release16)

2020

TTAT.3G-38.331(R16-16.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6)

2020

5G 포럼 이슈리포트

2019

¡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 2020년 신설된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1102 내에서
전반적인 5G 시스템과 관련된 논의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3GPP LTE 및 5G NR
표준을 준용하는 활동이 진행 중. 향후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1102를 중심으로 5G
기반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 신설된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1102를 통해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의 표준 전환
채택 완료 [2021]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102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3G-36.211(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6)

2021

TTAT.3G-36.212(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6)

2021

TTAT.3G-36.214(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layer; Measurements(Release16)

2021

TTAT.3G-37.213(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shared spectrum channel access(Release16)

2021

TTAT.3G-38.211(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6)

2021

TTAT.3G-38.212(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6)

2021

TTAT.3G-38.213(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Release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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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3G-38.214(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Release16)

2021

TTAT.3G-38.300(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5G NR and
NG-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Release16)

2021

TTAT.3G-38.321(R16-16.4.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6)

2021

TTAT.3G-38.323(R16-16.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Release16)

2021

TTAT.3G-38.331(R16-16.4.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6)

2021

TTAT.3G-36.211(R14-14.5.0), 3GPP -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 14)

2019

TTAT.3G-36.212(R14-14.5.1), 3GPP -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4)

2019

TTAT.3G-36.214(R14-14.4.0), 3GPP -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layer; Measurements(Release14)

2019

TTAT.3G-36.21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5)

2019

TTAT.3G-36.212(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5)

2019

TTAT.3G-36.214(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layer; Measurements(Release15)

2019

TTAT.3G-37.213(R15-15.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shared spectrum channel access(Release15)

2019

TTAT.3G-38.21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5)

2019

TTAT.3G-38.212(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5)

2019

TTAT.3G-38.213(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Release15)

2019

TTAT.3G-38.214(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Release15)

2019

TTAT.3G-38.300(R15-15.3.1),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5G NR and
NG-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Release15)

2019

TTAT.3G-38.32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5)

2019

TTAT.3G-38.323(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Release15)

2019

TTAT.3G-38.33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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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 2020년 신설된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1102 내에서 전반적인 5G 시스템과 관련된 논의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3GPP
LTE 및 5G NR 표준을 준용하는 활동이 진행 중. 향후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1102,
5G 포럼을 중심으로 5G 기반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1102)
· 신설된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를 통해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의 표준화 추진 [2022]
· 2020년 상반기에 종료된 3GPP Rel-16 5G NR-Unlicensed(5G NR-U)의 국내 대응 표준
전환 채택 완료[2021]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102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3G-36.211(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6)

2021

TTAT.3G-36.212(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6)

2021

TTAT.3G-36.214(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layer; Measurements(Release16)

2021

TTAT.3G-37.213(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shared spectrum channel access(Release16)

2021

TTAT.3G-38.211(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6)

2021

TTAT.3G-38.212(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6)

2021

TTAT.3G-38.213(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Release16)

2021

TTAT.3G-38.214(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Release16)

2021

TTAT.3G-38.300(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5G NR and
NG-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Release16)

2021

TTAT.3G-38.321(R16-16.4.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6)

2021

TTAT.3G-38.323(R16-16.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Release16)

2021

TTAT.3G-38.331(R16-16.4.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6)

2021

TTAT.3G-36.211(R14-14.5.0), 3GPP -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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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3G-36.212(R14-14.5.1), 3GPP -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4)

2019

TTAT.3G-36.214(R14-14.4.0), 3GPP -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layer; Measurements(Release14)

2019

TTAT.3G-36.21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5)

2019

TTAT.3G-36.212(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5)

2019

TTAT.3G-36.214(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layer; Measurements(Release15)

2019

TTAT.3G-37.213(R15-15.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shared spectrum channel access(Release15)

2019

TTAT.3G-38.21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5)

2019

TTAT.3G-38.212(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5)

2019

TTAT.3G-38.213(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Release15)

2019

TTAT.3G-38.214(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Release15)

2019

TTAT.3G-38.300(R15-15.3.1),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5G NR and
NG-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Release15)

2019

TTAT.3G-38.32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5)

2019

TTAT.3G-38.323(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Release15)

2019

TTAT.3G-38.33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5)

2019

¡ (무선 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국내 제조사들은 5G NR 기반 무선 백홀 및 액세스
결합 기술고도화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에서
3GPP 표준 전환 채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3GPP Rel-17에서 표준화 활동, 표준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한 핵심 기술 확보 및 표준 선도그룹에서 지속적인 주도권 확보가 필요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 2020년 상반기에 종료된 3GPP Rel-16 고정형 IAB의 국내대응 표준 전환채택 완료 [2021]
· 고정형 IAB 고도화 기술을 포함하는 Rel-17 표준을 TTA 표준으로 전환 채택할 것으로
예상 [2022]
- 5G포럼
· 개방형 5G 프론트홀 시장 전망 및 산업계 활성화 방안 발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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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102

표준(안)명

완료연도

3GPP Release 17 기술규격 분석(기술보고서)

진행중
(2022)

TTAT.3G-38.211(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7)

진행중
(2022)

TTAT.3G-38.212(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7)

진행중
(2022)

TTAT.3G-38.213(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Release17)

진행중
(2022)

TTAT.3G-38.214(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Release17)

진행중
(2022)

TTAT.3G-38.300(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5G
NR and NG-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Release17)

진행중
(2022)

TTAT.3G-38.304(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User
Equipment (UE) procedures in idle mode and in RRC Inactive state

진행중
(2022)

TTAT.3G-38.321(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7)

진행중
(2022)

TTAT.3G-38.323(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Release17)

진행중
(2022)

TTAT.3G-38.331(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7)

진행중
(2022)

TTAT.3G-38.340(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Backhaul Adaptation Protocol Release 17

진행중
(2022)

TTAT.3G-37.340(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connectivity;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7

진행중
(2022)

TTAT.3G-38.401(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NG-RAN;
Architecture descrip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TAT.3G-38.413(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NG-RAN; NG
Application Protocol (NGAP) Release 17

진행중
(2022)

TTAT.3G-38.423(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NG-RAN; Xn
Application Protocol (XnAP) Release 17

진행중
(2022)

TTAT.3G-38.425(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NG-RAN; 5G
NR user plane protocol Release 17

진행중
(2022)

TTAT.3G-38.463(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NG-RAN; E1
Application Protocol(E1AP) Release 17

진행중
(2022)

TTAT.3G-38.473(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NG-RAN; F1
Application Protocol(F1AP) Release 17

진행중
(2022)

2021-0746 3GPP Release 16기술규격 분석(기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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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표준화기구

5G 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3G-38.211(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6)

2021

TTAT.3G-38.212(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6)

2021

TTAT.3G-38.213(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Release16)

2021

TTAT.3G-38.214(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Release16)

2021

TTAT.3G-38.300(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5G
NR and NG-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Release16)

2021

TTAT.3G-38.304(R16-16.4.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User
Equipment (UE) procedures in idle mode and in RRC Inactive state

2021

TTAT.3G-38.321(R16-16.4.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6)

2021

TTAT.3G-38.323(R16-16.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Release16)

2021

TTAT.3G-38.331(R16-16.4.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6)

2021

TTAT.3G-38.340(R16-16.4.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Backhaul Adaptation Protocol Release 16

2021

TTAT.3G-37.340(R15-15.12.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connectivity;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5

2021

TTAT.3G-38.401(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NG-RAN;
Architecture description Release 16

2021

개방형 5G 프론트홀 시장 전망 및 산업계 활성화 방안

2021

[서비스 기술]
¡ (5G C-V2X 기술 표준) 3GPP에서 지정하는 C-V2X 표준 기술에 기반한 국내 표준화 작업이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에서 진행됨.
5G 포럼과의 연계를 통한 표준화 추진 예상. 또한,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네트워크 PG(PG1103) 그리고 5G 포럼의 연계를 통한 표준화
추진 예상
-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
· SPG 폐쇄 및 신규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의 생성으로 이후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에서 해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DSRC 기반의 WAVE 통신 표준을 PG905에 의해 표준화가 진행되어 왔으나, C-V2X의
표준업무는 2020년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로 이관되고 ITS 관련
표준은 ITS/차량/철도 ICT PG(PG905)와 공동으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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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104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IE-1609.2.1.-2020, 차량 환경 무선 접속 – 최종단 기기를 위한 인증 관리

2021

TTAK..KO-06.0538, 셀룰러 차량통신을 위한 무선전송 및 무선접속 기술

2020

TTAR-06.0223, 셀룰러 차량통신 주파수 소요량 분석(기술보고서)

2020

TTAR.KO-06.0203//R1, [개정]5G 버티컬 서비스 유즈케이스 및 요구사항 (기술보고
서)

2020

TTAK.KO-06.0483/R1, [개정]C-V2X 서비스 프레임워크–네트워크 아키텍처와
통신 절차

2019

TTAR-06.0208, C-V2X 유즈케이스, 기술 및 주파수(기술보고서)

2019

TTAR-06.0204, C-V2X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기술보고서)

2018

TTAK.KO-06.0505, 자율 협력 주행을 위한 통신 시스템 Stage 2: 아키텍처

2019

TTAK.KO-06.-487,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통신시스템 Stage 1: 요구사항

2019

TTA PG905

¡ (NTN 기술 표준) 5G NR 기반 NTN 기술에 대한 표준 연구 및 규격화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표준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Regenerative Payload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표준 규격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NB-IoT/eMTC의 지원을 위한 표준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 필요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네트워크 PG(PG1103), 위성통신포럼
·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 및 위성통신포럼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 [2022]
¡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표준) 긴급구조용 측위와 실내 측위에 관련된 위치기반 서비스의 기술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 5G 기술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MR 및 IoT 등 초정밀
위치기반 버티컬 서비스로의 사용자 요구가 확장되면서 측위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은,
5G NR RF 신호에 대한 RTT, TDOA, AoA 등 RAT 의존적 정밀 측위 기술과 기타 가용한
RAT 독립적 측위 기술, 이미징, 센싱 기술,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 측위
기술로 발전 예상. 또한 특화된 서비스별로 융복합 측위 기술을 반영하는 시스템 구성과
인터페이스 규격 표준화 예상
- TTA LBS 시스템 PG(PG904)
· 긴급구조센터에서 구조대상자 단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측위시스템에 위치
정보를 요청하는 시스템 구성과 인터페이스, 절차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추가로 기존 수평 위치 정보(A-GNSS, Cell-ID, WiFi활용)에 기압센서 수직정보를 추가하는
측위시스템 표준화 추진 중. 위치기반 서비스를 실내로 확장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과
인터페이스, 절차에 대한 규격 표준화 수행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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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A 이동통신 서비스 PG(PG1105)
· 구조대상자 단말기의 상향링크 무선신호를 현장 구조대의 신호수집기를 이용해 탐색, 식별,
측정하여 타겟 단말기 위치를 추적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밀 측위 기술 표준화 신규 제안 [2021]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06.0401, [개정]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2020

TTAK.KO-06.0504, 재난피해자 위치분석 시스템

2019

TTAK.KO-06.0322, [개정] 개인 및 차량 단말을 위한 실내 위치기반서비스

2019

TTAK.KO-06.0486, 긴급 구조 요청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2019

TTAK.KO-06.0477,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한 측위 및 항법 성능 인덱스와 그
시험 방법

2018

TTAK.KO-06.0478, 실내 측위 지원을 위한 Fingerprint Map 교환 규격

2018

이동통신 신호기반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 (기술보고서)

2021

TTA PG904

TTA PG1105

¡ (무인기(UAV) 기술 표준) 5G 기반 UAV 통신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여 국내
표준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
·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 [2022]
¡ (5G 기반 확장현실 서비스 표준) 다양한 산업에서 확장현실 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에 발맞춰 국내 표준화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 이동통신서비스 PG(PG1105)
·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 이동통신 서비스 PG(PG1105)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 [2022]
[네트워크 기술]
¡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표준) TTA 및 관련 포럼을 중심으로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연구를 2014년 시작했으며, 향후 5G 개방형 프론트홀, 개방형/가상화 RAN 장비 및 연동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 RoE 기반 개방형 5G 프론트홀 인터페이스 개정 [2019]
· O-RAN 기반 개방형 5G 프론트홀 인터페이스 작업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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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포럼
· 5G 서비스의 기술적 요구사항 관점에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정의한 네트워크기술 분과
5G 백서 작성/발간 [2016]
· 5G RAN 구조,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 표준화에 대한 5G 이슈리포트 발간 [2017]
· 개방형 5G 프런트홀 워킹그룹(WG) 출범 [2020]
· 개방형 5G 프론트홀 시장 전망 및 산업계 활성화 방안 백서 발간 [2021]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06.0461/R1, RoE 기반 개방형 5G 프론트홀 인터페이스(개정)

2019

TTAK.KO-06.0518, O-RAN 기반 개방형 5G 프론트홀 인터페이스

2019

개방형 5G 프론트홀 시장 전망 및 산업계 활성화 방안 백서

2021

5G 이슈리포트

2017

네트워크 분과 5G 기술 백서

2016

TTA PG1102

5G포럼

¡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이동통신
네트워크PG(PG1103) 및 5G포럼 등에서 다양한 5G B2C 및 B2B 버티컬 서비스 제공을 위한
5G NSA 및 SA 네트워크 구축 및 28㎓ 기반 스몰셀 개발을 본격화. EN-DC 및 NN-DC,
5G CA 기반의 다중 무선 연결 및 무선망의 자동 구성/운용을 위한 SON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3GPP 5G 표준을 준용하는 활동이 진행 중. 향후 5G
기반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의 고도화 기술 표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표준) 코어와 RAN 영역에서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에 대한 표준 연구 및 규격화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표준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PG(PG1103)
·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이동통신네트워크
PG(PG1103), 이동통신무선접속 PG(PG1102)이 함께 표준개발 진행 [2021]
- 5G포럼
· 네트워크 슬라이싱,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에 대한 기본적 연구를 진행하고 추후 통신사업자
요구사항에 따른 포럼 표준 등의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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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P0188, 컨테이너 기반 5G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기술 (기술보고서)

2021

TTAE.IT-Y.3112, IMT-2020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지원을 위한 프레임워크

2019

TTAR-06.0218, RAN 슬라이싱(기술보고서)

2020

TTA PG1103

TTA PG1102

¡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표준) 국내 단독 표준화 개발은 미미한 상태로 3GPP 국제표준
규격을 준용 추진. Rel-18에서 보다 다양한 프로토콜과 시나리오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5G 서비스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표준화 대응이 요구
- 기타
· 이동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표준 적용 및 테스트, 서비스 도입 검토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 PG1103

TTAT.3G-23.501 V16.8.0, System architecture for the 5G System (5GS)

2021

TTA PG1103

TTAT.3G-23.316 V17.0.0, System architecture for the 5G System (5GS)

2021

¡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기술 표준) TTA 및 이동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5G 데이터
분석 및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에 대한 연구를 2018년 시작. 버티컬 등에서의 최적화 지원 등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AI/ML 기술의 적용과 함께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적극적 표준화 대응이 요구
- TTA 이동통신네트워크 PG(PG1103)
· 5G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기능과 관련 자동화/지능화 기술을 소개하는 관련 기술보고서
작업을 진행함 [2021]
- 5G포럼
· NWDAF 표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등을 진행하고 추후 통신사업자 요구사항에
따른 포럼 표준 등의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 [2021]
- 기타
· ETRI, KT, SKT, LGU+ 등 연구기관과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5G 네트워크에서의
NWDAF 표준의 적용 및 관련 표준들의 연구 진행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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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P0651, 5G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기능 (기술보고서)

2021

TTAR-01.0015/R1, 네트워크 지능기술(기술보고서)

2020

TTA PG1103

¡ (버티컬 산업용 NPN 및 TSN 연동 기술) 국내는 기업전용 버티컬 서비스 제공을 위해 5G
기반 NPN 기술 및 TSN 연동 연구는 초기 단계를 벗어나 발전하고 있으며, 표준화 연구는
3GPP 국제표준을 준용하고 있음. Rel-17 기술 완성에 주력하며, 이어질 Rel-18 기술에 대비
하고 선제적 대응 필요
-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
· 3GPP의 Rel-16 CT1 규격을 활용하여 단말과 CN과의 인터페이스 국내 표준에 준용하고,
Rel-17 SA2 규격을 활용하여 시스템 구조 표준 국내 표준에 준용함 [2021]
- 5G포럼
· 5G Vertical Summit 2019 [2019], 5G 포럼 스마트공장 워크숍 [2020], 5G Vertical Summit
2020 / 6G Global [2020], 5G 특화망 워크숍 [2021] 개최
· 5G포럼 스마트공장 백서 발간 [2019]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103

5G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3G-23.501V17.0.0, 3GPP -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Services and
System Aspects; System architecture for the 5G System (5GS); Stage 2

2021

TTAT.3G-23.502V17.0.0, 3GPP -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Services and
System Aspects; Procedures for the 5G System (5GS); Stage 2

2021

TTAT.3G-23.503V17.0.0, 3GPP -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Services and
System Aspects; Policy and charging control framework for the 5G System
(5GS); Stage 2

2021

TTAT.3G-24.501V16.8.0, 3GPP -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Core Network
and Terminals; Non-Access-Stratum (NAS) protocol for 5G System (5GS);
Stage 3

2021

5G포럼 스마트공장 백서

2019

¡ (MEC 플랫폼 기술 표준, 5G 에지 컴퓨팅 지원 기술 표준) TTA를 중심으로 에지 클라우드 및
분산 클라우드에 대한 연구를 2015년 시작으로 국내의 표준화 연구는 국제표준화 연구(ITU-T
SG13의 분산 클라우드 부분)와 연계하여 추진 중. MEC 기술 표준은 이미 표준의 Phase 2 완료
단계에서 소폭 업데이트 중이며, 실제 적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프로젝트, API 구현체 등이 에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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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고 있음. 이는 5G 상용망 내에 적용이 확산되고, 각 도메인별로 상용화의 수준을 거쳐,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VR/AR, 클라우드 게이밍 등에서 빠른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 필요
- TTA 미래인터넷 PG(PG220)/CPS PG(PG609)
· NFV연구의 확장으로 MEC 지원기술을 다루며, 참조 아키텍처 작성 등 활동 [2018]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 PG220

TTAR-01.0013,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환경에서 멀티액세스 에지 컴퓨팅
(MEC) 지원 기술

2018

TTA PG609

TTAK.KO-11.0242, 스마트팩토리 초저지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지 시스템
참조 아키텍처

2017

¡ (5G 보안 프레임워크) 국내 단독 표준화 개발은 미미한 상태로 3GPP 국제표준 규격을
준용할 것으로 예상. 3GPP Rel-16/17에 추가된 네트워크 기능과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신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네트워크 보안 보장 규격에 대한 고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신규 기능과 주요 시나리오 대한 보안 위협을 방지하고 보안 테스트 절차를 정의하기
위한 표준화 대응이 요구됨
-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
· 3GPP 기반의 5G 보안 프레임워크 관련 국내 표준화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국내
산업계의 요구사항에 맞춰 3GPP 국제 표준 규격을 준용할 것으로 예상됨
- 5G 포럼
· 국내 산업계의 5G 보안 프레임워크 요구사항, 표준 적용 및 테스트, 평가 방법등 권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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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무선 기술]
¡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표준) LTE와 유사한 주파수 대역에서 더욱 통신용량 및 높은
정보율을 제공하기 위한 무선자원 효율 증가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될 것으로
예상. Rel-17에서 일부 연관된 기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개선된 기술에 대한 논의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회원사들의 의견이 일치
- 3GPP RAN
· RAN1의 물리계층에 대한 표준 기술들의 Rel-15 표준 완료 [2018]. Rel-16 표준 완료 예정
[2020]. Rel-17 표준 완료 예정 [2021], Rel-18 워크숍 진행 [2021]
·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기술 아이템에서 논의될 예정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RAN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7

2021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7

2021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7

2021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7

2021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6

2020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6

2020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6

2020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6

2020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기술 표준) 28㎓ 대역 지원을 위한 1세대 빔 관리 기술 및
일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52.6㎓ 이상 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논의 또한 일부 진행되었음. 밀리미터파 상용화에 대한 기업 및 각 정부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상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기술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 3GPP RAN
· RAN1의 물리계층에 대한 표준 기술들의 Rel-15 표준 완료 [2018]. Rel-16 표준 완료 예정
[2020]. Rel-17 완료 [2021], Rel-18 워크숍 진행 [2021]
·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기술에 대한 논의는 주로 FeMIMO, 이중 접속 (Dual
Connectivity, DC), 반송파 조합 (Carrier aggregation, CA), 통합 액세스 백홀(Integrated
Access and Backhaul, IAB) 등에서 주로 논의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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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 3GPP에서는 저복잡도 단말의 무선 접속 및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하기 위한 Rel-17 저복잡도 단말 무선접속 표준기술(RedCap)에 대해 2020년 3월에 표준
연구(SI)를 시작하였고, 2020년 9월 완료. 향후 표준 규격화(WI)는 2020년 9월에 시작하여,
2022년 3월에 완료 예정. 새로운 서비스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표준 개선 작업이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표준의 후속 버전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Rel-18/19에서도
새로운 IoT 단말에 대한 실사용 케이스를 발굴하여 추후 제정될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표준화 주도권 확보 추진 및 관련 표준 핵심 기술개발 필요
- 3GPP RAN
· RAN1은 단말 복잡도 절감 기술, 장시간 배터리 유지 위한 전력 소모 절감 기술, 복잡도
절감으로 인한 무선 커버리지 영향 상쇄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 [2021]
· RAN2는 장시간 배터리 유지 위한 전력 소모 절감 기술, 저복잡도 단말의 무선 접속 지원
및 접속 차단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 [2021]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RAN

표준(안)명

완료연도

TR 38.875, New Radio(5G NR); Study on support of reduced capability 5G NR
devices

2021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7

2021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7

2021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7

2021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7

2021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7

2021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2021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7

2021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2021

¡ (5G IoT 기술 표준) oneM2M은 2016년에 서비스 플랫폼의 CSF 및 M2M 장치 분류/관리와
관련한 표준화 작업을 완료. OCF는 2016년에 IoT 디바이스의 개방형 연결성 제공을 위한
IoT 플랫폼 표준을 제정. 3GPP에서는 MTC와 NB-IoT 기술을 2016년부터 규격화 작업하여
2020년 Rel-16에서도 고도화 작업을 진행. 2022년 완료 예정인 Rel-17에서는 5G IoT 기술의
고도화 논의
- 3GPP RAN
· Rel-15 표준에서 FeNB-IoT 표준작업 진행. 주요 내용은 전력소모 및 지연 시간 감소와
TDD 지원 [2017]

D.N.A.생태계 강화 _ 5G/B5G 79

· Rel-15 표준에서 efeMTC 표준작업 진행. 주요 내용은 PRB(Physical Resource Block) 이하
자원 할당 기능, 64QAM 지원 [2017]
· 5G 이동통신 규격인 New Radio Access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을 중요한 usage scenario 중의 하나로 포함 [2017]
· 5G IoT 분야는 LTE의 MTC와 NB-IoT 기술을 지속 발전시키는 것으로 합의됨. 다만, 기존
MTC나 NB-IoT가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 발굴 및 기술개발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 [2018]
· Rel-16 표준에서 NB-IoT와 MTC의 enhancement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전송, 커버리지, 배터리 소모 등 개선 작업에 추가적으로 Rel-15 5G NR기술과의 공존
및 5GC 연결에 대한 내용임
· Rel-17 표준에서 Rel-16 5G IoT기술의 고도화 논의 [2021]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RAN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6.101,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User Equipment(UE)
radio transmission and recep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6.104,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Base Station(BS)
radio transmission and recep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6.133,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Requirements
for support of radio resource management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6.201,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LTE physical
layer; General description Release 17
TS 36.211,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7
TS 36.212,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7
TS 36.213,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layer procedures Release 17
TS 36.214,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layer; Measurements Release 17
TS 36.300,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and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E-UT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 Release 17
TS 36.302,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Services
provided by the physical layer Release 17
TS 36.304,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User
Equipment(UE) procedures in idle mode Release 17
TS 36.306,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User
Equipment(UE) radio access capabilities Release 17
TS 36.321,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TS 36.331,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TS 36.413,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E-UTRAN);
S1 Application Protocol(S1AP) Release 17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TS 36.423,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E-UTRAN);
X2 Application Protocol(X2AP) Release 17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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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 (URLLC 기술 표준) 3GPP Rel-15에서 URLLC 관련 내용이 처음 포함된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Rel-16에서 개선되고 강화된 URLLC 기술들을 포함한 표준이 제정됨. URLLC 기술 표준의
고도화를 위해 Rel-18부터 본격적으로 타 산업계(e.g. XR, VIAPA, C2C 유즈케이스)로부터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제공되고 이에 부합하기 위한 개선된 표준에 대한
논의가 각 버티컬 서비스 및 관련 규격 기술 관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3GPP RAN
· RAN1에서는 URLLC 기술 중 물리계층에 대한 표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SI를 완료하고,
WI을 2019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논의 진행 중 [2019]
· RAN2에서는 IIoT에 대한 SI을 완료하고, WI을 진행 중. 해당 아이템은 IoT를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URLLC를 지원하는 범용적인 기술을 포함 [2020]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7

2021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7

2021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7

2021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7

2021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6

2020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6

2020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6

2020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6

2020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6

2020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3GPP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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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oT무선 기술 표준) 3GPP Rel-16에서 반영된 IIoT 표준에 대해서 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URLLC 기반 IoT 지원 기술을 Enhanced Industrial IoT 라는 이름으로 Rel-17 표준 작업완료
예정
- 3GPP RAN
· RAN1이 주도하는 표준화 아이템으로서 URLLC 기술 중 물리계층에 대한 표준 기술들을
도입하기 위한 SI을 완료하고 WI을 진행 중. 해당 기술들은 IIoT 지원을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들을 포함 [2020]
· RAN2가 주도하는 표준화 아이템으로 IIoT 표준기술에 대한 SI을 완료하고 WI을 2020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 [2020]
· RAN1/2/3가 주도하는 표준화 아이템으로 향상된 IIoT 표준기술에 대한 WI을 2021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 [2021]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7

2021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7

2021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7

2021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7

2021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7

2021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2021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7

2021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2021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6

2020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6

2020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6

2020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6

2020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6

2020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3GPP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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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에 대해 3GPP에서는 Rel-16 5G
NR-U 표준화 작업 등이 완료되었으며, URLLC/IIoT를 위한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는 기술
및 52.6㎓ 이상 대역을 지원하는 5G NR에 대해서도 Rel-17에서 표준화가 완료됨. Rel-18 에서도
52.6㎓ 이상의 대역에서의 표준 기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표준화
활동, 표준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한 핵심 기술 확보 및 표준 선도그룹에서 지속적인 주도권 확보가
필요
- 3GPP RAN
· LAA/eLAA에 대한 enhancement로 Rel-15 FeLAA WI로 완료 [2018]
· 5G NR-Unlicensed Rel-16 WI로 완료 [2020]
· URLLC/IIoT를 위한 비면허대역 주파수 활용 기술의 표준화가 Rel-17에 WI로 완료[2021]
· 52.6㎓ 이상 대역을 지원하는 5G NR 기술의 표준화가 Rel-17에 WI로 완료 [2021]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RAN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R 38.808, Study on supporting 5G NR from 52.6 ㎓ to 71 ㎓

진행중
(2022)

TS 37.213,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shared spectrum channel access Release 17

2021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7

2021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7

2021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7

2021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7

2021

TS 37.213,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shared spectrum channel access Release 16

2020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6

2020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6

2020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6

2020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6

2020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6

2020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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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에
대한 논의로 52.6㎓ 이상 대역을 지원하는 5G NR에 대해서도 Rel-17에서 표준화가 완료될
예정. 52.6㎓ 이상의 대역에서 운용 가능한 기술의 표준화가 Rel-17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
Rel-18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Flexible duplex의 study가 진행 및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표준화
초기 단계부터 표준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한 핵심 기술 확보 및 표준 선도그룹에서 주도권 확보
필요
- 3GPP RAN
· 52.6㎓ 이상의 대역에서의 표준화 논의로 RAN차원에서의 연구 완료 [2019]
· 52.6㎓ 이상의 대역에 대한 WG차원에서 기술 표준화 논의를 통해 연구 아이템으로 승인
되어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TR38.808을 발간 [2020]
· 52.6㎓ 이상 대역을 지원하는 5G NR 기술의 표준화가 Rel-17에 WI로 완료 [2021]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RAN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7.213,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shared spectrum channel access Release 17

2021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7

2021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7

2021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7

2021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7

2021

TR 38.808, Study on supporting 5G NR from 52.6 ㎓ to 71 ㎓

2020

TS 37.213,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shared spectrum channel access Release 16

2020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6

2020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6

2020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6

2020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6

2020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6

2020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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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무선 백홀 서비스 요구사항이 정의되고, 상위
계층 기능 분할(Higher layer Function Split) 기반 무선 멀티홉 릴레이 표준을 고정형에
국한하여 표준화 작업이 2020년 상반기에 완료되고, Rel-16에서 개선되고 강화된 IAB 기술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 향후 무선 자원 다중화를 위한 동시 송수신 고도화
기술 및 무선 자원 효율성 강화와 무선 백홀 신뢰성 및 부하 분산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중심으로 IAB 고도화 기술이 본격적으로 표준화될 것으로 예상
- 3GPP RAN
· 이동통신 커버리지 홀을 최소화하고 저비용으로 5G 이동통신 망을 구축하기 위해 통합
액세스 백홀 기능 표준 도입을 위한 Study 완료 [2018]
· FR1 및 FR2 기반 멀티홉 무선 백홀의 무선 전송 및 접속 기술을 지원하며, 무선 백홀
링크의 품질 저하 및 손실을 극복하기 위한 적응적 토폴로지 관리 기술, in-band 및
out-band 기반 효율적인 무선 릴레이 기술 등의 Rel-16 규격 개발 완료 [2020]
· IAB 기능에서 무선 백홀의 안전성, 부하 분산, 스펙트럼 효율성, 멀티홉 대기 시간 및
단대단 성능 등을 강화를 목표로 규격 개발 진행 중 [2022]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RAN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7.340, 5G NR; Multi-connectivity;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04, 5G NR; User Equipment (UE) procedures in idle mode and in
RRC Inactive state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401, NG-RAN; Architecture descrip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413, NG-RAN; NG Application Protocol (NGAP)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423, NG-RAN; Xn Application Protocol (XnAP)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425, NG-RAN; 5G NR user plane protocol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463, NG-RAN; E1 Application Protocol(E1AP)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40, 5G NR; Backhaul Adaptation Protocol Release 17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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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TS 38.473, NG-RAN; F1 Application Protocol(F1AP) Release 17

완료연도
진행중
(2022)

TS 38.201, 5G NR; Physical layer; General description Release 17

2021

TS 38.202, 5G NR; Services provided by the physical layer Release 17

2021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7

2021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7

2021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7

2021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7

2021

[서비스 기술]
¡ (5G C-V2X 기술 표준) 3GPP

Rel-16 대비 더 우수한 성능을 지원하는 C-V2X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Rel-17을 통해 진행 중 [2020]. C-V2X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Rel-17 5G NR V2X 단계에서는 보다 향상된
신뢰도와 저지연 특성을 기반으로 향상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표준화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3GPP RAN
· Rel-16에서 5G NR V2X에 대한 연구를 거쳐, 무선 전송 및 무선 접속 기술 표준 개발
완료[2020]
· Rel-17에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지연과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원 할당 방법,
브로드캐스트, 그룹캐스트, 유니 캐스트 통신 방식에 대한 DRX를 적용에 대한 표준
개발과 5G NR 직접통신 링크 상에 릴레이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Rel-18 관련 표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고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5G NR 직접
통신 링크의 확장기술과 5GC에서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지원을 위한 RAN 기능
설계 등이 표준화 추진 예상
- 3GPP SA
· Rel-16에서 V2X 서비스를 위한 5G 시스템 지원 및 고도화된 V2X 서비스를 위한 5G
시스템의 구조 확장 연구와 V2X 시나리오에 대한 5G 시스템 확장 표준 및 V2X 서비스
향상 표준 개발 완료[2020]
· Rel-17에서 V2X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응용 계층 확장 연구, 보행자를 위한 V2X 운용
지원을 위한 5G 시스템의 구조 확장 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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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6

2020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6

2020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6

2020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6

2020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6

2020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3.185, Security aspect for LTE support of V2X services Release 16

2020

TS 33.536, Security aspects of 3GPP support for advanced V2X services Release 16

2020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5

2019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5

2019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5

2019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5

2019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5

2019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5

2019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5

2019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5

2019

TS 22.186, Requirements for eV2X scenarios Release 16

2020

TS 23.287, 5GS support for V2X Services Release 16

2020

TS 24.486, VAE layer protocol, Release 16

2020

TS 24.587, V2X services in 5GS, Release 16

2020

TS 24.588, V2X services in 5GS; UE policies, Release 16

2020

TS 29.486, VAE service, Release 16

2020

3GPP RAN

3GPP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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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N 기술 표준) GEO와 LEO 및 HAPS 기반 표준 기술 규격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NB-IoT/eMTC 지원 및 지상 통신과의 융합 기반 표준 기술 연구와 규격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또한 Regenerative Payload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표준 규격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3GPP SA
· 5G의 위성 액세스에 대한 서비스 요구사항 연구 및 규격화 작업을 Rel-16에서 완료 및
위성 백홀과 5G 규격화 작업을 Rel-18에서 완료하였고, 여러 국가를 커버하는 위성 액세스에
대한 유즈케이스 및 요구사항의 표준 기술 연구에 대해 Rel-18에서 완료 [2021].
· SA2에서는 5G 위성 액세스에 대한 아키텍처 및 이동성 관리와 다중연결에 대한 5G 위성
시스템 표준 기술 연구 및 규격화 작업을 Rel-17에서 완료 [2021].
· SA5에서 통합 위성 요소에 대한 5G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연구를 Rel-17에서 완료 [2021]
- 3GPP RAN
· NTN 채널 및 5G NR 영향에 대한 연구를 Rel-15에서 완료하였으며, 5G NR 영향에 대한
표준 기술개발 연구를 Rel-16에서 완료 [2019]
· 연구 항목에 대한 규격화 작업과 함께 NB-IoT/eMTC 지원과 가동식 빔 LEO를 포함한
확장된 응용 시나리오에 대한 표준 기술 연구 및 규격화 작업을 Rel-17에서 추진 에정 [2022]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RAN

3GPP SA

표준(안)명

완료연도

TR 36.763, Study on Narrow-Band Internet of Things (NB-IoT)/enhanced
Machine Type Communication (eMTC) support for non-terrestrial networks

2021

TR 38.821, Solutions for 5G NR to support non-terrestrial networks(NTN)

2019

TR 38.811, Study on New Radio(5G NR) to support non terrestrial networks

2018

TR 22.926, Guidelines for Extra-territorial 5G Systems

2021

TR 28.808, Study on management and orchestration aspects with integrated
satellite components in a 5G network

2021

TS 22.261,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Services and System Aspects;
Service requirements for the 5G system; Stage 1

2021

TR 23.737, Study on architecture aspects for using satellite access in 5G

2019

TR 22.822, Study on using Satellite Access in 5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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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표준) LBS 지원 기술 표준은 서비스와 시스템 측면의 위치서비스
기술과 무선 접속 네트워크와 단말에서 지원하는 측위(Positioning) 기술로 분류할 수 있으며
3GPP의 SA, RAN 기술규격그룹 내에서 기술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음. 또한 OMA
표준화기구의 LOC WG 에서는 서비스 시나리오와 IP 기반 프로토콜 중심으로 표준화 수행.
3GPP 측위 기술은 V2X, UAV, IIoT, 긴급구조 등 서비스 특화 기술에서 요구하는 측위
성능에 유의하여 상호 보완 및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방향으로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5G NR 기반 Rel-16 RAT 의존적 정밀 측위 기술은 Rel-17 에서 IIoT 서비스를 지원하는
성능목표로 고도화되고, 기타 가용한 RAT 독립적 측위 기술, 이미징, 센싱 기술,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 측위 기술이 작동되는 시스템 구성과 인터페이스의 표준화
요구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
- 3GPP RAN
· 3GPP Rel-16 에서는 Multi-RTT, DL-TDOA, DL-AoD, UL-TDOA, UL-AoA 과 같은 5G
NR RF 기반 측위 기술을 표준화 하였고 아울러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Privacy 인증기능을
표준에 반영 [2020]. 5G NR RF 신호 측정치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과 결합되어
Fingerprint 측위 방식으로 고도화 예상됨
· Rel-17에서는 측위 고도화를 통한 IIoT 서비스 지원을 성능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반서비스는
1m 거리와 100ms 지연시간 이내, IIoT 서비스는 0.2m 거리와 약 10ms 지연시간 오차를
목표로 진행 중 [2021]
· LPHAP를 Rel-17에서 Work Item으로 승인했으며 이는 측위 정확도 0.5m @90%, 측위
단말기 배터리 동작시간 수개월에서 수년 지원 목표 [2021]
· B5G에서는 측위 정확도를 10Cm (outdoor), 1Cm (indoor), 10ms (latency) 이내로 제시하고
있으며, 초정밀 측위 기술이 센싱, 이미지 처리기술 고도화와 통합되므로 다양한 미래 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은 복합, 통합적 정밀 측위 기술로 발전하는데,
센티미터 수준 정확도, 10ms 이하 응답시간 성능으로 1,000km 이동체와 Industrial IoT 지원
예상.
· B5G 후보 기술인, RF 통신을 대체하며 에너지 소모 및 가격면에서 경쟁력 있는 가시광
통신 기술과 가시광 통신 기반 측위 기술개발 연구 필요
- 3GPP SA
· 5G 시스템은 측위 서비스를 위해 3GPP 측위 기술들의 조합 또는 3GPP 측위 기술과 non-3GPP
측위 기술의 조합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측위 방식 지원 [2021]
· 5G 측위 서비스로 공장 내 자산과 이동체 위치 추적, 철도, 도로, UAV를 이용하는 운송과 물류,
V2X 응용 서비스, 미션크리티컬 측위 등 버티컬 및 정밀 측위 응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2021]
- OMA LOC
· OMA Location Working Group은 SUPL, MLS/MLP, LPPe, LOCSIP 등 위치기반 서비스
관련 인터페이스 표준화 활동
· LPPe는 3GPP 측위 프로토콜 LPP의 확장을 제공하여 제어영역과 사용자 영역 측위
프로토콜을 융합. LPPe V 2.0은 실내 측위, Crowd Sourcing 측위 기능 추가 [2020]
· User Plane 측위를 위해 SLP와 SET(단말)간 측위 규격인 SUPL을 정의하고 있는
OMA-TS-ULP에서는 5G NR Cell Info 등 5G 관련 신규 파라미터 추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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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위치요청, 주기 위치요청, 영역 트리거 기반 위치요청, 긴급위치 요청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절차가 정의되었으며, SUPL3.0과 gLOC1.0을 통해 실내
측위, 측위 고도화, 비 네트워크 기반 측위 기술 등을 포함하는 측위 기술 반영 [2018]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R 38.857, 5G NR Positioning Enhancement (Release 17)

2021

TS 38.455, 5G NR Positioning Protocol A (5G NRPPa) (Release 16)

2021

TS 37.355, LTE Positioning Protocol (LPP) (Release 16)

2021

TS 38.305, NG-RAN; functional specification of UE positioning (Release 16)

2021

TS 22.261, Service requirements for the 5G system (Release17)

2021

TS 23.273, 5G System (5GS) Location Services (LCS) (Release 16)

2021

TS 23.271, Functional description of Location Services (LCS) (Release 16)

2020

TS 22.071, Location Services (LCS); Service description (Release 16)

2020

OMA-TS-MLP-V3_5, Mobile Location Protocol

2020

OMA-TS-LPPe–V2_0, LPP Extensions Specification

2020

OMA-TS-ULP-V3_0, User Plane Location Protocol

2018

OMA-TS-ILP-V3_0, Internal Location Protocol

2018

3GPP RAN

3GPP SA

OMA LOC

¡ (무인기(UAV) 기술 표준) 무인기 통신을 위한 탐지 및 이동성 관리 표준 기술개발을 완료했으며,
5G 기반 다양한 무인기 응용기술에 대한 서비스 요구사항을 반영한 표준 기술개발 예상. 또한
UAS를 위한 무선 백홀 기술과 UAV와 UAV 컨트롤러 사이의 제어 트래픽 및 탐색을 위한
UAV간 통신 기술 등 향상된 UAV 기술의 표준 규격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3GPP SA
· 무인기의 원격식별을 위한 서비스 요구사항 및 3GPP 기반 무인기 시스템의 서비스
요구사항을 Rel-16에서 완료하였으며, 5G 기반 다양한 무인기 응용을 위한 서비스 요구사항
연구를 Rel-17에서 완료. SA2에서 무인기 시스템의 연결, 식별 및 추적 표준 기술에 대한 연구를
Rel-17에서 완료. SA6에서 무인기 애플리케이션 계층 지원에 관한 연구 완료 [2020]. SA3에서
무인기 보안에 대한 연구 완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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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GPP RAN
· 무인기 통신을 위한 이동 성능 및 간섭 탐지 기술과 가입 기반 식별을 위한 신호 지원
기술에 대한 표준 기술 규격화 작업을 Rel-15에서 완료 [2018]. 5G NR 기반 무인기 액세스
표준 기술개발 예상 [2022]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6.321,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2018

TR 36.777, Study on enhanced LTE Support for Aerial Vehicles

2017

TR 33.854, Study on security aspects of Unmanned Aerial Systems (UAS)

2021

TR 23.754, Study on supporting Unmanned Aerial Systems Connectivity,
Identification, and Tracking

2020

TR 23.755, Study on application layer support for Unmanned Aerial System (UAS)

2020

TR 22.829, Study on enhancement for Unmanned Aerial Vehicles(UAVs)

2019

TS 22.125, Unmanned Aerial System(UAS) support in 3GPP

2019

TR 22.825, Remote Identification of Unmanned Aerial Systems

2018

3GPP RAN

3GPP SA

¡ (5G 기반 확장현실 서비스 표준) Rel-16에서 SA 위주로 표준화가 진행. 미디어 포맷, API,
QoS, 전송 기술, IMS 통화 기술 위주로 진행 중이며, 확장현실 서비스를 3GPP 네트워크에서
수용하기 위해 확장현실 서비스만의 특징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에 대해 표준화를 진행 중.
Rel-17에서는 RAN에서 혼합현실 서비스의 트래픽 분석 및 성능 평가 기술에 대해 표준화
진행될 것으로 예상
- 3GPP SA
· XR을 5G에서 사용하기 위해 미디어 포맷, 메타 데이터, 접근성, API, QoS, 전송 기술,
IMS 통화 기술에 대한 study item을 Rel-16에서 완료하였음. 또한 VR의 QoE에 대한
work item을 Rel-16에서 완료 Rel-17에서 트래픽 특성 분석, 서비스 정보에 대한 study
item 논의[2021]
- 3GPP RAN
· RAN1에서 XR의 트래픽을 분석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기술을 Rel-17에서 진행[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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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RAN

표준(안)명

완료연도

TR 38.838, Study of XR (Extended Reality) evaluations for 5G NR

2021

TR 26.925, Typical traffic characteristics of media services on 3GPP networks

2021

TR 26.928, Extended Reality (XR) in 5G

2020

TR 26.929, QoE parameters and metrics relevant to the Virtual Reality (VR)
user experience

2019

TR 22.261, Service requirements for the 5G system

2019

3GPP SA

[네트워크 기술]
¡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표준) 3GPP, ITU-T/R, O-RAN, IEEE 등에서 5G를 위한 개방형,
공유형, 가상화 기지국 기술 표준화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 중이며, 관련 표준 규격 개발을
진행 중이며, 향후 Rel.17, 18에서 고도화를 위한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3GPP RAN
·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G NR를 위한 무선 접속망 구조, RAN 내부 CU-DU
기능 분리 및 인터페이스, LTE-5G연동, 5G SA 및 NSA 구조에 대한 RAN 레벨의 Study
Item 완료하여 TR 38.801(Radio Access Architecture and Interface)과 TR 38.804(5G NR
Radio Interface Protocol Aspects) 규격 문서 발간 [2017]
· 5G NSA/SA 기반 액세스 네트워크 구조, 연동/MVI, 인터페이스/프로토콜에 대한
Rel-15 WI 규격 작업 완료 [2017]
· 5G 기지국 내부 분리 구조/개방형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 작업 완료 [2020]
- O-RAN
· 5G 개방형 무선 네트워크 표준 개발 단체로 발족 [2018]
· 개방형 5G 프론트홀 규격 개발 완료 [2019]
· O-RAN Near-RT RIC 인터페이스(E2) 프로토콜 규격 개발 완료 [2020]
· O-RAN Non-RT RIC 인터페이스(A1) 프로토콜 규격 개발 완료 [2021]
- IEEE 802
· IEEE 802.1CF(Network Reference Model and Functional Description of IEEE 802 Access
Network) 표준 완료 [2017], P1914.1(Standard for Packet-based Fronthaul Transport
Networks) 및 P1914.3(Standard for Radio Over Ethernet Encapsulations and Mappings)에서
프론트홀 전송망 규격 개발 완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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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6.423, X2 Application Protocol(X2AP) Release 15

2018

TS 38.423, Xn Application Protocol(XnAP) Release 15

2018

TS 38.473, F1 Application Protocol(F1AP) Release 15

2018

TS 38.463, E1 Application Protocol(E1AP) Release 15

2018

TS 38.300, NG-RAN overall description Release 15

2017

TS 38.401, NG-RAN Architecture description Release 15

2017

O-RAN A1 interface: Application Protocol-v3.01

2021

O-RAN Near-Real-time RAN Intelligent Controller, E2 Application
Protocol-v1.01

2020

ORAN-WG4.CUS.0-v01.00, Control, User and Synchronization Plane Specification

2019

ORAN-WG4.MP.0-v01.00, Management Plane Specification

2019

IEEE 802.1CM, Time-Sensitive Networking for Fronthaul

2019

IEEE P1914.1, Standard for Packet-based Fronthaul Transport Networks

2018

IEEE P1914.3, Standard for Radio Over Ethernet Encapsulations and Mappings

2018

IEEE 802.1CF, Network Reference Model and Functional Description of IEEE
802 Access Network

2017

3GPP RAN

O-RAN
Alliance

IEEE 802

¡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 3GPP, ITU-T/R 등에서 5G를 위한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화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 중이며, 관련 표준 규격 개발을 진행 중.
멀티무선 초고밀집/스몰 셀 구성, 연동, 운용 기술. 다중 연결(Multi-Connectivity) 기술, 이동성
제어, 트래픽 분산 기술 위주로 표준화 진행될 될 것으로 예상
- 3GPP RAN
· 소형셀 향상 Study Item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LTE 시스템에서의 이중연결
지원, 소형셀 On/Off 및 탐색, 무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동기 획득, 그리고 소형셀을
위한 고차변조등과 관련한 표준화 작업을 완료 [2014]
· Rel-8에서 EPS(Evolved Packet System)의 non-3GPP 액세스 네트워크 연동의 일부로써
3GPP 액세스와 WLAN 사이의 IP 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LTE core망을 통한 IP 레벨의
LTE-WiFi 통합 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Rel-13에서는 LTE-WiFi 간 radio link 레벨의 결합이
가능하도록 LTE-WiFi Link Aggregation(LWA) 규격이 추가 정의 [2015]

D.N.A.생태계 강화 _ 5G/B5G 93

· 상향링크에서의 데이터 병합 전송, 60㎓대역을 사용하는 802.11ad 등과 같은 추가적인
Wi-Fi와의 병합 전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enhanced LWA(Rel-14) 관련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 표준화가 완료 [2017]
· AI에 기반한 RAN intelligence의 기능 프레임워크와 AI RAN 솔루션에 대한 연구 완료 [2021]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R 37.817 Study on enhancement for Data Collection for 5G NR and EN-DC

2021

TS 36.423, X2 Application Protocol(X2AP) Release 15

2018

TS 38.423, Xn Application Protocol(XnAP) Release 15

2018

TS 29.413, Application of NGAP to Non-3GPP Access Release 15

2018

TR 38.874, Integrated Access and Backhaul for 5G NR Release 15

2018

TS 38.300, NG-RAN overall description Release 15

2017

TS 37.340, E-UTRA and 5G NR Multi-Connectivity Release 15

2017

TS 38.401, NG-RAN Architecture description Release 15

2017

3GPP RAN

¡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표준) 3GPP, ETSI, ITU-T 등에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련한 표준개발을 진행 중이며, 코어망 관점, RAN 관점, NFV 지원 확장 구조 등
다양한 규격 개발을 진행 중
- 3GPP SA
· SA2에서 5G 코어망에서의 향상된 네트워크 슬라이싱 구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TS 23.501,
TS 23.052 규격 내에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위한 식별자 및 NSSF 기능 관련한 기본 구조 정의를
완료하고 이후 확장된 규격 개발을 위한 추가 연구 작업을 완료 [2021]
- 3GPP RAN
· RAN3에서 5G NR에서의 RAN 슬라이싱을 위한 연구보고서 작업을 시작하여 슬라이싱
기반 셀 재선택, 핸드오버 시 고려사항 등을 연구 진행 완료 [2020]
- ETSI NFV
· NFV 환경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지원을 위한 연구보고서 작업을 진행하여 ETSI NFV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지원 구조에 대한 보고서를 작업 완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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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SA

표준(안)명

완료연도

TR 23.700-04, Enhancement of Network Slicing Phase-2

2020

3GPP RAN

TR 38.832, Enhancement of Radio Access Network (RAN) Slicing for 5G NR

2020

ETSI NFV

GR NFV-EVE 012 V3.1.1 (2017-12), Report on Network Slicing Support with
ETSI NFV Architecture Framework

2017

ITU-T SG13

Y.3112, Framework for the support of network slicing in the IMT-2020 network

2018

¡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표준) 3GPP에서 5G 기반의 다양한 접속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ATSSS 기술 및 5WWC 표준화에 대해 기본 구조 및 절차에 대한 규격을 완성하였으며,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새로운 조정 모드 및 시나리오를 위한 추가 고도화 기술을
위한 표준 규격 개발을 진행 중. 향후 다양해지는 서비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네트
워크의 유연성, 효율성, 안정성 등에 대한 추가 고도화 기술 위주의 표준화 추진 예상
- 3GPP SA
· 3GPP 5G 네트워크 초기 설계단계부터 유무선 통합을 고려한 통합 네트워크 및 제어
기술에 대한 표준 규격 완료 [2018]
· 고도화된 기술로써, 여러 접속망 사이의 트래픽 전송, 트래픽 분리, 트래픽 전환에 관한
기술, 유선 접속망을 수용하기 위한 연동 기술, 중단간 저지연/고신뢰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 기술에 대한 표준 규격 작업 [2020]
· 고도화된 기술로써, 신뢰할 수 있는 non-3GPP 접속 지원 및 유선 접속 지원 기술에 대한
표준 규격 작업 [2020]
· 보다 고도화된 세부 기술로써,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새로운 조정 모드를
정의하고 EPC 연동 시나리오를 위한 절차 및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등 추가 고도화기술에
대한 표준 규격 개발 [2021]
- 3GPP RAN, 3GPP CT
· 3GPP SA에서 설계한 시스템 구조 및 기능에 따라 해당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상세
프로토콜 및 메시지 형식 등 표준 규격 개발 [2021]
- BBF
· 3GPP와 연락문서 교환 및 공동 워크샵 등을 통해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요구
사항 및 네트워크 컨버전스를 위한 기술개발 현황을 지속적으로 상호 공유 [2021]
- IETF
·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인터넷 프로토콜을 개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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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SA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23.501, System architecture for the 5G System Release 17

2021

TS 23.316, Wireless and wireline convergence access support for the 5G
System Release 17

2021

TS 23.501, System architecture for the 5G System Release 16

2020

TS 23.316, Wireless and wireline convergence access support for the 5G
System Release 16

2020

TS 23.501, System architecture for the 5G System Release 15

2018

¡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기술 표준) 3GPP에서 5G를 위한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
표준화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 중이며, 관련 표준 규격 개발을 진행 중
- 3GPP SA
· SA2에서 NWDAF(Network Data Analytics Function) 표준화를 위해 TR 23.791 Rel-16
연구보고서 작업을 최초 시작하여 [2018] 이와 관련한 TS 23.288 표준화를 완료하였으며 [2019],
이후 Rel-17에서의 향상된 기능을 포함하는 TR 23.700-91 연구보고서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Rel-17 TS 23.288의 개정 작업을 완료[2021]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SA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23.288, Architecture enhancements for 5G System(5GS) to support network
data analytics services

2021

TS 23.700-91, Enablers for Network Automation for 5G – phase 2

2020

TR 23.791, Study of enablers for Network Automation for 5G

2018

¡ (버티컬 산업용 NPN 및 TSN 연동 기술) 3GPP, IEEE 등에서 5G 기반 NPN 및 TSN 기술 표준화에
대해서 Rel-16 표준 및 업데이트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이어서 Rel-17 논의를 시작하여 관련 표준
규격 개발을 진행 중. 향후 실제 적용 사례 등을 통해 새로운 시나리오를 발굴하여 이에 부합될
수 있는 개선된 기술들에 대하여 Rel-19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
- 3GPP SA
· 버티컬 및 5G LAN 서비스 지원을 위한 5GS 구조 및 프로토콜 표준 작업을 위한 Rel-16
SI를 완료하고 및 관련 표준화 완료 [2020]
· NPN 및 TSN (IIoT) 지원을 위한 5GS 구조 및 프로토콜 표준 작업을 위한 Rel-17 SI 및
구조 표준화 완료하고 [2021] 프로토콜 표준화 진행 중 [2022]
- IEEE 802.1
· 고신뢰도 네트워크 동기를 지원하기 위한 TSN 기반 프론트홀 표준 규격 업데이트 완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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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24.501, Non-Access-Stratum (NAS) protocol for 5G System (5GS); Stage
3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23.501, System architecture for the 5G System Release 17

2021

TR 23.700-07, Study on enhanced support of Non-Public Networks (NPN)
Release 17

2021

TR 23.700-20,Study on enhanced support of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3GPP SA/CT (IIoT)
in the 5G System

IEEE 802.1

2021

TS 24.501, Non-Access-Stratum (NAS) protocol for 5G System (5GS); Stage
3 Release 16

2020

TS 23.501, System architecture for the 5G System Release 16

2019

TR 23.734, Study on 5GS Enhanced support of Vertical and LAN Services

2019

IEEE 802.1CMde-2020 - IEEE Standard for 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s -- Time-Sensitive Networking for Fronthaul - Amendment 1:
Enhancements to Fronthaul Profiles to Support New Fronthaul Interface,
Synchronization, and Syntonization Standards

2020

¡ (MEC 플랫폼 기술 표준, 5G 에지 컴퓨팅 지원 기술 표준) ETSI에서 가까운 유저에게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고 이를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위한 플랫폼 표준화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
중이며, 관련 표준 규격 개발을 진행 중. 향후 API 구현체 등이 MEC 개발 지원 및 테스트
에코에 추가될 것이며, 이는 시나리오에 따라 빠르게 차세대 IoT 에코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
- ETSI MEC
· Phase 1/2를 거쳐 Multi Access 지원을 위한 영역으로 확장 [2019]
· UE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MEC Service API, 프레임워크 표준 작업 완료[2019]
· GS MEC 026 규제 요구 사항 지원 표준 작업 완료[2019]
· ETSI MEC : V2X / Device Application Interface 추가, RNIS Update [2020]
· ETSI MEC : UE Identity API, API Conformance Test Spec 추가, Servie API, Traffic
Management, WLAN Management API 업데이트, Framework 업데이트 [2021]
- ITU-T SG 11
· Federated Edge / 3GPP SA에 Edge Computing Feature 추가 [2020]
- 3GPP SA6
· 5G Application Standard : Rel 16에서의 변화는 SEAL / CATIF2.0 / V2XAPP1.0 [2020],
REL 17에서의 변화는 EDGEAPP, 5G MessageService, Factory, UAS 대응을 위한 부분과
V2XAPP 2.0 등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 위한 표준이 추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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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GS MEC 014,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 UE Identity API V2.1.1

2021

GS MEC-DEC 032-1, API Conformance Test Specification : Part1 : Test
Requirements and Implementation Conformance Statement(ICS) V2.1.1
GS MEC-DEC 032-2, API Conformance Test Specification : Part2 : Test
Purposes (TP) V2.1.1
GS MEC-DEC 032-3, API Conformance Test Specification : Part3 : Abstract
Test Suite (ATS) V2.1.1
GS MEC 003,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Framework and
Reference Architecture V2.2.1
GS MEC 011, Multi-access Edge Computing(MEC) : Edge Platform
Application Enablement V2.2.1

ETSI MEC

2020
2020
2020
2020
2020

GS MEC 031, Multi-access Edge Computing(MEC) : MEC 5G Ingetration V2.1.1

2020

GS MEC 009, Multi-access Edge Computing(MEC) : General principles,
patterns and common aspects of MEC Service APIs V2.2.1

2020

GS MEC 015, Multi-access Edge Computing(MEC) : Traffic Management API V2.1.1

2020

GS MEC 028, Multi-access Edge Computing(MEC) : WLAN Information API V2.1.1

2020

GS MEC 030,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 V2X Information
Service API V2.1.1
GS MEC 021,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 Application Mobility
Service API V2.1.1
GS MEC 016,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 Device application
interface V2.1.1
GS MEC 012,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 Radio Network
Information API V2.1.1
GS MEC 024,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 Supporting for network
slicing V2.1.1
GS MEC 011,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 Edge Platform
Application Enablement V2.1.1
GS MEC 010-2,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 MEC Management ;
Part 2: Application lifecycle, rules and requirements managment V2.1.1
GS MEC 027,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 Study on MEC
support for alternative virtualization technologies V2.1.1

2020
2020
2020
2019
2019
2019
2019
2019

GS MEC 013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 Location API V2.1.1

2019

GS MEC 005,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 Proof of Concept
Framework V1.1.1

2019

GS MEC 026, Support for regulatory requirements V2.1.1

2019

GS MEC 009, General Principles for MEC Service APIs V2.1.1

2019

GS MEC 016, UE application interface V2.1.1

2019

GS MEC 001, Terminology V2.1.1

2019

GS MEC 003, Framework & Reference Architecture V2.0.7

2019

GS MEC 002, Technical Requirement V2.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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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GS MEC 014, UE Identity API V1.1.1

2018

GS MEC 017, MEC/ NFV Architecture V1.1.1

2018

GS MEC 013, Location API V2.0.1

2018

GS MEC IEG 006, Market Acceleration : MEC Metrics Best Practice and
Guidelines V1.1.1
GS MEC 010-1, Mobile Edge Management Part 1 : System, host and
platform management V1.1.1
GS MEC 010-2, Mobile Edge Management Part 2 : Application lifecycle,
rules and requirements management V1.1.1

3GPP SA

ITU-T SG11

2017
2017
2017

GS MEC 011, Mobile Edge Platform Application Enablement V1.1.1

2017

GS MEC 012, Radio Network Information API V1.1.1

2017

GS MEC 015, Bandwidth Management API V1.1.1

2017

GS MEC 018, End to End Mobility Aspects V1.1.1

2017

GS MEC IEG 004, Service Scenario V1.1.1

2015

GS MEC IEG 005, Proof of Concept Framework V1.1.1

2015

(SA6) CATIF : TS 23.222 Common API Framework(CAPIF) 2.0 REL17
related with (SA2) SCEF/NEF and (SA4) xMB

2021

(SA6) SEAL : TS 23.434, Service Enabler Architecture Layer for Verticals
(SEAL); Functional architecture and information flows REL17

2021

TS 23.286, Application layer support for Vehicle-to-Everything (V2X) services;
Functional architecture and information flows (REL17)

2021

TR 23.748, Study on enhancement of support for Edge Computing in 5G
Core network (5GC) v0.30

2020

TR 23.748, Study on enhancement of support for Edge Computing in 5G
Core network (5GC) v0.20/v0.10/v0.00

2019

(SA6) CAPIF : TS23.222 Common API Framework(CAPIF) 2.0 REL16 related
with (SA2) SCEF/NEF and (SA4) xMB

2019

(SA6) EDGEAPP : TR 23.758, Study on application architecture for enabling Edge
Applications (REL17)

2019

(SA6) SEAL : TS 23.434, Service Enabler Architecture Layer for Verticals
(SEAL); Functional architecture and information flows REL16

2019

TS 23.286, Application layer support for Vehicle-to-Everything (V2X) services;
Functional architecture and information flows REL16

2019

TS 23.287, Architecture enhancements for 5G System (5GS) to support
Vehicle-to-Everything (V2X) services

2019

Q.FMEC-SRA Q7/11, Signalling requirement and architecture for federated
MEC (SG11)
Q.IEC-PRO Q7/11, Protocols for microservices based intelligent edge
computing

20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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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보안 프레임워크) 3GPP 5G Rel-15에서 첫 번째 5G 보안 보증 관련 내용이 포함된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Rel-16에서 개선되고 강화된 5G 보안 보증 방법들을 포함한 표준이
제정됨. 또한 추가적인 요구사항 등을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의 도입을 위한 논의를
Rel-17에서 진행 중. Rel-18 이후 Beyond 5G에 추가된 네트워크 기능과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보장 규격에 대한 고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신규 기능과 주요
시나리오 대한 보안 위협을 방지하고 보안 테스트 절차를 정의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 예상
- 3GPP SA
· SA3가 주도하는 표준 아이템으로 5G 보안 보증 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 보고서
작업을 완료하고(2017년), 첫 번째 보안관련 규격 작업과(2018년), 개선된 Rel-16 규격을
발행함 [2019]
- GSMA
· 3GPP 보안 보증 규격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장비 보안 보증 기법(NESAS)을 마련하였으며(2019년),
2번째 개정 버전을 발행함 [2019년]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3.117, Catalogue of general security assurance requirements Release 16

2021

TS 33.116, Security Assurance Specification (SCAS) for the MME network
product class Release 16

2020

GSMA PRD FS.13 Network Equipment Security Assurance Scheme Version
2.0

2021

3GPP SA

G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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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 O-RAN 아키텍처
- O-RAN 참조 아키텍처는 차세대 RAN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본 아키텍쳐는
6개의 워크그룹으로 이루어짐
· 비 실시간 RAN 지능형 컨트롤러 및 A1 인터페이스 워크그룹
· 실시간에 가까운 RIC 및 E2 인터페이스 워크그룹
· 스택 참조 설계 및 개방형 F1 / W1 / E1 / X2 / Xn 인터페이스 워크그룹
· 클라우드 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워크그룹
· 개방형 프론트홀 인터페이스 워크그룹
· 화이트 박스 하드웨어 워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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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5G CORE
- Open5GCore Rel-5에는 가속화 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 된 대규모의 새로
구현 된 기능이 포함됨
· 5G NR SA (N1, N2, N3)와 통합
· 제어 사용자 플레인 분할 구현 – PFCP (N4)
·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 (HTTP / 2, OpenAPI, REST)
· 로컬 오프 로딩 및 백홀 제어
· 수직적 사용 사례 및 전용 네트워크를 위해 고도로 사용자 정의 가능
· 5G 코어 네트워크를 위한 벤치마킹 도구
· 비3GPP 액세스에 대한 기본 종단 간 지원
· 다중 슬라이스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 Open5GCore Rel-5는 5G New Radio Stand-Alone (SA), 기성 LTE, NB-IoT LTE 및 WiFi
및 60㎓ WiFi와 같은 비3GPP 액세스 네트워크와 통합되어 다양한 기능과 Apple리케이션을
즉시 시연하고 요구사항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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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AP(Open Network Automation Platform)
- ONAP은 NFV Orchestration, SDN Controller뿐 아니라 Service Design, Analytics,
Network Management 등이 포함된 운영, 관리 플랫폼으로, AT&T에서 공개한 ECOMP와
China Mobile, Huawei, ZTE 등이 주도한 Open-O 프로젝트가 Linux Foundation의 Open
Source 프로젝트로 2017년 4월에 통합
- 회원사로 AT&T, China Telecom, Jio, Bell Canada 등 통신사와 삼성, 시스코, Ericsson, Nokia,
Huawei, ZTE 등 주요 장비업체가 참여
- 2018년 1월 ONAP과 OPNFV 프로젝트는 Linux Foundation Networking 산하 프로젝트로
통합되어, 이전에 ONAP과 OPNFV로 구분되어 참여하던 업체들이 하나의 통합된 조직으로
참여하여 활동 중
- 1차 릴리즈가 VoLTE, vCPE의 유즈케이스를 대상으로 2017년 11월에 배포되었으며, 6개월
단위의 일정으로 Beijing, Casablanca, Dublin의 순서로 차기 버전이 배포됨. PON Broadband
Service 청사진 등이 추가된 4차 릴리즈 Dublin이 2019년 7월에 출시

<ONAP 구조, 출처: https://www.ona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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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S)

약 점 요 인(W)

- 국내 시장 규모의 한계
국내역량요인 시 - 무선 패킷 데이터 사용량 증가
시
- 세계최초 5G 상용서비스 시작
- 5G 상용망 구축 투자비 상승
장 - 다양한 단말 공급 및 서비스 개발 장 - 차별화 서비스 발굴 부진
- 5G 상용화 기술 확보 및 운용
경험
- 핵심원천기술개발 미흡
기
기
- 융합 서비스 발굴 확대
- 무선통신 핵심 소자/부품/장비
술 - 지속적인 5G 주파수 발굴 및 공급 술
기술 기반 취약
- 원천기술 연구 투자 확대
- 표준화 경험 축적 및 전문가 확대

국외환경요인

표 - 국제표준 기여도/영향력 증대
준 - 5G/B5G 국제활동 참여 증대
- 국내 표준 및 5G 포럼 활동 강화

기
회
요
인
(O)

위
협
요
인
(T)

【SO전략】
- 유무선 융합 시장 활성화
- 5G 도입 확대
시 - 모바일 데이터 시장 급성장 및 - (시장) 국내 시장 및 기술의 빠른
장 스마트 모바일 혁신 시작
적응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5G 및
- 비대면 확산에 따른 ICT 의존도
통신 융합 시장선도
증가
- (기술) 5G/B5G 핵심기술을 선제적
으로 개발하여 글로벌 기술 우위
- 5G 기반 응용기술개발 활성화
확보 및 확산
기 - 스마트 무선 연결성 활성화 요구 - (표준) 5G/B5G 표준화를 위한 국제
표준의장단 진출 등 기여도/영향력 강화,
술 - 5G 조기 상용화 경험 활용
- 국제적 연구 공조 확대
5G/B5G 중장기 R&D 및 표준화의
체계적 추진으로 5G 핵심 기술
고도화, B5G 핵심기술 발굴 및
- 4G 표준화 주도세력과 연합 경험 글로벌 리더쉽 확보
표 - 5G 표준화 활동 시 전략적 협력 - (기타) 중소기업들이 기 확보한 우수
기술들의 표준화 추진을 통해 중소
준 및 표준화 주도
- 미래 IMT 요구사항 연구 시작 기업의 표준 IPR 확보 성공사례 발굴
추진
- 융합 서비스 출현으로 주도권 【ST전략】
시
경쟁 심화
장 - 과다 경쟁 및 투자비 상승으로 - (시장) 세계 최초 상용화 및 운용
수익성 악화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및 응용 시장
확보, 융합 및 확장 시대에 적합한
기 - 주요 기술에 대한 경쟁 격화
R&D와 국내 시장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
술 - 중국의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
- (기술) 핵심 기술개발 및 표준화의
종합적인 로드맵 마련과 체계적인
- 소수 외국 글로벌 기업에 의한 국가 R&D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표준화 리더쉽 확보
표 국제표준 활동 주도
준 - 사실상의 단일 표준으로 3GPP 내 (표준) 국제표준화 주도를 통한 표준
IPR 확보로 외국 기업의 특허 공격
경쟁 심화
으로부터 국내 중소기업 보호

- 국제표준화 전문가의 지속성

표
부족
준 - 의장단 확보 부족
【WO전략】

- (시장) 기 확보한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 개척
- (기술) 기술개발, 표준화,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참여가 가능한
R&D 체제 구축으로 원천 기술의
산업화 성공사례의 발굴 및 확산
추진
- (표준)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 및
지속적 추진
- (기타)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한
원천기술 및 표준 IPR 획득 가능
분야 집중

【WT전략】
- (시장) 표준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전략 및 산학연 공조를
통한 국내 역량을 집중하여 시장
확보
- (기술) 특화된 핵심원천 기술의
장기적인 R&D 진행 및 국외
R&D 공동연구, 핵심부품에 대한
중장기적 확보 노력
- (표준) 표준 주도세력과 기술 교류를
통한 국제 표준 전문가 양성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3GPP 표준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 주도 전문가 지속적인 양성 필요
- 5G/B5G의 R&D 결과물이 표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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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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e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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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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표준

TTA 이동통신
국내 무선접속 PG,
5G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3GPP RAN,
ITU-R WP5D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ITL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미국) 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기술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미국) AT&T/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선도국가/
Nokia, (중국) CMCC/Huawei/ZTE, (일본) NTT Docomo,
기업
(한국) 삼성, LG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5G 이동통신 표준화가 지속되어 2021년 Rel-17 규격 완료 및 Rel-18 신규 규격 진행 예정.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대의 방안으로 기존 대비 고성능 단말, 기지국 및 네트워크 장비의 도입을 가정한 큰 폭의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화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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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다중 안테나 패널을 장착한 단말, AI/ML 기법에 기반한 무선자원 관리를 수행하는 기지국 등,
향상된 성능을 지원하는 장비에 기반한 무선자원 관리 기술개발이 논의 될 예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ITU 등의 단체에서 이후 무선자원
사용 효율에 관련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논의 될 경우, 국내 기관 및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관련 논의에 국내 단체 및
기업의 적극적인 기고 활동이 요구됨. 5G 네트워크 구현 경험에 기반한 신규 기술 아이템
발굴 및 표준화 추진이 필요함
<표준화 계획>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PG1102)에서 관련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표준들에 대한 검토
및 전환 채택, 추가 기술 논의 등을 진행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제표준 선제 대응을 위하여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활동 유지 및 지속적인 신규 표준 과제 발굴 추진
- (표준화 포럼 활동) 무선 접속 기술의 효율성 증대 방안 모색을 위한 5G 포럼 활동 유지
및 대외 협업 추진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최신 표준 기술 분석을 통한
개선점 도출 및 사용 예 신규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기술 확보

- 신규 장비 및 단말의 도입에 따른 핵심 표준화 기술 및 파생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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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5G포럼

국제

3GPP RAN,
ITU-R WP5D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ITL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한국) 삼성/LG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미국) AT&T/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선도국가/
Nokia, (중국) CMCC/Huawei/ZTE, (일본) NTT Docomo,
기업
(한국) 삼성/LG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광대역 통신 구현의 핵심 방안으로 밀리미터파 대역 송수신 기법에 대한 표준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중. 구현 기술의 발전으로 밀리미터파 상용화 및 사용 범위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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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52㎓ 이상의 초고주파 대역에서 광대역폭 활용한 통신 지원을 위한 신규 기술 표준화
및 28㎓ 등 기존 밀리미터 대역을 다양한 통신 방식에 활용하기 위한 적합화 기술 표준
진행 예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 등에서 신규 서비스, 사용 예시 등에
대한 논의 또는 무선 통신용 대역 신설 등에 대한 논의 진행 시 국내 상황에 적확한 방향으로
표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관련 논의에 국내 단체 및
기업의 적극적인 기고 활동이 요구됨. 국내 사업 환경 및 요구사항을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 요구됨.
<표준화 계획>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PG1102)에서 관련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표준들에 대한 검토
및 전환 채택, 추가 기술 논의 등을 진행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제표준 선제 대응을 위하여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활동 유지 및 지속적인 신규 표준 과제 발굴 추진
- (표준화 포럼 활동) 무선 접속 기술의 효율성 증대 방안 모색을 위한 5G 포럼 활동 유지
및 대외 협업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국내 업체 및 기관에서 시연
및 5G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3GPP 표준화에 적극 반영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기술 선도를 위한 지속적 연구 투자 및 표준화 리더쉽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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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5G포럼

국제

3GPP RAN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 U+,
ITL, WILUS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퀄컴,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중국)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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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컴,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중국) 화웨이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신규)→ 선도경쟁공략(Ver.2022)
5G 기반한 저복잡도 단말 무선접속 기술 표준화를 통해 국내에 5G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IoT 산업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여 관련 융합 기술의 표준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선도경쟁공략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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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Rel-17 저복잡도 단말 무선접속 기술표준 연구 완료 및 규격 작업 착수 예정이며, 2021년
하반기 Rel-17 저복잡도 단말 무선접속 기술표준 규격 작업 완료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 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ITU-R에서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한 논의 모니터링 및 필요시 타국과의 협력 고려.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 표준화기국 활동(적극대응)) 실험 기고에 적극 참여 및 기술
문서에 실험 결과 반영, 기술 기고에 적극 참여 및 기술 문서에 후보 기술 반영
<표준화 계획>
- 3GPP Rel-17 저복잡도 단말 무선접속 기술표준 규격을 준용하여 국내 표준 문서 작성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저복잡도 단말 무선접속 기술표준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하여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활동 유지
- (표준화 포럼 활동) 저복잡도 단말 무선접속 기술표준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하여 5G 포럼
활동 유지
- (국제표준 준용) 3GPP Rel-17 표준 문서 준용 지속 및 필요시 회원사 간 공동기고를 통한
주도권 확보 노력 필요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3GPP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복잡도 단말 무선접속 기술표준
관련 논의 적극 참여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Rel-17 저복잡도
표준화 방향에 따라 기존 5G 단말 관련 특허에 저복잡도 단말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
하고 관련 특허의 변경 및 추가 출원 활동을 통해 표준특허기술을 확보하여 저복잡도
단말관련 IPR 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Rel-17 저복잡도 단말 무선접속 기술 표준의 연구가 진행 중으로 표준화 및 기술 개발
병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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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5G IoT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국제

3GPP RAN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 U+,
ITL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한국) 삼성전자/LG전자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한국) 삼성전자/LG전자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Rel-17에서 5G IoT의 고도화 표준화가 완료되고, Rel-18에서도 고도화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에릭슨, 화웨이 등 외국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용화가 이루어진 만큼 국내 5G 확산 및 다양한
융합산업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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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3GPP RAN에서는 Rel-17에서 5G IoT 고도화 표준을 개발했으며, Rel-18에서도 고도화 표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의 관련 WG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선도 기회
발굴 및 응용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유효

<표준화 계획>
- 국제표준 전환 채택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국제표준화에 반영
<대응방안>
- (국제표준 준용) 국제표준을 준용하되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이동통신
무선접속PG(PG1102), 이동통신 네트워크PG(PG1103) 등에서 IoT 관련 주제 논의 및 필요 시
회원사 간 공동기고를 통한 주도권 확보 노력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해당 표준은 LTE 기반 IoT 기술의
상용이 이미 완료되었고, 그 토대 위에 5G 기반의 기술 고도화를 이루려는 과정에 있음.
따라서 산업계와의 융합 서비스 발굴 및 기술 연구를 통해 표준안 공백 분야를 도출하고,
고도화되는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표준화를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이미 LTE 기반 IoT 기술의 상용이 완료된 상태에서 고도화하고 있으므로 표준과 기술개발 병행
추진이 필요

D.N.A.생태계 강화 _ 5G/B5G 113

(지속/확산공략 | 병행) URLLC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RAN,
ITU-R WP5D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ITL, WILUS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버티컬서비스
프레임워크
PG, 5G포럼

(미국) Qualcomm/InterDigita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OPPO
(한국) 삼성전자,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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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lcomm/InterDigita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OPPO,
(한국) 삼성전자, LG전자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5G 이동통신 표준화가 본격 진행되어 URLLC 기술이 포함된 3GPP Rel-16 규격화 완료. 더 다양한
버티컬 산업들로부터의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반영 및 달성하기 위해 보다 진화된 URLLC 관련
무선접속 기술들이 Rel-17를 통해서 규격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Rel-18에서 또한 더욱 진보된
URLLC 표준 기술 연구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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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3GPP Rel-15/16을 통해서 도입된 URLLC 무선접속 기술을 기반으로 Rel-17 에서는 URLLC
관련 추가적인 규격 기술 고도화를 위한 규격화 작업이 2022년 3월 완료를 목표로 표준화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 중. 향후 Rel-18 URLLC에 관한 추가적인 표준화 일정 및 표준 기술
항목들에 대한 계획이 2021년 12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추후 ITU-R에서 URLLC 관련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 여부 등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고려. 또한, 관련 논의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에서 진행되고 있는 URLLC
관련 요소기술 논의에 국내 기업 및 기관에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표준화 계획>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및 버티컬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에서 3GPP에서
URLLC 관련 기술이 포함되어 제정된 표준들에 대한 전환채택 진행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URLLC 표준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신규 표준 과제 추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3GPP에서 진행되고 있는 URLLC 관련 요소기술 표준화 논의
적극 참여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원천기술
성격의 기존 URLLC관련 특허를 기반으로 개량된 표준기술 연구/표준화 활동 및 이를
기반으로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설계 작업 시행이 요구

- Rel-17/18에서 상용화에 적합하고 구체적인 URLLC 기술에 대한 표준화 논의 시, 산·학·연의
기 보유 기술 및 특허가 반영되도록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며, 산·학·연 협력을 통한 핵심원천
기술개발과 더불어 표준화 추진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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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IIoT무선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5G포럼

국제

3GPP RAN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 U+,
ITL, WILUS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퀄컴,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중국)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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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컴,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중국)화웨이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Rel-16에서 처음 도입된 IoT 기기들을 위한 타 산업계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기존 URLLC 기능을
변경 또는 강화 하거나 새로운 기술들에 대하여 Rel-17에서 더욱 강화된 기술 및 비면허대역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진행 중. 2021년에 완료될 5G Rel-17 표준에서 강화된 IIoT 표준이
제정되고 버티컬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 이와 관련된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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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향상된 IIoT 무선지원 기술을 목표로 물리계측 피드백 향상기술, 비면허 대역 사용을 위한
자원할당 제어기술,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는 트래픽 처리를 위한 단말 전송 피드백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신호들의 멀티플렉싱 기술 등을 포함하여 2021년 내 완료를 목표로 Rel-17 범위안에서 표준
논의가 진행 중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에서 진행되고 있는 향상된 IIoT
관련 요소기술 논의에 국내 기업 및 기관에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이 요구됨
<표준화 계획>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에서 3GPP에서 향상된 IIoT 관련 기술이 포함되어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제정된 표준들에 대한 전환채택이 2021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향상된 IIoT 표준에 대한 선재 대응을 위한 신규 표준 과제 추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3GPP에서 진행되고 있는 향상된 IIoT 관련 요소기술 표준화
논의 적극 참여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IIoT 표준화 방향에
따라 기존 URLLC관련 특허를 IIoT에 확장 적용할 수 있도록 기고활동을 전개하고, 새로운
IIoT 표준을 위한 추가적인 기술개발 및 출원 진행

- Rel-17에서 도입되는 향상된 IIoT 기술에 대한 표준화 논의 시, 산·학·연의 기 보유 기술 및

특허가 반영되도록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며, 산·학·연 협력을 통한 핵심 원천 기술개발과
더불어 표준화 추진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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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국제

3GPP RAN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WILUS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기술
기업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한국) 삼성전자,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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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AT&T/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표준
기업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한국) 삼성전자, LG전자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5G NR기반의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표준으로 5㎓에서 6㎓ 대역을 타겟으로하는 5G NR-U가
Rel-16에서 규격이 완료되었고, 52.6㎓ 이상의 비면허대역에서의 캐리어 센싱/ 이종 무선접속간 공존기술
및 다중채널/다중대역/다중링크에 대한 통합/제어 기술에 대해서는 Rel-17의 표준화완료와 함께 표준
기반 서비스 및 시장 확산에 집중이 필요한 분야로 예상되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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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3GPP RAN1/RAN2/RAN4에서 수행되었던 5G NR기반의 비면허대역 기술(Rel-16)은 2018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에 상반기에 표준화가 완료되었음
- 2020년에서부터 시작된 Rel-17 52.6㎓ 이상 대역에서의 5G NR 지원을 위한 표준화는
2021년12월에 완료됨
- 2020년에서부터 시작된 Rel-17 URLLC/IIoT에서의 비면허대역지원 기술의 표준화는 2021년
12월에 완료됨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R에서 진행되고 있는 IMT-2020
proposal 제출기간 동안에 논의될 RIT/SRIT논의에 국내 기업 및 기관에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이
요구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표준화가 진행 중인 기술항목에대한
지속적인 규격화를 수행하고 표준화가 완료 예정인 기술항목에 대해서는 규격의 수정 작업을
통하여 해당기술의 규격화를 위한 적극적인 표준화 참여가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TC11 산하 PG1102에서는 3GPP에서 Rel-16 규격으로 완료된 5G NR기반의 비면허대역
액세스 기술이 포함되어 제정된 표준들에 대한 전환채택을 완료하고, 2021년 12월 완료된
Rel-17 52.6㎓ 이상 대역에서의 5G NR 지원과 Rel-17 URLLC/IIoT에서의 비면허대역 지원 기술
표준들에 대한 전환채택이 2022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제표준에 대응되는 국내 표준의 신속한 제정 및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국내 기업/기관/학계간 표준화 공조가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Rel-17 52.6㎓ 이상
대역에서의 5G NR 지원 기술과 Rel-17 URLLC/IIoT에서의 비면허대역 지원 기술에 대한
표준안 공백분야를 도출하고 권리 범위를 기존 가출원 특허에 대한 안정적 권리 확보와
권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IPR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Rel-17에서 완료된 52.6㎓ 이상 대역에서의 5G NR 지원 기술과 URLLC/IIoT에서의 비면허대역
지원 기술에 대한 Rel-18에서의 표준화 논의의 확장을 고려하여 표준화 완료시점 이후에도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기술개발 단계에서의 IPR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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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국제

3GPP RAN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WILUS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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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기술로 Rel-17에 표준완료된 52.6㎓ 이상 대역에서의 5G NR 지원 기술은
Rel-18 이후 좀더 주파수 대역을 확장하여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파수 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flexible duplex 및 flexible bandwidth 기술, cross-link 간섭 경감 기술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표준화가
Rel-18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초기 기술개발과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표준제안이
필요한 분야로 예상되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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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2020년에서부터 Rel-17 52.6GHz 이상 대역에서의 NR 지원을 위한 표준화가 시작되었고
2021년 12월에 표준이 완료됨
- 2020년에서부터 Rel-17 DSS 지원을 위한 표준화가 시작되었고 2021년 12월에 표준이 완료됨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 주파수 이용효율 증대 및 커버리지 향상을 위한 Flexible duplex 지원 기술은 Rel-18을
위한 TSG-RAN워크샵에서 논의가 되었고, 향후 Rel-18 표준화 논의에 포함되어
초기단계의 표준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R에서 진행되고 있는 IMT-2020
proposal 제출기간 동안에 논의될 RIT/SRIT논의에 국내 기업 및 기관에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이
요구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표준화가 진행 중인 기술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규격화 작업을 수행하고 표준화가 예정된 기술항목에 대해서는 핵심 IPR을 도출하고
해당기술의 도입을 위해 표준화 초기부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표준화 계획>
- TC11 산하 PG1102에서는 3GPP에서 Rel-17 규격으로 완2021년 12월 완료된 Rel-17 52.6㎓
이상 대역에서의 5G NR 지원과 Rel-17 URLLC/IIoT에서의 비면허대역 지원 기술 표준에
대한 전환 채택이 2022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제표준에 대응되는 국내 표준의 신속한 제정 및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국내 기업/기관/학계간 표준화 공조가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Rel-17 52.6㎓ 이상
대역에서의 5G NR 지원 기술의 확장으로서의 100㎓ 대역까지의 확장에 대한 초기 단계에서의
표준 기술 아이템을 도출하고, 또한 Rel-18에서 논의 가능성이 예상되는 Flexible duplex 지원
기술에 대한 초기 단계에서의 표준 기술 아이템을 도출하여, 표준 화 단계 초기에서부터 IPR
확보를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52.6㎓ 이상 대역에서의 5G NR 지원 기술의 확장으로서의 100㎓ 대역까지의 확장에 대한
핵심 필수 원천 기술 및 Rel-18에서 논의 가능성이 예상되는 Flexible duplex 지원을 위한
기술로서 커버리지 향상을 위한 기술 및 Self/Cross-link 간섭경감 기술 등에 대한 IPR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기업/학계와의 협력을 통한 핵심원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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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무선 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5G포럼

국제

3GPP RAN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LGU+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AT&T/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기업
Nokia, (중국) CATT/Huawei/ZTE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5G NR 기반 IAB 기술 표준 연구가 본격 진행되어 Rel-16 첫 규격 완료. 무선 자원 다중화를 위한 동시
송수신 고도화 기술 및 무선 자원 효율성 강화와 무선 백홀 신뢰성 및 부하 분산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중심으로 Rel-17에서도 IAB 기능 고도화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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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5G NR 기반 IAB 기술은 상위 계층 기능 분할(Higher layer Function Split) 기반 무선 멀티홉 릴레이
표준을 고정형에 국한하여 2020년에 규격개발을 완료하고, 무선 백홀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높이기 위하여 더욱 개선되고 강화된 IAB 기술 논의 중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적극대응) 3GPP 표준화가 진행 중인 기술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규격화
작업을 수행하고 핵심 IPR을 도출하여 해당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
필요

<표준화 계획>
- 5G NR 기반 무선 백홀 기술의 고도화에 대한 국제표준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표준 개발이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추진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제표준에 대응되는 국내 표준의 신속한 제정 및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국내 기업/기관/학계 간 표준화 공조가 필요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Rel-16 IAB 기술을 기반으로 IAB
고도화를 목표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술의 개선점 도출 및 신규 문제점
발굴을 통한 지적재산권 확보 및 특허 권리범위를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

- 지속적인 상용화 추진으로 실질 문제점 및 개선점 발굴, 발굴된 기술의 표준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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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 공략 | 병행) 5G C-V2X 기술 표준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
워크 PG/이동
통신 네트워크
국내
PG/이동통신
무선접속/ITS/
차량/철도 ICT
PG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RAN/SA

국내
ETRI, LG 전자,
참여
삼성전자, KT,
업체/
SKT, LGU+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퀄컴/(중국) Hua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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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lcomm, (한국) LG전자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2 신규)
2020년 6월 3GPP Rel-16 5G NR V2X 무선 전송 및 무선 접속 기술이 제정된 이후, 직접 및
기지국 경유의 간접 통신 기술을 포함하는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 및 상용화 추세에 따라, 안정된
자율 주행 서비스를 위한 광대역, 저지연, 고신뢰도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화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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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3GPP RAN에서는 5G NR V2X를 위한 직접통신 링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지연과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원 할당 방법, 브로드캐스트, 그룹캐스트, 유니 캐스트 통신 방식에
대한 DRX를 적용에 대한 표준 개발과 5G NR 직접통신 링크상에 릴레이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3GPP SA에서는 V2X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응용 계층 확장 연구, 보행자를 위한 V2X 운용
지원을 위한 5G 시스템의 구조 확장 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고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5G NR 직접 통신 링크의 확장기술과 5GC에서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지원을 위한 RAN 기능 설계 등이 표준화 항목으로 다음 release에서의
예상되므로, 이제 대한 사전 기술 연구가 필요로 됨
<대응방안>
- (사실 표준화기구 활동)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RAN에서의 C-V2X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국내 기업이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TTA
PG1104(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그룹)의 국내 C-V2X 표준화 활동과 연계로
국제표준안 제안/검토 및 국내 산업계 선제 대응 기반 마련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TTA PG 1104를 중심으로 국내 산학연의 의견이 반영된 무선접속 기술 및 코어망 기술,
V2X 서비스 제공 구조를 아우르는 국내 표준 제정 진행
<대응방안>
- (표준화 위원회 PG 활동)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ITS/차량/철도 ICT PG(PG905)과의 연계 표준 제정
- (표준화 포럼 활동) 5G 포럼 교통융합위원회통해 국내 산업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기고 활동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국내 연구기관 및 산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V2X 통신 기술
실증 및 성능 시험등과 연계하여 관련 기술을 국제표준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
및 기고 활동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자율주행을 위해 필수적인
5G NR-V2X에 대한 성능 확장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여 3GPP RAN/SA 표준에 대한 표준
특허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5G NR-V2X에 대한 관한 IPR를 확보하고 현재 확장 단계에 있는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표준특허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고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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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NTN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SA/RAN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 ITL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프랑스) Thales Alenia Space, (미국) Hughes Network
기업
Systems, (영국) Inmarsat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이동통신
네트워크 PG,
위성통신포럼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프랑스) Thales Alenia Space, (대만) MediaTek, (미국)
기업
Qualcomm, (중국) ZTE/Huawei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3GPP Rel-17 WI로 5G NR 기반 NTN 표준 규격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SI로 NB-IoT/eMTC 지원
을 위한 NTN 표준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본 기술을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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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3GPP Rel-17 work item으로 긴 지연 시간 및 기지국 이동성에 대한 비지상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5G NR 기반 표준 개발 진행
- 3GPP Rel-17 study item으로 NB-IoT/eMTC 지원을 위한 NTN 표준 연구 진행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표준화가 진행 중인 기술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규격 이슈
발굴 작업을 수행하고 표준화가 예정된 기술항목에 대해서는 핵심 IPR을 도출하고 해당
기술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위성통신포럼에서
3GPP NTN 기술을 반영한 국내 표준문서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제표준에 대응되는 국내 표준의 신속한 제정 및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국내 기업/기관/학계 간 표준화 공조가 필요
- (위성통신포럼 활동)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핵심 선도 기술의 산·학·연·관
의견수렴 및 국내·외 표준 활동 지원과 공조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5G NR 기반 NTN
규격화 작업 및 NB-IoT/eMTC 지원을 위한 특허 출원 및 기고를 통한 기술 방향유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Transparent/regenerative 위성, HAPS와 ATG 및 고정빔/이동빔 시나리오에 따른 전송/
액세스 기술, 큰 도플러 쉬프트와 긴 전송 지연 등을 고려한 타이밍 관리, 동기, 재전송,
빔/편파 관리 등의 전송 기술, 유휴/비활성 모드 및 연결 모드의 이동성 기술,
NB-IoT/eMTC 지원 등의 기술에 대한 IPR 확보가 필요하며 참여기업/학계와의 협력을
통한 핵심원천 기술개발 및 표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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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LBS 시스템
PG/이동통신
서비스 PG

국제

3GPP RAN/SA
OMA LOC WG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ICTC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핀란드) 노키아, (스웨덴) 에릭슨,
(중국) 화웨이/ZTE, vivo, (미국) 퀄컴/애플/구글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핀란드) 노키아, (스웨덴) 에릭슨, (중국) 화웨이
/ZTE/vivo, (미국) 퀄컴/애플/구글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신공략(Ver.2021) -> 지속/확신공략(Ver.2022)
기존 5G RAT 기반 측위 (e.g. E-CID, OTDOA) 및 A-GNSS, WiFi, Beacon, 센서 등 Non-RAT 기반의
측위 기술은 상용화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Rel-16 에서 표준화된 RTT, TDOA, AoD, AoA 등
5G NR 기반 RAT 초정밀 측위 기술은 V2X, UAV, Rail, IIoT, 긴급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특화된 초정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어야 함. Rel-16 5G NR 기반 측위 기술은 Rel-17 에서 고도화되며, 다양한
응용서비스 분야에서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이 결합된 복합 측위 기술로 발전하여 향후 서비스 및
시장 확산이 기대되므로 Ver.2022에서 지속/확산공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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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Rel-16 에서 표준화된 5G NR 기반 RAT 초정밀 측위 기술은 II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위해 Rel-17 에서 고도화된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Rel-17의 IIoT 를 위한 목표
성능치는 수평 0.2m, 수직 1m 정밀도, 지연은 E2E 100ms 이하(in the order of 10ms), 물리계층
10ms 이하이다. 주요 선도 기업에서 5G NR 정밀측위에 대한 성능평가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5G NR 기반 초정밀측위
기술고도화 표준화 항목에 대한 성능평가에 참여하여 기술적 역량을 축적하고 지속적인
규격화 작업을 통해 핵심 IPR을 도출하여 해당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LBS 시스템 PG(PG904)에서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국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음. 기존
RAT과 Non-RAT 기반 측위 기술로 상용시스템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및 실내 위치기반
서비스 표준화 수행.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LBS 시스템 PG(PG904)에서 기존 위치기반서비스 표준화에
추가하여 5G NR 기반 RAT 초정밀측위 기술 표준화 논의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이동통신 기술위원회 (TC11)와의 협력이 요구됨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표준화된 5G NR 초정밀측위
기술이 다양한 분야의 특화된 초정밀 위치서비스로 적용될 것이 예상되므로 표준 기술과
함께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연계한 측위 기술의 IPR 확보가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기반 RAT 초정밀 측위 기술은 V2X, UAV, Rail, IIoT, 긴급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특화된 초정밀
위치기반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로 연결되므로, 이들 측위 기술의 표준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서비스 분야에서 도입되는 복합 측위 기술에 대한 IPR 확보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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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무인기(UAV) 기술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
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SA/RAN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중국) Huawei,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미국) Intel

기술
수준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이동통신
네트워크 PG

삼성전자,
LG전자,
ETRI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중국) Huawei,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미국) Intel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3GPP SA에서는 무인기 시스템의 연결, 식별 및 추적, 애플리케이션 계층 지원 및 보안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3GPP RAN에서도 5G NR 기술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표준화가
Rel-18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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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3GPP SA에서 무인기 시스템의 식별, 추적 및 보안 표준 개발이 진행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 2022년부터 3GPP RAN 아이템으로 무인기 액세스 표준 개발 예상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무인기 시스템의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에 따른 5G NR
기반 표준화 기술항목에 대해서 핵심 IPR을 도출하고 해당 기술의 도입을 위해 표준화
초기부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네트워크 PG(PG1103)에서 3GPP UAV 기술을 반영한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국내표준문서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제표준에 대응되는 국내 표준의 신속한 제정 및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국내 기업/기관/학계 간 표준화 공조가 필요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LTE-UAV 기술을
5G NR에 적용 시 요구되는 기술 및 다양한 무인기 응용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및
기고를 통한 기술 방향유도

- LTE-UAV의 5G NR 적용, 전력 제어 개선, 이동성 관리, UBS(무인기 기지국)를 위한 무선
백홀과 인증, UAV

간 제어

및

탐색

등의

기술에

대한

IPR 확보가

필요하며

참여기업/학계와의 협력을 통한 핵심원천 기술개발 및 표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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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5G 기반 확장현실 서비스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국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이동통신
네트워크 PG/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
워크 PG/
이동통신
서비스 PG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3GPP SA/RAN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미국) Qualcomm/Google/Apple, (스웨덴) Ericsson,
선도국가/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일본) NTT DoCoMo,
기업
(한국) LG전자, 삼성전자

표준화
단계

기술
수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Qualcomm,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확장현실 서비스의 경우 5G 상용화에 맞춰 5G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함. 이후 3GPP Rel-18에서
확장현실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관련 요구사항을 제정 예정이므로 차세대공략 항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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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3GPP Rel-17에서 RAN1이 주도하는 Study Item으로 XR의 트래픽 분석 및 성능 평가
기술에 대해 표준화를 진행했으며, Rel-18에서 본격적인 표준화 예정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표준화 이전에 상용화가 먼저 이루어진 상황이고, 국내의
확장현실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서비스를 운용하면서 알게 되는 내용들을 표준에
반영

<표준화 계획>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네트워크, 서비스/프레임워크 PG(PG1102, PG1103, PG1104,
PG1105)에서 3GPP의 혼합현실서비스 기술을 반영한 표준 준용 또는 자체 요구사항의 표준
제안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제표준의 신속한 준용 및 국내 기술을 먼저 제정 후 국제표준에
반영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표준화 이전에 상용화가
이루어져 아직 표준 필수특허가 많이 않은 상황임. 표준 완료 이전에 IPR 선제적 확표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아직 표준화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확장현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표준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임. 국내에서 확보한 기술로 IPR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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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RAN,
ITU-R WP5D,
IEEE
802/P1914,
O-RAN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ITL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5G포럼

(미국) 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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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CMCC/Huawei/ZTE,
(일본) NTT Docomo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5G 이동통신 표준화가 본격 진행되어 Rel-17 규격 완료. 특히 오픈 RAN 및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RAN기술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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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계획>
- 3GPP에서는 차세대 클라우드 기지국 기술을, O-RAN에서는 개방형 무선 액세스망
인터페이스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개방형/가상화 기지국
관련 표준화를 고도화할 계획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R에서 진행되고 있는 IMT-2020
성능 평가 논의에 국내 기업 및 기관에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차세대 클라우드 기지국 기술,
개방형 연동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한 요소 기술개발과 더불어 해당 기술을 표준에 반영과 더불어,
특히 O-RAN Alliance를 통한 개방형 RAN 표준화에 적극 대응이 필요
<표준화계획>
- TTA PG에서 3GPP 5G 표준화에 대응되는 국내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21년부터 5G SA
네트워크 상용 서비스 시작에 따라 증가되는 시장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업체 간 표준화 협력이
중요하며, 향후 개방형 RAN 기술에 대한 표준화 작업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신설,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5G 국제표준 제정에 대응하는 국내 표준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내 기업/기관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개방형 RAN의 규격화를 위한
제조사와 통신사업자의 협업이 중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차세대 클라우드 기지국 기술,
개방형 RAN 및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한 IPR 확보가 가능한 분야로 판단되어, 해당 기술에 대한
선도적 개발 및 IPR 확보가 요구되며 특허 권리범위의 보완도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차세대 클라우드 기지국 기술, 개방형 RAN 및 인터페이스 기술 관련해서는 통신사업자의
요구사항을 통해 기술개발과 동시에 관련 IPR을 조속히 확보하여, 해당 특허를 국제 5G 표준에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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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RAN,
ITU-R WP5D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ITL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이동통신
네트워크 PG,
5G포럼

(미국) 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AT&T/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기업
Nokia, (중국) CMCC/Huawei/ZTE, (일본) NTT Docomo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5G 이동통신 표준화가 이어져 Rel-17 규격 완료. 특히 다양한 5G B2C 및 B2B 버티컬 서비스 제공을
위한 5G NSA 및 SA 네트워크 구축, 28㎓ 기반 스몰셀 개발을 본격화, MR-DC 및 5G CA 기반의
다중 무선 연결, 무선망의 자동 구성/운용을 위한 SON 기술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이어 지능형 무선망 고도화 기술 등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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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계획>
- 3GPP에서는 5G B2C 및 B2B 버티컬 서비스 제공을 위한 5G NSA 및 SA 네트워크 구축, 28㎓
기반 스몰셀, MR-DC 및 5G CA 기반의 다중 무선 연결, 무선망의 자동 구성/운용을 위한 SON
기술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지능형 무선망 고도화 기술 관련
표준화를 진행할 계획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R에서 진행되고 있는 IMT-2020
성능 평가 논의에 국내 기업 및 기관에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이 요구됨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차세대 스몰셀, 다중 무선 연결기술,
SON,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요소 기술개발과 더불어 해당 기술을 표준화에 적극 대응이
필요
<표준화계획>
- TTA PG에서 3GPP 5G 표준화에 대응되는 국내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5G 상용 서비스 시작에
따라 증가되는 시장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업체 간 표준화 협력이 중요하며, 향후 지능형
무선망 고도화 기술 표준화 작업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신설,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5G 국제표준 제정에 대응하는 국내 표준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내 기업/기관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지능형 무선망 고도화 기술의
규격화를 위한 제조사와 통신사업자의 협업이 중요함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차세대 5G 스몰셀, MR-DC 및
5G CA 등의 다중 무선 연결, 5G SON,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IPR 확보가 가능한 분야로
판단되어, 해당 기술에 대한 선도적 개발 및 IPR 확보가 요구되며 특허 권리범위의 보완도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차세대 5G 스몰셀, 다중 무선 연결기술, SON, 에너지 절감 기술 관련해서는 통신사업자의
요구사항을 통해 기술개발과 동시에 관련 IPR을 조속히 확보하여, 해당 특허를 국제 5G 표준에
반영하는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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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
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SA/RAN/CT,
ITU-T SG13,
ETSI NFV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삼성전자,
LG전자, ETRI,
KT, SKT,
LG U+,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5G포럼

(핀란드) Nokia, (스웨덴) 에릭슨, (중국) Hua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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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컴/시스코,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은 통신사업자의 단일 물리망을 다중의 비즈니스 기반의
논리망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기술로 대표적인 코어 및 RAN 종단간 연결 지원이 필요한 핵심 표준임.
국내 5G 기술개발 결과물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주도권을 선점하는 전략을 통해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분야로서 작년과 동일하게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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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15~’25

3GPP SA/RAN/CT

국제
표준화

-

네트워크 슬라이싱 식별자 및 로밍기술
슬라이스 기반 NPN 연동 기술
슬라이스 UP 관리 및 전달망 연결 기술
슬라이스 간 전환 및 제어 기술
RAN 슬라이싱 기술

TTA 이동통신네트워크 PG/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

3GPP 국제 표준화 대응
국내표준개발
표준화 로드맵 및 전략 마련
국제전문가 표준인력지원

'15~’25

ETSI NFV

- IMT-2020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규격 개발

- NFV기반 슬라이스 가상화 기능 관
리 기술

5G포럼

참여기업/기관/학계

'15~’25

'15~’25

국내
대응

ITU-T SG13

- 핵심 기술 백서 작성
- 최신 표준기술을 산업체 전파 및 협력
유도

- 핵심 기술 및 표준 IPR 확보
- 국제표준 기고 활동

'15~’25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3GPP는 5G Rel-17 규격 개발을 마무리하고 5G Rel-18 규격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
ETSI NFV에서는 5G를 위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지원 관련 표준 개발을 완료하였음. ITU-T
SG13은 IMT-2020 네트워크 슬라이싱 표준 개발을 진행하여 기본적인 규격에 대한 표준작업
완료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 IMT-2020 표준화그룹
등에서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관련 규격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3GPP
규격보다는, 보다 넓은 범위의 유무선통합망, 가상망 중심의 광범위한 규격개발을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SA내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Rel-17 규격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Rel-18에 포함될 버티컬 융복합 산업을
위한 네트워크 슬라이스 고도화 작업 등 신규 표준화 아이템에 대한 제안 및 논의 작업에
대응 필요. 이와 동시에 NFV 기반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에 대한 표준화가 ETSI NFV를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련 프로토콜 기술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
<표준화 계획>
- 5G 네트워크 기술 표준개발을 추진하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과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가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에 신설되어 5G 네트워크 기술 관련한
표준현황 논의 및 3GPP, ITU-T, ETSI NFV 기구 등에 대한 표준화 활동 대응 중이며, 네트워크
슬라이싱 확장 기술 등에 대한 국내 표준개발 계획 중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과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의 주도로 3GPP 규격의 개정 및 변경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규격 개정 요구가 있을 경우 국내 기업․기관․학계 간 공조를 통해 국제표준에
대응하는 신속한 국내 표준 제정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5G 시스템 Rel-18 규격 개발에
따른 이질적인 특성의 서비스를 특화된 가상의 전용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에 대한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5G 기술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코어망 기술에 적용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그리고 코어망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기술 결과물에 대해 표준특허 항목을
도출하고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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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
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SA/CT/RAN,
IETF, BBF

국내
참여
업체/
기관

LG전자,
삼성전자,
ETRI, KT,
LGU+ SKT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이동통신 네트
워크 PG,
5G포럼

(미국) Qualcomm/Apple,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Z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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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lcomm/Intel/모토롤라,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ZTE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5G 이동통신 표준화가 본격 진행되어 Rel-15 첫 규격 완료이후, Rel-16 규격에서 기본적인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규격 완료. 특히 Rel-17에서는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다양한 5G 고도화 서비스를 위해 표준 기술 적용을 고려 할 수 있으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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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3GPP는 5G Rel-16 규격 개발을 마무리하고, Rel-17 규격 개발 중. Rel-17 규격에 후보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기술로 논의되고 있는 프로토콜에 대한 작업도 IETF에서 규격 작업이 병행 될 예정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 (적극대응)) 3GPP SA, CT, RAN에서 진행될 예정인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고도화 기술에 대한 솔루션 논의 및 프로토콜 규격 작업에 적극 대응이
필요
<표준화 계획>
- 5G 네트워크 기술 표준 개발을 추진하는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 현황 논의 예정. 필요시 국제표준화 회의 대응 및 국내 표준 개발 계획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논의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활동,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국제표준 준용, 사실표준 준용)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의 주도로 3GPP 규격의 개정 및 변경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국제표준에 대응하는 국내 표준 제정 또는 준용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5G 시스템 Rel-16,
Rel-17로 고도화하는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에 대한 정교화 고도화를 목표로 표준 기술의
세부 상세 프로토콜 적용에 대한 표준 특허 재설계 필요

- 5G 기술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에 대한 상용 개발
및 표준 특허 개발, 국제표준 반영의 병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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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병행)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
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SA/CT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 U+,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
5G포럼

(중국) Huawei, (핀란드) Nokia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중국) Huawei, (핀란드) Nokia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기술 표준은 다량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을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의 입/출력 인터페이스와 이를 통한 데이터 분석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5G의
도입이 예상되는 다양한 버티컬 분야에서 최적화 및 자동화를 위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표준 기술임.
따라서 국내 5G 기술개발 결과물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수정하여 올해는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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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 SA/CT

국제
표준화

-

NWDAF 기반 연합학습 및 추론 지원 기술
NWDAF 분산 계층 지원 기술
NWDAF 로밍 및 데이터 보안 기술
AI/기계학습 서비스지원 5G네트워크 구조확장 기술

'15~’25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

국내
대응

-

3GPP 국제 표준화 대응
국내표준개발
표준화 로드맵 및 전략 마련
국제전문가 표준인력지원

'15~’25

5G포럼

참여기업/기관/학계

- 핵심 기술 백서 작성
- 최신 표준기술을 산업체 전파 및 협력
유도

- 핵심 기술 및 표준 IPR 확보
- 국제표준 기고 활동

'15~’25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3GPP는 5G Rel-17 NWDAF 기능의 규격 개발을 완료하고 분산 NWDAF 기능을 포함한
AI/ML 학습 및 추론 적용 기술에 대한 확장 규격들을 5G Rel-18 규격에서 다룰 예정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SA내 5G Rel-17 TS
23.288 규격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Rel-18에 포함될 다양한 버티컬 융복합
산업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신규 표준화 아이템에 대한 신규 제안 및 논의
작업에 적극 대응 필요.

<표준화 계획>
- 5G 네트워크 기술 표준개발을 추진하는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에 TTA 이동
통신 네트워크 PG(PG1103)에서 5G 네트워크 기술 관련한 표준현황 논의 및 3GPP 기구 등에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한 표준화 활동 대응 중이며, 특히, 3GPP NWDAF 표준기반의 국내 데이터 입출력 인터페이스
추가 요구사항 수집 등을 계획 중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의 주도로 3GPP TS 23.288
규격의 개정 및 변경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규격 개정 요구가 있을 경우
국내 기업․기관․학계 간 공조를 통해 국제표준에 대응하는 신속한 국내 표준 제정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5G 시스템 Rel-18 규격 개발에
따른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버티컬 환경에서의 데이터 수집 자동화 및 머신 러닝 기반
예측 시스템 기술 등에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5G 기술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5G 네트워크 자동화를 지원하는 개방형 데
이터 수집 및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 기술 소프트웨어에 대해 표준특허 항목을 도출하
고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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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버티컬 산업용 NPN 및 TSN 연동 기술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
화
기구/
단체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
5G포럼

국제

3GPP SA/CT,
IEEE 802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Qualcomm,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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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lcomm,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CMCC/Huawei/ZTE, (일본) NTT Docomo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2019년 5G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화 이후 버티컬 기업/산업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B2B 및 기업전용
5G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 증가. 특히 PLMN과의 연동 여부에 따른 비단독 및 단독 NPN, 그리고
TSN연동 버티컬 네트워크 기술 등에 대한 표준화가 3GPP Rel-16에서 1차 반영되었다. 이후, Rel-17에서
단말 Onboarding 및 Provisioning 기술 및 5G 시스템의 시간민감통신 (TSC) 및 시각동기화 외부 제공
기술 등에 대한 SI 및 WI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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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3GPP에서 5G 기반 버티컬 산업용 NPN 기술과 TSN 연동 버티컬 네트워크 기술의 표준화가
Rel-16에서 1차 반영된 이후, Rel-17에서 eNPN 및 IIoT Work Item을 통하여 추가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Rel-18에서 추가 확장 기능을 다루어질 예정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기구 활용(적극대응)) 단말 Onboarding 및 Provisioning 기술 등 버티컬 산업용
NPN 기술개발과 표준화와 5G 시스템의 시간민감통신 (TSC) 및 시각동기화 외부 제공
기술 등 5G 시스템과 버티컬 산업용 TSN 연동 기술 표준에 적극 반영 필요

<표준화 계획>
- 5G 포럼 등에서 버티컬 서비스 및 네트워크 요구사항 추가 도출하고, 5G 네트워크 기술
표준 개발을 추진하는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 (PG1103)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
현황 논의 예정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5G 국제표준 제정에 대응하는 국내 표준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내 기업/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제조사, 버티컬 서비스 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협업이 중요함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 범위 보완 전략) 3GPP Rel-17 표준 규격 완성에
근접함에 따른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필요하며 Rel-18 표준 규격에 대비하여 사업자
요구사항을 통해 기술개발과 동시에 관련 IPR 확보하여 5G 표준에 적극 반영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단말 Onboarding 및 Provisioning 기술 등 버티컬 산업용 NPN 기술과 5G 시스템의
시간민감통신 (TSC) 및 시각동기화 외부 제공 기술 등 5G 시스템과 버티컬 산업용 TSN
연동 기술의 사업자 요구사항을 통해 기술개발과 동시에 관련 IPR 확보하여 5G 표준에 적극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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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MEC 플랫폼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
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SG11/
SG13, OASIS,
ETSI MEC/
NFV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KT,
SKT, LG U+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클라우드
컴퓨팅
PG/CPS PG,
5G포럼

(미국) 인텔, (핀란드) 노키아, (중국) 화웨이, (독일)
Deutch Telecom

기술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인텔/엔비디아, (핀란드) 노키아, (중국) 화웨이,
기업
(한국/ 삼성전자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5G 이동통신 Vertical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과 가상화 인프라와 연계 되는 위한 후보핵심 기술로서
ETSI에서 표준화가 본격 시작되어 Phase 2의 표준화가 마무리 진행 중이며, 멀티 사이트의 ETSI NFV 피쳐와
엣지 노드 구성에 있어 레이어별 인프라가 연계하여 진행됨, (MEC 017) 이동성 관련 셀 간 핸드오버 시
어플리케이션의 핸드오버 트리거(MEC 018) 등의 표준화은 갱신, 서비스 지원 플랫폼 API가 추가 및
확장되어지고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어, Ver2021의 선도경쟁공략에서 V2022에서 선도경쟁공략 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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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계획>
- 5G 이동통신 Vertical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과 가상화 인프라와 연계 되는 위한 후보핵심
기술로서 ETSI에서 표준화가 본격 시작되어 Phase 2의 표준화가 마무리 진행 중 이며
Phase3 준비중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모델링 관점에서 OASIS 활동과
라우팅 관점에서 3GPP SA 활동을 연계하여 ETSI MEC의 진행방향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ETSI MEC Phase 2에 대한
적용 및 Phase 3에 대한 준비 필요, 서비스-기반 구조에 적용될 플랫폼 기능 외부 개방
및 서비스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등 신규 표준화 아이템에 대한 신규 제안 및 논의
작업에 적극 대응 필요. 이와 동시에 기능 가상화에 대한 표준화가 ETSI NFV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연계하여 MEC의 확장 구조가 제안됨에 따라 적극 대응이 필요
<표준화계획>
- 네트워크 Vertical 기술의 표준개발로서, 3GPP, ITU-T, ETSI NFV 기구 등에 대한 표준화
활동 연계 필요하나, 국내의 MEC에 대한 특별한 활동은 없으며, TTA 클라우드 컴퓨팅
PG(PG1003)에서 ITU-T SG13에서 분산 클라우드, SG11 Federated MEC를 통해 Edge
Computing 대응 중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의 주도로 3GPP 규격의
개정 및 변경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규격 개정 요구가 있을 경우 국내
기업․기관․학계 간 공조를 통해 국제표준에 대응하는 신속한 국내 표준 제정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5G 시스템 상의 MEC Phase 2
확장 규격 개발에 따른 서비스-기반 구조 기술과 이질적인 특성의 서비스를 특화된 가상의
전용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5G 기술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액세스, 코어망 구조 연계한 서비스 플랫폼 기술,
이동성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그리고 액세스, 코어망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기술
결과물에 대해 표준특허 항목을 도출하고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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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5G 엣지 컴퓨팅 지원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클라우드
컴퓨팅 PG/CPS
PG, 5G포럼

국제

3GPP RAN/SA,
ETSI MEC/NFV

국내
ETRI, 삼성전자,
참여
LG전자, KT,
업체/
SKT, LGU+, ITL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퀄컴/인텔,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중국) 화웨이, (한국)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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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 (핀란드) 노키아, (중국) 화웨이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5G 이동통신 Vertical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과 가상화 인프라와 연계 되는 위한 후보기술로서 ETSI에서
표준화가 본격 시작되어 Phase 2의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3GPP의 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음. 5G Core UP와
SMF/PCF의 인터페이스의 N4/N7 그리고 MEC Platform과의 인터페이스의 N5등이 진행되며, 본격적으로 5G
망의 기술로서 포함되는 중이라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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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계획>
- 5G 이동통신 Vertical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과 가상화 인프라와 연계되기 위한 후보기술로서
3GPP에서 표준화가 본격 시작되어 기존 ETSI 에서의 플랫폼 및 버티컬 표준화 이외의
RAN/CORE 연동한 기술 표준화가 진행 중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3GPP에서의 엣지 컴퓨팅이 관련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연계하여
3GPP SA와 ETSI MEC의 진행방향과 일치 시킬 필요가 있음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SA 연구에 대한 기술보고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서비스-기반 구조에 적용될 플랫폼 기능 부분의 ETSI MEC
부분과 중복 되어 지는 부분이 있음, 3GPP에서 새로 구성되고 있는 부분이 ETSI의 플랫폼
지원 부분을 포함하고, 5G 망의 RAN/CORE 연동에 있어 3GPP의 표준화 구간이 실제 상용화가
진행됨에 따라 구현시 준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짐, 이에 대한 대응 필요
<표준화계획>
- 5G 네트워크 Vertical 기술의 표준개발로서, 3GPP, ITU-T, ETSI NFV 기구 등에 대한 표준화
활동 연계 필요하나, 국내에서 삼성전자 등을 필두로 3GPP 표준에 따른 엣지 컴퓨팅에 대한
상용 장비에 적용이 예상
<대응방안>
- (사실표준 준용) 3GPP SA 규격의 개정 및 변경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규격
개정 요구가 있을 경우 국내 기업·기관·학계 간 공조를 통해 국제표준에 대응하는 신속한
국내 표준 제정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5G 시스템 상의 3GPP 규격 개발에
따른 서비스-기반 구조 기술과 이질적인 특성의 서비스를 특화된 가상의 전용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5G 기술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액세스, 코어망 구조 연계한 서비스 플랫폼 기술,
이동성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그리고 액세스, 코어망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기술
결과물에 대해 표준특허 항목을 도출하고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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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수용 | 병행) 5G 보안 프레임워크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
5G포럼

국제

3GPP SA,
GSMA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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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전략적수용 (Ver.2022, 신규)
5G 보안 프레임워크는 5G의 다양한 사용사례와 새로운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과

보안 검증을 위한 보안 보증 규격이 제정되었으며, 향후 Beyond 5G에 대한 진화된 기능에 대한
보안 표준이 지속적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표준화 개발은 미미한 상태로 전략적수용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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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3GPP SA3에서는 5G 네트워크의 보안 보증 요구사항 및 규격을 개발하였으며, 신규 서비스에
대한 개선된 보안 보증 방법 논의가 진행중
- GSMA에서는 3GPP SA3에서 개발된 5G 네트워크의 보안 보증 규격을 기반으로 요구사항
및 검증 방법을 개발할 예정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기초대응)) 3GPP 표준 대응을 위한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보안
관련 정책 및 산업계 요구사항을 3GPP SA와 GSMA에 반영

<표준화 계획>
- 현재 국내 표준화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활동, 사실표준 준용) 5G 포럼등의 국내 포럼에서
이동통신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TTA PG1103 이동통신 네트워크 PG를 통해 준용
가능한 사실표준을 전환 채텍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3GPP 및
GSMA의 보안 보증 프레임워크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정책기관, 인증기관, 평가/시험기관, 산업체 등 협력을 통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기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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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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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inated Multi-Point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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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Servic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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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Stat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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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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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to-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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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Connectivity

DSS

Dynamic Spectrum Sharing

DU

Distributed Unit

E-CID

Enhanced Cell ID

eLAA

enhanced Licensed Assisted Access

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

ETCS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FBE

Frame based equipment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IAB

Integrated Access and Backhaul

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IoT

Internet of Things

IPS

Intrusion Detection System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LAA

Licensed Assisted Access in unlicensed spectrum

LBS

Location Based Service

LOCSIP

Location in SIP/IP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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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HAP

Low Power High Accuracy Positioning

LPP

LTE Positioning Protocol

LTE-U

LTE in unlicensed spectrum

LWA

LTE-WiFi Aggregation

M2M

Machine to Machine

MCPTT

Mission Critical Push To Talk

MEC

Mobile Edge Computing

MEC

Multi-Access Edge Computing

MIMO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MLP

Mobile Location Protocol

MLS

Mobile Location Services

mMTC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s

MR

Mixed Reality

MTC

Machine Type Communications

MU

Multi-User

NESAS

Network Equipment Security Assurance Specification

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NPN

Non-Public Network

NSA

Non-Standalone

NTN

Non-Terrestrial Networks

NWDAF

NetWork Data Analytics Function

OASIS

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MA

Open Mobile Alliance

OTDOA

Observed Time Difference Of Arrival

RAN

Radio Access Network

RAT

Radio Access Technology

RedCap

Reduced Capability

RNIS

Radio Network Information Service

RTT

Round Trip Time

SA

Standalone

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

SBA

Service-Base Architecture

SCAS

Security Assurance Specification

SDN

Software Defined Network

SI

Study Item

SLP

SUPL Locatio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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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Organizing Network

SUPL

Secure User Plane Location

TDOA

Time Difference Of Arrival

TOSCA

Topology and Orchestration Specification for Cloud Applications

TS

Technical Specification

TSN

Time Sensitive Network

UAV

Unmanned aerial vehicle

UBS

UAV enabled base station

UDN

Ultra-Dense Network

UHD

Ultra High Definition

ULP

User Plane Location Protocol

URLLC

Ultra-Reliable Low Latency Communications

V2X

Vehicle-to-everything

VHF

Very High Frequency

VLC

Visual Light Communication

VR

Virtual Reality

WI

Work Item

XR

eXtende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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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AI/DATA 기술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지능이 컴퓨터로 모사될 정도로 세밀하고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인간 또는 컴퓨터를 비롯한 자동 기기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로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는 빅데이터 기술로 정의
¡ (인공지능) 인간이 사고 학습 추론하는 이해능력을 컴퓨터상에서 하드웨어 또는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데이터, 기계학습 딥러닝을 위한 뉴럴 모델링을 지원하는 머신러닝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고, 신뢰성, 윤리/사회적 관심/거버넌스를 고려함. 기계학습은 기계가 수학적
최적화 및 통계분석 기법을 기반으로 사람의 도움 없이도 데이터로부터 일정한 신호와 패턴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며 적합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일이며, 인공지능 기술은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인간과 기기 간 상호
작용,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자율자동차, 군사 민간용 로봇, 의료 및 치료에 광범위하게 적용됨
¡ (빅데이터) 기존의 관리 방법이나 분석 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정형 또는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집합 또는 이러한 데이터 집합을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시각화하는
정보통신 기술

< AI/DATA 기술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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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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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AI/DATA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기반기술로서 AI/DATA의 원천기술 및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표준 선점이 이루어짐. 국제 표준화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앞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기술과 객체인식 기술 등의 응용서비스에 대한 표준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표준 확산을 통한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경쟁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인공지능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화 추진
·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구성 및 기능에 대한 표준, 인공지능 개념 및 용어 정의 표준, 인공지능
라이프 사이클 관련 표준,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 관련 표준화 진행 중
-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인공지능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위험 관리 체계에 대한
표준화 추진
· 인공지능 시스템/서비스의 개발, 제공과 이용 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와 이에 대한 기술적
완화 조치 등을 포함한 관리 체계에 대한 표준이 2022년 제정을 목표로 표준화 진행 중
-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두 번째 표준인 Incremental NNC 국제표준 내용의 검증 추진
· 2022년 첫 번째 NNR 국제표준이 완성되고, 2021년부터 진행 중인 Incremental NNC 표준화가
검증단계를 거쳐 WD단계로 진행될 예정
- (머신러닝기반의 특징점부호화(VCM) 표준) 부호화 국제표준 압축모델에 대한 검증 추진
·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반의 특징점 부호화표준화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세부기술에
대한 검증평가 진행
-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 측면을 고려한 상세 가이드라인과
표준 개발 추진
· JTC1 SC42 인공지능 그룹에서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IEEE SA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P7000 시리즈가 다양한 주제로 진행 중
-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실시간 동시통역 상황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점의 요구사항과 세부
모듈별 기능 및 전체 시스템 구조에 대한 표준 및 기술 개발 추진
· JTC1 SC35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룹에서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의 세 개 파트인 동시통역 일반사항,
UI 요구사항 및 시스템 구조와 기능에 관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신규 MPAI 사실 표준화 그룹
에서는 개인화된 자동통역 시스템 표준화가 진행 중
-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스마트홈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
엔진의 프레임워크 구조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 엔진 내부의 기능모듈과 주변 기능 블럭과의 인터페이스 정의 표준화가 진행 중
-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데이터 오류를 줄이기 위한 데이터 프로파일링
규칙의 표준화 추진
·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데이터 품질진단을 위한 메타데이터 분석, 프로파일링 방법 등에 대한
정의 및 방법에 대한 표준이 개발 중
-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다양한 학습 활동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프로파일,
API 부합화 표준 개발
· 학습 데이터 측정 프레임워크(IMS Caliper) 표준화가 진행 중
-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데이터 품질 개요 및 프레임워크 정의 추진
·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 러닝을 위해 고려해야 할 데이터 품질 유형 및 데이터 생애주기에 따른
품질 특징 및 범위에 대한 표준 개발
· 데이터 생애주기에 따른 데이터 품질 프레임워크 개발
- (빅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표준)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 유통과 공유를 위한
데이터 카탈로그 메타데이터 표준 및 기술개발 추진
· ITU-T에서 데이터 카탈로그 메타데이터 표준에 데이터 서비스 개념 확장을 위한 표준 개정이 진행 중
-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 ISO/IEC 11179-3을 위한 SQL 기반 메타데이터 구현 모델 표준 기술
확보 추진
·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구현 레벨의 데이터 모델을 개발
중이며, 지속적인 표준화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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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 2024년

-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연합학습 구조의 인공지능 서비스 및 분산형/협력 프레임워크 표준,
ML 모델 및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설명 가능성 관련 국제표준화 추진 및 표준특허 확보
· 분산형 학습방식 등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딥러닝 네트워크의 엔드 엣지에서 분할/협력 수행에
대한 프레임워크 기술 이슈 검토 등 관련 표준화 진행 예정
-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두 번째 표준인 Incremental NNC 국제표준 내용의 CD단계 추진
· 2022년 Incremental NNC 국제표준의 WD단계를 거쳐 기술적인 상호 평가를 진행한 이후에 국제
표준의 CD단계로 진행될 예정
- (머신러닝기반의 특징점부호화(VCM) 표준) 부호화 국제표준 압축모델에 대한 제안 및 승인 추진
·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반의 특징점 부호화표준화 기술의 제안과 검토를 거쳐 우수제안 기술을
승인하는 단계 진행 예정
-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의 윤리 기준을 측정하는
윤리 평가 표준 개발 추진
· JTC1 SC42와 IEEE SA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표준화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한 표준 개발 예정
-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인공지능 기술의 종단간 적용을 통하여 복합지능을 활용한 자동통역 표준
및 기술 개발 추진
· JTC1 SC35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룹과 MPAI 사실 표준화 그룹에서 복합지능을 반영한 멀티모덜
개인화된 자동통역 표준화 진행 예정
-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엔진과
주변 기능 모듈간 입 출력 데이터 형식과 의미를 정의
· 스마트홈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 엔진의 프레임워크 구현을 위한 데이터모델, 메시지
플로우 표준화 추진 예정
-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다양한 학습 활동 데이터를 정의·수집·관리하고,
데이터를 공유, 통신 표준 및 기술 개발 추진
· 다양한 환경에서 수집되는 학습데이터의 상호운용성과 품질을 관리하는 학습분석 상호운용성(품질
관리) 표준 개발 계획
-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개발 완료 추진
· 데이터 품질 관련 예제 수집 및 정제 표준 제정 예정
· 데이터 생애주기에 다른 데이터 품질 프레임워크 보완 및 표준 제정 예정
- (빅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표준) 메타데이터 표준 개념 확장 표준 추진
· ITU-T에서 데이터 프로비넌스, 데이터 품질 등의 표준 개정을 추진
-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 메타데이터 관리를 추가적인 구현 모델 요구사항 정의
·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구현 레벨의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여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2024년 내에 개발을 완료할 계획

∼ 2026년

-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두 번째 표준인 Incremental NNC 국제표준 내용의 DIS단계 추진
· 2022년 Incremental NNC 국제표준의 CD단계를 거쳐 표준기술내용의 적합성과 기술보완을 진행한
이후에 국제표준의 DIS단계로 진행될 예정
- (머신러닝기반의 특징점부호화(VCM) 표준) 부호화 국제표준 압축모델에 대한 CD단계 추진
·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반의 특징점 부호화표준화 제안된 기술을 승인하고 표준기술 성능을 평가한
이후에 표준내용을 정리하여 CD단계를 진행 예정
-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스마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엔진의
동작 기능에 따른 메시지의 흐름을 정의
· 스마트홈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 엔진의 프레임워크 구현을 위한 데이터모델, 메시지
플로우 표준 완료 예정
-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다양한 학습 활동 데이터를 정의·수집·관리하고,
데이터를 공유, 통신 표준 및 기술 적용 및 특허 확보 추진
· 학습자의 학습 환경, 학습 수준, 학습 성향을 인지하는 지능형 학습 분석 플랫폼 기술 및 표준
개발 계획
-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데이터 품질 신규 표준화 항목 도출 및 추진
· 데이터 품질 거버넌스, 데이터 품질 시각화 관련 표준 요구사항 도출 등 추진
-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 ISO/IEC 11179 개정에 따른 구현 모델 개정 추진
·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구현 레벨의 데이터 모델의
개정 수요에 따라 개정 작업을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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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인공지능 분야의 데이터 처리기술,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학습모델을 기반으로 프레임워크
기술, 인공지능 모델 및 시스템에 대한 평가,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설명 가능성, 인공
지능에 대한 사회적 윤리 및 신뢰성 관련 기술들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통해 핵심 국제
표준개발 경쟁력 확보가 중요
· 5G, IoT, 자율주행자동차, 메타버스, 의료정보 서비스, 지능형 로봇, 지능형 퍼스널 어시스턴트 등
타 산업 연계 융복합 지능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지, 추론, 학습 및 판단 등 인공지능
응용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 및 표준화 리더십 확보
· 빅데이터의 IPR 및 표준화를 선점하고 국내 산업체 보급 및 상용화를 통하여 도메인별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SW 서비스 및 플랫폼 분야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차세대 SW 산업 강국 도약의 교두보 마련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성장 동력으로 D.N.A.(Data, Network, AI) 기술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공식표준화 기구인 ISO, JTC1, ITU-T와 사실 표준화 기구인 W3C
등에서 치열한 표준화가 진행 중으로 국내 상황을 반영한 빅데이터 수요자 중심의 기술
표준화 추진을 통하여 국내 데이터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을 증진
· 빅데이터의 수요자 중심의 기술 표준화 추진을 위하여 기술·제품에 대한 개방형 표준규격
개발 및 제품 간(HW, SW 솔루션 등) 호환성 제공으로 국내 빅데이터 활성화와 국제
표준화를 통한 기술경쟁력을 확보
· 데이터 기반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규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논리/구현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빅데이터
분야의 저장 관리 기술 경쟁력을 확보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표준기술을 보급함으로써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확보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관련 제품과 서비스 수출 확대에 기여
· 데이터 분석·가공 업체들이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통하여 공개되어 있거나 적정한 가격
정책에 의하여 판매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정보들을
포함하여 처리·가공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적 증가를 견인
· 수요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취사선택하고, 활용 목적에 따라 어떠한 부가적인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에
가장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데이터 전처리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
· 데이터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통한 품질 제고와 데이터 품질 기준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공개 또는 판매토록 유도하여 고품질의 인공지능 데이터 시장을 견인
· 국내 중소 또는 중견 기업에게 메타모델 레벨이 아닌 보다 구체화된 구현 레벨의 데이터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또는 서비스 개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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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인공지능 기반의 범죄예방 및 국민 안전 강화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생활 편의 증진, 고령화 시대 노인 돌봄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국민 행복 증진 도모
· 무분별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라 발생 가능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편향성 등에 대한
판단 근거 확보를 통하여 무분별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 차단
· 국내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
· 건강, 교통, 의료, 교육 등의 공공 데이터 제공을 통한 사용자의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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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AI/DATA Ver.2022 표준화항목 >
표준화 항목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본 개념 및 용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의 구성 및 기능 관련 표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 및 관련 용어 정의
표준
-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의
구성 및 기능

JTC1
SC42

③

O

인공지능 시스템과 서비스의 개발 및 도입 시 발생
인공지능 위험 관리 가능한 위험 요소들의 관리를 위한 지침 표준
체계 표준
- 인공지능 위험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가이드
- 인공지능 위험 관리 절차 요구사항

JTC1
SC42

②

O

멀티미디어 기반의 딥러닝 학습모델의 효과적인
압축을 위한 인공지능 신경망 압축 및 표현(Coded
representation of Neural Networks) 표준 기술
- 멀티미디어 인공신경망 압축모델
- 여러 개의 연합훈련 인공신경망 압축모델

JTC1
SC29

⑤

O

5G시대의 스마트시티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기반의
머신러닝기반의
영상특징정보를 효율적으로 부호화(Video Coding
특징점부호화(VCM) for Machine)하는 국제표준기술
표준
- 자율주행을 위한 영상특징표현
- 감시카메라의 영상특징표현 부호화

JTC1
SC29

⑤

O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인공
지능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인공지능 시스템이 준수해야 되는 윤리성에 대한
JTC1
가이드라인
SC42,
- 인공지능 데이터의 윤리적 규제 정의
IEEE SA
- 학습 알고리즘의 윤리적 인지 및 판단 규정

②

O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강연이나 회의 등에서 활용되는 연속된 자유 발화에
대한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기술
- 실시간 동시통역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표준 정의
- 실시간 동시통역을 위한 요구사항과 기능구조
정의

JTC1
SC35,
MPAI

④

O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효과적인 홈 에너지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프레임
워크를 정의
- 효율적인 홈 에너지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기능
프레임워크
- 홈 게이트웨이, 홈 에너지 관리모듈, 전력사용
기기, 전력측정기 등과의 인터페이스 정의

JTC1
SC25

③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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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표준화 내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인공지능 신뢰성
표준

인공지능 시스템의 신뢰성 제공을 위한 기술적 특성
제시
- 인공지능 시스템의 신뢰성 제공을 위한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 방법 정의
- 인공지능이 적용된 안전 시스템에 대한 기능안전
적용 방안 가이드

JTC1
SC42

①

X

뉴럴 네트워크의
견고성 표준

뉴럴 네트워크가 보장해야 되는 견고성 특성 및
요구사항 제시
- 뉴럴 네트워크 견고성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정의
- 뉴럴 네트워크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 견고성
관련 요구사항 정의

JTC1
SC42

②

X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제어가능성, 보안 확보, 안전
보호, 책임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거버넌스 - 인공지능 사용 기관의 관리 조직에 대한 지침,
표준
권고 표준
- 인공지능의 현재, 미래 사용에 대한 거버넌스,
조직 자체에 미치는 영향

JTC1
SC40/
SC42

③

X

사용자와 기계간의 감성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지능정보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 감성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프레임워크 정의
- 감성 기반 시스템의 요구사항과 주요 모듈 기능과
인터페이스 정의

ITU-T
SG16,
JTC1
SC35,
MPAI

④

X

컴퓨터와 인간이 음성 대화로 자연스럽고 쉽게
상호작용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술의 표준화
음성대화시스템 표준 - 사람과 기계와의 대화형 음성 인터페이스 정의
- 멀티 모달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대화
시스템과 주요 모듈 정의

ITU-T
SG16,
JTC1
SC35,
MPAI

③

X

연합학습 구조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한
요구사항 및 분산형/협력 수행을 위한 프레임워크
표준
연합학습 구조의
- 분산형 학습방식, 탈 중앙제어 환경에서의 네트
인공지능 서비스 및
워크 구성 및 로컬 모델 업데이트 등에 대한 요구
분산형/협력
사항 정의
프레임워크 표준
- 딥러닝 네트워크를 엔드 엣지에서 수행하기 위한
분할 수행 및 협력 수행에 대한 기술적 프레임
워크의 기술적인 이슈 검토(성능 이슈 등)

ITU-T
SG16/
SG20

②

X

감성 기반 UI 표준

17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표준화 항목

빅데
이터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적용 관련하여
인공지능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인공
어플리케이션
지능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를 기술
가이드라인 및
-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이해당사자 및
라이프 사이클 표준
역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의
- 인공지능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 정의

JTC1
SC42

①

X

머신러닝 기반의 자동 분류 기술의 성능을 평가하는
머신러닝 기반 자동 방법 표준화
분류 기술 성능 평가 - 머신러닝 기반 자동 분류 task 및 데이터 정의
표준
- 자동 분류 task 별 성능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정의

JTC1
SC42

⑥

X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데이터 품질진단을 위한
메타데이터 분석, 프로파일링 방법 등에 대한 정의
- 데이터 품질진단 기본 개념 및 구조 정의 표준
데이터 프로파일링 - 데이터 품질진단을 위한 메타데이터 분석, 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
프로파일링 및 테스팅 방법
품질진단 표준
- 데이터 품질진단 방법에 따른 가이드라인 정의
표준
- 데이터 품질진단 기능 설명을 위한 유스케이스
및 양식 정의 표준

ISO
TC184
SC4,
JTC1
SC32

①

O

JTC1
SC36,
다양한 학습 활동 데이터의 수집·저장·관리 표준
IMS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프로파일
및 데이터 수집 표준 - 데이터를 수집·전송하기 위한 SensorAPI 기술 Global,
IEEE
표준
LTSC

⑤

O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정의를 위한 표준 개요
- 데이터 품질 관련 표준 용어 정의
- 데이터 품질 개념
- 데이터 품질 예제

JTC1
SC42

①

O

빅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표준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 공유를 위한 메타데이터
(데이터 카탈로그)의 정보 확장을 위한 개념모델
정의
- 데이터 프로비넌스 개념 모델
- 데이터 품질 개념 모델
- XML, RDF, JSON-LD 프로파일

ITU-T
SG13

④

O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

메타데이터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를
일관성 있게 저장할 수 있는 SQL 기반 데이터 모델
-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메타모델의 한계 및
활용성 향상 방안
-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메타모델을 위한 관계형
데이터 모델 정의

JTC1
SC32

④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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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표준화 내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효과적인 개발, 관리,
기술적 통합을 위하여 조직 관점에서 개발 절차를
빅데이터 분석을
정의하고 각 절차에 따른 관리 프레임워크를 정의
위한 프로세스 관리
-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절차 참조 모델
프레임워크 표준
-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절차 평가 모델 및
성능 지표

JTC1
SC42

②

X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및 가이드
표준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설정,
구현,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과 가이드 제공
- 품질 관리 개요 및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사양 및 관리
- 프로젝트 의존적 품질 관리

JTC1
SC42

②

X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측정
표준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모델,
데이터 품질 측정 및 측정된 품질에 대한 리포팅
가이드라인을 제공
- 데이터 품질 특성
- 데이터 품질 프레임워크
-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기반 데이터 품질 측정 및
리포팅

JTC1
SC42

⑥

X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절차
프레임워크 표준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조직의 데이터
품질 관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지침 제공
- 지도/비지도 학습을 위한 데이터 품질 절차
프레임워크
- 반지도/강화 학습을 위한 품질 절차 프레임워크

JTC1
SC42

②

X

빅데이터 분석 시 구조와 포맷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빅데이터 매쉬업을
통합하는 절차 및 기능 요구사항, 유즈케이스를 제공
위한 기능 요구사항
- 빅데이터 통합 개요 및 절차
표준
- 빅데이터 통합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ITU-T
SG13

②

X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내부 콘텐츠의 심층 분석에
빅데이터 활용 보안
적용하는 사례기반의 요구사항 도출
기능 요구사항 표준
- 빅데이터 활용 보안 유즈케이스
- 기능 요구사항

ITU-T
SG13

②

X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내부 콘텐츠의 심층 분석에
빅데이터 활용 보안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아키텍처 표준
- 시스템 공통 아키텍처
- 공통 기능 정의

ITU-T
SG13

③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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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관리 및 제어에
빅데이터 기반
적용하는 사례기반의 공통 요구사항 도출
네트워킹(bDDN)
- 빅데이터 활용 네트워킹 유즈케이스
기능 요구사항 표준
- 기능 요구사항

ITU-T
SG13

②

X

빅데이터 기반
네트워킹(bDDN)
아키텍처 표준

빅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의 관리 및 제어를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 시스템 공통 아키텍처
- 공통 기능 정의

ITU-T
SG13

③

X

데이터 거버넌스
표준

협력 당사자 간 공유하는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표준
-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용어
-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성명서 작성
-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설명의 교환을 위한 구문

ISO
TC184

②

X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양식 표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한 양식의 표준
- 수집 및 제공의 목적 표준
- 수집 및 제공시 항목 표준

JTC1
SC27/
SC32

⑤

X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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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인공지능 분야는 JTC1, ITU-T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빅데이터 분야는 JTC1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을 포괄하는 데이터 품질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ITU-T
SG13에서 빅데이터 유통 및 공유, 데이터 이력관리 관련 표준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이와
관련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항목 위주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인공지능 서비스의 핵심 요소인 머신러닝의 학습 과정과 개념구조를
위한 표준으로 딥러닝 등을 활용하는 현대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반 표준으로 활용되는 표준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산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고려사항,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증가.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인공지능 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 시 고려해야하는 위험 요소들과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표준 및 인공지능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등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인공지능 정보 압축 기술에서 서버와 단말기간의 모델파일 및
응용 데이터의 전송량이 증가함에 따라 딥러닝을 통해 학습된 모델파일의 크기를 최소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딥러닝 학습방법의 가장 효율적인 압축 기술을 목표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머신러닝기반의 특징점부호화(VCM) 표준) 인공지능 핵심기술에서 생산되는 대량의 영상
데이터 처리방법은 실시간 처리나 사람이 제어하는 과정에서 영상처리 지연시간과 시스템
측면에서 비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기계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영상을 이해하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머신러닝(기계학습)으로 비디오 소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대표적인
응용사례로 자율주행이나 객체인식 서비스의 제품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머신러닝용
비디오 부호화가 국제표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관련 윤리와 사회적 관심의 표준화는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
표준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글로벌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을
활용하여 온라인 회의나 세미나, 웹/모바일 콘텐츠 등을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언어장벽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스마트홈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이 중요해짐에 따라 인공지능 기능 구현을 위한 프레임워크, 데이터모델, 메시지 플로우에
대한 표준 개발이 필요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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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데이터 프로파일링은 정형 텍스트 데이터
및 비정형 콘텐츠의 메타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에 활용되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품질과 관련된 현상을 파악하는 절차로서 데이터 소스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구조, 내용, 품질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는 절차. 즉,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으로 데이터
품질 문제를 이슈화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커질수록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품질진단 표준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데이터 프로파일링에 대한
표준을 진행 중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포스트 감염성 질병(COVID-19 등) 시대에
학습분석,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에듀테크 기술이 뉴 노멀 시대에 새로운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분석 서비스 기술이 진화 발전되면서
다양한 학습 활동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전송, 저장하는 표준의 중요성점점 높아지고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학습 과정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품질은 분석 결과물 또는 모델의 품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GIGO)로써, 데이터 전처리, 레이블링 등의 과정이 분업화되어가는
빅데이터/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사전에 데이터의 품질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식별, 활용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표준화 요소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빅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표준)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데이터의 유통이 원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참여자가 신뢰할 수 있는
빅데이터 카탈로그 메타데이터 표준이 구축되어야 함. 기존의 메타데이터 표준이 정적인
데이터셋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 향후에는 동적인 데이터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로서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이 주목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배가됨. 메타데이터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표준으로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가 있으나 메타모델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 클래스 간 관계성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구현하여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따라서 구현 레벨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 개발을 통해 해당
분야 기술을 선도하고 국내 관련 기술의 성장 촉진 등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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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기존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로봇 3개의 분과가 상호 연계성 및
융합적인 지능 서비스 신규 창출을 위해 지능정보 분과로 통합되었으며, 인공지능 분야는
표준 개발이 완료된 머신러닝 데이터 구축 표준을 삭제하고 표준개발이 시작되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인공지능 개념 및 용어 정의 표준, 인공
지능 경량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표준을 신규로 추가. 빅데이터 분야는 전년도 표준화 항목
중 표준 개발이 완료된 2건(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기능 및 아키텍처, 빅데이터
프로비넌스 요구사항)과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는 2건(빅데이터 품질측정 및 관리 모델,
IoT 기반 빅데이터 품질관리)을 삭제
- Ver.2021(2020년)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및 기술이 고도화 및 개인화 되고 있으며, 국제
JTC1 SC29/SC35/SC36/SC42 및 ITU-T SG13/SG16/SG20에서 표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
머신러닝 기반의 특징점 부호화(VCM) 표준과 IEEE 및 JTC1 SC42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에 대한 이슈가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추가되었고, 전체 9개의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진행. 빅데이터 분야는 전년도 표준화 항목 중 표준 개발이 완료된
1건(빅데이터 환경을 위한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 및 개념 모델 표준)이 삭제되었으며, 2건의
신규 표준화 항목(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을 추가
- Ver.2022(2021년)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이 활발하고 진행되고
있으며, 자율주행의 응용과 스마트 홈 등 응용서비스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서비스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동향도 기존의 인공지능 프레임워크나 정의, 시스템에
대한 기반기술 표준에서 응용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한 타 기술과 융합되는 국제표준이 진행 중.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1개가 신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추가되었고,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표준과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 2개의 신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추가
<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 Ver. 2022 신규항목
구분

인공지능

Ver.2020

Ver.2021

Ver.2022

인공지능 개념 및 용어
정의 표준

인공지능 개념 및 용어
정의 표준

-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

머신러닝기반의
특징점부호화(VCM)표준

머신러닝기반의
특징점부호화(VCM)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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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빅데이터

Ver.2020

Ver.2021

Ver.2022

클라우드 기반
머신러닝 서비스 표준

클라우드 기반
머신러닝 서비스 표준

-

인공지능 경량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표준

인공지능 경량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표준

-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

-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빅데이터 참조 구조 표준

빅데이터 참조 구조 표준

-

빅데이터 환경을 위한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 및
개념 모델 표준

-

빅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표준*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

-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

¡ 기술간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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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DATA 기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인공지능 위험요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 인지를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기술이 개인정보의 접근하는 것에 대한 윤리 및 사회적
관심 국제표준도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다. 인공지능기술이 사람의 통제를 통해 클라우드에
접근하는 것과 사람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접근 모두 접근 권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접근할 수 있는 수많은 데이터에 대하여 접근방법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서비스 사업자가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AI/DATA 기반 스마트헬스 서비스) 스마트 헬스 표준에서 인공지능기반 스마트헬스 응용
표준은 의료현장의 광범위한 의료 빅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으로 개인용 헬스 디바이스들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집된 운동 정보와 함께 연령, 직업, 생활 패턴 등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을 하여 개인에게
맞는 운동, 식이 등에 대한 정보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데이터는 다양한 메타
데이터의 형태로 프로토콜을 구성하고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여 국제
표준기술을 통하여 스마트 헬스 서비스에 사용하게 된다.
- (AI/DATA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 인공지능 기술은 농수산물 생산 전주기 단계에서 데이터
수집하여 작물 재배, 전사적 작황 관리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수산물과 관련된 데이터의 품질을
진단하고, 수집 및 제공을 통한 기준을 설정 및 국제 표준화를 통해 스마트팜 서비스에
사용하게 된다.
- (AI/DATA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스마트 시티의 세부 도메인별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하고, 세부 기능 도메인별로 요구되는 데이터 자원들의
필요에 따라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전달하거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정하고, 데이터 품질향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수 있다.
- (AI/DATA 기반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인공신경망 표현포맷 표준의 내용은 인공신경망의
알고리즘의 최적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용량의 영상 및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공신경망 모델
파일을 생성하면 이 모델파일의 압축률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국제표준을 정하는 내용이다.
전송하고자 하는 인공신경망 모델파일의 압축률을 향상시켜 전송망의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용량의 보안영상 및 자율주행관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압축할 수
있는 핵심 기반 표준기술로 신경망 표현 포맷 표준기술이 인공지능 기반 보안서비스와
자율주행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고, 인공신경망 포맷의 호환이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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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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 발표(202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성능 컴퓨팅 지원’을 추진하여 대용량 컴퓨팅 환경 구성이 어려운
중소·벤처 기업 및 학교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력을 향상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202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하여 개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도입하여 참여 인력의 경력개발 및 안정적 고용을 유도함(202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사람과 의사소통 가능한 인체 외부의 인공두뇌를 의미하는
‘엑소브레인(Exobrain·외뇌)’ SW 개발을 위하여 총 3단계(4년·3년·3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 시작(2020.5)
- 정부합동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서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2019.12)
- 대통령 ‘AI 기본구상’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결정체인 AI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가적 역량 결집의 계기를 마련(2019.10)
- AI 정책포럼은 2019년도에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법제도와 윤리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럼 추진(2019.10)
- 방송통신위원회는 나날이 중요성이 커지는 인공지능(AI)과 이를 활용하는 사회에 대비해
사람 중심과 투명성, 책임성과 안전성, 차별금지 등 AI 개발기업과 이용자가 지켜야 할
원칙을 담은 AI 윤리 원칙을 발표(2019.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분야 등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서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산업 혁신성장 방안 간담회’를 개최(2018.4)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2018년도 정부연구 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제시(2017.6)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고된 2017년도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신규지원 과제를
통하여 4차산업 혁명을 주도할 AI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언어, 시각, 음성 및 차세대 핵심기술
연구를 위한 지원을 진행(2017.6)
[빅데이터]
-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발전과 서비스의 확산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을 발표하고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들이 시장에 안착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과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을 심의 확정(2021.6)
-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부상하고 세계 각국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에 따라 데이터의 가치 있는
활용을 목표로, 국가 데이터 정책의 기본방향을 공급자 편의가 아닌 기업과 시장 중심,
국민을 배려하는 사람과 서비스 중심, 개별 정책보다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중심으로
설정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제시(202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하여 개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도입하여 참여 인력의 경력개발 및 안정적 고용을 유도함(2021.3)
- 교육부는 대학 원격 수업을 지원을 위한 ‘대학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 개통(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11)
- 정부합동으로 한국형 뉴딜 정책을 통해, 비대면 산업(인공지능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육성 추진 계획 발표(2020.5)
-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재정비하여
개인정보, 가명정보의 정의, 가명정보의 이용 및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법률 일원화를 개정(2020.1)

18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구분

주요 현황
-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가치사슬(구축, 유통, 활용) 내 시장형성이 미진하고 선진국과
인공지능 기술 격차가 크기 때문에, 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별 육성전략과 융합촉진을 위한
정책마련 추진(2019.1)
- 4차산업 혁명위원회는 데이터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하고, 혁신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면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제시(2018.6)
- 4차산업 혁명위원회는 마이데이터 先도입, 원시데이터 전방위 구축·개방, 데이터 안심 존
구축을 위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발표(2018.6)
-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31억 규모의 ‘2018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선도사업(실증확산)’ 7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2018.4)
-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12억 규모의 ‘2018 빅데이터 전문센터
구축 지원사업’ 3개 센터 선정 추진(2018.4)
-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산업 발전 등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위한 I-KOREA 4.0 : ICT
R&D 혁신전략 발표(2018.1)
-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확산을 위한 39억 규모의 ‘20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12개 과제 선정해 시범사업 추진(2017.6)

미국

[인공지능]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은 국가 인공지능 연구자원 태스크
포스(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Resource Task Force)를 공동으로 출범하여,
연방 자문 위원회 역할과 동시에 모든 과학 분야의 AI 연구원과 학생들에게 계산 자원,
고품질 데이터, 교육 도구 및 사용자 지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공유 연구 인프라인
국가 AI 연구 자원(National AI Research Resource)의 구현 로드맵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2021.6)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국장을 내각 수준으로 승진하고 저명한 사회학자를
부국장으로 임명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 진보를 위한 차세대 전략을 수립 중(2021.1)
- 행정부는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규제에 관한 가이드를 제시하여 산업 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2020.1)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서는 R&D와 인력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민간의
자생적 경쟁력을 높이고, AI 투자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을 미국 행정부에 제안(2019.2)
·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차세대 R&D 및 군사안보 분야 활용에 중점
- 행정부는 2019년도 AI R&D 예산을 우선 추진하여 머신러닝 및 자동화 시스템을 강조하는
지침 제공(2019)
- DARPA는 최근 웹에서 상식적 지식을 학습하는 기계 상식추론(Machine Common Sense)
프로젝트에 착수(2019)
- DARPA는 AI Next Campaign 통해 High Performance AI(현재 기계학습의 한계 극복 주제)
2개 프로젝트, Trustworthy AI(AI 신뢰성 확보 주제) 프로젝트 4개, Open-World
Problem(복잡한 실세계 문제 해결 주제) 4개 프로젝트,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beyond
Narrow AI) 1개 프로젝트 착수(2018∼2023)
[빅데이터]
- 미국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주 정부는 국세청(IRS) 데이터와 고용데이터로 빅데이터
마이닝(mining) 분석을 통해 새로운 세원과 미납세금 확인(2020.12)
- 데이터 비전, 원칙, 과제 등을 제시하는 ‘미국 연방 데이터 전략 시행 계획(Federal Data
Strategy 2020 Action Plan)’ 발표(2019.12)
- 행정부는 ‘빅데이터 R&D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빅데이터 7대 R&D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여 미래 빅데이터 환경 변화에 대응(2016.5)
- ‘빅데이터 R&D 전략 계획’의 후속조치로 사회문제 해결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지역 혁신 허브화를 추진(2016)
- 미국 전역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권역별로 허브를 구축하고(2015년 11월) 지역
허브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 비영리법인,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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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인공지능]
- 일본 정부는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을 포함한 범부처 전략으로 산업 활력 제고 및
저성장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AI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AI 응용인재
年 25만명, 고급인재 年 2,000명 및 최고급인재 年 100명 양성(2019.3)
· 산업경쟁력 확보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인식
- 일본 정부는 AI, 로봇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 거점 도시 내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화 추진. 지방으로의 기관 유치 추진(2019)
- 총무성, 문부과학성 및 경제 산업성 연계의 인공지능 기술전략회의를 2016년 설치하였고,
2017년도 AI 정책의 액션 플랜으로서 ‘AI 산업화 로드맵’을 발표(2017)

일본

유럽

[빅데이터]
- 생산향상 특별법(2018.6)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산업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해 공공·민간 통합 데이터 포털을
구축(2020.8)
- 재무행정, 경제, 사법, 안전, 교통, 인구,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17개 분야 총 2만 5,000개의
데이터 세트가 등재되어 있으며, 메타데이터를 종류별로 일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2019.6)
- 일본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정(認定)데이터뱅크 제도 추진 예정. 이를 통해 데이터 공유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 도모(2018.6)
- 일본 총무성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인 빅데이터 처리 기술 도입 추진 사업’을 실시하고,
인공지능 및 로봇프로세스 자동화(RPA) 도입 보조금을 제공(2018.6)
- ‘데이터 활성화 전략’(2012년)을 발표하고 데이터 개방과 활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민 데이터 활용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데이터 활용 정책을 본격 시행(2018.6)
- 개인정보를 삭제한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2차이용(상품, 서비스 개발) 및 제3자 판매가
가능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호호법 개정(2017.5)
- 일본 정부는 ‘미래투자전략’을 수립하여 빅데이터를 ICT 융합 활성화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
이노베이션 벤처를 탄생시키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하여 빅데이터 산업에 집중 투자 지원
추진(2017)
- 경제산업성에서는 경제 균형발전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하여 비장 빅데이터 체계
구축사업 개시(2016)
[인공지능]
- OECD에서는 신뢰가능한 AI를 위한 일반 원칙과 정부 정책 권고사항을 제안(2019)
- EU에서는 AI 고위전문가 그룹에서 작성한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2018)
- 세계경제포럼(WEF)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국제민간회의로 첨단 기술을 위한 정책
지침을 논의, 연구하기 위해 6개의 ‘4차산업 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블록체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 정밀의료 분야를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고 지침을 마련해
규제기관들을 지원할 예정(2019.5)
- 영국(AI Sector Deal) 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 글로벌 기업 유치, AI 환경구축, 인력양성
등 AI 관련 5개 분야별 정책을 제안(2018.4)
· 민간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AI 인재양성 및 비즈니스 환경조성에 투자 집중
- 프랑스 정부가 스타트업,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향후 5년간 15억 유로(약 1조 9,550억 원)를 투입한다고 발표(2018.4)
- 프랑스(AI 권고안) AI는 미래 디지털경제 핵심으로서, AI 강국과 경쟁하고 AI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데이터 및 AI생태계 조성, 전략 분야의 산업화
및 직업 고용, 윤리 등의 문제 해결 추진(2018.3)
- Horizon 2020의 SPARC 프로그램을(2014∼2020) 도입하여 로봇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개발
진행 시작(2018)
· 산업경쟁력 확보, 사회문제 해결과 더불어 일자리 변화 대응을 포함
- EU 6대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Human Brain project’를 추진(201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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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빅데이터]
- 영국은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 개방 등 데이터가
가져오는 기회와 도전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 데이터 전략발표(2020.9)
- EC는 향후 5년간 실행될 EU의 데이터기반 경제 정책방향 재정립 및 세부 전략 구체화를
위한 데이터 전략(European Strategy for Data) 발표(2020.2)
- 독일, 프랑스 주도로 유럽 500여개 기업 기관이 참여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인프라
프로젝트 가이아-X(GAIA-X) 추진(2019.10)
- 영국 교육부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효율성과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에듀테크 전략 발표(2019)
- 디지털 경제의 혁신과 데이터 활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럽 단일 데이터 공유
스페이스(common European data space) 계획’ 발표(2018)
- 유럽 내 47개 주요 교통, 물류, IT 관련기업 및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1,870억 유로의
예산으로 Transforming Transport 프로젝트를 추진(2017)
[인공지능]
- 교육부는 19개 대학이 지능공학 학과를 추가로 개설했다며 앞으로 5년 동안 AI 관련
500명의 대학교수와 5천명의 학생을 훈련하기 위해 교육부를 포함한 단체들이 조직한
프로그램이 출범(2018)
- 국문원과 공업정보화부에서는 2000년부터 2016까지 AI분야에 27억6,000만 달러(약 3조원)를
투자(글로벌 AI 개발 보고서)(2017)
- 중국 국무원은 AI 관련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으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 및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도로 ‘중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 연맹’이 설립되어 기술축적과 산업
네트워크 형성이 목표(2017)

중국

[빅데이터]
-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종합 지원을 위한 생산요소 시장화 적용 메커니즘 구축 추진(2020.4)과
산업에서의 빅데이터 발전에 관한 제안 발표(2020.5)
- 빅데이터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며 기술혁신과 스마트 플러스
정책을 통한 제조업 구조 고도화, 신산업 육성강화, 기술혁신 등을 발표(2019.4)
- 중국 정부는 교육정보화 2.0 행동계획(敎育信息化2.0行动计划)을 발표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학습자원 제공, 인터넷 학습 보편화, 빈곤지역 온라인 수업 등 수업 운영 외에 학사관리
부문에서도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 활용 추진(2018.4)
- 공업과정보화부는 “빅데이터산업 발전계획(大数据产业发展规划)(2016∼2020년)”을 발표하고
7개 주요 임무로 △빅데이터 기술과 상품 연구개발 강화 △공업 빅데이터 혁신응용 심화
△업종의 빅데이터 응용발전 촉진 △빅데이터 산업의 주체육성 가속화 △빅데이터
표준체계 구축 추진 △빅데이터 산업 지원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 보안능력 제고를 제시(2017.1)
- 베이징은 ‘베이징시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정부 데이터의 민간 개방 확대, 핵심기술 개발 및 응용 확대 등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특히 경제·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빅데이터 응용 계획을 제시(2016.2)
- 중국 정부는 13 5 규획(2016～2020년)에서 14대 전략 중 하나로 국가 빅데이터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산업 육성정책을 본격화(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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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수준

83.0%
(선도국가
대비)

기술
수준

78.5%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인공지능]
¡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다양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이 진행 중이며, 다수의 기업에서 음성 처리, 이미지 처리 등 분야별 솔루션 개발에 특화된
플랫폼 및 솔루션을 개발하여 서비스 중. 향후 국내에서도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배포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플랫폼이 개발되어 활용될 것으로
예상
- 삼성전자/삼성SDS
· 방대한 양의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분석하고,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 해주는 인공
지능 기반 분석플랫폼인 Brightics AI와 인공지능 음성인식 플랫폼인 빅스비를 개발하여
서비스 중
- LG전자
· 인공지능 기술과 IoT 기술이 적용된 가전 및 서비스들을 통합한 ThinQ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 중
- 네이버
· 스마트 스피커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인 CLOVA를 개발하여 서비스 중. CLOVA는 애플리케이션과 디바이스를 가진
사람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로바 인터페이스 커넥트’와 콘텐츠나
서비스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로바 스킬 툴’로 구성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 카카오에서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음성을 알아듣고, 대화를 이해하며, 이미지를 인식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확인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찾아주는 인공지능(AI) 플랫폼
‘Kakao I’를 개발하고 서비스 중
- ETRI
· KSB(Knowledge-converged Super Brain)연구단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하고
운영하는 플랫폼인 BeeAI 개발을 진행 중. 데이터 수집/적재/처리/학습, 추론 및 융합
서빙을 실행하는 다수의 엔진을 동적으로 생성하고 선택적으로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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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국내에서도 인공 지능 서비스 개발 도입 시 고려해야할
위험요소의 인지와 이에 대한 기술적 완화 조치의 중요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 중이며,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및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논의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2차 전체 회의에서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 단계에서 국내 외 신뢰성 관련 법/제도/윤리/기술적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개발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하고, 검증단계에 개발 가이드 북 준수 여부와
그 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검증 체계 마련, 인증 단계에서는 기술/윤리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 검증 체계를 통과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인증과 공시를 추진하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발표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제1차 ‘디지털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에서 AI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한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AI 기술의 안전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AI 윤리원칙”, “AI 조직 구성”, “위험관리정책 수립”의 3중 내부 통제
장치를 제시하며 AI 잠재적 위험을 평가/관리할 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을 서비스 전
단계에 걸쳐 구체적으로 정의
¡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국내에서는 산업계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영상압축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한 융합제품과 스마트폰과 연동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진행 중. 동작인식이나 얼굴인식 등 서버와 단말기 간에 인공
신경망 모델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인공지능 응용분야에 관련기술이 적용되어 시장이 확대
- SKT
·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 확대를 위해 Xilinx社의 Kintex Ultra-Scale FPGA에 기반 한 인공
지능 가속 솔루션인 AIX(AI Inference Accelerator)을 개발. 이를 자사 AI 서비스에 적용하여
별도 서버 증설 없이 AI 전체 서비스 용량을 기존 대비 약 5배 늘리는 효과를 얻었으며
기존 자사의 GPU 가속 솔루션 대비 16배 전력 효율 향상을 달성
- KETI
· ResNet-101 및 De-convolution Layer 기반 Multi-Task 동시처리(보행자/차량/이륜차검출,
Depth 추출, Road Segmentation)를 위한 딥러닝 네트워크를 개발했으며, Layer-wise 양자화
및 재학습을 적용하여 딥러닝 파라미터를 50% 이상 감소시킴. 또한, 이를 가속하기 위한
초병렬 연산 구조의 H/W IP를 개발
- ETRI
· 음성인식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여러 개의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은 4개사(SKT, KT, 카카오, 네이버)의 인공지능 스피커에 제품화가 완료
- 서울대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딥러닝 네트워크의 커널 데이터를 저전력으로 압축하는
알고리즘 개발. 압축 방식은 랭크 선별 방식(Rank Selection) 및 낮은 랭크 텐서 분해(Low
Rank Tensor Decomposition), 미세 조정(Fine-tuning) 방법을 이용해 커널 데이터를
약 1.09배 ~ 7.40배 정도 압축할 수 있었고, 커널 데이터양이 줄었기 때문에 전력 효율도
약 1.6배 ~ 4.3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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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러닝기반의 특징점부호화(VCM)표준)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머신러닝 인공지능 응용제품이 증가. 각종 물체인식 센서가 풍부해짐에 따라 커넥티드 차량,
비디오 감시 및 스마트 시티와 같은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방대한 데이터 요구사항으로 많은
지능형 플랫폼이 개발되고 응용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율주행을 위한 국내자동차
기술에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리라 예상
- 현대기아차
· 2019년 12월에는 제네시스 EQ900를 출시하면서 고유의 첨단 주행지원 기술(ADAS) 브랜드인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GENESIS SMART SENSE)’를 출범
- 국민안전처/경찰청
· 2014년에 CCTV를 설치한 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4,132곳에서 5대 강력범죄가 26.6% 감소
- 슈푸리마/ETRI
· 2020년부터 인공지능기반 얼굴인식기술 제품개발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얼굴인식기술을 개발하여 제품화를 진행
¡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인공지능의 사회적 관심사를 정리 및 해소하고 윤리적인
기술 개발에 가이드가 되는 지침이 개발 중이며, AI와 생명윤리, 개인정보보호, 미디어
알고리즘 이해 등의 교육 및 윤리적 AI 아키텍처 설계, 정보보안 등의 교육 실시 중이며
향후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기반 한 윤리적 인공지능 기술이 세부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부 주도로 인공지능 윤리 표준을 개발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
지원체계를 마련(정책센터 운영, 2019~)하는 한편, 학생·개발자·이용자(일반국민) 등
대상별 AI 윤리교육 커리큘럼 개발·보급(2021~)
- 방송통신위원회
· 인공지능 윤리 수행을 위해 기업 전문가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민 관협의회 운영(20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제기구·주요국 등의 AI 윤리 규범 및 논의 동향을 파악·분석, 글로벌 규범과 정합하는
AI 윤리기준 확립 및 실천방안 마련(2020). 사회 구성원들 간의 자율적인 규율 또는
입법화 등 다양한 방식 고려
- 서울대/KAIST/UNIST 등 국내 대학
· 설명가능 기계학습 등 AI 한계 극복 연구 진행
· 서울대는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 해결 위한 incremental moment matching 방법 연구
· KAIST와 UNIST는 설명 가능하고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 학습 알고리즘 연구
¡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자동통역 분야는 정부의 주도로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져, 한국어
중심의 음성인식, 자동통번역 기술은 국내 기술이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음성 통역서비스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향후 사용성(Usability)을 고려한 보다 편리한 사용자
중심의 음성 통역 기술의 발전이 전망
- ETRI
· 한·영(2012년10월), 한·일(2013년5월), 한·중(2013년12월) 휴대형 자동통역 SW개발(Google
대비 15% 이상 성능 우위) 및 스마트폰 앱 ‘지니톡’을 대국민서비스를 실시하여 2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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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기록하였으며 평창 올림픽에서 실제로 사용 됨
· 자연어 의미 이해 기술과 자동통번역을 포함하는 언어지능 기술의 연구 결과물 확산을
위해 자연어처리 API 및 기계학습 데이터를 개방하는 플랫폼을 2017년 10월부터 운영하고,
2019년 응용 서비스 추진
* 자연어처리 관련 34종의 공개 API는 누적 총 1천9백만 건(일 평균 2만5천 건) 사용 보급, 기계학습 데이터는
기업 및 대학에 총 434건 보급(2017.10∼2019.11 기준)
* 최근 구글이 배포한 한국어 언어모델 대비 평균 4.5% 우수한 한국어 언어모델 ‘코버트(KorBERT)’ 공개하여
총 365건 보급(2019.6∼2019.11 기준)

- 한글과 컴퓨터
· 2016년 1월에 자동 통·번역 기능을 갖춘 오피스SW ‘네오’를 런칭.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 10개 언어를 대상으로 자동 번역을 지원하며,
Google과 Microsoft는 문구(텍스트)만 번역되지만, ‘네오’는 문구는 물론 표와 그래프 등
각종 문서 서식까지 자동으로 통·번역이 가능
· 한컴오피스 신규 서비스에 위키백과QA 기술을 적용한 지식검색 탑재(2019.10)
- 솔트룩스
· 트리플 지식 추출이 가능한 인공지능 ‘ADAM’ 발표하고(2016), EVA 대국민 서비스를 추진
(2019.8), 서비스형 AI인 AIaaS 플랫폼을 개발하고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성과 달성(2019.9)
- 마인즈랩
·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플랫폼 ‘MAUM.AI’ 출시, AI 상담 서비스 등 AI 사업 역량 확대
¡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를 위한 홈 내에서의
에너지관리 에이전트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요반응 서비스가 홈으로 확장됨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으로 에너지 사용 예측, 경제성에 기준한 다양한 전력 소스의 선택활용,
사용 전력의 부하 분배, 전력사용의 이상상태 감시 기능 등을 고도화 할 수 있음
- ETRI
· 에너지 분야에 AI 기술 접목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효율화, 비정상상태 감시, 수요반응 기술 등 개발이 진행 중
- 기타
·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산업체가 AI 기술을 접목한 사업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주로
수요반응, 분산전원 및 그리드 연계 전력관리, 가상발전소 사업, 전력거래, 전력 안정
서비스 등이 존재
[빅데이터]
¡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비정형 데이터, 대용량 데이터, 센싱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를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으로 품질을 진단하여 데이터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며, 향후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프로
파일링과 업무 규칙 자동화 기술 개발이 요구됨
- KDATA
· 정형 데이터 기반의 품질관리 방법 및 성과 측정기법 등 데이터 품질관련 가이드를
개발 배포하고 있으며, 데이터 품질관리 인증 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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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세아이텍
· 데이터 품질관리 및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기반으로 프로파일, 업무규칙을 통한 데이터
품질 관리 기술 개발 중
¡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학습
데이터(로그인, 하이라이트, 주석, 평가정보 등)를 수집・저장・분석・시각화 기술을 개발 중.
공공 채널에서는 디지털교과서, 교육 플랫폼에 관련 학습 분석 표준을 적용하고 있고, 민간
채널에서는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을 적용해, 학습 습관 형성 과정과
과목별 정답률 분석을 통한 취약점 진단 등 개인 맞춤 학습 기술 개발과 서비스를 제공 중.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어 적응형 학습분석 표준 기술로 확대될 전망
- KERIS
·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개인별 맞춤 학습 진단 및 처방을
제공하는 학습 분석 플랫폼과 학습 자원 지식맵 개발 진행 중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G-MOOC 학습 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해, G-MOOC의 강좌 콘텐츠와 참여 콘텐츠의 활동 내역을 분석 진행 중
¡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데이터 품질관리 및 데이터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플랫폼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진행 중이며, 향후 데이터 사용 목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데이터 품질 지표를 반영하여 이를 측정하는 데이터 품질 측정 기술 개발이 요구됨
- NIA
·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데이터 품질 관리 사업을 통해 데이터 관리 체계, 데이터 관리
기준, 품질진단 방법, 산출물 서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데이터 품질 관리 가이드를 개발
- 데이터스트림즈
· 메타데이터 관리 기술과 데이터 품질관리 등 데이터 거버넌스와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거래 및 유통 체계 구축 기술 개발에 집중
- 위세아이텍
· 머신러닝 기법이 적용된 자동화된 데이터 품질관리 도구인 ‘와이즈 DQ’를 개발하여 규칙
기반으로 진단할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를 지원
¡ (빅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표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W3C 메타
데이터 표준인 DCAT 2.0에 기반 한 데이터 포털을 개발하였으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에서는 CKAN 기반의 개방형 데이터스토어를 개발 중. 향후 국가 정책에 따라 대규모
단위의 포털에 적용될 후속 표준 기술 개발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
- NIA
· 통합데이터 지도(https://www.bigdata-map.kr) 사이트를 기존 카탈로그 메타데이터 표준에
데이터 서비스 기능이 확장된 DCAT 2.0 기반으로 구축됨
· DCAT 3.0 표준 발전에 따라서 추가적인 내용을 반영할지를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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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ATA
· CKAN 기술을 중심으로 개방형 데이터스토어(https://www.datastore.or.kr/)를 개발하였으며,
ETRI의 SODAS 기술이 적용됨
¡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를 이용하여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일부 노력이 진행되었으나,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를 일관성 있게 구현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구현 기술 확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향후 ISO/IEC 11179를
위한 SQL 기반 구현 모델에 대한 표준 기술 개발이 요구됨
- TTA
· 직관적이고 단순한 인터페이스로 메타데이터 용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MOCA(http://moca.tta.or.kr/)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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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인공지능]
¡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상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배포할 수 있는 Machine learning
as a Service를 제공 중이며, 활용되는 분야가 더욱 다양화되고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미국, Google
·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를 오픈소스로 이미 공개하였으며, 구현 라이브러리는
특정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고 개발자가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
·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 중
- 미국, Facebook
· 사진패턴, 맞춤형 광고에 활용 가능한 프레임워크 PyTorch를 개발하였고, 최적화된 딥러닝
모듈 및 하드웨어 설계도 공개
- 미국, Microsoft
· ‘MxNet’은 머신러닝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 파이썬, 줄리아, R, 매트랩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지원. 분산 컴퓨팅 및 병렬 GPU 작업 확장성이 좋으며,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동 회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MS Azure 뿐만 아니라 Amazon의 AWS에서도
참조 라이브러리로 사용 중
· Azure 머신러닝 스튜디오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모델 학습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 중. Azure AI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행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서비스를 제공 중
¡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현재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정책을 운영 중이며, 기술개발 영역이 아닌 정책이나 가이드라인 형태로 개발되어
인공지능 프로젝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특히 의료기기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대상으로 인증 등의 제도가 수립될 것으로 예상
- 미국,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
· ‘기술 표준 및 관련 도구 개발에 대한 연방 정부의 계획’ 초안에서 인공지능 기술 및
시스템의 기능, 상호운용성 및 신뢰성에 대한 중요한 목표를 충족하고 안전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요구사항, 사양, 지침 특성을 명시
- EU, EU 집행위원회
· 윤리적이며 안전한 AI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 가이드
라인’을 2019년 4월에 발표하였으며,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한
기초, 구현, 평가에 대해 각 분야의 핵심 지침을 제시
· 특히, 구현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술적 견고성 및 안전성,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 지침을 제시
- 일본, 총무성
· 2017년 4월 공개한 ‘인공지능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에서 인공지능 연구개발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일곱 가지 항목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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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시스템의 산출물의 산출 근거가 설명 가능한 투명서, 시스템에 대한 통제 가능성,
사용자의 신체/생명/자산 등에 대한 안정성, 시스템의 신뢰성, 기밀성, 무결성을 지키는
보안성, 사용자의 사생활/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을 프라이버시, 인간의 자주성 및
존엄성을 해치지 않을 윤리 등 일곱 가지 항목
¡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인공신경망 모델 압축 기술은 세계적으로 딥러닝을 주도하고
있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Geoffrey Hinton 교수가 2015년에 발표한 Knowledge Distillation
이라는 지식 전달(Knowledge Transfer) 방식을 사용하여, 큰 용량의 네트워크 정확도를 작은
용량의 네트워크에서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정확도 손실은 적으면서 네트워크의
용량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고, 인공지능
가속기를 내장하는 반도체에 NPU성능을 향상시켜 이러한 칩셋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성능이 향상되리라 예상
- 미국, Stanford University
· 대용량의 커널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가지치기(Pruning) 및 양자화(Quantization), 엔트
로피 코딩(Huffman Encoding) 기법을 기반으로 최대 49배의 압축률을 보이는 Deep
compression이라는 기술을 제안. 엔트로피 코딩인 허프만 압축/복원 기술을 제외하고는
반복적인 재학습과 미세 조정 과정이 가지치기 단계와 양자화 단계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부분 비가역적인 압축/복원 기술임
- 미국, Google
· SW 및 빅데이터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Google은 자사의 데이터센터에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가 필요하여 2015년부터 반도체를 개발하여 데이터 분석 및 딥러닝 하드웨어인
TPU를 출시. 매해 개선된 버전으로 2017년에는 TPU 2.0을, 2018년에는 TPU 3.0을 발표.
TPU 2.0은 TPU 칩을 개선하여 16비트 half-precision연산을 45TFlops를 수행하는 4개의
ASIC 칩으로 총 180TFlops 연산 처리가 가능하며 TPU 3.0은 이에 8배 성능 향상을 가짐
- 독일, KORTIQ
· 활성화 데이터의 압축을 위해 활성화 데이터가 갖는 희소한 특성(Sparse–활성화 데이터가
0 값을 많이 가짐)을 고려해 0 값의 개수를 세어 심볼화(Symbolization)하는 방법을 제안
하여 외부 메모리 접근 빈도를 레이어 당 평균 2배 절감. 레이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활성화 데이터의 희소 특성을 고려해 두 가지 알고리즘(Non-zero Index Value,
Zero-Interval)을 적응적으로 결정해서 사용
¡ (머신러닝기반의 특징점부호화(VCM)표준) 자율주행이 고도화되면 차량, 도로시설물 등의
정확한 위치정보가 요구되므로,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정밀지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미국 ICT 업체(Google, Apple, Uber 등)들 역시 독자적으로 지도 서비스 부문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가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 HD맵 실용화를 추진
- 독일, Audi
· 2019년 시속 60km 범위 내에서 레벨3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5세대 A8을 유럽 내에 출시
- 미국, Google
· 자율주행차는 300여 개의 센서를 통해 초당 1GB의 데이터를 생성, 이를 처리하기 위한
AI컴퓨터의 데이터처리 능력은 초당 120조회 연산 가능한 120 TOPS로 PC의 2,3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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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메트로
· 2017년 1월 이투 테크놀로지의 얼굴인식 보안시스템을 도입한 뒤 3개월 동안 567명의
범인을 지하철에서 검거. 또한, 이 시스템은 또한 산둥성 국제 맥주 축제에 활용되어 범죄
용의자 22명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푸젠성 샤먼시에서는 이투의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 이후 버스 소매치기 사건이 30% 감소
¡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각국에서는 인공지능으로부터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윤리 및 응용 가이드라인 개발 중이며, 향후
이러한 윤리 가이드라인에 기반 한 윤리적인 인공지능 시스템 기술이 개발될 전망
- 미국, Google
· AI 연구 및 활용이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인공지능 관련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기준 7가지를 발표했는데, 이 중에 윤리 영역과 관련있는
5개 원칙으로 사회적 유익성, 데이터 편향 금지, 안전 및 보안, 책임지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등이 있음
- 미국, ACM
· 컴퓨터 학회로 2017년에 ‘알고리즘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소유자, 설계자가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포함. 2018년에는 강화된 윤리
강령 및 전문가 행동 강령(ACM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을 공개.
성명과 행동 강령은 자율적 가이드라인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공지능의 윤리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알고리즘 투명성과 책무성 관련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미국, IEEE
· 기술전문기관인 IEEE는 “윤리적으로 제도된 디자인: 자동 지능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인간의 복지 비전”의 2번째 버전(Ethically Aligned Design: A Vision for Prioritizing
Human Well-being with Autonomous and Intelligent Systems(EADv2)를 발간하고
일반 독자들의 의견과 관심을 독려
¡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세계 최대 IT 기업 대다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전면적으로 내세워
활용하고 있으며 음성 통역서비스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중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음성통역 기술이 활용되어 사용성이 향상된 서비스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
- 미국, Amazon
· 2015년 ‘Alexa’라는 대화형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출시 후 지속적으로 발전. 최근에는
가정 내 가전, 전등, 스위치 등과 같은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갖춘 디바이스들과 연동되어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
- 미국, Google
· 음성, 영상 등 여러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딥러닝, DNN에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발전된 요소 기술에 기반하여 자동 통역서비스를 제공, 한국어를 포함한
90개국 자동통번역 서비스 실시, 카메라를 표지판이나 글자에 대면 자동으로 화면에
번역된 글자가 나타나게 하는 ‘워드렌즈’ 기능은 Google 번역 앱의 카메라모드를 통해
36개 언어에 대한 번역을 제공
· 구글 AI(https://ai.google)는 자연어처리 등 AI 기술 개발자를 위해 기계학습, 딥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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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소스를 공개하고, 자연어처리, 검색, 질의응답 기술 개발을 위한 딥러닝 모델
실험용 평가셋, TPU 클라우드, TensorFlow 플랫폼 등 다양한 연구자원 제공
- 미국, Apple
· 개인용 가상비서인 시리를 사용자가 입력한 빅데이터 로그를 분석하여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추진하여 기술 고도화를 하며 최근에는 이어폰에서 자동통역 등의 사용자 정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 중
- 미국, Microsoft
· Skype를 인수하여 영어를 중심으로 전화 동시통역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실시간 동시통역
기술 개발을 주도 중
· 개발자에 기계학습 모델을 효과적으로 구축, 학습, 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인공지능
플랫폼 Azure를 공개하고, 다양한 AI 비즈니스 고도화 지원
- 미국, Allen Institute
· 앨런 연구소(https://allenai.org)는 딥러닝 기반 자연어처리 기술을 연구하는 AllenNLP,
ELMo 딥러닝 모델 개발 등 딥러닝 기반 다양한 연구 진행, 자연어 의미 이해(함의 추론,
의미역 인식, 상호참조해결 등) 및 기계독해 연구를 위한 딥러닝 모델 평가 데이터셋 및
평가 플랫폼 제공, 이벤트와 발생 전후 인과관계의 상식 추론을 연구하는 Mosaic 프로젝트
(2018)를 시작
- 이스라엘, Lexifone
·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히브리어 등 9개 언어를 중심으로 기존의 자동통역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여 전화 동시통역 서비스를 실시 중
- 일본, 정보통신심의회
· 2020년 도쿄 올림픽·장애인 올림픽까지 다국어화(10개 언어 정도), 다분야화(의료·방재를
포함한 생활 분야), 고정밀화(음성인식·번역 성능 개선) 등 연구개발과 동시통역을 위한
기초 기술 개발 추진 중
- 중국, Baidu
·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 서비스 제공 업체로, 26개 언어에 대한 번역 서비스 제공, 대화체
중·영, 중·한 번역 품질은 Google 능가
- 중국, Youdao
· 중국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통번역기로, 웹서비스와 모바일 통번역 서비스 제공. 이외 영어
학습자를 위한 단어 사전, 추천 영어문장, 클라우드 도서 등 기능 제공. 중국어와 영어,
일본어, 한국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6개 언어의 쌍 번역을 지원
¡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스마트홈 에너지 효율화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분야는 현재 새롭게 시작되는 분야로서 기술개발 현황은 미미하나 향후
에너지 관리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될 것으로 예상
- 미국, 에너지 관리청
· 에너지 관리청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부문의 장기적 전망을 분석한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백악관에서 그린버튼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에너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
- 일본, Toshiba
· 유럽에서 에너지 관리 서비스 제공 솔루션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업화를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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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스리랑카, 아랍국가의 에너지 회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분산에너지원 운용, 관리, 광발전, 수요반응, 가상발전 운용, 관리 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분야로 영역 확대 중
[빅데이터]
¡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비정형, 대용량의 빅데이터 품질을
진단 관리하는데 있어 빅데이터의 특성이 반영된 데이터 프로파일링 방법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품질진단 수행이 데이터 자본화 시장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빅데이터(IoT 데이터 등)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전처리 단계에 기능을 추가 중.
향후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프로파일링 및 비즈니스 규칙 기술 개발이 요구됨
- 미국, IBM
· IBM의 데이터 거버넌스 제품군에 속하는 것으로 컬럼 분석, 중복 데이터 검출, 데이터
규칙을 통한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
- 미국, Informatica
· PowerCenter의 핵심 요소로 통합 기능, 후보 키 평가, 도메인 간섭, 기능 중복성 분석,
중복 평가 등의 기능 제공
- 미국, Oracle
· 주소 검증, 데이터 프로파일링(파일,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포함), 표준화, 감사보고
검토, 컬럼 매칭과 통합 기능 제공
- 독일, SAP
· Data Insight 모듈, Metadata Management 모듈, Metapedia 모듈, 클렌징 패키지 빌더를
통해 데이터 품질 및 거버넌스를 향상
- 미국, SAS
· 데이터 거버넌스 제품군으로 데이터 프로파일링, 마스터 데이터 관리, 데이터 통합 기능을
제공
- 미국, Collibra
· Collibra의 Data Governance Center에 속한 모듈로서, 경향 분석 및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이슈를 해결하는 기능을 제공
¡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미국, 중국, 영국 등 에듀테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학습 분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MOOC, 외국어, 수학 교육 분야의 개인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향후 AI기반 교육 서비스가 강화될 전망
- 미국, Alt school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설립한
미래형 학교로 교실의 프리젠테이션용 컴퓨터, 학생용 모바일 기기, 벽에 있는 카메라,
교사가 기록한 학생의 과제 모습 및 서술형 평가 기록 등의 다양한 학습활동과 평가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학생의 수업참여 정도, 감정표현, 교육자원 활용 정도, 사회적
행동, 언어 사용 행동, 집중력 수준, 학업 성취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 산출하고, 이를
교사가 참고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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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urdue University
· 학습분석 기술 기반 Course Sigal 시스템을 구축해, 학습자의 접속률, 과제제출여부,
토론방 참여율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는지를 학습 활동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마이닝
기술을 통해, 학습 진행 상황을 위험 수준에 따라 녹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
¡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 레이크에서의
전사적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능 제공을 위한 플랫폼 중심의 솔루션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향후 AI/ML을 바탕으로 시스템이 데이터의 품질을 자동으로 평가하고 향상시킴으로써 데이터
전문가 및 분석가의 노력을 절감하기 위한 도구에 대한 개발이 요구됨
- 미국, IBM
· 빅데이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데이터웨어 하우징,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및 마스터
데이터 관리 기능 제공하는 데이터 품질 관리 도구인 InfoSphere QualityStage를 제공
- 미국, Informatica
· 데이터 표준화, 검증, 중복 제거 및 통합 처리 등을 통한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무결성
확보 기능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인 Quality data and MDM을 제공
¡ (빅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표준) EU는 개방데이터 데이터 포털을 유럽
연합차원에서 구축하여 EU 소속 국가들의 활발한 데이터 유통을 지원함
- EU, The Publication Office Of EU
· EU는 DCAT 2.0에 기반하여 기존의 EU Open Data Portal과 European Data Portal을
통합하여 EU의 공식 데이터포털(https://data.europa.eu/)을 출범. 이를 통해 EU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진행하였고, 2021년 5월 기준으로 이 데이터 포털을 통해 EU에서 생산된
130만개 이상의 데이터가 유통 중
- EU, Zenodo
· CERN에서 개방과학(Open Science)를 위해 구축된 데이터 포털로 연구 논문과 관련된
데이터셋과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고 이를 유통 중
¡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 미국, 호주 등에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를 이용하여
메타데이터를 구현한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나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메타모델을 해석하여
각자 구현한 형태로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를 일관성 있게 구현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구현
기술 확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개발 필요
- 미국, NCI
· caDSR(Cancer Data Standards Registry and Repository, https://cadsrapi.nci.nih.gov/)을
개발하여 서비스 중
- 호주, AIHW
· 보건 등의 통계 정보를 위한 METeOR(Metadata Online Registry, METeOR)을 개발하여
서비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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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인공지능 관련 표준 중에서 현재 특허 이슈가 높은 7개의 중점 표준화 항목*과
빅데이터 관련 5개의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함
*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머신러닝
기반의 특징점부호화(VCM) 표준,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데이터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빅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표준,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

- (분석 대상 및 범위) 본 분석에서는 keywert 특허분석 DB를 활용하여 한/미/일/유럽/WO
총 5개국에 공개/등록된 특허데이터를 대상으로 추출하되, 특허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하여 2001.01.01. 이후 출원된 인공지능 분야 1,462건과 빅데이터 분야 619건을 유효
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9년 말부터 출원된 특허는 미공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인공지능/데이터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을 비롯한 인공지능 분야 총 7개 기술과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을 비롯한 빅데이터 분야 총 5개 기술에
포함된 표준화 항목별 핵심키워드를 담당 분과위원으로부터 제공받아 키워드를 참고하여
특허 검색식을 작성 후 분석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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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 인공지능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핵심 키워드

[영문] Machine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Framework, Inference,
Knowledge-covered, Learning
[국문] 인공지능, 머신러닝,
추론, 프레임워크, 학습,
지식기반,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영문]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early detection, Risk Guideline
[국문] 인공지능, 위험요소
사전 인지, 위험 가이드라인

[영문] Neural Network
Representation, Coded
representation of neural network,
neural network model
compression, neural network
model representation format,
Rank selection, Low rank tensor
decomposition, fine tuning,
Knowledge transfer, Knowledge
distillation, pruning, deep
compression, Federated learning,
Federated learn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compression
[국문] 신경망 표현 포맷,
신경망 모델 압축, 심층 압축,
멀티미디어 인공신경망 압축
모델, 연합훈련 인공신경망
압축 모델

특허 검색식
(“artificial intelligence” or “super-intelligence” or “machine
learning” or “machine-learning” or “neural network” or “deep
learning” or “deep-learning” or “hierarchical learning” or “deep
belief network” or “convolution learning” or “supervised learning”
or “unsupervised learning” or “reinforcement learning” or
“reinforced learning” or “self learning” or “semi-supervised
learning” or “knowledge- covered or “인공 지능*” or 인공지능*
or “기계 학습*” or 기계학습* or 머신러닝* or “머신 러닝*”
or 신경망분석* or “신경망 분석*” or “신경망 학습*” or “뉴럴
네트워크*” or 딥러닝* or “딥 러닝*” or “계층 학습*” or 계층학습*
or 강화학습* or “강화 학습*” or 자가학습* or “자가 학습”)
AND (“inference framework*” or “learning framework*” or “추론
프레임워크*” or “학습 프레임워크*” or “지식기반 프레임워크”
or “지식 기반 프레임워크”)
(“artificial intelligence” or “super-intelligence” or “machine
learning” or “machine-learning” or “neural network” or
“deep learning” or “deep-learning” or “hierarchical
learning” or “deep belief network” or “convolution learning”
or “supervised learning” or “unsupervised learning” or
“reinforcement learning” or “reinforced learning” or “self
learning” or “semi- supervised learning” or “인공 지능*”
or 인공지능* or “기계 학습*” or 기계학습* or 머신러닝*
or “머신 러닝*” or 신경망분석* or “신경망 분석*” or
“신경망 학습*” or “뉴럴 네트워크*” or 딥러닝* or “딥
러닝*” or “계층 학습*” or 계층학습* or 강화학습* or “강화
학습*” or 자가학습* or “자가 학습”) AND (risk* or “risk
early detect*” or “risk guideline” or “risk early warning”
or “위험 사전 인지*” or “위험 가이드라인” or “위험 요소”
or 위험*)
(“artificial intelligence” or “super-intelligence” or “machine
learning” or “machine-learning” or “neural network” or
“deep learning” or “deep-learning” or “hierarchical
learning” or “deep belief network” or “convolution learning”
or “supervised learning” or “unsupervised learning” or
“reinforcement learning” or “reinforced learning” or “self
learning” or “semi-supervised learning” or “federated
learn*” or “인공 지능*” or 인공지능* or “기계 학습*” or
기계학습* or 머신러닝* or “머신 러닝*” or 신경망분석*
or “신경망 분석*” or “신경망 학습*” or “뉴럴 네트워크*”
or 딥러닝* or “딥 러닝*” or “계층 학습*” or 계층학습*
or 강화학습* or “강화 학습*” or 자가학습* or “자가 학습”
or “연합훈련*” or “연합 훈련*” or “연합학습*” or “연합
학습*”) AND (“neural network represent*” or “coded
representation of neural network” or “neural network
model compress*” or “neural network model represent*”
or “rank select*” or “low rank tensor decomposit*” or “fine
tun*” or “NNR” or “deep compress*” or “knowledge
distillat*” or prun* or knowledge transfer*“ or “신경망 표현
포맷*” or “신경망 모델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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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머신러닝기반의
특징점부호화(VCM)
표준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핵심 키워드

[영문] Machine learning, Video
coding for Machine, “VCM” or
Video coding representation,
Autonomous driving, CCTV
[국문] 특이점, 머신러닝,
인공지능, 특징점부호화,
영상특징부호화, 영상특징표현,
자율주행 영상특징,
감시카메라 특이점 추출

[영문]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 moral, social interest,
social responsibility, duty
[국문] 인공지능, 윤리, 도덕,
사회적 책임, 사회적 관심,
도덕적 책임, 도덕적 관심

[영문] Real-time translation,
real-time language translation
[국문] 실시간 동시통역,
실시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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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검색식
(“artificial intelligence” or “super-intelligence” or “machine
learning” or “machine-learning” or “neural network” or “deep
learning” or “deep-learning” or “hierarchical learning” or
“deep belief network” or “convolution learning” or
“supervised learning” or “unsupervised learning” or
“reinforcement learning” or “reinforced learning” or “self
learning” or “semi-supervised learning” or “autonomous
driv*” or “anutonomous mov*” or “autonomous vehicle*”
or “autonomous aircraft*” or “unmanned driv*” or
“unmanned vehicle*” or “unmanned aircraft*” or “unmanned
mov*” or “closed caption TV” or “CCTV” or “인공 지능*”
or 인공지능* or “기계 학습*” or 기계학습* or 머신러닝* or
“머신 러닝*” or 신경망분석* or “신경망 분석*” or “신경망
학습*” or “뉴럴 네트워크*” or 딥러닝* or “딥 러닝*” or “계층
학습*” or 계층학습* or 강화학습* or “강화 학습*” or 자가학습*
or “자가 학습” or “자율주행” or “자율 주행*” or “감시 카메라*”
or “감시카메라”) AND (“video coding for machine” or “video
coding represent*” or “VCM” or “specific image*” or “specific
picture*” or “specific video*” or “specific object*” or “특징점
부호화*” or 특징점부호화* or “영상특징 부호화*” or “영상특징
표현*” or 영상특징부호화* or 영상특징표현* or 영상특징*
or “영상 특징*” or 특이점* or “영상 특이*” or 영상특이*)
(“artificial intelligence” or “super-intelligence” or “machine
learning” or “machine-learning” or “neural network” or
“deep learning” or “deep-learning” or “hierarchical
learning” or “deep belief network” or “convolution learning”
or “supervised learning” or “unsupervised learning” or
“reinforcement learning” or “reinforced learning” or “self
learning” or “semi-supervised learning” or “인공 지능*”
or 인공지능* or “기계 학습*” or 기계학습* or 머신러닝*
or “머신 러닝*” or 신경망분석* or “신경망 분석*” or
“신경망 학습*” or “뉴럴 네트워크*” or 딥러닝* or “딥
러닝*” or “계층 학습*” or 계층학습* or 강화학습* or “강화
학습*” or 자가학습* or “자가 학습”) N/4 (ethic* or moral
or “social responsib*” or “social interest*” or “social duty*”
or 윤리* or 도덕* or “사회적 책임*” or “도덕적 책임*”
or “사회적 관심*” or “도덕적 관심*”)
(“artificial intelligence” or “super-intelligence” or “machine
learning” or “machine-learning” or “neural network” or
“deep learning” or “deep-learning” or “hierarchical
learning” or “deep belief network” or “convolution learning”
or “supervised learning” or “unsupervised learning” or
“reinforcement learning” or “reinforced learning” or “self
learning” or “semi- supervised learning” or “인공 지능*”
or 인공지능* or “기계 학습*” or 기계학습* or 머신러닝*
or “머신 러닝*” or 신경망분석* or “신경망 분석*” or
“신경망 학습*” or “뉴럴 네트워크*” or 딥러닝* or “딥
러닝*” or “계층 학습*” or 계층학습* or 강화학습* or “강화
학습*” or 자가학습* or “자가 학습”) AND (“real-time
translat*” or “real-time speech translat*” or “real-time
multi-language translat*” or “real-time converstation
translat*” or “실시간 통번역*” or “실시간 동시통역*” or
“실시간 번역*” or “실시간 통역*”)

특허분석 항목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핵심 키워드

[영문] Artificial Intelligence,
Smart Home, Smart Utility,
Energy Monitoring, Energy
Demand Response, Artificial
Intelligent Framework
[국문] 인공지능,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전력관리, 수요
응답, 수요 반응 에너지
모니터링,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특허 검색식
(“artificial intelligence” or “super-intelligence” or “machine
learning” or “machine-learning” or “neural network” or
“deep learning” or “deep-learning” or “hierarchical
learning” or “deep belief network” or “convolution learning”
or “supervised learning” or “unsupervised learning” or
“reinforcement learning” or “reinforced learning” or “self
learning” or “semi-supervised learning” or “인공 지능*”
or 인공지능* or “기계 학습*” or 기계학습* or 머신러닝*
or “머신 러닝*” or 신경망분석* or “신경망 분석*” or
“신경망 학습*” or “뉴럴 네트워크*” or 딥러닝* or “딥
러닝*” or “계층 학습*” or 계층학습* or 강화학습* or “강화
학습*” or 자가학습* or “자가 학습”) AND (home* or
house* or “smart home” or “smart-home” or “smart
house*” or “smart-house*” or “smart utilit*” or
“smart-utilit*” or“스마트홈” or “스마트 홈” or “스마트-홈”
or “스마트 유틸리티*” or “스마트 하우스*”) AND
(“electrical anomal*” or “energy manag*” or “power
manag*” or “power audit*” or “energy audit*” or “power
monitor*” or “energy monitor*” or “demanding response”
or “demand response*” or “demand-response*” or “수요
반응” or 수요반응* or “수요 응답*”or 수요응답* or “전략
관리*” or 전력관리* or “에너지 관리*” or “전력 모니터*”
or “에너지 모니터*” or “에너지 감시*” or “전력 감시*”)

¡ 인공지능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인공지능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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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인공지능 분야 전체의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까지는 출원 활동이 미미한
상태로 이어져 오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출원 활동이 소폭 증가하며 201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미공개특허가 포함된 최근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출원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2018년도인 것으로 조사 되었고 미공개특허가 일부 포함된
2019년도 출원 활동이 2018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출원 활동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특허 발행국별 출원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에 출원된 특허가 773건(53%)으로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국제특허(WO)는 321건(22%), 한국 193건(13%), 유럽 125건(9%) 그리고
일본 50건(3%) 순임
- 인공지능 분야는 국제특허(WO)의 출원점유율이 미국 점유율 다음으로 높은데, 이는 인공
지능 분야의 해외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특허(WO)의 개별국진입
(재출원)이 가능한 최근 30개월에 포함된 국제특허(WO)는 전체특허의 약 9%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출원 활동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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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인공지능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특허분석
항목

신경망
머신러닝 인공지능
표현 포맷
프레임워크 위험 관리
(NNR)
표준
체계 표준
표준

출원연도

머신러닝
기반의
특징점
부호화
(VCM)
표준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스마트홈
에너지
실시간
관리
동시통역
인공지능
표준
프레임워크
표준

합계

2001

0

0

0

0

1

2

1

4

2002

0

0

0

0

0

0

1

1

2003

0

0

0

0

2

0

2

4

2004

0

0

0

0

0

0

2

2

2005

0

0

0

0

0

0

1

1

2006

0

1

0

0

1

0

3

5

2007

0

0

0

0

2

1

6

9

2008

0

1

0

0

2

1

4

8

2009

0

0

0

0

0

0

27

27

2010

1

0

0

0

0

0

23

24

2011

2

0

0

0

1

0

34

37

2012

6

0

0

0

2

0

33

41

2013

2

1

7

0

1

1

26

38

2014

10

2

6

0

1

2

31

52

2015

8

1

21

1

3

1

23

58

2016

14

10

34

4

11

7

42

122

2017

35

15

65

8

13

12

39

187

2018

77

39

143

30

21

16

39

365

2019

65

35

141

43

25

14

24

347

2020

20

21

51

13

4

1

9

119

2021

2

1

3

5

0

0

0

11

합계

242

127

471

104

90

58

370

1,462

- 특허분석 항목의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분야에서
2018년도에서 2019년도 구간에서 가장 활발한 출원 활동이 이뤄졌으며,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은 2009년 이후 최근까지 출원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나머지 분야는 비교적 최근인 2016년 이후부터 출원 활동이 집중됨
-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은 2013년부터 출원이 시작되었고, 2016년부터 출원이 급증하여
최근에 출원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MPEG에서 2018년부터 표준
제안(Call for Proposal)을 받기 시작한 것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표준을 대비한 특허
선출원 전략으로 인한 출원 증가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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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은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출원이 시작되었고, 최근에 트레이닝
분류 모델 프레임워크, 하이브리드 비지도 학습 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관련 출원이 급격히 증가함
-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은 2006년도부터 출원활동이 시작되었고 초기 출원 활동은
미미하였으나, 최근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성 관리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인하여 최근에
출원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 머신러닝기반의 특징점부호화(VCM) 표준은 2015년부터 출원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MPEG
VVC 표준이 2017년부터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MPEG VVC 표준 일정에 기반한 특허
선출원 전략이 주요한 출원 증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됨
¡ 인공지능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인공지능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 출원 현황 >
특허분석 항목

구간A
(2011년∼2013년)

구간B
(2014년∼2016년)

구간C
(2017년∼2019년)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10

32

177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1

13

89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7

61

349

머신러닝기반의
특징점부호화(VCM) 표준

0

5

81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4

15

59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1

10

42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93

96

102

- 특허 미공개기간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를 3년 단위의 3개 분석구간으로 설정
-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220%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은 453%로, 구간C에서 출원 활동이 본격적으로 증가함
-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1,200%,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은 585%로 나타났으나, 구간A에서 출원건수가 1건으로 조사되어
구간A 대비 구간B에서의 출원증가율은 큰 의미가 없으며, 주목할 것은 최근 구간에서의
출원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최근구간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한 것을 의미함
- 신경망 표현 포맷(NRR)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771%,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은 472%로, 출원증가율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간B부터 출원
활동이 급격히 상승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최근 구간에서 출원 활동이 매우 활발함
- 머신러닝기반의 특징점부호화(VCM) 표준은 구간A에서 출원이 없었으며 구간B부터 출원이
시작되어 구간B 대비 구간C에서 약 1,520%로, 출원 활동이 최근 구간에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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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275%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은 약 293%로, 구간A에서의 출원 활동을 감안하면 최근
구간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함
-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900%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 약 320% 출원 활동의 증가가 있으며, 구간A에서 출원건수를 고려하면 본격적인
연구개발은 최근 구간C에서 활발함
-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3%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은 약 6%로 전체적으로 출원증가율은 낮으나
출원 활동이 시작된 이후 점진적으로 출원 활동이 증가함
¡ 인공지능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인공지능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특허분석
항목

특허
발행국
한국특허
(KR)
미국특허
(US)
일본특허
(JP)
유럽특허
(EP)
국제특허
(WO)
합계

신경망
머신러닝 인공지능
표현 포맷
프레임워크 위험 관리
(NNR)
표준
체계 표준
표준

머신러닝
기반의
특징점
부호화
(VCM)
표준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스마트홈
에너지
실시간
관리
동시통역
인공지능
표준
프레임워크
표준

합계

14

5

21

32

5

11

105

193

145

84

264

37

55

34

154

773

8

8

14

0

9

1

10

50

25

4

45

7

2

1

41

125

50

26

127

28

19

11

60

321

242

127

471

104

90

58

370

1,462

-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하여 출원을 집중한 분야와 국가는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분야로 미국에 출원을 집중함. 다음으로는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분야로 미국 출원,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분야로 미국 출원,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분야로 국제특허(WO) 출원 그리고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분야로 한국에 출원함
-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미국에 출원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신경망 표현 포맷
(NNR) 표준,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등의 순임
- 한국에 출원된 특허를 살펴보면,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머신러닝
기반의 특징점 부호화(VCM) 표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등의 순으로 출원이 집중됨
- 국제특허(WO)는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분야에 출원 활동이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과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순으로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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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인공지능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한국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신경망
머신러닝 인공지능
표현 포맷
프레임워크 위험 관리
(NNR)
표준
체계 표준
표준

출원인

머신러닝
스마트홈
기반의
에너지
인공지능
실시간
특징점
관리
윤리 및
동시통역
부호화
인공지능
사회적
표준
(VCM)
프레임워크
관심 표준
표준
표준

합계

삼성전자

1

0

6

10

0

1

2

20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1

0

4

4

0

4

6

19

LG전자

0

1

0

0

0

0

13

14

온테스트

0

0

0

0

0

0

7

7

뤼이드

5

0

0

0

0

0

0

5

코콤

0

0

0

0

0

0

5

5

기타

7

4

11

18

5

6

72

123

합계

14

5

21

32

5

11

105

193

- 한국에서의 인공지능 분야 주요 TOP5 출원인은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LG전자,
온테스트, 뤼이드 그리고 코콤 순이며, 모두 한국국적의 출원인임
- 삼성전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과 머신러닝기반의 특징점
부호화(VCM) 표준에 관심이 높으며, LG전자와 에너지 관련 기업인 한국국적의 온테스트는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에 집중하고 있고, 한국국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는 뤼이드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에 관심이 많음
- 한국에 출원한 주요 TOP5 이외의 기타 출원인들은 다수의 출원인이 인공지능 분야의 극히
일부 표준에 소규모로 집중하여 출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앙대학교는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케이티(KT)는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그리고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공장자동화 제품을 생산하는
㈜엠에스텍 등이 인공지능 위험안전 관리 체계 표준, 선문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그리고 ㈜스마트시티그리드는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등에 집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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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인공지능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해외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신경망
머신러닝 인공지능
표현 포맷
프레임워크 위험 관리
(NNR)
표준
체계 표준
표준

출원인

머신러닝
스마트홈
인공지능
기반의
에너지
실시간
윤리 및
특징점
관리
동시통역
사회적
부호화
인공지능
표준
관심 표준
(VCM)
프레임워크
표준
표준

합계

IBM

16

12

28

1

11

9

1

78

Google

4

0

41

13

0

3

17

78

Microsoft

10

6

11

0

0

1

1

29

General Electric

2

0

2

0

0

0

23

27

Adobe

13

0

12

1

0

0

0

26

삼성전자

2

0

8

2

0

0

14

26

Intel

13

0

7

2

2

0

1

25

DeepMind

0

0

20

0

0

0

0

20

Nvidia

0

0

11

3

0

0

0

14

Equifax

0

12

0

0

0

0

0

12

Sparkcognition

0

0

12

0

0

0

0

12

Facebook

1

0

10

0

0

1

0

12

기타

167

92

288

50

72

33

208

910

합계

228

122

450

72

85

47

265

1,269

- 해외 국가(미국, 일본, 유럽, 국제특허(WO))에서의 인공지능 분야 주요 TOP10 출원인은
IBM, Google, Microsoft, General Electric, Adobe, 삼성전자, Intel, DeepMind, Nvidia,
Equifax, Sparkcognition 그리고 Facebook 순임
- 주요 TOP10 출원인 중에서 가장 출원 활동이 활발한 IBM은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에
출원 활동을 집중하고 있으며, Google은 주요 출원인 TOP10 중에서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에 가장 많이 출원함
- 주요 TOP10 출원인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분야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그리고 머신러닝 프레임
워크 표준 순임
- 한국국적으로 주요 출원인 TOP10에 포함된 것은 삼성전자로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과 신경망 표현 포맷(NRR) 표준에 해외시장 선점을 위하여 출원 활동을 함
¡ 결론
- (인공지능 분야 특허분석 결과) 인공지능 7개 분야에 관련된 한국의 글로벌 특허경쟁력은
해외 주요 기업에 비교하여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외 경쟁력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의 해외시장 집중 표준 기술은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과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기술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표준기술 모든 분야에 걸쳐 연구개발
지원과 특허권 확보를 위한 전략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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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 빅데이터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핵심 키워드
[영문] Big Data, Structured
data, Unstructured data,
Streaming data, Data profile,
Data quality assurance, Data
quality assessment, Metadata
analytics, Use case, Format,
definition
[국문] 빅데이터, 정형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스트리밍
데이터, 데이터 프로파일,
데이터 품질진단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영문] Big Data, Structured
data, Unstructured data,
Streaming data, Learning
analytics, Learning data
analytics, Learning data
framework, Data collection,
SensorAPI, Sensor data
[국문] 빅데이터, 정형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학습 프레임워크,
데이터 수집, 센서API, 센서
데이터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영문]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Data
quality assurance, Data quality
assessment, Data
pre-processing
[국문] 인공지능, 머신러닝,
데이터 품질, 데이터 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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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검색식
(“big data” or “huge data” or “huge volume data” or “huge
number data” or “large volume data” or “large amount of
data” or “massive data” or “large scale data” or terrabyte
or petabyte or exabyte or zettabyte or yottabyte or unstructur*
or “streaming data” or “various source” or “multi-source” or
“data profil*” or “profiling data” or 빅데이터* or “빅 데이터*”
or “대용량 데이터” or “대량의 데이터” or “대규모 데이터”
or “대형 데이터” or 테라바이트 or 페타바이트 or
엑사바이트 or 제타바이트 or 요타바이트 or “비정형
데이터*” or “스트리밍 데이터*” or “다중 소스” or “데이터
프로파일*” or “프로파일링 데이터*”) AND (“data quality” or
“data assuranr*” or “quality assess*” or “quality measur*” or
“quality test*” or metadata* or “data profil*” or “데이터 품질*”
or “품질 진단*” or “품질 평가*” or “품질 “데이터 프로파일*”
or “메타데이터*”)
(“big data” or “huge data” or “huge volume data” or “huge
number data” or “large volume data” or “large amount of
data” or “massive data” or “large scale data” or terrabyte
or petabyte or exabyte or zettabyte or yottabyte or unstructur*
or “streaming data” or “various source” or “multi-source” or
“sensorAPI” or “sensor API” or “API sensor data” or “sensor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r 빅데이터* or “빅
데이터*” or “대용량 데이터” or “대량의 데이터” or “대규모
데이터” or “대형 데이터” or 테라바이트 or 페타바이트 or
엑사바이트 or 제타바이트 or 요타바이트 or “비정형
데이터*” or “스트리밍 데이터*” or “다중 소스” or “센서 API
데이터” or “센서 API”) AND (“learning data framework*” or
“learning analytics framework*” or “data analytics framework*” or
“data search*” or “data discover*” or “data publish*” or “data collect*”
or “multi colume data group*” or “data aggregat*” or “data dynamic
summar*” or “data correlat*” or “학습 분석*” or 학습분석* or
“학습 분석 프레임워크*” or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or
“분석 프레임워크*”)
(“artificial intelligence” or “super-intelligence” or “machine
learning” or “machine-learning” or “neural network” or “deep
learning” or “deep-learning” or “hierarchical learning” or “deep
belief network” or “convolution learning” or “supervised
learning” or “unsupervised learning” or “reinforcement
learning” or “reinforced learning” or “self learning” or
“semi-supervised learning” or “인공 지능*” or 인공지능* or
“기계 학습*” or 기계학습* or 머신러닝* or “머신 러닝*” or
신경망분석* or “신경망 분석*” or “신경망 학습*” or “뉴럴
네트워크*” or 딥러닝* or “딥 러닝*” or “계층 학습*” or
계층학습* or 강화학습* or “강화 학습*” or 자가학습* or “자가
학습”) AND (“data quality” or “data assuranr*” or “quality
assess*” or “quality measur*” or “quality test*” or metadata*
or “data profil*” or “data pre-process*” or “data clean*” or “data
garbage in and garbage out” or “GIGO” or “데이터 품질*”
or “품질 진단*” or “품질 평가*” or “품질” or “데이터
프로파일*” or “데이터 전처리*” or “데이터 정제*”)

특허분석 항목

빅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표준

핵심 키워드

[영문] Big Data, Data sharing,
Metadata, Data Catagolization,
information extension, Data
Provenance, Data quality
modeling, XML, RDF,
JSON-LD profile
[국문] 빅데이터, 데이터 공유,
메타데이터, 데이터 분류,
정보확장, 데이터 프로비넌스,
데이터 품질 모델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

[영문] Big data, Metadata
registry management, SQL,
Sequential Query Language,
Relational data model
[국문] 빅데이터, 메타데이터
레지스터리 관리, 관계형
데이터 모델

특허 검색식
(“big data” or “huge data” or “huge volume data” or “huge
number data” or “large volume data” or “large amount of
data” or “massive data” or “large scale data” or terrabyte
or petabyte or exabyte or zettabyte or yottabyte or unstructur*
or “streaming data” or “various source” or “multi-source”
or 빅데이터* or “빅 데이터*” or “대용량 데이터” or “대량의
데이터” or “대규모 데이터” or “대형 데이터” or 테라바이트
or 페타바이트 or 엑사바이트 or 제타바이트 or 요타바이트
or “비정형 데이터*” or “스트리밍 데이터*” or “다중 소스”
) AND (((metadata* or “메타데이터“ or ”메타 데이터*“) N/4
(profil* or ”프로파일*“)) or ”information extension“ or
”extension information“ or XML or RDF or JSON* or “data
catalog*” or ”data provenance“ or ”데이터 프로비넌스*“
or ”데이터 출처*“ or ”데이터 카다로*“ or ”데이터 목록*“
or ”데이터 카달로*“ or “확장성 마크업 언어*” or 정보확장
or “정보 확장*”)
(“big data” or “huge data” or “huge volume data” or “huge
number data” or “large volume data” or “large amount of
data” or “massive data” or “large scale data” or terrabyte
or petabyte or exabyte or zettabyte or yottabyte or
unstructur* or “streaming data” or “various source” or
“multi-source” or SQL or “sequential query language*” or
“NoSQL” or “not only SQL” or 빅데이터* or “빅 데이터*”
or “대용량 데이터” or “대량의 데이터” or “대규모 데이터”
or “대형 데이터” or 테라바이트 or 페타바이트 or
엑사바이트 or 제타바이트 or 요타바이트 or “비정형
데이터*” or “스트리밍 데이터*” or “다중 소스”) AND
(((metadata* or “메타데이터“ or ”메타 데이터*“) N/2
(registr* or ”레지스터*“)) or “relational data model*” or
“관계형 데이터 모델*”))

¡ 빅데이터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빅데이터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D.N.A.생태계 강화 _ AI / DATA 209

< 빅데이터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빅데이터 분야 전체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범위 초기부터 2015년까지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점진적으로 출원 활동이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출원 활동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빅데이터 분야에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출원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핸드폰과 테블릿
등과 같은 모바일기기의 보급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이동통신에
기초한 자율주행과 자동공장 등과 같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분석대상 데이터 증가가 확실시
되어, 빅데이터 분석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가 출원 활동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됨
- 특허 미공개로 인하여 특허데이터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2019년부터 출원 활동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 구간과 비교하여 출원 활동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추가적인 출원 활동이 기대되는 최근일 기준 30개월 미만의 국제특허(WO)가 전체의 약 7%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개별국진입(재출원)이 진행되면 출원 활동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허 발행국별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에 출원된 특허가 319건(5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제특허(WO) 110건(18%), 한국 89건(14%), 유럽 53건(9%) 그리고 일본
48건(8%) 순임
- 발행국별 동향을 보면, 미국 발행국에서의 출원 활동 경향이 전체 출원 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이 빅데이터 분야 출원 활동을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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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빅데이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특허분석
항목

출원연도

데이터
빅데이터를
학습분석
데이터 분석
프로파일링
위한
프레임워크 및 및 머신러닝을
기반의
메타데이터
데이터 수집
위한 데이터
빅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표준
품질 표준
품질진단 표준
표준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

합계

2001

0

0

0

1

2

3

2002

3

0

2

1

4

10

2003

1

0

0

6

2

9

2004

2

1

0

0

5

8

2005

2

1

2

0

8

13

2006

4

2

1

1

0

8

2007

4

3

1

0

3

11

2008

2

3

2

1

4

12

2009

1

4

2

0

5

12

2010

3

5

5

0

9

22

2011

2

3

1

2

4

12

2012

5

2

3

2

9

21

2013

3

3

0

2

12

20

2014

8

4

4

6

8

30

2015

4

2

4

2

2

14

2016

7

12

7

6

11

43

2017

10

13

15

10

7

55

2018

20

30

54

7

12

123

2019

19

26

35

14

12

106

2020

14

13

27

23

7

84

2021

1

0

0

2

0

3

합계

115

127

165

86

126

619

- 특허분석 항목의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그리고 빅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표준 순으로 출원 활동이 활발함
- 출원 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와 구간은,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으로 2018년에 출원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다음으로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으로 2018년도 출원 활동이 활발함
- 빅데이터 분야에서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은 분석구간 전 구간에 걸쳐 출원
활동이 존재하는 반면, 나머지 분야는 비교적 최근 구간에 출원 활동이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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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빅데이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 출원 현황 >
특허분석 항목

구간A
(2011년∼2013년)

구간B
(2014년∼2016년)

구간C
(2017년∼2019년)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10

19

49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8

18

69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4

15

104

빅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표준

6

14

31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

25

21

31

- 특허 미공개기간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를 3년 단위의 3개 분석구간으로 설정
-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90%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은 158%로, 구간C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에
따른 출원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125%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는 약 288%로, 구간C부터 본격적으로 출원 활동함
-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275%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도 증가율이 약 593%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출원
활동도 매우 활발함
- 빅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133%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은 121%로, 출원증가율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로 출원 활동도 이전구간과 비교하여 미미하게 증가함
-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16%로
감소하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이 약 77%로 다시 증가하여 최근 구간에서
출원 활동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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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빅데이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특허분석
항목
특허
발행국

데이터
빅데이터를
학습분석
데이터 분석
프로파일링
위한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 및 머신러닝을
기반의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및 데이터
위한 데이터
빅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모델 표준
수집 표준
품질 표준
품질진단 표준
표준

합계

한국특허
(KR)

15

31

37

1

5

89

미국특허
(US)

59

49

72

61

78

319

일본특허
(JP)

11

26

9

0

2

48

유럽특허
(EP)

5

6

16

8

18

53

국제특허
(WO)

25

15

31

16

23

110

합계

115

127

165

86

126

619

- 빅데이터 분야에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출원을 집중한 분야와 국가는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으로 미국에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고,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으로 동일하게 미국에 출원함
- 미국에 출원한 분야는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빅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표준,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그리고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순임
- 한국에는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그리고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순으로 출원
활동에 집중
- 일본에는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과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순으로 출원 활동에 집중
- 유럽에는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과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순으로 출원 활동에 집중
- 국제특허(WO)는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그리고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 순으로 출원 활동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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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빅데이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한국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출원인

데이터
빅데이터를
학습분석
데이터 분석
프로파일링
위한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 및 머신러닝을
기반의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및 데이터
위한 데이터
빅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모델 표준
수집 표준
품질 표준
품질진단 표준
표준

합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2

2

0

0

6

삼성전자

0

1

3

0

0

4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구.한국전자부품연구원)

0

1

2

0

0

3

케이티(KT)

0

2

0

0

0

2

이글루시큐리티

0

1

1

0

0

2

데이터스트림즈

0

1

0

1

0

2

The Charles Stark
Draper Laboratory

0

0

0

0

2

2

SK텔레콤

1

1

0

0

0

2

기타

12

22

29

0

3

66

합계

15

31

37

1

5

89

- 한국에서의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주요 TOP5 출원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삼성전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구.한국전자부품연구원), 케이티(KT), 이글루시큐리티, 데이터스트림즈,
The Charles Stark Draper Laboratory, SK텔레콤 순이며, 미국국적의 The Charles Stark
Draper Laboratory가 유일하게 국내시장에 관심이 있는 주요 TOP5 출원인으로 조사됨
- 한국국적의 주요 TOP5 출원인은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과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에 출원 활동을 집중함
- 주요 TOP5를 제외한 출원인들은, 다수의 출원인이 소규모의 출원을 하는 경향을 보이며
출원인으로는 ㈜고스트레이드와 ㈜인아유 등의 기업과 (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 그리고 관세청과 같은 국가기관도 포함되어 있으며,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등과
같은 다수의 대학들이 출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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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빅데이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해외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출원인

데이터
빅데이터를
학습분석
데이터 분석
프로파일링
위한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 및 머신러닝을
기반의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및 데이터 위한 데이터
빅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모델 표준
수집 표준
품질 표준
품질진단 표준
표준

합계

Microsoft

2

7

1

1

11

22

삼성전자

8

6

5

0

0

19

IBM

2

3

3

4

2

14

Sony

9

0

0

0

2

11

Accenture

0

0

8

0

1

9

Tata Consultancy

1

0

3

5

0

9

Siemens

2

0

2

2

2

8

Oracle

3

0

0

5

0

8

Amazon

0

0

0

5

3

8

Snowflake

0

1

0

0

6

7

Panasonic

1

6

0

0

0

7

기타

72

73

106

63

94

408

합계

100

96

128

85

121

530

- 해외 국가(미국, 일본, 유럽, 국제특허(WO))에서의 빅데이터 분야 주요 출원인 TOP10은 Microsoft,
삼성전자, IBM, Sony, Accenture, Tata Consultancy, Siemens, Oracle, Amazon, Snowflake,
Panasonic 등의 순으로 출원 활동함
- 주요 출원인 TOP10 중에서 가장 출원 활동이 활발한 Microsoft는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과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에 출원 활동을 집중함
- 해외 국가에서 유일하게 주요 출원인 TOP10에 포함된 한국국적의 삼성전자는 해외에서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과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순으로 출원 활동을 집중함
- 미국국적의 IBM은 빅데이터 전 분야에 걸쳐 유사한 추세로 출원 활동을 하며, 일본 국적의
Sony는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에 집중적으로 출원 활동을 하고
동시에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결론
- (빅데이터 분야 특허분석 결과) 빅데이터 5개 분야에 관련된 한국의 글로벌 특허경쟁력은
해외 주요 기업에 비교하여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있으나 해외 경쟁력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해외시장에서 한국은 소수의 출원인이 빅데이터 일부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 해외
시장 확보를 위하여서는 빅데이터 모든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특허권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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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인공지능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빅데이터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2.8%
(선도국가
대비)
82.1%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인공지능]
구분

표준화 기구
ITU-T

SG13

SC25

SC29
국제
(공식)
JTC1
SC35

SC42

IEEE
국제
(사실)
MPAI

PG606
국내

TTA
PG1005
지능정보기술포럼

21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표준화 현황
(WP2/Q17-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for Computing including Cloud
Computing and Data Handling) 클라우드 환경에서 머신러닝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 표준 개발을 완료하고 2020년 표준으로 발간
(WG1-Home Electronic Systems) 정보가전 분야의 다양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가정 내 전력사용의 효율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 기술접목을 위한 표준이 추가되어 CDV 단계로 진행 중
(WG2-MPEG Technical Requirement) MPEG-VCM(머신러닝기반 비디오
코딩) 비디오 특징점 부호화 국제표준은 2019년 10월에 AHG 설립하고 처음
시작되었으며, 2021년 초 CfE(Call for Evidence)단계에 있으며, 2021년 말 CfP
(Call for Proposal)을 준비 중
(WG4-MPEG Video Coding) MPEG-NNR(ISO/IEC 15938-17) 인공지능
압축모델 국제표준은 2020년 NNR 국제표준 CD단계 문서를 완성하고, 2021년
4월 FDIS단계에 진입. 2nd Version인 Incremental NNC 국제표준에 대하여
2021년 4월 CE(Core Experiment)를 수행하여 표준대상을 검증 진행 중
(User interfaces)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표준을 다루기 위한 표준 그룹
- (WG5-Cultural and linguistic adaptability) 대면상황 자동통역 표준의
후속으로 실시간 동시통역 시스템 표준화가 3개 파트의 CD 문서로 개발 중
(ISO/IEC 23773 시리즈)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국제표준 Kick-off 회의를 2018년 4월 시작
하였고, WG 5개와 JWG(Joint Working Group) 1개로 구성되어 표준화 진행 중
- (WG1-Foundational standards) 인공지능 개념 및 용어 표준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 시스템 표준이 개발 중
- (WG3-Trustworthiness) 인공지능 신뢰성과 견고성, 위험관리, 설명력,
윤리 관련 표준화 진행 중
자동화 지능형 시스템을 위한 윤리 표준 개발 “The IEEE Global Initiative
on Ethics of Autonomous and Intelligent Systems”이 P7000 시리즈로 개발되고
있으며 7000∼7009, 7011, 7012, 7014 표준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7010은
2020년 표준 공표됨
인공지능을 핵심기술로 하는 데이터 코딩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사실 표준화 단체로 AI 관련 프레임워크와 데이터 표현형식, 사전 정의된
AI 모듈로 구성된 응용시스템 표준을 개발
(메타데이터) 실시간 동시통역 기술의 주요 모듈인 자연어처리 기능의
단계별 표준이 개발되었으며 향후 상호참조와 응용시스템을 위한 의미
분석에 관련된 표준이 개발될 예정
(인공지능기반기술) 도로상 데이터 객체 인식을 위한 데이터 객체 분류 체계
표준, 지능형 질의응답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 경량 지능형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 및 인공지능 표준 동향 분석 내용을 담은 기술보고서 발간
완료. 인공지능 산업 실태 파악을 위한 분류 체계 구축 방안 개발을 진행 중
신규 포럼으로 자연어 처리 및 지능형 정보 서비스 중심으로 표준화 추진

[빅데이터]
구분

표준화 기구

JTC1

국제

SC32

(WG2-MetaData) 이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 언어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의 일관성 있는 사용 등 데이터 관리 및 교환 관련
표준 개발 중

SC36

(WG8-Learning analytics) 학습분석 참조 모델(개념, 어휘), 요구사항, 품질관리
등 학습분석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 개발

SC42

(WG2-Data) 2017년까지 JTC1 WG9에서 개념 및 용어, 참조 아키텍처 문서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이후 SC42(인공지능) 신설에 따라 산하 WG2(빅데이터)로
이관되었으며, 이후 ‘데이터(Data)’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에서의 데이터
관리, 데이터 분석 및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화를 추진 중

TC184

(SC4-Industrial data)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표준,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 스마트 제조 데이터 표준을 추진 중

SG13

(WP2/Q17-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for Computing including Cloud
Computing and Data Handling)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처리(data handling) 기술 관련 요구사항, 생태계 모델 및 기능 구조
등에 대한 표준화 추진 중

(공식)
ISO

ITU-T

국제

W3C

(Dataset exchange WG) DCAT-AP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
및 유즈케이스 표준, DCAT 3 등에 대한 표준 개발 중

IMS Global

(Caliper analytics PG) 학습 데이터 측정 프레임워크(IMS Caliper analytics
1.2) 표준이 공개(21년 4월)되었으며, 학습활동 데이터 수집 프로파일 항목
표준화 작업과 기존 평가문항(QTI), 학습도구 상호운용성(LTI), 전자책포맷
(EPUB)표준들을 수용하는 융합 표준 개발 작업을 추진 중

IEEE

(LTSC-Learning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경험 데이터를 정의하고 서로 다른 시스템(LMS, 학습분석 도구 등)들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통신하는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

(사실)

TTA

국내

표준화 현황

PG606

(메타데이터) 정보식별 및 정보교환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및 빅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관리와
관련한 메타데이터 표준을 국내 표준화로 제정 중

PG1004

(빅데이터) 데이터 맵 어휘, 데이터 카탈로그 어휘, 데이터 이력관리를 위한
온톨로지 등 45건의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국내 표준화
추진 중

PG1005

(인공지능기반기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위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및 데이터 참조 기준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

지능정보기술포럼

지능정보기술포럼의 AI데이터분과는 데이터 가공공정 절차, 데이터 추출
또는 조합 공정, 데이터 태깅 라벨링 공정 등의 AI 데이터에 대한 표준
추진 중

IMS KOREA

다양한 학습 활동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프로파일, API 표준을
부합화하고, 국내 표준화 작업 및 표준 확산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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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인공지능]
¡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국내에서는 TTA에서 2019년 상반기에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인공지능기술 표준화를 담당할 프로젝트 그룹(PG1005)을 구성하였으며, 인공지능
기반기술, 인공지능 컴퓨테이션널 모델, 도메인별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 등 관련 표준화를
활발히 진행 중. 향후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인공지능 라이프 사이클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
· 도로상 데이터 객체 인식을 위한 데이터 객체 분류 체계 표준, 지능형 질의응답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 경량 지능형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표준 등을 개발 완료
· 인공지능 산업 실태 파악을 위한 분류체계 구축방안, 지도학습을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참조기준 등의 개발을 진행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1005

표준(안)명

완료연도

2019-1263, 인공지능 산업 실태파악을 위한 분류체계 구축 방안(기술보고서)

진행중
(2022)

2021-0063, 경량 지능형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2021

2020-0612, 서비스형 기계학습 기능 요구사항

2021

TTAK.KO-10.1276, 유방암 판독 인공지능 모델개발을 위한 유방촬영술 의료
지식베이스 구축방안

2020

TTAK.KO-10.1208, 자율주행 자동차의 객체 인식기술에 필요한 도로상 데이터의
객체 분류 체계

2019

TTAR-10.0108, 인공지능 표준화 동향 분석서(기술보고서)

2019

TTAE.IT-F.746.3, 지능형 질의응답 서비스 프레임워크

2019

¡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국내 JTC1 SC42 전문위원회를 통해 JTC1 SC42에서 진행 중인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개발 참여 중이며,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에서는
관련 표준화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중. 향후 국내 환경에 맞는 위험 관리 체계 논의가 필요
- JTC1 SC42 전문위원회
· 2019년 신규 표준으로 제안된 인공지능 위험관리 체계 표준(ISO/IEC 23894 – Artificial
Intelligence - Risk Management)에 표준 개발을 대응 중이며, 향후 국내 표준 준용 및
국내 환경에 맞는 체계로 논의 확장 예정
¡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국내 표준 개발은 미진행 단계이나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에서 NNR 국제표준이 완성단계에 이르면 인공지능 압축모델관련 국내표준
(기술보고서)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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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러닝기반의 특징점부호화(VCM)표준) 국내 표준 개발은 미진행 단계이나 TTA 인공지능
기반기술 PG(PG1005)에서 VCM 국제표준이 완성단계에 이르면 인공지능 특징점 부호화
기술관련 자율주행, 영상인식 등의 국내표준(기술보고서)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에서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기술보고서) 개발 완료되었으며 향후 인공지능 윤리를 반영한 세부 기술에
대한 표준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
-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
· 각 표준화 기구에서 개발되고 있는 윤리 가이드라인 및 표준에 대한 소개와 인공지능 기술을
위한 고려 대상 윤리 항목을 서술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기술보고서)을 개발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1005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R-10.0107,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동향(기술보고서)

2019

¡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실시간 통역시스템의 주요 모듈인 자연어처리 기능의 각 단계 중심의
표준인 형태소태깅, 개체명태깅, 의존 구문분석, 다의어태깅 기술 표준이 개발되었으며, 향후
상호참조 모듈과 의미 분석 모듈을 위한 국내 표준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TTA 메타데이터 PG(PG606)
· 실시간 동시통역 기술의 주요 모듈인 자연어처리 기능의 단계별 표준이 개발되었으며 향후
상호참조와 응용시스템을 위한 의미 분석에 관련된 표준이 개발될 예정
-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
· 실시간 동시통역 기술의 주요 모듈인 언어지능에 관련된 기능별 표준이 개발될 예정
· 인공지능 시스템의 평가 표준에 대한 참조 표준으로 지능형 질의응답 시스템 평가 표준이
개발 중이며, 이 표준은 언어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평가 표준의 참고로
활용될 예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606

TTA PG1005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1098, 오픈 도메인 자연어 질의응답을 위한 질문 분석 메타데이터

2018

TTAK.KO-10.0946, 자연어 질의응답을 위한 다의어 태깅 말뭉치 구축 지침

2016

TTAK.KO-10.0853, 의존 구문 분석 말뭉치 구축을 위한 의존 관계 태그 세트
및 의존 관계 설정 방법

2015

TTAK.KO-10.0852, 개체명 태그 세트 및 태깅 말뭉치

2015

TTAK.KO-11.0010/R1, 형태소 태깅 말뭉치 작성용 품사 태그 세트

2015

2019-1264, 지능형 질의응답 시스템 평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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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국내에서는 JTC1 SC41, OCF 등 사물
인터넷 관련 표준분야에서 활발한 표준화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에서 인공지능 기반 응용 서비스로써 JTC1 SC25의 스마트홈 관련 에너지관리
에이전트(EMA) 표준을 연계하면 국내 표준화에 큰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됨
[빅데이터]
¡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데이터 프로파일링 및 비즈니스 규칙
기반의 데이터 품질 기술은 데이터 품질 솔루션을 통해 구현되어 있으나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비정형, 텍스트 및 대용량 빅데이터의 품질 진단 표준은 아직 없음. 향후 데이터 프로파일링
및 비즈니스 규칙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 진단 기술이 개발되어 표준화 필요
¡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다양한 학습 활동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프로파일, API 표준을 부합화하고, 2021년도부터 IMS Caliper Analytics 1.2 표준 부합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IMS KOREA(에듀테크 표준화포럼)
· 다양한 학습 활동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IMS Caliper Analytics 표준을 부합화
하고, 학습분석 국내 표준화 작업 및 표준 확산 추진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MS KOREA

표준(안)명

완료연도

IMS Caliper Analytics 1.2, 학습 활동 데이터 수집 프로파일

진행중
(2022)

IMS Caliper Analytics 1.1, 학습 활동 데이터 수집 프로파일

2018

Experience API, 학습 활동 데이터 수집 프로파일

2017

¡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TTA 빅데이터 PG(PG1004)를 중심으로
비정형 데이터 품질 검사 및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을 위한 표준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인공지능
기반기술 PG(PG1005)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위한 품질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 향후 데이터 품질 평가 및 신뢰성 지원을 위한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TTA 빅데이터 PG(PG1004)
· 사이버, 소셜, 물리 영역에 존재하는 빅데이터를 통해 신뢰 정보를 추출, 분석, 유통을 위한
신뢰 정보 분석 시스템 구조 등에 대한 표준화 진행
· 비정형 데이터 품질 측정을 위한 방법에 대한 표준 개발 시작
· 웹 환경에서 데이터 품질 기술 방법에 대한 표준화 논의 시작
-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참조기준에 대한 표준 개발 시작
· TTA 빅데이터 PG(PG1004)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개발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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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737, 비정형 데이터 품질 검사를 위한 데이터 추출 방법 - 문서(기술
보고서)
2021-0738, 비정형 데이터 품질 검사를 위한 데이터 추출 방법 - 이미지
(기술보고서)
2021-0739, 비정형 데이터 품질을 위한 데이터 추출 방법 - 음성(기술보고서)
TTA PG1004

2021-0740, 비정형 데이터 품질 검사를 위한 데이터 추출 방법 - 동영상
(기술보고서)
TTAR-10.0136, 데이터 품질 어휘(기술보고서)

2020

TTAE.IT-CG-Trust, 이종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뢰 정보 추출, 분석, 유통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2017

2021-0744,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참조기준(영상)
2021-074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참조기준(자율주행)
TTA PG1005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2021-0742,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참조기준(광학문자인식)
2021-074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참조기준(텍스트)
2020-0729, 지도학습을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2021

¡ (빅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표준) 빅데이터 유통 생태계에 필요한 여러
표준들이 TTA 빅데이터 PG(PG1004)를 중심으로 표준 개발이 진행 중이며, 향후 데이터
품질 및 데이터 이력과 관련된 분야의 표준 개발이 예상되며, DCAT 국제표준의 발전에
따른 기존 데이터 카탈로그 표준의 수정이 필요하게 될 것임
- TTA 빅데이터 PG(PG1004)
· 빅데이터 유통과 관련된 유통 플랫폼의 개요와 기능, DCAT 국내 표준 수용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등에 대한 표준화 진행
· 데이터 유통 플랫폼에서 객체식별하기 위한 객체식별자(OID)와 객체식별자 해석시스템
(ORS)에 대한 표준화 논의 시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1004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733,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데이터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진행중
(2022)

2021-0732,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위한 객체식별자 해석시스템(ORS)

진행중
(2022)

2019-0330,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정의 및 플랫폼간 연계 규격

2021

TTAK.KO-10.1274,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 개요 및 기능

2020

TTAE.OT-10.0427/R1, 데이터 카탈로그 어휘 버전 2

2020

TTAK.KO-10.1273,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위한 객체식별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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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 메타데이터의 중요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비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데이터 표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메타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규범적으로 교환 및 활용할 수 있는 구현 모델에 대한 표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TTA 메타데이터 PG(PG606)
· 생태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유를 위해 메타데이터 개발이 완료되었으며(TTAK.KO-10.1249),
임상공학 연구데이터(TTAK.KO-10.1284), 치안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분류체계 및 데이터
요소(TTAK.KO-10.1281) 표준 개발이 완료
·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식품성분 분석 분야와 관련된 표준(2020-0033)이 개발
중에 있으며, DOI와 관련된 메타데이터 표준(2018-2256) 개발이 진행 중
· 스마트 방송 분야를 위한 방송 콘텐츠 메타데이터의 구성 요소 및 형식 그리고 플랫폼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개발 표준 과제가 채택되어 표준 개발이 진행될 예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606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0-0033, NIR 센서기반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식품성분 분석을 위한 데이터
취득 방법 정의

진행중
(2023)

2019-0288, IR 센서기반의 개인맞춤형 식품성분 분석을 위한 메타데이터 정의

진행중
(2022)

2018-2256, DOI 등록 및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2021

TTAK.KO-10.1281, 치안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요소

2021

TTAK.KO-10.1284, 임산공학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유를 위한 메타데이터

2021

TTAK.KO-10.1249, 생태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유를 위한 메타데이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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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인공지능]
¡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ITU-T 및 JTC1 SC42에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관련 표준개발이
진행 중이며,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반 표준으로 활용 예상
- JTC1 SC42 WG1
· 인공지능 개념과 용어에 대한 표준인 ISO/IEC 22989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
시스템 프레임워크 표준인 ISO/IEC 23053 문서가 개발 진행 중으로 현재 DIS 단계에
있음. ISO/IEC 23053 표준안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요 및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정의.
2020년 CD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DIS 과정을 거친 후 표준 제정을 목표로 문서를
개발 중
- ITU-T SG13 WP2 Q17
· IMT 2020 네트워크 환경에서 머신러닝 기술 응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정의하였으며,
FG-ML5G 활동을 통해 문서를 개발하여 2019년 표준 제정 완료
· 2020년 9월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Machine learning as a service 유스케이스들을
정의하고 이들로부터 MLaaS를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도출한 표준 제정 완료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JTC1 SC42
WG1

ITU-T SG13
WP2 Q17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22989, Artificial intelligence concepts and terminology

진행중
(2022)

ISO/IEC 23053,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using machine
learning

진행중
(2022)

Y.3531, Cloud computing - Functional requirements for machine learning as
a service

2020

Y.3172, Architectural framework for machine learning in future networks
including IMT-2020

2019

¡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JTC1 SC42 WG3 인공지능 신뢰도(Trustworthiness) 그룹에서
인공지능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위험 관리 체계에 관한 표준 개발 중이며 인공지능
신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금융, 의료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맞는 구체적인 표준
제안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
- JTC1 SC42 WG3
· 2019년 신규 표준 제안(ISO/IEC WD 23894.2) 승인을 통해 인공지능(지능형)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윤리적 고려사항, 사회적 영향과 관련해 인공지능 시스템/서비스의 개발,
제공과 이용 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와 이에 대한 기술적 완화조치 등을 포함하는
관리체계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 2020년 CD 1차 투표, 2021년 CD 2차 투표가 진행
되었으며, 2021년 DIS 과정을 거친 후 2022년 제정을 목표로 표준개발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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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JTC1 SC42
WG3

표준(안)명
ISO/IEC 23894.2, Artificial Intelligence – Risk Management

완료연도
진행중
(2022)

¡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인공신경망 모델 압축 기술은 전세계적으로 연구개발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번째 국제표준인 Incremental NNC 국제표준을 적극 추진
예정
- JTC1 SC29 WG4
· 2020년 7월 131차 SC29/MPEG 국제회의(제네바)에서 9개의 CFP에 대한 NNR 국제표준
CD단계를 거쳐서 2021년 4월 134차 SC29회의에서 FDIS 단계에 진입. 2021년 말 IS단계가
완성될 예정. 2개 이상의 인공신경망 압축모델(Incremental Neural Network Compression)
2nd Edition에 대하여 2021년 4월 CE(Core Experiment)단계이며 2021년 말 CD단계에
진입할 예정. 독일의 HHI, 중국미국법인 Tencent, 핀란드 Nokia, 미국의 InterDigital, 한국의
한국항공대와 인시그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10여개 기관이 참석하고 있음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JTC1 SC29
WG4

ISO/IEC 15938-17, Compression of neural networks for multimedia content
description and analysis

진행중
(2022)

¡ (머신러닝기반의 특징점부호화(VCM)표준) VCM 국제표준은 지능형 교통 및 자율주행 자동차,
감시 비디오, 스마트 도시, 스마트 센서 네트워크 등을 주요 응용 서비스 대상으로 고려 중.
특히 새로운 5G IoV 에코 시스템에서 주류 영상 데이터 응용을 지원
- JTC1 SC29 WG2
· 2019년 10월 Video Coding for Machine(VCM) AHG을 설립. 현재 250명 이메일 리플렉터에
참여하고 있으며, 회의 참가인원은 중국과 한국에서 20명 이상씩 참여하고 있으며, 10여국에
80여명이 참여 중. 기존에 MPEG은 대규모 비디오 분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딥러닝 기반의 미디어 특징 추출을 위한 CDVA 표준화가 진행되었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MPEG-VCM은 영상의 특징을 압축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특징 추출을 위해 CDVA와
유사한 딥러닝 기반의 기술을 활용할 예정. 2021년 4월 Evalution Framework of VCM
표준기술서를 기반으로 표준대상의 검증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말 Call for
Proposal을 목표로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JTC1 SC29
WG2

표준(안)명
ISO/IEC Call for Evidence of Video Coding for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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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연도
진행중
(2022)

¡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인공지능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표준화 기구에서 인공지능 윤리와 사회적 관심에
관련된 표준과 지침이 개발 중이며 향후 세부적 윤리적 문제를 구체화하여 필요한 기술과
대상 표준이 개발될 전망
- JCT1 SC42 WG3
· 인공지능시스템의 편향성과 인공지능 윤리와 사회적 관심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개발 중으로
TR 24027 “AI 시스템에서의 편향성과 AI 기반의 의사 결정“ 기술 보고서는 최종 투표를
마치고 2021년 하반기에 공표될 예정
- IEEE SA
· 자동화 지능형 시스템을 위한 윤리 표준으로 “The IEEE Global Initiative on Ethics of
Autonomous and Intelligent Systems”이 P7000 시리즈로 개발되고 있으며 7000∼7009,
7011, 7012, 7014 표준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7010은 2020년 표준 공표됨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JTC1 SC42
WG3

IEEE SA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TR 24368, Overview of ethical and societal concerns

진행중
(2022)

ISO/IEC TR 24027, Information technology - Artificial Intelligence(AI) - Bias
in AI systems and AI aided decision making

2021

IEEE P7014, Standard for Ethical considerations in Emulated Empathy in
Autonomous and Intelligent Systems

진행중
(2024)

IEEE P7012, Standard for Machine Readable Personal Privacy Terms

진행중
(2023)

IEEE P7009, Standard for Fail-Safe Design of Autonomous and SemiAutonomous Systems

진행중
(2023)

IEEE P7008, Standard for Ethically Driven Nudging for Robotic, Intelligent
and Autonomous Systems

진행중
(2023)

IEEE P7004, Standard on Child and Student Data Governance

진행중
(2023)

IEEE P7011, Standard for the Process of Identifying & Rating the Trust-worthiness
of News Sources

진행중
(2022)

IEEE P7007, Ontological Standard for Ethically driven Robotics and Automation
Systems

진행중
(2022)

IEEE P7006, Standard on Personal Data AI Agent Working Group

진행중
(2022)

IEEE P7005, Standard on Employer Data Governance

진행중
(2022)

IEEE P7003, Algorithmic Bias Considerations

진행중
(2022)

IEEE P7002, Data Privacy Process

진행중
(2022)

IEEE P7001, Transparency of Autonomous Systems

진행중
(2022)

IEEE P7000, Model Process for Addressing Ethical Concerns During System Design

진행중
(2022)

IEEE Std 7010,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Assessing the Impact of
Autonomous and Intelligent Systems on Human Well-Bein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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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강연이나 회의 등에서 활용되는 연속된 자유 발화에 대한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기술 개발 중이며 향후 레퍼런스 구조와 상세 모듈에 대한 추가 표준이
개발될 전망
- JTC1 SC35 WG5
·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은 요구사항 및 기능규정과 시스템 구조의 두 개의 파트로 표준화
항목으로 제안되어 진행 중이며 전체 개요에 대한 파트가 새로 추가되어 총 3개의 파트로
CD 초안 진행 중
- MPAI
· 사실 표준화 그룹인 MPAI에서 음성 통역 시스템 응용 표준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언어지능 관련 표준과 같이 표준 초안이 개발 진행 중으로 2022년 상반기에 표준 승인될
예정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JTC1 SC35
WG5

MPAI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23773-1, User interface -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ystem - Part 1:
General

진행중
(2022)

ISO/IEC 23773-2, User interface -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ystem - Part 2:
Requirements and functional description

진행중
(2022)

ISO/IEC 23773-3, User interface -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ystem - Part 3:
System Architecture

진행중
(2022)

MPAI-MMC, Multi-Modal Conversation – Personalized Automatic Translation
System

진행중
(2022)

¡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최근에 JTC1 SC42에서 일반적인 인공지능
기반 표준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을 위한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
표준(융합 표준)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JTC1 SC25 WG1
· 정보가전 기술 분야의 표준을 다루고 있는 측면에서 스마트홈 분야의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기술표준이 현재 CDV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데이터모델 및 메시지
플로우 표준이 향후 진행될 예정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JTC1 SC25
WG1

ISO/IEC 15067-3-51, Information technology - Home Electronic System(HES)
application model - Part 51: Framework of an On-Premises Narrow AI Engine
for an Energy Management System using Energy Management Agents

진행중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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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비정형, 텍스트
및 대용량 빅데이터의 활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되는 데이터의 품질을 진단하기 위해
빅데이터 품질요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 향후 데이터 오류를 줄이기 위한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한 표준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
- ISO TC184 SC4 WG13
· 데이터 품질 표준(ISO 8000)을 만들고 있으며 ISO TC184 SC4 WG13에서 ISO 8000-81(Data
quality assessment: Profiling) 표준에 대한 CD가 2020년 2월에 통과되었으며 2022년 내에
TS 발간을 위한 준비 중. ISO 8000-82(Data quality assessment: Creating data rules)는
2019년 7월 NP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CD 문서 작성 진행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SO TC184
SC4 WG13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8000-81, Data quality assessment: Profiling

진행중
(2022)

ISO 8000-82, Data quality assessment: Creating data rules

진행중
(2022)

¡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JTC1 SC36에서 학습분석 참조 모델(개념, 어휘),
요구사항, 품질관리 등 학습분석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IMS Global에서
학습 데이터 측정 프레임워크 표준 Caliper analytics 1.2를 2020년에 공개 후 학습 데이터
매트릭스 프로파일 항목을 추가하는 개정 작업 완료. 향후 지속적으로 프로파일 항목 추가
표준화 작업이 진행될 전망
- JTC1 SC36 WG8
· 학습분석 기술을 전담하는 워킹그룹을 신설(2015년)하고 ISO/IEC 20748 학습분석 상호
운용성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여 Part1: Reference model, Part 2: System requirements,
Part 3: Guideline for data interoperability, Part 4: Privacy and data protection policies
표준 개발 완료(2020년 12월)
- IMS Global
· 학습 분석 표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그룹을 신설(2013년)하고, 학습 데이터 유형, 학습
데이터 수집 매트릭스 프로파일 등 학습 데이터 측정 프레임워크 표준화(IMS Caliper
analytics) 작업 진행
· 데이터 수집 API를 오픈소스로 GitHub를 통해 공개(2015년 11월)
· IMS Caliper analytics 1.2 표준 공개(2020년 3월) 후 학습 데이터 매트릭스 프로파일
항목을 추가하는 개정 작업 완료(2021년 6월)
- IEEE LTSC
·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경험 데이터를 정의하고 서로 다른 시스템(LMS, 학습분석 도구 등)들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통신하는 표준화(xAPI) 작업과 xAPI 구현 사례, 사이버 보안 기술
구현 사례에 대한 표준화 작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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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JTC1 SC36
WG8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20748-4, Learning analytics interoperability - Part 4: Privacy and data
protection policies

2020

ISO/IEC 20748-3, Learning analytics interoperability - Part 3: Guideline for data
interoperability

2020

ISO/IEC 20748-2, Learning analytics interoperability - Part 2: System
requirements

2017

ISO/IEC 20748-1, Learning analytics interoperability - Part 1: Reference model

2016

IMS Caliper analytics 1.2

2020

IMS Caliper analytics 1.1

2018

IMS Global

IEEE LTSC

IEEE P9274.4.1, Recommended Practic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xperience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 1.0.3

진행중
(2022)

IEEE P9274.4.2, Recommended Practice for Cybersecuri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xperience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xAPI)

진행중
(2022)

¡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JTC1 SC42 WG2는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에 대한 품질 WD가 개발 중이며, W3C는 RDF 기반의
웹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련 기술 문서를 개발함. JTC1 SC42 WG2에서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거버넌스 및 데이터 품질 시각화에 대한 표준개발 논의 추진
- JTC1 SC42 WG2
· 2019년 Big Data quality Ad-hoc Group을 설립하여 빅데이터 참조 아키텍처(ISO/IEC
20547-3)에 적시된 데이터 품질관리를 지원함과 동시에 인공지능/머신 러닝에 소요되는
데이터에 대한 품질 식별 및 평가 등을 위한 표준 개발 논의를 시작
· 2020년 4월 회의를 통하여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데이터
품질 측정,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및 가이드라인, 데이터 품질 절차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을 시작
- W3C Data on the Web Best Practices WG
· 웹 환경에서 공유된 데이터의 품질을 표현하기 위한 모델인 Data Quality Vocabulary와
데이터셋의 이용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모델인 Dataset Usage Vocabulary를 개발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JTC1 SC42
WG2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5259-2, Artificial intelligence - Data quality for analytics and ML – Quality
measure

진행중
(2025)

ISO/IEC 5259-1, Artificial intelligence - Data quality for analytics and ML Overview, terminology, and examples

진행중
(2024)

ISO/IEC 5259-3, Artificial intelligence - Data Quality for Analytics and ML - Data
Quality Management Requirements and Guidelines

진행중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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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인공지능]
¡ 인공지능 오픈소스 현황
- 최근 코로나 확진자 발생 위치 및 지역별 이동 경로 정보 및 통계 데이터를 비롯하여
진료가 가능한 주변 의료기관 정보까지 추천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이 오픈소스를
활용한 개인 개발자를 중심으로 제공됨
- 오픈소스를 활용한 발 빠른 대처로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선제적 대처방안 수립이
가능해졌고, 이는 국민의 불안감과 질병 감염 확산세를 감소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함
- 이를 계기로 정부, 지자체 및 대규모 포털 사이트, 오픈소스 기업이 벤치마킹하여 공적
마스크 및 잔여 백신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오픈소스가 국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 중
¡ 인공지능 오픈소스 전망
- 과거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하는지 아는(Know How)’ 것이
중요했다면, 오늘날에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오픈소스를 찾고 활용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지 아는(Know Where)’ 것과 이를 밀접하게 연계하는 능력이 중요시됨
-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급변하고 빈번하게 새로운 환경이 발생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한 적응
및 대응하기 위해서 마땅히 오픈소스 활용도는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프로그램
개발자를 채용할 때 기술 역량 외에 오픈소스 관련 경험을 우대하는 기업이 점점 많아 질 것으로
전망

< 인공지능 관련 주요 오픈소스의 역사와 발전 >
※ 출처: IT Chosun, 오픈소스 AI 개발 도구가 애저 클라우드와 만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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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계학습 프레임워크 현황
- TensorFlow(Google, 2021.5)
· TensorFlow 2.5.0은 Python 3.9를 지원하며, TensorFlow pip 패키지는 CUDA11.2 and
cuDNN 8.1.0으로 빌드
· oneAPI Deep Neural Network Library(oneDNN)는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기본
빌딩 블록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크로스 플랫폼 성능 라이브러리로 Intel-optimized
TensorFlow oneDNN를 이용한 CPU 성능 최적화 기능을 x86-64 Linux 및 Windows
공식 빌드에서 사용 가능
· Third-party 장치는 StreamExecutor C API와 PluggableDevice 인터페이스를 통해 플러그인
환경에서 연결할 수 있어, 사용자 지정 작업 및 커널을 추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정의 그래프 최적화 패스를 등록
- PyTorch(Facebook, 2021.3)
· PyTorch 1.8은 NumPy 호환성을 위해 신규 API를 제공하며, 추론 및 학습 시간 모두에서
성능을 향상을 위해 코드를 개선하고 확장하는 방법을 지원
· 분산 학습에 있어 파이프라인 병렬 처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NVIDIA Collective
Communication Library(NCCL)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준의 비동기 오류
및 시간 초과 처리기능을 추가
· GPU memory fraction이 지원되어 인공지능 서비스의 유연한 운영이 가능
- Windows ML(Microsoft, 2021.6)
· Windows ML NuGet package 1.8.0에서는 새로운 API SetIntraOpThreadSpinning를
도입하여 스레드 회전과 컨텍스트 전환을 더욱 세밀하게 제어 가능
· 활성화된 연산자 간 스레드는 전환하기 전에 이후 작업을 기다리면서 약간의 추가 시간
동안 계속 회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workload 향상에 도움
- MXNet(Apache, 2021.3)
· MXNet 1.8.0에서는 CUDA 11.0 그래프 사용이 가능하며, TensorRT 7 지원을 통해 보정된
int8 및 상세 모드를 추가
· 대부분의 Computer Vision 모델에서 oneDNN이 함께 작동될 수 있도록 v1.7으로
업그레이드
- ONNX(Microsoft/Facebook, 2020.11)
· ONNX v1.8에서는 Windows conda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학습 시 체계적으로
정의된 Gradient operator 생성하기 위해서 차별화 가능한 태그를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TrainingInfoProto 학습 도구와 예시를 제공
· Checker와 Shape inference를 위해 2GB 이상의 모델을 지원하고, Infrastructure 내 실행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AzurePipelines으로 이동했으며, Windows에서 세분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pybind11이 2.6.0으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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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NEF(Khronos Group, 2020.8)
· NNEF 1.0.3 표준에서는 이전 버전과 대비하여 computational graph에서 변수가 상호
참조하는 상황을 구체화하고 예시를 추가
- Theano(University of Montreal, 2020.7)
· NumPy 기반으로 구축된 Python library인 Theano 1.0.5는 Python 3.9와 호환되고 다수의
deprecation warnings를 수정
- CNTK(Microsoft, 2019.3)
· 마지막 버전이라고 공표되어 추후 더는 주요 변경사항이 없을 예정인 CNTK 2.7.0은
Windows 및 Linux를 위해 CUDA 10으로 이동했으며, Brain Script train action에서
FP16을 지원
· ONNX 포맷에서 2GB 이상의 모델 출력을 지원하고, 고급형 RNN 루프를 지원
[빅데이터]
¡ 빅데이터 오픈소스 현황
- IoT 기기 확산에 따라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분석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 및
오픈소스 공개에 따른 서드파티 개발자의 역량 강화와 저변 확대의 중요성이 높아짐
- 과거 공유자 측면에서 소스 공개를 꺼리거나, 사용자 측면에서 불법/무단사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개발자를 중심으로 GitHub을 통해 오픈소스 공유가 활발히 진행 중
¡ 빅데이터 오픈소스 전망
-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수요와 맞물려 빅데이터 오픈소스는 Hadoop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어 향후 생태계 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빅데이터 관련 올바른 오픈소스 사용 및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 및 지원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
¡ 주요 빅데이터 프레임워크 현황
- Hadoop(Apache)

· Release 3.3.1에서는 697개의 오류를 개선하고 성능을 향상함(2021.6)
· 실행유형(Execution Type) 개념이 도입되어 컨테이너는 예약 시점에 사용 가능한 리소스가
없는 경우에도 NM에서 실행을 위해 디스패치 됨
· 2개 이상의 NameNode를 지원하기 때문에, 편집내용을 JournalNode의 쿼럼에 복제함으로써
아키텍처는 시스템에 있는 하나의 노드 오류를 허용 가능
· Release 2.10.0에서는 362개의 오류를 개선하고 성능을 향상함(2019.10)
· HDFS는 standby node에서 일관된 읽기 이를 통해 HDFS 클러스터, 특히 읽기/쓰기
작업 비율이 높은 클러스터에서 로드밸런싱이 향상되었으며, rolling upgrade 지원이
버전2에서 버전3으로 향상됨. 또한, NameNode 포트 기반 선택적 암호화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트래픽에 대해 서로 다른 보안 제약 조건 적용이 가능해지며, Cost-based fair call
queue를 통해 대규모 multi-tenant HDFS 클러스터에서 공정성과 안정성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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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RN는 CPU 및 메모리 이외의 사용자 정의 가능 자원 유형을 지원하고, 예약 가능한
리소스 유형으로 GPU를 기본적으로 지원
- Hadoop Core Project(Apache)

·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분산 시스템으로 HDFS, 맵리듀스, YARN으로
구성
· 하둡-분산파일시스템(Hadoop-DFS: HDFS): 데이터를 다수의 노드에 분산해서 저장
· 하둡-맵리듀스(Hadoop-MapReduce): 프로그래밍 모델과 프레임워크 구현 환경으로 구성
· YARN은 하둡 클러스터의 각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리소스를 할당하고 모니터링 하는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하둡 클러스터의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
- Hadoop Sub Project(Apache)

· 에코시스템에서 분산코디네이터, 워크 플로우관리, 분산DB, 메타데이터 관리, 직렬화,
비정형 데이터 수집, 정형 데이터 수집, 실시간 SQL 질의 부문으로 구성
· 분산 코디네이터 : 분산 환경에서 서버들 간의 상호 조정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 워크 플로우관리 : 하둡 작업을 관리하는 워크플로우 및 코디네이터 시스템
· 분산 DB : HDFS 기반의 칼럼 기반 DB, Google의 BigTable 논문을 기반으로 개발,
실시간 랜덤 조회 및 업데이터 가능,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개인의 데이터를 비동기적으로
업데이트
· 메타 데이터 관리 : 하둡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위한 테이블 및 스토리지 관리 서비스
· 직렬화 : RPC와 데이터 직렬화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JSON을 이용해 데이터 형식과
프로토콜을 정의하며, 작고 빠른 바이너리 포맷으로 데이터를 직렬화
· 비정형 데이터 수집 : 분산 환경에서 생성되는 비정형 데이터를 HDFS에 안정적으로
저장시키는 플랫폼, 분산된 각 서버에서 에이전트(agent)를 실행하고, 콜랙터(collector)가
에이전트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HDFS에 저장
· 정형 데이터 수집 : 대용량 데이터 전송 솔루션, HDFS, RDBMS, DW, NoSQL등 다양한
저장소에 대용량 데이터를 신속하게 전송하는 방법을 제공
· 실시간 SQL 질의 : 하둡 기반의 실시간 SQL 질의 시스템. 맵리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이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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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oop Ecosystem >

- Spark(Apache)
· Release 2.4.6에서는 사용자 참여형 버그 신고를 통해 Seq.toDS, spark.createDataset(Seq)
스레드 안전성 향상을 비롯하여, aggregate expressions 캐스팅 결과 및 Python UDF in
subquery 결과 오류, parquet 사용 시 LIKE 결과 오류, truncations of timestamps 연산
오류 등의 문제점을 개선(2020.6)
·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 새롭게 공개되는 Spark 3.0에서는 SQL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통해 광범위하게 수행되는 추출·변환·로드(ETL) 데이터 처리 워크로드에 혁신적인 GPU
가속화를 최초로 적용 가능2020.5)
· 또한, AI 모델 훈련은 별도의 인프라에서 별도의 프로세스로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대신
동일한 spark cluster에서 처리할 수 있고, 전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파이프라인에서
고성능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spark application을 위한 기존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도 데이터 레이크에서 모델 훈련에
이르는 수만 테라바이트(TB)의 데이터를 가속화 가능
- Elastic Stack(Elastic)

· Elastic Stack 버전 7.7에서는 Workplace Search가 정식 버전으로 출시되어 모든 작업
콘텐츠에 현대적인 통합 검색 환경을 제공하며,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경고(Alerting)
프레임워크를 시작하여 Kibana에 새로운 경고 알림 환경을 제공(2020.5)
· 또한, Elastic APM은 서비스 지도를 추가하여 서비스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시스템 가시성이 한층 강화되었고, Elastic SIEM은
ServiceNow와의 통합 등 포함된 사례 관리 워크플로우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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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분석 도구 R
· 데이터분석 도구 R은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통계 분석 패키지 및 컴퓨터 언어(프라자파티, 2016)로서 R은 통계 분석과 그래픽을 위한
컴퓨터 언어이자 환경을 제공
· R은 통계패키지 기능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개발언어로는 불편하고, 수리적 연산 기능이
잘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처리속도는 느림(프라자파티, 2016)
· 개발언어로서 함수형 언어와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을 모두 지님
· R에는 현재 약 6천여 개의 다양한 분석 기능 패키지가 존재하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모듈 패키지 개발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어 상용 통계분석 패키지에 없는 최신기법도
R에는 있을 정도로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빠른 편
· R은 도구 자체가 완전한 컴퓨터 언어이므로 분석도구를 개발할 수도 있고 R 도구자체로
분석 가능(매트로프, 2012)
· R 주요기능은 통계분석, 데이터마이닝 등의 데이터분석, 텍스트마이닝,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계학습에 활용
< R 개발환경 >

※ 출처: https://rstudio.com/products/rstudio/features/

- 기계학습/심층학습 처리 기반 텐서플로우(TensorFlow)
· 텐서플로우(TensorFlow)는 파이썬(Python)이나 C++의 기능모듈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심층학습(Deep Learning)을 활용한 빅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도와주는
기술이자 도구임(수클라, 2019)
· 텐서플로우(TensorFlow) 자체는 사용이 어렵고 오류가 많아 사용하기 어려움
· 다른 라이브러리도 통합해주는 통합기(Wraper)인 케라스(Keras)를 활용하여 텐서플로우
(TensorFlow)를 사용하는 경향
· 기능 모듈성격으로 Python이나 C++ 언어에 익숙해야 활용 가능하며, 해당 개발언어를
알고 있어도 명령어와 데이터 형태의 구성 등이 달라 번거로움
· 텐서플로우(TensorFlow)의 주요기능으로 주로 미분방정식과 통계계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능 라이브러리로 수식의 설정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고 무료로 공개되어 많이 사용
(수클라, 2019)

23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흔히 알려진 인공지능기법들은 탐색적으로 해법을 찾는 미분계산기, 유사패턴분류, 각종 통계분석과 같은
한정된 기능 수행하는 것으로 지능이라는 표현이 부적합한 경우가 많음

< 텐서플로우 개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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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국내역량요인

약 점 요 인 (W)

-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주도 다양한

-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및 원천

시 시범사업을 통한 경험 확보
시 기술력 부족
장 - 정부의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 장 -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비용을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규제 완화
지불하지 않고 획득하려는 인식
-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품과
- 선진국에 비해 핵심, 원천기술의
기 서비스의 기술경쟁력 확보 가능 기 부족
술 - 정부 주도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술 - 빅데이터 저장 관리 플랫폼에
산업 활성화 추진
대한 높은 해외제품 의존도

국외환경요인

시
장
기
회
기
요
술
인
(O)
표
준

시
장
위
협
요 기
인 술
(T)

표 - 국제표준화 주도(의장, 에디터 표
준 등 의장단 확보)
준

- 음성인식 서비스, 자율주행차 【SO전략】
등 인공지능 시장의 급속 성장
-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의 관련 - (시장) 조기 상용화, 시장 확대, 기술
기술과 연계한 빅데이터 활용 진화 전략 구체화를 통한 사용자
가치 증대
중심 기술 확보 및 표준화 주도 및
- 세계최고수준의 음성인식 처리기 데이터 증가/활용 증가로 인한 데이터
술 및 서비스 연계 신기술 개발 가능 확보 용이
-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오픈 - (기술) 미래시장가치가 높은 분야
소스로 기술 장벽이 낮음
중심의 선제적 표준화 및 IPR 확보
- 음성, 시스템 신뢰성, 의료영상 추진 및 오픈 소스 기반의 빅데이터
인식 등에 관한 인공지능 국제 관련 기술 확보 용이
- (표준) 전략산업 분야(자율주행기술,
표준화 시작
- 공식표준화 기구, 사실표준화 기구 의료, 인공지능 인식기술)에 안전성
및 신뢰성 표준화 중점 추진
등에서 빅데이터 표준 개발 중
- 중국의 인공지능 투자규모가 매우 【ST전략】
크고 단말기 제조사의 경쟁력 향상
- 특정 솔루션이 지배적이라 - (시장) 스마트UI 및 사용자 맞춤형
솔루션에 대한 시장적 Lock-in 서비스 분야 신규 표준화 이슈 발굴을
현상 발생 우려
통한 선제적 표준화 시도 및 개인정보
- 인공지능 기술의 원천기술 미흡 규제 완화와 관련 사용자 가이드 필요
으로 글로벌 시장진출에 대한 - (기술) 국내 기업의 국제표준화 참여
기술 인력 부족
유도를 통한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 특정 지배적인 솔루션에 의해 특정 표준화 연대 추진
솔루션에 대한 기술적 Lock-in - (표준) Google, IBM 등 인공지능 선도
현상 발생 우려
업체와의 경쟁할 수 있는 전략적
- 영향력이 높은 국외 선도기업의

표 사실표준화 기술 급증
준 - 1∼2위 글로벌 벤더의 표준화

- 국내 표준전문가 수가 부족하며
미국이 표준화 주도, 국내업체
표준화 참여 진입장벽 높음

【WO전략】
- (시장)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IPR 및
표준 대응이 필요하고,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한 표준화 추진
- (기술) 전략산업 분야(자율주행
기술, 의료, 인공지능 인식기술등)의
새로운 인공지능처리 기술에 대한
표준, IPR 확보
- (표준) 인공지능산업발전 전략 등
국가적 정책 수립 및 지원

【WT전략】

- (시장) 취약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
수용 기반의 선도적 상용화 시도를
통한 신규시장 창출 시도
- (기술) 국제표준 선도국가 및 기업
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술/
표준 취약점 극복 시도 및 개인
정보에 대한 안전한 빅데이터 기술
개발 필요
- (표준) Google, IBM 등 글로벌 선도
산학연 협력관계 구축 및 데이터 기업과 대응할 수 있는 산·학·연
유통 관련 표준 개발 필요
협조 체계 구축 및 정부 지원

미 참여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인공지능 원천기술의 국내 기술경쟁력이 선진국대비 부족하나, 음성 인식 기술 및 이미지 분석을 이용하여 응용
서비스 기술은 산업에서 적용단계에 있음. 인공지능 국제표준은 미국과 중국으로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국내 국제
표준전문가가 활발히 활동을 진행 중
- 인공지능 국제표준화가 JTC1 SC29/SC42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스템 안전, 윤리, 신뢰성 등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의 국제표준이 진행 중
- JTC1의 경우 빅데이터 그룹(WG9)이 인공지능 그룹(SC42)로 이관되고(2018년), 명칭이 데이터(Data)로 변경(2020)되는
등 표준화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국내의 대응체계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연계되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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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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인공지능
기반기술 PG

국제

JTC1 SC42

국내
참여
업체/
기관

LG전자, KETI,
ETRI, KT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Microsoft/Google/Amazon/IBM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Microsoft/Google, (중국) China Mobile/ZTE,
(일본) Softbank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JTC1 SC42, ITU-T SG13 등에서 인공지능을 위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관련 표준개발이 진행되고
있음(SG13의 경우 MLaaS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 제정은 완료). 우리나라도 머신러닝 플랫폼의
기능 요소 및 관련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수요가 높아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및 유지

24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JTC1 SC42에서도 인공지능을 위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ISO/IEC 23053 표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과 2021년 2차에 걸친 CD 투표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한국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반영을 추진
- 2021년 하반기에 ISO/IEC 23053 문서의 DIS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투표 과정에서 한국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반영을 추진할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JTC1 SC42에서 개발 중인 관련
표준문서에 대한 기고 및 주요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진행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에서 국내 환경에 적합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관련
추가적인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개발을 추진
- JTC1 SC42 등의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국제 표준의 준용 표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를 적용한 도메인 응용 솔루션 관련 표준화도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를 중심으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와
관련한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제 표준에 적극적인 반영 추진.
또한 PG를 통해 표준화 추진을 위한 산·학·연 요구사항 및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표준화 대응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머신러닝
프레임워크과 관련하여 표준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기확보한 IPR들에 대한 재설계 및
보완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내에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와 관련한 산·학·연에서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IPR 확보
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 활동을 통해 관련 요구사항
및 표준화 아이템을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국내/국제표준화 대응 및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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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후행) 인공지능 위험 관리 체계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인공지능
기반기술 PG

국제

JTC1 SC42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NIA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NIST, (유럽) EU 집행위원회, (일본) 총무성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Microsoft/IBM/Google/AWS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인공지능 시스템/서비스의 확산으로 이로 인한 조직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ISO 31000 Risk management - Guideline 표준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서비스의 개발과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들의 인식과 이에 대한 기술적 완화 방안을 제안하는 ISO/IEC 23894.2
표준을 2022년 제정을 목표로 현재 DIS 과정 진행이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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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262에서 개발한 ISO 31000 Risk management – Guidelines 표준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서비스의 개발과 도입을 위한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표준인 ISO/IEC 23894.2를 2022년
제정 완료 목표로 개발 추진
- ISO/IEC 23894.2 문서는 2020년 CD 1차 투표, 2021년 CD 2차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DIS
과정으로 각국의 코멘트 해소를 위한 미팅에 대응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JTC1 SC42 국내 전문위원회를 통해
2022년까지 예정된 ISO/IEC 23894.2 표준 개발 활동에 기고서 제출, 국가 의견 제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표준화 참여
<표준화 계획>
-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지능형 서비스의 확산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서비스
개발과 공유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여건에 맞는 인공지능 위험 관리 관련 정책적 요구사항
정립이 필요. 이를 위해, 국제표준개발과 상응하는 국내 표준의 개발과 협력 추진
<대응방안>
- (국제표준 준용) JTC1 SC42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위험관리 체계 국제표준
개발에 대응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표준화 활동과 연계 또는 준용
- (국내표준 신규 아이템 개발)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에서 국내 환경에 맞는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에 대해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향후 인공지능 신뢰성과 관련하여 위험 관리 체계 신규 아이템 발굴 예정

표준특허
전략

- 해당 사항 없음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지능정보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이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적 고려 사항과 기술적 완화 조치의
필요성이 인지되고 있으나 해당 분야는 기술개발 영역이 아닌 법적, 정책적 고려 사항이며
관련 표준의 개발에 따라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협약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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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신경망 표현 포맷(NNR)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인공지능
기반기술 PG

국제

JTC1 SC29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인시그널,
한국항공대,
KET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Google/Microsoft/Apple/Amazon,
(중국) Huawei/ZTE, (핀란드) Nokia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미국) Technicolor/Tencent, (핀란드) Nokia, (독일) HHI,
기업
(일본) Mitsubishi, (중국) Huawei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2019년 7월부터 JTC1 SC29에서 인공지능 국제표준(MPEG-NNR)이 ISO/IEC 15938-17 공식의제로 승인이
되어 표준화가 시작. 2021년 말 FDIS단계를 거쳐서 2022년 초에는 MPEG-NNR 인공신경망 국제표준이
IS로 발간될 예정. 영상부호화에서 압축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좀 더 진화하여 인공신경망 압축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어서 광범위한 인공지능 핵심기술로 활동될 예정이므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향후 이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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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29 WG4에서 인공지능 압축모델에 대한 국제표준이 2021년 7월 FDIS단계를
거쳐서 2022년 초에 IS로 발간될 예정
- JTC1 SC29 WG4에서 2021년 7월 2nd Incremental NNC 국제표준은 WD단계 진행 중. 1st
표준 핵심압축모델을 2개 이상이 포함된 인공신경망 모델로 확장하여 2nd 인공지능 NNR
국제표준을 진행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JTC1 SC29에서 인공지능 관련
압축모델 기술에 대한 검토 및 국제표준 기술 승인을 위한 활동과 새로운 차기 표준인
인공신경망 2번째 서비스 응용모델의 검증에 대응 예정

<표준화 계획>
-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와 JTC1 SC29에서 진행되는 인공신경망 압축모델과
연산법에 대한 국제표준기술을 국내표준 의제로 논의하여 국내표준을 진행할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에서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여
인공신경망 서비스 기술의 산업적 요구사항 및 요소기술 표준화를 수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인공지능
국제표준 기반기술과 인공신경망 압축모델 국제표준 승인기술을 특허출원 및 등록활동을
하고 FDIS 표준안이 승인이 되면 해외출원 등 필수 기술 분야를 파악하여 인공신경망
압축모델에 사용하는 기술과 연관된 핵심 필수 특허 권리화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인공지능 핵심 압축모델 국제표준 승인기술을 중점적으로 제품화를 진행하여 다른
응용서비스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 전략이 필요하며, 인공신경망 압축모델에
대한 응용서비스를 감안하여 확장성이 있는 국제표준화 유도화를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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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머신러닝기반의 특징점부호화(VCM)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인공지능
기반기술 PG

국제

JTC1 SC29

국내
ETRI,
참여
한국항공대,
업체/
인시그널,
기관 명지대, 건국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Google/Apple/Intel/Microsoft, (핀란드) Nokia,
(스웨덴) Ericsson, (중국) China Telecom/Huawei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Intel/Gyrfalcon Tech, (일본) Sharp,
(핀란드) Nokia, (스웨덴) Ericsson,
(중국) China Telecom, (대만) ITRI/Foxconn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스마트시티를 비롯하여 영상감시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및 영상감시기술의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인간의 판단을 이용한 인공지능 개발에서 인간의 판단이 비교적 적은 인공지능 자동수행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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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29 WG2에서 인공지능 압축모델에 대한 국제표준이 2021년 7월 요구사항 검증단계,
2022년 초 CfP를 위하여 테스트 벡터 논의를 추진 중. 2022년 말 WD단계를 목표로
국제표준화를 진행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JTC1 SC29에서 머신러닝을 이용한
영상처리 기술에 대한 검증단계를 거쳐 제안요구서 제출단계를 거쳐 표준기술 제안 및
검증을 통해 국제표준 기술 승인 활동

<표준화 계획>
-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에서 JTC1 SC29에 진행되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영상처리
기술 국제표준을 국내표준 의제로 논의하여 국내표준을 진행할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에서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적 요구사항 및 요소기술 표준화를 수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인공지능 국제표준 기반
기술과 머신러닝을 이용한 영상정보 특징점 부호화 기술을 특허출원하고 CD단계 이상
표준안이 승인이 되면 해외출원 등 필수 기술 분야를 파악하여 머신러닝을 이용한 영상정보
특징점 부호화기술 핵심 필수 특허 권리화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머신러닝을 이용한 영상정보 특징점 부호화기술을 중점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하여 다른
인공지능 응용서비스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 전략이 필요하며, 인공지능
응용서비스를 감안하여 확장성이 있는 국제표준화 유도화를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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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인공지능
기반기술 PG

국제

JTC1 SC42,
IEEE SA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스웨덴) Ericsson, (미국) Microsoft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스웨덴) Ericsson, (미국) Microsoft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이드라인과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JTC1 SC42 WG3와 IEEE SA에서 주요 표준으로 개발 중이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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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42 WG1의 인공지능 윤리와 사회적 관심 표준은 인공지능 시스템과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는 기술보고서로 2019년에 신규 승인되어 스웨덴의 주도로 개발 중. 2021년 최종
승인을 목표로 표준 개발 추진
- IEEE SA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기반 표준을 만들기 위한 P7000 시리즈가 개발
중으로 관련 표준에 대한 적극 관심과 참여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JTC1 SC42 WG3에 참여하여 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하며 단계별 국가 공식 코멘트를 제공
- (사실 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EEE P7000 그룹에 참여하여 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하며 단계별 국가 공식 코멘트를 제공

<표준화 계획>
-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에서 인공지능 기본 기술에 관련된 국내 표준을 신규
진행할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제표준화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추후 인공지능 응용 제품의
확산 추이를 감안하여 국내의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에서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지속적인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국제표준 채택이 유력한
특허출원 기술을 잘 관리하고 기술 경쟁 우위 분야에 대한 특허 권리범위가 최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인공지능 국제표준 기술에 대하여 각 기관이 제안하는 내용을 특허출원하고, 국제표준에
채택시킴으로써 국내기술의 국제표준 특허기술을 조기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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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인공지능
기반기술 PG/
메타데이터 PG

국제

JTC1 SC35,
MPAI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건국대,
충북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Google

기술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Google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은 회의 등의 실시간 상황에서 동시통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표준. 국내외의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높은 분야로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고 표준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으며, JTC1 SC35와 사실 표준화 그룹인 MPAI에서 표준화 진행 중. 우리나라가 에디터쉽을 확보함에
따라 신규 표준화 항목으로 승인되었으므로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 기술을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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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은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신규 표준화 항목으로 2019년에 승인
되었으며, 2022년 최종 승인을 목표로 표준 개발 추진
- 사실 표준화 그룹인 MPAI에서 동시통역 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에디터쉽을 확보하여 개발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동시통역 표준은 JTC1 SC35에서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된 표준으로 추진, 승인되어 한국이 에디터쉽을 확보. CD 투표를 위하여
국가 차원으로 대응할 예정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MPAI의 MMC 소그룹에서 동시
통역 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할 예정

<표준화 계획>
- 실시간 동시통역 표준은 국제표준 위주로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에서 자동통역을 포함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평가방법에 관련된 국내표준을
개발할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내의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에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에 일반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표준화를 진행 할 예정.
통역시스템에 포함되는 자연어처리 모듈별 표준은 TTA 메타데이터 PG(PG606)에서 계속
진행할 예정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국제표준에 포함된 특허출원
기술을 잘 관리하고 표준특허로 최종 승인될 수 있도록 청구항을 적합하게 조정할 예정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실시간 자동통역 국제표준 기술에 포함되는 기존 특허와 신규 특허를 발굴하여 국제 표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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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TTA 인공지능
기반기술 PG/
국내
스마트
에너지/환경 PG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JTC1 SC25

ETRI,
국내
경희대학교,
참여
한양대학교,
업체/ 스마트그리드
기관 협회, 스마트홈
산업협회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일본) Toshiba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일본) Toshiba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인공지능 관련 기반 표준화가 본격 진행되어 산업 분야별 응용서비스에 대한 적용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국내 가전사들의 높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JTC1 SC25 WG1에서 EMA(Energy Management Agent) 표준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TTA를 비롯한 OCF, 스마트그리드협회, 스마트에너지협회,
스마트홈산업협회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내 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국제 표준으로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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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25에서 진행되고 있는 HES(Home Electronic System) Gateway, EMA(Energy
Management Agent) 표준과 연계하여 현재 CDV 단계인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을 완료하고 데이터모델, 메시지플로우 표준을 NP로 진행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JTC1 SC25에서 진행하고 있는 EMA
표준과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표준을 중심으로 스마트홈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분산전원의 활용 및 운용방법, 가전제품의 자동운영 관리 서비스 표준화로 확장 대응
<표준화 계획>
- 국제 표준화가 진행 중이므로 국내에서는 기업체인 경우 이 표준을 준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부합화를 진행
- 스마트홈 산업협회, 스마트그리드 협회 등의 전문가 그룹, 참여 기업 등에 표준 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사업화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국내 표준화가 필요한 기술에
대하여 표준 개발 후 국제표준화도 적극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위원회 PG 신설) TTA의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과
스마트 에너지/환경 PG(PG424)에 관련 분야를 추가하고 적극적인 표준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PG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
-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JTC1 SC25/SC42, OCF 표준 전문위원회와도 적극 협업하여
각 분야 로드맵과도 밀접하게 조율하여 진행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전략) 특허는 이미 진행된
표준의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준을 참고하여 새로운 항목을 도출하고 공백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도출과 설계 및 출원을 진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제 표준화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최근 국내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서 수요반응, 마이크로그리드, 태양광, ESS 등을 포함한
분산자원 관리 효율화에 인공지능 도입이 활발히 진행 중. 또한 기술개발 과정에서 많은
지적재산권 확보가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들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미 진행되고 있는 표준을 기반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독일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스마트홈 전체 표준체계를 잡고 추진 필요

D.N.A.생태계 강화 _ AI / DATA 253

(선도경쟁공략 | 후행)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메타데이터 PG

국제

ISO TC184
SC4,
JTC1 SC32

국내
참여
업체/
기관

KDATA,
위세아이텍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SAS/Informatica/Trillum Software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ECCMA, (스페인) UCLM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빅데이터의 데이터 프로파일링 표준은 한국데이터진산업흥원이 데이터 품질 관리, 측정 및 진단 등
제반분야를 주도하고 있으며, 위세아이텍 등 데이터 품질 전문 기업들이 솔루션 제공과 컨설팅에
참여 중. 한국의 표준개발 연구진이 데이터 품질 측정 및 진단 관련 국제표준 개발/제정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국제표준의 활용도가 높으며, 표준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사업화가 가능한
분야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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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184 SC4에서 ISO 8000-81(Data quality assessment : Profiling) 표준에 대한 CD가
2020년 2월 통과되었으며 2022년 내에 TS 발간을 위한 준비 중. ISO 8000-82(Data quality
assessment: Creating data rules)는 2019년 7월 NP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CD 문서 작성
추진 중
- 향후 ISO 8000-80 시리즈로 프로파일링에 대한 추가 표준을 진행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JTC1 SC32 WG2 및 ISO TC184 SC4
WG13은 한국이 꾸준히 표준화 활동을 수행 하고 있으며, 기존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화 활동을 통해 ISO 8000(데이터 품질), 메타데이터 표준을 개발/제정한
다수의 경험을 통해 표준을 선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SO TC 184 SC4 Quality Committee의
deputy convenor 수임, ISO TC 184 SC4 Implementation Forum의 deputy convenor
수임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에 적극적으로 활동
<표준화 계획>
- TTA 메타데이터 PG(PG606), ISO TC184 SC4 전문위원회를 통해 ISO 8000-66, ISO 8000-80
시리즈에 대한 표준 검토. ISO 8000 시리즈 부합화 진행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JTC1 SC32, ISO TC184 SC4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며 한국데이터
산업진흥원이 보유한 데이터 품질 가이드라인을 국내외 표준화 제정을 위한 국내외 표준
활동을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프로파일링
기반의 빅데이터 품질진단 표준에서 개발 가능한 특허는 미약한 상황으로 품질 진단 등
사업화가 가능한 분야부터 IPR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특허 추진이 필요. CD단계 이상
표준안이 승인이 되면 해외출원 등 필수 기술 분야를 파악하여 프로파일링의 핵심 필수
특허 권리화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반의 데이터 품질진단 기술을 솔루션화 추진. 또한 이를 국제협력기술
개발과제로 확대하여 국제협력 및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표준화 기술과 사업화 기술을
결합하는 과제로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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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선행)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수집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MS KOREA

JTC1 SC36,
IMS Gobal,
IEEE LTSC,

국내
KERIS,
참여
서울시립대,
업체/
아이스크림에듀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Blackboard/Vital Source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Vital Source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JTC1 SC36 WG8에서 한국이 주도하여 학습분석 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지속적으로 리더쉽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표준이 적용, 확대되고 있어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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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공식표준화기구(JTC1 SC36)를 통해 학습분석 상호운용성을 위한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정책, 데이터 상호운용성 가이드라인 표준화 작업에 대한 리더쉽을 지속·강화하고,
사실표준화기구(IMS Gobal, IEEE LTSC)를 통해 학습분석 프레임워크 및 수집 API
표준(Caliper)과 학습자 경험 데이터를 정의하고 서로 다른 시스템(LMS, 학습분석 도구 등)들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통신하는 표준(xAPI) 개발 관련 한국의 기여도 강화 추진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한국이 주도하여 JTC1 SC36 WG8을
신설(2015.1)하고 컨비너를 맡고 있고, 한국이 주도해서 학습분석 상호운용성 표준(2건) 개발이
완료되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확산 전략이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학습분석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체계 및 API 표준 개발은 IMS Global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국내 표준화 참여
기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협력체계 및 기술 구현 전략을 마련하고, IEEE LTSC 표준화
작업에 한국도 적극적인 참여해 표준화 채널별 협력을 통한 지속/확산 전략이 필요
<표준화 계획>
- IMS Korea 표준화 포럼을 통해 IMS Caliper1.1 부합화 표준화 작업을 완료(2018)하고 학습분석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으며, IMS Caliper1.2 부합화 표준화 작업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에듀테크 표준화 포럼 활성화를 통해, IMS Caliper 부합화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학습분석 기술이 정책사업 및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개인 맞춤형
학습분석 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과 학습분석 기술이 적용된 알고리즘 부분과 시각화
처리 부분에 대한 특허 재설계 전략 검토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이질적인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연계하는 표준화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관련 표준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오픈소스 SW 개발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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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빅데이터
PG/인공지능
기반기술 PG

국제

JTC1 SC42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Oracle/IBM/Microsoft, (중국) Huawei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IBM, (독일) TUV, (중국) SAC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인공지능–머신러닝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데이터 구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레이블링 관련 품질 표준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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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42 WG2에서 멀티파트로 개발되고 있는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데이터 품질
프로세스 문서를 포괄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 기고서 개발 추진
- 개별 파트들 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개념 정립, 조율 및 이를 위한 기고서 개발 진행
- 데이터 품질관련 국내 전문가 위원회, TTA 프로젝트그룹 및 참여기업의 요구사항과 기
개발된 JTC1, W3C 표준/기술 문서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요구
사항 도출, 기고서 개발 및 반영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 기구활동(협력대응), 국제표준화 기구 의장단 수임)
멀티파트로 동시에 개발을 시작한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품질 표준
개발을 위해 에디터쉽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일본, 독일, 중국 간의 긴밀한 협업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한 우리나라의 요구사항 반영 추진
<표준화 계획>
- TTA 빅데이터 PG(PG1004)와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의 협업을 통해 참여기업의
표준화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국제 표준화 현황 및 기 개발 표준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하여 선제적인 국내 데이터 품질 표준 개발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내에서 개발 중인 기계학습 데이터를 위한 품질 요구사항 표준과
연계를 통하여 국내 요구사항을 신속히 도출하고 이를 국제 표준화에 적극 반영하고, 국내
표준화 단체(TTA 등)을 통하여 국제 표준화 현황에 대한 국내 의견 수렴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데이터 품질 평가를
위해 AI/ML 기술을 반영하여 자동화하는 방안 등 표준이 정의하는 품질 요소들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IPR 확보하고 이를 국제표준의 유즈케이스 및 시나리오에 반영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레이블링 자동화, 효율화 등 데이터 전처리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발 기술에 특화된 데이터 품질 지표 선택 및 품질 평가
자동화를 중심으로 한 IPR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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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빅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빅데이터
PG

국제

ITU-T SG13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KDATA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유럽) EU-Data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Collibra, (영국) Refinitiv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2 신규)
데이터 카탈로그 메타데이터 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유통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표준이며,
데이터 유통에 필요한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며 개정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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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13에서는 빅데이터 생태계에 필요한 데이터 카탈로그 메타데이터 표준과 요구
사항 등을 Y.3603 표준으로 제정하였으며, 데이터 서비스, 프로비넌스, 품질개념 등의 확장
개념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개정을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에서는 기존에 제정된 데이터
카탈로그 메타데이터 표준에 데이터 카탈로그에 필요한 추가 기능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 개정을 추진

<표준화 계획>
- TTA 빅데이터 PG(PG1004)에서 W3C의 DCAT 3.0 개정에 따른 준용 표준을 개발
- 국내 데이터 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객체식별자(OID)와 객체식별자 해석시스템(ORS)에
대한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내 상황에 필요한 표준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국내 표준화 단체
(TTA 등)를 통하여 국내 표준 개발을 추진. 또한 국제 표준 중 DCAT은 표준 개정에 맞춰
신속한 준용 표준 개발을 추진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이미 표준으로 구축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IPR을 확보하고 이를 국제표준에 반영

- 데이터 카탈로그의 실제 적용에서 데이터 서비스 지원과 도메인 정보, 데이터 이력 등과
같은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기술 개발 및 표준 작성을
통한 IPR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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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메타데이터 관리 구현 모델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메타데이터 PG

국제

JTC1 SC32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KDATA,
KIST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NCI, (호주) AIHW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NCI, (호주) AIHW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최근 인공지능, IoT와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지능형 서비스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데이터 표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메타데이터를 체계적이고 규범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기술 개발이 지속되어야 하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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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32 WG2에서는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를 일관성 있게 구현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구현 기술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표준의 핵심부인 ISO/IEC 11179-3을 위한 SQL
기반 구현 모델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구현 모델 개정 작업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현재 개발 중인 ISO/IEC 19583-21은
한국에서 제안하여 2021년 정기회의 직전까지 Project Leader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정기회의에서 영국 위원으로 Project Leader를 변경하였으나, 해당 표준의
완료 시점까지 협력 대응이 필요하며, 추가 표준 모델 개발 발굴을 추진
<표준화 계획>
- 한국에서 제안한 ISO/IEC 19583-21 내용 기반으로 TTA 메타데이터 PG(PG606)에서 국내
표준 개발 추진. 또한 TTA에서도 메타데이터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호 협조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국내 표준화를 진행할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신설) 기 경험 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표준화 포럼을 신설하여
국제표준화 대응 및 국내표준화 추진을 구체적으로 진행 필요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본 표준화 내용(항목)은 구현 레벨의 모델을 위한 표준이므로
기업 등이 참여하는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을 연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표준 개발을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메타데이터 관리를
위한 구현 모델과 구현 모델을 기반으로 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서비스와 관련된 특허
개발을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메타데이터 관리를 위한 구현 모델과 시스템/서비스 구조 및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관련 요소 기술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 전략이 요구되며,
이러한 기술개발 결과 및 표준화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

D.N.A.생태계 강화 _ AI / DATA 263

3.3.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인공지능]

<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

오픈소스
대응전략

-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딥러닝 프레임워크 오픈소스는 개방형 표준인 ONNX와 NNEF를
중심으로 개발됨에 따라 인공 신경망 데이터 교환 형식을 비롯한 기계 학습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도구들이 서로 다른 추론 엔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변환을 지원함
- ONNX와 NNEF는 프레임워크 업데이트를 상호보완적으로 추적하여 안정적인 연결 관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효율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Joint Meeting Group 신설이 필요한 것
으로 전망됨
- 국내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Khronos Group의 NNEF에 참여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전략이 요구됨

표준화
연계전략

- 오픈소스 프로젝트 자체적으로 표준화 관련된 연구 개발 진행은 활발하지 않으나, 분산
버전 관리 도구 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한 기술 협의 및 이슈 리포팅이 활발히 이뤄
지고 있어, 국내 표준 전문가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표준 아이템 도출이
가능함(오픈소스 → 표준화)
- ITU-T, JTC1, IEEE, MPAI, TTA 등 표준화 단체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술을 주제로 표준이 개발되고 있으며, 관련된 표준화 활동 시 오픈소스와 연계되는
기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드백하는 전략이 요구됨(표준화 → 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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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

오픈소스
대응전략

- Tensorflow는 딥 러닝 라이브러리 중에서는 가장 인기 있으며, 공개된 기술을 개선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활동들 모두가 협업으로 추진되며, 분산 시스템 및 기계 학습에 대한
추가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
- Uber 미켈란젤로는 빅데이터, 분석 등 솔루션에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Uber 사내 엔지니어
및 데이터 엔지니어가 대규모의 기계학습 솔루션을 쉽게 구축(build)하고 배포(deploy) 할 수
있는 플랫폼
- 오픈소스 수용단계 측면에서 국내 기업 및 조직은 순차적(정책수립 → 획득 → 적용 →
운영 및 유지)과 비순차적(모니터링, 교육, 컴플라이언스) 세부 단계별 능력 확충이 필요
· IT서비스 및 상용SW사, 인터넷 사업자 등 SW사업자는 SW개발 기획 단계부터 제품화
까지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인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준수) 체계가 필요
- 오픈소스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프로젝트 관리, 소스코드 개발, 문서화(매뉴얼/번역),
커뮤니티 관리, 커미터와 컨트리뷰터 모집, 꾸준한 기술공유 및 홍보 필요

표준화
연계전략

- 국내 표준화를 진행하면서 특정 빅데이터 기술규격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오픈소스 프로
젝트를 병행하는 시도 필요(표준화 → 오픈소스)
- 표준화와 오픈소스의 병행을 통해 국내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표준화-오픈소스 프로젝트
모델의 발굴 및 플랫폼화가 필요(표준화 ↔ 오픈소스)
- 다양한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참여 및 이를 통해 오픈소스에 적용한 확인된 국내
기술을 표준화의 주제로 제안하고, 국제표준화 함으로써 국내 기업 개발 기술의 국제
표준화 및 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확산을 추진(오픈소스 →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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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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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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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War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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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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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oper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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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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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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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Research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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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차세대보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ICT 환경에서 위/변조, 유출, 해킹, 서비스거부 등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전달·저장되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물리적 공간에서의 보안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 공통기반인 암호기술, 인증기술, 이를 활용하는 물리보안, 사이버 위협 대응,
보안평가, 데이터보안과 5G보안으로 구성

¡ (암호기술) 정보보호 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개인정보보호 강화, 그리고 예상 가능한 공격 기술의
발전에 대비한 차세대 암호 알고리즘 및 보안 프로토콜 운용 규격과, 양자 암호기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양자키분배(QKD), 시스템 안전성 시험/평가기술로 구성
¡ (인증기술) 개인정보보호, ID 관리, 분산 ID, 디지털 신분증, PKI 기반 인증, 멀티팩터 인증,
FIDO 인증, 바이오정보 기반 인증, 프라이버시 강화 인증, 비대면 본인확인, 모바일 지불
및 결재 등 디지털 거래 보안,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 및 플랫폼 보안기술로 구성
¡ (물리보안)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원격의료서비스, 출입통제서비스에서의 비대면 신원확인
기능강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지문·안면·홍채·정맥 등의 바이오정보 보호기술·AI기반의
바이오인식 응용기술·반려동물 개체식별기술 등의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기술과 디지털
헬스케어 보호강화를 위하여 심전도·심박수·뇌파 등의 생체신호 인증기술·생체신호기반의
의료정보 보호기술·생체신호기반의 반려동물 개체식별 및 헬스모니터링기술 등의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인증기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 보안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지능형 CCTV
보안기술로 구성
¡ (사이버위협대응)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악성코드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분석 절차
일부를 정형화하여 자동분석 및 대응기술을 고도화하고, 악성코드 수집 및 분석정보 공유를
위한 기술,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자동 대응 및 보안업무 오케스트레이션 기술, 스팸
메시지 식별 및 차단을 위한 보안 기능 및 대응 프레임워크, 자율주행 및 무인 이동체 등의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보안 서비스 기술로 구성
¡ (보안평가) 기존 표준기반의 CC평가·인증제도 및 암호모듈 검증제도 운영을 통해 인식된 새로운
접근의 필요, 추가 요구사항, 이해도 향상 등을 고려한 IT제품 보안성/암호모듈 시험평가를
위한 기준, 운영·관리 및 요소 시험기술로 구성
¡ (데이터보안) 데이터 비식별 보장수준(가명정보/익명정보)에 대한 정의 및 활용 목적, 비식별
데이터에 대한 적정성 평가, 비식별 데이터 보증을 위한 요구사항, 데이터 이용목적 및 데이터
처리/사용환경 등 데이터 상황 평가를 위한 요구사항, 데이터 위험도 평가 요구사항, 비식별
데이터 이용을 위한 관리적 및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 파기 및 재식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구성
¡ (5G보안) 초저지연 통신을 위한 실시간 보안 모니터링 기술, 초저지연 통신을 위한 빠른 액세스
인증과 암호 기술, 5G 통신망 전용 양자암호통신 기술, 오동작 보호 기술(성능, 보안, 프라이버시),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들의 통합 보안 관제 기술, 5G 엣지 컴퓨팅 서비스를 위한 보안 기술,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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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메커니즘, 종단간 슬라이스의 보안 기술, 분산 사이버공격 방어 기술, 슬라이싱별로
차등화/유연한/확장 가능한 보안 기술, 복잡한 보안 가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로 구성

<차세대보안 기술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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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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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차세대보안 기술은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주요한 기반기술로서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표준 선점이 이루어짐. 주요 보안기술의 상용화 및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보안기술 우선 확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차세대보안 기술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선도하여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도경쟁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디지털 대전환의 기반기술인 데이터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비대면 인증 등의 표준화 추진
· ITU-T, JTC1 등에서 기반이 되는 동형암호, 프라이버시보호 인증기술과 함께 동형암호 활용,
비식별화 요구사항, 반려동물 식별, 핀테크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표준화 추진

∼ 2024년

- 5G/6G 보안, AI 보안, 양자컴퓨터 대응 보안 등 국가 핵심 전략분야에서 국제표준 주도
· 5G 적용확대에 따른 5G보안 표준 추가 확보 및 6G 보안에 대한 사전 확보, AI 보안 연구결과를
표준으로 활용, 양자키분배 및 양자내성 암호 활용에 대한 국제 표준 주도

∼ 2026년

- 차세대보안 분야 표준 선도국 진입 및 IPR 수익 창출
· 데이터 보안, 5G/6G 보안, AI 보안, 양자컴퓨팅 대응 보안 등에서 표준 선도국 진입 및 이를
기반으로 IPR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미래 네트워크 및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보안의 핵심기술인 형태보존 암호, 동형 암호 및 활용, 비식별 데이터
보증 수준에 관한 표준 선점
· 차세대 동물등록제에 필요한 비문․홍체인식 등을 이용한 반려동물 개체식별기술 제안 등
바이오인식 분야 국제표준화 선도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비식별화 수준에 대한 검증, 다양한 비식별화 기술 제공으로 유럽 GDPR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합한 보안제품 개발 환경을 제공하여 국산 보안제품 경쟁력 강화
· 공인인증제도 폐지 후 다양한 사설인증 서비스의 상호운영을 위한 기술 규격을 마련하여
전자거래 전 분야의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
· 분산 ID 관리(Decentralized Identity Management) 기술의 수요가 핀테크, 모바일 신분증
등 신사업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표준 마련 및 국제표준화 추진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 암호모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검증 및 시험기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하여, 국내
보안업체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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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5G/6G의 보안성 확보에 중국 등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침해위협에 대응하여 안전한 이동통신 사용환경 제공
· 화상회의, 원격수업, 언택트 결제 등 비대면 서비스에서의 사용자 신원확인 기술과 원격 의료
서비스 등에서의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등을 이용하여 감염성 질병(COVID-19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의 안전성 제공
· 양자컴퓨팅 위협에 대비한 양자 암호기술의 보안규격, 시험평가기준 마련하여 조기 실용화
환경을 제공하고, 양자내성암호의 사용환경을 사전에 구축하여 양자컴퓨팅 위협에 안전한
보안인프라 사전 구축
· 사이버 침해정보 분석 및 공유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주요 ICT
인프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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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데이터 활용 및 보안성 강화에 필요한 암호기술, 비대면 시대의 객체 인증을 위한 인증기술,
바이오인식 및 CCTTV 보안을 포함하는 물리보안, 악성코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위협
대응, 보안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평가, 데이터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위협 제거를 위한
데이터보안, 5G 안전성 강화를 위한 5G 보안을 ‘차세대보안’으로 설정
<차세대보안 Ver.2022 표준화항목>

표준화 내용

Target
SDOs

암호
알고리즘
표준

차세대보안의 핵심 요소기술인 암호 알고리즘 규격 표준
- 신규 ICT 환경(BIC, 스마트기기, DBMS 등)의 보안을
위한 특화 암호 알고리즘 규격 표준
- 양자내성 암호(PQC) 등 차세대 범용 암호 알고리즘
규격 표준
- 데이터 보안을 위한 동형 암호 알고리즘 규격 표준

JTC1
SC27,
IETF

⑤

O

암호
프로토콜
운용기술
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보안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규격 표준
- 주요 암호/인증 프로토콜(TLS, IPsec 등)에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한 규격 표준
- 암호 키 관리 체계 등 암호 알고리즘 운용 인프라 기술 표준

IETF

⑤

X

양자
암호기술
표준

양자 암호기술 규격 표준
- 양자키분배(QKD) 시스템 안전성
평가기술/기준 표준
- 양자키분배(QKD) 요소기술 규격 표준

ITU-T
SG17,
JTC1 SC27,
ETSI

⑥

O

PKI 기반
기기인증
표준

다양한 IoT 기기를 식별/인증하는 기기인증 분야, 특히
3GPP,
자율협력주행(C-ITS)을 위한 PKI 기반의 차량인증 표준
ETSI,
- 자율주행자동차 V2X 보안 표준
IEEE 802,
- 사물인터넷(IoT) 기기 인증 표준
CAMP

⑤

X

비대면 인증
기술 표준

ITU-T
비대면 서비스 환경에서 다양한 인증 수단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사용자 인증 및 본인확인 기술과
SG17,
다양한 인증 서비스 간의 상호운영을 위한 기술 표준
JTC1 SC27,
- FIDO 인증 기술
W3C,
FIDO
- 멀티팩터 인증 기술
Alliance
- 비대면 본인확인 기술

⑤

O

ID 관리기술
표준

ITU-T
개체(사용자, 기기, 서비스) 자격증명 및 속성 공유를 위한
SG17,
ID 관리 공통 데이터 포맷 및 상호연동 표준
ISO TC307,
- 통합 ID 관리 서비스
JTC1 SC27,
- 분산 ID(DID, Decentralized Identifier) 관리 서비스
W3C

④

O

표준화 항목

암호
기술

인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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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표준화 항목

물리
보안

사이버
위협
대응

Target
SDOs

표준화 내용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ITU-T
SG17,
ISO TC307,
JTC1 SC27,
ZK Proof,
W3C

⑤

O

ITU-T
SG17,
JTC1
SC27/
SC37

⑤

O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표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인증 표준
-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기반 인증
- 프라이버시 강화 암호기법을 이용한 인증

바이오인식
응용 서비스
표준

바이오정보 보호기술 및 응용기술 표준
- 위변조 방지, 분산 바이오인식 응용기술 등 바이오정보
보호기술 표준
- AI 딥러닝기반의 바이오인식 응용기술 표준
- 바이오인식기반 반려동물 개체식별 보안인증기술 표준
- 바이오인식기반 반려동물 행동패턴 분석기술 표준
- 반려동물 개체식별 성능시험절차 및 방법 표준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표준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케어 보안기술 표준
- 생체신호 인증메커니즘 보안성 평가표준
- 생체신호 측정 장비 기기인증 및 보안대책
ITU-T
- 생체신호인증기반의 헬스모니터링 분석 표준
SG17,
- 생체신호를 이용한 의료정보 보호기술 표준
ISO TC215
- 생체신호기반 반려동물 개체식별 보안인증기술 표준
- 생체신호기반 반려동물 헬스모니터링기술 표준

⑤

O

지능형
CCTV
보안기술
표준

CCTV 영상분석에 의해 발생하는 개인민감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해킹, 외부 유출에 의한 영상 오·남용 등 보안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 표준
-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
- 영상 프라이버시 보호, 영상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경량 영상
암·복호 기술
- 지능형 CCTV 보안 시스템의 상호연동 표준
- 지능형 CCTV 영상보안 분석 및 저장 기술 표준

ITU-T
SG17

⑤

O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표준

악성코드 분석정보 공유를 위한 데이터 포맷 및 전달
메커니즘 표준
- STIX 기반의 악성코드 표현 기법
- 악성코드 데이터 스키마 및 메타 데이터 구조
- TAXII 기반의 악성코드 정보 전달 메커니즘

ITU-T
SG17,
IEEE SA

④

O

보안관제의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
이션 표준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자동 대응 및 보안업무
오케스트레이션 표준
- 보안관제 프로세스의 자동화
- 다양한 보안솔루션 간의 오케스트레이션
- 보안정책 자동 생성 및 전달

ITU-T
SG17

②

X

스팸대응
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스팸메시지 식별 및 차단을 위한 보안 기능 및 대응
프레임워크 표준
- MMS를 이용한 스팸메시지 식별 및 차단 기법
- 기계학습을 이용한 스팸메시지 대응절차 및 보안
프레임워크

ITU-T
SG17

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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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내용

Target
SDOs

그룹 이동을 하는 동안 안전한 그룹핑과 정보 교환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구현 보안 지침
- 그룹 이동 서비스의 보안 위협 식별
- 그룹 이동 서비스의 보안 요구사항 가이드

ITU-T
SG17,
IEEE-SA

②

O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표준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준 표준화
- 평가자 및 평가기관 역량기준 표준화

JTC1
SC27,
CCRA,
CCUF

⑥

O

개인정보보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 가이드 표준
호 관리 및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심사기관 요구사항
운영 표준 - 조직 프라이버시 위험 관리

ITU-T
SG17,
JTC1 SC27

①

X

JTC1
SC27,
NIST

⑥

O

표준화 항목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서비스 보안
표준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표준

보안
평가

데이터
보안

5G
보안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암호모듈
시험평가
기준 표준

암호모듈 시험평가를 위한 기준, 운영 관리 및 요소
시험기술 표준
- 암호모듈 검증 및 시험기준 표준
- 암호모듈 검증기관 자격요건
- 부채널 대응 시험기술 표준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정의 표준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정의 표준
- 데이터 비식별화 정의 및 비식별화된 데이터에 대한
ITU-T
적정성 검토
SG17,
-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정의
JTC1 SC27
- 데이터 상태 및 위험도 평가 요구사항 정의
- 비식별화된 데이터 이용 요구사항 정의

②

O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유출 방지
지침 표준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동형암호 기술 활용 표준
- 기계학습의 안전한 추론
- 안전한 데이터 집계
- 동형암호처리 구조
- 비식별 처리

①

O

핀테크
서비스
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표준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표준
- 핀테크 서비스의 참여자 및 역할 정의
- 핀테크 서비스 참여자별 프라이버시 위험 식별 및 보안 JTC1 SC27
통제 정의
- 핀테크 서비스 참여자별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⑥

O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

5G NPN에서 URLLC를 지원하는 버티컬 서비스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 5G NPN에서 버티컬 서비스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의
대상 정의
- 5G NPN에서 URLLC를 지원하는 버티컬 서비스를 위한
보안 기능 정의
- 5G NPN에서 URLLC를 지원하는 버티컬 서비스를 위한
보안 기능의 요구사항 제안

②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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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17,
JTC1
SC27,
IEEE

ITU-T
SG17,
3GPP,
ETSI,
NGMN/
5G PPP

표준화 내용

Target
SDOs

5G 통신 시스템 및 콤포넌트의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 5G 통신 시스템을 위한 상위 수준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표준
- 5G 네트워크 시스템에 요구되는 하위 레벨의 콤포넌트
등을 정의한 TS 33.501 등을 참조
- 5G 관련 콤포넌트를 정의, 5G 시스템에 대한 위협 및 보안
기능 기술

ITU-T
SG17

표준화 항목

5G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⑥

X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표준화전략맵 차세대보안 분과에서는 ITU, ISO, JTC1 등
공식표준화 기구 및 사실표준화 기구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
산업적 파급효과와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기술 위주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
[암호기술]
- (암호 알고리즘 표준) 국내 개발 동형 암호 CKKS가 JTC1 SC27를 통해 표준화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양자 암호기술 표준) 양자키분배(QKD) 시스템을 중심으로 양자 암호 기반의 보안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침 및 시험/평가를 위한 표준 개발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인증기술]
- (비대면 인증 기술 표준) 화상회의, 원격수업 등의 비대면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인증 절차가 정립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비대면 서비스의 인증 요구사항을 반영한 표준화 추진이 필요하며, FIDO 기반의 바이오
인증, 멀티팩터 인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적용한 핀테크, 전자정부 등 서비스에서
상호운영을 위한 요구사항이 있고 W3C, ITU-T SG17 등에서 관련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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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관리 기술 표준) 분산 ID 관리(Decentralized Identity Management) 기술의 수요가
핀테크, 모바일 신분증,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와 W3C, ITU-T SG17, ISO TC307
등에서 표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표준) 중앙화된 신원관리의 정보 오남용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기 정보를 응용서비스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기 주권형 신원관리를
위해서,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기법 기반의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이
W3C, ITU-T SG17, ISO TC307 등은 물론 ZKProof Standards(zkproof.org)에서 활발하게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물리보안]
-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표준)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에 지문·얼굴·홍채·정맥인식 등이
적용되어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에 널리 사용되는 추세에 따라 JTC1 SC27/SC37 등에서
비대면 인증수단으로 활용되는 모바일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에 대한 활발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지문·홍채인식 등을 이용한 반려동물 개체식별기술의
출현으로 ITU-T SG17을 중심으로 관련 국제표준을 한국에서 제안하여 승인·채택되었으며,
추후 동물등록제 개선을 위한 신기술로 활용도가 증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표준) 신체외부에 노출된 지문·얼굴·홍채·정맥 등 신체적
특징을 이용한 바이오인식기술에 대한 위변조 보안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뇌파·심전도·심박수
등 위변조에 상대적으로 강인하고 심정지·부정맥 등 건강정보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식기술이 선진국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개발 중. 2019년 3월에 한국
주도하에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 인식 인증기술이 ITU-T SG17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정. 향후 안전한 비대면 헬스케어서비스를 위한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방역플랫폼에 관련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반려동물의 심전도 등을 이용한 헬스케어 응용기술에
대한 표준화 추진도 예상되기 때문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지능형 CCTV 보안기술 표준)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CCTV
카메라 및 CCTV 영상통합관제시스템의 설치 운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등에 보안침해사고를 방지, 영상보안시스템간 표준 협업 등을 위해서
ITU-T SG17 Q.6, IEC TC79, ONVIF, PSIA, OSSA를 중심으로 표준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임.
따라서 지능형 CCTV에 의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영상 오·남용 방지, 해킹 등에 의한 영상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 객체 검출, 분석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집된 영상의 저장,
전송, 반출 등 전주기에 걸쳐 안전한 영상형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대한 표준화 추진도 예상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29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사이버 위협 대응]
-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표준) 악성코드 분석 정보에 대한 표준이 ITU-T SG17에서
제정되었고, 악성코드 교환 포맷에 대한 표준화 작업(MMDEF: Malware Metadata Exchange
Format Working Group)과 정상파일 메타데이터 교환 표준(CMX: Clean file Metadata eXchange)이
IEEE에서 진행 중.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에 대한 활발한 표준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서비스 보안 표준) 자율 주행 및 이동서비스에 대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드론과 기차 등 그룹 이동체의 무인화와 연결 서비스 환경으로 인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그룹화된 이동은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이 요구되며 ITU-T SG17을 중심으로 보안 위협의 식별 및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서비스의
보안 표준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보안평가]
-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표준) IT제품의 보안성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이 21년도
개정되어 발행되고, 유럽연합의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유럽에서 사용되는 IT제품에 대한 보안성
평가로 EUCC와 CCRA의 개정된 국제표준의 채택이 중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IT제품의
패치관리 및 클라우드 환경의 제품, 차량 관련 제품의 평가를 위한 기준에 대해 2021년 신규
과제로 채택되어 추진 중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암호모듈 시험평가 기준 표준) JTC1 SC27에서 암호모듈 검증기관 자격요건에 대한 표준이
신규 제안되었으며, 기존 암호모듈 검증 및 시험기준의 개정, 요소기술인 부채널 대응기준 개정
과제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암호모듈 검증 관련 국제표준은 제·개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데이터보안]
-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정의 표준)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가 각종 이용 환경(예: 누가,
어디서, 어떻게)에 따라 보안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에 대한 보증 요구사항 정의 및
데이터 상황 평가를 위한 요구사항, 데이터 위험도 평가 요구사항 및 비식별 데이터 이용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등 기준 제시가 필요하며, 현재 ITU-T SG17에서 2019년부터 신규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동형암호기반 데이터 유출 방지 지침 표준)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 데이터의 분석과
기계학습과 같은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민감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며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협업 환경 구축을 위한 동형암호 기법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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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서비스 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표준) 각 비즈니스 역할의 법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핀테크 서비스에 특화된 프라이버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보안통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ISO/IEC JTC 1/SC 27/WG 5에서 2021년부터 신규 과제로 채택하여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5G 보안]
-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 5G의 Public Network이 일반화되어 이를 활용한
Non-Public Network과의 연계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이를 이용한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정부 업무망 등의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가 준비 및 실행되고 있어, 여기에 성능과 보안
요소를 모니터링하는 요구사항이 필요하며, ITU-T SG17에서 2020년부터 신규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Ver.2019의 차세대보안 중 ICT와 융합이 필요한 분야는 융합보안
분야로 별도 분리하고, 물리보안이 정보보안과 별도 항목으로 분류된 것을 고려하여 분야명을
정보·물리보안으로 변경하였으며, Ver.2019의 암호기술, 인증기술, 보안관리/보안평가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포함하였으며, 사이버보안은 사이버보안위협으로 구체화하고,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와 생체신호기술 텔레바이오 인증기술을 물리보안으로 별도 분류하여
포함하였고, 신규 통신 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는 5G 보안,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추가
- Ver.2021(2020년)에서는 Ver.2020의 융합보안이 각 분야별 보안으로 이관됨에 따라,
Ver.2019의 정보·물리보안과 융합보안의 일부 항목을 통합하고 분야명을 Ver.2018 이전의
명칭인 차세대보안으로 복원하였으며, 비대면 사회의 보안을 위하여 인증기술 및 물리보안의
바이오인식 표준을 조정하였으며, 데이터 시대의 보안을 위하여 데이터보안을 추가
- Ver.2022(2021년)에서는 Ver.2021의 항목을 준용한, 암호기술, 인증기술, 사이버위협대응,
보안평가, 물리보안, 데이터보안에 활발한 R&D가 진행되고 있는 5G 보안을 별도 항목으로,
지능형 CCTV 보안을 물리보안의 세부항목으로 추가하였으며,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 되고
있는 데이터보안에는 핀테크 보안을 중점추진 항목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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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Ver. 2022 신규항목
구분
암호기술

인증기술

물리보안

사이버
위협
대응

Ver.2020

Ver.2021

Ver.2022

암호 알고리즘

암호 알고리즘 표준

암호 알고리즘 표준

-

양자 암호기술 표준

양자 암호기술 표준

PKI 기반 기기 인증

-

-

ID 관리 기술

ID 관리기술 표준

ID 관리기술 표준

-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표준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표준

-

비대면 신원확인 기술
표준

비대면 인증기술 표준*

FIDO 및 응용기술

-

바이오인식 응용 서비스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표준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표준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생체5G 보안
가이드라인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표준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표준

-

-

지능형 CCTV 보안기술
표준*

능동형 사이버보안 침해정보
수집 및 보존 기술

능동형 사이버보안
침해정보 수집 및 보존
기술 표준

-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표준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표준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서비스 보안 표준*

보안평가

데이터보안

5G보안

블록체인을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

-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표준*

-

암호모듈 시험평가기준
표준

암호모듈 시험평가기준
표준

비식별 데이터 보증 수준을
위한 요구사항 표준

비식별 데이터 보증
수준을 위한 요구사항
표준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정의 표준

-

동형암호기반 데이터 유출
방지 지침 표준

동형암호기반 데이터 유출
방지 지침 표준

-

-

핀테크 서비스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표준*

5G보안 가이드라인

-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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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간 연계도

- (차세대보안 기반 스마트헬스 서비스) 직장인 A씨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한 다양한 생체 정보를 헬스케어 서비스 전문업체에 제공하고 그 결과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생체 정보 및 건강 정보는 모두
암호화되어 관리되며, 스마트폰의 생체정보 기반 사용자 인증을 통해 A씨만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회사의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원격 상담을 신청하였다.
의사는 A씨가 암호화하여 전송한 개인건강기록(PHR)과 타 병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전자건강기록(EHR), 그리고 소속 병원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EMR)을 전달받아 검토한 후 증상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A씨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였다.
- (차세대보안 기반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직장인 A씨는 전날 퇴근 후 갑자기 잡힌 장기
지방 출장을 위해 자차로 이동하기로 했다. 오전 일찍 집을 나선 A씨는 지문인식으로 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을 시작하였다. 보통 이용하던 톨게이트 이동 경로는 갑작스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정체되었지만, 음성인식을 통해 티맵 네비게이션 미정체구간 안내를 통해 우회 경로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큰 문제없이 고속도로로 진입하였다. 출장지에 도착한 A씨는 집안
가전기기가 장시간 켜져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암호화된 통신을
통해 해당 기기의 전원을 차단하도록 설정한 후, 안심하고 출장 업무를 시작하였다.
- (차세대보안 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서비스) LTE, 5G, ADSL을 포함한 전송망 관리업체 A社는 최근
자사 대용량 데이터 통신 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해 양자키분배 장치를 적용하기로 하고 직원인
B씨에게 도입 및 시험 업무를 배정하였다. B씨는 전문기관의 시험 평가를 통해 인증받은 제품들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회사 전송망과 제공 서비스에 적합한 제품을 채택하였다. B씨는
서비스 제공 전 연동 시험을 실시하여,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양자키가 전송망 장비에 정상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것과 양자키분배 시스템이 구성한 양자채널에 노이즈 주입시 외부에서의 오류 혹은
비정상 접근을 양자키분배 시스템이 경고하며 양자키를 새로 만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문기관의
시험 평가서와 B씨의 연동 시험 결과를 검토한 A社는 자사 전송망 서비스의 보안성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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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보안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A씨는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어 저렴하고 빠른 블록체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었다. 그러나 많은 블록체인 거래소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는데 ISO 국제표준에 기반한 블록체인 거래소 보안관리 체계
인증이 개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최초로 인증받은 거래소에서 거래를 개시하였다. 각종 스팸이나
사기, 협박 등이 걱정되었던 A씨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더 빠르고 적은 수수료로
생활비와 그때그때 필요한 비용을 송금하였다. 개별 건에 대해서 제 3자는 송수신자의 동일성
추적이 불가능했지만 법 집행기관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디지털 인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증여할 수 있는 공제 한도 내 금액으로 절세 처리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졌다.
- (차세대보안 기반 5G 보안) A씨는 5G 로컬망으로 구축된 스마트 공장의 관리자이다. 최근
이 공장은 5G 초저지연 IoT 통신기술로 동작 및 제어가 가능한 협동 로봇 설비를 들여와
운영 중이다. 어느날 A씨는 로봇들의 통신 보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던 중 특정 로봇에
대한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하여 5G 초저지연 제어 및 응답 성능이 열화되는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다. 다행히 A씨는 이 5G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당시 이미 5G 보안 모니터링 표준
솔루션을 함께 도입하였기 때문에, 5G 보안 기술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
매뉴얼을 가동하였다. 덕분에 A씨는 빠른 조치를 통해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한 큰 산업재해
및 인명 피해를 막고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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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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모바일 운전 면허증 시범 운영 예정 [2022.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와 관련해 타 법률과 상충시의 관계 및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제한에 관한
내용의 개정, GDPR등 해외 법제와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국외이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예고 [2021.5]
- IT보안인증사무국,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제도 개선(안)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2021.5]
- 국정원, 국가·공공기관에 도입되는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기기의 기본 보안기능을
정하고, '보안 기능 시험'제도와 '국내용 CC인증'제도의 시험 기준으로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 V3.0' 발표 [2021.4]
- 과기정통부,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을 통해 양자정보통신을 포함한 양자기술
분야의 연구기반 구축 추진계획 발표 [2021.4]
- 과기정통부, 디지털 안심 국가 기반 구축 및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 발표 [2021.2]
· 사이버 위협 정보 실시간 수집공유 및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디지털
안심 국가 기반 구축
· 4대 핵심 디지털 융합 인프라(5G MEC, 클라우드, 데이터, 양자내성 암호) 선제적 보안
확보를 통한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 관계부처 합동 5G+ 전략위원회, 공공 중심의 5G 융합서비스 시장 확산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계획 발표 [2021.1]
- 국정원,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보안기능 시험‘제도 개선 공지
[2020.12.30]

한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 (‘20.6.9)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 선정
기준․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 [2020.12]
- 교육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 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교육 분야
가명 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2020.1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2020.11]
- 보건복지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2020.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2020.9]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양자정보통신분야
정부지원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 [2020.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공공·정부부문 개인정보
(행안부), 민간부문 개인정보(방통위) 관련업무를 이관받아 중앙부처로 승격 [2020.8]
-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시행 [2020.8]
- 과기정통부, ‘제2차 정보보호산업진행계획’을 통해 디지털 전화, 정보보호산업 생테계 강화를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AI기반 물리보안 산업 육성, 5G+ ICT 융합보안
산업 저변 확대 추진 [2020.6]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5G 보안분야 국내외 표준화 활동과 표준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5G
보안 포럼 출범 [2020.05]
-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을 위한 데이터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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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

개정(20.2) 및 시행 [2020.8]
과기정통부에서는 민관 합동 DID 협의체 출범 [2020.7]
과기정통부에서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양자정보통신분야
정부지원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 [2020.5]
과기정통부, 양자기술의 중장기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양자정보통신 진흥 종합계획’(가칭)
수립추진 발표 [2019.2]
과기정통부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에 5G/IoT 인프라 보안 강화 목표 수립 [2019.1]
과기정통부, 정보주체 중심의 안전한 개인데이터 활용 체계 확립 및 선도서비스 발굴, 확산을
위한 ‘본인정보 활용 지원(MyData) 사업’ 추진 [2019]
국정원, 암호모듈시험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추가 지정 [2018.12]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안부 협의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고시(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고시(PIMS)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ISMS-P)로 통합 시행 [2018.11]
방통위,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 공표 [2018.1]
국정원, 암호모듈시험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추가 지정 [2017.11]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 개정 공표 [2017.9]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8]
미래부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확대 계획 등 ‘K-ICT 시큐리티 2020’ 발표 [2016.6]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 데이터 공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2016.6]

- 보건복지부, HIPAA Privacy Rule을 통해 환자 권한 강화 및 규제 부담 감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규칙을 제시하면서, 전문가 판단방식, 세이프하버 방식의 비식별화 기술
조치방법 및 의료정보 활용에 관한 표준 제시 [2020.12]
- NIAP, 'CC평가와 CCEVS 평가내 전용보안컴포넌트(Dedicated Security Components)의
사용 정책'을 발표 [2020.12]

미국

- 정부에 납품하는 IoT 기기의 보안수준 강화를 위하여 “IoT 사이버보안 개선법” 제정 [2020.12]
백악관, 5G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국가전략 발표 [2020.3]
- 국토안보부의 사이버보안인프라보호원(CISA)이 사이버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새로운 5G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 발표 [2020.8]
- 국무부, 미국 외교 장비에 대한 5G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 Clean Path를 요구한 것의 연장선으로,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 확장계획을 발표 [2020.8]
- 백악관, 국무부의 요청에 따라 전략국제연구소를 통해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보안 및 신뢰
기준을 마련 [2020.5]
- 백악관, 사이버 보안기술 선도를 위한 국가 최상위 사이버보안 R&D 추진전략 발표 [2019.12]
- NIST, 경량 환경 전용 암호 표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주요 암호 알고리즘(인증 암호화, 해시
함수)의 표준화를 위한 공모사업 착수 [2019.4]
- NIST, 암호모듈검증제도(CMVP)의 검증기준인 FIPS 140-3으로 ISO/IEC 19790 승인 [2019.3]
- 의회, 국가 양자이니셔티브(NQI) 법안 승인을 통해 10년간 양자정보과학기술 연구개발
가속화 승인 [2018.12]
- NIST, 미국 연방정부 사용 공개키 암호를 양자 안전성을 가지는 알고리즘으로 대체하기
위한 양자내성 암호 공모사업 진행 중 [2017.11]
- NIST, 디지털 아이덴터티 가이드라인 800-63-3 공개. 3가지 정책권고 사항으로 구성되며
높은 보장성을 갖는 AAL3 레벨이상의 인증방법 사용 권고(즉 공개키 암호화 방식사용,
개인정보를 디바이스에 저장, 바이오인식과 같은 새로운 인증사용 권고) [2017.6]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보고서 발표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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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미국 국토방위부(DHS)는 자동화 지표 공유(Automated Indicator Sharing, AIS)시스템을 발표
및 적용. 사이버 위협 첩보에 대한 민간 및 공공 부문 보안 담당자들의 원활한 공유 목적
[2016.3]
- NIST, 비식별 처리 관련 가이드라인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발표
[2015.12]
- ‘국가정보국(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NDI)’ 내에 ‘사이버 위협정보
통합센터(Cyber Threat Intelligence Integration Center, CTIIC)’를 설립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사이버 위협 대응 [2015]
- 국회는 ‘사이버 보안 정보공유법(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CISA S.754)’ 제정
[2015]
- 국토안보부의 사이버보안 및 통신부서(DHS CS & C: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yber Security and Communications)의 한 부문으로 국가 사이버보안 및 통합 센터(NCCIC:
National Cyber-security & Communications Integration Center) 내에서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제어 시스템 환경의 방어를 위한 집중 운영 기능 제공 [2015]

일본

- 일본 총무성은 '사이버 보안 TF'에서 'IoT·5G 보안 종합대책'의 진척상황 및 향후 대응
등에 대해 정리한 'IoT·5G 보안 종합대책프로그램 리포트 2020'을 발표 [2020.6]
-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Society 5.0’으로 정의하고 사이버보안
전략 ‘IoT·5G 보안 종합대책’ 발표 [2019.8]
- 일본수상 직할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 부처(내각부, 문부과학성 등)별로 각각 추진되던
양자기술 확보 전략을 국가차원의 양자기술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수정하여 수립 [2020.1]
- 문부과학성, 양자과학기술의 새로운 전개를 위한 추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양자기술
4대분야의 연구지원, 국제협력, 인력양성 추진 계획 마련 [2017.2.]
- 내각관방은, ‘사이버보안 기본법’ 제정으로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하여(2014), 기본법을 기반으로
‘사이버보안 전략 2015’ 발표 [2015]
- IPA(일본 정보보안관련 전문기관)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 5대 산업, 45개 참여
기업의 정보공유 체계인 J-CSIP(Initiative for Cyber Security Information sharing Partnership
of Japan)를 2011.10.25부터 발족하여 운영 [2013.12]

유럽

- EU, ENISA는 21년 유럽에서 사용되는 IT제품에 대한 사이버보안인증제도의 후보로 CC를
기반으로하는 EUCC를 발표 [2021.5]
- ENISA, Data Pseudonymisation: Advanced Techniques and Use Case(개인정보 가명처리
–선진기술과 활용사례) 발표 [2021.1]
- EU, 22년 7월부터 UNECE 회원국(유럽, 아시아 등 60 여개국)에 등록되는 자동차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에 대한 인증취득을 요구하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 의무화
법령 제정 [2020. 6]
- ENISA, Pseudonymisation techniques and best practices(가명처리 기법 및 모범사례) 제시
[2019.11]
- EU는 온라인 결제시 강력한 고객인증(Strong Customer Authentication) 적용을 2019년 9월부터
시행하며, 이는 30유로 이상의 거래에 있어서 2가지 이상의 인증수단을 사용 [2019.9]
- EU 역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GDPR 발효 [2018.5]
- EU에서는 GDPR에 앞서 2018년 1월부터 유럽은행연합의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2)가
시행. PSD2는 고객이 동의한 경우, 은행권은 타 산업군에 오픈 API 형태로 금융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유럽금융권에서의 FIDO 솔루션의 적용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2018.1]
- 스위스 주크(ZUG)시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주민증 서비스를 구축 운영 중이며,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 [2017.11]
- EU, 양자정보통신 협약서(Quantum Manifesto)를 통해 양자 산업 기반마련 및 기술·
산업적 리더십 확보 추진 [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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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영국은 비식별화 사례를 구현하기 위해 민간조직 UKAN을 설립하고 ‘익명화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 발표 [2016]
- EU의 유럽 연합 대응기구인 ENISA에서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2015]
- EU, Horizon 2020 R&D 프로그램을 통해 ICT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다수의 차세대 암호
기술 개발 프로젝트 출범 [2014]
-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신원증명 시스템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운영(GuardTime,
Inc와 협업) 중이며, ‘전자영주권(e-Residency)’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적과 관계없이 디지털
ID 형태의 신원 증명서 발급 [2014]

중국

- 중국 정부, 중국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Clean
Network“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의 목적으로 "데이터보안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표
[2020.9]
- 법무부, 암호법(密码法) 제정을 통해 암호기술 적용 및 관리 체계 제도화 [2019.10]
- 지난시, ‘지난양자밸리’ 조성을 통해, 중국 국방관련 양자산업 클러스터로 활용 계획 발표
[2018.5]
- 과학기술부, 안후이성에 5년간 1000억 위안(약 17조 원)을 투입, 양자정보과학 국가연구소
설립 및 원거리 양자통신, 양자컴퓨터 개발 추진 [2018]
- 국무원, 과학기술부, 과기중대프로젝트 및 과기혁신-2030 실시를 통해 양자통신 연구 강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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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암호기술

인증기술

물리보안
기
술
개
사이버
발 위협 대응
단
계

기술
수준

81.1%
(선도
국가
대비)

보안평가

데이터
보안

5G보안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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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암호기술]
¡ (암호 알고리즘 표준) 국내외 차세대 암호 알고리즘 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보안기술
연구소(NSR)는 경량ㆍ고속 암호와 DBMS 적합형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서울대는
동형 암호, 양자내성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
- NSR

· 신규 ICT 환경에 적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경량·고속 블록 암호 LEA, 고속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해시 함수 LSH, 그리고 주민번호 등의 DB 저장 개인정보 보호에 적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형태보존 암호 FEA 개발
- NIMS

· 양자내성 암호 HiMQ 개발
- 서울대

· 양자내성 암호 Lizard 개발, 근사계산 동형 암호 CKKS 및 응용 적용기술 개발
- 서울대, 조선대, 삼성전자, 삼성SDS

· 동형 암호 알고리즘 성능 개선 및 응용 적용기술 개발
¡ (양자 암호기술 표준) 산업계의 유선 양자키분배(QKD) 개발 주도와 함께, 출연연 중심의
양자키분배(QKD) 소형화 기반기술 및 무선 양자키분배(QKD) 핵심기술 개발
- SKT, KT
· 유선 양자키분배(QKD) 시스템 개발 및 자사망, KOREN망 등에 시험적용 등 신뢰성 시험
진행
· SKT는 유선 양자키분배(QKD) 시스템을 5G 백본 구간인 서울-대전 구간에 시범운용 중
· KT는 KIST와 일대다 양자키분배(QKD) 시험을 자사망에서 시험 완료
- ETRI
· 100 m급 무선 양자키분배(QKD) 시스템 개발 및 주야간 시험 성공
- ETRI, KIST
· GHz급 광원, 검출기 등이 적용되는 양자키분배(QKD) 칩/모듈 개발 착수
- POSTECH, KAIST, ETRI, KIST
· 양자중계기 핵심 요소기술인 얽힘광원 개발 착수
- KRISS, NSR
· 20 km 양자 시험 통신망 구축 및 양자직접통신 기술 구현 성공
[인증기술]
¡ (비대면 인증 기술 표준) 2020년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자서명 및 인증을 위한 서비스가
웹플랫폼 기업, 통신사, 금융권을 중심으로 확대 재편되는 중
- 카카오
· 2020년 카카오는 ‘카카오톡 지갑’을 개발하여 간편 로그인, 인증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무인점포를 비롯한 오프라인 사용처에 입장하는 등 활용 확대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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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 2021년 네이버는 ‘네이버 Na’를 개발하여 인증서, 간편결제, QR체크인 등 서비스 제공
- SKT, KT, lGU+
· 2019년 개발된 통신 3사 인증플랫폼 ‘PASS’는 본인확인 서비스 외, 인증서, QR출입증,
모바일운전면허증, 간편결제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 중
- 금융결제원
· 2020년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 기반 은행공동 인증 서비스 ‘뱅크사인’에 개인 증명서를
보관하고 디지털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금융권 공용 DID 서비스를 2022년 8월까지
구축하는 계획 발표
- ETRI
· 2020년 비대면 O2O 서비스를 위한 무자각 인증 및 블록체인 ID 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비씨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필요 없는 무매체 간편결제 실증 서비스 구축
- 삼성전자
· 2021년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생체인증 서비스인 ‘삼성 패스‘를 통해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하고 본인인증이 가능한 서비스 구축
¡ (ID 관리 기술 표준) 메시지 변조 방지(tamper-evidence) 등 분산원장 기술 또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하여 전자신원증명 기능이 있는 분산형 ID 관리기술이 라온시큐어, LG CNS,
아이콘루프, 드림시큐리티, SKT, 고려대, 성신여대, 질병관리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활발히 개발 중
- 라온시큐어, LG CNS
· 국내 최초의 디지털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구축 사업(행정안전부-한국조폐공사
발주)’을 수주하고 금융 비대면 실명확인과 다양한 민간 온 오프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서비스에 적용 예정
- SKT
· 전화번호를 통하여 별도의 가입 또는 ID 통합 절차 없이 개인 신원과 권한, 소유권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개발
- 드림시큐리티, 라온시큐어, 아이콘루프
· 드림시큐리티 매직DID, 라온시큐어 OMNIONE, 아이콘루프 MyID 등의 분산신원인증(DID)의
솔루션 시범 서비스 개발
- 고려대, 성신여대
· 블록체인 데이터의 소유권 증명 및 접근 제어를 제공하는 디지털 신분증의 코어
암호인증기술 연구 및 표준화 추진
- 질병관리청
·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활용하여 백신여권 'COOV(COrona OVercome)'을
민간 블록체인기업 '블록체인 랩스'와 협력해 개발.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위 변조 방지 및 진위 여부 확인 기능 제공. 이더리움, 하이퍼렛저 등 50개 수준의
퍼블릭·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의 DID와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 ETRI
· 분산ID의 기반기술인 DID 관리기술과 신원자격(Verifiable Credential) 검증 기술 등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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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며, 다중 도메인을 위한 분산 ID 서비스 간 상호연동, 신원정보 은닉 및 자격위임, 플랫폼
독립적 신원지갑 보안을 위한 자기통제형 분산 디지털 신원관리기술 연구 중
- 순천향대
· ITU-T SG17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역추적 기술 활용 사례 표준 개발, 비식별화
처리된 데이터 결합을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개발,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을 위한
요구사항 표준 개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위한 보안 보증 프레임워크 신규 워크 아이템
제안 등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표준 제안
¡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표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양대, 성신여대 등은 분산형 ID관리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등을 이용한 프라이버시 보호형 인증
원천 기술을 개발 중
- SKT
· Hyperledger 오픈소스 등을 이용한 다양한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 서비스 개발
- 제나
· 사용자 건강(Healthcare) 마이데이터(My Data)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영지식 증명
기반 크리덴셜 기법 개발 중
- 한양대
· 암호 특화 SNARK(Succinct Non-
Interactive Argument of Knowledge) 기술을 개발 중.
사설 국제표준화 단체인 ZKProof Community에서 Working Group 멤버로 활동 표준화
추진 중
- 성신여대
· BBS+ 서명 구조를 확장하여 다양한 산술연산을 영지식 증명할 수 있는 익명 크리덴셜
(anonymous credential) 암호 원천 기술과 임의 시점 크리덴셜 폐기 프로토콜 개발 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 ISO/IEC 20008-2 표준 그룹서명을 기반으로 선택적 노출이 가능한 검증가능 크리덴셜
기법 개발 중
- 삼성전자
· 개인정보, 크리덴셜, 가상 자산 등의 저장이 가능한 블록체인 월렛인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개발. 블록체인 월렛에 외장 하드웨어 월렛 연결을 지원하여 통합 관리 기능 제공
- 라온시큐어, LG CNS
· 디지털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구축 사업(행정안전부-한국조폐공사 발주)’을
수주하고 프라이버시 강화 인증을 포함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2022년 1월에 시범서비스 개시
예정
[물리보안]
¡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표준) 한국바이오인식협의회 등은 모바일 바이오인식제품의 성능
시험기술, 바이오인식 제시형 공격탐지 시험기술을 개발
- 슈프리마
· 모바일 환경에서 지문·안면인식 등 사용자 고유 생체정보의 성능시험기술 개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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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A
· KISA K-NBTC에서는 모바일 지문인식제품 성능시험기술과 위조지문 공격탐지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시험서비스

진행,

KISA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비문·안면인식

등

바이오인식기반의 반려동물 개체식별기술을 연구와 함께 행안부 도전한국의 “춘천시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및 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한국바이오인식협의회
· 조달청 지문보안토큰의 위조지문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시험서비스 진행
- 유니온커뮤니티, 파이리코, 아이싸이랩
· 반려동물 비문인식 접촉식(유니온커뮤니티)·비접촉식(파이리코, 아이싸이랩) 센서기술 및
개체식별 인증알고리즘 개발 중
¡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표준) KISA에서는 심전도 등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인증기술을 개발완료하였으며,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모니터링 분석기술을 연구 중
- KISA,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
· 2018년

12월말에

스페인

마드리드대와

미국의 Telebiometrics

민간기업 연구소와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심전도·지문 등 다중 생체신호 인증플랫폼을 개발완료 하였으며,
KISA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을 위하여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모니터링 분석기술을 연구 중
- KISA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 탑스동물메디컬센터, 유파인스, 파이리코, 아이싸이랩
· 반려동물에 대한 심전도·심박수 등 생체신호기반의 센서·인증기술 및 헬스모니터링 분석
기술 연구 중
¡ (지능형 CCTV 보안기술 표준)

ETRI, KETI 등은 지능형 CCTV에 의한 개인 프라이버시,

영상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스킹, 암·복호 기술, 지능형 영상분석을 위한 메타데이터, 다중
VMS/CCTV간 실시간 협업/제어 프로토콜 표준화 기술을 연구 중
- ETRI
· CCTV 등 원영상 복원가능한 프라이버시 마스킹, 오프라인 프라이버시 마스킹, 객체 재식별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 연구를 진행 중
- KETI
· 5G기반 지능형 CCTV 서비스 환경에서 다중 VMS, 5G 지능형 CCTV 엣지, 지능형 CCTV
디바이스간 실시간 협업 기술과 관련 표준 기술을 개발 중
- KISA, TTA, 한국영상정보연구조합
· 지능형 CCTV 영상분석 시스템 경보 기록 방법, Onvif 프로파일 S 기반 영상보안 시스템
상호연동 규격 등 표준 기술 개발 등
[사이버 위협 대응]
¡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표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악성코드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분석 절차 일부를 정형화하여 자동분석 및 대응기술을 고도화하고, 악성코드 수집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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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랩
· 클라우드 기반의 악성코드 분석 시스템 ASD를 개발 운영하여 국내에 널리 보급된 자사
백신을 통해 신/변종 악성코드 정보를 수집 중
- 이스트시큐리티
· 지능형 악성코드 위협대응 솔루션 Threat Inside를 출시하였으며, 실시간 위협정보와 현황을
다차원 분석을 통하여 실시간 인텔리전스 리포트를 제공
- 윈스
· 개방형 보안 인텔리전스 시스템으로 C-TAS 연동 및 악성코드 분석/검증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 추진 중
- ETRI
·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Opcode 기반의 악성코드 탐지기술과 문서형 악성코드에 대한
분석 및 탐지기술을 개발
- KISA
· 악성코드, 악성앱의 원천데이터를 자동수집하고, AI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셋으로 분류·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C-TAS를 통하여 악성코드 정보 공유 중
¡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서비스 보안 표준) 자율 주행 및 이동서비스에 대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드론과 기차 등 이동체의 무인화와 연결 서비스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
- KISA
· 드론 시스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운용업체 등 업무관계자를 위한 드론 사이버
보안 가이드 개발 및 배포 (2020.12)
- 국방부
· 드론의 수집·저장, 송수신 되는 정보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 드론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간 (2021.1)
- 고려대학교
· 드론 등 무인이동체 시스템 및 MAVLink와 같은 비행체 내부 네트워크 보안을 연구하고
있음
- 국토부
· 드론 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운영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9.4.30.)하고 드론 정보
포털(https://www.droneportal.or.kr/)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보안평가]
¡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표준) 정보보호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의 국가·공공기관에 도입시
보안기능요구사항 기준에 적합한지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로 사전 인증을 하며 인증기관과
평가기관, 제품개발 업체는 평가 기술과 보안기능요구사항 기준을 공동으로 개발함
- IT보안인증사무국
· CCRA에서 제정한 CC, CEM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며 IT제품이 보안기능요구사항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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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는지 검증하고 인증서를 발행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시스템보증(KOSYAS), 한국아이티
평가원(KSEL), 한국정보보안기술원(KOIST),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CC, CEM을 기반으로 평가하며, IT제품의 보호프로파일을 개발
- 한국CC사용자포럼(KCCUF)
· 한국의 CC사용자 협의체로 산업체, 평가기관,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되어 IT제품의
보호프로파일을 개발
-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
· 국가.공공기관에 도입되는 IT보안제품에 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고
시험 기술을 개발
¡ (암호모듈 시험평가기준 표준) 암호모듈의 안전성 및 구현적합성 검증을 위해 표준기반 기준,
운영·관리 및 요소 시험기술을 개발 중
- NSR
· 암호모듈검증을 위한 검증·시험기준 표준 개정 및 암호모듈 시험기관의 역량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주도적으로 개발 중
- KISA
· 2018년 KCMVP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적합성을 시험 중
- ETRI
· 부채널 대응 시험기술 연구 및 표준 개정에 참여
[데이터보안]
¡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정의 표준) 비식별화 기술과 데이터 보증 수준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법의 비식별 기술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 중
- KISA, 금융보안원
·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프레임워크’ ITU-T 국제표준 제정,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정의 표준’ 개발 중
- 이지서티
· 빅데이터 내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컴플라이언스 제품(Identity Shield)
개발 및 출시
- 파수
· 재식별 위험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없이 가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Analytic DID) 개발 및 출시
- 엔텀네트웍스
· 프레임워크 기반 개인정보 가명 익명처리 솔루션(엔파이) 개발 및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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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형암호기반 데이터 유출 방지 지침 표준) 비신뢰 환경에서 민감 정보 유출 방지, 비식별 처리
및 협업환경에서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동형 암호 기반의 응용플랫폼 구축 표준 개발 중
- 서울대
· 동형 암호를 이용한 머신러닝 기술 개발
- 삼성SDS
· 동형 암호 기반의 안전한 통계적 분석 및 기계학습 추론 협업 응용서비스 개발
- ETRI
· 동형 암호를 성능개선을 위한 전처리 가속기 개발
¡ (핀테크 서비스 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핀테크 서비스에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핀테크 서비스의 참여자 및 역할을 정의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 식별 및 보안
통제 수립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
- 순천향대
·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개발
- 서울외대, NSHC
·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개발
[5G보안]
¡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 정부의 ‘5G+전략 추진계획’에 따라 5G 코어와 엣지를
중심으로 보안기술이 개발되었고, 향후에는 초저지연 데이터 서비스와 지능형 무선 접속망에 대한
보안 및 암호화 기술의 개발이 진행될 예정임
- SKT, KT, LGU+
· SKT, KT, lGU+는 모두 5G 통신망을 보호할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SKT는
양자암호통신 업체 IDQ 인수, CCTV·IoT 등 5G 융합보안 서비스 준비를 위해 ADT캡스를
인수함. KT는 5G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을 결합한 ‘기가 체인’을 통해 증가하는 mMTC 버티컬
서비스의 보안을 추진하며, LGU+는 ETRI 등과 5G 네트워크 보안 기술의 공동개발 추진 중
- 맥데이타
· 5G 네트워크의 E2E 성능과 보안을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을 개발
- 고려대
· LGU+와 5G 네트워크 보안기술 공동연구 추진
- ETRI
·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의 보안 위협 탐지기술, 인공지능 기반 보안 위협 분석 및 관제
기술 개발 중
- 순천향대
· KISA와 함께 제안한 ‘5G 코어망 비정상 공격 대응 기술’관련 기술표준 기고서를 ITU-T에
제안
- KISA
· 순천향대와 함께 ITU-T에 5G 관련 기술표준 기고서 제안 및 5G 국가업무망 사업의 실증
연구를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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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암호기술]
¡ (암호 알고리즘 표준) 미국과 유럽은 각각 국가 기관과 학계를 중심으로 차세대 암호
알고리즘의 개발 및 국제표준화를 통한 시장 주도권 선점을 추진 중
- 미국, HPE Security
· 형태보존 블록암호 운영모드 FFX 개발 및 미국 연방정부 사용 승인(NIST SP 800-38G)
- 독일, Ruhr-Univ. Bochum/싱가포르, 난양대/덴마크 기술대/일본, NTT)
· 경량 블록 암호 SKINNY 개발
- 싱가포르, 난양대
· 인증 암호화 알고리즘 Deoxys와 AEGIS-128 개발
- 오스트리아, TU Granz
· 경량 인증 암호화 알고리즘 Ascon 개발
- 일본, NTT, NEC, 나고야대/싱가포르, 난양대/인도, Indian Statistical Institute Kolkata 등
· 다수의 경량 인증 암호/해시 함수 개발 및 NIST 공모사업 제안
- 미국, IBM, Microsoft 등
· 다수의 동형 암호 알고리즘 및 응용 적용기술 개발
¡ (양자 암호기술 표준) 중국은 기간망 및 인공위성 양자암호통신 구축을 완료하였고, 유럽,
미국은 장거리 양자키분배(QKD) 및 네트워크 운용기술 개발 추진 중
- EU
· EU Horizon 2020 프로그램에서는 13개국을 연결하는 OpenQKD(’19), 연속변수 양자키분배(QKD)
개발을 위한 CiViQ(’18) 등 신규 양자키분배(QKD) 망운용 기반기술 개발 프로젝트 개시
- 중국, USTC
· 베이징-상하이를 연결하는 2,000 km 규모의 세계 최대 유선 양자키분배(QKD) 네트워크
및 7,600 km(중국-오스트리아) 위성 양자키분배(QKD) 연결시험 성공(’18)
- 네덜란드 QuTech
· 양자얽힘 기반 양자 네트워크의 링크레이어 프로토콜 개발 추진(’19)
- 영국, 양자통신 HUB
· 2015년부터 시작된 HUB 프로젝트에서 손가락보다 작은 크기의 양자키분배(QKD) 광학칩을
개발하여 고속 양자키분배(QKD) 운용시험 성공(’19)
[인증기술]
¡ (비대면 인증 기술 표준) 비대면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기존 패스워드 대신 생체인식
등을 적용한 비대면 인증 솔루션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
- 미국, StrongKey
· 2021년 FIDO2 기술을 애플사 기기까지 확대 적용한 인증 솔루션 출시
- 미국, CourseKey
· 온라인수업 전문기업 CourseKey는 2020년 수강생 본인확인을 위해 얼굴 및 지문 인식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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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온라인수업 솔루션 출시
- 미국/EU, TypingDNA
· 2020년 TypingDNA사는 키스트로크 다이나믹스(keystroke dynamics)를 활용해 온라인 교육 참석자를
확인하는 기술 발표
- 미국, Apple
· 2020년 Safari 14 브라우저에서 FaceID(얼굴인식)와 TouchID(지문인식) 기술을 이용한 웹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개발 진행 중
¡ (ID 관리기술 표준)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 Hyperledger
Indy를 중심으로 자기주권 신원(Self-Sovereign Identity) 모델 및 분산형 ID 관리를 실증하는
서비스들을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정부기관 등이 개발 중. W3C에 등록된 DID 모델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52개가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
· 2021년 1월 황열병과 코로나의 스마트 디지털 백신 인증 프레임워크와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디지털 의료 작업그룹(digital health working group)’을 발족
- 핀란드, Linux
· 블록체인 기반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Hyperledger를 공개하고 신원관리를 위한 Hyperledger
Indy를 출시
- 미국, MS
· 2021년 3월말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인 아이온 개발
- 미국, Apple
·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 ‘iOS 13’을 이용한 국가 전자신분증 연동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독일과 아이폰 근거리무선통신(NFC)과 호환되는 전자신분증 개발 착수
- 미국, VISA
· 분산원장 기반 신원확인 시스템 ‘VISA B2B 커넥트’를 정식으로 출시하고 30개 글로벌
기업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
- 영국, 정부
· GOV.UK(2021.2.11.), 디지털 신원 및 속성 신뢰 프레임워크(The UK digital identity and
attributes trust framework) 발표
- 중국, 화웨이
· 중국 경찰인 공안부 소속 제 3연구원과 ‘인터넷 전자신문표식(eID, electronic IDentity)’을
스마트폰에 내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 스위스, 커먼즈 프로젝트, 세계경제포럼(WEF)
· 백신여권인 커먼패스(Common Pass) 개발·보급을 주도. ’20년 7월 37개국 민간기업이
가세하면서 시작. 각국 항공사와 수백 개 의료법인과 협업
- 백신 크리덴셜 이니셔티브*(The Vaccination Credential Initiative, VCI)
· ’21.1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오라클(Oracle), 메이오클리닉(Mayo Clinic), 세일스포스(Salesforce),
에픽(Epic), 서너(Cerner) 및 3대 주요 항공사 연맹 등 테크 분야의 대기업과 의료 기업으로 구성된
연합체인 VCI가 백신 접종에 관한 디지털 기록을 저장하고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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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표준)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선택적 노출 기능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하는 기술을 활발히 개발 중. 또한 DID와 영지식 증명, 접근제어 기법을 건강 정보 등
연구데이터 플랫폼에 적용하는 연구도 진행 중
- 핀란드, Linux
· 블록체인 기반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Hyperledger를 공개하고 영지식 증명 기반의 선택적 노출
기능을 제공하는 익명 크리덴셜 기술을 Hyperledger Indy, 패브릭(FABRIC), 얼사(URSA) 등에
적용하여 고도화 진행 중
- 미국, Microsoft, 스텐포드대
· 효율적인 영지식 증명(zk-SNARK) 기반의 검증가능 연산을 적용한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및 성능 개선 연구 진행
- 미국, MIT
· sMPC (secure Multi-Party Computation)를 사용해 스마트 컨트랙트의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인 Enigma에 대한 연구 진행
- 이스라엘, QEDIT
· 영지식 증명을 작은 단위로 쪼개 증명할 수 있는 proof-chaining 기술개발 및 이에 기반한
프라이버시 강화 블록체인(Privacy-Enhanced Blockchains) 솔루션 출시
- 영국, Medicalchain
·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인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을 활용하여 정보주체인
환자의 허가(permission)에 따라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사, 연구소 등)별로 차별화된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
[물리보안]
¡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표준) 미국·유럽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바이오인식 성능시험 및
모바일 바이오정보 위변조 탐지 시험인증서비스 개발 및 제공 중
- 미국, Qualcomm/중국, 비보
· 스마트폰 박막형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센서 개발 및 보급
- 미국 iBeta
· 공인 평가기관으로 위변조 방지를 위한 바이오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 평가기술개발 및
인증서비스 진행
- 미국, NIST
· NVLAP에서 품질관리 시스템 및 바이오인식 테스트 절차 개발
¡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표준) 생체신호센서, 다중 생체신호 인증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 중
- 미국, Texas Instrument, 워싱턴대
· 뇌파·심전도·심박수·근전도 등 생체신호 측정용 의료장비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생체신호센서용
MoC IC칩 등이 미국 TI(Texas Instrument)사를 중심으로 상용화가 진행 중이며, 미국의
워싱턴대 등 대학교를 중심으로 뇌파·심전도·심박수 등 생체신호 개인식별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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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Halipax 은행/캐나다, Bionym
· 영국의 Halipax 은행, 캐나다 왕립은행 등 주요선진국 금융권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캐나다
Bionym에서 개발한 심박수 측정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하여 생체신호를 이용한 고객통장의
개인식별 서비스를 시행 중
- 미국, 국방부
·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차세대 바이오인식기술로 지문·심전도 등 다중 생체신호 인증
기술 개발 착수
¡ (지능형 CCTV 기술 표준) GDPR, 미국 FISMA 보안 규정으로 인하여 CCTV 영상 내 프라이버시
실시간 마스킹, 영상 기밀성, 무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솔루션 출시 중
- 스웨덴, Axis Communications
· AXIS communications는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미국의 연방정부 정보보호관리법
(FISMA,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과 같은 보안 규정 발효의 일환으로
실시간으로 사람을 마스킹하는 업계 유일의 카메라 에지 기반 분석 소프트웨어 AXIS Live Privacy
Shield 제품 출시
- 독일, Siemens
· MPEG-4 코덱의 motion vector 정보를 이용하는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을 보유(Emitall(스위스)
기술 인수)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모든 움직이는 객체를 비식별화하고, MPEG-4
코덱통합형 특성으로 인해 마스킹 영역의 꼬리 영역에 깨짐 현상이 발생
- 일본, Panasonic
· MOR(Moving Object Removal)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내 움직이는 객체만 마스킹하는 기술을
개발. 이 기술은 원본 영상과 마스킹 영상을 모두 저장한 후 접근 권한에 따라 선택적으로
마스킹/언마스킹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작함
- 미국, Amazon
· S3-based expandable architecture는 데이터 업로드에 서버 측 암호화(SE-KMS, SSE-C, SSE-S3
등 세 가지 키 관리 옵션 사용)와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를 모두 지원하며, 종단 간 암호화로 SSL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암호화 기반 비디오 보호를 수행함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비디오 정보 처리와 저장 방법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 데이터 분석에
의한 메타 정보에 대한 생성, 보호, 검색 방법에 대한 관리는 미흡함
[사이버 위협 대응]
¡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표준) Microsoft, 카스퍼스키랩, VirusTotal과 같이 대형 글로벌
기업이 평판 기반, 화이트리스트 기반, 클라우드 기반의 백신 서비스를 위한 악성코드 분석 및
정보 공유 기술을 보유 중
- 미국, Microsoft
· Windows Defender의 안티바이러스를 위한 클라이언트 기반의 로컬 머신러닝 모델과
행위기반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며,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를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DB를 구축 중
- 러시아, 카스퍼스키랩
· 방대한 화이트리스트 DB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제어 기능을 통합하여 zero-day 악성코드
공격에 대응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악성코드 수집/분석/대응 기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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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VirusTotal
· Massive 악성코드 환경에서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PE 파일의 Section별 분석
정보를 협력사에 제공
- 일본, Trend Micro
· 머신러닝과 취약점 공격 탐지 및 샌드박스를 결합해 네트워크에서 랜섬웨어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 확보
¡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서비스 보안 표준) 열차의 무인화 및 드론과 같은 무인 이동체의
안전한 동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
- 미국, NTSB(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 PTC(Positive Train Control)을 통해 열차 간 충돌, 과속 탈선, 설정된 작업 영역 제한으로의
침입, 잘못된 위치에 있는 스위치를 통한 열차 이동을 방지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하였으며, CBTC(Communications-Based Train Control)로 열차 정보를 중앙 위치로
전송하고 네트워크의 모든 엔티티에 정보를 전파해야 하는 보다 정교한 computer-aided
dispatching framework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유럽, ERA(European Union Agency for Railways)
· 자동 열차 운행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차 순환을 안전하게 감독하기 위해 차량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TCS(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표준을 개발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보안평가]
¡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표준) 한국, 미국을 포함하여 17개국이 CCRA에 가입하여 CC,
CEM을 기준으로 IT제품의 보안성을 평가하고 인증서를 발행하며, 오스트리아 등 14개국은
인증서를 상호인정하고 있음. 국제표준은 ISO/IEC SC27에서 CCRA와 공동 개발함
- ISO/IEC JTC1 SC27
· WG3 CCRA에서 개발한 CC와 CEM을 ISO/IEC15408과 ISO/IEC18045로 국제 표준화하고,
ISO/IEC15408을 기반으로 생체인식이나 클라우드 제품, 차량 장치와 같은 IT제품의 보안성
평가를 위한 보안요구사항 평가 기술 등을 개발중
-

CCRA
· IT제품의 공통 평가기준(CC)과 평가방법론(CEM)을 개발하고 추가적으로 평가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함. 네트워크 기반 보안장비 및 애플리케이션 SW, 생체인식 보안 등의
iTC 그룹을 유지하며 공동보호프로파일(cPP)을 개발함

-

CCUF
· CCRA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의 IT기업들과 평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iTC와 cPP 개발 및 ISO/IEC의 국제표준 개발에 참여함.

¡ (암호모듈 시험평가기준 표준) 암호모듈 시험평가를 위한 기준, 운영·관리 및 요소 시험기술 표준
개발 중
- 미국, NIST
· 1995년부터 CMVP를 시행하며, 미 연방표준(FIPS)을 ISO 국제표준으로의 전환 전략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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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신규 암호모듈 시험기술 개발 중
- 일본, IPA
· ISO/IEC 관련 암호모듈 및 암호알고리즘 표준기반으로 2006년부터 JCMVP를 시행 중이며,
표준 및 기술개발의 주도적인 역할보다 수용적인 입장
- 미국/유럽, 암호모듈 시험기관
· 암호모듈 시험기관(시험자)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검증기관 자격역량을 마련하고자 관련 표준
개발 중
- 유럽
· 부채널에 대한 기술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개발업체나 평가기관이 많으며, 프랑스 Secure-IC社
Sylvain Guilley가 중심이 되어 부채널 표준(ISO/IEC 17825)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
브리스톨대 Oswald 교수의 ‘19년 ASIACRYPT 논문의 부채널 평가지표 반영 검토
[데이터보안]
¡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정의 표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분석 및 이용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기업 및 기관에서 가명처리(비식별화) 기술 및 평가 검증
방법이 개발되고 있음
- 미국, Immuta
· 모든 기업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연결하고 마스킹, 익명화, 차분 프라이버시, 목적기반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적용하여 비식별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
- 미국, Equifax, Experian, TransUnion
· 신용정보를 수집 가공하고 판매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활용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신용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소득 및
부동산 정보 같은 신용능력정보를 분석가공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
- 미국, Acxiom, Epsilon, Equifax
· 데이터 브로커 대표업체에서는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보안, 암호화,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과 반영에 투자 중
- 영국, 스코틀랜드 데이터연계센터
· 데이터를 연계하는 모든 과정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통계적 노출 조절, 역할
분리, 수준별 위험 관리, 데이터 연계 센터 등의 다양한 보호조치를 취함
- EU, ENISA(유럽 정보보호원)
·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가명처리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 컨트롤러 및 정보주체를
위한 가명처리의 중요성을 인식을 기반으로 전문가 및 국가 규제 당국과 협력하여 가명처리에
대한 연구 수행
¡ (동형암호기반 데이터 유출 방지 지침 표준) 기업과 학계를 중심으로 동형 암호 개발이
주도되고 있으며, 통계적 분석,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상태로 계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제표준화를 통한 시장 주도권 선점을 추진 중
- 미국, Microsoft
· Microsoft SEAL은 동형 암호 기반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세트를 제공하며 종단 간 암호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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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대한 처리 서비스를 구축, GitHub 사이트에 소스코드 공개(2018년 12월)
- 미국, Intel
· 신경망(Neural Network) 컴파일러인 nGraph에서 Microsoft SEAL을 주요 암호 함수로 활용
- 미국, IBM
· IBM은 무료의 오픈소스 크로스 플랫폼인 HElib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제공(최초 배포는
2014년 5월 5일)
- 미국, Duality
· 오픈소스 크로스 플랫폼 PALISADE 라이브러리를 제공, PALISADE은 최초 DARPA의
PROCEED와 SafeWare 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아 개발진행
- 스위스, EPFL(로잔연방공과대학)
· 대학에서 제공하는 Lattigo 라이브러리는 안전한 다자간 협업계산에서 격자 기반 암호화를 구현
¡ (핀테크 서비스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표준) 전자상거래 관련 이용자 사기(Fraud)를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을 출시하고, 소비자 대출 관련 금융 사기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고서
개발
- 미국, IPQUALITYSCORE
· 전자상거래 사기 방지 솔루션 출시
- 벨기에, eurofinas, ACCIS
· 소비자 대출 사기 퇴치 관련 보고서 및 권고안 제공
[5G보안]
¡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5G 서비스의 핵심이
보안이슈 해결이라 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보안 기술, 능동적 사전 예방
MTD 기술, DDoS 공격 대응을 위한 새로운 컴퓨터/네트워크 아키텍처(XD3) 등을 연구 중
- 이스라엘, Illusive Networks
· 공격 대상을 숨기기 위한 Deception Security 기술 관련 상용제품을 출시
- 미국, Cisco, Juniper, F5 Networks
· 미국 글로벌 보안기업들은 5G 시그널링 방화벽 및 에지보안을 위한 보안제품을 출시하면서,
전역적인 5G 보안 모니터링 등 관련 솔루션을 다각화하고 있음
- 싱가포르, ST Engineering
· 싱가포르 공기업인 ST Engineering 암호화 방법을 개선시키는 양자 컴퓨팅을 이용한 5G
보안 기술을 개발
- 오울루, 알토대학, 핀란드 기술연구센터
· 노키아, 인터디지털 등과 5G 플래그쉽 협업체를 구성, 내재화된 보안기술 기반의 6G 연구개발
착수(8년 간 약 3,00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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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차세대보안 분야 총 13개의 중점 표준화항목들로 구성된 암호기술, 인증기술,
물리보안, 사이버위협대응, 데이터 보안 및 5G 보안 기술을 특허분석 대상항목으로 함
- (분석대상 및 범위) 본 분석에서는 Keywert 특허분석 DB를 활용하여 한/미/일/유럽/WO
총 5개국에 공개/등록된 특허데이터를 대상으로 추출하되,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하여
2001.01.01. 이후 출원된 9,073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9년 말부터 출원된 특허는 미공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차세대보안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DB

분석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암호기술을 비롯한 총 6개 대상항목에 포함된 13개 표준화항목별
핵심키워드를 담당 분과위원으로부터 제공받아 특허검색식을 작성하여 분석을 진행함
물리보안에 포함된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와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은 특허 관
점에서 유사성이 높아 두 가지 항목을 병합하여 특허검색을 실시함
데이터 보안에 포함된 ‘동형암호기반 데이터 유출 방지 지침’은 암호기술에 포함된 ‘암호 알고
리즘’ 기술과 특허 키워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특허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보안평가 분야는 특허 이슈가 존재하지 않아, 특허분석 대상항목에서 제외함
< 차세대보안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1. 암호 알고리즘
§

경량암호(lightweight encryption)

§

형식유지암호(format
preserving encryption)

암호기술

§

양자내성암호(Post Quantum
Cryptography)

§

동형암호(homomorphic

특허검색식
1. (형태보존암호* or 동형암호* or 준동형암호* or 완전동형암호*
or 경량암호* or 경량블록암호* or ((형태보존* or 동형* or 준동형*
or 완전동형* or 경량) a/2 암호*) or (format a/1 preserv*) or
homomorphic* or lightweight* or (light a/1 weight*) or
양자내성암호* or (Post-Quantum a/1 Cryptography) or (Post a/1
Quantum a/1 Cryptography)) and (암호* or encrypt* or crypt* or
cipher* or encipher*)

encryption)
2. (QKD* or 양자암호* or 양자키* or 퀀텀키* or ((양자* or
2. 양자 암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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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 or quantum*) a/1 (암호* or 키* or encrypt* or crypt*

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

양자암호(quantum cryptography)

§

키분배(key distribution)

§

난수(random number)

특허검색식
or cipher* or encipher* or key*))) and (분배* or 릴레이* or
중계* or 난수* or distribut* or relay* or (random a/1 number*))
3. (FIDO* or (Fast a/1 IDentity a/1 Online) or 멀티팩터* or
다중팩터* or ((멀티* or 다중* or multi*) a/1 (팩터* or factor*))
or 비대면* or 언택트* or untact* or contactless* or ((non or
without) a/1 (fac* or contact*)) or 화상회의* or 영상회의* or
원격수업* or 원격학습* or 원격강의* or teleconferen* or
((video or remote*) a/2 (conferenc* or learning* or lesson*))

3. 비대면 인증 기술

or 온라인* or online*) and (신분* or 신원* or 실명* or 아이디*

§

FIDO,

or 아이덴티티* or ID or identifier* or identity* or 사용자* or

인증장치(Authenticator)

이용자* or 유저* or 본인* or user*) and (인증* or 확인* or

멀티팩터 인증(Multi-factor

증명* or 검증* or 신원도용* or 신분도용* or ((신원* or 신분*

§
§

Authentication)

or 아이덴티티*) n/2 (도용* or theft*)) or 블록체인* or authen*

본인확인(Identity Verification),

or identif* or certif* or verif* or proof* or blockchain*)

비대면(non-face-to-face)
§
§

인증기술

사용자 인증(User Authentication,

4. ((분산ID* or ((분산* or 탈중앙화* or decentralized* or

Identification)

distributed*) a/1 (ID or identifier* or identity* or 아이디* or

신원도용(Identity Theft)

아이덴티티* or 식별자* or 신분* or 신원*))) and (관리* or

4. ID 관리기술
§

DID(Decentralized Identifier)

§

자격증명(Verifiable
Credential)

§

DLT(Decentralized Ledger
Technology)

manag*)) or (자격증명* or 자기주권* or 자가주권* or ((자격*
or Verifiable*) a/1 (증명* or Credential*)) or ((자기* or 자가*
or self*) a/1 (주권* or sovereign*)) or 분산원장* or (분산* a/1
원장*) or 하이퍼레저* or 블록체인* or DLT or (Decentralized*
a/1 Ledger* a/1 Technology*) or hyperledger* or blockchain*)
and (ID or identifier* or identity* or 아이디* or 아이덴티티* or
식별자* or 신분* or 신원*)

5.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
§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5. (영지식증명* or (영지식* a/1 증명*) or ((영 or 제로*) a/1

Proof)

지식* a/1 증명*) or (zero a/1 knowledge* a/3 proof*)) or

프라이버시 보호(Privacy

(TI:(프라이버시* or privacy* or ((개인정보* or ((개인* or

protection/preservation)

personal*) a/1 (정보* or information*))) and (보호* or
protect* or preserv*))) and ((자기주권* or 자가주권* or ((자기*
or 자가* or self*) a/1 (주권* or sovereign*)) or 분산원장* or
(분산* a/1 원장*) or 하이퍼레저* or 블록체인* or DLT or
(Decentralized*

a/1

Ledger*

a/1

Technology*)

or

hyperledger* or blockchain*) and (ID or identifier* or identity*
or 아이디* or 아이덴티티* or 식별자* or 신분* or 신원*)))
6.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물리보안

6. ((본인* or 개인* or 사용자* or 유저* or 아이디* or 신분*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or 신원* or user* or personal* or individual* or identi* or ID*)

인증기술

n/2 (인증* or 검증* or 증명* or 식별* or 확인* or authen* or

§

바이오 신호/정보 사용자 인증

certif*)) and ((바이오* or 생체* or 지문* or 홍채* or 홍체* or

§

bio signals/information user

맥박* or 혈압* or 동공* or 음성* or 정맥* or 인체* or 안면*

authentication

or 얼굴* or 뇌파* or 심전도* or 심박* or 광용적맥파* or 보행*

생체, 지문, 홍채, 맥박,

or 걸음걸이* or bio* or physiolog* or face* or facial* or

혈압, 동공, 음성, 홍채,

vascular* or iris* or voic* or vein* or smellprint* or fingerpr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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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특허검색식
or retinal* or electrocardiogram* or heart* or EEG or ECG or
PPG or walk*) n/2 (패턴* or 감지* or 검지* or 검출* or 식별*
or 인식* or 측정* or 확인* or 승인* or 인가* or 허가* or 증명*
or pattern* or detect* or scan* or sens* or measur* or identif*

얼굴, 뇌파, 심전도,
광용적맥파, 사용자 인증
§

face, voice, smellprint,
fingerprint, heart, EEG,
ECG, PPG user

7. 지능형 CCTV 기술
§

CCTV,
감시카메라(Surveillance
Camera)

§

영상분석(Video Analysis)

§

프라이버시 마스킹(Privacy
Masking)

§

경량암호화(light-weight
Cryptography)

§

시스템 상호연동(System
Interworking)

§

or recogni* or verif* or authoriz* or approv* or confirm* or
permi* or admi* or determin* or authen* or certifi* or validat*))

지능형 관제(Intelligent
Monitoring)

7. (CCTV* or 씨씨티브이* or 씨씨티비* or 폐쇄회로* or
감시카메라* or ((감시* or 폐쇄형* or surveil*) a/1 (카메라* or
camera*)) or 영상감시* or ((영상* or video*) a/1 (감시* or
모니터링* or surveil* or monitoring*))) and (영상* or 화상* or
비디오* or video*) and ((영상분석* or ((영상* or 화상* or video*
or image*) n/3 (분석* or analy*))) or (비식별화* or 비식별처리*
or 익명화* or 익명처리* or 가명화* or 가명처리* or 가명정보*
or 가명데이* or ((비식별* or 익명* or 가명*) a/1 처리*) or
마스킹* or deidentification* or de-identification* or (de a/1
identification*) or anonymization* or pseudonymization* or
((pseudony*) a/2 (information* or data*)) or masking* or
개인정보* or 개인식별정보 or 개인신용정보* or 프라이버시* or
사생활* or 정보보호* or 정보보안* or (정보* a/1 (보호* or
보안*)) or ((person* or private* or user* or protect* or securit*)
a/1 information*) or privacy*) or (경량암호* or 경량블록암호*
or ((lightweight* or (light a/1 weight*)) and (암호* or encrypt*
or crypt* or cipher* or encipher*))) or (상호연동* or 연동* or
interoperab* or interwork*) or ((지능형* or intelligen*) a/1
(관제* or 모니터링* or monitoring*)))
8. (악성코드* or 악성파일* or ((악성* or 멀웨어*) a/1 (코드*
or 파일* or 애플리케이션* or 어플리케이션*)) or ((malicious*
or malware*) a/1 (code* or file* or application*)) or
사이버위협* or ((사이버* or cyber) a/1 (위협* or threat*))) and
(분석* or 공유* or 교환* or analy* or shar* or exchang* or

8.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STIX or (Structured a/1 Threat a/1 Information a/1 eXpression)

§

악성코드 분석/공유

or TAXII or (Trusted a/1 Automated a/1 eXchanged))

§

malicious/malware code
analysis/share

사이버위협
대응

9. (((드론* or drone* or 무인기* or UAV* or (Unmanned* a/1
Aerial* a/1 Vehic*)) and ((그룹* or 복수* or 다수* or 여러*

9.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or group* or multi* or plural*) n/5 (드론* or drone* or 무인기*

서비스 보안

or UAV* or vehic* or 이동* or mov*)) or 드론들* or 무인기들*

§

드론, 무인기, 자율차

or drones* or UAVs*) or ((차량* or 자동차* or 승용차* or

§

그룹 이동 서비스

비히클* or 카 or 주행* or 자율주행* or 협력주행* or

§

보안, 위협

협력자율주행* or 군집주행* or 대열주행* or 그룹주행* or
차군주행* or car or vehic* or automotive* or automobile* or
driving* or travel* or running*) and (플래툰* or 협력주행* or
협력자율주행* or 군집주행* or 대열주행* or 그룹주행* or
차군주행* or ((협력* or 군집* or 대열* or 그룹* or 차군*) a/1
주행*) or platoon* or ((cooperat* or group* or fleet*)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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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보안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차세대보안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차세대보안 분야 전체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까지는 소폭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특허출원이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미공개구간의 특허 출원량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지속적인 출원 증가가 예상됨

< 차세대보안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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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발행국별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에 출원된 특허가 3,712건(4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 2,184건(24%), 국제 1,558건(17%) 순으로 나타남
- 출원연도별 동향을 보면, 2014년부터 미국, 한국 및 국제특허를 중심으로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을 주요 시장으로 고려하여 최근까지 매우 활발한
특허출원이 진행되고 있음
- 2016년을 기점으로, 향후 표준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시장 진출을 고려하여 다수 국가에서 패밀리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출원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일본과 유럽의 경우, 타 발행국 대비 특허출원양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국내외 기업들의 특허출원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 차세대보안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출원 동향
< 차세대보안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특허분석 항목

암호기술

인증기술

물리보안

사이버
위협대응

데이터
보안

5G 보안

합계

12

6

71

8

11

0

108

2002

16

11

63

8

10

0

108

2003

17

18

85

17

12

0

149

2004

41

11

103

8

10

0

173

2005

42

10

116

13

18

0

199

2006

52

25

103

10

12

0

202

2007

29

21

113

19

16

0

198

2008

22

21

108

14

16

0

181

2009

65

25

102

19

22

0

233

2010

49

20

101

29

12

0

211

2011

46

22

135

31

24

0

258

2012

61

46

158

37

28

0

330

2013

66

60

222

41

27

0

416

2014

103

45

282

56

37

4

527

2015

127

69

380

67

30

6

679

2016

135

82

392

64

44

32

749

2017

202

173

506

73

44

67

1,065

2018

214

213

636

93

80

116

1,352

2019

178

294

467

49

69

124

1,181

2020

142

171

242

43

56

88

742

2021

0

2

5

0

0

5

12

합계

1,619

1,345

4,390

699

578

442

9,073

출원연도
2001

- 차세대보안 분야에 대한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암호기술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술들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물리보안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가장 활발함
- 인증기술, 사이버위협대응, 데이터 보안 분야도 지속적 특허출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5G
보안 분야의 경우 최근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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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보안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차세대보안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출원 현황 >
구간A
구간B
구간C
(2011년~2013년) (2014년~2016년) (2017년~2019년)

특허분석 항목
암호 알고리즘

암호기술

인증기술

물리보안
사이버위협
대응
데이터 보안
5G 보안

92

189

331

양자 암호기술

81

176

263

비대면 인증 기술

119

171

372

ID 관리기술

3

16

186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생체신호
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지능형 CCTV 기술

6

9

122

358

840

1,321

157

214

288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서비스 보안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107

167

180

2

20

35

60

79

148

핀테크 서비스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16

18

15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0

42

307

- 특허 미공개기간을 고려하여 2019년까지를 분석구간으로 설정함
- 물리보안 분야는 특허의 양적 수준이 높고 특허출원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로 나타남
- 인증기술 분야에 포함된 ID 관리기술,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과, 5G 보안 분야는 2016년까지
특허출원이 매우 저조하다가 최근 특허출원이 활발함
¡ 차세대보안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출원 동향
< 차세대보안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특허분석 항목

암호기술

인증기술

물리보안

사이버
위협대응

데이터
보안

5G 보안

합계

한국특허(KR)

215

193

1,328

246

144

58

2,184

미국특허(US)

658

711

1,662

302

226

153

3,712

일본특허(JP)

162

32

560

27

63

6

850

유럽특허(EP)

202

135

269

54

52

57

769

국제특허(WO)

382

274

571

70

93

168

1,558

합계

1,619

1,345

4,390

699

578

442

9,073

발행국

- 한국에 출원된 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물리보안 관련 특허기술이 1,32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이버위협대응 246건, 암호기술 215건 순으로 나타남
- 미국에서는 국내외 기업들의 특허출원이 가장 활발하며, 그 중 물리보안 분야가 1,66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차세대보안에서 기업들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특허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물리보안 및 암호기술 분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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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출원 현황
< 차세대보안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한국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암호기술

인증기술

물리보안

사이버
위협대응

데이터
보안

5G 보안

합계

삼성전자

0

1

58

4

3

26

92

ETRI

18

7

23

34

7

1

90

LG전자

0

0

63

0

7

2

72

한국인터넷진흥원

0

0

4

41

0

0

45

고려대학교

14

1

3

8

2

0

28

KT

8

1

15

3

1

0

28

서울대학교

17

0

7

0

1

0

2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

0

19

0

3

0

22

KAIST

12

1

4

4

1

0

22

SKT

7

14

0

1

0

22

기타

139

182

1,118

152

118

29

1,738

합계

215

193

1,328

246

144

58

2,184

출원인

- 한국특허에서의 차세대보안 분야에 대한 주요 키 플레이어는 삼성전자, ETRI 및 LG전자이며,
그 다음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고려대학교 순으로 나타남
- 대기업인 삼성전자 및 LG전자는 물리보안 분야의 특허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요
대학에서는 암호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높음
- 차세대보안 분야에 대한 국외 기업들의 한국특허 출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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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출원 현황
< 차세대보안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해외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암호기술

인증기술

물리보안

사이버
위협대응

데이터
보안

5G 보안

합계

삼성전자

2

2

134

8

3

70

219

IBM

45

44

52

11

34

1

187

NEC

75

15

49

0

16

13

168

Alibaba

71

41

46

0

0

0

158

Huawei

45

10

25

3

4

45

132

Microsoft

26

40

37

11

0

0

114

Mastercard

0

23

67

0

9

0

99

Intel

15

31

36

0

0

12

94

Qualcomm

3

4

38

6

4

29

84

Apple

1

4

62

0

2

4

73

기타

1,121

938

2,516

414

362

210

5,561

합계

1,404

1,152

3,062

453

434

384

6,889

출원인

- 해외특허에서의 차세대보안 분야에 대한 주요 키 플레이어는 삼성전자, IBM 및 NEC 순으로
나타남
- 삼성전자는 해외에서 차세대보안 분야 특허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물리보안 관련
해외특허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차세대보안 분야에서 한국의 특허경쟁력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양적
측면에서 해외 대비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산학연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연구개발 및 특허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출원 활동이 최근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적극적 표준특허 확보 가능
분야와 표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품 구현특허 확보 분야를 구분하여 표준화 및 특허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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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암호기술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인증기술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
물리보안
준
화
특
사이버
성 위협 대응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보안관리/
보안평가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데이터보안
/5G보안동
일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1.4%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국제
ITU-T
(공적)

SG17

표준화 현황
(Q2-Security architecture and framework)
- ITU-T와 타 표준화 단체간 협업을 통해 통신을 위한 표준 보안 솔루션을
개발
- 진보된 보안 기술을 융합하는 신뢰성있는 통신 네트워크 아키텍쳐상의
권고안 개발
(Q3-Security Management)
- 정보보호 활동 기준 표준 및 침해사고 대응 활동 가이드 개발
- 보안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및 평가기준에 대한 가이드 개발
(Q4-Cybersecurity)
- 사이버보안 침해증거 수집 및 보존 관련 사이버보안 침해사고 증거를
수집 및 보존하는 도구를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개발
- 샌드박스 환경에서 악성코드 동적분석을 위한 요구사항 및 가이드라인
표준 개발
(Q6- X-strvms,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for video management
system ) 안전한 Video Management System(VMS)을 위한 보안 위협 및 요
구사항 정의 등 영상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을 진행 중
- 홈 네트워크, 스마트 그리드, 모바일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등의 영
역에서 안전한 유비퀴터스 통신 서비스를 위한 보안 표준 개발
(Q 7- Secure application services) 개방형 핀테크 플랫폼 정보보호
프레임 워크(X.1149) 및 데이터 비식별화 처리 표준(X.1148) 개발 완료,
비식별화 정보보증의 요구사항 표준 개발 중(X.rdda), 군집 이동
서비스 플랫폼을 위한 보안가이드라인 개발 중(X.sec-grp-mov)
(Q9-Telebiometrics)
- 모바일기기를 위한 텔레바이오 인식 보호지침(X.1087), 바이오인식기반
하드웨어 보안토큰(X.1085) 등의 표준을 제정 완료하였으며, 스마트
ID카드를 이용한 원격 바이오 접근제어(X.tac) 등을 개발 중
-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 인식 인증기술(X.1094) 국제표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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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생체신호 인증기반 헬스케어 텔레바이오 인식 응용서비스기술 표준화를
ISO TC215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
- 텔레바이오 인식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개체식별 인증서비스(X.pet_auth)
표준초안 개발 중
(Q10-ID Management & Telebiometrics) 객체 인증 보증 프레임워크와
접근하는 자원별로 상이한 인증 수준을 적용하기 위한 스텝업 인증 프로토콜
표준화 추진 중
(Q14-Security aspects fo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분산원장
기술의 보안 능력 및 위협에 대한 세부사항(X.sct-dlt)과 ID 관리 분야에서 DLT
데이터 이용시 고려해야할 보안요구사항(X.dltsec) 등을 표준화 추진 중
(Q15-Security for/by emerging technologies)
- 양자난수발생기(QRNG) 아키텍쳐(X.1702) 표준 제정
- 양자키분배 네트워크(QKDN) 구성을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X.1710) 및
양자키분배(QKD)기반 암호 키 유도 방식의 보안 요구사항(X.1714) 표준
제정
- 양자키분배(QKD) 개발 고려사항에 대한 기술문서(XSTR-SEC-QKD) 승인
- 양자키분배 네트워크(QKDN) 시스템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X.sec-QKDN-tn,
X.sec-QKDN_intrq, X.sec_QKDN_AA, X.sec_QKDN_CM) 개발 진행 중
- 동형 암호기반의 기계학습에서 데이터 협업을 위한 정보보호지침
(TR.sgfdm)이 표준아이템으로 채택(2020.3)

TC215

(Health informatics)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케어 텔레바이오 인식 응용
서비스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을 신규표준으로 개발 예정

TC307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 분산원장에서의 프라이버시 및 PII 보호 고려사항에 대한 표준화 완료(2020년)
- 탈중앙형·분산형 아이덴티티 정의와 범주들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고려사항을
표준으로 진행 예정

SC27

(WG1-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정보보호통제 표준인
ISO/IEC 27002의 개정안 개발을 개시하였으며, 정보보호통제 평가 지침인
ISO/IEC 27008은 2차 개정판을 발행. 분야별 응용을 위한 요구사항
ISO/IEC 27009는 2017년 조기 개정을 개시하여, CD 단계로 진입. 분야별
통제 표준인 27001(통신), 27017(클라우드), 27019(에너지), 29151(개인정보) 등
ISO/IEC 27002에 기반한 분야별 통제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재개정 중
(WG2-Cryptography and security mechanisms)
- 신규 기술 수요에 따른 차세대 암호(동형 암호, 양자내성 암호, 경량 인증
암호화 등) 분야의 표준화 항목 및 대상 증가 전망
- 인증 요소기술(영지식 증명/blind 전자서명 기반 인증, 바이오메트릭 기반
인증, 속성 기반 익명 비연결 실체 인증) 및 객체 인증 보증 프레임워크
표준화 추진 중
(WG3-Security evaluation, testing and specification) IT제품의 보안성
평가기준(ISO/IEC15408)과 평가방법론(ISO/IEC18045)의 개정 완료
- 암호모듈 기준(검증기준, 시험기준)의 개정이 진행되어 2023년 발행 예정
- 암호모듈 운영·관리 부분인 검증기관 자격 요건 표준 시작
- 암호모듈 요소기술인 부채널 대응방법 표준 개정 추진 중
(WG5-Identity management and privacy technologies) 바이오정보
보호기술(24745R1) 개정안을 개발 중. WG1과 공동으로 ISO/IEC 27552
개인정보 보호경영을 위한 27001 확대 요구사항 표준 개발 진행 중. 한국 주도로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ISO/IEC 27562) 개발 중.

ISO

J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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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IETF

SC37

(WG2-Biometric technical interfaces) 객체지향형 바이오인식 호환규격
(30106-4), 객체지향형, 바이오인식 호환성 시험기술(30106-1AMD1) 개발완료
(WG5-Biometric testing and reporting) 얼굴인식을 결합한 지능형 CCTV
성능시험기술 개발 중

SEC

(Security Area) 인터넷 환경에서 원활한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암호 프로토콜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암호기술과 적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표준화 추진 중
(I2NSF)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NFV) 기반의
보안 서비스 환경에서 가상의 네트워크 보안 기능(Network Security Function,
NSF)들의 생성/등록/관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 추진 중

ETSI

- 수집 데이터에 대한 처리와 이양에 대한 표준제정(2020년)
- 양자키분배(QKD)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 모듈 규격의 표준화 진행 중

W3C

- 웹 애플리케이션(자바스크립트)을 통해 생체인식, 보안토큰 등의 신원확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웹 인증(Web Authentication: An API for accessing
Public Key Credentials) 기술 표준 제정(2019년)
-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s)을 이용한 익명 크리덴셜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표준을 업그레이드 중
- 분산 ID의 핵심 아키텍처 및 데이터 모델, 사용 사례, 분산 ID 문서 조회를
위한 관련 표준들을 개발 중

국제
(사실)
SA

- 악성코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공유를 위하여 악성코드 교환 포맷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완료했으며, 정상파일 메타데이터 교환 표준(CMX)이 추가
진행 중

P3652.1

- 동형 암호는 신뢰 중간자(TTP: Trusted Third Party) 없이 안전하게 데이터
처리 및 전송을 제공을 목표로 표준을 진행 중

FIDO Alliance

- 2020년 FIDO UAF(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 1.2 등 부분적인
표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 클라이언트와 인증장치간 프로토콜
개정안(CTAP 2.1) 및 메타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개정안 발표
- 웹 결제 서비스의 보안성과 상호운영성 향상을 위해, W3C, EMVCo 등과
협업을 통한 표준화 완료(2021년)
- 신원 검증(identity verification), 계정 복구, 사용자와 기기 간 인증 등
디지털 ID 전반의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위한 연구 진행 중
- IoT 기기를 위한 “FIDO Device Onboard” 표준안을 개발하고(2021년),
서비스 제공자와 IoT 기기 간의 상호연동을 위한 인증 규격 연구 중

IEEE

국내

표준화 현황

PG501

(정보보호기반)
- 양자내성 암호 표준 개발 중
- 응용서비스 보안을 위한 암호기술 표준 개발 중

PG502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 분산 ID를 활용한 신원관리 프레임워크, 분산형 식별자, 분산신원관리시스템
보안 지침, 검증가능한 크리덴셜 데이터 모델, 분산원장시스템을 위한
보안기능 요구사항, 분산원장 기반 분산원장기술 보안 위협, 분산원장기술
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제정(2020년)
- 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비식별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및 비컨기반
동적 인증정보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기술 표준 개발 완료(2021년)
- 신원관리 용어정의, 스마트시티 개인정보보호 지침, 다중 분산 신원관리
서비스를 위한 상호연동 프레임워크 등 표준 개발 중

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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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PG503

(사이버보안)
- STIX 기술 관련, 구조화된 위협 정보 표현 규격(STIX 2.0)에 대한 시리즈
표준과 유즈케이스 표준을 제정
- 가상화 기반 이기종 백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 표준 제정
- 능동적 네트워크 방어 서비스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서버 주소 변이 프로토콜
표준 제정
- SDN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기능의 인터페이스(I2NSF) 프레임워크에 대한
시리즈 표준 제정

PG504

(응용보안/평가인증)
- 실무반(WG5041) 및 응용보안/평가인증 프로젝트 그룹(PG504)을 통하여,
시험/평가 및 검증 분야 국내표준 개발 중
- 핀테크, ITS, 클라우드, IoT, 스마트그리드 및 인공지능 응용서비스 관련,
반려동물 개체식별용 빅데이터 구축지침을 개발 중
-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 개발 중

PG505

(바이오인식)
-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관련, 바이오인식과 IC카드를 이용한 접근제어용
정보분할에 의한 바이오정보보호, 생체신호를 이용한 헬스케어 응용서비스
기술보고서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정보분할에 의한 일회용 패스워드와
바이오인식을 이용한 다중 인증, 바이오인식기반의 반려동물 개체식별 DB
구축지침 표준 등을 개발 중
-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 인증 관련, 생체신호를 이용한 헬스케어
응용서비스 기술보고서를 개발하였으며,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케어
보안플렛폼 관련기술 표준화 연구 중

PG427

(지능형 CCTV)
- 신뢰할 수 있는 지능형 CCTV를 위한 세그멘테이션 기반 프라이버시
마스킹/언마스킹 기술 표준, 다중 보안시스템간 연동을 위한 프라이버시
영역정보 표준, 실시간 경량 영상 암·복호 기술 표준 등을 개발 중
- 5G CCTV 보안 협업을 위한 보안서비스 프레임워크, 관제서버/엣지서버/
디바이스간 실시간 보안협업 표준 등을 개발 계획

RRA
전문위원회

(JTC1 SC27-K)
- 암호모듈검증제도에서 기준으로 적용되는 암호모듈 보안 요구사항(KSXISO/IEC
19790)과 암호모듈 시험 요구사항(KSXISO/IEC 24759) 등 KS 표준을 제·개정
(JTC1 SC37-K)
-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관련, 바이오인식 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지침(KSX1966), 바이오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기술(KSXISO/IEC 30107파트1∼3),
BioAPI 적합성 시험기술(KSXISO/IEC 24709-1R1) 등 KS 표준을 제·개정

- 개인정보보안 기술 관련 국내/국제표준 개발 및 제․개정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 스마트그리드, 클라우드, 스마트폰 보안, 암호 알고리즘 등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술 국내외 표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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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암호기술]
¡ (암호 알고리즘 표준) TTA를 중심으로 신규 ICT 정보보호를 위한 핵심 암호 알고리즘의 표준화
및 응용서비스 보안을 위한 암호기술 표준화 진행 중
- TTA 정보보호기반 PG(PG501)
· 양자컴퓨터 위협 대응을 위한 주요 국내 개발 암호 알고리즘 표준화와 함께, 사물인터넷 등
응용서비스 보안을 위한 암호기술 표준화 추진 중
- RRA JTC1 SC27-K
· 국내 암호모듈검증제도(KCMVP) 참조 규격으로 활용되는 TTA 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관리를 위한 KS 표준화 추진
· 국내 암호모듈검증제도(KCMVP) 참조 규격으로 활용되는 암호 알고리즘 표준(ISO/IEC)을
국내표준으로 부합화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501

RRA
JTC1
SC27-K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022, 격자기반 양자내성암호 전자서명 알고리즘

진행중
(2022)

2021-2127, 64비트 블록 암호 PIPO

진행중
(2022)

2020-0026, 사물인터넷을 위한 Cross-Layer 인증 프로토콜

2021

TTAK.KO-12.0348-Part2, 다변수 이차식 기반 양자내성암호 – 제2부:
HiMQ, 부가형 전자서명 알고리즘

2020

TTAK.KO-12.0349, 격자 기반 양자내성암호

2019

TTAK.KO-12.0348-Part1, 다변수 이차식 기반 양자내성암호 – 제1부:
부가형 전자서명 알고리즘

2019

TTAK.KO-12.0347, 근사연산 동형암호 알고리즘

2019

TTAK.KO-12.0334, 패스워드 기반 키 유도 함수

2019

TTAK.KO-12.0333, HMAC 기반 키 유도 함수

2019

TTAK.KO-12.0332, HMAC 기반 결정론적 난수발생기

2019

TTAK.KO-12.0331, 해시 함수 기반 결정론적 난수발생기

2019

TTAK.KO-12.0330, 해시 함수 기반 메시지 인증 코드 (HMAC)

2019

KS X 3274 ∼ 3277, n비트 블록 암호 운영 모드 – 제2부: 블록 암호
LEA/제3부: 블록 암호 ARIA/제4부: 블록 암호 LEA/제5부: 블록 암호
HIGHT

2019

KS X 3262, 해시 함수 LSH

2018

¡ (양자 암호기술 표준) TTA를 중심으로 양자 암호통신 시험 평가를 위한 기본 양자키분배
(QKD) 프로토콜 표준화를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시험평가기준 표준화 진행 준비 중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 양자키분배 시험평가 인증을 위한 기준 표준화 추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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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504

표준(안)명
TTAK.KO-12.0356, 양자키분배 보안 요구사항

완료연도
2019

[인증기술]
¡ (비대면 인증 기술 표준) 2015년부터 비대면 인증 서비스에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FIDO 등
인증 표준을 주로 개발하였으며, 향후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간편 인증 및 인증 서비스 간의
상호연동 등에 대한 표준화 개발 요구
-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
· 웹 인증을 위한 공개키 크리덴셜 접근을 위한 API, 블록체인을 활용한 FIDO 인증 요구사항,
바이오 정보에 기반한 본인 확인 관리 방법 등의 표준화 완료. 비컨 기반 동적 인증정보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기록 절차 표준 개발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502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024, 비컨 기반 동적 인증정보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기록 절차

2021

TTAE.OT-12.0020, 웹 인증: 공개키 크리덴셜 접근을 위한 API

2019

TTAK.KO-12.0337, 블록체인 기반의 FIDO 범용 인증 프레임워크 요구사항

2018

TTAR-12.0030, 아시아 국가에서 FIDO와 PKI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사례
(기술보고서)

2018

TTAK.KO-12.0309, 바이오 정보에 기반한 본인 확인 관리 방법

2017

TTAK.KO-12.0313, 금융 서비스에 신뢰 승급이 가능한 인증 등급

2017

¡ (ID 관리기술 표준) 초기 단일 도메인을 위한 분산원장기술 관련 표준에서 벗어나 ‘21년에는 다중
분산 ID 서비스를 위한 신원관리기술 표준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
-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
· 다중 분산 ID 서비스를 위한 신원 발급자 정보 관리, 다중 분산 ID 서비스를 위한 크리덴셜
관리, 다중 디지털 신원관리 서비스의 상호연동을 위한 공통 요구사항 등 다중 분산 ID
서비스를 고려한 ID관리 기술이 표준화 작업 중이며, 분산ID 기반 서비스에서의 크리덴셜
위임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분산원장기술 기반 가상 자산 송금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과 일반적인 신원관리 용어 정의에 대한 표준화작업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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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502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675, 다중 분산 ID 서비스를 위한 신원 발급자 정보 관리

2021

2021-0674, 다중 분산 ID 서비스를 위한 크리덴셜 관리

2021

2021-0673, 분산ID 기반 서비스에서의 크리덴셜 위임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2021

2021-0671, 신원관리 용어 정의

2021

2021-0028, 분산원장기술 기반 가상 자산 송금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

2021

2020-0492, 다중 디지털 신원관리 서비스의 상호연동을 위한 공통 요구사항

2021

2020-0093, 분산형 식별자 v1.0

2020

2020-0092, 분산형 식별자의 사용 사례 및 요구 사항

2020

2020-0028, 분산원장기술 기반 가상 자산 송금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

2020

¡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표준) 감염병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코로나19에
따른 대응 기술 표준이 나타나고 있으며 가상 자산 서비스에 관련된 표준도 활발히 표준화
진행 중
-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
· 감염병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지침, 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비식별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스마트시티 개인정보보안 지침 등 ICT 전영역에 대해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
’20년 영지식 증명 기반의 선택적 노출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금융권 서비스를 고려한
표준이 개발되었으며 가상 자산 서비스에 특화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이
표준으로 개발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672, 스마트시티 개인정보보안 지침

2021

2021-0025, 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비식별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2021

2021-0023, 감염병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지침

2021

2020-0091, 가상 자산 서비스에 특화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2021

2019-1111, 데이터 비식별 보증에 대한 요구사항

2020

2019-1110, 분산ID를 활용한 신원관리 프레임워크 제1부: 프레임워크 구성 및 모델

2020

2019-1110, 분산ID를 활용한 신원관리 프레임워크 제2부: 신원증명 및 상호연동 방법

2020

2019-1110, 분산ID를 활용한 신원관리 프레임워크 제3부: 정보보호 요구사항

2020

TTA PG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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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보안]
¡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표준) TTA를 중심으로 바이오정보 위변조 탐지기술, 바이오인식기반
반려동물 개체식별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
- TTA 바이오인식 PG(PG505)
· KISA, 인하대, 충북대, 경인여대 등 국내 전문가그룹이 정보분할에 의한 바이오인식 정보보호,
생체신호를 이용한 헬스케어 응용서비스(기술보고서)를 개발하였으며, 바이오인식기반의
반려동물 개체식별 DB 구축지침, 바이오인식기반의 일회용 패스워드와 바이오인식을 이용한
다중 인증표준을 개발 중
- RRA JTC1 SC37-K
· KISA, 인하대, 중앙대 등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바이오인식 위변조 탐지기술,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포맷 등에 대한 국가표준을 개발 완료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0-0505, 정보분할에 의한 일회용 패스워드와 바이오인식을 이용한 다중 인증

2021

2020-0504, 바이오인식기반 반려동물 개체식별용 DB 구축지침

2021

TTAR-12.0358, 정보분할에 의한 바이오인식 정보보호

2019

TTAR-12.0034, 모바일장치의 위조 바이오인식 샘플탐지를 위한 시험평가지침

2018

TTAR-12.0035, 바이오인식으로 강화된 일회용 식별인증 기술보고서

2018

KSX ISO/IEC 30107-4, 생체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기술-파트3: 모바일기기에서의
탐지시험 프로파일

2021

KSX ISO/IEC 19785-1R1, 일반 생체인식 교환 포맷 프레임워크 — 제1부: 데이터
항목 명세

2021

JTC1
KSX ISO/IEC 19785-3, 일반 생체인식 교환 포맷 프레임워크 — 제3부: 패트론
SC37-K
포맷 명세

2021

TTA PG505

RRA

KSX ISO/IEC 30107-2, 생체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기술-파트2: 데이터포맷

2018

KSX ISO/IEC 30107-3, 생체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기술-파트3: 성능시험방법

2018

KSX ISO/IEC 19794-15, 손금인식 데이터 교환규격-파트15

2018

¡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표준) 생체신호기반 헬스케어 응용서비스 개발 중
- TTA 바이오인식 PG(PG505)
· 개인인증용 심전도 및 광용적맥파(심박수) 데이터 교환포맷, 개인인증용 생체신호센서
인터페이스 표준규격, 개인인증을 위한 생체신호정보 시험용 DB 구축지침, 개인인증용
생체신호정보 보호지침, 생체신호 인증 알고리즘 성능시험지침 등의 단체표준 제정, 생체신호를
이용한 헬스케어 응용서비스 기술보고서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생체신호인증기반의
헬스모니터링 분석기술과 비대면 원격의료 보안플랫폼 서비스기술에 대한 표준화 연구기획 중
- RRA ITU-T SG17-K
· KISA, 서울대, 유파인스 등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식 인증

기술 등에 대한 국가표준을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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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TTA PG505
RRA

ITU-T
SG17-K

완료연도

TTAR-12.0041, 생체신호를 이용한 헬스케어 응용서비스(기술보고서)

2019

KSX ITU-T X.1094,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2021

¡ (지능형 CCTV 보안기술 표준) 지능형 CCTV의 성능 평가용 주석 데이터 교환 포맷, 네트워크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의 증거 영상 수집을 위한 지침, 영상감시 시스템에서의 영상 정보보호
지침, 영상 보안 시스템들간의 상호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얼굴 영역 검출을 이용한 CCTV
영상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등 표준 개발 완료
- TTA 지능형CCTV PG(PG427)
· 압축방식에 독립적인 영상 프라이버시 마스킹/언마스킹 방법, H.264 포맷을 준수하는 CCTV
영상 암복호 적용 방법, 통합관제시스템과 외부 영상보안시스템 간의 연동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CCTV 영상에서의 프라이버시 마스킹 검증을 위한 GT 기록 방법
등의 표준화 연구 기획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427

표준(안)명

완료연도

2017-854, CCTV 영상에서의 프라이버시 마스킹 검증을 위한 GT(Ground Truth) 검증 방법

2021

2020-0701, 실루엣 기반 CCTV 영상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

2021

2020-0703, CCTV 영상의 차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접근제어 프레임워크

2021

2020-0702, 영상 객체 재인식을 위한 다중 CCTV 디바이스간 상호연동 방법

2021

2020, 0705, 모빌리티 단말을 영상보안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들 간의 연동
인터페이스

2021

TTAK.KO-10.1180, 영상 개인정보 비식별화 영역 정보 검출 방법

2019

TTAK.KO-10.1181, CCTV 영상을 이용한 비식별화된 오프라인 문서 복원 방법

2019

TTAK.KO-10.1093, H.264 포맷을 준수하는 CCTV 영상 암복호 적용 방법

2018

TTAK.OT-10.0406, 통합관제시스템과 외부 영상 보안 시스템 간의 연동 인터페이스

2018

TTAR-10.0076/R1, 지능형 영상보안시스템의 얼굴 마스킹 기술(기술보고서)

2018

TTAK.KO-10.1010, 압축방식에 독립적인 영상 프라이버시 마스킹/언마스킹 방법

2017

TTAK.KO-10.0904, 지능형 CCTV 영상분석 시스템 경보 기록 방법

2017

TTAK.OT-10.0379, ONVIF 프로파일 S 기반 영상 보안 시스템 상호연동 규격

2016

TTAK.KO-12.0291 지능형 CCTV의 성능 평가용 주석 데이터 교환 포맷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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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 대응]
¡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표준) 국내표준은 산·학·연을 중심으로, 악성코드 및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와 관련된 표준화를 수행. 특히, 가상화 기반 다중 백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정의 및 악성코드 분석 정보 교환 포맷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
- TTA 사이버보안 PG(PG503)
· 악성코드의 감염 예방 가이드, Snort 기반의 침입탐지 규칙 요구사항, 악성코드 경유/유포지
정보 공유 및 악성코드 감염 시 대응 절차와 관련된 표준화 수행
· 악성코드 속성 및 데이터 스키마에 대한 국제표준(ITU-T Rec X.1546)을 국내 상황에 맞게
준용함으로써 악성코드 분석도구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다중 백신 서비스 환경에서 STIX 기반의 악성코드 분석 정보 교환 포맷 표준을 개발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503

표준(안)명

완료연도

2019-1328, 다중 백신서비스 환경에서 STIX 기반의 악성코드 분석 정보 교환 포맷

진행중
(2022)

TTAK.KO-12.0360, 클라우드 기반 다중 백신 서비스의 시스템 요구사항

2020

TTAK.KO-12.0338, 구조화된 위협 정보 표현 규격 (STIX 2.0)에 대한 유즈케이스

2018

TTAE.OT-12.0019-Part1∼5, 구조화된 위협 정보 표현 규격(STIX) 버전 2.0
(제1부∼제5부)
TTAK.KO-12.0326, STIX 기반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체계와 레거시 탐지 체계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 구조
TTAE.IT-X.1546, 악성코드 속성 목록 및 특성

2018
2018
2016

¡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서비스 보안 표준) KISA, 과기정통부, 국토부,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드론 보안 가이드를 개발하고 배포하고 있으며, ITU SG17 연구반을 중심으로 안전한 그룹 이동
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음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 IoT,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워크, ITS의 응용/융합 보안 기술의 표준 개발
· 응용/융합 보안을 지원하는 구현/관리 지침 개발
· 드론 기반 서비스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및 보안 메시지 흐름 기술 개발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504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0789-Part16/R2, ICT DIY - 제16부: 드론 제작 요구사항

2017

TTAK.KO-12.0317, 드론 기반 서비스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2017

TTAR-12.0033, 드론 기반 서비스를 위한 보안 메시지 흐름(기술보고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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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평가]
¡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표준) IT제품의 보안성 평가를 위한 보안요구사항, 평가기준, 평가
방법 표준 개발 중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 ICT제품의 보안 보증 방법과 평가 기준에 대한 표준 개발
- RRA JTC1 SC27-K
· JTC1 SC27에서 개정된 평가기준과 방법론에 대한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으로 부합화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 PG504

TTAK.KO-12.0366, 이동통신 네트워크 제품의 보안 보증 방법론과 평가
기준 지침

2020

KSX ISO/IEC 15408-1:2019,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기술보안 평가
기준 ― 제1부: 개요와 일반모델

2019

KSX ISO/IEC 15408-2:2019,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기술보안 평가
기준 — 제2부: 보안기능 컴포넌트

2019

KSX ISO/IEC 15408-3:2019,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기술보안 평가
기준 — 제3부: 보안보증 컴포넌트

2019

KSX ISO/IEC 18045:2017, 정보 기술 — 보안 기술 — 정보 기술 보안 평
가 방법론

2017

RRA

JTC1
SC27-K

¡ (암호모듈 시험평가기준 표준) 국내 암호모듈검증제도(KCMVP)의 기준, 운영·관리 및 요소
시험기술 표준 개발 중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 KCMVP의 엔트로피 요구사항을 위한 잡음원에 대한 수집과 시험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
개발
- RRA JTC1 SC27-K
· JTC1 SC27에서 개정된 암호모듈 검증 및 시험기준에 대한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으로 부합화
완료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2.0341/R1, 소프트웨어 암호모듈에 사용되는 잡음원 시험평가 지침

2020

TTAS.KO-12.0235/R2, 운영체제별 잡음원 수집 및 응용 지침

2020

KS X ISO/IEC 19790,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암호모듈 보안 요구사항

2015

KS X ISO/IEC 24759,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암호모듈 시험 요구사항

2015

TTA PG504

RRA

JTC1
SC2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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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보안]
¡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정의 표준)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비식별 정보의
기술적 기준 및 가명처리 방법을 위한 표준 개발이 필요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 비식별 처리 소프트웨어의 기능의 정의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비식별 처리 전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경우 적합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식별에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표준문서가
2018년 12월에 제정
-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
· 금융회사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개발 및 확대를 위하여 고객의 금융
데이터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필요로 하고, 금융회사가 비식별 처리를 위해 전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활용할 경우 적합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식별하는 것이 요구되어,
비식별처리 소프트웨어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정의한 표준문서가 2018년
12월에 제정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 PG502

TTAK.IT-X.1148, 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비식별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2021

TTA PG504
금융보안
표준화협의회

TTAK.KO-12.0343, 비식별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2018

금융 빅데이터 환경에서 비식별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조 및 기능

2018

¡ (동형암호기반 데이터 유출 방지 지침 표준) 국내에서 해당 표준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표준 없음
¡ (핀테크 서비스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표준)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De-Fi, decentralized finance) 등을 포함하는 핀테크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 정책
및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표준 개발이 필요함
-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
· JCT1 SC27에서 개발 중인 표준(ISO/IEC 27562)이 제정된 이후에 국제표준 내용을 준용하여
정보통신단체표준을 2025년에 제정
-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 JTC1 SC27에서 개발 중인 표준(ISO/IEC 27562)이 제정된 이후에 국제표준 내용을 준용하여
포럼표준을 2025년에 제정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TTA PG502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표준포럼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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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연도
진행중
(2025)
진행중
(2025)

[5G보안]
¡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 3GPP 준용 표준 혹은 특정 분야 5G 서비스 요구
사항 등이 주로 표준화되었으며, 보안 특화 표준은 국내 전무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응용/융합 보안을 지원하는 구현/관리 지침,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공통평가기준(CC),
암호모듈 검증(KCMVP) 등 보안성 인증 및 평가 기술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음. 최근
TTAK.KO-12.0366 “이동통신 네트워크 제품의 보안 보증 방법론과 평가 기준 지침”발간,
“5G 비공용 네트워크에서 URLLC를 지원하는 버티컬서비스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의
신규과제가 채택됨
-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
·5G 기반 스마트 공장 사례 및 주요 기술 동향, 5G 버티컬 서비스 유스케이스 및 요구사항
등 제정작업
- 5G 보안 포럼
·5G 보안 분야 국내외 표준화 활동과 국내외 표준에 대한 산학연의 공동 대응을 위해 설립됨.
5G 제품의 보안성 평가 기준에 대한 TTA 단체 표준 제정 및 5G보안 시스템의 2가지 취약점을
발견해 ITU-T SG17과 3GPP에 각각 보고함
<국내 표준화 현황>
개발기구

표준(안)명

개발연도

TTA PG1104

TTAR-06.0225, 5G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나리오 및 기술
TTAR-06.0203/R1, 5G 버티컬 서비스 유스케이스 및 요구사항 등 제정 및 개정

2020

TTAK.KO-12.0366, “이동통신 네트워크 제품의 보안 보증 방법론과 평가 기준
지침

2020

2020-0711, 5G 비공용 네트워크에서 URLLC를 지원하는 버티컬서비스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과제 채택)

진행중
(2022)

TTA PG504

5G 보안
포럼

TTA SPG32

5G 제품의 보안성 평가 기준에 대한 표준

2020

TTAK.3G-22.261_R1(15.5.0), 5G 시스템 서비스 요구사항

2019

TTAT.3G-38.523-2(R15-15.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S; User
Equipment (UE) conformance specification; Part 2: Applicability of protocol test
cases (Release15) 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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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암호기술]
¡ (암호 알고리즘 표준) JTC1 SC27과 IETF를 중심으로 주요 암호 알고리즘의 표준화가 진행 중. 특히
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암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
표준화 항목의 신설 및 추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JTC1 SC27
· 기존의 범용 암호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경량 환경을 위한 암호 알고리즘 및 신규 암호기술
규격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
· 한국에서 개발한 블록 암호 LEA가 경량 블록 암호 표준(29192-2)으로 제정(2019)
· 경량 메시지 인증 코드 표준(29192-6)과 방송 인증 프로토콜 표준(29192-7) 제정(2019)
· 경량 인증 암호화 표준(29192-8) 항목이 신설되었고, Grain-128A를 포함한 표준 개발 중
· 해시 기반 서명 방식 표준(14888-4) 개발을 시작으로 양자내성 암호 표준화 추진 중
· 범용 암호 알고리즘 표준에 트윅 가능 블록 암호 항목 신설(18033-7) 및 표준 개발 중
· 국내개발 동형 암호 CKKS를 포함한 완전동형 암호 표준화 추진 중
- IETF SEC, IRTF CFRG
· 경량 환경에 적합한 암호 프로토콜 규격 및 프로토콜 적용을 위한 핵심 암호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
· 경량/소형 기기에서의 암호기술 활용을 위한 패스워드 기반 암호 알고리즘 관련 다수 표준 개발 중
· Merkle 해시 기반 전자서명 방식 표준 제정(2019)
· 메신저 보안(MLS, Messaging Layer Security)과 같은 신규 암호 프로토콜 및 블록체인 등
응용 환경에서 사용되는 핵심 기반 암호기술 표준 개발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JTC1 SC27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29192-8, Lightweight cryptography - Part 8: Authenticated encryption

진행중
(2023)

ISO/IEC 23264-2, Redaction of authentic data - Part 2: Redactable signature
schemes based on asymmetric mechanisms

진행중
(2023)

ISO/IEC 20008-3, Anonymous digital signatures - Part 3: Mechanisms using multiple
public keys

진행중
(2023)

ISO/IEC 18031, Random bit generation

진행중
(2023)

ISO/IEC 14888-4, Digital signatures with appendix - Part 4: Stateful hash-based
mechanisms

진행중
(2023)

ISO/IEC 11770-8, Key management – Part 8: Password-based key derivation

진행중
(2023)

ISO/IEC 4922-2, Secure multiparty computation – Part 2: Mechanisms based
on secret sharing

진행중
(2023)

ISO/IEC 18033-7, Encryption algorithms - Part 7: Tweakable bock ciphers

진행중
(2022)

ISO/IEC 15946-5, Cryptographic techniques based on elliptic curves – Part 5:
Elliptic curve generation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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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11770-3, Key management – Part 3: Mechanisms using asymmetric
techniques

진행중
(2022)

ISO/IEC 18033-3, Encryption algorithms – Part 3: Block ciphers - Amendment 1: SM4

2021

ISO/IEC 11770-7, Key management – Part 7: Cross-domain password-based
authenticated key exchange

2021

ISO/IEC 9797-2, Message authentication codes (MACs) - Part 2: Mechanisms
using a dedicated hash-function

2021

ISO/IEC 18033-5, Encryption algorithms – Part 5: Identity-based ciphers Amendment 1: SM9 mechanism

2021

ISO/IEC 11770-4, Key management – Part 4: Mechanisms based on weak
secrets - Amendment 2: Leakage-resilient password-authenticated key
agreement with additional stored secrets

2021

ISO/IEC 10116, Modes of operation for an n-bit block ciphers - Amendment
1: CTR-ACPKM mode of operation

2021

ISO/IEC 19772, Authenticated encryption

2020

ISO/IEC 11770-5, Key management – Part 5: Group key management

2020

ISO/IEC 18033-4, Encryption algorithms – Part 4: Stream ciphers – Amendment 1: ZUC

2020

ISO/IEC 29192-7, Lightweight cryptography - Part 6: Message authentication
codes (MACs)

2019

ISO/IEC 29192-6, Lightweight cryptography - Part 7: Broadcast authentication protocol

2019

ISO/IEC 29192-2, Lightweight cryptography - Part 2: Block ciphers

2019

ISO/IEC 18033-6, Encryption algorithms - Part 6: Homomorphic encryption

2019

ISO/IEC 11770-4, Key management - Part 4: Mechanisms based on weak secrets
- Amendment 1: Unbalanced password-authenticated key agreement with identity
- based cryptosystems(UPAKA-IBC)

2019

draft-irtf-cfrg-frost, Two-Round Threshold Signatures with FROST

진행중
(2023)

draft-irtf-cfrg-aead-limits, Usage Limits on AEAD Algorithms

진행중
(2022)

draft-irtf-cfrg-cpace, CPace, a balanced composable PAKE

진행중
(2022)

draft-irtf-cfrg-opaque, The OPAQUE Asymmetric PAKE Protocol

진행중
(2022)

draft-irtf-cfrg-voprf, Oblivious
Prime-Order Groups

Pseudorandom

Functions(OPRFs)

using

진행중
(2022)

draft-irtf-cfrg-hpke, Hybrid Public Key Encryption

진행중
(2022)

draft-irtf-cfrg-kangarootwelve, Kangaroo Twelve

진행중
(2022)

draft-irtf-cfrg-vrf, Verifiable Random Functions(VRFs)

진행중
(2022)

draft-irtf-cfrg-hash-to-curve, Hashing to Elliptic Curves

진행중
(2022)

draft-irtf-cfrg-pairing-friendly-curves, Pairing-Friendly Curves

진행중
(2022)

draft-irtf-cfrg-spake2, SPAKE2, a PAKE

진행중
(2022)

I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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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RFC 9106, Argon2 Memory-Hard Function for Password Hashing and
Proof-of-Work Applications

2021

RFC 8937, Randomness Improvements for Security Protocols

2020

RFC 8645, Re-keying Mechanisms for Symmetric Keys

2019

RFC 8554, Leighton-Micali hash-based signatures

2019

RFC 8452, AES-GCM-SIV: Nonce Misuse-Resistant Authenticated Encryption

2019

¡ (양자 암호기술 표준) ETSI, ITU-T 등에서 양자키분배(QKD) 기술의 시스템/네트워크 관점
표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TU-T SG17, JTC1 SC27 등에서 양자키분배
(QKD) 보안규격 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ITU-T SG17
· 양자난수발생기(QRNG) 구조에 대한 표준 제정 및 양자키분배 네트워크(QKDN) 구축 관련
보안 요구사항 표준 개발 중
- JTC1 SC27
· 중국 및 유럽 중심으로 양자키분배(QKD) 보안요구사항 및 시험요구사항 등 시험/평가
관점의 표준 개발 중
- ETSI
· 양자키분배(QKD)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 모듈 규격의 표준화 진행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7

JTC1 SC27

ETSI

표준(안)명

완료연도

X.sec_QKDN_CM, Security requirements and measures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 control and management

진행중
(2022)

X.sec_QKDN_AA, 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 in QKDN using quantum
safe cryptography

진행중
(2022)

X.sec-QKDN-tn, Security requirements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 trusted node

진행중
(2022)

X.sec-QKDN_intrq, Security requirements for integration of QKDN and secure
network infrastructure

진행중
(2022)

TR.hybsec-qkd, Technical Report: Overview of hybrid security approaches
applicable to QKD

진행중
(2022)

X.1712, Security requirements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 key
management

2021

X.1714, Key combination and confidential key supply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2020

X.1710, Security framework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2020

XSTR-SEC-QKD, Security framework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in telecom network

2020

X.1702, Quantum noise random number generator architecture

2019

ISO/IEC 23837-1, Security requirements, test and evaluation methods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 Part 1: Requirement

진행중
(2024)

ISO/IEC 23837-2, Security requirements, test and evaluation methods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Part 2: Evaluation and testing methods

진행중
(2024)

GS QKD 012, Quantum Key Distribution(QKD): Device and Communication
Channel Parameters for QKD Deploymen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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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술]
¡ (비대면 인증 기술 표준) ITU-T SG17, JTC1 SC27, W3C Web Authentication 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비대면 인증 기술의 표준화를 진행 중
- ITU-T SG17
· FIDO Alliance와 협력하여 인증 프레임워크 및 프로토콜 규격 등의 표준화를 ‘18년 완료하였으며,
’20년 위조방지(anti-spoofing) 기능을 고려한 바이오인증(telebiometrics) 프레임워크 표준화를
완료함
- JTC1 SC27
· 모바일 기기에서 바이오 인증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등에 대한 표준 개발 중
- W3C
· 웹 애플리케이션(자바스크립트)을 통해 생체인식, 보안토큰 등의 인증 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웹 인증(Web Authentication: An API for accessing Public Key Credentials) 기술
표준화가 ‘19년 완료되었으며, ’21년 4월 확장(extension) 기능 등을 개선하여 개정됨
- FIDO Alliance
· FIDO UAF(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 관련 표준은 ‘14년에 처음 표준화를 완료한
이후에 ’17년에 1.1, ‘20년에 1.2로 개정되었으며, FIDO2 관련 CTAP 표준은 ’17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에 ‘21년도에 개정됨. UAF 및 FIDO2 관련 메타데이타(Authenticator metadata)
표준은 ’21년에 개정됨
· FIDO2의 웹 인증 관련 규격은 ‘15년에 FIDO Alliance를 통해 처음 개발된 이후, W3C Web
Authentication 워킹그룹을 통해 ’19년 표준화를 완료하고 이후 개선 작업이 진행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7

표준(안)명

완료연도

X.1279, Framework of enhanced authentication using telebiometrics with
anti-spoofing detection mechanisms

2020

X.1277, 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

2018

X.1278, Client to authenticator protocol/Universal 2-factor framework

2018

ISO/IEC WD 27553.2,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Security
requirements for authentication using biometrics on mobile devices

진행중
(2023)

ISO/IEC 24761,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Authentication
context for biometrics

2019

ISO/IEC TS 29003:2018,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Identity proofing

2018

W3C Web
Recommendation, Web Authentication: An API for accessing Public Key Credentials
Authentication
Level 2
WG

2021

JTC1 SC27

FIDO Alliance

Client to Authenticator Protocol (CTAP 2.1)

2021

FIDO Metadata Service 3.0

2021

FIDO Metadata Statement 3.0

2021

FIDO UAF Specifications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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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관리기술 표준) ITU-T SG17, W3C DID Working Group, 그리고 ISO TC307을 중심으로
ID 관리기술의 표준화를 진행 중
- ITU-T SG17
· 분산형 ID 관리 분야에서 활용되는 분산원장기술의 보안 능력 및 위협에 대한 세부사항(X.1401,
X.sct-dlt)과 ID 관리 분야에서 DLT 데이터 이용 시 고려해야 할 보안 요구사항(X.1403,
X.dltsec)의 표준 개발 완료
· X.1251 A framework for user control of digital identity과 X.1252 Baseline identity
management terms and definitions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환경을 반영한 ID 관리
관련 용어, 정의, 보안 위협 표준화 추진 중
- ISO TC307
· 분산원장에서의 프라이버시 및 PII 보호 고려사항에 대한 표준화가 2020년 완료되었으며,
탈중앙형·분산형 아이덴티티 정의와

범주들을

다루는 아이템(Overview of identity

management using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을 표준화를 추진 중
- JTC1 SC27
· 최근의 기술 변화를 수용하여 ID 관리 프레임워크, 바이오인증을 위한 데이터 구조, PII
보호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표준 개정 완료
- W3C
· DID Working Group에서 분산 ID의 핵심 아키텍처 및 데이터 모델인 Decentralized
Identifiers (DIDs) v1.0를 2021년 9월 잠재 표준(Candidate Recommendation)으로 공개함.
또한 암호학적 검증가능 특성 등을 다루는 Use Cases and Requirements for Decentralized
Identifiers와 DID Specification Registries, Decentralized Characteristics Rubric 등을
Working Group Note로 공개하고 관련 표준들을 개발 중. 또한 분산 식별자와 연동이 가능한
검증가능 크리덴셜 데이터 모델(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 1.0)에 대한 표준화가
2019년 완료되었으며 관련 표준들을 개발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X.1251rev, A framework for user control of digital identity
X.1252rev, Baseline identity management terms and definitions
ITU-T SG17

X.das-mgt,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for data access and sharing
management system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X.str-dlt,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of digital payment services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2021

X.1403, Security guidelines for using DLT for decentralized identity management

2020

X.1401, Security threats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2019

ISO/DTR 3242,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 Use cases
ISO TC307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ISO/WD TR 6039,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Identifiers of subjects and objects for the design of blockchain systems

–

ISO/DTR 23249,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 Overview
of existing DLT systems for ident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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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2023)
진행중
(2023)
진행중
(2023)

표준화기구

JTC1 SC27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WD TR 23644,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
Overview of trust anchors for DLT-based identity management (TADIM)

진행중
(2023)

ISO/TR 23244:2020,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 Privacy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rotection considerations

2020

ISO/IEC 24761:2019, Authentication context for biometrics

2019

ISO/IEC 27018:2019, Code of practice for prot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in public clouds acting as PII processors

2019

Candidate Recommendation, Decentralized Identifiers (DIDs) v1.0 - Core
architecture, data model, and representations
Note, Use Cases and Requirements for Decentralized Identifiers
W3C

Editor’s Draft, DID Method Rubric v1.0
Note, DID Specification
Decentralized Identifiers

Registry

-

The

interoperability

registry

for

Recommendation, 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 1.0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2019

¡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표준) ITU-T SG17, W3C DID Working Group, 그리고 ISO TC307,
ZKProof Standards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사항 및 관련 인증기술의 표준화를 진행 중

- ITU-T SG17
· ‘분산형 ID 관리 분야에서 활용되는 분산원장기술의 보안 능력 및 위협에 대한 세부사항(X.1401,
X.sct-dlt)’에서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선택적 노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ID
관리에서 DLT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보안 고려사항들(X.1403, X.dlt-sec: Security
considerations for using DLT data in Identity Management)’에서는 가명 DID를 이용한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에 대해 다룸
· X.1251 A framework for user control of digital identity과 X.1252 Baseline identity management
terms and definitions를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등 새로운 환경을 반영한 프라이버시 보호 ID
관리 관련 용어, 정의, 보안 위협 표준화 추진 중
- ISO TC307
· 분산원장에서의 프라이버시 및 PII 보호 고려사항에 대한 표준화가 2020년 완료되었으며,
탈중앙형·분산형 아이덴티티 정의와 범주들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고려사항을 표준화로
추진 중
- JTC1 SC27
· 최근의 기술 변화를 수용하여 PII 보호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표준 개정 완료
- ZKProof Standards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현대 암호기술 중 하나인 영지식 증명 기술 관련 국제표준화
단체(zkproof.org)로 2018년에 만들어짐. 세계적인 암호학자와 기업들, 그리고 미국 NIST와 같은
표준화 단체도 참여. ZKP 관련 표준화 분야, 용어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Security,

Implementation, Applications의 3영역에서 표준화를 추진 중. 크게 commit-and-prove,
encrypt-and-prove working group, sigma protocol working group, zkp-friendly primitives
working group, DAPOL-distributed auditing proofs of liabilities working group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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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한국에서는 한양대의 Encrypt-and-Prove 기법을 신규 아이템으로 제안 중임
- W3C
· Verifiable Credentials Working Group에서 검증가능 크리덴셜 데이터 모델 1.0(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 1.0 - Expressing verifiable information on the Web)을 개발하고
프라이버시 고려사항(Privacy Considerations)을 별도의 장으로 다루고 있음. 또한
기술적으로는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현대 암호기술 중 하나인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익명
크리덴셜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표준을 업그레이드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7

ISO TC307

표준(안)명

완료연도

X.1251rev, A framework for user control of digital identity

진행중
(2022)

X.1252rev, Baseline identity management terms and definitions

진행중
(2022)

X.tec-idms: Management and protection techniques for user data protection
in distributed identity systems

진행중
(2022)

X.das-mgt,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for data access and sharing
management system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진행중
(2022)

X.str-dlt,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of digital payment services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2021

X.1403, Security guidelines for using DLT for decentralized identity management

2020

X.1401, Security threats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2019

ISO/TR 23244:2020,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 Privacy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rotection considerations

2020

ISO/IEC 24760-1:2019, A framework for identity management - Part 1: Terminology
and concepts

2019

ISO/IEC 27018:2019, Code of practice for prot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in public clouds acting as PII processors

2019

JTC1 SC27

ZKProof
Standards

W3C

ZKProof Community Reference

진행중
(2022)

(Workshop 4) Proposal: Commit-and-Prove Zero-Knowledge Proof Systems
and Extensions

진행중
(2022)

Candidate Recommendation, Decentralized Identifiers (DIDs) v1.0 - Core
architecture, data model, and representations

진행중
(2021)

Note, Use Cases and Requirements for Decentralized Identifiers

진행중
(2021)

Recommendation, 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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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물리보안]
¡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표준) ITU-T SG17 등을 중심으로 표준적합성 시험기술, 텔레바이오인식
응용기술 관련 표준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바이오인식기반의 반려동물 개체식별 인증기술 표준 개발
진행 중
- ITU-T SG17
· Q10에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텔레바이오 인식 보안지침(X.1087), 바이오인식기반 하드웨어
보안토큰(X.1085), 스마트 ID카드를 이용한 원격 바이오 접근제어기술(X.1093) 등의 표준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텔레바이오 인식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개체식별 인증서비스(X.pet_auth)
표준개발이 진행 중
- JTC1 SC27
· ITU-T SG17과 공동으로 바이오인식기반 하드웨어 보안토큰 표준(17922)을 개발하였으며,
바이오정보보호기술 표준(24745R1) 개정작업을 추진 중
- JTC1 SC37
· C++기반 바이오인식 호환규격 적합성 시험기술 표준 개정(24709-1R1), C#·JAVA 등
객체지향형 바이오인식 호환규격 적합성 시험기술(30106-1AMD1, 30107-4) 등의 국제표준 개발
완료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7

표준(안)명

완료연도

X.pet_auth, Entity Authentication Services for Pet Animals using Telebiometrics

진행중
(2023)

X.1093, Telebiometric Access Control with smart ID Card

2018
진행중
(2022)

JTC1 SC27

ISO/IEC 24745R1, Biometric Information Protection

JTC1 SC37

ISO/IEC 30106-1AMD1, Object oriented BioAPI - Part 1: Architecture - Amendment
1: Additional specifications and conformance statements

2019

¡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표준)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케어 보안서비스 기술 표준화를 추진 할 예정
- ITU-T SG17
· Q9에서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 인증기술(X.1094)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향후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케어 텔레바이오 인식 응용서비스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을 신규로
개발할 예정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7

표준(안)명
X.1094, Telebiometric authentication using bio-signals

완료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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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CCTV 보안기술 표준) 영상보안시스템 보안 프레임워크 표준화 추진 중
- ITU-T SG17
· Q.6 ETRI를 중심으로 영상보안시스템의 보안 프레임워크 기술 등에 대한 국가 표준을 개발
중이며 2022년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함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7

표준(안)명
X-strvms,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for video management system

완료연도
2022

[사이버 위협 대응]
¡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표준) 국외 표준은 악성코드 분석 정보에 대한 표준은 ITU-T
SG17에서 개발 중이고, 악성코드 교환 포맷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IEEE-SA를 중심으로
개발 중
- ITU-T SG17
· 샌드박스 환경에서 악성코드 동적 분석을 위한 요구사항 및 가이드라인 표준(X.rdmase) 개발을
진행하여, 2020년 9월 SG17 회의에서 표준 제정 완료
- IEEE SA
· 악성코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공유를 위하여 악성코드 교환 포맷에 대한 표준화 작업(MMDEF
Working Group)을 완료했으며, 정상 파일 메타데이터 교환 표준(CMX)이 추가 진행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7
WP2

IEEE SA

표준(안)명

완료연도

X.1218, Requirements and Guidelines for Dynamic Malware Analysis in a
Sandbox Environment

2020

X.1546, Malware attribute enumeration and characterization

2014

IEEE CMX v1.0, Clean file Metadata eXchange

2015

¡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서비스 보안 표준) 국외 표준은 그룹 이동 서비스의 보안 가이드를
위하여 ITU-T SG17과 IEEE SA를 중심으로 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ITU-T SG17) 군집 이동 서비스 플랫폼을 위한 보안가이드라인(X.sec-grp-mov)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24년 개발 완료 예정
- (IEEE-SA) CBTC를 중심으로 기차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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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7

IEEE SA

표준(안)명

완료연도

X.sec-grp-mov, Security guideline for group movement service platform

진행중
(2022)

P1474.1, Standard for Communications-Based Train Control (CBTC) Performance
and Functional Requirements

2017

P1474.2, Standard for User Interface Requirements in Communications-Based
Train Control (CBTC) Systems

2018

P1474.3, Recommended Practice for Communications-Based Train Control
(CBTC) System Design and Functional Allocations

2018

IEEE 1474.4-2011 -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Functional Testing of a
Communications-Based Train Control (CBTC) System

2011

[보안평가]
¡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표준) 국제 표준은 JTC1 SC27에서 개발되고, CCRA는 CC에 대한
사실상 표준을 개발하고 다양한 IT제품의 평가를 위해 공통 프로파일(cPP)을 개발하는 중
- JTC1 SC27

· SC27은 CCRA와 협력하여 ISO/IEC 15408, ISO/IEC 18045를 2021년 개정하고 발행함. 기존의
ISO/IEC 15408 part1/2/3에 part4/5를 추가하여 확장됨.
- CCRA
· 한국과 미국 등 31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CCRA는 IT제품의 보안성 평가를 위한
공통평가기준(CC)과 방법론(CEM)에 대한 표준을 개발
· CCRA는 국제 CC사용자포럼(CCUF)과 협력하여 IT제품의 보안성 평가를 위한 cPP와 cPP
보조문서(SD)를 개발하며, ICT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능의 제품 평가를 위한 cPP와
cPP SD를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JTC1 SC27

CCRA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15408-1, Evaluation criteria for IT security Part1: Introduction and general model

2021

ISO/IEC 15408-2, Evaluation criteria for IT security Part2: Security functional components

2021

ISO/IEC 15408-3, Evaluation criteria for IT security Part3: Security assurance components

2021

ISO/IEC 15408-4, Evaluation criteria for IT security - Part 4: Framework for the
specification of evaluation methods and activities

2021

ISO/IEC 15408-5, Evaluation criteria for IT security - Part 5: Pre-defined packages of security
requirements

2021

ISO/IEC 18045, Methodology for IT security evaluation

2021

TR 22216, Introductory guidance on Evaluation for IT security

2021

ISO/IEC 19896-1, Competence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security testers and evaluators

2020

ISO/IEC 19896-3, Competence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security testers and
evaluators-Part 3: Knowledge, skills and effectiveness requirements for CC evaluators

2020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Version 3.1, revision 5

2017

Common Methodology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Version 3.1, revision 5

2017

D.N.A.생태계 강화 _ 차세대보안 347

¡ (암호모듈 시험평가기준 표준) 암호모듈 시험평가 국제표준은 JTC1 SC27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기준 개정, 운영·관리 및 요소 시험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
- JTC1 SC27
· 암호모듈의 기준(검증, 시험), 운영·관리(시험기관·시험자 자격요건, 현장지침),

요소

시험기술(난수발생기, 부채널, 암호알고리즘 적합성, 물리보안)을 위한 표준 개발이 완료됨.
또한, 핵심이 되는 ISO/IEC 19790, 24759 표준이 우리나라 중심으로 개정작업 진행 중
- NIST
· 미국의 암호모듈에 대한 검증기준으로 1994년 FIPS 140-1를 제정하고 2001년 FIPS 140-2를
개정한 후 2019년 FIPS 140-3을 개정함. FIPS 140-3과 SP 800-140은 ISO/IEC
19790:2012/Cor1:2015와 ISO/IEC 24759:2017 표준에 일부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채택함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ISO/IEC 23532-2, Requirements for the competence of IT security testing and
evaluation laboratories – Part 2: Testing for ISO/IEC 19790
ISO/IEC 20543, Test and analysis methods for random bit generators within
ISO/IEC 19790 and ISO/IEC 15408
ISO/IEC TS 20540, Testing cryptographic modules in their operational environment

JTC1 SC27

ISO/IEC 19896-2, Competence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security testers and
evaluators – Part 2: Knowledge, skills and effectiveness requirements for
ISO/IEC 19790 testes
ISO/IEC 24759,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Test requirements
for cryptographic modules
ISO/IEC 18367, Cryptographic algorithms and security mechanisms conformance testing
ISO/IEC 17825, Testing methods for the mitigation of non-invasive attack
classes against cryptographic modules
ISO/IEC 19790:2012/Cor1:2015,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Security requirements for cryptographic modules

NIST

완료연도
2021
2019
2018
2018
2017
2016
2016
2015

FIPS 140-3, Security Requirements for Cryptographic Modules

2019

SP 800-140, FIPS 140-3 Derived Test Requirements(DTR)

2020

[데이터보안]
¡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정의 표준) 국제표준화는 JTC1에서 개발된 ISO/IEC 20889
표준과 NIST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ITU-T SG17에서는 비식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 중
- ITU-T SG17
· 비식별 처리 서비스 프레임워크, 비식별 처리 서비스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비식별 처리
개요, 프레임워크, 비식별 데이터 활용으로 구성
· 비식별 처리 데이터의 보증을 위한 요구사항, 주어진 환경에서 데이터 비식별 보증을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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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C1 SC27
· ISO/IEC 20889 비식별 기술 표준 - ISO/IEC 29100(Privacy Framework)에서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비식별 기술을 제시. 개별화, 연결 가능성, 추론 가능성 분별 가능성에 따른 위험을 분류
· 비식별화 기술로는 마스킹, 가명화, K-익명성, l-다양성, t-유사성, 샘플링 총계 등의 다양한 비식별
기술이 연계되어 있어, 각각을 비교
- NIST
· 20년간의 비식별화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개인 식별 정보의 비식별 처리’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2015년 10월)
· 2016년 12월 ‘공공데이터에 대한 비식별 처리’ 가이드를 추가로 발간하고, 공공정보
분야에서의 비식별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
· 2012년부터 5년간 20여명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비식별 처리를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집대성한 보고서
· 비식별 방법을 4가지(정형 비식별화, 보장형 비식별화, 통계적 비식별화, 기능적 비식별화)로
분류하였고, 비식별 처리에 따른 위험과 정보 유용성 관점에서 정리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TU-T X.rdda, Requirements for data de-identification assurance
ITU-T SG17

JTC1 SC27

ITU-T X.fdip, Framework of de-identification Processing service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ISO/IEC 20889, Privacy enhancing data de-identification 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 of techniques

진행중
(2022)
2020
2018

Draft NIST SP 800-188, De-identifying Government Datasets

2016

NIST IR 8053, De-identifica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2015

NIST

¡ (동형암호기반 데이터 유출 방지 지침 표준) ITU-T SG17을 중심으로 동형 암호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다자간 암호된 데이터 처리에 대한 기술의
표준화를 진행 중
- ITU-T SG17
· TR.sgfdm에서 비신뢰구간에서도 민감정보의 유출이 없는 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과 같은
협업환경 구축을 위한 동형 암호 기법의 활용 시나리오, 구조 및 절차에 대한 지침 표준화
- JTC 1 SC 27
· 완전동형 암호(Fully Homomorphic Encryption, NP 18033-8) 관련하여 WG2 내의 애드혹
그룹으로 2021년 1월에 첫 회의가 있었으며, 완전동형 암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며,
한국에서 제안한 방식이 채택되어 신규 아이템으로 투표 진행 중
- IEEE
· P3652.1 Guide for Architecture Framework and Application of Federated Machine Learning에서
페더레이션 기계 학습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동형 암호는 신뢰 중간자(TTP) 없이 안전하게
데이터 처리 및 전송 제공을 목표로 표준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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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TU-T SG17

TR.sgfdm, Security guidelines for FHE-based data collaboration in machine
learning

진행중
(2022)

JTC1 SC27

NP 18033-8,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진행중
(2024)

IEEE

P3652.1, Guide for Architecture Framework and Application of Federated Machine
Learning

2021

¡ (핀테크 서비스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표준) JTC1 SC27에서 한국 주도로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표준화를 진행 중
- JTC1 SC27
· 핀테크 서비스 참여자 및 역할 정의, 프라이버시 위험 식별 및 보안 통제 정의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 표준화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JTC1 SC27

표준(안)명
ISO/IEC 27562, Privacy guidelines for fintech services

완료연도
진행중
(2024)

[5G 보안]
¡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 3GPP에서 하위 수준의 보안 표준 및 ITU-T SG17
중심으로 5G 보안 표준을 다수 개발 중
- ITU-T SG17
· 5G 특화 보안 표준 항목을 신규 수립하였으며, 5G의 기반 기술이 되는 SDN, NFV(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등의 보안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을 표준화. 5G와 관련하여 신규 표준화 항목
3건(5G 보안 가이드라인, 5G 엣지 컴퓨팅 보안 프레임워크, 5G 신뢰 관계를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과
기존 표준화 항목 1건(5G 네트워크 상 안전한 양자 내성 알고리즘 도입을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이
진행 중. 2건의 5G 네트워크 기반기술 관련 표준(SDN/NFV 보안 가이드라인, NFV 보안 요구사항
및 참조구조)이 개발 중이며, SDN 보안 요구사항 및 참조구조의 표준 발간
- 3GPP RAN
· 5G 네트워크 및 그의 기반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의 하위레벨 수준의 보안 표준을 발간.
TS 33.501은 5G 네트워크의 보안 기능, 메커니즘 등 보안 구조를 제시. TR 33.811은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리의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
- ETSI
· 5G 기반기술인 NFV에 대한 보안 명세서를 주로 표준화, 보안관리 및 모니터링 명세서인
GS NFV-SEC 013, MANO(Management and Orchestration) 콤포넌트에 대한 보안 명세서인
GS NFV-SEC 014 등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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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MN / 5G PPP
· NGMN은 5G의 보안이슈를 다루는 5G 보안 백서를 발간하여 위협 시나리오 및 보안 요구사항
등을 기술
· 5G PPP는 5G의 보안 위험 및 요구사항, 아키텍처를 간략히 기술하여, 그에 기반한 구체적인
보안 로드맵 및 모델을 제시
<국제 표준화 현황>
개발기구

ITU-T SG17

3GPP

표준(안)명

완료연도

X.5Gsec-vs, Security requirements for vertical services supporting URLLC in
the 5G non-public networks

진행중
(2022)

X.itssec-5, Security guidelines for vehicular edge computing

진행중
(2022)

X.5Gsec-netec. Security capabilities of network layer for 5G edge computing

진행중
(2022)

X.nsom-sec, Security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for network slice management
and orchestration

진행중
(2022)

X.5Gsec-ssl, Guidelines for classifying security capabilities in 5G network slice

진행중
(2022)

X.5Gsec-t, Security framework based on trust relationship in 5G ecosystem

진행중
(2022)

X.5Gsec-ecs, Security Framework for 5G Edge Computing Services

진행중
(2022)

X.5Gsec-guide, Security guideline for 5G communication system based on
ITU-T X.805

진행중
(2022)

X.1811, Security guidelines for applying quantum-safe algorithms in 5G systems

2021

X.1046, Guideline on software-defined security in SDN (Software-Defined
Networking)/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network

2021

X.1045, Security service chain architecture for the network application

2021

X.1044, Security requirements of network virtualization

2020

X.1043, Security framework and requirements for service function chaining
based on software-defined networking

2019

X.1042, Security services using software-defined networking

2019

X.1038, Security requirements and reference architecture for SDN

2016

TR 33.857, Study on enhanced security support for Non-Public Networks
(NPN)

2020

TR 33.847, Study on security aspects of enhancement for proximity based
services in the 5G System (5GS)

2020

TR 33.839, Study on security aspects of enhancement of support for edge
computing in 5G Core (5GC)

2020

D.N.A.생태계 강화 _ 차세대보안 351

개발기구

ETSI

NGMN

5G PPP

표준(안)명

완료연도

TR 33.836, Study on security aspects of 3GPP support for advanced
Vehicle-to-Everything (V2X) services

2019

TR 33.861, Study on evolution of Cellular Internet of Things (CIoT) security
for the 5G System

2018

TR 33.819, Study on security enhancements of 5G System (5GS) for vertical
and Local Area Network (LAN) services

2018

TR 33.807, Study on the security of the wireless and wireline convergence
for the 5G system architecture

2018

TR 33.855, Study on security aspects of the 5G Service Based Architecture
(SBA)

2018

TS 33.501, Security architecture and procedures for 5G system

2018

TR 33.811, Study on the security aspects of 5G network slicing management V_15.0.0

2018

GS NFV-SEC 025, Network Functions Virtualisation (NFV) Release 4;
Security; Secure End-to-End VNF and NS management specification

2019

GS NFV-SEC 014, Network Functions Virtualisation (NFV) Release 3; NFV
Security; Security Specification for MANO Components and Reference points

2018

GS NFV-SEC 013, Network Functions Virtualisation (NFV) Release 3; Security;
Security Management and Monitoring specification

2017

5G End-to-End Architecture Framework V3.0.8

2019

5G security – Package 3: Mobile Edge Computing / Low Latency / Consistent
User Experience Version 2.0

2018

Security Aspects of Network Capabilities Exposure in 5G

2018

5G PPP Security Landscap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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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 OpenSSL
- OpenSSL은 암호화 통신을 위한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 TLS 및 SSL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툴킷 및 범용 암호 라이브러리를 제공. 1998년 12월 OpenSSL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보안 취약점 보완 등 코드 개선 및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 국내
개발 블록 암호 ARIA를 포함하는 1.1.1 버전 배포 중. 1.1.0, 1.0.2, 1.0.0과 0.9.8 버전을
포함하는 오래된 버전은 보안결함의 이슈 등으로 서비스 지원이 중지됨에 따라 1.1.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권장됨. 2006년 오픈소스 중 최초로 1.0버전에 대한 FIPS 140-2
검증을 받았으며, 2016년 7월 OpenSSL 1.1에 대한 FIPS 140-2 검증을 시작. 2021년 현재
OpenSSL 3.0이 새로운 FIPS 오브젝트 모듈을 포함하는 새로운 차기 기준 버전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OWASP
- OWASP(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는 오픈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 웹에 관한 정보노출, 악성 파일 및 스크립트, 보안 취약점 등을 연구하며, 10대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OWASP TOP 10)을 발표. OWASP TOP 10은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중에서 빈도가 많이 발생하고, 보안상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것들 10가지를
선정하여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2017년을 기준으로 발표되었음.
- 10대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OWASP TOP 10)
취약점

설 명

A1. Injection (인젝션)

SQL, OS, XXE(Xml eXternal Entity), LDAP 인젝션 취약점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명령어나 쿼리문의 일부분으로써, 인터프리터로 보내질 때 발생함

A2. Broken Authentication (취약한
인증)

인증과 세션 관리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기능은 정확하게 구현되어 있지
않아서, 공격자가 패스워드, 키 또는 세션 토큰을 해킹하거나 다른 구현
취약점을 공격하여 다른 사용자 계정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탈취하는
것을 허용함

A3. Sensitive Data Exposure
(민감한 데이터 노출)

중요 데이터가 저장 또는 전송 중이거나 브라우저와 교환하는 경우 약하게
보호된 데이터를 훔치거나 변경할 수 있음

A4. XML External Entities (XXE)
(XML 외부 개체 (XXE))

XML 프로세서들은 XML 문서 내에서 외부 개체 참조를 평가하며, 외부 개체는
파일 URI 처리기, 내부 파일 공유, 내부 포트 스캔, 원격 코드 실행과 서비스
거부 공격을 사용하여 내부 파일을 공개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A5. Broken Access Control
(취약한 접근 통제)

취약한 접근 제어 취약점을 악용하여 사용자의 계정 액세스, 중요한 파일 보기,
사용자의 데이터 수정, 액세스 권한 변경 등과 같은 권한 없는 기능, 또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음

A6. Security Misconfiguration
(잘못된 보안 구성)

기본으로 제공되는 값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 설정은 정의, 구현 및
유지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는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함

A7. Cross-Site Scripting (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XSS))

XSS는 공격자가 피해자의 브라우저에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사용자 세션 탈취,
웹 사이트 변조, 악의적인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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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설 명

A8. Insecure Deserialization
(안전하지 않은 역직렬화)

역직렬화 취약점이 원격 코드실행 결과를 가져오거나, 권한 상승 공격, 주입
공격과 재생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공격 수행에 사용될 수 있음

A9. Using Components with
Known Vulnerabilities (알려진
취약점이 있는 구성요소 사용)

알려진 취약점이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방어 체계를 손상하거나, 공격 가능한 범위를 활성화하는 등의 영향을 미침

A10. Insufficient Logging &
Monitoring(불충분한 로깅 및
모니터링)

불충분한 로깅과 모니터링은 사고 대응의 비효율적인 통합 또는 누락과 함께
공격자들이 시스템을 더 공격하고, 지속성을 유지하며, 더 많은 시스템을
중심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고, 데이터를 변조, 추출 또는 파괴할 수 있음

¡ 기타 오픈소스 보안 툴
오픈소스 보안툴

설 명

Bro IDS

시그니처기반의 전통적인 IDS의 기능을 넘어 프로토콜을 디코딩하고 트래픽
내에서의 특이점을 탐지 가능

GRR

보안 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Google이 제작한 툴로, 파이썬 에이전트와
서버의 조합을 통해 사고 대응을 원격에서 수행 가능

Kali Linux

Back Track Linux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데비안 기반의 보안 테스트를 위한
리눅스용 배포판

Metasploit
Framework

공격자의 관점에서 보안의 수준을 테스트할 수 있음. 침투테스트 도구로 익스플로잇과
스캐닝 그리고 감사기능을 포함

Moloch

패킷캡쳐 분석 툴로 pcap으로부터 빠른 검색이 가능. 캡쳐된 패킷의 디코딩을
지원하며 트래픽 분석에 유용한 툴

Nikto

10년이 넘은 웹서버 테스트 툴, 알려진 취약한 스크립트, 구성 실수 및 관련 보안
문제를 찾기 위해 웹 서버에서 실행하기에 적합

Nmap

가장 널리 알려진 네트워크와 포트를 스캐닝 하는 툴. Nmap은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한 취약성, 잘못된 구성 및 보안 관련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NSE 스크립트를
제공

OpenVAS

오픈소스 취약점 스캐닝 툴로써, 웹기반의 대쉬보드를 통해 보안 취약점을 관리
가능

OSQuery

Facebook Security Team에서 시작한 크로스플랫폼으로 시스템에 에이전트 기반으로
동작하면서 이상 행위와 보안관련된 이벤트를 모니터링 가능

OSSEC

호스트 기반의 침입탐지시스템으로 설치 및 구성이 쉬우며,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

Security Onion

네트워크 보안모니터링 툴로 설치 및 구성이 쉬움. 최소한의 노력으로 APT를
포함한 네트워크 기반의 이상행위를 탐지 가능

Snort

실시간 트래픽 분석 및 패킷 로깅 도구로서 전통적인 IDS와 유사하게 동작

Wireshark

트래픽을 캡쳐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오픈 소스툴로 다양한
OS 환경을 지원

Dive

대화식 UI를 통해 도커 이미지 속 레이어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레이어에
있는 구성요소를 보고, 각 레이어가 어떻게 추가 삭제됐는지도 알 수 있음.

Docker Compose
UI

도커 컴포즈에 웹 기반 UI를 추가한 MIT 라이선스 프로젝트로, 컨테이너는 로컬
혹은 원격 호스트에서 실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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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보안툴

설 명

ZAP(Zed Attack
Proxy)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취약점을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안 테스트 툴로,
데이터 노출, SQL 주입, 잘못된 보안 구성, 사이트 간 스크립팅 및 웹 애플리케이션의
기타 가능한 취약점을 식별함

SQLMAP

SQL 주입을 위한 오픈 소스 보안 침투 테스트 툴로, 웹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주입을 감지하고 이용하는 것을 자동화함

w3af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 및 감사 프레임워크로, 2계층 검색 및 감사 방법을 통해 SQL
주입, PHP 잘못된 구성, 사이트 간 스크립팅, 처리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오류 등
200개 이상의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식별함

Skipfish

재귀 크롤링을 수행한 다음 애플리케이션의 사이트 맵을 생성하는데 사용하는 보안
테스트 도구로, 사이트 맵을 기반으로 다양한 취약점 검사를 수행하고 유용한 웹
사이트 보안 로그 평가를 출력함

Wapiti

GET 및 POST HTTP 방법을 모두 지원하는 오픈 소스 명령줄 유틸리티로, 위협
행위자가 악의적인 데이터 주입에 활용할 수 있음

John The Ripper

다중 플랫폼 암호 보안 크래킹 도구로, 해시된 암호 데이터의 암호화 방법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암호가 포함된 대용량 파일과 비교함으로써 일치하는
항목을 찾으면 중지하고 암호에 플래그를 지정함

SQL Inja

SQL 주입을 사용하여 웹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는 취약성을 악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검사 도구로, TCP 및 UDP 직접 및 역방향 바인딩 셸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환경의 원격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음

Vega

자동, 수동 및 하이브리드의 세 가지 테스트 모드를 지원하는 오픈 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트 툴로, 사용자 자격 증명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 웹 사이트에
자동으로 로그인하여 웹 페이지에 취약성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음

SET(Social
Engineer Toolkit)

취약점을 찾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검사하는 대신 인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을 취하는 오픈 소스 보안 툴 세트 임

Wfuzz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여러 주입 지점을 찾기 위해 브루트 포스 공격을 시뮬레이션하여
웹 응용 프로그램의 취약성을 테스트 함

D.N.A.생태계 강화 _ 차세대보안 355

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S)
시
장
국내역량요인

- 각종 보안 이슈 대응을 위해 기업
및 기관의 침해사고 대응장비 구매
시
증가
장
- 보안 필요성에 대한 높은 범사회적
인식
- 감염성 질병(COVID-19 등)으로
비대면 인증, 비식별화 기술 개발에
기
정부의 투자 증가
술
-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풍부한
운용 경험 보유

약 점 요 인(W)
- 세계 시장 대비 국내 보안시장 규모
협소
- 세계 시장에서 보안인증제도 등의
도입으로 기술 장벽 형성 중

- 차세대 암호·인증기술,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고급 개발
기
인력 부족
술
융합보안
분야에 보안기술 적용을
국외환경요인
위한 협력 미흡
- 학계와 KISA, ETRI 등 정부기관
- 보안 분야에서 국내 전문가의 국제
중심의 표준화 진행과 산업체의
표 표준화 기여도 높음
표 참여 미흡
준 - 국내 및 국제표준화 경험을 토대로 준 - 표준화 전문인력 부족으로 다양한
신규 표준화 활동 용이
표준화기구를 통한 표준화 추진이
어려움
【WO전략】
- 감염성 질병(COVID-19 등)으로 【SO전략】
시
인한 비대면 회의, 온라인 교육
장
- (시장) 비대면 서비스, 생체인증 등 시장 - (시장) 정보보호 관리체계 조기 구축을
등의 시장 규모 확장
통한 정보보호 관리영역 확대 및 클라
확대 예상 분야에서 기존 인프라와
-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활성화에
우드, 빅데이터 등의 개인정보보호
결합을 통한 선점 효과 극대화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수요 증가
제품 적용 분야 확대 추진
- (기술) 국내 개발 차세대 암호·인증
기
- 해킹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정보
기술을 다양한 신규 ICT 보안에 활용 - (기술) 국내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기
회
보호 강화 요구 증가
술 - 적용환경 변화 및 취약요소 증가에 하여 응용 측면의 융합보안 기술 확보 반영한 소요기술 개발 및 표준특허
요
- (표준) ISO/IEC, ITU-T에서 활동 중인 IPR 확보를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
대응 가능한 새로운 암호기술 개발
인
국제표준 전문가를 활용한 국제표준화 - (표준) 타분과들과 협력하여 보안
수요 확대
(O)
추진, 양자 암호 안전성 및 시험/평가 기술 적용 표준 도출
- JTC1, ITU-T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기준 조기 수립 및 국내표준화를 통한
생체 인증, 데이터보안, 양자암호 관련 관련 국제표준화 주도
표
표준화 활발
준 - 5G/6G 보안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화 요구 증가

시
장

위
협
요
인 기
(T) 술
표
준

【WT전략】
- 다양한 보안 분야에서 글로벌 【ST전략】
기업의 독점 우려
- 상호운용성 확보 및 개발 규모를 - (시장) 국내 환경 선적용을 통해 제품 - (시장) 국내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
이유로 국내개발 암호기술의 제품 인지도와 완성도를 제고하여 해외 시장 개발 및 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경쟁력 확보
- (기술) 국책 연구개발 과제를 통한
적용 기피
- (기술) 신규 ICT 서비스 중심의 암호· IPR 획득 및 이를 통한 기술 및
- 국가 차원의 보안 원천기술 확보 인증 원천기술 및 융합보안 기술개발을 서비스 제공
경쟁 심화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 (표준) 활용성이 담보된 표준 개발을
- 일부 국가와 기업에서 보안 핵심 - (표준) 개발 기술의 적용 경험을 통한 산업계 참여 확대 및 산업계
원천기술 확보
바탕으로 도출된 다양한 유즈케이스를 표준화 소요 조기 대응
기반으로 표준화 초기 단계에서 주도권
- 북미, 유럽 표준화 단체 중심의
확보 추진
국제표준화 추진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차세대보안 원천기술의 국내 산업경쟁력이 선진국대비 격차가 존재하나, 데이터 보안기술, 바이오인증
기술 등 국제표준화에 적극적인 대응 추진
- 디지털 대전환에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비대면 환경 보안기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데이터 보안기술,
5G/6G 보안기술 등에서 특허 및 IPR의 선행적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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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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후행) 암호 알고리즘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일본) NTT, (벨기에) COSIC, (싱가폴) 난양대,
(미국) NSA/IBM/Microsoft

기술
수준

TTA
정보보호기반
PG,
RRA JTC1
SC27-K

JTC1 SC27,
IETF

NSR,
삼성SDS,
서울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NIST, (일본) NTT, (벨기에) COSIC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국내 확보 기술인 동형 암호 CKKS를 기반으로 미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완전 동형 암호 표준의 개발 주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Ver.2022에서는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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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JTC1 SC27에서 CKKS를 포함한 완전 동형 암호 표준 개발
- JTC1 SC27에서 양자내성 암호(해시기반 전자 서명) 알고리즘, 경량 인증 암호화 방식,
패스워드 기반 키 유도 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IETF에서 암호 프로토콜 및 블록체인 등 응용 환경을 위한 핵심 기반 암호기술 표준화
진행 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국내개발 기술이 포함된 완전 동형
암호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 에디터쉽 확보 및 표준 제안 컨소시엄의 협력을 통한 표준 개발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공식표준화 기구에서 제정된 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실제 암호제품에서 활용하기 위한 각종 프로토콜 적용 규격을 개발하고,
학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표준화를 위한 기반 조성 필요
<표준화 계획>
- 국내에서 개발한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TTA 정보보호기반 PG(PG501)를 통해
표준화를 지속 추진하며, 응용서비스 보안을 위한 핵심 암호기술 표준화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원천기술 확보) 완전 동형 암호 등 일부 실용화 가능한 암호 알고리즘을 제외하고 JTC1
SC27 WG2와 IETF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차세대 암호 알고리즘과 관련한 국내
대응기술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표준화 가능한 원천기술 개발을 우선 추진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기 확보 기술의 경우 정부와 학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활용성/성숙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TTA 정보보호기반 PG
(PG501)를 통한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전략) 암호 알고리즘의 경우
공개를 통한 학계의 안전성 검증이 표준화에 필수 요소이므로 IP 확보가 어려우며, 다양한
실시 예를 통한 암호 알고리즘의 활용 방안 및 최적 구현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기술개발 후표준화) 표준화되지 않은 신규 응용서비스 선도를 위한 우수 성능의
암호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응용서비스에 최적화된 암호 알고리즘 적용 및
구현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 이와 동시에 신규 서비스에서의 시장선도 및 다양한
응용서비스에서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암호기술 규격의 표준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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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후행) 양자 암호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응용보안/
평가인증 PG

국제

ITU-T SG17,
JTC1 SC27,
ETSI

국내
참여
업체/
기관

KT, SKT,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퀄컴/인텔,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중
기업
국) 화웨이

표준화
단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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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퀄컴/인텔,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중국) CMCC/화웨이/ZTE,
(일본) NTT DOCOMO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암호기술 측면에서 양자 암호의 경우 양자키분배(QKD) 기술의 보안요구사항 및 시험요구사항
마련을 위한 표준화 과제가 국내 및 국외 모두 진행 중이나,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합의가 미비한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 과정의 기획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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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17에서 국내 주도로 시스템 구축 측면의 양자난수발생기(QRNG)와
양자키분배(QKD) 보안 프레임워크 등의 표준이 제정되었고, 관련 후속 표준화 진행 중
- JTC1 SC27에서 양자키분배(QKD) 보안요구사항 및 시험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암호기술과 관련하여 양자키분배(QKD)
보안요구사항 및 시험요구사항 표준화 과제가 중국과 영국 중심으로 진행 중으로 다양한
국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이 필요
<표준화 계획>
- 국내에서 개발한 양자키분배(QKD) 프로토콜 표준(TTAK.KO-12.0329) 및 보안요구사항
표준 (TTAK.KO-12.0356)의 후속으로 시험요구사항 표준화가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QKD 네트워크 및 키관리체계(KMS) 표준화 및 일부
ITU-T 표준의 부합화가 TTA 광전송 PG(PG201)를 통해 진행 중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시험기술 확보) 양자키분배(QKD) 후처리에 사용되는 오류보정 및 비밀성 증폭
알고리즘과 같은 컴포넌트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며, JTC1 SC27 WG3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험 요구사항은 다양한 시스템 대상 시험기술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표준화 가능한 시험기술 개발 및 확보를 우선 추진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기 확보 기술의 경우 정부와 학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활용성/성숙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TTA 정보보호기반
PG(PG501),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광전송 PG(PG201)를 통한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권리범위 보완전략) 양자 암호의 경우 암호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공개를 통한 학계의 안전성 검증이 표준화에 필수 요소이므로 IP 확보가
어려우며, 다양한 실시 예를 통한 양자 암호의 활용 방안 및 시험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기술개발 후표준화) 표준화되지 않은 신규 양자키분배(QKD) 컴포넌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현기술 관련 특허 확보 및 평가인증에 필요한 시험기술
개발, 신규 시장 선도를 위한 규격화 등의 양자 암호기술 표준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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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병행) 비대면 인증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개인정보
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

국제

ITU-T SG17,
JTC1 SC27,
FIDO Alliance,
W3C

국내
참여 ETRI, 삼성전자,
업체/
SKT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Google/Microsoft/IBM/Yubico
(일본) NTT/Docomo/Line/Yahoo/Japan
(중국)Lenovo/Huawei

기술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Google/Microsoft/Qualcomm/Apple/Yubico/Evernym
기업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비대면 인증을 위한 대표적인 기술인 FIDO가 FIDO Alliance, W3C, ITU-T를 통해 표준화가 완료되
었으나, 본인확인(Identity Proofing) 서비스 연동, IoT 환경의 사용자 인증, 원격 의료·교육 서비스의
비대면 인증 등 후속 응용기술 개발 및 개정 표준화 주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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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ID 관리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SG17,
ISO TC307,
JTC1 SC27,
W3C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SKT,
삼성전자,
LGCNS,
라온시큐어,
순천향대,
성신여대,
한양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개인정보
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

(미국) 애플/Microsoft/VISA,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Linux, (중국) 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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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퀄컴/인텔/Evernym, (핀란드) 노키아,
(중국) CMCC/화웨이/ZTE, (일본) NTT DOCOMO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분산 ID 관리 기반기술에 해당하는 자격증명 크리덴셜의 데이터 모델은 W3C를 통해 ‘19년 하반기에
표준화가 완료되었으나, 분산 식별자, 상호연동 등과 관련된 기술은 여전히 표준화가 진행 중.
블록체인과 DLT를 활용한 분산 ID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및 응용기술의 표준 선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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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ITU-T SG17 Q10/Q14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ID 관리 표준 내용에 대한 기고서
제출 및 반영 추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ITU-T SG17, JTC1 SC27, ISO TC307
등 공식표준화 기구에서 추진 중인 분산형 ID 관리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학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 프로토콜 규격의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 참여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W3C 등 사실표준화 기구에서
제정된 분산형 ID 관리 기반구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실제 응용 제품에서 활용하기 위한
각종 프로토콜 적용 규격을 개발하고, 학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표준화를 위한 기반
조성 필요
<표준화 계획>
- 자기주도 ID 관리 및 인증 관련 정부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KISA, ETRI 등
정부(출연)기관과 순천향대, 한양대, 성신여대 등 학계, 그리고 SKT, LGCNS, 라온시큐어,
금융권 등 기업체에서 국내표준화 우선 가능 항목을 도출하고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정보보호기반(PG501),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에서 선택적 노출 등 자기주권 신원관리를 위한 익명 크리덴셜 암호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화 및 분산 ID 관리의 핵심 요소인 분산형 식별자와 검증 가능 크리덴셜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사항에 대해서 W3C 표준안을 적극 수용 및 관련 국내환경에 적합한
표준으로 개발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금융, 헬스케어 등에 적용가능한 분산
ID 모델에 대한 다양한 유즈케이스 분석을 통해, 표준화 중후기 단계에 있는 분산 ID 서비스에
대한 영지식증명 기반 프라이버시 보호, 전자지갑 보호 등 핵심기술에 대한 표준 필수특허
확보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ID 관리 등 신규 서비스에서의 시장선도
및 다양한 응용서비스, 멀티도메인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분산 ID 관리기술 규격의
표준화를 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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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SG17,
ISO TC307,
JTC1 SC27,
ZKProof
Standards,
W3C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SKT,
삼성전자,
LGCNS,
라온시큐어,
성신여대,
한양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정보보호기반
PG,
개인정보보호/ID
관리,
블록체인 보안
PG

(미국) IBM, MS (이스라엘) QEDIT,
(핀란드) Linux, (중국) IO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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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 MS (이스라엘) QEDIT,
(영국) Google-런던, (중국) IOHK, (한국) ETRI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선택적 노출 등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에 필요한 익명크리덴셜과 zkSNARK 프리미티브 기술은 다양한
관점의 기능 구현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2021년도에는 높은 기술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익명크리덴셜과 zkSNARK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블록체인과 DLT를 활용한 영지식증명 기반의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리미티브에
대한 표준 선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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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블록체인 기반 ID 관리기술을 다루고 있는 ITU-T SG17 Q10/Q14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사항
및 관련 응용 기술에 대한 표준 추진
- ZKProof standards에서 ZKP 관련 Security, Implementation, Applications에 대한 표준 추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ITU-T SG17과 ISO TC307, JTC1
SC27 등 공식표준화 기구에서 추진 중인 ZKP 기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부유관기관, 학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 참여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W3C, ZKProof standards 등
사실표준화 기구에서 모집하고 있는 신규워크아이템(NWI)에 대해서 학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ZKP 기반 프리미티브 등의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표준화 기반 조성 필요
<표준화 계획>
- 프라이버시 보호형 비대면 인증 및 자기주도 ID 관리 관련 정부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KISA, ETRI 등 정부(출연)기관과 한양대, 고려대, 성신여대 등 학계, 그리고 SKT,
LGCNS, 라온시큐어 등 기업체에서 국내표준화 우선 가능 항목을 도출하고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정보보호기반(PG501),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에서 선택적 노출 등 자기주권 신원관리를 위한 영지식 증명 기반의 익명
크리덴셜 암호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화 및 분산 ID 관리의 핵심 요소인 분산형 식별자와
검증 가능 크리덴셜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사항에 대해서 W3C 표준안을 적극 수용
및 관련 국내환경에 적합한 표준으로 개발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전략) 산업계와 학계의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익명 크리덴셜 등과 같은 프라이버시 보호형 인증 기법의 이론적 안전성 검증과
서비스 운용 측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실시 예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 암호 프로토콜의
활용 방안 및 최적 구현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선택적 노출 기능이 제공되는 프라이버시 보호형 디지털 신분증,
검증가능 크리덴셜 등 신규 서비스에서의 시장선도 및 다양한 응용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 기술 규격의 표준화를 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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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선행) 바이오인식 응용서비스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TTA 바이오인식
PG,
RRA JTC1
SC37-K

ITU-T SG17,
JTC1
SC27/SC37

KISA, 인하대,
충북대,
국내
경인여대,
참여
슈프리마,
업체/
유니온커뮤니티,
기관
파이리코,
아이싸이랩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파인딩로버, MARS, (중국) 메그비, (한국) KISA,
기업

표준화
단계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한국) KISA, 파이리코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바이오인식 기반의 반려동물 개체식별기술은 해외에서는 품종식별에 국한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
품종식별과 더불어 개체식별에 대한 활발한 기술개발과 함께 국내 핵심기술의 선도적인 국제표준화를
추진중에 있어,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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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바이오인식기반의 반려동물 개체식별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추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TU-T SG17 Q10에서 관련표준의
에디터쉽을 확보하여 ITU-T X.pet_auth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아시아지역 바이오인식 관련 시실표준개발
및 국제표준화기구과 협력활동 추진

<표준화 계획>
- 바이오정보 위변조 탐지기술, 반려동물 개체식별용 빅데이터 구축지침 등 국내표준 개발
추진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한국바이오인식협의회에서 모바일 바이오정보 위변조 탐지기술,
KISA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 반려동물 개체식별기술 등에 관한 표준 개발을 추진
- (TTA PG505 국내표준화) 산학연 전문가그룹과 협력을 통하여 바이오인식 위변조 탐지 및
반려동물 개체식별기술에 대한 국내표준화를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ITU-T
SG17 텔레바이오인식을 이용한 반려동물 개체식별 관련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KISA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의 반려동물 차세대 개체식별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ITU-T SG17에서 국제표준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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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생체신호기반 텔레바이오 인증기술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표준화
단계

RRA ITU-T
SG17-K

국제

ITU-T SG17,
ISO TC215

국내
참여
업체/
기관

KISA,
강원정보보호지
원센터, 인하대,
서울대학병원,
탑스동물메디컬
센터,
유파인스,
파이리코,
아이싸이랩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술
(미국) FITBARK, LINK AKC, PETPACE (일본) 이누패시
기업
수준

TTA 바이오인식
PG,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한국) KISA, 파이리코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심전도 등 생체신호인증기반의 반려동물 헬스모니터링 응용기술과 비대면 헬스케어 보안기술은 국내에서
선도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국내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선점할 계획으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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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반려동물 헬스케어 응용서비스기술 국제표준화 추진예정
-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비대면 원격의료 K-CyberSecurity 방역기술 국제표준화 추진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TU-T SG17 Q9에서 관련표준의
에디터쉽을 확보하여 국제표준화 추진

<표준화 계획>
-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하여 심전도 등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개인인증 기반에 심정지·
산소포화도 등 헬스모니터링 분석기술을 수행하는 텔레바이오 인식 응용서비스기술 국내외 표준화
추진예정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KISA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가 연구기획중인 ‘생체신호인증기반
반려동물 차세대 개체식별 및 헬스케어 응용서비스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모니터링 응용서비스 관련기술 개발 및 국내 표준화를 병행하여 추진
- (PG505 국내표준화) KISA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 정보보호연구회 및 한국바이오인식협의회 등
산·학·연 전문가 그룹과 협력을 통하여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모니터링 응용서비스에 대한
국내 표준화를 연구 기획 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전략) ITU-T SG17 등
생체신호 인증기반의 헬스모니터링 응용서비스와 관련하여 국제표준에 대한 표준특허
출원 연구기획 진행 중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KISA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가 연구기획중인 ‘생체신호인증기반
반려동물 차세대 개체식별 및 헬스케어 응용서비스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관련기술 연구개발과
병행하여 ITU-T SG17 국제표준화 추진할 예정

D.N.A.생태계 강화 _ 차세대보안 371

(지속/확산공략 | 병행) 지능형 CCTV 기술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지능형 CCTV
PG

국제

ITU-T SG17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KISA,
KETI,
한국영상정보연
구조합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퀄컴/인텔,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중국) 화웨이

기술
수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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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2신규)
지능형 CCTV 보안기술 개발을 위해 영상관리시스템의 보안위협 및 보안요구 사항 표준화가 ITU-T SG17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ITU-T SG16에서는 영상감시시스템 전반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임. IEC TC79에서도
보안기술을 포함한 영상보안시스템 전반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중에 있으며, 산업체 포럼인 ONVIF에서도
IP기반 지능형 CCTV보안제품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중에 있음. 국내에서는 영상 프라이버시 마스킹기술 등
지능형 CCTV 보안기술에 대한 TTA 표준이 제정, 개발 중에 있으며, ITU-T SG17에서 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등 국내 표준화 역량이 높고 국제표준화의 선도도 가능하여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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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2018년도에 ITU-T SG17에서 영상관리시스템의 보안위협 및 요구사항에 대한 신규과제(X.strvms)가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9월 사전채택 및 2022년 3월 국제표준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 SG17 Q6에서 한국이
에디터로서 X.strvms에 국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표준 제정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2023년 이후부터는 ITU-T
SG17의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IEC TC79, ONVIF 등 다양한 표준화 기구를 통한 표준을
확보하고, 다양한 영상보안 업체 및 기관들의 국제표준화 그룹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실용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모색
<표준화 계획>
- 2020년 외곽선 기반 CCTV 영상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 영상 프라이버시 비식별화
서비스 프레임워크, 지능형 CCTV간 상호연동 재식별 방법 등 표준화 아이템이 TTA
지능형 CCTV PG(PG427)에 제안, 채택되어 표준 개발을 진행중이며, 2021년까지 표준
개발을 완료할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기개발되어 성능이 검증된
영상보안기술을 TTA를 통해 표준화하며, 표준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다중, 이기종
CCTV간 보안협업 요구사항을 기술 개발에 반영하여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영상보안 관련 기술(마스킹, 암복호, 무결성 검증 등)을
CCTV를 포함한 다양한 영상보안시스템(드론, 차량용 블랙박스 등)에서의 시장가치를
분석하여 핵심특허를 추가 도출하고 국제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선제적인 IPR 확보 계획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단일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 등 영상보호 기술은 이미
성능이 검증되었으며, 이를 공공, 민간의 대규모 영상관제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상호 보안협업 표준을 제정하고 서비스로 창출될 수 있도록 표준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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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사이버보안 PG

국제

ITU-T SG17,
IEEE SA

국내
ETRI, KISA,
참여
안랩,
업체/ 이스트시큐리티,
기관
윈스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Microsoft/VirusTotal, (러시아) Kaspersky Lab,
(일본) Trend 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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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VirusTotal, (러시아) Kaspersky Lab,
(일본) Trend Micro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악성코드 교환 포맷에 대한 표준화 작업(MMDEF: Malware Metadata Exchange Format Working Group)이
IEEE에서 완료되었으며, OASIS STIX(Structured Threat Information Expression) 규격서 내에 악성코드 정보
공유를 다루고 있으나, ITU-T SG17에서는 아직 표준 개발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에 대한 국내역량이 높아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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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2022년 5월 ITU-T SG17 회의에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에 대한 신규과제 제안
- 2024년 IEEE 워킹그룹과 악성코드 교환 포맷에 대한 데이터 스키마 공동 연구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2022년 ITU-T SG17 회의에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에 대한 신규과제를 제안하고,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해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이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2024년 이후부터는 ITU-T SG17의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IEEE 등 다양한 표준화 기구를 통한 표준을 확보하고, 국내외 백신
업체 및 기관들의 국제표준화 그룹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실용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모색

<표준화 계획>
- TTA 사이버보안 PG(PG503)에 악성코드 분석 정보 공유 포맷에 대한 신규과제를 제안하여
채택되었으며, 2022년에 표준 제정 예정
- 국내 백신 업체와의 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 활동 강화 추진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클라우드 환경의 백신체계에서 악성코드 표현 방법, 정상
및 악성파일의 속성 정보, 데이터 스키마, 메타 데이터 등의 악성코드 분석 정보에 대한
공유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신규 표준화 아이템으로 도출 및 세부항목에
대한 표준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전략) 국내외 표준 아이템
도출 및 신규과제 제안을 통한 표준화 방향을 수립한 후 국제특허의 효용가치를 분석하여
국제특허 출원 및 기고 예정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악성코드 분석 정보 교환에 대한 기술개발이 초기 단계이고, 아직
국제표준이 없으므로, 표준화와 기술개발의 병행 추진이 가능. 또한, 국제표준이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표준특허 개발로 국내 IPR이 반영되도록 적극적 활동 및 상호 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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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안전한 그룹 이동을 위한 서비스 보안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SG17,
IEEE SA

국내
참여
업체/
기관

KISA,
국토부,
국방부,
고려대학교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응용보안/
평가인증
PG 504

(미국) Intel/Yunec, (중국)DJI, (유럽)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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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럽) 정부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국내에서는 드론을 중심으로 안전한 보안 가이드가 개발 연구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열차 시스템을
중심으로 안전한 이동 시스템 및 서비스 환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ITU-T SG17에서는
2020년부터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 개발을 한국 주도록 진행하고 있어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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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2022년 ISO TC204에 안전한 그룹 이동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공동 개발 제안
- 2023년 JTC1 SC27에 무인 이동체 그루의 안전 표준 공동 개발 추진
- 2024년 ITU-T SG17에서 안전한 그룹 이동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 개발 완료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2020년 ITU-T SG17 회의에
그룹이동 서비스 보안 위협 식별 및 요구사항에 대한 신규 과제 개발을 승인 받았으며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2022년 이후부터는 ITU-T SG17의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IEEE, JTC1 SC27 등 다양한 표준화 기구를 통한 공동 표준개발을
제안하고 유도함으로써 실용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모색

<표준화 계획>
- TTA 응용보안 PG(PG504)에 안전한 그룹 이동 서비스 보안에 대한 신규과제를 제안하여,
2024년까지 표준 제정 예정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이동 서비스의 네트워크 연결 환경에 따른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안전한 서비스 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요구사항을 표준화 함으로써 무인 이동체에 대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국내외 표준
아이템 도출 및 신규과제 제안을 통한 표준화 방향을 수립한 후 국제특허의 효용가치를
분석하여 국제특허 출원 예정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무인 이동서비스 및 그룹 이동 서비스에 대한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이고, 국제표준 연구에 있어서도 초기단계이므로, 표준화와 기술개발의 병행 추진이 가능함.
또한, 국제표준이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표준특허 개발로 국내 IPR이 반영되도록 적극적 활동 및
상호 협력 방안 모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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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IT제품 보안성 평가기준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PG504,
RRA JTC1
SC27-K

국제

JTC1 SC27,
CCRA, CCUF

NSR, KCCUF,
국내
IT보안인증사무국,
참여
KISA, KOSYAS,
업체/
KSEL, KOIST,
기관
KTC, TTA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NIST, (독일)TUVIT (프랑스)ANSSI, (한국)N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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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T, (독일)TUVIT (프랑스)ANSSI, (한국)NSR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2 신규)
IT보안제품의 평가인증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 표준 개정에 따라 해외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정된 표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다양한 제품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기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어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하였음.

37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2021년 ISO/IEC 15408, ISO/IEC18045가 발행됨. CCRA와 EUCC에서 표준 채택 검토중
- 2021년 ISO/IEC 15408, ISO/IEC18045의 패치관리 기술표준(TR) 개발중
- 2021년 클라우드에서 IT 제품의 보안성 평가를 위한 PWI가 시작됨
- 2021년 CCRA에서 CCUF와 협력하여 다양한 cPP와 SD를 개발중
- 2021년 NIAP은 가상화와 SOAR제품에 대한 PP를 개발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활동) 한국의 전문가들이 ISO/IEC 15408과
18045의 에디터로 활동하여 2021년 개정 완료함.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2021년 개정된 ISO/IEC 15408과
18045에 대해 CCRA에서 CC와 CEM을 대응한 평가 기준으로 채택 예정이며, CCUF와
협력하여 다양한 IT제품의 평가를 위한 cPP와 SD를 개발하고 있어 KCCUF를 중심으로
국내 벤더들이 참여함.
<표준화 계획>
- 2021년 ISO/IEC 15408, ISO/IEC18045가 개정되어 KS 표준 제정 예정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시장 확산) CCRA에서 ISO/IEC 15408과 ISO/IEC 18045를 평가기준으로 채택하여
정보보호제품의 평가에 적용시 CCRA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에서 해당 기준으로 평가가
시작됨. 국내 시장에서 변경된 기준에 대한 정확힌 이해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이에
개정된 내역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세부적인 평가 지침을 개발

표준특허
전략

- 평가 기준은 인증기관, 평가/시험기관, 산업체가 공통 기준으로 개발하고 합의하여 IT제품의
평가에 적용되므로 독자적인 특허 기술 전략이 없음.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정책기관, 인증기관, 평가/시험기관, 산업체 등 협력을 통한
평가 기술 개발 및 국제회의 및 기술 커뮤니티(Technical Community) 참여를 통해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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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암호모듈 시험평가기준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JTC1 SC27,
NIST

국내
참여
업체/
기관

NSR, KISA,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응용보안/
평가인증 PG,
RRA JTC1
SC27-K

(프랑스) Secure-IC, (영국) 브리스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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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ST, (일본) IPA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 암호모듈 검증기준(ISO/IEC 19790), 시험기준(ISO/IEC 24759): 국제표준 개정 주저자, ‘23년 완료 목표
· 암호모듈 검증기관 자격요건 표준: 신규 표준화 추진, 공동 참여
· 암호모듈 요소기술인 부채널 대응 표준(ISO/IEC 17825): 표준 개정, 공동 참여
국내·외 보안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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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암호모듈 기준인 ISO/IEC 19790(암호모듈 보안요구사항) 및 ISO/IEC 24759(암호모듈 시험
기준) 표준 개정에 주도적 참여하여 국내 의견 대변
- 암호모듈 검증기관 자격요건(신규 과제), ISO/IEC 17825(부채널 대응) 개정은 표준내용 검토 및
국내환경과 부합여부 판단/의견 제시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암호모듈 시험평가 기준 표준 작업에
한국이 의장단을 수임하여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하고, 국내개발 암호 시험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활동이 필요

<표준화 계획>
- ISO/IEC 19790과 ISO/IEC 24759의 개정 완료 후 KS 표준화 추진예정
- ISO/IEC 17825와의 개정 및 검증기관 자격요건은 표준 완료 후 국내 환경을 고려한 후
국내표준화 추진 여부 판단 필요
<대응방안>
- (국내표준화 활동)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및 한국 JTC1 SC27 WG3의 산·학·연
전문가, 암호모듈 전문위원회와 협력하여 국제표준 개정에 대응

표준특허
전략

- 암호모듈 시험평가 기준은 검증기관, 시험기관, 산업체가 공통으로 합의하여 개발하고
암호모듈의 시험평가에 적용되므로 독자적인 특허 기술 전략이 없음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국내 암호모듈검증의 기준은 국제표준인 ISO/IEC 19790,
24759를 준용하고 있으며, 현재 JTC1 SC27에서도 암호모듈 관련 운영·관리 및 요소기술의
표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술의 정립, 국내환경 적용 등을 고려할 때
검증·시험기관, 암호모듈 개발업체, 학계의 협업과 전략적인 표준화 수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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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 요구사항 정의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응용보안/
평가인증 PG,
금융보안표준화
협의회

국제

ITU-T
SG17,
JTC1 SC27

국내
ETRI, KISA,
참여
금융보안원,
업체/ 이지서티, 파수,
기관
엔텀네트웍스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Immuta/Equifax/Acxiom, (영국) 스코틀랜드
데이터연계센터, (한국) 파수/이지서티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Immuta/Equifax/Acxiom, (영국) 스코틀랜드
데이터연계센터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2020년 8월 5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가명처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개인정보의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비식별 및 비식별화(가명 익명처리) 기술의 개발 및 관련 표준화의 활발한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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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데이터 비식별화 관련 지속적인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정형 데이터
등 각종 데이터 유형에 대한 비식별화 기술 연구 및 국제표준 기고 진행 예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비식별 처리 모델과 처리 절차
및 각 단계별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프레임워크 정의 표준(ITU-T SG17, X.fdip) 제정 완료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비식별 데이터 보증 수준을 위한
요구사항 정의관련 신규 과제(ITU-T SG17, X.rdda) 채택에 따라 표준화 적극 추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비식별 기술 관련 표준 후속 대응
필요시 적극대응(ISO 20889) 활동 추진
<표준화 계획>
- TTA와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및 비식별화(가명 익명처리) 관련
지속적인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비정형 데이터 등 각종 데이터 유형에 대한
비식별화 기술 연구 및 국내표준 기고 진행 예정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응응보안/평가인증 PG(PG504)에서 비식별 데이터 보증
수준을 위한 요구사항 개발을 위한 연구 및 표준 개발 추진
- (국제표준 준용) ITU-T SG17에서 채택된 X.1148 국제 표준을 준용하여 국내 TTA 표준
기고를 추진하였으며,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에서 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비식별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표준을 국내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제정(TTAK.IT-X.1148)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초기 단계인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하고, 필수특허 확인 및 출원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국내 기업체 주도 혹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및 비식별 기술 관련 IPR 확보, 관련 신규 표준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고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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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병행) 동형암호기반 데이터 유출 방지 지침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

국제

ITU-T SG17,
JTC1 SC27
IEEE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서울대,
삼성SDS,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인텔/IBM/Duality, (스위스) EP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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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인텔/IBM/Duality, (스위스) EPFL
기업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동형 암호화에서 제한적 연산에 머물렀던 수준에서 완전동형 처리가 가능하여, 비신뢰 환경에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하지 않고 바로 추가적인 처리가 가능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암호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기계학습과 같은 분야에서 프라이버시 보장과 비식별 처리를 다자간 협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개념정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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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비신뢰 사이버환경에서 민감정보의 유출없이 다자간에 협업을 가능한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동형 암호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기계학습 분야에서 데이터의 분석 및 추론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를 위한 플랫폼의 구조, 기능 및 운용조건 등에 대한
지침을 2023년 표준으로 제정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선도경쟁) ITU-T SG17의 TR.sgfdm 표준안 개발 및
JTC1 SC27 WG2의 완전동형암호 NP (18033-8) 제안과 IEEE P3652.1 표준안을 토대로,
동형 암호기반의 응용서비스 및 플랫폼 분야의 국제표준 선도경쟁을 목표로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타국/외국기업과의 제휴) 서울대, Microsoft, Intel, IBM, EPFL 사업자
및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선도기술을 통하여 표준 개발에 공동 기고 및 상호 협력을
통하여 표준 개발 유도
<표준화 계획>
- 국제표준화기구 ITU-T SG17에서 표준화가 선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비신뢰
사이버환경에서 민감정보의 유출없이 다자간에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동형 암호 메커니즘을
이용한 기계학습 분야의 데이터의 분석 및 추론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플랫폼의 구조, 기능 및 운용조건 등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ITU-T SG17의 TR.sgfdm
표준안의 제정(2023년 목표) 후 준용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위원회 PG 활동) ITU-T SG17 국제표준 준용 추진과 병행하여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에서 관련 표준화 추진
- (표준화 포럼 활동) 개인정보보호표준표럼에서 학계 및 산업계와 공동으로 관련 연구, 동향
파악 등을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모니터링이 필요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동형 암호기반 빅데이터 분석 및 기계학습 추론에서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서비스 구조와 관련한 서울대 및 삼성 SDS와 기술개발과 표준 개발을
병행하여 기술 및 표준에서 국제무대에서 선도경쟁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동형 암호를 이용한
기계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절차 및 플랫폼 구조의 핵심 기술을 산업계를
중심으로 특허 창출하여 표준 규격에 반영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한국(서울대)에서 선도하는 동형 암호 기술을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산업계(삼성 SDS 등)의 검증을 기반으로 표준을 추진함과
동시에 상용화 전략 수립 수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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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핀테크 서비스 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JTC1 SC27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순천향대,
서울외대,
NSHC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개인정보보호
/ID관리,
블록체인보안 PG,
개인정보보호표준
포럼

(미국) IPQUALITYSCORE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한국) 순천향대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ISO/IEC JTC 1/SC 27/WG 5에 신규 워크 아이템으로 제안하여 한국 주도로 국제표준(ISO/IEC 27562)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 표준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핀테크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핵심 기술 및 정부 정책을 국제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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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핀테크 서비스의 참여자 및 역할 정의, 핀테크 서비스 참여자별 프라이버시 위험 식별 및 보안 통제
정의, 핀테크 서비스 참여자별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2024년 표준으로 제정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및 의장단 수임) ISO/IEC JTC 1/SC
27/WG 5에 한국 주도로 신규 워크 아이템을 제안하여 개발 중인 ‘ISO/IEC 27562 Privacy
guidelines for fintech services(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에디터 수임을
통하여 표준 개발을 주도

<표준화 계획>
-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JTC 1/SC 27에서 표준화가 선행되고 있으며, 핀테크 서비스의 참여자
및 역할 정의, 핀테크 서비스 참여자별 프라이버시 위험 식별 및 보안 통제 정의, 핀테크 서비스 참여자별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ISO/IEC 27562 표준안의 제정(2024년 목표)
후 준용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위원회 PG 활동)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에서 준용
표준화 추진
- (표준화 포럼 활동)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에서 핀테크 서비스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연구
및 국내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국제표준화에 반영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표준을 준용한 핀테크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개발 시 필요한 특허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표준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술
개발 및 표준 개발 시 상호 일관성을 유지가 필요

D.N.A.생태계 강화 _ 차세대보안 387

(선도경쟁공략 | 병행) 5G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PG504,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SPG/
5G 네트워크 SPG
5G 보안포럼

국제

ITU-T SG17,
3GPP, ETSI,
NGMN/
5G PPP

국내 SKT, KT, LGU+
참여 순천향대, KISIA,
업체/ 맥데이타, 고려
기관
대, ETRI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퀄컴/인텔, (스웨덴) 에릭슨, (중국) 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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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퀄컴/인텔, (스웨덴) 에릭슨,
(중국) CMCC/화웨이/ZTE, (일본) NTT DOCOMO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5G 보안 표준화는 하위 레벨의 5G 보안 표준인 3GPP의 TS 33.501 등으로 부족한 실정인 반면, 한국
주도하에 5G 특화 보안 표준이 ITU-T SG17에서 신규로 착수. 최근 mm 웨이브 기반의 5G가 민간/정부의
로컬망 확산을 통해 보급되는 트렌드에 맞추어, 5G NPN에서 URLLC를 지원하는 버티컬 서비스들의
보안 기능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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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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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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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ecurit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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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IS Cyber Threat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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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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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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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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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Key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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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Payment Services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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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Security Interoperability Alliance

QKD

Quantum Ke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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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Supporting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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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Sockets Layer

STIX

Structured Threat Information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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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on Valley Innov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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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Layer Security

TTP

Trusted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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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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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Anonymis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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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Management System

ZKP

Zero-Knowledge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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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무선전력전송은 전자파 전송의 원리를 이용하여 전선없이 에너지를 공간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 무선 통신과 에너지 전송 기술이 융합되어 각종 전력선과 커넥터로부터의
자유로움(Cable-free)과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중요한 혁신 기술. 다양한 종류의
무선전력전송을 기반으로 출력 규모 및 응용 분야에 따라서 자동차, 사무·가전, 의료, 모바일/웨어버블
기기, 인프라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 원천 기술

< 무선전력전송 기술 개요도 >

< 송신전력에 따른 무선전력전송 표준화 기술 분류 >
구분

송신전력

활용분야

초소출력

～ 5W

웨어러블 및 생체 삽입형 디바이스 등

소출력

5W ～ 50W

스마트폰(급속포함), 태블릿 PC, 노트북 등

중출력

50W ～ 200W

전기자전거, 로봇, 드론 등

대출력

200W ～ 3.3kW

고출력 가전기기, 산업용 기기 등

초대출력

3.3kW ～

전기자동차 등

※ 전자기파를 이용한 무선전력전송은 수신 전력을 분류 기준으로 함
※ 전자기파를 이용한 무선전력전송은 수신 전력을 분류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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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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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기반 기술로서 기술 및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표준 선점이 이루어짐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바일
기기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 주도권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함.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및 자동차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및 표준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표준 확산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경쟁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무선전력전송기술은 ITU, JTC1, IEC(CISPR), ETSI, APT와 같은 국제표준기구에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며, WPC나 AFA과 같은 사실표준기구에서 산업 표준화를 목표로 추진함. 이를 위해서
국내 관련 산·학·연은 표준화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고, 해당 기술에 대한 리더십
수임 및 국제 표준화 개발 등의 성과를 이루었기에, 지속적인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점 기술 표준화 목표를 설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차량용 무선전력전송 권고 주파수가 2019년에 ITU-R SG1에서
승인되었고,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제어 기법 및 시스템 관리 표준화를 목표로 IEC
TC69에서 CDV 단계를 지나 FDIS 단계에 있으며, CISPR/B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평가기법 및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있음
·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WPC SWG에서 Authentication 기능이 포함된 15W급 v1.3.1
규격 표준화 완료 및 휴대용 노트북 충전을 위한 30W표준과 주방가전 표준 v1.0 표준
개발 추진
·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이용한 무선충전 상용화 제품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 2022년

논의가 IEC TC100에서 진행됨. IEC TC 100 TA15에서는 우리나라 주도로 무선전력전송
효율에 관한 기술보고서(IEC TR 63231)가 2019년에 발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기기의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 방법 국제표준(IEC 63288)이 현재 개발 중
· (공간 무선전력전송) IEC TC100에서 2018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복수 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요구사항은

2021년에

발간을

완료하였고,

요구사항

기반의

참조모델을 개발 중7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IEC TC100에서 2019년에 관련 기술보고서 제정 완료.

2022년까지 개발 중인 Wide 전자기파 빔 방식의 무선전력전송 제어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FDIS 제출 예정. 또한, 2021년에 정보·전력 동시 송수신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한 후에,
2022년까지 NP 승인을 목표로 개발 계획
·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IEC TC100에서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22년에 NP 투표 시작을 목표로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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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CISPR/B WG1과 WG7에서 차량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전자파적합성 측정방법과 평가기준에 대한 FDIS 단계 진입을 목표로 추진 중
·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WPC

HI-SWG에서

전기자전거(Light

Electric

Vehicle)

무선전력전송 표준 v1.0 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 2024년

·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관련 기술은 IEC TC100 기구에서 IS를 목표로 추진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Wide 전자기파 빔 방식의 무선전력전송 제어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 제정 및 정보·전력 동시 송수신 기술의 2024년까지 CDV 승인 목표 개발 계획
·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IEC TC100에서

2024년까지 CDV 승인을 목표로 개발 계획

·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IEC/TC106/WG9/PT63184에서 차량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 (EMF)에 대한 평가방법과 규격 제정을 목표로 추진
·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WPC HI SWG의 Industry 소분과에서 60W∼500W급 중전력
무선전력전송 표준 v1.0 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계획
∼ 2026년

·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중출력, 대출력 제품에 대한 무선전력전송 효율츨정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 목표로 추진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IEC TC100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국제표준 등록(IS)을 목표로
추진
·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IEC TC100에서 IS
등록을 목표로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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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모바일 기기에서 무선전력전송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글로벌

산업표준기구(WPC, AFA)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활발하게 추진중. IoT 기기, 웨어러블 기기 원거리 무선충전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한국은
IEC TC100에서 세계 최초로 전자기파 빔 방식 무선전력전송의 국제표준화를 제안하여
개 발 진 행 중 임 . 또한, CJK 무선전력전송 회의에서 한·중·일간 무선전력전송 표준
방향을 결집하기 위한 합동 기술보고서 작성으로 표준화 경쟁력 강화 및 의사 결정권
확보 방안 마련. 차량용 무선전력전송 관련하여 차량용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기 술 및
제 어 기 술 국 제 표 준 화 주 도 권 확 보 를 위 해 IEC TC69 PT 61980을 기반으로
국제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ITU-R

SG1

WP1A/WP1B를

기반으로

차량용

무선전력전송 주파수에 대해 국내 기술(20㎑ 및 60㎑) 국제표준화 추진 완료되어 무선충전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을 WPC의 Qi 표준에 등록하여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편리한 무선충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는 부가서비스를 광고, 홍보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영향력이 큰 서비스 표준
확보 기대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KWPF)을 통해 중소기업의 표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파 저감, 규제 완화 등 기술지원 정책을 육성. 이를 통해서 국내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표준화 추진 중이며, 국내 포럼이나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관련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국제표준 기술에
대한 경쟁력 강화 기대. 또한, 차세대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화를 주도하여 관련 사업의
국내 기업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근거리/원거리 무선전력전송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휴대 기기의
배터리 레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 감소로 인한 IoT 기기의 휴대성 및 사용
자유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인프라 부분에서는 주방 가전, 전기자동차
무선 충전으로 전기선 없는 주방을 실현하여 전기 안전 확보 및 충전 인프라 보급의
가속화로 편의성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기대. 또한,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화를 통해 산업체에는 올바른 기술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무선전력전송 제품의 효율
성능과 제품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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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무선전력전송 Ver.2022 표준화항목 >
표준화 항목

표준화 내용

차량용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기술 및 제어 기술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요구사항

기술 표준

- 전기자동차 전자파인체보호 기준 기술 표준
- 전기자동차 EMI/EMC 평가기법 표준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ITU-R
SG1,
TC106/

⑤

O

⑤

O

⑥

O

⑥

X

⑥

X

③

O

⑤

O

CISPR B,
AWG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기술 및 제어 기술
- 스마트폰, 노트북 등 휴대기기에 대한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요구사항(∼30W)
전자기기용

- 가정/산업용 기기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요구사항(∼2.4kW)
․전동공구 등 산업기기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요구사항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200W)

WPC,
AFA

․전기자전거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요구사항(∼500W)
․주방가전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요구사항(～2.4kW)
- 무선전력전송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시험인증 기술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중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방법 기술
-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 Reference Point 요구사항
- 소출력(～50W)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방법

중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방법 기술
-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 Reference Point 요구사항
- 중출력(～200W)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방법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방법 기술
-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 Reference Point 요구사항
- 대출력(～2.4kW)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방법

공간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기술 및 제어 기술

IEC
TC100
TA15,
WPC
IEC
TC100
TA15,
WPC
IEC
TC100
TA15,
WPC
IEC

- 공간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요구사항

TC100

- 공간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참조모델

TA15

전자기파를 이용한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기술 및 제어
기술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제어 프로토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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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TC100
TA15,
JTC1

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Air Interface 기술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관리 프로토콜 기술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주파수 관리 기술 (물리 채널
점유 등)

SC6,
AFA

- 정보·전력 동시 송수신 기술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AGV/e-모빌리티
중대전력 자율무선충전
시스템 표준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송/수신에 필요한 사물 혹은

IEC

생체 검출 등의 안전성 확보 기술

TC100

- 인공지능을 활용한 FOD/LOD 센싱

TA15

무선충전이 200W ～ 2.4kW 급의 중대전력 무선충전으로
확대 및 e모빌리티/홈내 로봇 충전에 활용되는 기술

①

O

①

X

IEC
TC100,
WPC KI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전파응용-무선전력전송 소분과에서는 IEC, JTC1, ITU 등의
공식 표준화 기구와 WPC, AFA 등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 산업적 파급효과 및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항목 및 시장 수요에 따른 새로운
중점 표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
-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상용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시장 환경에서 국제적으로 이와 관련된 표준 선정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ITU-R SG1의 전기차 무선전력전송의 권고 주파수 개발(WP 1A) 및 주변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통신 서비스에 관한 간섭영향 연구(WP 1B), IEC TC69 WG7에서 전기차
무선전력전송의 급·집전 표준 기술개발(IEC 61980-2 & 61980-3), CISPR/B에서 전기차
무선전력전송의 EMC(전자파적합성) 평가방법 및 측정기준 기술개발 및 IEC TC106
WG9에서 전기차 무선전력전송의 EMF(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은 실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기술적 반영이 요구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스마트폰, 휴대용 디바이스 무선전력전송 기술표준을
시장에서 단일화한 글로벌 사실 표준화 기구 WPC는 ‘Qi’ 기술 표준(∼15W)을 기반으로 노트북
충전 표준으로 확장·업데이트 중. 금년 Household & Industry 분과를 신설하여 주방가전,
전기자전거, 로봇 등 가정용, 산업용 중대출력 분야의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개발이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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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중으로 신규 표준에 대한 국내 산업체의 핵심기술 확보와 선도적 표준반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글로벌 무선전력전송 기술 제품의 상용화와
단체 표준을 이끌고 있는 WPC와 본 분야 국제표준화 주도하고 IEC TC100에서는 최근
상호간의 정보 공유와 표준개발 협업(Liaison)을 통해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IEC TC100은 산하위원회인 TA15에서 표준
개발 중으로 현재 CD 단계에 진입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현재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무선충전 기능이 탑재되어 출시되고 있고, 테블릿 PC, 노트북 등으로 적용
제품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본 분야의 표준 개발 주도 및 국내외
시장 대응이 필요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위치정합이 요구되는 기존 무선전력전송 기술과 달리 충전공간
내에서 위치와 각도에 상관없이 무전전력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특히, ICT와의 만남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동자 전장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 IEC TC100에서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참조모델에 대한 표준 기술의
개발이 시작되었으므로 신규 무선전력전송 표준개발에 대한 국내 산업체의 핵심기술 확보와
선도적인 표준반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ITU-R 및 IEC에서는 전자기파(Radio Frequency) 방식의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Impact Study 및 기술 보고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
자기유도/자기공진 방식에는 해당 주파수가 국제적으로 분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전자기파 방식의 무선전력전송에는 주파수 확보 분배의 필요성이 2019년부터 제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술 연구 및 제안을 통해서 적극적인 주파수 분배 제기가 필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 표준안을 IEC TC100에 제안하여 개발하고 있기
있으며, 다가오는 IoT 시대의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서 원거리 무선전력전송의 중요성은
매우 커질 것이기 때문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무선전력전송의 안전성과
효율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사물 혹은 생체 검출 기술은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에서
필수적인 기술임. IEC TC100에서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보완하기 위한 비디오
보조형 검출 기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므로 신규 표준 개발에 대한 국내 의 핵심기술
확보와 선도적 표준반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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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Ver.2019의 중점 표준화 항목인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무선전력전송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신규로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항목을 추가
- Ver.2021(2020년)에서는 Ver.2020의 중점 표준화 항목인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무선전력전송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신규로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공간 무선전력전송 및 정보전력 동시
송수신 기술(WPCN) 항목을 추가
- Ver.2022(2021년)에서는 Ver.2021의 중점 표준화 항목인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신규로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항목을 추가
<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 Ver.2022 신규항목
Ver.2020

Ver.2021

Ver.2022

전기차(EV)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

정보·전력 동시 송수신(WPCN)
기술 표준*

-

무선전력전송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

무선충전플랫폼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

-

-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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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간 연계도

- (무선전력전송 기반 공공안전 ICT 서비스) 재해 감지 센서들은 산과 같이 넓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발생하는 불씨 혹은 발생 가능한 재해 등을 탐지해야 한다. 따라서 센서들은 인적이 드물며, 사람의
손이 닿기 힘든 곳에 위치하는 경우도 많아 전력공급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이용하면 잠자고 있는 센서들에 전력을 공급하여 동작 상태로 만들고 송신 단으로의 응답을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전선을 연결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필요가 없다.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실제 ZigBee 통신 같은 초저전력 통신 표준을 준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론상
수십 m까지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이 힘든 곳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들에 원거리 충전을
진행함으로써 한 위치에서 동시에 여러 센서들에 효율적으로 충전 및 통신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공공안전/재해 예방이 가능해 진다.
- (무선전력전송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스마트시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통신선이 없어진
것처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유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수많은 전자기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선 공급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리 자기유도, 자기공진, 전자기파 기술 표준을
이용하여 웨어러블 기기부터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로봇이 스스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무선충전인프라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과, IoT 등 각종 보안 센서들의
전원 공급을 위한 태양광, 유비쿼터스 하베스팅과 전자기파 방식의 IoT 시스템 구축 등의
무선전력전송 융합 기술 표준을 이용하여 스마트시티가 가능해 진다.
- (무선전력전송 기반 자율자동차 서비스) A씨는, 어제 퇴근 후 무선충전이 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자율자동차를 주차하고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충전이 완료된 자신의
차를 타자 전날 충전 중 일어났던 충전 시간, 충전 효율, 충전 후 배터리 상태 등 주요
정보를 안내를 받았고, 자신의 핸드폰, 스마트 시계 등은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제어 프로토콜
및 Air interface, 관리 프로토콜 등의 제어 기술을 통해 충전이 시작되었다. 차량내 콘솔박스와
글로브박스에 보관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은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통하여 충전되었다.
회사에 도착하여 무선충전이 되는 회사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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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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과기부, 혁신적인 전파활용으로 초연결 지능 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추진과제로 고밀도 에너지 집속, 재구성 빔 안테나, 원거리 무선전력전송
등 혁신 기술 확보를 통한 전파기반 산업의 활력 제고 제시 [2020.09]
- 과기부 국립전파연구원,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무선전력전송기기에 대한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측정 방법 개정 중 [2019.12]
- 과기부, WRC-19 이슈 9.1.6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국제 대응 [2019.10]
- 과기부, 10W 이상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장해방지기준/전자파장해방지 측정 방법 제정 [2018.6]
- 과기부, 출력이 200와트 이하인 가사용 무선전력전송기기에 대한 허가면제 [2015.3]
- 과기부, ITU-R/SG1 전기자동차용 무선충전 주파수 할당 [20 ㎑/60 ㎑] [2011.5]
- 과기부는 무선전력전송 산업활성화와 기술주도권 확보 등을 위해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19.1월)하였고, 혁신성장전략과제를 마련(‘20.11월)

미국

- 미 국방성(DoD)에서는 드론에 대한 고전력 협대역 신호원 대응기술 개발에 2,600만 달러를
책정하는 등, 고출력 전자파 신호원에 대한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 [2020]
- FCC는 공영 및 빌딩 주차장에 전기차 무선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2019]
-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와 DOE는 WPC와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 방법
제정 중 [2018]
- FCC에서 스마트폰 충전에 이용할 수 있는 와트업(WattUp)이 원거리 무선 충전기로는
최초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인증 부여[2018]
- FCC는 RF빔 방식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파간섭 등의 문제를 시험하기 위해, 모바일기기
충전용 실험적 국가 기반 과제 연구를 시작 [2016]

일본

- 2020년부터 3년간 집중투자로 생산성 혁명 등을 목표로 한‘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 `19.
12월)’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무선충전 주파수 대역의 효과적 이용 등을 강조함 [2020]
- 총무성에서는 RF 빔방식 무선전력전송의 법제도 수립을 진행 중이며, BWF에서는 상용화
및 국제 홍보 활동 강화 [2019]
- ARIB는 SAE J2954를 근거로 도요타와 닛산이 제안한 85㎑ 무선충전 전기자동차용
국가표준을 제정 [2019]
- 총무성에서는 모바일 및 전기차용 무선전력전송 기술기준 제정(총무성 고시 제70호)
[2016.3]
- 국토교통성은 전기자동차용 주파수 85㎑를 국제표준(ITU-R SG1)으로 진행하기 위한 활동
강화 [2016]
- 총무성은 ‘20.7월 RF 빔방식의 900㎒ 주파수간섭분석 연구보고서를 개발하고, 기술기준을 준비 중
-

유럽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오슬로에 전기차 택시용 무선충전 스테이션 설치 [2020]
프랑스에서는 주행 중 무선충전 고속도로 실증단지 구축 [2019]
영국 맨체스트에서 20㎑를 이용한 무선충전 전기버스 시범 운행 [2018]
유럽, RED(Essential requirements of article 3.2 of Directive 2014/53/EU) 정책/제도 하에
HS(Harmonized Standards) 제정 [2018]
- 독일, CE4A(Consumer Electronics for Automotive)에서 자동차 전자제어 유닛과 휴대 단말기
사이의 무선 충전 인터페이스 표준 주도 [2018]
- EU에서는 EN 303 417 V1.1.1 기술기준 개발을 통해 무선전력전송 규제 체계 수립 [2017]
- EU에서는 전기트램에 적용하는 주파수로 20/60㎑를 적극 지지하고 상용화 추진 [2019]

중국

- 국민경제·사회발전 14차 5개년 계획에 따른 인터넷강국 건설(인터넷+), 제조 강국(중국
제조 2025) 등 산업전략 구현을 위한 무선충전을 포함한 전파 관리 추진 [2020]
- 국가에너지국(NEA)에서는 4개의 무선전력전송 전기자동차 중국표준(GB)을 발표하여
2020.11.1.일부터 발효 [2020.5]
- 국가에너지국(NEA)에서는 무선충전 전기자동차용 충전소 및 고속도로 시범구가 설치 예정 [2020]
- 중국국가표준화위원회(SAC)는 85㎑ 전기차 무선충전 표준을 발표(‘20.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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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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무선충전 기술이 가장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응용분야이며,
매설된 급전 코일과 차량에 내장된 집전 코일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자기유도형 무선충전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화 중
- KAIST
· 전기자동차용 무선충전 시스템은 KAIST에서 기초기술을 개발하여 동원 올레브에서 2013년부터
세계 최초로 구미시에 대중교통으로 시범서비스를 수행하였으며, 산업부는 90% 수준의
충전효율을 갖는 전기승용차 무선충전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9년부터 현대자동차에 적용
- 현대자동차
· 미국 디트로이트 연구소에서 무선충전 전기승용차 개발 (2015. 10)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개발 차체를 옮겨와 자체 주행시험 및 충전시험 진행
· 시험 결과를 SAE J2954에 발표하며 85 ㎑ 주파수 사용에 동의
- ㈜그린파워
· 제주에서 개최된 국제전기차엑스포에 기아자동차의 “쏘울 EV”에 85 ㎑를 이용한 무선충전
전기자동차를 선보임 (2016. 05)
·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정부 과제로 25 ㎾ 충전 용량을 갖는 무선충전 전기승용차 급전 기술
개발
¡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2016년 WPC EPP 15W급 표준을 적용한 고속무선충전
스마트폰의 세계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2021년 Qi v1.3 탑재 차량용 무선충전기 최초 상용화로
스마트폰/휴대용 기기에 대한 무선전력전송 기술경쟁력 지속 확보 중
- 삼성전자
· 2017년부터 자사 제품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9W 고속무선충전 규격을 적용
· 2020년 삼성전자 고속무선충전 기술 탑재 시 시험인증 의무화(WPC PPDE)
- 엘지전자
· 2016년 15W급 표준탑재 스마트폰 세계최초 상용화, 2021년 Qi v1.3 표준 탑재 차량용 무선충전기
세계최초 상용화 성공
· 2020년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업체 ‘킥고잉’과 함께 부천시에 무선충전 주차시설 5곳 구축
- 셀프라스디자인센터
· 2018년, 15W급 고속무선충전 전력송신/전력수신 IC 성공, 2020년 국산 IC의 스마트폰 최초
상용화(영국 CAT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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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리퍼블릭
· 한국전력공사가 전남 고흥에서 진행하는 드론 무선충전 테스트베드에 무선충전 스테이션을
공급하였으며 로봇, 드론, 주방가전 등 전자기기에 대한 무선충전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2018년
본사에 무선전력전송 쇼룸 설치하여 마우스, 키보드 등 소형 전자제품부터 노트북, 전기밥솥,
TV 등 중·대형 전자제품에 개발 중인 자사 솔루션 전시
¡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탑재한 휴대폰, 테블릿 PC,
노트북, 이어폰 등 다양한 제품군은 시장에 출시되었으나, 표준화된 효율 측정을 위한 시험평가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제품의 객관적인 무선전력전송 효율이 확인 되지 않음. 따라서,
각 제사별로 자체적으로 정의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을
이용하여 무선전력전송 효율을 측정 중
- KTC
·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화를 위해 IEC TC100 산하 TA15에서 효율 측정방법
표준개발을 위한 별도 작업반(WG)이 구성되어 각국의 대표 전문가들과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음. 국제표준화 활동은 물론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개발 추진 중이며, 제품 출시 상용화가 되고 있는 소출력 분야를 우선 중점
대상으로 진행
¡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복수의 자기공진기를 이용하여 피 충전 단말의 위치와 방향에
상관없이 원활한 충전을 가능케 하는 기술과 RF를 이용하여 RF 빔포밍 등을 활용한 접근
기술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연구소와 대학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 중이며, 기업에서는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는 중
- ETRI
· 균일장을 아주 작은 영역에 구현하는 기술로 직경 9 cm E-Cup 구조에서 360도 균일한
효율과 충전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으며, 관련 기술을 CES 2017에 출품
- KAIST
· 24G RF 빔포밍 기술을 활용하여 10 m까지 충전 가능한 시제품 수준으로 2021년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효율은 RF-to-RF 효율만 20.9% 이내 수준으로 송수신 안테나 구조가 매우 큰
규모임(송신: 8*8 도파관배열 안테나, 수신:32*32 패치배열 안테나)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생활 반경에서의 ~m급 원거리 무선충전기술을 활용한
초저전력 IoT 시대를 위한 미래 기술로 손꼽히며, 국내에서는 학계나 연구소 중심으로 기술
개발 중이며, 기업에서는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는 중
- 삼성전자
· 2020년 2월, 미국 CES에서 벽면 콘센트에 꽂을 필요가 없는 진정한 무선 충전 TV 시연 계획을
언론에 보도. 해당 기술은 자기 공명 혹은 전자기파 전력 전송 기술로 추정되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원 공급 장치에서 최대 2미터 거리의 수신단에서 전류 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2020년 CES 취소로 공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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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프솔루션
· 언제, 어디서든 전원 케이블, 배터리 기기 등에 구속받지 않고 실시간 충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RF 증폭기와 안테나를 이용해 신호를 전달하는 Wi-Fi처럼 주파수를 이용해 전력을
9m 거리의 여러 대의 IoT 및 스마트 기기들을 동시에 충전하는 기술을 개발. 전자기파
기반의 원거리 무선충전기술 및 5G용 신개념 파워앰프 패키지 기술을 독자적으로 국내에서
개발 성공
- 경희대
· 3차원 RF 안테나를 이용한 전자기파 빔 방식 지능형 선택적 공간 무선전력전송을

통해

무선 전력 받을 곳과 회피할 곳을 인지하고 최적의 방향으로 전파 흐름을 합성하여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
- KETI
· 주변에 사용하지 않는 RF 신호(Ambient RF)를 하베스팅(수집) 하거나 ISM 밴드에서의
의도적인 RF 송출 전력을 수신하여 모바일 기기 및 스마트 센서를 충전하는 방식의 기술이
IoT 및 웨어러블 무선전력전송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여 활발하게 연구 진행 중이며, 국제
표준(IEC 62980, CDV 단계)으로 제안하여 개발 진행 중
· 높은 충전 효율을 유지하면서 전송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빔포밍 기술을 이용한 원거리
무 선 충 전 기 술을 연구 중이 며 , RF ISM 무선 주파 수 대 역 을 이 용 해 서 정 보전 력 을
동 시 에 송 수 신 하는 기술 을 신 규 국 제 표 준 으 로 2021년 4월 제 출 함
¡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소출력의 경우 WPC에서 진행하는
이물질/생체 검출 표준인 Q factor 열화, 유효전력 편차, 유도전압 편차, 임피던스 편차, 주파수
편차 방식으로 충분히 검출이 가능하나, 중출력의 경우 앞에 언급한 기술로는 그 변이 추이를
파악할 수 없어 광학 및 레이다 등 추가 기술접근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여러 국가에서 준비
중임
- ETRI
· CMOS 이미지 등을 활용하고 AI기술을 접목하여 빠르고 정확한 이물질/생체 검출기술을
개발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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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사업자 서비스 동향 >
사업자

주요 현황

삼성전자

- 2019년 6월, 향후 갤럭시 워치 및 핏 등의 웨어러블 기기에 15W급 무선전력전송
기능을 탑재할 것을 발표
- 2019년 5월, 자사의 럭셔리 브랜드 라인 제품인 갤럭시 S10에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추가하여 발매
- 2018년 5월, Massive IoT 시대를 대비하여 정보와 전력을 동시에 전송하는
“무선전력을 이용한 통신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
- 2015년 5월, 롯데백화점, 이철헤어커커, 탐앤탐스 등 프랜차이즈와 협업하여
200여 곳에 무선충전기를 설치하여 최초의 인프라 시범 서비스를 시도
- 2015년 1월, 5W～10W급 스마트폰 무선충전기능 모바일폰, 웨어러블 기기를
중심으로 제품 출시

LG전자

- 2021년 7월, 차량용 무선충전기 개발 및 Qi v1.3 표준 세계 최초 상용화
- 2021년 5월, 공유 킥보드 사업자 ‘킥고잉’과 무선충전 주차시설 설치
- 2019년 9월, LG 전자는 일본 HITACHI와 합작으로 고속 무선충전 패드 Charge
AI를 발매
- 2018년 9월, LG 전자는 LG 스마트 워치에 고속 무선전력전송 기능을 탑재할
것을 발표
- 2017년 11월, 15W급 무선충전 스마트폰 세계 최초 상용화
- 2015년 2월, 옵티머스 LTE2에 무선충전 기능 적용을 시작으로 옵티머스 G Pro,
G2, G3, G6, G6+, G워치, V30 등 주요 스마트폰에 무선충전 기능 지속 적용

현대, 기아
자동차

- 2020년, ‘21년형 자동차에 무선충전 옵션 장착하기 위해 WiTricity 기술을 적용 중
- 2016년 11월, 주요 자동차 제조사 생산모델(20여 개)의 차량 내부에 모바일 기기용
무선충전기 적용

스태틱

- 2019년 7월, 탈착식 초고속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를 발매

메델코리아

- 2019년 6월, 무선충전 일체형 인공와우 어음처리기를 발매

그리드위즈,
펜타시큐리티시
스템

- 2018년 10월, 별도 충전 인증 및 카드 결제가 필요 없는 자동차 충전 플랫폼
'플러그앤차지'를 출시

워프솔루션

- 2020년 4월, 무선주파수(RF: Radio Frequency) 대역의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전원
및 충전 케이블 없이 여러 개의 IT기기를 동시 충전할 수 있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를 출시
- 2020년 6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여 특정 주파수
대역(900 MHz)을 사용하도록 신청함

IN2POWER

- 전기차, AGV 등 스마트 Factory 분야에 적용 가능한 무선충전기술 제품 발매

42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영국은 2018년 20㎑를 이용한 100㎾급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전기버스를 공개했으며, 독일은 2018년부터 주요 도시의 트램에 상부가선을 대체할 기술로
적용하기 위해 20㎑를 이용한 250㎾급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개발 중. 일본은 토요타와 닛산을
중심으로 85㎑를 이용하여 7.7~11㎾급 무선전력전송 전기 승용차를 개발해 상용화를 진행
중이며, 향후 2021년 또는 2022년부터는 20㎑를 이용한 전기버스와 85㎑를 이용한 전기 승용차가
상용 출시될 것으로 전망
- 미국, Qualcomm
· 6.6㎾급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헤일로(HALO)를 2015년 5월 출시하였으나 2019년 WiTricity에
모든 기술을 매각하고 사업에 철수함
- 토요타, 혼다, 크라이슬러, GM, Google
· 글로벌 차량 제작사들은 차량 내(콘솔박스)에 모바일 기기용 무선충전기 이미 상용
보급하고 있으며, Google은 무선충전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진행 중
- BMW, AUDI, TOYOTA, NISSAN, WiTricity 등
· EMI/EMC 평가기법 및 규제값 개발 중
· CISPR B WG1 ADH 4(WPT)에서 EMI/EMC 평가기법 및 규제값 개발 중
· IEC TC69 WG7에서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급·집전 기술개발 중
¡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2016년부터 모바일 제품군에서는 WPC EPP 규격과
제조사 독자규격을 통한 고속무선충전 적용이 본격화되었으며, 주방가전, 로봇,전기자전거
등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적용되는 응용분야 확대를 위한 기술표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
- 미국, Apple
· 2018년부터 자사 모바일 제품에 무선충전 기능으로 WPC Qi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최신
모델에 맥세이프 기술을 활용한 독자 고속충전 규격으로 적용
- 미국, WiBotic
· 2017년 드론, 로봇 충전이 가능한 100W급 무선충전패드를 개발하여 드론과 로봇 무선충전
솔루션을 제공 중
- 네덜란드, 필립스
· GE, E.G.O, 보쉬 등 여러 글로벌 기업과 함께 코드리스 주방을 위한 무선전력전송 기술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 중
¡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관련 기술개발은
국제표준화 기구인 IEC와 사실상 표준화 기구인 WPC에서 각각 진행 중에 있고, 효율측정방법
기술개발에 대해 상호 협력 중
- 한국, 삼성전자
· 자사 제품을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을 위한 표준 리시버로 정의하여 효율측정방법 기술개발을
희망
- 미국, Apple
· 삼성전자와 더불어 자사 제품을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을 위한 표준 리시버로 정의하여
효율측정방법 기술개발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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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균일장 혹은 균일 자기장 생성 기술은 충전영역에서 자기장을
균일하게 분포하게 하여, 충전 위치 혹은 거리의 변화에도 일정한 충전 효율을 유지하여 무선
충전의 자유도를 확장하여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무선충전 기술을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적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 2018년 이후부터 많은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 개발 중
- 일본, 모토로라
· ‘21년 1월 '공간 무선 충전' 기술이 담긴 영상을 공개, 모토로라 엣지, 모토로라 엣지 플러스로
추정되는 스마트폰은 원격 무선 충전기와 각각 80cm, 100cm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24GHz이용하여 충전
- 중국, Beijing University
· 2개의 송신 코일을 사용하면서 코일 피치의 간격을 조정하여 비교적 균일한 자기장을
생성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소개함
- 미국, MIT
· 2014년에 이동통신의 MIMO 개념을 도입하여 자기장 빔포밍을 시도한 Mag MIMO(Magnetic
MIMO)기술을 발표하였고, 자기장 빔포밍 기술을 적용하여 수신기의 위치를 추적하여 최적 전력
전송이 가능하고, 최대 40cm 거리에서 스마트폰 무선충전이 가능한 기술개발 중
- 중국, 샤오미
· 2021년 2월 샤오미가 5m 이내 범위에서 무선 충전이 가능한 Mi Air Charge 기술의 데모를
공개, 5개의 위상 간섭 안테나와 비콘 안테나가 탑재된 스마트폰으로 서로의 위치를 감지
충전기에 달린 144개의 안테나가 위상 제어 어레이에서 빔 포밍으로 스마트폰에 밀리미터 신호를
전송, 스마트폰은 개의 수신 안테나로 신호를 받아 전기 에너지로 전환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파 공진 기반 전력전송은 자기유도·자기공진과 더불어
무선전력 전송 기술의 하나로, 통신을 하면서 충전할 수 있어 배터리 수명 등 IoT, 통신 기기의
한계를 극복해줄 것으로 전망임. 해당 기술은 현재 AFA에서 차세대 기술로 고려하여 전자
기파 무선전력전송 표준화를 주도 중. 또한,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2019년부터
Energeous에서 전자기파를 이용한 근거리장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해 112개국으로부터 전자
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출력 규제 승인을 받는 등 시장 형성을 주도 중
- 미국, Energous
· 무선 전력 송수신을 통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와트업 RF(WattUp RF)’라고 불리는 기술을
개발(2017년

기준

3피트,

최대

12개

수신기

동시

충전

가능)하고,

2017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인증 획득(FCC Part 18). Energeous는 당사의 기술을 산업계
defacto 표준 단체인 AFA에서 “AirFuel RF“라 칭하며, 차세대 표준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중
- 미국, Ossia
· COTA는 9m 거리에서 8W를 송신, 1W를 무선전력을 전송, 비콘 신호를 이용해서 주변 물체를
인식하고 회피하는 장거리 무선전력 전송 Cota 기술을 개발하여 시연. Cota 시스템은
2.4GHz의 무선대역대를 이용해 충전기에서 무선충전 수신 칩이 부착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에 최대 1W의 전력을 충전 가능
- 미국, Texas University
· Retro-Reflective 빔 포밍을 기반으로 하는 저전력 모바일 기기에 무선 전력을 전달하는 실험적
연구(송신기에서 전송된 1W 전력 중 14mW는 수신기로 50cm 떨어진 곳에서 수신)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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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 수 uW의 파워만으로 통화가 가능한 Battery- free 핸드폰을 개발. 이 핸드폰은 에너지 하베스팅과
통화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에너지 하베스팅은 RF signal과 ambient light를 통해 획득
- 협회, RF Energy Alliance(RFEA)
· 2014년 9월 E.G.O, Whirlpool, Panasonic 등의 협의 아래 창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RF
반도체를 이용하여 제어 가능한 고효율의 열원, 광원 및 RF 전파에서 전력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 중
- 중국, 샤오미
· 2021년 1월 에어 차지를 출시 계획 발표, 본 제품은 5개의 위상 간섭 안테나로 핸드폰의 위치를
파악하고 144개 안테나로 만들어진 위상 제어 어레이가 전력을 전송하여 이 신호가 5w의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어 2m 내의 제품을 충전함
¡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기존 소출력에 이용되는 기술인
이물질/생체 검출기술인 Q factor 열화, 유효전력 편차, 유도전압 편차, 임피던스 편차, 주파수
편차 방식으로 충분히 검출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검출방법을 연구중에 있음
- ‘21년 현재 WPC는 스마트폰 무선충전 및 송신기의 표준을 주도하는 산업표준화 기구로서, 로봇,
드론, 가전 등에 대한 중출력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 여기서도 FOD, MOD, LOD 문제를 다루고
있음
- 이물질은 크기, 모양 및 위치와 같은 속성이 서로 다른 FOD 연구의 성능을 공정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FOD 방법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보편적인 표준화된 특정 테스트 시나리오가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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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주요 사업자 서비스 동향 >
사업자

주요 현황

ATL

- 2018년 12월, 중국 ATL이 삼성전자 신형 웨어러블 기기에 무선충전 수신 기능이
탑재된 배터리 양산을 시작

Energous

- 2019년 5월, 900㎒ RFID/USN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으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간섭 등의 이유로 반려

Ossia

- 2018년 2월, CES 2018에 송신기(Cota Tile)와 수신기(AA 혹은 AAA 배터리) 출품
- 2017년 1월, Ossia는 CES 2017에서 30ft 범위 내에서 전자 기기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천장 패널형 무선충전 시스템을 발표

ST
Microelectronics

- 2018년 9월,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T Microelectronics)가 다중 충전 코일을
제어할 수 있는 STWBC-MC 15W 무선 배터리 충전 송신기를 출시

Apple

- 2019년 1월, 멀티무선충전패드 에어파워(Air Power)와 에어팟(AirPod) 신제품 컨셉
발표. 에어파워는 아이폰과 에어팟2, 애플워치를 하나의 충전 거치대에서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제품
- 2018년 7월, 아이폰 XS, 6.5인치 플러스 모델 및 6.1 인치 아이폰 X 등에 고속
무선충전 기능 탑재 발표

에어차지

- 2015년 6월, 맥도날드, 커피숍, 등 유럽 전역 4,000여 군데 이상의 장소에
무선충전기를 설치하고, 앱을 통한 위치 확인 및 충전 시 커피 무료 서비스 등을
제공

샤오미

- 2021년 1월,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2m 거리의 제품을 5W로 충전하는 에어 차지
제품 생산 계획을 발표
- 2019년 12월, 4,000 mAh 배터리를 20분 만에 57% 충전, 40분 내에 완전히 충전이
가능한 40W급 무선충전 패드를 발매
- 샤오미 등 급속 스마트폰 무선충전기술 소개(digitaltoday, ‘21. 06. 01)

비보

- 2019년 12월, 2,000 mAh 배터리를 20분 안에 충전가능한 60W급 무선충전 패드를
발매

WPC

- 2021년 4월 기준 WPC(Qi) 인증제품은 총 7414개이며, 그 중에서 BPP 인증
제품은 6378개이고 EPP 인증제품은 1036개로 세계적으로 서비스/상품화 되고
있음
- 로봇, 드론, 가전 등에 대한 중출력 표준을 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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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전파응용 분야 4개의 소분과 기술(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들을
대상으로 함
- (분석 대상 및 범위) Keywert 특허검색 DB를 이용하여, 한미일, 유럽, 국제(PCT)에 출원/공개(등록)된
특허들을 대상으로,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 2001.01.01. 이후 출원된 14,145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1년 3월까지 공개된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를 분석대상으로 한 본 IPR
분석에서는 미공개 데이터가 존재하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출원된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들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따라서 본 IPR 현황부에서 분석된 특허들은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별 기술에 대한 최신의 특허 데이터가 아님
< 전파응용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DB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기술 관련 핵심 키
워드들의 유사/동의어 조합을 통해 검색식 작성
< 전파응용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무선전력전송,
WPT(wireless power
transfer), WPCN, Wireless

무선전력전송

Power Communication

ti:((무선전력* ((무선* wireless*) a/1 (전력*

Network, Wireless

power*) and (전송* 송신* transfer* 통신*

Charging, RF WPT,

communicat*)) WPT* WPC* 무선충전* "무선

Beamforming WPT,

충전" (wireless* a/1 charg*))) and ipc:(h02j*

Massive MIMO WPT,

h02m*)

Retro WPT,
Distributed-Cooperative
W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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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수중통신, 수중음파통신,
수중네트워크, Underwater,

((수중* underwater* 수중음파* underwater*

IoUT(Internet of

a/1 acoustic*) a/1 (사물인터넷* 사물* a/1

Underwater Things),

수중통신

인터넷* 통신* 네트워* 네트웍*

IoUS(Internet of

communication* network*) internet* a/1

Underwater Services),

underwater* UWANS* ((underwater*) a/1

UWASN(UnderWater

(acoustic*) a/1 sensor*))

Acoustic Sensor Network)
1. ti:((위성* satellite* (integrated* hybrid*
cooperative*) n/1 (satellite* terrestrial*)
(위성* satellite*) n/1 (지상* 4G* 5G* LTE*
엘티이* Long a/1 Term a/1 Evolution OFDM*
직교주파수* 직교* a/1 주파수*) 위성지상*
위성/지상* 지상위성* 지상/위성*) and (지상*
이동* 셀룰러* 셀룰라* terrestrial* mobile*
cellular* 통신* 네트워크* 네트워킹*
communicat* network*)) and (주파수재사용*
주파수* a/1 재사용* (frequency*) a/1 (reuse*
share* sharing*) CoMP (cooperative*
advanced*) a/1 (multipoint* multi?point*
multiple a/1 point MIMO* multi-input a/1
multi-output multi a/1 input a/1 multi a/1
output) 다이버시티* 다이버서티* diversity*
(beamform* beam-form* 빔포밍* (빔) a/1
위성통신

위성통신, 위성/지상 연동,
심우주, 위성항법, GNSS

(포밍 형성 성형) 빔형성* 빔성형*) (간섭*
인터피어런*) n/1 (제어* 완화* 제거* 정렬*
저감* 관리* 평가*) (전력* 파워*) n/1 (제어*
컨트* 콘트* 관리*) 핸드오프* 핸드 a/1 오프
핸드오버* 핸드 a/1 오버 (자원* 리소스*) a/1
(관리* 할당*) (interference*) n/1 (align*
cancel* coordinat* mitigat* reduc* manag*
evaluat*) (power*) n/1 (control* manag*)
handover* handoff* hand a/1 over hand a/1
off (resource*) a/1 (align* assign* allocat*
manag*) 랜덤액세스* 랜덤엑세스* 랜덤 a/1
액세스 랜덤 a/1 엑세스 임의접속* 임의 a/1
접속 random a/1 access 왕복지연* 왕복 a/1
지연 round a/1 trip a/1 delay 시공간부호*
시공간 a/1 부호 STC* space a/1 time a/1
cod* channel a/1 compensation hierarchical
a/1 modulation 채널보상* 채널 a/1 보상
계층변조* 계층 a/1 변조 계층적변조* 계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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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a/1 변조 지상보조망* 지상 a/1 보조망 CGC*
ATC* complementary a/1 ground a/1
component ancillary a/1 terrestrial a/1
component) and ipc:(h04b* h04q* h04w*
h04l* h04j* b64g* g04r* g01s* h04h*)
2. ((광대역* 브로드밴드* 와이드밴드*
broadband* wideband*) a/1 (위성*
satellite*) DVB-RCS* (DVB* digital a/1
video) a/1 (return a/1 channel) VSAT* very
a/1 small a/1 aperture a/1 terminal physical
a/1 layer a/1 network a/1 coding full a/1
duplex a/1 wireless DVB-S2* (DVB* digital
a/1 video) a/1 (satellite*) PCMA paired a/1
carrier a/1 multiple a/1 access) and (다중빔*
다중 a/1 빔 multi* a/1 beam* multi-beam*
multibeam*)
3. ((심우주* 심 a/1 우주 우주* 행성*) a/1
(통신* 네트워크*) ab:((deep a/1 space
interplanetary*) a/1 (communication*
network* transmission*) interplanetary a/1
network space a/1 internet interplanetary a/1
internet (Delay* Disruption*) a/1 (tolerant a/1
network) bundle a/1 protocol CCSDS*
proximity-1* space a/1 data a/1 system
Custody a/1 transfer intermittent a/1
connectivity Opportunistic a/1 connectivity)
ti:((deep a/1 space lunar*) a/1
(communication* network* transmission*)
interplanetary a/1 network space a/1 internet
interplanetary a/1 internet (Delay* Disruption*)
a/1 (tolerant a/1 network) bundle a/1 protocol
CCSDS* proximity-1* space a/1 data a/1
system Custody a/1 transfer intermittent a/1
connectivity Opportunistic a/1 connectivity)
long* a/1 haul* licklider a/1 transmission a/1
protocol LTP*)
4. ab:((실내외* 실내/실외* 실외/실내*
outdoor* indoor* indoor/outdoor*) and (측위*
위성항법* 위성 a/1 항법 포지셔닝* 포지션*
위치* position* locat* GNSS* navigat*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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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a/1 navigation RNSS* radio a/1 navigation a/1
satellite satellite* 위성* GPS* global a/1
positioning pseudolite* pseud-satellite*
pseud a/1 satellite 의사위성* 의사 a/1 위성
지피에스* 쥐피에스*)) and (GPS* GNSS*
seamless a/1 satellite satellite* radio a/1
navigation a/1 satellite global a/1 positioning
위성* 지피에스* 쥐피에스* 위치* 포지션*
포지셔닝*)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파환경

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전자파,
적합성, 노출, 테스트,
시험, 평가, 간섭, 측정,
방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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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 EMI* EMS* EMP* EMF* 이엠피*
이엠씨* 이엠시* 이엠에스* 이엠아이*
이엠에프* (electromagnetic*
electro-magnetic* electro a/1 magnetic) a/1
(compatibility* interference* susceptibility*
pulse* field*)) and ((전자파*
electromagnetic* electro-magnetic* electro
a/1 magnetic) n/1 (적합* 노출* 테스트* 시험
expos* test* 측정* 평가* measur* evaluat*
방호* 보호* protect*))

¡ 전파응용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전파응용 분야 전체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에 매우 많은
특허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최근까지 국내외 출원인들의 특허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전파응용 분야 특허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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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응용 분야 특허출원에서, 미국특허(공개 및 등록특허 포함) 및 한국특허(공개 및 등록특허
포함)가 각각 4,887건(35%), 3,738건(26%)으로 많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KR), 미국(US)은 2019년도에 가장 높은 특허 출원량을
보였으며, 일본(JP), 유럽(EP), 국제(WO)는 2018년도에 가장 높은 특허 출원량을 보임
- 특히, 2018년, 2019년에 한미일, 유럽, PCT 특허 출원량이 급증한 것은 무선전력전송 기술과
위성통신 기술 관련 신규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임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소분과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합계

2001

2

8

76

15

101

2002

4

13

81

11

109

2003

7

3

53

10

73

2004

16

6

61

13

96

2005

8

18

63

8

97

2006

6

18

91

28

143

2007

14

11

78

13

116

2008

34

25

85

8

152

2009

138

19

87

8

252

2010

224

21

65

19

329

2011

430

30

79

18

557

2012

590

40

104

13

747

2013

858

28

130

11

1,027

2014

837

25

147

16

1,025

2015

1,041

21

112

15

1,189

2016

1,023

35

32

19

1,109

2017

901

27

40

10

978

2018

2,131

70

295

54

2,550

2019

1,694

54

644

24

2,416

2020

638

16

403

12

1,069

2021

10

0

0

0

10

합계

10,606

488

2,726

325

14,145

출원연도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 중,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10,606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위성통신 기술과 수중통신 기술, 전자파환경 기술이 각각 2,726건,
488건, 325건의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위성통신 기술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에는 2015년 대비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 특허출원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 가장 높은 출원량을 보임
- 수중통신과 전자파환경 기술은 2018년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출원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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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구간별 특허출원 현황 >
구간A

구간B

구간C

(2011년~2013년)

(2014년~2016년)

(2017년~2019년)

무선전력전송

1,878

2,901

4,726

수중통신

98

81

151

위성통신

313

291

979

전자파환경

42

50

88

특허분석 항목

-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구간C(2017년~2019년)에서 구간B(2014년~2016년) 대비 신규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수중통신, 전자파환경 기술은 최근 구간C(2017년~2019년)에서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위성통신 기술은 구간C(2017년~2019년)에서 구간A,B 대비 매우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진 것으로 파악됨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특허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소분과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합계

한국특허(KR)

3,271

107

307

53

3,738

미국특허(US)

3,420

175

1,170

122

4,887

일본특허(JP)

1,229

68

225

46

1,568

유럽특허(EP)

774

31

349

18

1,172

국제특허(WO)

1,912

107

675

86

2,780

합계

10,606

488

2,726

325

14,145

특허발행국

- 소분과 기술에 대한 특허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기술 모두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음
- 특히,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타 소분과 기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특허출원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이 분야가 국제표준과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위성통신과 전자파환경은 특허 발행국 미국 다음으로 PCT 국제(WO) 출원이 많이 진행
되었고, 수중통신은 한국에서 출원이 많이 진행됨
- 전반적으로 전파응용 분야는 특허 발행국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신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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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 >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LG INNOTEK
CO. LTD

476

한국해양연구원

14

ETRI

73

주식회사
유라코퍼레이션

7

SAMSUNG
ELECTRONICS

411

강릉원주대학교

13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19

주식회사
이레테크

6

LG
ELECTRONICS

206

호서대학교

8

한화시스템

12

ETRI

5

SAMSUNG
ELECTRO-ME
CHANICS

145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8

QUALCOMM

11

재단법인
자동차융합
기술원

3

Hyundai Motor
Company

97

주식회사
에스에스엘

4

서울대학교

10

SAMSUNG
ELECTRONICS

3

9

FLEXTRONICS
ODM
LUXEMBOURG
S.A.

2

QUALCOMM

87

국방과학연구소

4

SAMSUNG
ELECTRONICS

ETRI

62

목포대학교

4

국방과학연구소

4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2

KAIST

62

KETI

3

주식회사
케이티

4

주식회사
이엠시스

2

HANRIM
POSTECH
CO., LTD.

59

국민대학교

3

MITSUBISHI
ELECTRIC

4

국방과학연구소

2

KETI,
AMOSENSE
CO., LTD.

58

한국해양대학교

3

KETI

4

금오공과대학교

2

- 특허 발행국 한국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기업은 엘지이노텍으로
나타났으며, 2위, 3위로 삼성전자, 엘지전자로 파악됨. 특히, 국내 중소기업으로 한림포스텍과
아모센스가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되어, 본 기술 분야는 국내 중소기업에서도 관련
연구개발과 함께 상당한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국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QUALCOMM이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수중통신 분야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가장 많은 출원을 진행하였으며, 다음으로 강릉원주대학교,
호서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파악됨. 상위 다출원인에는 대부분 출연연과 학계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어, 국내의 수중통신 분야는 학연에서 다양한 연구개발과 함께 특허출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위성통신 분야에서는 ETRI가 가장 많은 출원을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한국항공우주시스템,
한화시스템, QUALCOMM으로 나타남. 특히, 국내 위성통신 분야 상위 다출원 기업으로는
일본 MITSUBISHI ELECTRIC도 포함됨
- 타 소분과 기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량이 적은 전자파환경 분야에서는 유라코퍼레이션,
이레테크, ETRI 순으로 상위 다출원인이 파악됨. 국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스위스 FLEXTRONICS
ODM LUXEMBOURG S.A.사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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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 >
무선전력전송
출원인

수중통신

출원인

550

WFS
Technologies
Ltd.

426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LG
ELECTRONICS

292

THE BOEING
COMPANY

10

QUALCOMM

80

LG INNOTEK
CO. LTD

283

Wireless
Fibre
Systems

8

ETRI

69

APPLE

250

InCube Labs,
LLC

7

MITSUBISHI
ELECTRIC

66

PANASONIC

197

7

VIASAT, INC.

64

TDK

195

7

THALES

54

SONY

6

INTEL

180

7

THE BOEING
COMPANY

52

AIRBUS

6

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Corp.,Ltd

125

NEC

7

HUAWEI

50

TAIYO
YUDEN CO
LTD

5

102

TANGSHAN
ZHAO LAN
MARINE
TECHNOLOGY
CO., LTD.

6

GILAT
SATELLITE
NETWORKS

39

MITSUBISHI
ELECTRIC

5

QUALCOMM

HUAWEI

출원인

전자파환경

출원량

SAMSUNG
ELECTRONICS

출원량

위성통신

Ceebus
Technologies,
LLC
WOODS
HOLE
OCEANOGRA
PHIC
QinetiQ
Limited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45

HUGHES
NETWORK
SYSTEMS

177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14

14

ATC
TECHNOLOGIES

85

NEC

8

DELL
PRODUCTS,
LP
EXXONMOBIL
UPSTREAM
RESEARCH
COMPANY
SCHLUMBERGER
TECHNOLOGY
CORPORATION
CARBO
Ceramics
Inc.

8

8

7

6

- 특허 발행국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 삼성전자로 나타남. 특히, 무선전력전송 다출원 상위 기업
1위 삼성전자는 2020년 분석결과(395건) 대비 금년도에는 550건으로 나타나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대한 국외출원을 매우 많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국내 엘지전자, 엘지이노텍도
무선전력전송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 HUAWEI는 금년도 분석결과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 신규 상위 다출원 기업으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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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통신 분야는 타 상위 다출원 기업 대비 영국 WFS Technologies Ltd.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미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The Boeing Company로 나타남. 수중통신 분야에서는 영국과 미국 국적의
기업들이 특허출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 NEC와 중국 TANGSHAN ZHAO LAN MARINE TECHNOLOGY CO., LTD.가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위성통신 분야의 다출원 기업으로는 미국 HUGHES NETWORKS SYSTEMS, 미국 ATC
TECHNOLOGIES, 미국 QUALCOMM, 한국 ETRI 순으로 나타남. 위성통신 분야는 대부분 미국
국적 출원인들이 특허출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MITSUBISHI
ELECTRIC, 프랑스 THALES, 중국 HUAWEI, 이스라엘 GILAT SATELLITE NETWORKS도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전자파환경 분야는 미국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일본 NEC, 미국 DELL
PRODUCTS LP, EXXONMOBIL UPSTREAM RESEARCH COMPANY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미국과 일본 국적 기업들이 상위 다출원 기업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으며, 프랑스 AIRBUS도 포함됨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전파응용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에서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 특허 기반의 표준 및 시장 선점을 위해 특허출원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특히 무선전력전송 분야에서는 국내 대기업 삼성전자, 엘지이노텍,
엘지전자, 삼성전기,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아모센스, 한림포스텍 등에서도 활발한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근 미국 APPLE, 일본 TDK, PANASONIC, 중국
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HUAWEI가 무선전력전송 분야 신규출원을
매우 많이 진행한 것으로 분석됨. 다음으로 수중통신, 전자파환경 분야의 한국 국적 출원인들은
자국 내 출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해외시장을 고려한 특허 출원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위성통신 분야는 2016년과 2017년에 2015년 대비 특허출원량이 매우 많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신규출원이 매우 폭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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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5.3%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국제
(공식)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TC69

(WG7-Electric vehicle wireless power transfer(WPT) systems)
- 전기자동차 WPT 충전인프라 표준화 개발을 진행 중(IEC 61980)
- 자기장 무선충전 시스템과의 충전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CDV 진행 중(IEC 61980-3)
- Part 3 General Specification 분야 표준 개발 CDV 단계 진행 중

TC100

(TA15-Wireless Power Transfer)
- 2021년, 정보⋅전력 동시 송수신 기술 국제 표준 NP 제출
- 2020년, 지향성 전자기파 WPT 제어 기술의 국제 기술 표준 NP 부결
(IEC PWN 100-3436)
- 2021년, 무선충전 효율 측정 방법 국제표준화 WD 통과(IEC 63288)
- 2020년, 무선충전 효율 측정 방법 표준개발 작업반(Working Group) 개설
(IEC TC100/TA15/WG2)2020년, 지향성 전자기파 WPT 제어 기술의 국제
기술 표준 NP 제출 (IEC PWN 100-3436)
- 2021년,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논의 시작
- 2021년, “복수 자기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전력전송 제 2부 참조모델”
CD 통과(IEC 63245-2)
- 2021년, “복수 자기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전력전송 제 1부 요구사항” 발간
(IEC 63245-1)
- 2020년,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보고서(IEC 63239) 발간
- 2020년, 무선충전 효율 측정 방법 국제표준화 NP 통과(IEC 63288)
- 2020년, “복수 자기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전력전송 제 2부 참조모델”
NP 통과(IEC 63245-2)
- 2020년, “복수 자기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전력전송 제 1부 요구사항”
CDV 통과(IEC 63245-1)
- 2019년,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에너지 효율” 기술보고서(IEC TR 63231) 발간
- 2019년, 무선전력전송 공유 기술인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동시 지원 기술
(D2DWC)”의 국제 표준안 채택(IEC 63254, 현재 CD 단계)
- 2019년, 1월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보고서 프로젝트 채택 및 초안
회람(IEC 63239, 현재 제정 완료)
- 2018년, 전방위성 전자기파 기반의 WPT 제어 기술의 국제 표준안(IEC
62980, 현재 CDV 단계)
- 2018년, 전자기파 기반의 WPT 제어 기술의 국제 표준안 채택
- 2017년,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 방법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 팀
PT 63231 공식 개설
- 자기공진 방식의 다수기기 무선전력전송 관리 프로토콜 및 다수 충전기
관리 프로토콜 국제표준 제정 완료

TC106

(WG9-Addressing methods for assessment of Wireless Power Transfer
(WPT) related to human exposures to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
magnetic fields)
- 2020년, 11월 PT63184 문서에 대한 CDV 진행 예정
- 2019년, 대출력 무선충전 전기자동차(전기버스)의 EMF(전자파인체보호
기준) 측정방법을 기고함(CD 단계)
- 2019년, IEC TC100, CISPR/B, ITU-R/SG1과 함께 무선전력전송의 EMF
(전자파인체보호기준) 관련 기술보고서 개발 중

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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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 2018년, 무선충전 전기자동차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TC 106)에 대한 평가
방법을 WG9에서 개발 시작(PT63184)

JTC1

SC6

(WG1-PHY and MAC layer)
- 2020년, IoT 기기에의 RF 웨이크업 기술의 기술 표준 NP 제출(WPCN)
(ISO/IEC PWI 5095)
- 2016년, 자기장통신 릴레이 프로토콜 및 보안 프로토콜 국제 표준 제정
- 2015년, 자기장통신 기반 무선전력전송 제어 프로토콜 국제 표준 제정
- 2011년, 자기장통신 PHY 및 MAC 프로토콜 국제 표준 제정

WG1

(ADH 4) WPT
- 2021년 6월 CD 기간 연장을 위해 쟁점 내용을 5개의 Fragments로 나누어 쟁점
사항이 없는 부분만 우선 CDV를 진행하여 ADG 4를 연장하기로 함
- 2020년 5월, 2차 CDV 투표 결과 2차도 Fail
- 2019년 11월, 2차 CD 문서 개발 (주파수별 규제값 재설정)

WG7

WG7 NP 승인
-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및 in-situ 평가기법 개정에 대한 WG 승인
-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 (공동)의장국 수임
-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및 in-situ 평가기법 개정 초안 문서 개발
- in-situ 평가기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Defined-site 평가기법과 CE
측정기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

SG1

(WP1A-Spectrum engineering techniques, WP1B-Spectrum management
methodologies and economic strategies)
- 2021년 우리나라는 60 ㎑ 인접 대역의 전파시보에 대한 BER(Bit Error Rate)
간섭 영향을 SM.2451-0에 반영하여 채택됨 (이를 근거로 55-57/63-65 ㎑로
쪼개진 60 ㎑ 대역을 통합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움)
- 2020년 ITU-R Recommendation SM.2110-1 문서의 권고 주파수를 기준으로
인접 대역 방송·통신 서비스 간섭영향 연구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내용을
추가하여 개발하기로 하고 SM.2451-0으로 문서 승인함
- 2019년 6월 ITU-R SG1 회의에서 SM.2110-1 문서로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주파수를 최종적으로 권고
Power
Frequency
Categories
WPT Applications
Level
band
19-25㎑
Specific heavy-duty
High Power
More than
55-57㎑
electric
vehicles(e.g.
WPT-EV
22㎾
Bus, Tram, Truck)
63-65㎑
Medium Power
Less than
Generic light-duty
79-90㎑
WPT-EV
22㎾
electric vehicles
- 2018년, “WORKING DOCUMENT TOWARDS DRAFT CPM TEXT on
WRC-19 Agenda item 9.1, Issue 9.1.6” TR 개발 중
- 2018년, “Methodology for spectrum management of WPT” TR 개발 중
- 2017년, 기술보고서 개정, 적합 주파수 대역(6.78㎒) 권고 개발 완료
- 2012년, 무선충전 주파수 및 기술기준에 대한 연구과제 채택

AWG

- 2021년, AWG WPT WG에서 이동형 로봇에 대한 무선충전 기술보고서
작업 프로젝트를 신설함
- 2021년 일본은 APT 타 국가에서 20/60 ㎑를 쓴다면 ITU-R의 권고주파수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며, 우리나라는 즉각 질의서(Questionnaires)를 만들어
회람하자고 제안함
- 2020년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ITU-R Recommendation SM.2110-1
문서의 권고 주파수를 따라야 하며, 독일, 영국, 중국 등이 이미 연구 개발하고
있으므로 한국만 이용한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음을 제시함
- 2019년 일본은 AWG/TF-WPT에서 ITU-R의 권고주파수를 무시하고

CISPR/
B

ITU-R

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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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APT에서는 85 ㎑만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국 외에는 20/60 ㎑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
- 2018년, Apple에서 100-300㎑에 대한 주파수 권고(안) 제안(AWG 23)
- 2017년, 무선전력전송 기술 및 규제 현황 보고서 제정, 적합 주파수 대역
권고 개발 중(AWG 23)
- 2015년, 무선전력전송 기술 및 규제 현황 보고서 제정, 적합 주파수 대역
권고 개발 중

WPC

- 2021년, ‘21년 12월을 목표로 2.4 kW급의 생활가전 충전 실질적 표준인
KI 1.0을 발표할 예정이며, 대전력 생활가전기기 충전을 목표로 개발 중
- 2021년, Qi v1.3.1 발표, Household & Industry 분과를 신설하여 중대출력
응용분야별 세부표준 개발 진행 중
- 2021년, Authentication을 추가 및 프로토콜 시험평가 강화된 Qi v1.3을 발표
- 2020년, Qi v1.3을 발표할 예정이며, 중전력 산업기기와 노트북, 생활가전
분과가 독일 보쉬를 위주로 활발히 표준 개발 중
- 2019년, MLTF(중전력) 분과 신설 및 노트북용 표준 개발 진행 중
- 2018년, 15W 전력 전송 및 FOD 보강하여 Qi v1.2.4를 발표
- 2017년부터 EPA, DoE와 협업하여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 방법에 대한
조사와 시험을 진행 중
- 2016년, 60-200W 중전력 표준 개발을 위한 MPWG 신설
- 2016년, 가전기기를 위한 중전력 무선전력전송 규격인 Qi v1.2 발표
- 2014년, FOD, 열화 완화 등을 추가한 Qi v1.1 발표
- 2010년, 자기유도 방식 표준 Qi v1.0 발표(5W급 소전력)

AFA

-

국제
(사실)

TTA

국내

PG909

2020년,
2018년,
2015년,
2014년,
2012년,

전자기파 방식의 무선전력전송 표준 “AirFeul RF” 프로젝트 신설
전자기파 방식의 무선전력전송이 포함된 v1.4 개발 중
A4WP와 PMA가 합병하여 AFA 설립
중전력 무선전력전송 규격인 v1.3 발표
자기공진 방식의 산업 규격인 BSS v1.2 발표

(스마트 전력전송) 2009년부터 자기유도, 자기공진, 초음파 및 전자기파
방식을 이용한 무선전력전송 관련 단체표준 제정
- 2020년, 정보·전력 동시 송수신(WPCN) 기술 표준안 제정
- 2020년, IoT 기기에의 RF 웨이크업 기술 기술 표준안 개정 (WPCN)
- 2020년,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보고서 제정
- 2019년, 지향성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제어 기술 표준안 개정
- 2019년, IoT 기기에의 RF 웨이크업 기술 기술 표준안 제정 (WPCN)
- 2019년, 복수 자기 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 전력 전송 제1부 -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 2019년, 지향성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제어 기술 표준안 제정
- 2018년, 무선전력전송 동시 송수신 지원 모드 표준안 제정
- 2018년,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보고서 제정
- 2017년, Ambient 신호를 이용한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표준안 제정

- 2020년,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무선전력전송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 중(국립전파연구원 EMC기준위원회 F소위)
- 2019년,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연구반 운영, 5.8㎓ 전자기파 무선충전 연
구반 운영, 900㎒ 전자기파 무선충전 연구반 운영
- 2018년, 10W 이상 EMC 기술기준 개정 정부지원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 2017년, K-ICT 스펙트럼 플랜에 무선전력전송 주파수 삽입
- 2016년, 무선전력전송 진흥포럼으로 명칭 변경
- 2015년,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 정부보고서 마련
- 2014년, WPC, A4WP와 MOU 체결
- 2013년, 전자파장해방지기준 측정방법 KN17 법제도 개발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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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및 제어 기술은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에서 국내표준화를 진행했으며, 향후 응용 분야 확대에 따른 추가 표준화
추진 필요
- TTA 전파자원 PG(PG901)
·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수 자기장의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표준개발에 대해 2021년 5월 31일 ~ 6월 2일까지 개최된 서면회의에서 PG909에서 PG901로
이관하기로 함 (이유: 비록 무선전력전송 기술이나 결론은 ‘전자파 인체 노출량 측정’ 관련
기술이므로 PG909보다는 PG901이 합당)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901

표준(안)명
2021-0709,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수 자기장의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완료연도

2021

¡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발전 및 무선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에 따른 무선전력전송 관련 산업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국제 표준 개발 동향에
발맞춰 ~50W 급, ~200 급, ~2.4kW 급 제품군에 맞춰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한
연구,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이와 연계한 표준 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
· 2016년 WPC의 15W급 기술표준 Qi Power Class 0 specification v1.2를 국내 표준으로 수용
· 2017년~2018년에 WPC 등의 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전력전송 수신 기능과 휴대기기의
자기장 발생 모듈인 MST(Maganetic Secure Transmission)를 무선전력전송 송신부로
활용하는 기술 표준인 ‘무선 전력 송수신 모드 동시 지원 무선 충전 인터페이스’를 제정
및 개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06.0460/R1, 무선 전력 송수신 모드 동시 지원 무선 충전 인터페이스
(개정)

2018

TTAE.OT-06.0053/R2, WPC 무선 전력 전송 규격 1.2.3판

2018

TTA PG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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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 방법의 경우 글로벌
각국의 기술 표준 또는 규제와 연관된 사항이라 국제 표준(IEC)을 선 진행하고 이를 국내
표준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
- IEC TC100 전문위원회
· 국제표준 제정 후 국내 KS 제정을 목표로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KTC는 IEC TC100 국내
전문위원회에서 무선충전 효율측정 방법에 대한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과 경과보고 추진 중

¡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복수의 자기공진기를 이용하여 피충전단말의 위치와 방향에
상관없이 원활한 충전을 가능케 하는 기술로서 전장산업 등에 적용될 수 있기에 산업계 적용을
위한 표준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
· 2018년에 신규 표준화 과제로 승인된 ‘복수 자기 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 전력 전송: 제 1 부 요구사항‘이 2019년에 제정되었고, 시스템 참조모델을 기술하는 ’복수 자기 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 전력 전송: 제 2 부 – 참조모델’의 개발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909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06.0511, 복수 자기 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 전력 전송: 제 1 부 –
요구사항

2019

2019-1359, 복수 자기 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 전력 전송: 제 2 부 – 참조모델

2019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은 무선 통신에서와 같이 안테나로
전자파를 방사시켜 전력을 보내어 다수의 기기에 동시에 원거리 충전이 가능하며, 통신 기기와의
충전 거리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표준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
-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
· 2016~2017년에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관련 단체 표준인 ‘RF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백스캐터 의존 통신 프로토콜’을 제정 및 개정. 2018년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보고서
제정 후, 2019년 지향성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관련 단체 표준인 ‘RF 빔포밍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CCA/TDD 통신 융합 제어 기술’ 제정. 2020년 12월 지향성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관련 단체 표준인 ‘RF 빔포밍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CCA/TDD 통신
융합 제어 기술’ 개정함. 2021년 지향성 신호 전송 제어 프로토콕 기술 표준 제정을
신청하여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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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909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2021-0723/4, 지향성 신호 전송 제어 프로토콜 기술 제정 신청

2021

TTAK.KO-06.0488/R1, RF 빔포밍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CCA/TDD 통신 융합
제어 기술(개정)

2020

TTAK.KO-06.0488, RF 빔포밍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CCA/TDD 통신 융합 제어
기술

2019

TTAR-06.0193, 모바일 기기를 위한 RF 빔 방식 무선전력전송(WPT)(기술
보고서)

2018

TTAK.KO-06.0444/R1, RF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백스캐터 의존 통신 프로토콜
(개정)

2017

¡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에서는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대비 이물질/생체 검출의 필요성이 증가하므로, 표준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
-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
· 2021년에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에 대한 단체표준 제안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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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기차 무선전력전송은 IEC TC69에서는 2012년부터
전기자동차용 자기유도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및 제어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진행 중
- IEC TC69 WG7
· IEC 61980-2(Communication) 및 IEC 61980-3(General Specification) 문서에 대한 CDV
단계 통과
- IEC TC106 WG9
· 전기차에 대한 EMF 평가방법에 대한 CDV를 거쳐 현재 DPAS 단계
- CISPR B WG1
· 무선충전 전기차에 대한 EMI/EMC 평가방법 및 규제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항목(General
items)에 대한 3차 CD 문서 개발 진행 중
- CISPR B WG7
· 대출력 전기차에 대한 EMI/EMC 평가방법 및 in-situ 평가기법 개정에 대한 초안 문서(WD)
개발 중
- ITU-R SG1 WP1A
· 2019년 6월 회의에서 전기차 권고 주파수 승인[SM.2110-1]
Categories

Power Level

Frequency band

WPT Applications

High Power
WPT-EV

More than
22㎾

19-25㎑
55-57㎑
63-65㎑

Specific heavy-duty electric
vehicles(e.g. Bus, Tram, Truck)

Medium Power
WPT-EV

Less than
22㎾

79-90㎑

Generic light-duty electric vehicles

- ITU-R SG1 WP1B
· SM.2110-1의 권고 주파수 인접대역의 방송·통신 서비스의 간섭영향 분석 연구가 진행
중(기술 보고서 개발 예정)
- APT AWG TG-WPT
· 일본이 85 ㎑ 대역만 한정하여 AWG에 권고 주파수 제안(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SM.2110-1 권고 주파수를 제안 예정)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EC TC69
WG7

IEC CISPR B

IEC TC106
WG9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61980-2, Electric vehicle WPT systems [Communication]

진행중
(2022)

IEC 61980-3, Electric vehicle WPT systems [General Specification]

진행중
(2022)

CISPR37, LIMITS AND METHODS OF IN SITU MEASUREMENTS AND
MEASUREMENTS OF LARGE SIZE/HIGH POWER EQUIPMENT

진행중
(2023)

CISPR11,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 Requirements for air-gap
wireless power transfer (WPT)

진행중
(2023)

PT63184, Assessment methods of the human exposure to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from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s - models, instrumentation, measurement
and numerical methods and procedures (Frequency range of 1 kHz to 30 MHz)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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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ITU-R
SG1

APT AWG

표준(안)명

완료연도

WP 1B, SM.2451-0 Assessment of impact of wireless power transmission for
electric vehicle charging (WPT-EV) on radiocommunication services

진행중
(2023)

WP 1A, SM.2110-1, Guidance on frequency ranges for operation of non-beam
wireless power transmission for electric vehicles

2019

ITU-R SM.2110-0(개정), Guidance on frequency ranges for operation of non-beam
wireless power transmission for electric vehicles

진행중
(2023)

¡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스마트폰 고속충전(~15W) 관련 기술 표준은 기존 Version
1.2에서 충전보안이 강화된 Version 1.3 이 개발 완료 및 발표되었고, 30 W 급 휴대용 노트북 충전이
가능한 v1.4 규격으로 확장을 위해 기술 표준 개발 진행 중. 그 외 드론, 로봇, 전기자전거, 주방가전
등 50W ∼ 2.4kW 급 중대출력 기술 및 표준 개발 진행 중
- IEC TC100 TA15
· 2019년 1월에 WPC 등의 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전력전송 수신 기능과 휴대기기의 자기장
발생 모듈인 MST를 무선전력전송 송신부로 활용하는 국제 기술 표준인 “Device to device
wireless charging(D2DWC) for mobile devices with wireless power TX/RX module”를
NP로 제출하여 프로젝트 승인됨
- WPC
· Qi 표준 규격개발분과와(SWG) Household & Industry 규격개발분과(HI-SWG)로 분리하여
스마트폰, 휴대용 노트북(~30W급) 표준과 중대출력 표준 개발 진행 중
· Qi 표준은 최근 Authentication, FOD, RFID/NFC protection 등과 같이 보안 기능이 추가된
v1.3 표준을 개발 완료하고, 모바일랩탑이 충전가능한 v1.4 기술표준 개발 중
· HI SWG에서는 주방가전, 전기자전거, 산업용 규격을 세분화하여 작업반을 편성, 각 응용
분야에 대한 표준개발을 진행 중으로 2021년∼2022년 중으로 정식 표준 발간 예정
- AFA
· 출력 기준 60W까지 표준개발 완료, 2018년 H-Field 기반 제어알고리즘을 적용한 규격 업데이트
완료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TC100
TA15

PT 100-3203, Device to device wireless charging(D2DWC) for mobile devices
with wireless power TX/RX module

2021

Light Electric Vehicle Specification
Industry Specification
WPC
Qi PC0 Specification v1.4

AFA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Qi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Cordless Kitchen Specification v1.0

2021

AirFuel Alliance Resonant Wireless Power Transfer(WPT) System Baseline System
Specification(AFA Ts-0010-A v2.0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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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2016년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 방법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7년에 IEC TC100에서는 프로젝트팀 PT 63231을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무선전력전송 효율 분야에 대한 기술동향, 규제현황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IEC TC 100 TA15에서는 우리나라 주도로 무선전력전송 효율에 관한
기술보고서(IEC TR 63231)가

2019년에 발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기기의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 방법 국제표준(IEC 63288)이 현재 개발 중
- IEC TC100 TA15
· 2021년 현재,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방법에 대한 국제표준화 제정 중. 표준명은 “Measuring
method for wireless power transfer efficiency and standby power - mobile phone”으로
2021년 7월 현재 CD단계이고, 2022년 중으로 CDV 단계 진입을 목표로 하여 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EC TC100
TA15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63288, Wireless Power Transfer - Measuring method for wireless
power transfer efficiency and standby power - mobile phone

진행중
(2022)

IEC TR 63231, Consideration of energy efficiency in wireless power transfer
technology

2019

¡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IEC TC100에서는 2019년부터 복수자기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진행 중
- IEC TC100 TA15
· 2021년 3월 복수자기공진기 기반 공간무선전력전송의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 발간
· 2020년 12월 복수자기공진기 기반 공간무선전력전송의 참조모델에 대한 표준에 대한 CD
회람이 완료되었고, 2021년 8월에 CDV 투표 추진 예정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EC TC100
TA15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63245-2, Spatial wireless power transfer based on multiple magnetic
resonances – Part 2: reference model

진행중
(2022)

IEC 63245-1, Spatial wireless power transfer based on multiple magnetic
resonances – Part 1: requirements

2021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은 IEC TC100, AFA 등에서 표준
기술을 개발 중이며, 차세대 기술로 선정되어 다양한 방식에 적용이 되어 향후 표준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
- IEC TC100 TA15
· 2021년 4월, 정보전력 동시 송수신 기술 신규 기술 표준 투표 (PNW 100-3581) 결과 제안
· 2020년 12월, 지향성 전자기파 방식의 무선전력전송 제어에 대한 신규 기술 표준 투표
(PNW 100-3436) 결과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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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방사형 전자기파 방식의 무선전력전송 제어에 대한 기술 표준을 제정 중. 2018년
1월,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제어 기술 관련 표준 “Parasitic communication protocol for
RF wireless power transmission”이 국제 표준안으로 채택되어 개발 중이며, 2019년 1월
CD를 회람하였으며, 2020년 6월 CDV 단계 진입 예정
· 2019년 1월,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관련 기술 보고서 초안이 회람되었으며, 2020년
2월에 국제 기술보고서 발간
- AFA
· 2019년, 전자기파 방식의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0년 초안 버전을 완성. 최종본 개발은 2023년까지 완료 예정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EC TC100
TA15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PNW 100-3581, SWIPT (Simultaneous Wireless Information and Power
Transfer) Scheduling Technology based on DSME (Deterministic
Synchronous Multi-channel Extension) Part 1 - General Requirement

진행중
(2025)

IEC 62980, Parasitic communication protocol for RF wireless power transmission

진행중
(2022)

IEC 63239, Technical Report of RF Beam WPT on mobile devices
AFA

AirFuel RF Uncoupled Wireless Power Transfer Transmitter Specification

2020
진행중
(2023)

¡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IEC TC100에서는 2021년
5월부터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향후 표준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
- IEC TC100 TA15
· 2021년 5월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에 대한 논의 시작
·

2021년 6월 WG1/WG2 인터림 회의에서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에 대한 PWI 필요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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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약 점 요 인 (W)

- 우수한 국내 IT 인프라 수준
-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기기 생산
중소기업 주도의 산업 구조
- 세계 유수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형성 어려움
시
시
기반으로 한 전기자동차 생산
- 여타 통신 표준에 비해 상대
장 능력 보유
장 적으로 좁은 시장
- 무인 로봇 기반의 스마트시티
- 중소기업이 실제 이익을 낼 수
등 관련 시장 확대
있는 아이템이 적음
국내역량요인
- 국내 독자적 기술개발 가능
- 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기 - 무선전력전송 국내 기술 경쟁력 기
및 상용화 지원 미흡
술 이미 확보하여 국내 독자 기술 술 - 정부주도형 연구개발 구조
국외환경요인
개발 완료
- 국제표준화 수준과 격차 없음
- 무선전력전송 표준 관련 단체 표준
- 국내 기업의 산업 표준화(WPC)
표 기관 및 국내 포럼 등 확보
표 참여 미비
- 사실상 표준화 단체에서의 높은
준
준 - 무선전력전송 관련 다양한
영향력을 지님
분야에 대응 가능 전문가 부족
- 위성 특정분야 표준화선도 역량
및 표준화 경험 보유
- 시장 형성 초기 단계 (모바일 【SO전략】
【WO전략】
기기 시장 제외)
시
- 국민 생활 편의 및 안전을 목적 - (시장) 우수한 국내 IT 인프라를 활용한 - (시장) 개발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장
으로 하는 전파응용 산업의 시장 국제적 위상의 테스트베드 구축
목표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기
활성화 추세
- (기술) 관련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 (기술) 원천기술 확보, 산 학 연 협력을

회
- 일부 선도 기업 기술을 제외하고
요
기 경쟁 초기 단계
인 술 - 국내기술의 선도 가능성이 크며, 국내
(O)
모바일 기기 제품에 빠른 적용 가능함
표
준
시
장
위
협
기
요
술
인
(T)
표
준

지속적 확보 및 국내 기술 경쟁력 유지 통한 상용화 가능성 높은 제품 기술
(표준) 국내 표준 포럼 활동을 통한 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기술의 활용 가능성 검토, 차별화 된 - (표준) 산 학 연 협력을 통한 체계적
국내 기술경쟁력을 활용한 국제 표준화 기술 표준화 추진, 무선전력전송 등
추진 및 기반 선점
유사한 규격 통합을 위한 표준
일원화 협력

- 국제 표준화 추진의 용이성
및 미국/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도 가능성 큼
- 모바일 무선충전을 제외하고는 【ST전략】
본격적 시장이 형성 미흡
- 대출력 무선충전 기술 등 안전성에 - (시장) 산 학 연 기술 협력체계 구축,
대한 입증이 미흡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 조기
- 로열티를 지니고 있는 기술은 활성화 및 해외 시장 진출, 국내의
외산 솔루션을 사용해야 함
높은 IT 인프라 활용으로 시장 인지도
-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관심이 및 신뢰도 향상
점차 감소하여 전문 인력의 양적 - (기술) 다른 기술과의 중복성을 회피한
질적 공급 부족
독자 기술개발 및 국내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 국제 표준화 주도권 경쟁
- (표준) 국제 협력체계 구축 활용 및
- 사실표준 단체의 견제 및 위협 전파응용 분야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표준인력 지속적 양성

【WT전략】
- (시장) 차별성 있는 기술개발을
통한 초기 시장 형성 및 국내 연구
개발 표준화 역량 증대를 위한
산 학 연 협의체 구축 활성화 유도
- (기술) 해외 연구기관과 기술개발
협력 및 대응을 통하여 이에 따른
위협요소 감소
- (표준) 국제 기술/표준 전문가 양성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무선전력전송 분야는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 인지도를 확보하여 본격적인 시장을 형성하였음. 다음

목표로 AGV, 전기자동차를 타겟으로 한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술 개발로, 국민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분야로 향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으로 시장 활성화 기대
-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연구와 함께 관련 산업체의 표준화에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표준화활동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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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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
TTA 전파자원
PG,
무선전력전송
진흥포럼
ITU-R SG1/WP
1A, IEC
TC69 WG7/
TC106 WG9/
CISPR B WG7/
AWG TF-WPT

한국기계전기
국내 전자시험연구원,
참여
LG전자,
업체/
삼성전자,
기관 KAIST, 와이파
워원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일본)토요타/닛산,
(독일)Wampfler/아우디/벤츠,
(미국)WiTricity,
(한국)KAIST/와이파이원/그린파워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일본)토요타/닛산,
(독일)Wampfler사/아우디/벤츠,
(미국)WiTricity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 항목은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및 제어 기술」 관련된 표준화 항목으로 IEC TC69
WG7 JPT61980에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IEC 61980-1은 이미 Published 되었으나 61980-2, 3은
현재 CDV를 통과하여 FDIS 단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본 기술의 ‘전자파적합성’에 대해서는 CISPR B WG1
ADH 4와 CISPR B WG7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대해서는 IEC TC106
WG9 PT63184에서 DPAS 단계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전략적 추진 필요에 따라 Ver.2022에서도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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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EC TC69 WG7 PT63184에서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안(IEC 61980-3)이 CDV 단계를 통과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ITU-R SG1 WP 1A에서는 SM.2110-1 권고서에서 무선전력전송 전기자동차에 대한 권고
주파수로 19∼21㎑, 55∼57㎑, 63∼65㎑ 및 79∼90㎑를 권고주파수로 발표했으며, 2021년 6월
SM.2451-0의 기술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과 인접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방송·통신 서비스와 간섭영향을 지속해서 연구·개발 예정
- IEC TC106 WG9에서 ‘대출력 무선전력전송에서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 평가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기고했고 이에 대한 EMF 평가기법을 Annex에 반영 완료하였고, 현재 DPAS 단계 진행 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EC TC69 WG7 JPT61980-3에서 100kW급
이상의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전기자동차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을 Annex로 반영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타국/외국기업과의 제휴(상호지지)) ITU-R SG1 WP 1A에서 한국이
제안한 권고 주파수 19∼21㎑, 55∼57㎑, 63∼65㎑가 SM.2110-1 권고서에 채택되었으므로,
관련 IEC, CISPR, APG와 공동으로 협력 및 대응을 통해 파급될 수 있도록 진행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타국/국제표준화기구와의 제휴) IEC TC106 WG9에서 기고한 내용이
CDV 단계에서 Annex로 반영되어 DPAS 단계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 (표준협의체 활동) APT AWG 26/27에 ITU-R SM.2110-1 권고 주파수 반영 기고서 제출 및 기고 대응 예정
<표준화 계획>
-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측정방법 및 전자파인체보호기준 평가방법에
대한 것이 핵심이고,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과 TTA 전파자원 PG(PG901)을 통하여
산업표준 적극 진행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전파자원 PG(PG901)을 통해 대출력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 평가기법을 산업표준으로 제안 예정
-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IEC TC69 WG7, IEC TC106 WG9 및 APG 등의 국제표준을
KC 표준과 연계하여 2023년까지의 국내 보급 산업(군)과 연계한 표준 대응이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대출력 무선전력전송에서 EMI 간섭영향을 극복하는 전략적 기술개발 및 관련한 특허 확보 전략 필요.
관련 기술에 따른 국제 표준(CISPR/B) 제정으로 전세계적 협력을 통해 표준특허 선도 가능성 큼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대역과 인접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방송·통신 서비스와 간섭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독자적인 EMI/EMC/EMF 기술을 우선하여 개발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여 국제표준으로 연계/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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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협력공략 | 병행)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

국제

WPC, AFA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삼성전자,
LG전자,
코마테크,
TTA 등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Apple/델/IDT,
(네덜란드)필립스,
(독일)보쉬/EGO,
(중국)하이얼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IDT,
(네덜란드)필립스/NXP,
(독일)보쉬/EGO,
(중국)하이얼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20 신규) → 추격/협력공략(Ver.2021)
스마트폰 중심의 자기유도방식 무선전력전송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응용분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을 요구하는 전자기기에 대한 무선전력전송 기술 적용의 필요성이 증가.
특히, 노트북이나 드론, 이동형 가전, 주방 가전 등이 무선전력전송이 적용될 차세대 응용분야로
거론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활발하기 시작, 진행되고 있어 추격/협력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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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사실표준화기구인 WPC는 2014년 자기유도방식 15W급 저전력 표준을 개발 완료하고 시장과
산업체의 요구사항에 따라 지속보완하고 있으며, 30W급 모바일랩탑 충전을 위한 v1.4 개발과
주방가전, 전기자전거, 산업용 기기 표준 개발 분과 운영을 통한 무선전력전송 신규표준 개발
중으로,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무선전력전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 작업 추진
- AFA은 2018년 전력송신기 출력기준 1∼60W까지 무선전력전송이 가능한 자기공명방식
H-Field기반 전력제어 기술표준을 개발완료, 향후 상용화 기술이 추가로 업데이트 및 보완작업
추진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WPC를 비롯한 사실표준화기구의
기술표준 개발은 회원사만 참여 가능하므로, 국내 회원사를 중심으로 신규 표준개발에 적극적
참여를 통한 국내 기술 및 국내 환경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국내 기업간 협력
및 지지를 통해 국내 산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표준에 적극 제안, 반영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은 사실표준화기구인 WPC, AFA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어, 사실표준화기구 표준화 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국내 기술을 반영 후 국내표준으로
준용 추진
<대응방안>
- (사실표준 준용) 사실표준화기구에서 기술표준 개발 완료 후 이를 국내표준으로 도입,
WPC는 Power Class 0 v1.2.4, AFA BSS v1.3까지 준용 완료되었으며 WPC Power Class 0
v1.3의 표준 준용 및 향후 개발 완료되는 기술표준에 대한 지속적 업데이트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중 30W급 WPC Qi v1.4, 전기자전거 용 LEV 표준, 산업용 기기표준, 2.4kW급
대전력 주방가전 분야는 표준화 초기단계이므로 상대적으로 국내 산업체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표준화 방향을 예측하여 필수특허 설계 및
기고, 표준특허 확보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응용 분야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개발과
국내외 표준화를 병행하여 IPR 확보와 이의 신속한 표준특허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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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국내

TTA 스마트전
력전송 PG,
IEC TC100
전문위원회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IEC
TC100 TA15,
WPC

한국기계전기
국내 전자시험연구원,
참여
특허청,
업체/ 한국전자기술연
기관
구원,
삼성전자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Apple,
(한국)삼성,
(스웨덴)nok9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CTA,
(유럽)WPC/NOK9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항목은 IEC TC100 산하 TA15에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작업반(WG)의 의장 및 프로젝트 리더로
활동하고 있어 표준개발을 선도하고 있을 상황이라 Ver.2022에도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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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EC TC 100 TA15에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주도로 무선전력전송 에너지
효율 기술보고서(IEC TR 63231)가 2019년에 발간이 되었고, 2020년에 TA15 산하 작업반(WG)을
구성하여 “모바일 기기에 대한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IEC 국제표준을 개발 추진
-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 방법 국제표준은 2024년까지 제정 목표를 수립하여 2021년
현재(7월) 위원회 초안(CD) 단계 개발 진행 중임.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 방법 개발
완료 후 무선전력전송 적용 제품의 출시 상황에 따라 중·대출력과 초대출력 제품에 대한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 국제표준을 순차적으로 개발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EC TC100 TA15 WG2(Energy
efficiency and relevant applications for WPT)의 리더쉽을 한국 KTC가 수입하고 있으며 2019년
IEC TR 63231 제정 완료, 2021년까지 IEC 63288(Wireless Power Transfer - Measuring
method for wireless power transfer efficiency and standby power - mobile phone) CD 승인을
목표로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국내 산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WPC에서 운영 중인 Energy Star Task Force(ESTF)의 전문가 활동 및
지속적인 WPC 단체 표준의 동향 및 진행사항 파악 필요
<표준화 계획>
- IEC TC 100 국내 전문위원회와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를 중심으로 무선전력전송
효율 분야 국제표준 개발 지원 및 대응 그리고 이를 통한 국내 표준으로의 부합화 활동 추진
<대응방안>
- (국제표준 준용) 한국에서 본 분야 국제표준화를 추진 후에 이를 국내 표준으로 도입 추진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정부(국가기술표준원), IEC TC100 국내 위원회에 정기적인
reporting 및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 관련 산·학·연과 긴밀히 협업하여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계획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 방법에 대한 표준 특허는 현재 국제 표준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나, 표준 개발 시 기술적으로 필요한 효율 측정 장비 구성 및 시험환경
조건 등과 같은 기술 사항은 국제특허로 추진하는 전략을 검토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 방법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측정 장비 구성 및 시험 환경 조건 등과 같은 관련기술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화를 동시
추진함으로써 표준기술력 선도 추진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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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후행)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대한민국) ETRI

기술
수준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
무선전력전송
진흥포럼

IEC
TC100 TA15

ETRI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일본) Fujitsu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신규) → 지속/확산공략(Ver.2022)
위치정합이 요구되는 기존 무선전력전송 기술과 달리 충전 공간내에서 위치와 각도에 상관없이
무전전력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특히, ICT와의 만남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동자
전장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 IEC TC100에서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 이
발간되고 참조모델에 대한 표준이 개발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속/확산공량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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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IEC TC100 TA15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제안한 복수자기공진기 기반 공간무선
전력전송의 요구사항에 대한 국제표준이 발간되었으며, 복수자기공진기 기반 공간무선전력
전송의 참조모델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이 진행 중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표준
단체인 IEC TC100에서 공간무선전력전송 표준은 한중일 그리고 이태리와 스웨덴 등의
협조로 개발 중이며, FDIS에 이르기까지의 각 투표에서 정족수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학계와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으나, 향후 연동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기술 표준 진행은 산업체 중심
선도 체제로의 변환 필요

<표준화 계획>
- 학계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에서 복수자기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전력전송의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한 상태이며, 2021년에는 복수자기공진기 기반
공간무선전력전송의 참조모델에 대한 표준의 개발을 진행 중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무선전력전송 지원 기기의 보급과 함께 전장산업 등에 적용되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므로, 국내와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화를 위해 포럼
형성,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기업체 기술 이전 등을 수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기출원 특허 권리범위 안정화 전략) R&D 과정에서
개발된 특허의 내용이 공간 무선전력전송 관련 표준이 반영되었고 표준개발이 후기에 접어듬에
따라서 적극적인 반영내용의 방어를 통한 권리범위 안정화가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공간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선기술개발 완료 및 IPR 확보 후 표준화를 통한 표준특허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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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국내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
무선전력전송
진흥포럼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IEC
TC100 TA15,
JTC1
SC6 WG1,
AWG WPT
WG,
AFA

국내 한국전자기술연
참여
구원,
업체/
삼성전자,
기관
고려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Energous/COTA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Energous/COTA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초근접/근접의 자기유도 및 공진형 무선전력전송의 불편함이 대두되면서 사용자는 생활 반경에서의 ～m급
원거리 무선충전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안의 하나로 ‘상시 전력전송’이 가능한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은 자기유도·자기공진과 더불어 무선전력 전송 기술의 하나로, 통신하면서 충전할 수 있어
배터리 수명 등 IoT, 통신 기기의 한계를 극복해줄 것으로 주목됨. 2018년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IEC TC100 TA15에서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제어 표준의 프로젝트가 세계 최초로 채택되어 CDV
개발 중. 또한, 2021년에 전자기파 기반의 정보⋅전력 동시 무선전력전송 제어 표준의 신규 제안이
예정됨에 따라 관련 기술 표준화 후속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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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AFA에서는 원거리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표준화 실무자 작성 초안 작성이 활발. ISM 밴드
대역 내에서 통신 및 무선전력전송이 이루어지는 인밴드 무선전력전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2.4㎓ 블루투스 통신 및 2.4㎓, 5.8㎓ 대역의 원거리 전력전송을 연구 중. 유도, 공진 방식
표준 그룹의 두 가지 모드를 융합한 MultiMode 표준화 및 향후 원거리 충전 표준 및 인프라
관련 네트워크 표준 기술이 주요 표준화 안건으로 다룰 예상
- IEC TC100 TA15에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표준화 개발 및 연구를
위하여 관련 사전 스터디인 국제 기술보고서가 2020년 2월 발간 완료. 기술 표준안으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제안한 전방위성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제어 프로토콜에 대한 국제
표준에 대한 표준 개발 중(CDV). 또한, 2021년 6월 전자기파 기반 정보⋅전송 동시 송수신 제어
기술의 표준 아이템의 NP 제안 완료된 상황으로 2024년 제정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표준
단체인 IEC TC100에서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의 경우 한중일 그리고 미국의 협조로 기술
개발 중. 그에 따라 FDIS에 이르기까지의 각 투표에서 정족수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 지원이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학계와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으나, 향후 연동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기술 표준 진행은 산업체 중심
선도 체제로의 변환 필요
<표준화 계획>
- 학계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에서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제어
프로토콜, Air 인터페이스 등의 전반적인 기술 내용의 표준화를 제정한 상태. 또한, 2019년
12월 지향성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표준안을 개정하여 필두로 하여 다수 송신기-수신기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MAC 기술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이동성, 효율, 인체 안정성을 해결한 기술이므로, 개발될 경우
시장성장률은 폭발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표준과 함께 국제 표준 및
표준특허로 가져갈 수 있도록 포럼 형성, 관련 기술 연구·개발, 기업체 기술 이전 등을 수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현재 개발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 방향에 따라서 관련하여 출원 가능한 특허 등을 제출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표준화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 방향에 따른
지속적 연구 개발을 통해 핵심 특허를 확보해야할 필요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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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검출 기술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대한민국) ETRI

기술
수준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
무선전력전송
진흥포럼

IEC
TC100 TA15

ETRI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대한민국) ETRI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무선전력전송의 안전성과 효율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사물 혹은 생체 검출 기술은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에서 필수적인 기술임. IEC TC100에서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보완하기 위한 비디오
보조형 검출 기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므로 신규 표준 개발에 대한 국내 의 핵심기술 확보와 선도적
표준반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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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IEC TC100 TA15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제안한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21년 중에 해당 기술에 대한 PWI승인을
추진할 계획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의 표준화는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므로, 대한민국에서 해당
표준화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규 표준화 항목으로
추진해야 함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학계와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으나, 향후 연동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기술 표준 진행은 산업체 중심
선도 체제로의 변환 필요
<표준화 계획>
- 학계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에서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에 대한 표준개발을 제안하여 본격적인 표준의 개발을 시작할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무선전력전송의 적용범위가 중대출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 활동을 통한 관련 산·학·연과 긴밀히 협업으로 국내 표준
개발 및 표준화 활동을 공유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감지 기술의 R&D가 초기 단계이므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도출되는
특허를 기반으로 표준 아이템을 도출하여, 표준특허 확보를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감지 기술의 R&D가 초기 단계이므로 표준화와
기술개발을 병행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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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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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수중통신 기술은 음파나 초음파는 물론 다양한 전송기술을 이용한 무선통신 기술로서 수중에서
근거리는 물론 원거리까지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기술이며, 환경에서 다양한 수중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장치들을 기반으로 이기종 네트워크의 확장성 및 지능화 정보처리를
제공하는 IoUT/IoUS 기술 및 디지털 트윈 응용 등 미래 수중통신을 포함한 기술

< 수중통신 기술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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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46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수중통신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기반기술로서 기술 및 표준을 진행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표준 선점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중통신 기술 표준화 및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및 표준 우위와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표준 확산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확산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수중통신 표준은 국제표준기구 JTC1에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며, JANUS와 같은 NATO
산하 사실표준기구에서 일부 표준화를 목표로 추진. 2014년 이후 한국주도의 표준화 리더십
수임 및 국제 표준화 개발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지속적인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점 기술 표준화 목표를 설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 2022년

주요내용
JTC1 SC41에서 참조모델 및 상호운용성 기술,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미래 수중 융합통신 기술의
표준건을 제안, 진행하며 IoUT 기술 및 프로토콜 기술 과제 제안 준비.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화 영역에서는 이미 수립된 참조모델에 대해 IoT 참조모델과의 융합을 위한 개정논의가 JTC1
SC41 위원회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참조모델 범위의 확장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대응. JTC1 SC41에서 수중 망 관리 개요 및 요구사항 표준과 수중네트워크 응용 프로파일
표준은 2020년 7월 IS로 발행되었으며 미래 수중 통합 융합 기술의 TR 또한 최종 발행되었음.
수중음파통신 기지국기반 개요 및 요구사항 (B-UWAN))은 CDV단계에 들어가 2022년경 표준화가
완료될 예정. 현재 세건의 표준이 NP 진행을 앞두고 표준 초안 준비중이며 2022년까지 상호운용성
표준 항목에서는 지상 및 수중 상호운용과 수중의 이종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 표준을 NWIP로
제안하여 UWNEMS 표준초안과 함께 최소 3개의 표준안이 제안될 예정.
· (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현재 진행 중인 IoT RA ver 2.0에 수중통신 참조모델의 개념이
반영되도록 진행함.
· (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수중기지국기반 수중음파통신 개요 및 요구사항 표준과 수중
망관리를 위한 수중 정보 베이스 표준을 내용으로 함
·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JTC1 SC41 WP7에서 수중네트워크망 관리의 상호운용성, IP기반
네트워크와 수중네트워트간 상호운용성, 수중 DTN을 기반으로 이종 수중네트워크간 상호운용성 표준을
내용으로 함
· (IoUT/IoUS 표준) (박수현) 2021년 CD에 진입하게 될 IoT RA의 내용을 기반으로 IoUT RA 표준

진행 예정 (2022)
수중통신 참조모델 표준화 영역에서는 이미 수립된 참조모델에 대해 IoT 참조모델과의 융합을
위한 개정 작업을 시작하여 IoUT 참조모델 개발이 시작되고 JTC1 SC41 WG7에서 진행될 예정.

∼ 2024년

JTC1 SC41에서 기지국 기반 수중음파통신 (B-UWAN) 시스템의 기능 표준을 NWIP/WD로 개발.
JTC1 SC41에서 상호운용성 표준화를 계속 진행하면서 수중에서 음파를 이용한 주파수 현황에
대한 TR이 제안될 예정이며 수중통신 유즈케이스 과제를 추진하여 수중에서의 음파를 이용한
주파수 운용 표준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상호운용성 표준 등 후속 기술 표준의 제안을
위한 준비 진행
·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기 국제 표준으로 출판된 수중음파통신의 참조모델을 그 동안 발전된
수중광통신, 수중적외선 통신 등이 포함된 다중매체 수중통신 참조모델로 진행
· (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과 수중 로봇 제어기술 표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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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내용으로 함
·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수중 DTN 기능을 갖는 수중통신망의 개요와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과
수중의 음향주파수 현황기술 보고서를 내용으로 함
·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TR로 발간된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의 소개에 이어 차세대
수중 융함 통신 기술의 적용을 위한 기술 표준을 진행 예정임 (2024)
· (IoUT/IoUS 표준) IoUS참조모델 표준 개발을 진행 예정임 (2025)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화 영역에서는 이미 수립된 참조모델에 대해 IoT 참조모델과의
융합을 위한 개정작업으로 IoUT 참조모델 표준이 CD단계까지 진행될 예정. 미래 수중 융합
기술표준에 대한 신규 NWIP의 제안 추진. 시험절차서 및 인증 표준과 프로토콜 표준 등 표준의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새로운 신규 NWIP로 개발 진행
· (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수중통신 참조모델 개정 완료 예정 (2026). IoUT RA에 수중통신
∼ 2026년

·
·
·
·
·

참조모델의 개념이 반영.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과 수중 로봇 제어기술 국제 표준 완료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수중 DTN을 이용한 연동기술, 수중-해상-육상간 이종 네트워킹 기술
표준을 내용으로 함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차세대 수중 융함 통신 기술의 적용을 위한 기술 표준을 완료
예정임 (2026)
(IoUT/IoUS 표준) IoUS참조모델 표준 개발을 완료 예정임 (2027)
(수중 디지털 트윈 응용 표준) 디지털 트윈 참조모델 표준이 완성된 이후 수중 디지털 트윈 응용
유즈케이스 표준 진행 예정 (2025)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수중통신 분야 표준들이 JTC1 SC41/WG 7으로 소속을 옮겨 본격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6건의 IS, 1건의 TR발간 완료에 이어 1건의 CDV 투표 중, 1건의 CD,
3건의 프로젝트 신규 제안 건의 에디터를 맡아 표준화를 진행 중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국제 표준화 추진 예정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TTA 특수통신 PG(PG903)의 참여 회원사 및 표준 기술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한 단체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포럼을 구성하여 정보교류의 기회를 확대.
기술 지도와 표준기술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하여 산·학·연 혐력체계 아래서 과제창출을 통해 수중통신 핵심기술 확보를 장려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수중음파통신 영역의 응용 도메인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수중음향통신과 수중광통신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환경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감시(surveillance)정보 활용, 재난재해(해양오염, 해저지진,
해상사고, 건물 붕괴에 따른 침수 등)와 항만방어체계를 활용한 국방 수중무인화 경계시스템
등 국가안보 기여, 일기예보, 해양 석유․가스 산업, 해저데이터 수집, 신규 장애물 탐지,
선박 간 상황공유, 수중레저 활동, 해양 인명구조 및 안전지원, IoUT를 통한 융복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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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수중통신 Ver.2022 표준화항목 >
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수중음파통신을 이용한 무선통신 참조모델
- 수중음파통신 시스템 요구사항
- 수중음파통신 시스템 아키텍처(UWASN)
- 수중음파통신 개체 및 인터페이스

JTC1
SC41

③

O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수중음파통신을 이용한 응용 서비스 기술
- 수중네트워크 응용 프로파일
- 수중네트워크 운영관리 시스템 기술
- 수중음파통신 기지국 기반 기술(B-UWAN)
- 수중음파통신 기반 수중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시스템 기술
- 수중음파통신 기반 수중 로봇 제어 기술

JTC1
SC41

②

O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수중음파통신을 이용한 상호운용성 기술
- 수중음파통신 기반 연동기술(UWASN)
- 수중-해상-육상간 이종 네트워킹 기술
- 수중네트워크 망 관리 상호운용성 기술(U-NMS 연동)
- 수중음파통신 주파수 운용 기술
- 수중통신/수중 DTN 개요 및 요구사항 표준(가칭)
- U-DTN을 이용한 연동기술

JTC1
SC41

⑤

O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수중통신 융합 서비스 응용 기술
- 수중 유선 광통신망(Optical Fiber) 기술
- 수중 무선 광통신망(Underwater 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 기술
- 수중 LF(Low Frequency) 기술
- 수중 무선 전력전송 및 자기장 통신(Magnetic Field
Area Network) 기술

JTC1
SC41

①

O

수중음파통신 프로토콜
표준

수중음파통신을 이용한 프로토콜
- 수중음파통신 프로토콜
- 수중음파통신 이동성 및 링크 강화기술(DTN 기술 등)
- 수중음파통신 링크 적응 기술
- 수중음파통신 인증 및 보안 기술
- 수중네트워크관리시스템(U-NMS) 프로토콜

JTC1
SC6/
SC41

⑤

X

수중음파통신 시험인증
표준

수중음파통신 시험인증
- 시험・평가 환경 및 시험인증항목 정의
- 시험 절차서
- 인증 절차서

JTC1
SC6/
SC41

②

X

IoUT/IoUS
(Internet of Underwater
Things/ Internet of
Underwater Service)
표준

IoUT/IoUS 기술
- IoUT/IoUS 참조모델
- IoUT 네트워크 구조 및 프로토콜
- IoUT 프레임워크(공통, 서비스 등)
- IoUT 기기 간의 통신 및 지상 IoT 간의 연계 기능
- 기존 IoT 표준과의 호환성 지원 기술

JTC1
SC41

①

O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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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수중 디지털 트윈 응용
표준

표준화 내용
수중 디지털 트윈 응용 기술
- 수중 디지털 트원 응용 유즈케이스
- 수중 디지털 트윈 기술
- 수중 디지털 트윈 참조 모델
- 수중 디지털 트윈 응용 기술 상세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JTC1
SC41

②

X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수중통신 영역에서 표준화를 진행할 대상의 범위가 확장 및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영역과 IoUT/IoUS 등 표준화 준비 중인 항목을
분류하여 표준화 진행 중인 주제들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분류 하였으며 기반 기술인
프로토콜 및 시험/인증 기술, 수중 디지털 트윈 응용 등 아직 구체적인 표준안이 없는
항목은 중점항목에서 배제하고 표준이 추진되고 있는 항목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JTC1 SC41에서 ISO/IEC 30140-1~4의 참조모델 표준이
개발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개정 작업의 요구와 IoT RA와 IoUT RA등 수중통신 분야의
다양한 기반 및 응용 기술의 표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참조모델 개발의 지속적인
필요 때문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수중네트워크 응용 프로파일과 수중네트워크 운영관리
시스템(U-NMS) 기술 표준이 이미 개발되고 수중음파 센서네트워크 관리 정보베이스 기술
(u-MIB)과 수중음파통신 기지국기반 기술(B-UWAN) 표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각국에서 응용 서비스 관련 표준들을 경쟁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JTC1 SC41에서 수중음파통신기반 연동기술, 수중네트워크
망관리 상호운용성 기술 등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기술의 적용범위가
해양무인이동체(수중, 무인선, 무인기 등)의 상호연동을 통한 통합운영체계로 확대되고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JTC1 SC41에서 ‘Underwater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IoT’ TR이 2019년 5월 충칭회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승인, 다양한 수중 통신 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표준화 진행이 예상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발간
완료. 향후 기술별 표준의 개발 예상
- (IoUT, IoUS 표준) IoUT/IoUS 는 새롭게 표준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분야로서 IoUT의
개념과 함께 IoUS 서비스의 개발 또한 이루어져야 됨. JTC1 SC41에서 IoT RA 1차 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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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완성되었고 곧바로 이어 2차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향후 IoT RA에 의미있는
결과와 IoUT의 정상적인 적용을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IoT RA의 기반위에
IoUT/IoUS 표준의 개발이 JTC1 SC41 WG7에서 이루어질 예정

¡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기술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영역과 표준화
준비 중인 항목을 나누어 표준화 진행 중인 주제들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기반 기술인 프로토콜 및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인 IoUT 기술 등 아직 구체적인 표준안이
개발되고 있지 않은 항목은 중점항목에서 배제하고 표준이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인 항목은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음파 외에 수중통신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미래 수중
통신 융합 표준 기술은 올해 버전에서 새롭게 중점 표준화 항목에 포함
- Ver.2021(2020년)에서는 IoUT 부분을 상세화하고 세분화하여 IoUS와 분리하여 확장하였으며
현재 표준이 진행되고 있는 참조모델, 응용 서비스, 상호운용성, 미래 수중통신 융합, IoUT/
IoUS 등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하고 앞으로의 개발가능성과 추진 계획에는 있으나 아직
표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하는 중점표준이 아닌 항목으로
분류하여 목록을 재구성
- Ver.2022(2021년)에서는 서로 관련이 있는 IoUT와 IoUS를 합쳐서 하나의 중점항목으로
바꾸어 그 효율성을 높였으며 현재 표준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예정인 참조모델, 응용
서비스, 상호윤용성,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하였고
향후 개발 될 예정이지만 현재 표준이 진행되지 않는 항목인 시험절차 및 인증, 프로토콜,
디지털 트윈 응용은 중점 표준화 항목에서 배제하여 진행
<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 Ver.2022 신규항목
Ver.2020

Ver.2021

Ver.2022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미래 수중통신 융합 표준

미래 수중통신 융합 표준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

IoUT
(Internet of Underwater Things)
기술

IoUT/IoUS 기술*

IoUS
(Internet of Underwater Service)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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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간 연계도

- (수중통신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한반도의 서해, 남해, 동해에 다수 개의 수중환경 계측 장비를
가진 수중통신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 수층별 수온, 염분, 유속 등 수중환경
정보를 수중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30분 간격으로 국가해양환경정보시스템에 전달한다.
국가해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는 수집된 해양환경정보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을 통해
단기적으로 어장환경 모니터링, 단기 기후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화 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수중통신 기반 사물인터넷 서비스) 유럽여행을 하고 있는 A씨는 본인이 기르고 있는
양식장의 참치 치어들이 궁금하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폰에서 원격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양식장의 실시간 용존산소, 탁도, 온도 등을 체크하며 물고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이미지 전송을 요청한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지역에 폭염이
밤낮으로 2주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를 접수한 A씨는 수온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양식 조합과 긴밀한 협력을 위한 위험 메시지 전송을 수행한다.
- (수중통신 기반 공공안전 ICT 서비스) 포항에서 100km 떨어진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다.
수중 지진계를 부착한 수중통신 장비가 지진 발생을 미리 포착하여 수중에 설치된 부이에
수중 통신을 통해 전달하였다. 부이의 위성통신을 통해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지진 발생을
전달함으로써 육지 지진계를 통해 지진을 감지하는 시간에 비해 약 10초 가량 빠르게
감지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빠른 조기 경보를
알림으로써 피해를 감소시켰다.
- (수중통신 기반 자율운항선박 서비스) 안개가 매우 짙은 새벽에 조류가 강한 해역에서
운항하던 선박들이 갑자기 침몰하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조사 전용선박이
출동하였다. 조류와 높은 탁도로 침몰위치를 알 수가 없어 2대의 무인수상정과 5대의
자율무인잠수정을 사고해역에 투입하여 해상의 조난자를 수색하면서 침몰선의 위치를
수색하였고, 수색선박-무인수상정-수색잠수정이 수중통신, 해상통신, 위성통신을 이용해 광역의
수색작업을 수행하여 최대한 빠르게 실종자 수색과 침몰선 위치를 찾아 긴급구조와 구난작업을
하여 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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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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해양경찰은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을 ’20년에 제정하였고,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해양환경 맞춤형 첨단과학기술 개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대응기술․장비기술 개발』에 다중 수중로봇-무인수상선을 위한
수중통신 기술이 포함 『 [2021.12]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고, 3대 전략(5대 핵심 해양신산업 육성,
주역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 해양수산 혁신 생태계 조성)과 9개 과제를 선정 [2019.10]
· 해양수산 신산업 6대 분야 중 첨단해양장비 개발분야(수중통신 포함)를 선정
· 첨단해양장비 산업육성을 위해 수중통신 시스템의 해군 수중무기 체계로 활용 추진
등을 제시
- 국방부는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2019∼2033)를 발표하고, 8대 국방전략기술 분야와 6대
추진전략에 대한 13개 중점과제, 2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고, 네트워크 통합형
수중감시 기술, 수중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포함 [2019.6]
- 해양수산부는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고, 4대 추진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선정 [2018.6]
· 신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를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집중 육성(전략1)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해양장비·로봇 산업을 선정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 확보’(과제 1-2)를 위해 상용화 중심의 해양 첨단장비·로봇
기술개발 및 실증추진을 제시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고, 2030년까지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 [2018.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도전을 목표로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고, 중점과학기술 120개를 선정(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기술)
[2018.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발표하여 수중무인이동체와
관련되어 수중통신을 포함 [2017.12]

미국

- 정부는 부처간 해양정책위원회(Interagency Ocean Policy Committee)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산재되어 있는 해양정책 관련 업무를 통합조정하여 간소화함.
해양정책위원회는 해양경제 성장, 과학연구의 우선순위 지정, 자원 및 데이터 공유 조정, 이해
관계자와의 연계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 [2018.6]
- 공동해양위원회(Joint Ocean Commission Initiative)는 정부 및 의회에서 향후 추진해야 할
해양정책 아젠다(Ocean Action Agenda)를 발표했고, 해양 건강성 회복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해양과학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권고 [2017.3]
- 정부는 2010년 7월에 수립된 국가해양정책(National Ocean Policy)에 따라 국립해양의회를
신설하고, 국립해양의회는 2013년 4월에 국가해양정책구현계획 발표를 통해 해양통신, 관측,
에너지 및 바이오 등 광범위한 분야에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 [2013]
- 정부는 연안·해양공간계획(CMSP)을 통합 해양 정책의 핵심과제로 채택 [2010]
- 정부는 해양법(Oceans Act of 2000)을 제정하고 의회 내에 해양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양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 [2000]

일본

- 정부는 2007년 4월에 제정한 해양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해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제3차 해양기본계획’은 경제중심으로 해양정책을 안보보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발표
[2018]
- 내각부는 ‘전력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IP)’를 통해 혁신적 기술개발을 목표로 창조형
R&D를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2016년 11개 과제별 주요내용 및 성과 등을 발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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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2차 해양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제5기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계획’을 발표를 통해 일본
해양과학 기술에 관한 개발계획을 제시 [2017]
- 해양과학기술 현황 및 중점 추진분야를 포함한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계획’을
발표 [2017]

유럽

- 영국은 2013년에 ‘Maritime UK’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업그레이드 된 ‘Maritime
2050’ 전략을 발표 [2019]
· ‘Maritime UK’ 정책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을 전제로 ‘영국을 해운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기반으로 ‘해양과학전략’, 해양산업의 전략적 틀,
‘해양산업 성장전략’, ‘해양산업 수출전략’ 등을 추진
- 영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인시스템 및 수중통신 등에 2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MARINET,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해양에너지 실용화를 촉진하고 전통 과학기술과 ICT 기술 등의 융복합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도 추진 [2017]
- EU는 청색성장을 위한 R&D전략을 수립하여, 청색경제(Blue Economy)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육성 전략 수립 [2015]
- EU는 8차 연구개발 프레임(Horizon 2020, 2014-2020)에서 청색성장 주도하기 위한 전략적
핵심기술·전략을 포함한 ‘청색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전략’ 수립 [2013]
- EU는 ‘청색성장전략’을 수립하여 청색성장을 주도할 5가지 해양분야를 선정하고 R&D를
통한 핵심기술개발이 청색경제 주도방안으로 분석 [2012]

중국

- 정부는,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국가해양국은 ‘전국 해양경제발전 13.5 계획(2016-2020)’을
공동 발표하였고, 4가지 성장이념을 통해 해양경제성장 촉진계획 제시 [2017.5]
· 11.5(2000-2014) 계획에서는 국가발전계획에 최초로 해양영역을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고
해양개발과 관리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12.5(2011∼2015) 계획에서는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국가발전 전략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면서 해양자원 탐사 및 개발과 해양산업
기술, 에너지, 생태환경 등의 중요한 기술개발 및 국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20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발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강요’에서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해양개발 방향을 제시하면서, 해양장비 제조, 해양자원탐사와
개발, 극지대양 고찰을 강조하였음 [2016]
· 국가해양국과 과기부는 전국 과기흥해계획에서 13.5 계획에서 제시한 해양사업 추진방향을
구체화하면서 해양 첨단장비 제조, 해양 서비스 기술, 정보화 기술개발을 포함 [2016.12]
· 심해개발기술을 포함한 13.5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을 발표 [2016.8]
· 과학기술부, 국토자원부 및 국가해양국이 합동으로 발표한 ‘13.5 해양영역 과학기술혁신전문항목계획’을
수립하여 극지개발, 해양환경보호 및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심해탐사 및 자원개발
등 과학기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2017.5]
- 국무원은 향후 30년간 3단계(2025년까지 제조강국 대역 진입)로 나누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중국 제조 2025’를 9대 임무와 5대 중대 프로젝트를 제시 [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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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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5%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수중 근거리 고속 음파통신 핵심 요소 기술과 수중 음파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기술 참조모델에 관한 기초 단계의 연구 개발 진행 중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2011년까지 중거리(4~6km, 20㎑) 대역에서 10kbps급의 수중통신 시스템 및 애드혹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하였고, 100bps급의 장거리(30km) 이동통신기술과 100kbps급의 근거리(200m
이내) 고속이동통신 기술 개발 중
- 호서대, SK텔레콤
· 2021년 실험망 완성을 목표로 기지국 기반의 분산형 수중 관측 제어망 연구 수행 중이며,
해상부이와 수중기지국간에는 3~20㎑와 60~70㎑의 주파수를 사용(최대 3개의 수중기지국
제어)하고 수중기지국과 수중센서 노드 간에는 20~60㎑의 주파수(최대 64개 수중노드
제어)를 사용하여 적응적 다중변조 방식을 사용하여 110~40kbps 전송이 가능하게 함. 서해에서
OFDM 방식을 사용한 데이터 송수신 실험 검증
-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 국방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중음파통신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기뢰탐색 및 통신접촉
공백구역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무인잠수정 및 관련 시스템을 핵심기술 사업 위주로
연구개발 중
· 네트워크 중심의 대잠전 보장을 위해서 수상함/항공기/고정형/무인정 탑재 능동/수동 소나를
다중상태로 함 운용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을 개발 중. 무인잠수정에서
통신 및 항해 연결노드로써 중계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수십 kbps 이상의 수중통신 능력
보장을 위해서 수중통신기 모뎀 탑재 가능토록 개발 중
- 경원산업, 휴엔스
· 중장거리 및 저주파 은밀 수중통신실험 송수신장비, 음향센서 설계·제작, 시험시스템 개발
¡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해양·하천·호수·저수지 등 물환경에서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이지만 현재는 수중음파통신 모뎀을 장착하여 수중 환경 모니터링 응용 서비스와
간단한 수중 장치 제어 등의 일부 관제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는 수준
- 강릉원주대
· 2009년에 지상통신과 수중음파통신을 연계하는 연동 기술개발을 통해 강릉 경포호
수중환경 데이터를 육상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4개월간
운영한 바 있으며, 2011년과 2013년에 모바일 망과 수중 통신망을 연동하여 자율유영
수중로봇을 제어하고 수중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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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해양조사원
· 국내 해양 감시 관측 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동해 해양환경관측을 위해 수중 관측 시스템
4기, 대형 부이 4기, 소형 부이 4기로 구성되는 KOGA(동해 수중관측시스템)를 구축하여
운영 중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2011년에 수중음파통신네트워크를 육상에서 원격관제하기 위해 해상 게이트웨이(부이)를
개발하여 거제에서 실해역 시험을 수행하였고, 자율무인잠수정(이심이 200-2008년, 이심이
6000-2012년)의 제어 및 상태정보 모니터링을 위해서 상용 모뎀을 연동하여 운영 중
- 호서대
· 2015년부터 수중기지국 기반의 네트워크 기술개발을 통해서 육상의 인터넷망과 수중음파통신망을
연동하고, 수중의 다양한 이종 네트워크와 호환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 해양 수중 상태를
스마트 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험 서비스 운영
- 해양경찰
· 2020년부터 해양경찰 구조대원 스마트지원 장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수중 수색 구조 통합
관제 시스템 개발, 구조대원과 지휘소간 수중 ICT 통신시스템 기술 개발, 구조 장비의
웨어러블 型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중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다채널의 음성통신 및 데이터 통신이 근거리에서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
¡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각각의 기술을 가진 수중 장비 및 네트워크 개발 업체들의
상이한 기술을 융합하고 운용하기 위해 상호운용성 적용가능 기술인 다중매체 다중대역 기술
개발 시작
- 국민대
· UHSDM을 2018년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하고 소형화, 통합화를 추진하여 연구개발 중.
수중에서 다중매체, 다중대역 기술과 실시간 적응력이 강한 솔루션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다중
대역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링크 단계에 다중매체 적응 계층과 전송단계의 서비스 적응
계층을 두어 복잡한 수중 상황에서도 가장 최적의 전송기술을 선택 적용할 수 있는
매체선정 기법을 개발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2020년부터 2027년까지 무인수상정-수중자율이동체 복합체계 개발을 착수하면서 수중로봇
(AUV), 수중글라이더, 무인수상정간의 복합체계 운용기술 및 통신 네트워크기술 개발
진행중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안전한 수중수색을 위해 여러 대의
자율무인잠수정(AUV)간의 수중/해상 통신 기술개발 진행중
-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STX엔진
· 수중(AUV, 잠수함)-해상(무인수상선, 함정, 무인기)-육상간 통합무인체계 구현과 연동에
필요한 세부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순수한 국내 기술력으로 융합통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전통적인 방식인 수중음파와 더불어 가시광, LF, MFAN, IR 등의
다양한 전송방식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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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
· 다중 대역과 다중 채널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디자인과 구현이 수행되고 있으며 LF,
IR, 음파, 가시광의 기술 적용 개발. 2018년 처음으로 가시광, IR의 병합 테스트 및
보드제작에 성공하였으며, 2021년 음파, MFAN 기술의 추가 탑재를 진행하였음. 현재
다양한 기술 적용을 위한 하드웨어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
- 한국해양대
· 가시광 통신 개발을 해왔으며 수중에서 LED광의 고속 모듈레이션 전송기술, 수중 LED
데이터통신, 수중 영상전송, 수중 멀티빔소나 데이터전송이 가능한 장비를 개발 중
- 볼시스
· 실제 해양환경에서 제품테스트 수행 및 대학의 우수한 연구진들과 기술교류를 활발히
진행 중. 해양 및 수중환경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한 해양로봇 및 통신장비
분야에 특화되었으며, 주력 품목은 다이버용 수중 가시광 통신 LED랜턴(BOLcom-S20), 수
중드론용 광통신 모뎀(BOLcom-200)이 있음
¡ (IoUT/IoUS-표준) DSC과 IoS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IoT RA와의 연결성에 중점적으로 집중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개발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
< 국내 주요 사업자 서비스 동향 >
사업자

주요 현황

LIG넥스원

- 2019년 12월, 장거리 은밀 수중통신 핵심기술 관련하여 저주파 수중음향 송수신
장비 제작, 2021년 공장수락시험 및 체계통합시험 완료를 통한 체계성능검증
- 2018년 7월, 수중유도무기(어뢰/기뢰/기만기 수중음향통신), 잠수함 전투체계(수중통신)
- 2020년 10월 잠수함용 소나체계 구축(수중음향정보 활용), 수상함용 소나체계 운용중
- 2018년 1월, 대잠정찰용 무인잠수정 핵심기술, 대잠탐지소나 및 수중통신기 제작

SK텔레콤

- 2018년 10월, 수중-육상 연동 통신망 시연(Cat-M1∼수면 G/W∼수중음파통신 네트워크)

경원산업

- 2007년 5월, 수중 초음파 페이저(다이버 간 통신), 수중 초음파 배열센서 검증장비
(ANTI-SKIMMING SYSTEM), 음향탐지성능 측정 장치, 고출력 초음파발생기(DDFS),
음향 센서 수조 시제장비 제작
- 2005년∼, 수중음향통신을 위한 음향센서(중거리용(20~30kHz), 장거리용) 제작

볼시스

- 2017년 11월, 해양로봇과 수중통신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여 실제 해양환경에서
제품테스트를 수행
- 2017년 11월, 다이버용 수중 가시광 통신 LED랜턴(BOLcom-S20), 수중 드론용 광 통신
모뎀(BOLcom-200) 제작

한화시스템

- 2019년 1월, 잠수함 전술훈련장 구축, 주요 레이더/통신장비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중
- 2018년 4월, 수상함/잠수함 전투체계 수상/수중통신 기능 개발, 수중감시 정보융합,
자율운항 무인잠수정 제작(수중통신 기능 탑재), 대형급 무인잠수정 체계종합 구축

휴엔스

- 2020년 3월, 간이형 수중통신 송·수신 시험장비 제작
- 2019년 2월, 저주파 장거리 수중음향통신 연구, 은밀 수중통신실험 송신장비 제작

STX엔진

- 2021년, 수중음향센서를 이용한 수중통신 송수신 시험장비 제작 및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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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미국 및 유럽은 주도적인 연구개발은 산·학·연을 중심으로
열악한 수중 채널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고속 정보전송이 가능한 수중음파통신 시스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수중음파통신 시스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신규 응용을
제공하는 융복합 산업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
- 미국, WHOI연구소
· 수중 고속 통신 분야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해구탐사용
네레우스 운용 등의 연구 개발을 수행함
- 독일, EvoLogics, 영국, TriTech, 네덜란드, TRIDENT
· 수중음파통신 모뎀 연구 개발 및 상용화
- 일본, JAMSTEC
· 해저관측기지와 데이터 교환을 위한 수중음파통신 모뎀 개발
- 미국, LinkQuest, 미국, Teledyne Marine
· 상용화된 수중음파통신 모뎀들은 주로 협대역의 단일반송파를 사용하고 있으나, 전송속도
개선 및 통신품질 향상을 위해 수중 다중반송파 전송 기술 연구 개발 중
¡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미국의 해군,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방 관련 해안
감시·방어, 해양탐사 및 자원개발, 수중환경 관제 등에 특화된 국가주도의 응용 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관련 핵심기술 및 경험과 데이터를 꾸준히 확보해왔으며 이 기술이 점차
민간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
- 미국, US Navy, SPAWAR Systems Center at San Diego
· 1990년대부터 국가 주도로

SEAWEB 프로젝트를 해마다 진행하여 수중 환경 모니터링과

항만방어 목적 중심으로 수중음파통신 응용 기술을 진행
- 미국, Connecticut 대학
· 군사 목적의 SEAWEB

기술을 이용하여 해양에 널리 퍼져있는 센서들을 원격으로 제어하

면서 민간용 해양 환경 모니터링을 제공할 목적으로 1999년 FRONT 연구를 진행
- 미국, WHOI, ONR(The Office of Naval Research)
· 서태평양 연안 해저에서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고정된 수중통신네트워크 응용 기술
개발이 2005년 PLUSNet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
- 미국,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ORION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 지원을 위한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지정학적 해양
특성 데이터 수집을 위해 캐나다와 미국의 해안선에 광범위한 수중 네트워크를 2000년대
초반부터 구축
- 미국, Connecticut 대학, Washington 대학, UCLA 대학, Texas A&M 대학
· Ocean-TUNE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Connecticut 대학을 비롯한 4개 대학이 참여하여
미국 연안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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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EU-funded
· 해양환경 관측을 목적으로 GEOSTAR, ESONET, 수중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MANET)
프로젝트인 UAN(2008∼2011), 수중로봇 네트워크 NAUTILUS(2012) 프로젝트 (Padova
대학) 해안 모니터링을 비롯한 수중 방어체계를 위한 RACUN(2010∼2014) (European Defence
Agency(EDA)) 및 CLAM(2010∼2013) 연구를 수행
¡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수중음파통신은 수중노드 간 통신보다는 대부분 수중노드를
해상·육상까지 확장하여 운용(주기적 수중 환경관측, 쓰나미·재난 및 수중침투 실시간 감시 등)
되고 있으며, 광파/전자기/자기장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한 수중무선통신 기술이 확장과 다양한
목적의 이기종 네트워크의 연동과 상호호환성 연구가 시작
- 미국, MIT
· 물과 공기간의 통신장벽을 피해 잠수함과 항공기간에 직접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통신(TARF) 기초연구를 수행
- 이탈리아, Rome La Sapienza 대학
· 이기종 수중통신망 연계를 위한 SUNRISE 프로젝트(2013∼2016)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환경(지중해, 흑해, 호수, 운하 등)에 설치된 시험 인프라를 기반으로 5개의 수중통신
네트워크 통합, 협력개발을 위한 공용 아키텍처 모뎀과 프로토콜, 수중통신네트워크를
추적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에뮬레이션, 반복시험을 위한 표준 플랫폼, 다양한 사용자들이
SUNRISE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한 사용자 편의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개발
¡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수중에서 통신 가능한 각각의 기술에 대한 검증이 되고
있으며, 가시광과 음파통신을 융합하거나 자기장과 음파 통신을 융합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아직까지 4개 이상의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통신기술의 개발은 계속 수행되고 있는 실정
- 영국, Sonardyne
· 여러 기술을 통합한 제품은 아직 생산하지 않으며 단일 기술 즉, 가시광 등을 활용한
수중통신 시스템 개발
- 미국, Seatrec
· 해수온도차를 이용한 자가충전 수중드론 개발

¡ (IoUT/IoUS 표준) IoT 개념은 정립되고 있으나 수중통신 관련 기술개발은 IoUT 표준으로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IoT RA의 개념과 함께 개발되어야 하는 IoS 기술로 연결되고
이 개념이 자연스럽게 IoUT와 IoUS 개념으로 발전할 것이 예상
- 프랑스, Trialog
· 현재 만들고 있는 IoT-RA와의 연결성을 위해 IoS, IoUS의 개념을 정립 중
- 캐나다, Cogentas
· 지속적으로 도전적인 방향으로 시도,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IoS, IoUS의 고착된 의미의
쇄신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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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주요 사업자 서비스 동향 >
사업자

주요 현황

DSPComm

- 1997년∼, 수중음파통신 모뎀 상용화, Underwater wireless modem(AquaComm,
AquaComm Gen2, AquaNetwork), 100/480/1000bps

EvoLogics

- 2000년∼, 수중음파통신 모뎀 상용화, S2C M시리즈(48/78, 42/65, 18/34, 15/27,
HS), S2C R 시리즈(48/78, 42/65, 18/34, 15/27, 12/24, 7/17), S2C T 시리즈(42/65,
18/34) 판매

L3HARRIS
Oceania

- 1984년∼, 수중음파통신 모뎀 상용화, GPM 300, 10∼1000bps

LinkQuest

- 1998년∼, 수중음파통신 모뎀 상용화, UWM 시리즈(1000, 2000, 2200, 3000, 4000,
10000) 판매

Nortek AS

- 1996년∼, 수중음파통신 모뎀 상용화, Acoustic Modem(Benthos OEM 사용)

Sonardyne

- 1971년∼, 수중음파통신 모뎀 상용화, Modem6, 6G, BLUECOMM (수중무선광통신)
판매

Teledyne Marine

- 1985년∼, 수중음파통신 모뎀 상용화, ATM 903, 910 시리즈(915, 916), 920 시리즈
(925, 926), 960 시리즈(965, 966) 판매

Seatrec

- 2021, 해수온도차를 이용한 자가충전 수중드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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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전파응용 분야 4개의 소분과 기술(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
환경)들을 대상으로 함
- (분석 대상 및 범위) Keywert 특허검색 DB를 이용하여, 한미일, 유럽, 국제(PCT)에 출원/
공개(등록)된 특허들을 대상으로,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 2001.01.01. 이후 출원된
14,145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1년 3월까지 공개된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를 분석대상으로 한 본
IPR 분석에서는 미공개 데이터가 존재하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출원된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들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따라서 본 IPR 현황부에서 분석된
특허들은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별 기술에 대한 최신의 특허 데이터가 아님
< 전파응용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DB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기술 관련 핵심 키
워드들의 유사/동의어 조합을 통해 검색식 작성
< 전파응용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무선전력전송,
WPT(wireless power
transfer), WPCN, Wireless
Power Communication

ti:((무선전력* ((무선* wireless*) a/1 (전력*

Network, Wireless

power*) and (전송* 송신* transfer* 통신*

무선전력전송

Charging, RF WPT,

communicat*)) WPT* WPC* 무선충전*

Beamforming WPT,

"무선 충전" (wireless* a/1 charg*))) and

Massive MIMO WPT,

ipc:(h02j* h02m*)

Retro WPT,
Distributed-Cooperative
W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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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수중통신, 수중음파통신,

수중통신

수중네트워크, Underwater,

((수중* underwater* 수중음파* underwater*

IoUT(Internet of

a/1 acoustic*) a/1 (사물인터넷* 사물* a/1

Underwater Things),

인터넷* 통신* 네트워* 네트웍*

IoUS(Internet of

communication* network*) internet* a/1

Underwater Services),

underwater* UWANS* ((underwater*) a/1

UWASN(UnderWater

(acoustic*) a/1 sensor*))

Acoustic Sensor Network)
1. ti:((위성* satellite* (integrated* hybrid*
cooperative*) n/1 (satellite* terrestrial*)
(위성* satellite*) n/1 (지상* 4G* 5G*
LTE* 엘티이* Long a/1 Term a/1 Evolution
OFDM* 직교주파수* 직교* a/1 주파수*)
위성지상* 위성/지상* 지상위성*
지상/위성*) and (지상* 이동* 셀룰러*
셀룰라* terrestrial* mobile* cellular* 통신*
네트워크* 네트워킹* communicat*
network*)) and (주파수재사용* 주파수* a/1
재사용* (frequency*) a/1 (reuse* share*
sharing*) CoMP (cooperative* advanced*)
a/1 (multipoint* multi?point* multiple a/1
point MIMO* multi-input a/1 multi-output
multi a/1 input a/1 multi a/1 output)
다이버시티* 다이버서티* diversity*
위성통신

위성통신, 위성/지상 연동,
심우주, 위성항법, GNSS

(beamform* beam-form* 빔포밍* (빔) a/1
(포밍 형성 성형) 빔형성* 빔성형*) (간섭*
인터피어런*) n/1 (제어* 완화* 제거* 정렬*
저감* 관리* 평가*) (전력* 파워*) n/1
(제어* 컨트* 콘트* 관리*) 핸드오프* 핸드
a/1 오프 핸드오버* 핸드 a/1 오버 (자원*
리소스*) a/1 (관리* 할당*) (interference*)
n/1 (align* cancel* coordinat* mitigat*
reduc* manag* evaluat*) (power*) n/1
(control* manag*) handover* handoff*
hand a/1 over hand a/1 off (resource*)
a/1 (align* assign* allocat* manag*)
랜덤액세스* 랜덤엑세스* 랜덤 a/1 액세스
랜덤 a/1 엑세스 임의접속* 임의 a/1 접속
random a/1 access 왕복지연* 왕복 a/1
지연 round a/1 trip a/1 delay 시공간부호*
시공간 a/1 부호 STC* space a/1 time a/1
cod* channel a/1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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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hierarchical a/1 modulation 채널보상* 채널
a/1 보상 계층변조* 계층 a/1 변조
계층적변조* 계층적 a/1 변조 지상보조망*
지상 a/1 보조망 CGC* ATC*
complementary a/1 ground a/1 component
ancillary a/1 terrestrial a/1 component)
and ipc:(h04b* h04q* h04w* h04l* h04j*
b64g* g04r* g01s* h04h*)
2. ((광대역* 브로드밴드* 와이드밴드*
broadband* wideband*) a/1 (위성*
satellite*) DVB-RCS* (DVB* digital a/1
video) a/1 (return a/1 channel) VSAT* very
a/1 small a/1 aperture a/1 terminal
physical a/1 layer a/1 network a/1 coding
full a/1 duplex a/1 wireless DVB-S2*
(DVB* digital a/1 video) a/1 (satellite*)
PCMA paired a/1 carrier a/1 multiple a/1
access) and (다중빔* 다중 a/1 빔 multi*
a/1 beam* multi-beam* multibeam*)
3. ((심우주* 심 a/1 우주 우주* 행성*) a/1
(통신* 네트워크*) ab:((deep a/1 space
interplanetary*) a/1 (communication*
network* transmission*) interplanetary a/1
network space a/1 internet interplanetary
a/1 internet (Delay* Disruption*) a/1
(tolerant a/1 network) bundle a/1 protocol
CCSDS* proximity-1* space a/1 data a/1
system Custody a/1 transfer intermittent
a/1 connectivity Opportunistic a/1
connectivity)

ti:((deep a/1 space lunar*)

a/1 (communication* network*
transmission*) interplanetary a/1 network
space a/1 internet interplanetary a/1
internet (Delay* Disruption*) a/1 (tolerant
a/1 network) bundle a/1 protocol CCSDS*
proximity-1* space a/1 data a/1 system
Custody a/1 transfer intermittent a/1
connectivity Opportunistic a/1 connectivity)
long* a/1 haul* licklider a/1 transmission
a/1 protocol L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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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4. ab:((실내외* 실내/실외* 실외/실내*
outdoor* indoor* indoor/outdoor*) and
(측위* 위성항법* 위성 a/1 항법 포지셔닝*
포지션* 위치* position* locat* GNSS*
navigat* global a/1 navigation RNSS*
radio a/1 navigation a/1 satellite satellite*
위성* GPS* global a/1 positioning
pseudolite* pseud-satellite* pseud a/1
satellite 의사위성* 의사 a/1 위성 지피에스*
쥐피에스*)) and (GPS* GNSS* seamless
a/1 satellite satellite* radio a/1 navigation
a/1 satellite global a/1 positioning 위성*
지피에스* 쥐피에스* 위치* 포지션*
포지셔닝*)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파환경

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전자파,
적합성, 노출, 테스트,
시험, 평가, 간섭, 측정,
방호, 보호

(EMC* EMI* EMS* EMP* EMF* 이엠피*
이엠씨* 이엠시* 이엠에스* 이엠아이*
이엠에프* (electromagnetic*
electro-magnetic* electro a/1 magnetic)
a/1 (compatibility* interference*
susceptibility* pulse* field*)) and ((전자파*
electromagnetic* electro-magnetic* electro
a/1 magnetic) n/1 (적합* 노출* 테스트*
시험 expos* test* 측정* 평가* measur*
evaluat* 방호* 보호* 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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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응용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전파응용 분야 전체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에 매우 많은 특허
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최근까지 국내외 출원인들의 특허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전파응용 분야 특허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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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응용 분야 특허출원에서, 미국특허(공개 및 등록특허 포함) 및 한국특허(공개 및 등록특허
포함)가 각각 4,887건(35%), 3,738건(26%)으로 많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KR), 미국(US)은 2019년도에 가장 높은 특허 출원량을
보였으며, 일본(JP), 유럽(EP), 국제(WO)는 2018년도에 가장 높은 특허 출원량을 보임
- 특히, 2018년, 2019년에 한미일, 유럽, PCT 특허 출원량이 급증한 것은 무선전력전송 기술과
위성통신 기술 관련 신규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임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소분과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합계

2001

2

8

76

15

101

2002

4

13

81

11

109

2003

7

3

53

10

73

2004

16

6

61

13

96

2005

8

18

63

8

97

2006

6

18

91

28

143

2007

14

11

78

13

116

2008

34

25

85

8

152

2009

138

19

87

8

252

2010

224

21

65

19

329

2011

430

30

79

18

557

2012

590

40

104

13

747

2013

858

28

130

11

1,027

2014

837

25

147

16

1,025

2015

1,041

21

112

15

1,189

2016

1,023

35

32

19

1,109

2017

901

27

40

10

978

2018

2,131

70

295

54

2,550

2019

1,694

54

644

24

2,416

2020

638

16

403

12

1,069

2021

10

0

0

0

10

합계

10,606

488

2,726

325

14,145

출원연도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 중,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10,606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위성통신 기술과 수중통신 기술, 전자파환경 기술이 각각 2,726건,
488건, 325건의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위성통신 기술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에는 2015년 대비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 특허출원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 가장 높은 출원량을 보임
- 수중통신과 전자파환경 기술은 2018년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출원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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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구간별 특허출원 현황 >
구간A

구간B

구간C

(2011년~2013년)

(2014년~2016년)

(2017년~2019년)

무선전력전송

1,878

2,901

4,726

수중통신

98

81

151

위성통신

313

291

979

전자파환경

42

50

88

특허분석 항목

-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구간C(2017년~2019년)에서 구간B(2014년~2016년) 대비 신규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수중통신, 전자파환경 기술은 최근 구간C(2017년~2019년)에서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위성통신 기술은 구간C(2017년~2019년)에서 구간A,B 대비 매우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진 것으로 파악됨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특허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소분과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합계

한국특허(KR)

3,271

107

307

53

3,738

미국특허(US)

3,420

175

1,170

122

4,887

일본특허(JP)

1,229

68

225

46

1,568

유럽특허(EP)

774

31

349

18

1,172

국제특허(WO)

1,912

107

675

86

2,780

합계

10,606

488

2,726

325

14,145

특허발행국

- 소분과 기술에 대한 특허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기술 모두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음
- 특히,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타 소분과 기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특허출원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이 분야가 국제표준과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위성통신과 전자파환경은 특허 발행국 미국 다음으로 PCT 국제(WO) 출원이 많이 진행되었고,
수중통신은 한국에서 출원이 많이 진행됨
- 전반적으로 전파응용 분야는 특허 발행국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신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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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 >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LG INNOTEK
CO. LTD

476

한국해양연구원

14

ETRI

73

주식회사
유라코퍼레이션

7

SAMSUNG
ELECTRONICS

411

강릉원주대학교

13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19

주식회사
이레테크

6

LG
ELECTRONICS

206

호서대학교

8

한화시스템

12

ETRI

5

SAMSUNG
ELECTRO-ME
CHANICS

145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8

QUALCOMM

11

재단법인
자동차융합
기술원

3

Hyundai Motor
Company

97

주식회사
에스에스엘

4

서울대학교

10

SAMSUNG
ELECTRONICS

3

2

QUALCOMM

87

국방과학연구소

4

SAMSUNG
ELECTRONICS

9

FLEXTRONICS
ODM
LUXEMBOURG
S.A.

ETRI

62

목포대학교

4

국방과학연구소

4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2

KAIST

62

KETI

3

주식회사
케이티

4

주식회사
이엠시스

2

HANRIM
POSTECH
CO., LTD.

59

국민대학교

3

MITSUBISHI
ELECTRIC

4

국방과학연구소

2

KETI,
AMOSENSE
CO., LTD.

58

한국해양대학교

3

KETI

4

금오공과대학교

2

- 특허 발행국 한국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기업은 엘지
이노텍으로 나타났으며, 2위, 3위로 삼성전자, 엘지전자로 파악됨. 특히, 국내 중소기업으로
한림포스텍과 아모센스가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되어, 본 기술 분야는 국내 중소기업에서도
관련 연구개발과 함께 상당한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국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QUALCOMM이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수중통신 분야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가장 많은 출원을 진행하였으며, 다음으로 강릉원주
대학교, 호서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파악됨. 상위 다출원인에는 대부분 출연연과
학계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어, 국내의 수중통신 분야는 학연에서 다양한 연구개발과
함께 특허출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위성통신 분야에서는 ETRI가 가장 많은 출원을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한국항공우주시스템,
한화시스템, QUALCOMM으로 나타남. 특히, 국내 위성통신 분야 상위 다출원 기업으로는
일본 MITSUBISHI ELECTRIC도 포함됨
- 타 소분과 기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량이 적은 전자파환경 분야에서는 유라
코퍼레이션, 이레테크, ETRI 순으로 상위 다출원인이 파악됨. 국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스위스 FLEXTRONICS ODM LUXEMBOURG S.A.사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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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 >
무선전력전송
출원인

수중통신
출원량

출원인

출원인

출원량

550

WFS
Technologies
Ltd.

45

HUGHES
NETWORK
SYSTEMS

177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14

426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QUALCOMM

14

ATC
TECHNOLOGIES

85

NEC

8

LG
ELECTRONICS

292

THE BOEING
COMPANY

10

QUALCOMM

80

DELL
PRODUCTS,
LP

8

LG INNOTEK
CO. LTD

283

Wireless
Fibre
Systems

8

ETRI

69

EXXONMOBIL
UPSTREAM
RESEARCH
COMPANY

8

APPLE

250

InCube Labs,
LLC

7

MITSUBISHI
ELECTRIC

66

SCHLUMBERGER
TECHNOLOGY
CORPORATION

7

PANASONIC

197

Ceebus
Technologies,
LLC

7

VIASAT, INC.

64

CARBO
Ceramics
Inc.

6

TDK

195

WOODS
HOLE
OCEANOGRA
PHIC

7

THALES

54

SONY

6

INTEL

180

QinetiQ
Limited

7

THE BOEING
COMPANY

52

AIRBUS

6

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Corp.,Ltd

125

NEC

7

HUAWEI

50

TAIYO
YUDEN CO
LTD

5

102

TANGSHAN
ZHAO LAN
MARINE
TECHNOLOGY
CO., LTD.

6

GILAT
SATELLITE
NETWORKS

39

MITSUBISHI
ELECTRIC

5

HUAWEI

출원인

전자파환경
출원량

SAMSUNG
ELECTRONICS

출원량

위성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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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발행국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 삼성전자로 나타남. 특히, 무선전력전송 다출원 상위
기업 1위 삼성전자는 2020년 분석결과(395건) 대비 금년도에는 550건으로 나타나 무선전력
전송 분야에 대한 국외출원을 매우 많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국내 엘지전자, 엘지
이노텍도 무선전력전송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 HUAWEI는 금년도
분석결과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 신규 상위 다출원 기업으로 포함됨
- 수중통신 분야는 타 상위 다출원 기업 대비 영국 WFS Technologies Ltd.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미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The Boeing Company로 나타남. 수중통신 분야에서는 영국과
미국 국적의 기업들이 특허출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 NEC와 중국 TANGSHAN ZHAO LAN MARINE TECHNOLOGY CO., LTD.가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위성통신 분야의 다출원 기업으로는 미국 HUGHES NETWORKS SYSTEMS, 미국 ATC
TECHNOLOGIES, 미국 QUALCOMM, 한국 ETRI 순으로 나타남. 위성통신 분야는 대부분
미국

국적

출원인들이

특허출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MITSUBISHI ELECTRIC, 프랑스 THALES, 중국 HUAWEI, 이스라엘 GILAT SATELLITE
NETWORKS도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전자파환경 분야는 미국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일본 NEC, 미국
DELL PRODUCTS LP, EXXONMOBIL UPSTREAM RESEARCH COMPANY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미국과 일본 국적 기업들이 상위 다출원 기업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으며, 프랑스 AIRBUS도 포함됨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전파응용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에서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 특허 기반의 표준 및 시장 선점을 위해 특허출원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특히 무선전력전송 분야에서는 국내 대기업 삼성전자,
엘지이노텍, 엘지전자, 삼성전기,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아모센스, 한림포스텍
등에서도 활발한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근 미국 APPLE, 일본
TDK, PANASONIC, 중국 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HUAWEI가 무
선전력전송 분야 신규출원을 매우 많이 진행한 것으로 분석됨. 다음으로 수중통신, 전자파
환경 분야의 한국 국적 출원인들은 자국 내 출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해외시장을
고려한 특허 출원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위성통신 분야는 2016년과 2017년에 2015년
대비 특허출원량이 매우 많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신규출원이 매우 폭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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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7.8%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국제
(공식)

표준화 기구

JTC1

국제
(사실)

국내

SC41

JANUS

TTA

PG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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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현황
(WG3-IoT Architecture) IoT 및 관련 기술 참조 아키텍쳐 표준을 개발
중이며 수중통신 관련 ISO/IEC 30140-1,2 참조모델 표준이 제정
(WG4-IoT Interoperability)
- IoT 및 관련 기술 상호호환성 제공을 위한 표준을 개발 중이며 수중
통신 관련 ISO/IEC 30140-3,4 제정
(WG5-IoT Application)
- IoT 및 관련 기술 응용과 관련된 표준 및 유즈케이스를 개발 중이며
수중통신 관련 ISO/IEC 30142 네트워크 관리표준과 ISO/IEC 30143
응용 프로파일 표준이 FDIS 단계를 거쳐 2020년에 IS로 제정
- ISO/IEC 30167 UWASN Underwater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IoT (TR) 제정
(WG7-Mafitime, underwater and Digital Twin applications)
- 2021년 5월 WG3, 4, 5의 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던 수중통신 관련 된 모든
프로젝트를 옮겨서 WG7을 구성하엿으며 국민대의 박수현교수가
컨비너를 수임
- ISO/IEC 30177 UWASN U-NMS Interworking 표준을 CD로 진행 중
- ISO/IEC 30171 UWASN B-UWAN Overview and Requirements 표준이
CDV 투표 중
- 향후 프로토콜 표준 및 연동 기술, IoUT 등 다양한 수중음파통신 기술영역의
표준화를 단계별로 추진 예정
- NATO 회원국(유럽, 미국)이 채택한 표준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JANUS
표준을 IJTC1 SC41에서 진행 중인 UWASN 공적표준에 반영하고자 하
는 시도가 진행 중
(특수통신)
- 지중/수중통신 실무반(WG9031)에서 다양한 수중통신 기술 및 현황,
이슈를 다루는 표준과 기술보고서를 개발 중
- 시스템기술, 응용기술, 연동기술 중심이었던 표준화 대상을 확장하여
새로운 IoUT 기술 영역 표준화를 진행 중
- 시험절차를 정의하는 표준이 발간되었으며 장비 실험 절차에 대한
표준도 진행 중

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이 개발되었으며 음파외의 수중통신
참조모델 표준은 개발이 필요하고 기 개발된 참조모델은 개정 되었음
- (TTA 특수통신 PG(PG903)) 수중음파통신 시스템의 요구사항, 아키텍처, 메시지 구조, 환경
시험, 통신 장애 대응 프레임워크 등에 관한 표준화를 완료하였고, 수중음파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개요 및 요구사항을 개정 완료하였고 다중매체 및 다중대역기반 - MM/MB(Multi
Medium/Multi Band)관련 표준을 개발 중. 그 외에도 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의 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과 수중통신 용어와 정의 표준 등이 재개정을 통한 표준 개발을
수행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903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051, 수중통신 용어와 정의(개정)

2021

2021-0049, 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 구성요소와 기능적 요구사항

2021

2019-1352, 다중매체 및 다중대역기반 수중 통신을 위한 참조모델

2021

TTAR-06.0217, 수중 음향 주파수 사용 현황(기술보고서)-제2부: 수중 음향 장비

2020

TTAR.KO-06.0183/R1, 수중 음향 주파수 사용현황(기술보고서)-제1부: 수중
음향 통신 시스템(개정)

2020

TTAK.KO-06.0352/R1, 수중음파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개요 및 요구사항(개정)

2019

TTAE.KO-06.0444, 수중통신망 확장을 위한 상호 호환 요구사항

2017

TTAK.KO-06.0430, 수중 음파 센서 네트워크의 통신장애에서 데이터 손실
감소와 복구를 위한 프레임워크

2016

TTAK.OT-06.0058, 수중음파통신모뎀의 메시지 구조

2014

TTAK.KO-06.0352, 수중 음파통신 시스템 Stage1: 요구사항

2013

TTAK.KO-06.0256, 수중 근거리 음파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아키텍처

2011

¡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수중 관리 정보베이스(u-MIB: Underwater - Management
Information Base) 표준, 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의 구성요소와 기능적 요구사항 표준, 그리고
수중 음파 통신 네트워크의 어플리케이션 기반 부분 초기화 방법과 요구사항 표준을 2021년에
개발하고 수중음파통신 기반 수중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시스템 기술과 수중음파통신 기반
수중 로봇 제어 기술과 관련된 표준을 진행할 예정
- TTA 특수통신 PG(PG903)
· 수중 망 관리 시스템 개요 및 요구사항이 2018년에 제정
· 수중통신 기술 개요 및 동향 기술보고서, 수중통신 용어와 정의 표준이 2019년에 제정
· 2021년도에 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 구성요소와 기능적 요구사항 표준, 수중 관리 정보
베이스 표준, 수중 음파 통신 네트워크의 어플리케이션 기반 부분 초기화 방법과 요구사항
표준을 제정하고 수중통신 용어와 정의 표준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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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903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052, 수중 음파 통신 네트워크의 어플리케이션 기반 부분 초기화 방법
과 요구사항

2021

2021-0051, 수중통신 용어와 정의(개정)

2021

2021-0049, 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 구성요소와 기능적 요구사항

2021

2019-1351, 수중 관리 정보베이스(u-MIB)

2021

TTAK.KO-06.0502, 수중통신 용어와 정의

2019

TTAR-06.0210, 수중통신 기술 개요 및 동향(기술보고서)

2019

TTAE.KO-06.0475, 수중 망 관리 시스템 개요 및 요구사항

2018

¡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국내에서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술보고서와
수중 네트워크의 지상/수중 상호운용성 표준이 계속 개발 중이며 연동주소기법과 상호호환
요구사항 표준은 개발되었고, 향후 수중 DTN 기반의 연동기술을 포함한 상세 상호운용성
제공 표준이 영역별로 상세화되어 진행 예정
- TTA 특수통신 PG(PG903)
· 수중음파통신 기반 연동기술, 수중음파통신망 확장을 위한 상호호환 요구사항 등에 관한
표준화를 완료하였고, 주파수 사용 현황 기술보고서와 관련하여 수중음향통신시스템과
수중음향장비의 주파수 현황이 제정․개정이 완료되었고 수중생물과 인공물에 기인한
주파수 현황 개정작업이 수행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903

표준(안)명

완료연도

2016-130, 수중 음향 주파수 사용 현황(기술보고서)-제3부 수중생물과 인공발생
주파수

2021

2020-0720, 수중 네트워크 지상/수중 인터워킹

2021

TTAR-06.0217, 수중 음향 주파수 사용 현황(기술보고서)-제2부: 수중 음향 장비

2020

TTAR.KO-06.0183/R1, 수중 음향 주파수 사용현황(기술보고서)-제1부: 수중
음향 통신 시스템

2020

TTAE.KO-06.0476, 지상 통신 네트워크와 수중 음파 통신 네트워크 간의
상이한 네트워크 주소체계 연동을 위한 가상 주소 이용 스킴

2017

TTAE.KO-06.0444, 수중통신망 확장을 위한 상호호환 요구사항

2017

TTAE.KO-06.0453, 지상 RF 통신네트워크와 수중 음파 통신네트워크의 연동
요구사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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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수중에서 적용 가능한 통신 기술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술보고서가 2019년 발간되었으며 다중매체 및 다중대역 기반 시험절차와
참조모델의 표준화가 진행 중
- TTA 특수통신 PG(PG903)
· PG903 산하 수중 및 지중 통신 작업반(WG9031)에서는 기존의 통신기술인 음파 통신 외에
다양한 접속기술이 융합된 개념을 정립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접근방식을 구현하는
표준을 진행 중이며 참조모델로 시작하여 미래 수중통신 융합 기술영역에서 활발한 표준
활동이 진행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903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0-0048, 다중매체 및 다중대역 기반 수중 무선 통신 시스템 시험 절차

2021

2019-1352, 다중매체 및 다중대역 기반 수중통신을 위한 참조모델

2021

2021-0050, 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의 통신시스템 물리 계층 가이드라인

2021

TTAK.KO-06.0528 수중 다중매체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다중매체 라우팅을
위한 프로토콜 계층 모델과 핵심 요구사항

2020

TTAR-06.0210, 수중통신 기술 개요 및 동향(기술보고서)

2019

TTAK.KO-06.0485, 다중매체 및 다중대역 기반 수중통신을 위한 요구 사항

2019

¡ (IoUT/IoUS 표준) TTA 특수통신 PG(PG903)에서는 IoUT의 개념을 정의하고 수립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2년 표준개발을 목표로 진행 중. 또한 IoUS의 개념을 정의하고 수립하는
절차와 함께 IoUS 서비스 표준개발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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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2013년 9월 개최된 JTC1 WG7 회의에서 처음으로 PWI를
발표하였고, 2014년 9월에 수중음파통신 시스템 요구사항 등에 대한 2건의 국제 표준안에
대한 NP제안 승인. 이후 본 표준안들이 JTC1 SC41 WG3~WG5로 이관 후 2021년 5월
수중통신 표준개발을 위한 IoT 분과가 만들어졌으며 국민대의 박수현교수가 컨비너를 수임
- JTC1 SC41 WG7
· 수중통신 Reference Architecture는 2017년 10월 IS로 발간, Overview and Requirements는
2018년 2월 IS로 발간되었으며, Entities and Interface는 2018년 7월 IS로 발간되었는데
모든 수중과제는 WG7로 이관 된 상태
· B-UWAN Overview and Requirements 표준은 기지국 기반의 개념으로 기존의 UWASN 과는
차별화 된 목적으로 만들어 진 표준이며 현재 CDV를 위한 보팅이 진행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JTC1
SC41 WG7

Overview and Requirements for Base-station based Underwater Wireless
Acoustic Network(B-UWAN)

2021

ISO/IEC 30140-1,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UWASN) - Part 1 :
Overview and Requirements

2018

ISO/IEC 30140-2,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UWASN) - Part 2 :
Reference Architecture

2017

ISO/IEC 30140-3,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UWASN) - Part 3 :
Entities and Interface

2018

JTC1
SC41 WG7
JTC1
SC41 WG7

¡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수중 센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개요 및 요구사항과 수중
음파 센서 네트워크 응용 프로파일 표준이 이미 2020년 국제표준(IS)로 제정. 베이스 스테이션
기반의 무선 음파통신 네트워크(B-UWAN)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안과 수중 관리 정보베이스(u-MIB:
Underwater Management Information Base) 표준안 2019년에 제안되어 2021년에 CD 상태에서
2022년에 DIS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JTC1 SC41 WG5
·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UWASN) Network Management System Overview
and Requirements(ISO/IEC 30142)와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UWASN)
Application Profiles(ISO/IEC 30143)가 2018년 NP 채택 후 2020년 6월에 각각 IS로 제정
· Underwater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IOT (ISO/IEC TR 30167)은 기술보고서로서
2021년 6월에 제정
- JTC1 SC41 WG7
· 2021년 5월과 6월에 걸친 총회에서 JTC1 SC41 산하에 WG7(WG 명칭 : Maritime, Underwater
IOT and Digital Twin Applications) 신설이 결정됨이 따라 WG3, WG4, WG5에서 진행되던
수중통신 관련 표준화 과제들이 모두 WG7으로 이관되어 진행
· Underwater Management Information Base (u-MIB) 표준과제와 Overview and Requirements
for Base-station based Underwater Wireless Acoustic Network (B-UWAN) 표준과제는 2021년
7월 CD 레벨에서 2022년 WG7로 이관되어 DIS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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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JTC1
SC41 WG7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30171 ED1 Overview and Requirements for Base-station based
Underwater Wireless Acoustic Network (B-UWAN)

진행중
(2022)

ISO/IEC 30175 ED1 Underwater Management Information Base (u-MIB)

진행중
(2022)

ISO/IEC TR 30167, Underwater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IoT (TR)

2021

ISO/IEC 30142,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UWASN)
Management System Overview and Requirements

2020

Network

ISO/IEC 30143,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UWASN) Application
Profiles

2020

¡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표준은 2018년 발간된 ISO/IEC
30140-4이며, 향후 다양한 후보기술의 용복합 주제와 이종 네트워크, 이종 매체, 이종
디바이스의 상호호환 제공을 위한 주제, 수중음향 주파수 사용현황 기술보고서 등 표준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IEC/ISO JTC1 SC41 WG7
· 2021년 6월 회의에서 해상, 수중 IoT, 디지털 트윈 어플리케이션을 주제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로 WP7이 승인되어 향후 수중통신관련 국제표준화는 WP7에서 다뤄질 예정임.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JTC1
SC41 WG7

표준(안)명

완료연도

SC41N1409(NP), Internet of Things(IoT) - Interworking between IP-based
network and underwater network

2022

ISO/IEC 30177(ED1), Internet of Things(IoT) - Underwater network management
system(U-NMS) Interworking

2021

ISO/IEC 30140-4, Information technology -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UWASN) - Part 4 : Interoperability

2018

¡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JTC1 SC41 충칭미팅에서는 2019년 5월 새로운 신규 NP로
IoUT를 위한 수중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문서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으며 SC41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여 2021년 발행완료 하였음.
- JTC1 SC41 WG7
· 물속에서 통신 가능한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수중음파통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가시광, LF, MFAN, 음파)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중통신 융합을 위한 기술적
기초를 수립하는 중요한 작업 문서로 ISO/IEC Underwater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IoT 표준이 발행완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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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JTC1
SC41 WG7

ISO/IEC TR 30167:2021(ED1), Underwater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IoT(Internet of Things)

2021

¡ (IoUT/IoUS 표준) JTC1 SC41 WG3에서는 2019년부터 IoT RA의 두 번째 버전 작업 중이며
수중 IoT RA개념의 적용 필요성을 느끼고 한국의 전문가 의견을 통해 계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DSC에 대한 발표 수행되었으며 JTC1 SC41 WG3에서는 IoT RA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IoS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표준화 회의에서 IoS에 대한 개념 정의가
대두됨
- JTC1 SC41 WG3
· 2020년 2월 11~13일 파리에서 열린 WG3 인터림 회의에 참가하여 DSC Concept
Contribution를 기고하였으며 그 결과 내용의 일부가 IoT RA에 반영되고 WD에 내용이
포함
· 2020년 5월 24~29에 개최된 JTC1 SC41 WG3 버츄얼 회의에서 IoS에 대한 한국 전문가 기고 IoS Concept Contribution를 발표하여 IoT와 IoS가 상호 필요한 관계라는 사실을 밝혔고 IoT
RA 문서에 포함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JTC1
SC41 WG3

ISO/IEC 30141 R2, IoT RA
DSC(Dynamic Service Composition) Concept Contribution

진행중
(2022)

JTC1
SC41 WG3

ISO/IEC 30141 R2, IoT RA
IoS(Internet of Service) Concept Contribution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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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시
장 -

약 점 요 인 (W)

우수한 국내 IT 인프라 수준
수중로봇 등 관련 시장 확대
ICT 무선기기 거대시장 확보
5G 세계최초 상용화
위치기반서비스 시장 확대

국내역량요인

국외환경요인

- 여타 통신 표준에 비해 상대적
으로 좁은 시장
- 중소기업 주도의 산업 구조
시
형성 어려움
장 - 중소기업 주도의 위성산업 구조
- 수중통신 수요부족으로 국내
시장이 제한적
- 상용화된 기술 미흡

기 - 국내 독자 기술 개발
술 - 정부주도형 연구개발

기
- 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술 및 상용화 지원 미흡

- 수중통신 국내표준 제정
- 산업 표준화(IEEE) 추진 미비
- 수중통신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표 - 표준화선도 역량 및 표준화 경험 표 - 산업체 표준화 참여 미비
준 보유
준 - 관련 분야 기술/표준 전문가
- 국제표준화 위원회의 설립 및
부족
컨비너 수임 (JTC1/SC41/WG7)

【SO전략】
- 시장형성 초기 단계
- 국민 생활 편의 및 안전을 목적
시 으로 하는 전파응용 산업의 시장 - (시장) 우수한 국내 IT 인프라를 활용한
장 활성화 추세
신규시장 구축
- 무인 이동체(수중로봇) 산업이 - (기술) 관련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기
커지면서 통신소요 증대
지속적 확보 및 국내 기술 경쟁력
회
- 일부 선도기업 기술을 제외하고 유지
요
기
- (표준) 국내 표준 활동을 통한 기술의
경쟁 초기 단계
인
술 - 국내 기술의 선도 가능성이 큼 활용 가능성 검토, 차별화된 국내
(O)
기술경쟁력을 활용한 국제 표준화 추진 및
- 국제 표준화 추진의 용이성
기반 선점
표 - 국제 표준화 주도권 장악

【WO전략】
- (시장) 개발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
- (기술) 원천 기술 확보, 산 학 연 협력을
통한 상용화 가능성 높은 제품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 (표준) 산 학 연 협력을 통한 체계적
기술 표준화 추진

준 -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도 가능성 큼

【ST전략】
【WT전략】
- 시장 인지도나 신뢰도 미흡
시
-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 미흡
장 - 지상망 기반 시장과의 경쟁 지속 - (시장) 산 학 연 기술 협력체계 구축, - (시장) 차별성 있는 기술 개발을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 조기 활성화 통한 초기 시장 형성 및 국내 연구
다른 통신표준기술과의 중복성 및 해외 시장 진출, 국내의 높은 IT 인프라 개발 표준화 역량 증대를 위한
존재
활용으로 시장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산 학 연 협의체 구축 활성화 유도
전문 인력의 양적 질적 공급 부족 - (기술) 다른 통신기술과의 중복성을 - (기술) 해외 연구기관과 기술개발
회피한 독자기술 개발 및 국내 기술 협력 및 대응을 통하여 이에 따른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위협요소 감소
국제 표준화 주도권 경쟁
(표준)
국제
협력체계
구축
활용
및
(표준) 국제 기술/표준 전문가 양성
각국의 관심과 제도적 장벽
- 사실표준 단체의 견제 및 위협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표준인력
지속적 양성

위
협 기 요 술
인
(T)
표
준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시장 인지도나 본격적인 시장 형성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나, 국민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분야로 향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으로 시장 활성화 기대
- 기술의 연구와 함께 관련 산업체의 표준화에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표준화활동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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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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TTA 특수통신
PG

JTC1 SC41
표준화
국제
WG3/WG4/WG5
기구/
/WG7
단체

국내
강릉원주대,
참여
국민대,
업체/ 선박해양플랜트
기관
연구소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WHOI/Linkquest/Teledyne Benthos,
(영국)Tritech,
(한국)강릉원주대/국민대/호서대/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한국)강릉원주대/국민대/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국내외에서 기술적, 산업적으로 관심이 높은 분야로써 세계 최초로 한국 주도의 관련 분야의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이 주도하여 JTC1 SC41 WG3/WG4/WG5/WG7에서 수중음파통신
시스템 전반에 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기술은 국내 주도의
표준화 가능 항목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표준 진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청되며
국제 표준의 개정 논의와 함께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 및 표준 선도를 위해 작년에 이어 지속/
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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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NATO(유럽과 미국)에서 수중 표준으로 'JANUS'를 채택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주도로
JTC1 SC41 WG5에서 공적표준이 완료 및 진행 중. 독일을 중심으로 JANUS 표준을
JTC1 SC41에서 진행 중인 UWASN 공적표준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며,
수중통신 분야에서 계속적인 국제표준 개발 수행 예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JTC1에서 확보한 수중통신
위원회 의장수임과 PL, 에디터쉽을 적극 활용하여 향후 관련 국제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주도. 국내 기술로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해 당사국과 전략적 협력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양한 국가들이 표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표준화 각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JTC1 SC41의 간사를 통해 JANUS에
리에종 여부를 타진하였으며 향후 수중통신 표준개발에 협력 추진
<표준화 계획>
- 2011년부터 TTA 특수통신 PG(PG903)를 중심으로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에 대한 개정을
2019년 수행하였으며 세부 기술들에 관한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수행 중이며 개정작업도
지속할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신설,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수중음파통신의
근간이 되는 참조모델 표준화를 TTA 특수통신 PG(PG903)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상기 PG 위원들을 중심으로 유관 산학연 단체들을 회합하여 다양한 모임과 함께 수중
음파통신 포럼을 신설할 계획임. 표준화위원회 및 포럼을 통한 상시 교류를 통해 국내외
표준화와 연계된 수중음파통신 기반 기술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연구 개발한
핵심기술의 특허 출원 등록 및 기확보한 표준기구 내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표준 반영 노력을 통해 다수의 표준특허 선점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의 응용 분야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개발과 국내외
표준화를 병행하여 IPR 확보와 이의 신속한 표준특허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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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WHOI/Teledyne Marine/Connecticut 대학,
(일본)JAMSTEC,
(이탈리아)Rome La Sapienza 대학

기술
수준

TTA 특수통신
PG

JTC1 SC41
WG7

강릉원주대,
국민대,
호서대,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한국)국민대/강릉원주대/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호서대
기업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수중 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기술은 환경, 국방, 산업, 경제 분야에서 그 활용성 및 부가가치성이 매우
높은 기술로서 수년 전부터 NATO의 JANUS 표준을 기반으로 독일 중심의 유럽과 표준화 경쟁이 치열해
지기 시작했지만 WG7이 한국 주도로 신설됨에 따라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와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차세대공략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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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41 WG7에서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음파통신 개요 및 요구사항 (B-UWAN) 표준,
수중네트워크 운영관리를 위한 MIB 표준을 2022년에 DIS 수준 이상으로 진행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과 수중 로봇 제어 기술 표준 개발 중심으로
2022년과 2023년 PWI와 NP로 각각 제안하여 2025년까지 IS가 되도록 추진
<대응방안>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신설된 우리나라 주도의 ISO/IEC JTC1 SC41 WG7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타국 전문가들을 코에디터로서의 참여를
통한 협력을 유도

<표준화 계획>
- 2021년에 제정된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음파통신 개요 및 요구사항 (B-UWAN) 표준, 수중네트워크
운영관리를 위한 MIB 표준을 기반으로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과 수중 로봇 제어 기술
개발을 위한 표준을 국제표준보다 국내표준으로 먼저 진행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특수통신 PG(PG903)를 중심으로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과 수중 로봇 제어 기술 표준을 TTA 표준으로 진행하면서 그 정리된 내용을 반영하여
JTC1 표준이 되도록 추진
- (표준화 포럼 활동) 2020년에 출범한 TTA 특수통신 PG(PG903) 멤버 중심의 수중통신 산·학·연
컨소시엄 포럼에서 응용 서비스 관련 표준 내용을 발표하고 수렴한 의견 내용을 표준에 반영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과 수중 로봇 제어 기술 개발 표준 경우 이와 관련하여 창출된 기술 아이디어와
제품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및 국제 특허로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음파통신 개요 및 요구사항 (B-UWAN) 표준과 수중네트워크 운영관리를
위한 MIB 표준을 JTC1 국제 표준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과 수중 로봇 제어 기술 개발을 통해 창출된 장치 및 H/W에 대한 일반
솔루션을 국내 및 국제 특허출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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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TTA 특수통신
PG

표준화
JTC1 SC41
기구/ 국제 WG3/WG4/WG7
단체

국민대,
국내
강릉원주대,
참여
선박해양플랜트
업체/
연구소,
기관
호서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이탈리아)Rome La Sapienza 대학,
(미국)MIT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한국)강릉원주대/국민대/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호서대
기업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기술은 그 기반이 되는 수중음파통신시스템 기술과 표준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며, 국내외 시장이 크게 형성되지 않았으나 국제표준 진행이 되기 시작한 상태. 이 기술은 산업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 중요도가 매우 높은 기술이므로 국내 주도로 JTC1 SC41 WG4에서 진행 중인 상호운용성
FDIS와 호환성을 갖도록 하면서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중 무인이동체 사업 등
정부의 신규개발 추진이 착수되면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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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수중음파통신 관련 국제 표준은 사물인터넷 중심의 JTC1 SC41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JTC1 SC41 WG7에서 지상 및 수중 상호운용과 수중의 이종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
표준을 제안하여 표준화 추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SG/WG 신설)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 표준에
독일 중심의 유럽이 참여하기 시작함에 따라 NPI 제안부터 FDIS에 이르기까지의 각 투표
단계에서 정족수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수중통신을 위한 SG 신설 필요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산업체 표준참여 유도) 학계와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으나, 향후 상호운용성에 대한 구체적 기술표준 진행은 산업체가 중심이 되어
선도하는 체제로의 변환 필요
<표준화 계획>
- 학계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TTA 특수통신 PG(PG903)을 통해 수중통신망 확장 및 연동을 위한
수중통신망과 이기종 네트워크, 다양한 다중매체 다중대역 통신기술에 대한 상호호환성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수중음파통신 상호호환성은 상업성은 물론
재난재해, 구호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TTA 특수통신 PG(PG903)를 중심으로 국내
표준과 함께 국제 표준 및 표준특허로 가져갈 수 있도록 포럼 형성, 관련기술 연구·개발, 기업체
기술이전 등을 수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개발한 기술과
국내 출원·등록한 상호운용성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국제 특허를 진행함과 동시에 국제
표준을 진행. 기업체로의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상업적 가치를
갖는 상세 기술에 대해 국내 및 국제 표준을 주도하면서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과
기회 마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기반기술들에 대한 기존 특허내용들을 반영하여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기술의 확장과
고도화 기술 개발을 꾀하면서, 진행 중인 JTC1 수중음파 센서네트워크 상호운용성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기존의 국내 TTA 표준과 호환성 있게 개정 혹은 제정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 특허출원
추진과 동시에 국내 표준화와 국제 표준화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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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TTA 특수통신
PG

JTC1 SC41
표준화
국제
WG3/WG4/WG5
기구/
/WG7
단체

강릉원주대,
국내
국민대,
참여
선박해양플랜트
업체/
연구소,
기관
호서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WHOI/Linkquest/Teledyne Marine,
(영국)Tritech

기술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한국)국민대/강릉원주대/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호서대
기업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국내외에서 기술적, 산업적으로 관심이 높은 분야로써 세계 최초로 한국 주도의 관련 분야의
국제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이 JTC1 SC41 WG3/WG4/WG5/WG7에서 수중통신 전반에 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 표준화 주제로 미래 수중통신 융합 기술을 선정, 진행키로
함.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기술 분야로 조기 연구 지원과 표준 진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청되어
2021년에 이어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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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41에서 수중통신 가능기술을 제시하고 상세 설명하여 향후 미래 통신기술의 융합이
가능할 수 있는 기초문서를 개발 진행. JTC1 SC41 TR ‘Underwater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IoT’가 2019년 5월 충칭회의에서 승인되어 2021년 제정완료하였음.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JTC1에서 확보한 표준화 위원회의
수립, 컨비너수임과 PL, 에디터쉽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국가들이 표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JTC1 SC41의 간사를 통해 JANUS에
리에종여부를 타진하였으며 향후 수중통신 표준개발에 협력

<표준화 계획>
- 2011년부터 TTA 특수통신 PG(PG903)를 중심으로 수중통신 기술들에 대한 기술보고서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각각의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수행할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신설,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수중에서 가능한
기술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기반으로 산학연 단체들을 회합하여 다양한 방식의 모임을 주도
할 뿐 아니라 수중통신 포럼을 구성하고 표준화위원회 및 포럼을 통한 상시 교류를 통해
미래기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지속적인 기술표준 개발을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필수특허를 분류,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분야로 아직 전 세계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기술역량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특허를 진행할 수 있는 분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미래 수중통신 융합 기술의 응용 분야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개발과 국내외 표준화를
병행하여 IPR 확보와 이의 신속한 표준특허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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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IoUT, IoUS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JTC1 SC41
표준화
국제
WG3/WG4/WG5
기구/
/WG7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TTA 특수통신
PG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이탈리아)Rome La Sapienza 대학,
(한국)국민대

기술
수준

국민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Dell,
(스웨덴)Akonsult,
(독일)IBM,
(한국)국민대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국내외에서 기술적, 산업적으로 관심이 높은 분야로써 미국, 스웨덴, 독일, 한국이 JTC1 SC41 WG3에서
IoT RA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시작된 ISO/IEC 30141 IoT RA 두 번째 버전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수중통신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연구 지원과 표준 진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청되어 2021년에 다시 중점표준항목에 진입하여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하고 IoS 수중통신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연구 지원과 표준 진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청되어 2021년에 새롭게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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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41에서 수중통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IoT RA를 문서화 하고 있으며 국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향후 개발될 IoUT RA 개발의 기초작업을 수행 예정.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안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20년 2월 발표한 ‘30141 R2,
DSC Concept Contribution’ 부분이 표준에 포함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JTC1에서 확보한 수중통신 위원회
컨비너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PL, 에디터쉽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국가들이 표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JTC1 SC41의 간사를 통해 JANUS에
리에종여부를 타진중이며 향후 수중통신 표준개발에 협력
<표준화 계획>
- 2011년부터 TTA 특수통신 PG(PG903)를 중심으로 수중통신 기술들에 대한 기술보고서 개발이
진행 중이며 향후 각각의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수행할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신설,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수중에서 가능한
기술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기반으로 산학연 단체들을 회합하여 수중통신 포럼을 구성하고
표준화위원회 및 포럼을 통한 상시 교류를 통해 미래기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지속적인
기술표준 개발을 추진할 예정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필수특허를 분류,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분야로 아직 전 세계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기술역량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특허를 진행할 수 있는 분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IoT 관련 기술의 발전, 기술적인 정의와 함께 관련 기술개발과 국내외 표준화를 병행하여 IPR
확보와 이의 신속한 표준특허 확보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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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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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Acces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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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위성통신 기술은 정지 및 비정지 궤도상에 배치되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로 위성 IoT 전송기술,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기술, 위성통신주파수 이용기술,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기술,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기술 및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기술 등으로 구성

< 위성통신 기술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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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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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위성통신 기술은 공공재 성격의 정보통신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인프라 기반 기술로서
국제적으로는 위성선진국 중심으로 관련 핵심 기술과 기술 표준 선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표준 선점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천리안 1호 및 2호 위성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 축적,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 착수 및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예비타당성 통과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위성통신 기술
및 기술 표준 선점 영역 확대, 표준 확산을 통한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확보 및
강점분야 세계시장 진입 유지/확산을 위해 지속/확산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위성통신 기술은 ITU, IEC, ETSI, APT, ICAO와 같은 국제 및 지역 표준기구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DVB나 3GPP과 같은 사실표준기구에서 산업 표준화를 목표로 추진. 이를
위해 국내 위성 관련 산·학·연은 본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꾸준히
노력해왔고, 해당 기술에 대한 표준화 기구에서의 리더십 수임 및 국제 표준화 개발 등의
성과를 이룬 점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위성통신 기술 표준화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점 기술 표준화 목표를 설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위성 IoT 전송기술 표준에서는 3GPP NTN 표준과 DVB 표준의 전송 기술 비교, NTN 기반
NB-IoT/eMTC 기술 표준,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에서는 3GPP 5G NTN 표준에서의
위성전송 기술 반영 연구가 각각 진행중. 위성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에서는 ITU-R에서
정지 및 비정지궤도를 이용하는 이동형 지구국 (ESIM) 주파수 공유 및 고정위성업무용
주파수 자원 공유 기술 표준, 심우주 레이저/근접통신 표준에서는 CCSDS 및 IETF등 표준화
기구에서 달 표면 탐사선과 중계 위성 간 근접 통신 기술 표준이 각각 진행중.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에서는 ETSI TC SES 에서 항법수신기 성능평가
요구규격 및 시험절차 표준, ITU-R SG4는 전지구/지역 위성항법시스템 제원 및 위성기반
보정시스템(SBAS) 제원은 물론 위성항법수신기 관련 표준 진행중.

∼ 2022년

·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ETSI SCN 에서는 3GPP NTN 표준과 DVB 표준의 전송 기술
비교에 관한 기술 보고서 작업 진행중이며 (22/2Q), NTN 기반 NB-IoT/eMTC 기술 보고서
작업을 완료하고(21/2Q), 표준화 작업 진행중. (22/1Q) ITU-R WP 4B에서는 2021년 위성
IoT 전송 기술에 대한 표준화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5G 위성 부문 무선규격 개발을 위한
서신 그룹 형성을 시작으로 표준화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임.
·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DVB에서는 TM-S를 중심으로

3GPP 5G NTN 표준에서의

위성전송 기술 반영을 위한 연구를 추진 예정이며(21/3Q), GSE-Lite/HEM 및 BBHeader Signalling 등
표준 진행과 함께 지속적으로 3GPP 와의 표준 기술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ITU-R WP 4B에서는 5G 위성 부문 무선 규격에 대한 표준 개발을 위하여 3GPP NTN
표준개발 그룹과 연락문서 교환을 통한 협력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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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미국을 중심으로 우주상 레이저 광통신 시험 기술이 개발되고 그
결과가 CCSDS 표준화 기구를 통해 국제 표준 반영 예정
·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CCSDS 표준화 기구에서 심우주통신에 최적화된 DTN 프로토콜
기술표준을 제정하였고, 미국의 NASA-JPL에서는 심우주통신용 DTN 프로토콜 기반의 ION이라
불리는 reference S/W를 공개함
· (위성항법 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미국은 ITU-R M.1787 권고서상에 기술된 GPS
시스템 제원 수정, 유럽은 갈릴레오 위성시스템 제원 수정, 중국은 BDS 시스템 제원 수정 내용
반영을 위한 기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 추진. 미국, 러시아, 유럽등은 위성항법 수신기 제원과
관련해

ITU-R M.1901~1904에

권고서

개정

추진.

한국은 ITU-R M.1787 권고서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제원 등재를 위한 기고서 제출 및 KPS 위성이 방송하는 항법신호대역에서의
간섭신호 평가결과가 반영된 항법수신기 제원 연구 추진
·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표준) 유럽은 ITU-R M.1787 권고서에 GPS와 갈릴레오 신호
보정시스템인 EGNOS 제원 수정 내용 반영 추진, 한국은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 시스템(KASS)
제원 수정 내용 반영을 위해 각각 ITU-R WP4C 회의에 기고서를 제출하고 ITU-R SG4 총회 승인
추진. 그 외에도 미국과 유럽은 주도적으로 RTCA SC-159를 구성 운영해 GNSS를 사용하는
항법수신기 표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ICAO SARPs 관련 기술 표준 개정 중

위성 IoT 전송기술 표준에서는 ITU-R IMT 2020, ITU-R 위성/지상망 통합 기술, 위상/지상
연동을 위한 3GPP NTN 표준 기술, 5G Harmonization 기술, 저궤도/정지궤도 위성 IoT
활용기술 개발, NR 기반의 위성 mMTC IoT 기술 개발 연구가 추진되고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에서는 다중빔 호핑 위성전송 및 망 동기 기술 표준과 동일/인접 다중빔
위성채널 간섭 완화 기술 표준화 연구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 위성통신 주파수 이용기술
표준에서는 WRC-23 위성주파수 자원 확보 및 보호 표준화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 점을
반영해 관련분야 표준화를 추진. 심우주 레이저/근접통신 표준에서는 심우주 통신을 위한
안테나 배열 기술 및 달 지구 간 DTN 시험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 반영, 달 표면 탐사선과
중계

위성 간 근접 통신

기술

심층

개발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

반영

추진.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기술 표준에서는 ETSI TC SES 유럽표준화 기구에서
항법수신기 성능평가 요구규격 및 시험절차에 관한 기술표준 초안을 제출하고 ITU-R
WP4C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제원 내용을 ITU-R M.1787 등재를 위한 기고서 제출 및
∼ 2024년

권고서 개정문서 승격 추진
·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3GPP NR 기반 위성 IoT 전송 기술 고도화 국제 표준화

추진예정 및 ITU-R 5G 위성부문 표준 규격 개발 완료 예정
· (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3GPP 5G NR Rel.18 이후의 진화된 기술 표준화와 더불어
ITU-R에서 6G 위성 부문 표준 개발에 대한 준비 작업 진행이 예상되며, 국내 6G
원천기술 개발 등의 국제표준화 추진 예정
·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 고정위성업무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이동형지구국
주파수 이용 기술 및 협대역 이동위성업무 주파수 이용에 대한 표준 연구 진행중
·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지구 근궤도, cislunar 환경하 레이저
광통신 기술이 실용 탑재체가 개발되고 국제 표준간 표준화 논의가 활발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CCSDS 표준화 기구에서 DTN 프로토콜 기술표준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위성항법 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ITU-R SG4 산하의 WP4C 표준 회의에 ITU-R
M.1787 권고서상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제원이 등재되도록 기고서 단계 승격 추진. K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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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방송 항법신호대역에서의 간섭 신호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항법수신기 제원에 관한 표준 기고서
제출 및 ETSI TC SES에 KPS 위성 항법수신기 성능평가 요구규격 등에 관한 기술표준 초안 기고서
제출 추진
·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표준)

ITU-R

M.1787

권고서상에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에 활용될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위성항법보정탑재체 제원 등재를 위한
ITU-R WP4C 회의 표준 기고서 제출 추진.

위성 IoT 전송기술 표준에서는 5G/6G 위성접속 유즈케이스 및 무선접속기술 표준,
위성/비행체/지상망 통합 기술 표준, 및 B5G 표준기반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화가
진행되고,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표준에서는 HTS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채널 환경의 고용량 전송 표준과 다중빔 호핑 위성망 기반 자원관리 기술 표준화가
진행. 위성통신 주파수 이용기술 표준에서는 정지 및 비정지궤도 위성 통신 주파수와
지상망간 주파수 공유 표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심우주 레이저/근접통신 표준에서는
심우주 초고속 통신 시스템 개발을 위한 레이저 광통신 핵심 선행 기술 연구 착수 추진.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에서는 ETSI TC SES 에 항법수신기 성능평가
요구규격 및 시험절차 표준 규격 확정 추진, ITU-R WP4C에서 ITU-R M.1787 권고서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제원이 등재 완료되도록 추진
·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3GPP 표준에서 고도화된 위성 IoT 기술의 활용을 위한

6G

기술에 관한 연구 보고서 등의 표준화 업무 추진 및 ITU-R에서 6G 위성 부문 규격
표준화 추진 예상
∼ 2026년

·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3GPP 및 ITU-R에서 초광대역 위성 전송 기술의 6G 활용

기술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6G 기술 개발 결과물의 선도적 국제표준화 추진 예정
·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 Q/V 대역고정위성업무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이동형지구국 주파수 이용 기술 및 위성-지상 업무 주파수 공유 기술에 대한 표준 연구
예정
·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미국 아르테미스 달탐사 미션을 중심으로 위성간 광통신 기술,
cislunar/심우주 광통신 기술의 우주상 전개 및 시험이 발생하고 국제 표준화 성숙 및 국내 연구
개발 본격 착수 예상
·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CCSDS 표준화 기구에서 심우주통신에 DTN 프로토콜을 적용하기
위하여 Dynamic Routing 기술표준 및 DTN 노드관리를 위한 기술표준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
· (위성항법 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제원을 ITU-R M.1787
권고서상에 등재하기 위한 단계 승격 기고서 제출을 추진하고, KPS이 방송하는 항법신호대역에서의
간섭신호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항법수신기 제원에 관한 표준 기고서 제출 추진
·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표준)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KASS )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는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에 탑재되는 위성항법보정탑재체 제원에 대한 ITU-R M.1787
권고서 개정 단계 승격을 위해 ITU-R WP4C 회의에 기고서 제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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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한국 ITU-R 연구위원회, 한국 WRC 준비단 등 국내 위성통신 산·학·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국제 및 지역 표준화 기구인 ITU-R, APT 회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표준화
회의 의장단 진출을 통한 국제 및 지역 표준화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목하고, 표준
기반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내 제품의 기술 수출 활성화와 IPR과 연계된 표준
특허 확보로 개발 제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 최근에는 3GPP를 통한 5G NR의
NTN 분야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을 통해 표준특허 확보
기대. 우주인터넷 관련한 국제표준화 제정 및 이슈를 다루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CCSDS,
IETF 등) 참여를 통해 국제 개발 현황 반영 및 국내 산업화 및 R&D 기획 추진. 또한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 주도의 NSP 회의 및 PBN 워크숍, SBAS 워크숍 등의 회의 참여로
확보된 정보를 이용하여 국제 표준화 개발현황을 반영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기획 추진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를 통한 위성분야 핵심기술 개발내용에 대한 IPR 확보 및 개발
기술의 국제 표준화로 관련 분야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미래 산업의 먹거리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촉진과 더불어 위성 부품
및 장비 개발을 통해 관련 시장 선점 기대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위성 통신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위성의 장점인 광역성, 동보성 및 신속성을 활용하여 긴급
재난통신 서비스 제공 및 정밀한 위치정보 제공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로 국민안전 기대치
수준향상 및 국가위상 제고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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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위성통신 Ver.2022 표준화항목 >
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차세대 위성/지상망 연동 기술
- 차세대 위성/지상망 구조 및 연동 기술

ITU-R
SG4,
ETSI TC
SES,
3GPP

⑤

X

위성을 통한 IoT 서비스 제공 기술
- 저속(low data rate) 위성 IoT 전송 기술
- 저전력 단말 다중 접속 프로토콜 기술
- 저궤도 위성을 위한 IoT 전송 기술

ITU-R
SG4,
ETSI TC
SES,
3GPP

⑤

O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기술
- 다중빔 위성채널환경에서 고용량 전송기술
- 동일/인접 다중빔 위성채널간섭 완화 기술
- 다중 빔호핑 위성 전송 기술
- 다중빔호핑 위성 기반 자원관리 기술
- 다중 빔호핑 슈퍼프레임 구성 기술

ITU-R
SG4,
ETSI TC
SES,
DVB

②

O

ITU-R
SG4,
APT
APG

②

O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지구국-심우주 탐사선 간 초고속 레이저 통신 및 무인
탐사선 간 통신기술
- 심우주 레이저 통신 기술
CCSDS
- 심우주 고속데이터 처리 기술
- 심우주 탐사선간 근접 통신 기술

⑤

O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지구국-심우주 탐사선 간 및 심우주 탐사선-위성 간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관리 기술
- 이종망 간 데이터 연동 및 릴레이 기술
CCSDS,
- 지상 관제 통신망과 우주/심우주 통신망 간 데이
IETF
터 연동 기술
- 심우주 네트워크 관리 기술
- 심우주 통신 프로토콜 및 보안 기술

⑤

O

차세대 위성/지상
연동기술 표준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정지/비정지 위성통신 주파수 이용기술
- 정지 및 비정지궤도 위성 ESIM 주파수 공유 기술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 위성간 링크 주파수 이용 기술
기술 표준
- 위성-지상 주파수 보호 기술
- 이동위성업무 주파수 이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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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다원화된 위성항법 시스템들간 상호 운용 특성연구 및
항법수신기 제원에 대한 성능평가 기술
- 무선측위위성 업무 시스템들간의 주파수 공유 기술
- 위성항법 방송 신호들간의 스펙트럼 설계 및 혼 간섭
완화 기술
위성항법
- 위치/시각 정확도 평가 기술
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 항법 신호 수신 감도 향상기술 및 초기신호 획득 시간
기술 표준
(TTFF) 최소화 기술
- 항법신호 대역내 유입되는 유해 신호 대응 능력
평가 기술
- 다원 및 다중항법 신호 방송 시 상호 영향 평가
- 플랫폼 동적 범위에 따른 신호 획득 특성 평가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표준

우주비행역학 표준

ETSI
TC
SES,
ICAO,
IMO

②

O

GNSS 신호 오차 보정 및 안정적인 보정정보 제공 기술
- 위성 기반 DFMC 보정시스템 및 보정 프로토콜 기술
- 실내외 연속측위를 위한 시스템 구조 및 메시지 포맷 ICAO,
기술
RTCA,
- 공공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내측위 요구사항 IMO
및 메시지 포맷 기술
RTCM
- 정밀 위치정보 향상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기술

④

O

④

X

③

X

위성 비행역학 데이터 분석을 통한 궤도 위치 확인
및 조정 기술
CCSDS,
- 위성자세/궤도/추적 기술
ISO
- 위성안테나 및 탑재체 포인팅 기술
TC20
SC13/
- 궤도 이벤트 예측 및 분석 기술
SC14
- 우주물체접근 예측 및 처리 기술

- 항행 데이터 공유 기술

원격측정 신호를 수신 처리하여 위성 상태 감시 및
명령을 만들어 보내기 위한 기술

위성감시 및 제어 표준
-

원격측정 데이터 처리 및 분석기술
원격명령 생성 및 전송기술
다중위성 관제 자동화 및 스케줄링 기술
지상시스템 감시 및 제어 기술
위성임무계획 및 요청 기술
위성데이터 관리 기술

CCSDS,
ISO
TC20
SC13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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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지상 및 비 지상 영역에 무관하게 5G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전 지구 대상 IC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가용 위성통신주파수 자원 이용효율 극대화, 달
탐사 및 화성 탐사 등에 관한 관심 증가, 항법신호의 응용분야 확대 및 4차 산업 도래 등을
고려하여 이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차세대 위성/지상 연동기술, 위성 IoT 전송기술,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기술, 위성통신주파수 공유기술, 심우주 레이저/근접통신 기술, 심우주
네트워크기술,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기술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원양 어선용 사물 추적 및 관리, 해양 및 산림 자원 관리 등
지상망 커버리지 이외 범위에 있는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사물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성 IoT 전송 기술 개발이 세계적으로 진행 중. ITU-R, ETSI 등 공식 표준화 기구와
3GPP 등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 기술보고서 작업 및 표준 규격화 작업 중이며, 산업적
파급효과 및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기술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전 지구 대상 IC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용한 위성
주파수 자원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중빔 고용량 전송기술, 다중빔 위성채널 간섭
완화 기술, 다중빔 호핑 기술 등 정지궤도 및 저궤도 다중빔 위성통신 기술들이 DVB 및
ETSI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2021년 현재 DVB TM-S그룹에서는 DVB-S2X 위성
전송

데이터

포맷(GSE)

수정,

빔호핑

표준

기술

수정

등

업그레이드

작업

및

S-LTV(Satellite-Long Term Vision) 그룹을 통해 3GPP 5G NTN 에서의 DVB 위성전송
기술의 적용 방안 모색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은 관련 표준화 기술의 중요성을 감안
하여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기술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 위성통신 서비스 주파수 확보 및 안정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이용 기술로 WRC-23 위성관련 의제로 채택된 정지 및 비정지궤도 ESIM 주파수
공유 및 위성간 링크 주파수 공유, IMT-위성 주파수 공유 기술, 이동위성업무 위성 시스템
주파수 공유 기술 표준화가 ITU-R에서 논의되고 있음. 국가 위성 주파수 자원 확보 및
주파수 효율적 이용 기술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 위성 개발기관을 중심으로 달 및
화성, 소행성 탐사 등 심우주 탐사 임무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초고속 우주 데이터 통신을 위한 Ka 대역/레이저 광통신 기술 및 UHF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행성 탐사 착륙선/로버-궤도선간 근접 통신 기술인 Proximity-1 통신 표준이 CCSDS
에서 논의되고 있고 최근 우주 탐사 임무에서 중요시되고 있어 향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및 제도화 지원을 이유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CCSDS 및 IETF에서 표준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지연허용
네트워킹(DTN) 기술이 미국의 Gateway 프로젝트 및 Artemis 프로젝트 추진 시 지구-달 간
우주 통신 및 우주 네트워크 중계 기술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상 심우주
네트워크의 향후 국제 호환성 확보 등 국내외 여건을 감안 시 심우주 네트워크 표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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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추진 및 제도화 지원이 필요하여 Ver.2020에서는 중점 표준화 항목에서 제외
했었지만 Ver.2021에서 새로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GPS 위주로 운영되던 시대에서 벗어나 갈릴레오,
BDS, 글로나스와 같은 전지구 위항법시스템 출현, NavIC 및 QZSS 와 같은 지역위성항법
시스템 구축으로 항법시스템의 다원화/다중화된 항법신호 방송 시대로 등장으로 각 위성
항법시스템들간의 상호 운용 호환성 관련 기술 표준 마련 및 항법 신호 사용주파수 대역의
확장으로 이들 신호대역에 대한 전파 신호세기 요구사항 만족 및 이들 사용대역에 유입되는
유해혼신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에 필요한 위성항법수신기 신호처리 기술에 대한 표준
연구들이 ITU, ETSI TC SES, ICAO 등 공식표준화 기구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에서 산업적 파급효과 및 미래 사회에서 필수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정보 관련 기술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항목으로 간주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표준) GNSS 신호에 대한 오차 보정으로 정밀하고 안정적인
항법신호 제공 기술

SBAS는 GPS L1 신호에 대한 오차 보정과 무결성 정보를 제공하여

정밀하고 안정적인 항행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차세대 SBAS 기술 표준화가 진행 중으로
매년 세계 각국의 서비스 제공자간 논의(IWG)를 통해 상호 운용을 기하고 있으며 이중주파수
및 다중 위성군에 대한 기술 결정시 국내 의견 개진 등을 통해 국가 이익의 증대를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이동위성 통신 표준의 내용에서 차세대 위성통신 기술 내용을 추출하여
차세대 위성/지상 연동기술 표준으로 유지하고 고정위성 통신 분야에서는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을 부각하여 신규로 추가하며 위성주파수 확보 및 공유는 위성 주파수 공유
표준으로 명칭을 변경. 심우주 전송 표준은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에 집중화하여 명칭을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으로 변경하며 심우주 네트워크 표준은 삭제. 미래 위성항법
분야에서는 GNSS 전파교란 감시 표준과 GNSS 보정정보 제공시스템 표준은 삭제하고
항법수신기 성능 평가기술 표준 및 위성항법 시스템 표준을 신규로 추가. 또한 우주비행역학
표준 항목은 삭제
- Ver.2021(2020년)에서는 차세대 위성/지상 연동기술 표준은 현행대로 유지시키고 OneWeb,
Space–X와 같이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위성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위성 IoT 전송기술 표준을 신규로 추가했으며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은 현행대로
표준으로 유지함. 위성주파수 공유 표준은 위성통신 주파수 공유 표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은 현행대로 유지하였으며 심우주 네트워크 표준은 표준 기술로
부활. 항법수신기 표준과 위성항법시스템 표준은 통합시켜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으로 명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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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2022(2021년)에서는 차세대 위성/지상 연동기술 표준은 삭제하고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위성
IoT 용 초소형 위성을 발사 및 시험을 수행하였고 IoT 서비스 출현 등을 고려해 위성 IoT 전송기술
표준은 유지하였으며, HTS(High Throughput Satellite)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반영해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은 유지하였음. 위성통신 주파수 공유 표준은 위성통신 주파수
이용기술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심우주 네트워크 표준은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심우주 레이저/근접통신 표준과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기술 표준은
유지키로 하였음. 한국형 GPS 위치정보 보정시스템(KASS) 개발 구축 중인 점과 보다 향상된
위치정보의 필요성 및 응용서비스 출현 등을 반영해 GNSS 보정정보 제공시스템 표준을 신규로
추가
<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 Ver.2022 신규항목
Ver.2020

Ver.2021

Ver.2022

차세대 위성/지상 연동기술 표준

차세대 위성/지상 연동기술 표준

-

-

위성 IoT 전송기술 표준*

위성 IoT 전송기술 표준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위성 주파수 공유 표준

위성 통신 주파수 공유 표준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

심우주 네트워크 표준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표준*

항법 수신기 성능 평가 기술
표준
위성항법 시스템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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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간 연계도

- (위성통신 기반 자율운항선박 서비스) 해상에서는 지상기반 통신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위성통신 기반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은 대형화되고 자동화되고 있으며 자율
운항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선박내 기기들의 상태 모니터링과 운항현황 뿐만
아니라 화물의 상태와 운항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선박 제어를 위한 통신
수단으로 위성 IoT 전송기술과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기술, 위성항법시스템/항법
수신기 운용기술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국제해사정보 교환과 선박운항 및 제어 정보의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 (위성통신 기반 공공안전 ICT 서비스) 대형화, 복합화되는 재난현장에서 영상·음성·데이터
등의 재난 정보 공유와 긴급 상황에서 재난재해로 인한 유선 및 이동통신망 등 기존
지상기반 인프라 파손 시 내재해성이 강한 위성통신 기반으로 긴급 공공안전/재해예방
ICT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위성기반 공공안전 ICT로 해상안전 ICT 융합 서비스, 통신재난 대응 및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제공에 적용 할 수 있다. 교량 노후화 균열 여부 센서 정보 전송, 산불 발생
감지 센서 정보 전송 등의 공공안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물인터넷 전송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위성특화 기술의 적용으로 재난 시 지상시스템의 장애와 상관없이 5G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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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통신 기반 사물인터넷 서비스) 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산불감시, 해안경계감시, 환경
감시, 수문관측 등 국가 공공 인프라의 감시 및 제어용의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으로 스마트 상시감시 서비스가 가능하고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기술 표준으로 해당 사물들에 대한 정밀하고 안정적인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위성통신 기반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위성통신 기반 무인기 ICT 서비스) 무인기의 안전운항 제어 및 임무용 통신에서 해양 및
공중을 포함한 비가시(BLOS) 영역의 지구 전 지역에서의 무인기 ICT 망 제공을 위해
WRC-15에서는 무인기 제어용으로 위성 주파수를 할당하였고, 무인기 제어용 위성통신
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시작되었다. 무인기 전용 통신 표준으로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기술을 이용한 BLOS 지역에서도 무인기 ICT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무인
항공기의 안전 운항 및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정밀하고 안정적인 위치정보가 요구되는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지구 및 지역항법시스템의 등장과 함께 국내에서도
우리환경에 적합한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시 시스템 상호운용성 및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위성항법시스템 표준 기술을 개발해 무인항공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위성통신 기반 5G/B5G 서비스) 위성 통신 주파수 대역을 타 무선 통신 서비스와 공유
할 수 있도록 기술적, 규정적 조건을 개발하여, 특히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파수 자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상망 단독으로는 육해공에 걸친 5G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의 한계가 있으므로 공중 및 해상을 포함한 전공역 대상의 5G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성기반 B5G NTN 기술을 통해 위성통신 기반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위성시스템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송 및 멀티캐스팅 서비스를 위성 부문이 담당
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성 시스템에 특화된 기술의
적용으로 끊김 없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위성 IoT 전송기술의
경우 광역 위성 빔을 통해 지상망이 닿지 않는 글로벌 커버리지에 대해 대규모 사물 접속이
가능한 위성 IoT 기술 등을 통해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항법수신기의 활용분야
중 5G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자율주행자동차 및 무인기 등에서의 정밀하고 안정적인 위치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항법수신기 성능 평가 기술 요구규격 및 시험관련 절차 및 성능
표준 등을 개발해 이들 서비스의 활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위성통신 기반 실감방송·미디어 서비스) 위성은 서비스 지역의 광역성 및 동보성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방송에 적합한 전송 수단이며, Ku/Ka 대역 주파수를 사용함에 따라 UHD,
360도 파노라마, AR 서비스 방송 등 실감방송에 유리한 수단을 가진다. 따라서 초광대역
위성통신은 실감방송·미디어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다. 차세대 위성/지상 연동기술은 실감
방송 및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역방향링크의 서비스 제공 및 매체별 방송망과 연동되는
인터랙티브 서비스 송수신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Ka 대역 및 레이저 우주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심우주 탐사선과의 초고속 데이터 송수신에 활용 가능하고 Proximity-1 근접 통신
기술로 인해 통신 중계 궤도선을 이용한 데이터 중계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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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통신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신환경이 열악한 해양지역에서의
스마트팜 수산양식은 수산양식의 환경관리 및 제어를 위해 위성 IoT 전송기술로 원격관리가
가능하며, 수산양식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 장소 등에 대한 정밀한 위치정보를 위해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기술로 관련 위치정보를 찾는데 활용됨으로써 수산양식
생산 전주기 단계에서 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제공에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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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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과기정통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KPS) 예비타당성 통과[2021.7]
- 과기정통부, 한국형 발사체(누리호) 발사허가 20차 국가우주위원회 의결[2021.8]
- 과기정통부,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안) 국가우주위원회 의결 [2021.6]
· 6G 시대 위성통신 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 6G 시대 위성-지상 통신 통합 가속화 등 4개 추진
전략 및 11개 세부추진과제 선정
- 과기정통부,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 수립 [2021.4]
· 뉴스페이스 및 6G 시대를 준비하는 초소형위성 국가 로드맵 마련
· 공공수요 확대를 통한 시장 조성, 초소형위성 기업 성장 지원, 정책 협의 추진체계 마련 등
- 과기정통부,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 예비타당성 통과 [2020.8] 및 사업 착수
[2021.4]
- 과기정통부,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수립 [2020.3]
· 우주발사체 기술 자립, 인공위성 활용서비스·개발 고도화·다양화 추진, 한국최초의 달 탐사
궤도선 설계 확정 및 탑재체 비행모델 개발 완료, 우주혁신 생태계 전략에 스페이스
챌린지 사업 착수 추진,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 일자리 창출에 우주 부품시험 센터 인프라
활용 증대 및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연구 착수 추진
- 과기정통부, 차세대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추진 [2020.1]
- 국토교통부, 제 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확정[2019.12]
· 정밀한 위성항법기반 시스템 구축·고도화와 항공교통흐름관리(ATFM)시스템을 통한
공항접근절차, 수용력 증대 추진
· 다중위성군·이중주파수 기반의 KASS 시스템 성능체계 고도화(CAT-I)
- 과기정통부,‘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2019.1]
· 미래 우주강국을 위하여 위성항법, 탑재체, 빔포밍 기술 등 ‘차세대 전파기술을 도입한
미래형 통신위성 기술개발’ 추진
- 과기정통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2018~2040) 수립[2018.11]
· 위성방송통신항법서비스 강화, 달 탐사를 위한 심우주통신 기술 개발 추진
- 과기정통부, ‘2018년 국가 우주개발 사업 청사진 확정’ 발표 [2018.3]
· 우주기술 자립을 위한 235개 중점기술 개발 로드맵 제시 등
- 과기정통부 및 관계부처 합동,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발표 [2018.2]
· ‘우주개발 중장기계획(’14～’40)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을 재검토하고 향후 5년
(’18년～’22년)간의 구체적 우주개발 계획 수립
· 국가 인프라 자립성 강화와 지능정보의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및 이를 위한 예비 추진단 구성 추진
·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19～2023)에 따라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비전으로 4개의 추진전략과 11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
- 미래부, ‘K-ICT 스펙트럼 플랜’ 확정 [2017.1]
· 향후 10년간 주파수 수급 계획과 주파수 활용 기반조성 방안 발표하여 5G 주파수 자원
확보와 위성용 신규 주파수 총 3375㎒ 대역폭 확보 추진

미국

- NASA SCaN은 심우주 통신 안테나 클러스터링과 레이저 광통신을 이용한 근지구 및 심우주
초고속 통신 환경의 구축을 미정부 및 기업/국제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NASA GSFC, JPL 그리고 MIT를 중심으로 레이저 통신 중계시험을 위한 LCRD를 개발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발사는 당초 2019년에서 2021년 하반기에 될 예정. JPL은 심우주
광통신 실험 탑재체를 2022년 발사 예정으로 개발 중 [2021]
- 우주탐사 리더쉽 강화를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유인탐사 정책 전환에 따라 게이트
웨이(달 우주정거장)와 유무인 달착륙 Artemis 미션을 추진 중이며 게이트웨이와 Arte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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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

-

-

-

-

미션에는 DTN 기술이 달-지구국간 통신 방식 중 하나로 채택될 예정 [2020]
오바마 행정부의 우주정책의 일환으로 GPS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록히드마틴사를 통해 GPS
Block III 첫 위성 발사 후(2018년), 2020년 6월 세 번째 위성을 스페이스 X 사를 통해 발사 [2020]
· Block III 위성을 통해 위치 정확도 3배, 재밍 대응 성능 8배 향상 예상
Ka 대역 ESIM 운용을 위한 Report & Order & Further NPRM 발표 [2018]
해안경비대는 GPS 위성이 제공하는 위치 정확도 및 무결성 성능이 개선되어 자신들이 사용
중인 NDGPS 서비스 중단 예고 [2018]
· 미국 해안경비대(USCG)에서 운영 중인 38개의 DGPS 사이트 중단 계획
· NDGPS 서비스는 2020년 완전 종료 예정
Ka 대역 이동형 지구국(ESIM, Earth station in motion) 운용을 위해 FCC에서 Ka 대역
ESIM 운용 기준 및 관련 규정 마련 [2017]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8.3∼18.8㎓, 19.7∼20.2㎓, 28.35∼28.6㎓, 29.25∼30㎓, 28.35∼30㎓
대역에서 항공, 해상 및 육상 이동형지구국(ESIM) 운용 검토를 위한 NPRM 발표 [2017]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년도에 저궤도 위성 648개를 배치하는 OneWeb, 117개를 배치
하는 캐나다 Telesat의 계획을 승인하였고, 2018년도 2월에 Ka/Ku 대역에서 4,425개의 저궤도
위성을 운용하려는 Space X 계획을 승인 [2017]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사물인터넷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 중이며, 국가정보위원회(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2025년까지 사물인터넷을
‘혁신적인 파괴적 기술’로 선정하여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 [2016]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법(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CSLCA)에 의해 발사
허가권 소지자에게 기존의 규제유예 기간 연장으로 민간기업의 규제부담을 최소화[2015])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유럽 EUROCAE와 공동으로 항공기 안전성 및 항로 이용 효율
증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위성기반보강시스템(SBAS)에서의 다중위성배치 이중주파수
(DFMC) 관련 표준화 정책 추진 [2015]
미국 국토안보부는 GPS 신호의 안정적인 활용 정책의 일환으로 GPS 전파교란 대응을 위한
전파교란 감시 및 경감(IDM) 프로그램 일환인 Patriot Watch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 [2010]

일본

- 총무성은 우주기술 혁신, 민간역할 확대를 통해 우주산업 전체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 1.2조 엔의 2배 규모로 성장 목표 제시 [2018～2030]
-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HTS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술 시험 위성
(ETS) 개발에 착수하고, 통신 대용량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추진 [2018]
- 총무성은 5G와 위성통신 연동을 위해 5G+SATCOM 로드맵을 수립 [2017.6]
· ETS-9 satellite communication 프로젝트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ETS-IX 위성을 활용하여
5G망과 연동 기술검증 예정 [2018～2025]
- 일본 총무성은 우주기술개발 로드맵 및 Space vision 2030 수립 [2017]
- 일본 정부는 2004년 내각부내 국가 우주정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일본 전역에서의 항법신호의
안정적 활용은 물론 위치기반서비스 활성화 및 지역항법시장 선점 정책의 일환으로 경사
궤도 3기와 정지궤도 위성 1기를 발사해 시험 운용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QZSS를 지역
위성항법 시스템으로 구축 완료 계획 발표 [2017]
- 2016년 일본 내각부는 신규 다목적 우주 정책(New Dual0Use Space Policy)을 수립하고
육상교통분야에서의 항법신호서비스 활용 가능성 확인 등을 위해 자국 항법시스템인 QZSS와
EU Galileo의 연동을 통한 자율주행 차량 기술 개발 가속화 정책 계획 수립 [2017]

유럽

- 유럽 우편전기통신주관청회의(CEPT)는12.75-13.25GHz 및 10.7-12.75 GHz 대역의 정지 및
비정지궤도 FSS와 통신하는 항공기탑재 지구국의 주파수 이용 및 공유에 관한 ECC Decision
제정 [2020.3]
- 유럽우주청(ESA) 중심으로 5G 시대 위성의 역할 강화 및 우주산업의 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위성개발 사업을 병행 추진 [2020]
- 유럽우주청(ESA)은 ARTES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통신서비스인 5G는 위성서비스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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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

-

-

-

중국

고정 및 이동서비스가 융합될지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하고 초고속, 초지연 서비스 제공을
위한 5G 요구사항을 만족될 수 있는 위성관련 기술 개발 항목 발굴 및 지원 중 [2020]
유럽우주청(ESA)는 갈릴레오 시스템을 이용한 응용서비스 성능 검증 및 신규발굴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Galileo 서비스 완전운용 개시에 앞서 지상 인프라의 개선을 추진 중이며,
2019년에 실험용 신호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예정 [2019]
CEPT는 28㎓ 대역 ESIM 운용에 대해 ECC Decision 개발을 2013년도에 완료하였으며,
글로벌 운용을 위해 ITU-R에 관련 연구를 제안하여 전파규칙에 28㎓대역 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ESIM 운용 기준을 개발 [2019]
유럽항법청(GSA)는 갈릴레오 위성 기반으로 비상경보서비스(EWS)를 제공하여 지진이나
산불 및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인한 모든 위협에 대응함으로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지상기반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장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일본의 QZSS 위성의 L1C 신호를 사용해 비상경보서비스(EWS) 시험을
호주 멜버른에서 수행 [2018]
유럽우주청(ESA)는 유럽 우주산업이 2014년 460억-520억 유로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인 만큼, 지속경쟁력 확보와 함께 우주기술을 활용한
유럽시민 삶의 질 개선 등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 [2019]
유럽우주청(ESA)은 위성항법 정확도 및 강인성 향상을 위해 차세대 유럽 위성항법 보강
시스템(EGNOS)에서 Galileo와 GPS 신호를 결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기로
결정하였고, 2025년까지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임을 발표 [2018]

- ITU에 총 12,992개의 소형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는 계획을 신고하고, 중국우주백서를 통해
우주인프라 투자계획 발표 및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NDRC)는 위성인터넷 기술개발을
새로운 우주 인프라의 리스트에 추가[2020]
- 중국은 Xingyun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우주 사물 인터넷 기술의 시험을 6.5kg, 80와트급 레
이저 광통신 탑재체를 탑재한 2개 위성과 지구간 링크를 통해 2020년 수행함. 2021년 12기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약 80기 위성을 우주상에 편성할 예정임 [2020]
- 2018년 39회, 2019년 34회 로켓을 우주공간으로 발사함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켓
(정지 및 비정지 위성을 우주 공간에 배치하기 위한)을 발사) [2018～2019]
- 중국정부는 우주굴기 차원에서 세계 최초로 양자통신위성을 발사하여 양자통신 시범서비스
성공 [2016]
- 중국국가항천국(CNSA)은 우주과학 로드맵 2030 수립 [2016]
- 공업정보화부는 ‘사물망 12-5 발전규획’을 수립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 지원 정책 추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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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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5%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정지궤도/저궤도 위성통신 기반의 IoT 기술 외에 지상망에서 사용되고
있는 IoT 전송기술을 위성망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까지 포함함. 국내의 경우 ETRI를 중심으로
AP위성, 넷커스터마이즈 등이 관련 모뎀 기술 연구 개발 중이며 관련 표준화 기반으로
연구개발 진행 전망
- 한화시스템
· 저궤도 위성통신 및 안테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웹, 카이메타 등 투자, 연구개발
가속화 중
- AP위성
· GMR-1 2G/3G 및 5G 위성통신 모뎀 기능 전부를 포함한 통합 SoC가 생산 중으로 M2M용
모뎀은 ETSI GMR 표준 및 3GPP NTN 표준 기반임
- 인텔리안
· 위성 L대역 이리듐, Inmarsat-4 관련 해상용 소형 안테나 개발
- 넷커스터마이즈
· 프랑스 Eutelsat과 Lora 기반 위성 IoT 전송기술 프로젝트를 수행 중
- ETRI
· 군집위성 기반 위성 IoT 서비스를 위한 저전력 위성 다중 액세스 핵심기술 개발을 진행 중
·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정보수집탑재체 개발 진행중
¡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출연연, 중소·중견 기업 및 대학을 중심으로 정부수요에
의해 긴급재난통신, 군통신 및 해경 위성통신망 등에 적합한 광대역 위성통신 시스템 및
중장기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표준화를 추진 중
- ETRI
· 위성 탑재체 신호처리(OBP) 핵심기술의 지상검증 모델 개발 및 저궤도 위성 빔 호핑
모뎀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성형망 및 그물망 동시 운용이 가능한 DVB-S2기반
단말 ASIC칩과 시스템 기술 개발 중이고 국내 최초 다중빔 디지털 중계기를 탑재한 정지
궤도 공공복합위성 지상국 개발 진행 중
- 전북대
· 강우감쇠 보상을 위하여 ACM을 사용하는 위성시스템에 대하여 성능목표를 제공할 수
있는 ITU-R 표준 권고 S.2131 개발 완료 및 2021년 국내 표준 개발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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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커스터마이즈, ASAT
· DVB-RCS2 기반 VSAT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재난통신에 적용 가능한 저전력 전송기술, 양방향
ACM, SCPC 및 MESH 접속기술을 개발 중이며, 소방청 및 군 적용시험 및 해경 위성통신망
운용 관리 사업을 추진 중
- KTSat
· 무궁화 위성 6호와 지상의 5G통신망을 연결, 데이터를 주고받는 ‘위성5G(5G-SAT)’ 기술 시험
성공(‘19.11)
- 국방과학연구소(ADD)
· 군은 2020년 7월 전파교란 대응을 위한 주파수 호핑 기능을 갖는 중계기를 탑재한 군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절충교역 형태로 국외에서 도입하여 발사함
¡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 WRC-19에서 결정된 ESIM 운용 기준에 대해 항공기
ESIM의 PFD 기준 마스크 준수 검증을 위한 방법 개발 및 WRC-23 의제로 결정된 정지 및
비정지궤도 위성망과 통신하는 ESIM 운용 기준 연구, 위성간 링크 주파수 이용기술 및 차세대
이동위성업무 주파수 분배 연구 등 위성과 타 업무간 간섭 평가 및 주파수 공유 표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
- ETRI
· 17.7～19.7㎓ 및 27.5～29.5㎓ 대역 이동형지구국 운용에 대한 지상업무와의 간섭 평가 및
보호 기준 연구, 항공기 ESIM에 대한 지상 보호 기준 준수 여부 검증 방법, 12.75-13.25 GHz
대역 ESIM-지상망 주파수 공유 기술, 고정위성업무 위성간 링크 주파수 이용 연구 등
위성통신 주파수 이용에 따른 동일 대역 타 무선망간 주파수 공유 표준 기술 개발 및
위성 IoT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확보 연구가 진행 중
- Ktsat
· 12.75-13.25 GHz 대역 고정위성업무 계획대역 지구국 보호, 위성망 국제 등록 규정 표준화
연구 진행 중
- 삼성전자
· 28㎓ 대역 비정지궤도 위성망과 통신하는 ESIM-5G 주파수 간섭 평가 및 주파수 공유 조건
연구 진행 중
- 전북대
· 다중빔 위성 시스템과 지상 시스템간의 간섭 최소화를 통한 주파수 효율 극대화를 위한
자원할당 연구 진행 중
¡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국내에서 KARI와 ETRI를 중심으로 심우주 레이저 광통신
및 근접 통신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으로 KARI에서는 심우주 탐사선과 지구 간 초고속
데이터 광통신의 사전 기술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ETRI에서는 행성 표면 탐사에서 행성
궤도선과 통신을 위한 근접 통신 기술을 개발 중
- KARI
· 해외 우주선진국의 레이저 통신 기술 개발 및 시험 관련한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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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우선 추진해야 할 우주 통신 핵심 선행 기술 중 하나로 인식 중
- ETRI
· 우주 탐사선 간에 근접 통신 가능한 Proximity-1 통신기술의 지상 시험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달 궤도선, 착륙선, 로버 간의 통신에 활용 예정
¡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국제적으로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의 중요성 및 근미래 활용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KARI와 ETRI를 중심으로 심우주 통신 네트워킹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으로 KARI에서는 달탐사선과 지구간 통신 중계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ETRI에서는
시험용 달 궤도선(KPLO, 2022년 8월 발사 예정)의 우주인터넷(DTN) 탑재체를 탑재하여
cislunar 환경 하 우주 활용 및 궤도상 시험을 수행할 예정임
- ETRI
· NASA와 우주인터넷 통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2022년 발사
목표로 우주인터넷 탑재체 개발 및 지상 검증시험을 진행 중이며, KPLO에 탑재되어
발사 후 달탐사선과 지구간의 우주인터넷 통신시험을 cislunar 환경에서 수행 예정
- KARI
· 향후 cislunar의 지구-달 간 통신 중계 소요를 만족하기 위해 DTN을 이용한 통신 중계
기술의 기초 연구를 진행 중
¡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국가차원의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KARI와 ETRI를 중심으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될 것이고 항법 수신기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산·학·연이 협력중이고 항법수신에서의 전파교란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관련 연구 개발도
진행 중
- KARI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구축 사업 기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앞서 선행 연구 차원으로 항법신호 설계 및 시스템 설계 등에 관한 연구 진행 중
- ETRI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구축 사업 기획에 KARI등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항법신호 설계 및 스펙트럼 형상 설계, 항법메시지 암호화 관련 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 중
- 덕산넵코어, 텔에이스, 아센코리아 등
· 덕산넵코어, 텔에이스, 아센코리아 등은 항법수신기 관련 제품개발 및 전파교란 대응관련
제품을 개발 판매중이며 넷커스터마이즈는 GPS 전파교란 감시시스템 제품 개발 판매 중
- 서울대, 건국대, 충남대, 인하대
·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 수행 및 일부 보정알고리즘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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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표준) GNSS 신호에 대한 오차 보정으로 정밀하고 안정적인
항법신호 제공 기술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국가차원의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KARI와
ETRI를 중심으로 2014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 (KASS) 개발 구축 중
- KARI
·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 개발을 프랑스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사와
공동으로 개발 구축중에 있으며 통합운영국 등 지상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요구성능을 만족시키는 SBAS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CAT-I급 시험운영을 위한 기술 개발도 진행 예정임
- ETRI
· KARI 등과 함께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 개발을 공동으로 수행중이고
위성통신국 무선주파수 부문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 중이며 보정탑재체 국산화를 위한
사업으로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위성항법보정탑재체 개발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수
행중이며 보정정보 생성관련 연구개발 진행 중
· APV-I급 SBAS 위성통신시스템을 개발 중
- LIG 넥스원, KtSat, 하이게인 등
· KtSat과 하이게인 등은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 위성통신국 관련 개발에 참여중이고,
LIG 넥스원, 알에프에이치아이씨 등은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위성항법보정탑재체 개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SBAS 탑재체 체계개발 및 능동부품 국산화 개발에 참여 중
- KT, KtSat 등
·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 개발 내용 중 지상시스템 및 위성통신국 개발에
참여 중
- 서울대, 연세대, KAIST
· APV-I급 SBAS 성능 검증 툴 개발
< 국내 주요 사업자 서비스 동향 >
사업자

주요 현황

AP위성

- 2009년 2월∼, 기간통신사업자로 뚜라야(Thuraya) 위성을 이용하여 개인휴대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 중

KTsat

- 2021년 2월, 탈레스알레니아스페이스와 무궁화 위성 5A를 활용해 커버리지 취약
지역 5G 서비스 기술 시연
- 2017년 4월,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 위성통신국 무선주파수부
개발’ 참여 중이며, 2022년 이후에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 GPS 보정서비스 제공에
참여 예정
- 2016년 5월, 인마샛 5세대 위성을 이용해 이동위성서비스 제공 중
- 2009년 12월∼, 위성 MVSAT을 통해 선박대상으로 선박모니터링, 위성통신방송
서비스 제공 중
- 2007년 11월∼, 위성 VSAT을 통한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중
- 2006년 10월∼, 국가지휘통신서비스, CATV 프로그램 및 경마 중계 서비스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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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요 현황
SNG 및 사내회의 등 중계기 임대 서비스 제공 중
- 2002년 3월∼, 다채널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계기 임차 서비스 제공 중

K-Water

글로벌스타
아시아퍼시픽
넷커스터마이즈
아리온통신

코리아오브컴

- 2020년,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 기획에 참여, 이를 통해 하천 등에서의
수량감시 및 데이터 정보를 위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계획 중
- 1997년 10월∼, 위성 VSAT을 통한 홍수예경보망 서비스 제공 중
- 2011년 2월∼, 글로벌스타 위성을 이용해 이동위성서비스 제공 중
- 2014년 10월∼, GPS 전파교란 발생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GPS 혼신
감시시스템 제품 개발 및 공공분야에서 구축하여 전파교란 관련 서비스 제공 중
- 2011년 2월∼, 이리듐 위성을 이용해 이동위성서비스 제공 중
- 2000년 2월∼, 글로벌 LEO 위성을 이용하여 선박 IoT를 포함한 M2M 서비스로 원격
SCADA, 해양부이, 수량/우량/유량 관측, 공공시설 및 수질모니터링 등 서비스 제공 중
- 2011년 2월∼, 오브컴 위성을 이용해 이동위성서비스 제공 중

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기존 비정지궤도/정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IoT 서비스와 별도로
최근 초소형 위성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글로벌 IoT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
- EU, ESA
· 덴마크 GateHouse Telecom과 위성링크에서 NB-IoT 망 구축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SATis5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위성/지상 연동 서비스 중 M2M IoT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연하고,
3GPP 및

ETSI 등에 표준 기고

- 프랑스, Eutelsat
· 프랑스 Eutelsat은 ‘22년까지 25개 초소형 위성을 이용하여 IoT 서비스를 제공하는 ELO
시스템 구축 계획 발표(’19.9)
· Eutelsat은 ’20년/‘21년에 6U 사이즈의 소형위성 4기를 발사하여 상용 IoT 서비스를
개시하고 IoT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해 지상 IoT 서비스 사업자인 Sigfox와 전략적 제휴
체결(’19.9)
· 21년 4월, ELO-alpha 6U 위성을 발사 궤도 시험 중 (‘21.04)
- 프랑스, SigFox
· 프랑스의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자인 SigFox는 IoT 네트워크 기업으로 2015년 9월 Eutelsat의
‘SmartLNB’ 서비스를 인수하여 위성/지상 혼용 네트워크로 확장
- 영국, Lacuna Space
· 영국 Lacuna space는 19년 Lorawan 기반으로 위성 IoT 용 초소형 위성을 발사 및 시험
수행하였고, 20년부터 서비스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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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3월 추가 위성 발사, Lorawan 기술을 통한 서비스 진행중 (‘21.05)
- 캐나다, Kepler Communications
· 캐나다 Kepler Communications는 `18년에 광대역 소형위성 2기 발사 및 지상과의 통신에
성공하였으며, `19년 IoT를 위한 소형 위성을 발사
· Kepler Communications는 ’22년 말까지 총 140기의 소형위성을 발사하여 실시간 서비스
제공 계획 발표
- 호주, Fleet Space Technologies
· 호주 Fleet Space Technologies는 `18년 10kg 규모의 4기의 소형위성을 발사하여 농업,
광업, 물류 등의 분야에 상용서비스를 제공 중
- 독일, Fraunhofer IIS
· 독일 Fraunhofer IIS는 `18년 6월에 초소형 IoT 단말로 C 대역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
센서 데이터 전송 시험에 성공
· `19년에는 Ku/Ka 대역 정지궤도 위성용으로 개발을 시작
- 룩셈부르크, OQ 테크놀로지
· NB-IoT 기반 GomSpace사의 GOMX-4A, GOMX-4B에 SDR 탑제 소프트웨어 개발
- 미국, Ligado 네트웍스
· 스카이테크라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 위성 LTE Cat-M, NB-IoT 서비스를 하려고 함.
¡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 제정(2020.02)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 위성 사업자들이 기술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추세이며, 초소형 위성, 다중빔 호핑 퀀텀위성, 위성 OBP 기술, 3GPP 5G NTN 연계 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진행 중
- 프랑스, Eutelsat
· 시분할 동적 위성 빔호핑 기술을 통해 서비스 커버리지의 유연성을 제공하도록 하여 서비스
수요에 적응적으로 시분할 최적 빔(커버리지)을 할당 할 수 있는 디지털 payload가 탑재된
Ku 대역 Quantum 위성이 21년 7월에 발사되었음
- 영국, OneWeb
· 글로벌 통신회사인 OneWeb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위한 Ku/Ka대역 주파수에
대한 FCC승인을 확보함(2017/2018). Qualcomm이 무선접속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동성을 제공하는 저가 단말을 확보하기 위해서 Kymeta사의 지분을 확보
· LTE망 기반의 지상 gateway 개발은 Hughes network system사에서 담당하고 위성 탑재
안테나는 MDA, 위성 버스체 업무는 Airbus에서 제작
· 이동통신망의 커버리지를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였고, 초기 생산단계로서 약
900개의 위성군 발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648개 운용, 나머지 예비), 2019.02월 6대 위성
발사 및 2021.07월 36개 위성 추가 발사를 포함하여 총 254개 위성군 확보함
· 2021년에는 상업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영국, 북유럽, 캐나다 등 북위 50도
이상 지역의 제한적 서비스를 개시하고, 2022년에는 글로벌 서비스 개시 계획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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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SpaceX
· 소형 인공위성 기반의 데이터 통신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스타링크(Starlink)'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구 전역에서 1Gbps급 속도로 이용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 미국의 SpaceX사는 2018년 2월에 FCC로부터 4,425개의 LEO HTS 위성 운용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고 2개의 시험을 위험을 발사. 이후 2019년에는 Starlink 창설을 위해 2024년까지
12,000개(최종 42,000개)의 위성발사 및 전세계 대상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계획
· 2021년 6월 기준 1,629개 위성을 발사하여 스타링크 위성이 480개까지 증가. 밀집
지역에서 통신량의 10%, 통신 백홀의 50%까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30조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캐나다, Telesat
· 총 298개의 위성을 발사하여 캐나다 지역의 낙후지역의 인터넷 서비스와 B2B망, 공공망
등 다양한 서비슬 제공하고자 2022년부터 서비스를 목표
· DVB 표준기반으로 OBP 기능이 탑재되고 빔호핑, 빔포밍 기능을 가진 DRA 형태의
안테나 탑재, ISL 기능이 포함되어 프랑스 Thales에서 중형급(800kg) 위성체를 공급할
것으로 발표
- 미국, 아마존 카이퍼(Kuiper)

· 3236개의 위성을 지구 궤도로 발사해 기가바이트급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26년까지
약 1600개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발표
※ `20.7월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FCC)에서 3,236개의 저궤도 소형위성 발사를 승인
- 미국, ST Engineering iDirect
· 미국의 ST Engineering 은 2019년 Newtec 사를 인수하여 북미지역의 iDirect사, 유럽지역의
Newtec를 기반으로 VSAT 시장을 주도하려고 함.
·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DVB-RCS2 VSAT 표준화를 주도해 왔으며, DVB-RCS2 기반의 차세대
VSAT 시스템 개발 및 판매 중이고, 2013년 DVB-S2X(Extension) 표준의 주요기술 제정 완료
이후 DVB-S2X 규격을 지원하는 위성방송 모뎀 및 VSAT 제품을 출시이스라엘, NovelSat
· 이스라엘 NovelSat사는 DVB-S2X(Extension) 표준 제정에 따라 DVB-S2X 관련 제품을
개발
- 프랑스, Thales Alenia Space(TAS)
· 프랑스의 TAS는 2004년 AmerHis OBP 시스템을 개발하여 Hispasat-1호 위성을 통해 남미에
서비스 개시했으며, REDSAT(Hispasat-3) 등 현재까지 OBP 시스템 개발 중임
- 독일, 프라운호퍼 및 DLR
· 독일 프라운호퍼, DLR사는 OBP 기능과 재구성이 가능한 H2SAT 위성을 제작하여 2021년에
발사 예정
· 최근 우주 선진국 중심으로 위성통신 용량의 대용량화 추세로 Ka 대역 등 HTS 위성이
발전함에 따라 `17년까지 36개의 GEO-HTS, `25년까지 100개 이상 HTS 위성 발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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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 이동형지구국(ESIM) 운용 확대를 위해 Ku 대역 정지궤도
위성망, Ka 대역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과 통신하는 ESIM 운용 연구 및 차세대 이동위성
업무를 위한 주파수 확보 및 공유 기술, 협대역 이동위성업무 (IoT) 주파수 확보 및 공유
기술 연구 중
- 영국, Inmarsat
· 영국 인마샛사는 29.5∼30㎓ 대역 GSO FSS 망을 이용하는 ESI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7.5∼29.5㎓ 대역 ESIM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파수 공유 조건 연구를 진행 중. 또한
12.75-13.25㎓ ESIM 상향링크 및 비정지궤도 위성망과 통신하는 ESIM에 대한 주파수 공유
및 보호 조건 연구 진행
- 미국, ViaSat
· 미국 Viasat사는 VIASAT-3 시스템을 이용하여 27.5∼29.5㎓ 대역 ESIM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파수 공유 조건 연구를 진행 중이며 아태지역의 경우 2022년 경 서비스 제공 예정
- 영국, EchostarMobile
· 영국 EchostarMobile는 2021년 5월 Semtech 과 같이 위성기반 저비용, 실시간 위성 IoT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파수 이용기술을 포함한 테스트를 수행
¡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미국 NASA, 유럽 ESA 및 중국 CNSA를 중심으로 기존
X대역에서 Ka 대역 및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심우주 탐사선-지구국간 초고속 데이터 통신
및 중계 위성을 이용한 중계 기술 개발 및 실험을 진행 중
- 미국 NASA
· 2013년 LADEE 미션에서 레이저 통신 탑재체(LLCD)를 이용한 우주-지구국간 레이저 광통신
시험을 수행하여 622 Mbps를 기록하였으며, 당초 2019년 발사 예정이었던 레이저 통신
중계시험을 위한 LCRD는 1.2 Gbps의 속도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당초 예산 지원 문제로
지연된 발사는 2021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광통신 속도는 cislunar 환경에서는
1~10Gbps, 심우주에서는 1Gbps를 상정하고 있음
· 심우주 탐사선 간의 통신을 위하여 CCSDS Proximity-1 표준을 제정하였고 2005년 발사된
Mars Reconnaissance Orbiter에 장착하여 향후 화성 및 심우주 행성을 탐사하는 탐사선
간의 근접 통신을 대비하였음. 또한 2011년에 발사된 화성 탐사선(로버)인 큐리오시티
호에 Proximity-1 통신장치를 장착하여 화성 궤도선과의 통신에 활용 중
· 2020년대 중후반에 실현될 미국 유무인 달탐사 Artemis 미션에는 낮은 SWaP 레이저 광통신
기술이 탑재되어 고화질 영상 및 초고속 데이터 수신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며, 심우주
환경에서의 광통신 기술은 JPL이 상향링크 및 하향링크 모두에 대해서 2022년 발사 예정인
Psyche 미션에 약 30 cm 이하 구경, 30 kg 미만의 실험 탑재체를 탑재할 예정으로 개발 중임
- 유럽 ESA
· 심우주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스페인에 건설된 OGS 천문대는 2001년 발사된 Artemis 위성의
레이저 통신 실험 기지국이며, 2013년 미국 NASA LADEE와 레이저 통신 시험을 수행. 이 기술은
향후 유럽 데이터 중계 시스템(EDRS)의 중요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 됨. 현재 2Gbps@45W
급 저궤도 레이저 통신 탑재체인 OPTEL-μ가 개발 중이며 2024년까지 지구와 1.5억km(150Mkm)
54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떨어진 L5 지점에 심우주 레이저 통신 시스템(DOCS)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
· 달, 화성, 태양계 탐사를 위한 통신시스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CCSDS에서 PCOMS라는
WG를 운영하였으며, PCOM 통신표준에 탐사선 간의 근접통신 방식으로 Proximity-1
기술을 채택
- 중국 CNSA
· 2016년 발사된 텐궁 2(Tiangong-2)에는 향후 Mozi 퀀텀 과학 위성과 연계할 레이저 통신
실험 장비 탑재. 2019년 70Gbps 급 Ka-band 통신 탑재체, 4.8Gbps급 적외선 레이저 통신
터미널을 탑재한 신장-20호를 발사
· 우주 사물인터넷 통신 프로그램인 Xingyun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2020년 2개의 위성을
통해 링크 시험을 마쳤고, 2021년 12기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80기 위성을
전개할 예정임
¡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심우주 네트워킹 기술과 관련하여 CCSDS에서 태양계 인터네트
워킹 개념이 도입되었고 현재 CCSDS, IETF 등의 기구에서 표준화 논의 진행 및 미국, 유럽
우주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태양계 네트워킹 프로토콜 개발 중
- 미국 NASA JSC/JPL
· 태양계 인터넷 프로토콜(ION) 오픈 소스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 ETRI와도 ION 기능의
지상 및 우주환경 하 시험의 상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미국은 2020년대 중반 실현을 목표로
한 달 표면 유무인 탐사선 플랫폼 개발시 국제 상호운용성 표준에 우주인터넷 기술 채용을 공식화
¡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미국 공군과 연방항공청(FAA)은 GPS 및
WAAS를 구축해 서비스 제공 중이고, 유럽항법청(GSA)은 갈릴레오 및 EGNOS를 구축해 서비스
제공 중이며, 미국과 유럽은 지속적인 해당 시스템 성능 개량 추진 중.
- 미국, Harris, Mitre
· 미국 Harris, Mitre는 GPS 위성 현대화 개발 구축 참여를 통해 해당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우주 및 지상국 분야에서의 성능 개량을 추진 중이고(Rytheon, Harris) GPS 신호에 대한
스펙트럼 형상 설계가 포함된 GPS 시스템 및 항법수신기 기술적 운용 특성에 대한 ITU 및
ICAO 등 표준화 참여 중(Mitre)
- 미국, Mitre, 텍사스 오스틴 대학
· 미국 Mitre사는 항법수신기 기술적 운용 특성에 대한 표준화 참여중이며,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 등에서는 GPS 스푸핑 관련 기술 개발을 중점 개발 중
- 캐나다, Novatel
· 캐나다 노바텔사는 항법수신기의 항재밍 및 항 스푸핑에 필요한 관련 안테나 및 항법수신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유럽, Thales Alenia Space
· 유럽의 TAS사 및 독일의 OHB 사는 갈릴레오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였고, 지속적인 성능
개량 중이며, TAS사는 갈릴레오 위성 시스템 및 항법수신기 기술적 운용 특성에 대한
표준화를 위한 ETSI 지역표준화 기구에서 주도적 역할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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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ENRI
· 일본 ENRI사는 QZSS와 GPS 시스템과의 상호 공존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 사용 신호구조,
데이터 포맷 등 기술적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TWG)을 구성· 운영을 통해 ITU 회의에서 상호
공조를 추진 중
- 일본, SPAC
· 일본 SPAC사는 QZSS 시스템 관련 내용에 대한 국제 표준화 추진을 위한 워킹그룹을
결성·운영 중
¡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표준) 미국 연방항공청은 WAAS를 구축을 위해 Raytheon 사로
하여금 개발 구축 계약을 통해 위성항법보정 서비스 제공 중이고, 유럽항법청(GSA)은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사 주도하에 EGNOS를 구축해 서비스 제공 중이며, 지속적으로 SBAS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진행 중
- 프랑스, Thales Alenia Space, France
· 유럽의 TAS사는 갈릴레오 및 EGNOS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였고, 현재 유럽의 EGNOS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으로 2023년 인증 및 시운전이 예정됨
- 미국, Rytheon
· 미국 Rytheon는 WAAS 시스템 구축 개발 참여를 통해 해당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추진 중이고 WAAS 시스템 및 항법수신기 기술적 운용 특성에 대한 표준화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에 대한 DFMC 관련 기술 표준화 추진 중
- 미국, Stanford Univ.
· SBAS에 대한 개념 연구를 1990년대 초에 시작하여 다년간의 연구와 인증 과정을 거친 후
2003년 상업용 항공기 FAA 인증 획득에 기여함
· 현재 IWG에서 차세대 SBAS 기술 표준화에 참여하며 주요 관련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활동 중
- 유럽, Thales Alenia Space
· 유럽의 TAS사는 EGNOS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였고, 지속적인 성능 개량 중이며 시스템
및 항법수신기 기술적 운용 특성에 대한 표준화를 위한 ETSI 지역표준화 기구에서
주도적 역할 진행 중
- 유럽, GSA
· 유럽 항법청(GSA)은 GPS/갈릴레오 SBAS L5 MOPS 개발을 위해 EUROCAE와 사업
제안 중
- 유럽연합, ESA
· 유럽의 EGNOS 설계 및 개발을 담당하였고, 현재 KASS 개발 관련 지원을 진행 중
- 일본, ENRI
· 일본 ENRI는 유럽과도 공동으로 상호 정보교류회를 정기적으로 수행해 DFMC SBAS
초기 시험 결과에 대해서도 상호 공유를 통해 ICAO 등에서의 관련 표준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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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주요 사업자 서비스 동향 >
사업자
Avanti, SES,
Telenor 등

주요 현황
- 2019년 10월, 차세대 위성/지상망 연동 서비스 관련 시험

China Unicom
AirNet

- 2021년 1월, Galaxy Space는 위성을 발사하여 10Gbps급 위성인터넷 서비스 제공

Eutelsat

- 2022년, 500Gbps, 230개 Ka-band spot beam을 제공하는 정지궤도 KONNECT
VHTS 위성 발사 예정(코로나로 인해 지연됨, 2023년 초 서비스 개시 계획)
- 2021년 7월 정지궤도 빔호핑 QUANTUM 위성 발사
- 2021년 4월, 저궤도 시험 위성인 ELO Alpha 발사 성공
- 2020년 2월, EUTELSAT 5 West B 위성에 EGNOS용 GEO-3 SBAS 탑재체를
탑재하였고 서비스 제공 중
- 2022년 상반기, EGNOS용 GEO-4 SBAS 탑재체를 EUTELSAT HOTBIRD 13G
위성에 탑재해 발사 예정

Inmarsat

- 2023년, GX 7,8 &9 위성 계획을 수립하여, 확대된 주파수 대역에서 ESIM 서비스
계획
- 2020년, Alphasat 위성을 이용 Mediatek과 NB-Iot 기반 위성 IoT 시험
- 2015년 12월, GX 위성 망을 이용한 ESIM 서비스 제공

SatLink
Communications

- 2017년 2월, Advanced DVB-RCS2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 50여 개국에 서비스
제공 중
- 2012년 3월, DVB-RCS2 국제규격 개발 및 시스템을 하고 서비스 중

SES

- 2021년, O3b mPower MEO 발사 예정
- 2017년 7월, SES, Hispasat, Eutelsat 등의 위성사업자와 50여개의 장비 제조업체들이
Sat>IP 규격의 장비 제작 지원하고 서비스 제공 중
- 2015년 8월, Sat>IP Alliance를 구성하여 위성/IP 혼합 네트워크 장비 개발을 위한
규격 제정

SigFox

- 2017년 2월, 32개국에 서비스 제공 중이며(2017.1), GPS-free 서비스(Spot’it) 출시
- 2015년 9월, 프랑스의 IoT 네트워크 전문기업으로 출발하여(2012.6), Eutelsat의
‘SmartLNB’ 서비스를 인수하면서 위성/지상 겸용 서비스로 확장

SpaceX

- 2021년 1600여기의 위성이 발사되어 제한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우주인터넷 시험
서비스를 하고 있음
- 2019년, Starlink 창설을 위해 2024년까지 12,000개의 위성발사계획 수립 및 2019년
5월 24일 60개의 위성을 발사
- 2018년 3월, 12조원의 투자를 받았고 100개의 LEO HTS 위성 발사를 준비
- 2018년 2월, FCC로부터 Ka/Ku 대역 사업 허가를 받고 2개의 시험 위성을 발사

Amazon

- 2020년 FCC는 3,236기의 Kuiper 위성 인터넷 발사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최초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음
- 이 사업을 위해 100억 달라를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졌음

Spire

- 2019년 4월, 미국 Spire사는 88개의 소형위성을 이용하여 위성 IoT 기반의 해상
기상 예보, 해상/항공 위치정보 서비스, 원격 감시 서비스 등을 제공 중

ViaSat

- 2017년 9월, 2022년까지 VIASAT-3 시스템 구축 후 ESIM 서비스 제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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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전파응용 분야 4개의 소분과 기술(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
환경)들을 대상으로 함
- (분석 대상 및 범위) Keywert 특허검색 DB를 이용하여, 한미일, 유럽, 국제(PCT)에 출원/
공개(등록)된 특허들을 대상으로,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 2001.01.01. 이후 출원된
14,145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1년 3월까지 공개된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를 분석대상으로 한 본 IPR
분석에서는 미공개 데이터가 존재하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출원된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들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따라서 본 IPR 현황부에서 분석된 특허들은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별 기술에 대한 최신의 특허 데이터가 아님
< 전파응용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DB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기술 관련 핵심 키워드들의
유사/동의어 조합을 통해 검색식 작성
< 전파응용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무선전력전송, WPT(wireless
power transfer), WPCN,
Wireless Power
무선전력전송

Communication Network,
Wireless Charging, RF WPT,
Beamforming WPT, Massive
MIMO WPT, Retro WPT,

ti:((무선전력* ((무선* wireless*) a/1 (전력*
power*) and (전송* 송신* transfer* 통신*
communicat*)) WPT* WPC* 무선충전*
"무선 충전" (wireless* a/1 charg*))) and
ipc:(h02j* h02m*)

Distributed-Cooperative WPT
수중통신, 수중음파통신,
수중통신

수중네트워크, Underwater,
IoUT(Internet of Under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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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underwater* 수중음파* underwater*
a/1 acoustic*) a/1 (사물인터넷* 사물* a/1
인터넷* 통신* 네트워* 네트웍*

소분과

핵심키워드
Things), IoUS(Internet of
Underwater Services),
UWASN(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

검색식

communication* network*) internet* a/1
underwater* UWANS* ((underwater*) a/1
(acoustic*) a/1 sensor*))

1. ti:((위성* satellite* (integrated* hybrid*
cooperative*) n/1 (satellite* terrestrial*)
(위성* satellite*) n/1 (지상* 4G* 5G*
LTE* 엘티이* Long a/1 Term a/1 Evolution
OFDM* 직교주파수* 직교* a/1 주파수*)
위성지상* 위성/지상* 지상위성*
지상/위성*) and (지상* 이동* 셀룰러*
셀룰라* terrestrial* mobile* cellular* 통신*
네트워크* 네트워킹* communicat*
network*)) and (주파수재사용* 주파수* a/1
재사용* (frequency*) a/1 (reuse* share*
sharing*) CoMP (cooperative* advanced*)
a/1 (multipoint* multi?point* multiple a/1
point MIMO* multi-input a/1 multi-output
multi a/1 input a/1 multi a/1 output)
다이버시티* 다이버서티* diversity*
(beamform* beam-form* 빔포밍* (빔) a/1
위성통신

위성통신, 위성/지상 연동,
심우주, 위성항법, GNSS

(포밍 형성 성형) 빔형성* 빔성형*) (간섭*
인터피어런*) n/1 (제어* 완화* 제거* 정렬*
저감* 관리* 평가*) (전력* 파워*) n/1
(제어* 컨트* 콘트* 관리*) 핸드오프* 핸드
a/1 오프 핸드오버* 핸드 a/1 오버 (자원*
리소스*) a/1 (관리* 할당*) (interference*)
n/1 (align* cancel* coordinat* mitigat*
reduc* manag* evaluat*) (power*) n/1
(control* manag*) handover* handoff*
hand a/1 over hand a/1 off (resource*)
a/1 (align* assign* allocat* manag*)
랜덤액세스* 랜덤엑세스* 랜덤 a/1 액세스
랜덤 a/1 엑세스 임의접속* 임의 a/1 접속
random a/1 access 왕복지연* 왕복 a/1
지연 round a/1 trip a/1 delay 시공간부호*
시공간 a/1 부호 STC* space a/1 time a/1
cod* channel a/1 compensation
hierarchical a/1 modulation 채널보상* 채널
a/1 보상 계층변조* 계층 a/1 변조
계층적변조* 계층적 a/1 변조 지상보조망*

D.N.A.생태계 강화 _ 전파응용 - 위성통신 553

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지상 a/1 보조망 CGC* ATC*
complementary a/1 ground a/1 component
ancillary a/1 terrestrial a/1 component)
and ipc:(h04b* h04q* h04w* h04l* h04j*
b64g* g04r* g01s* h04h*)
2. ((광대역* 브로드밴드* 와이드밴드*
broadband* wideband*) a/1 (위성*
satellite*) DVB-RCS* (DVB* digital a/1
video) a/1 (return a/1 channel) VSAT* very
a/1 small a/1 aperture a/1 terminal
physical a/1 layer a/1 network a/1 coding
full a/1 duplex a/1 wireless DVB-S2*
(DVB* digital a/1 video) a/1 (satellite*)
PCMA paired a/1 carrier a/1 multiple a/1
access) and (다중빔* 다중 a/1 빔 multi*
a/1 beam* multi-beam* multibeam*)
3. ((심우주* 심 a/1 우주 우주* 행성*) a/1
(통신* 네트워크*) ab:((deep a/1 space
interplanetary*) a/1 (communication*
network* transmission*) interplanetary a/1
network space a/1 internet interplanetary
a/1 internet (Delay* Disruption*) a/1
(tolerant a/1 network) bundle a/1 protocol
CCSDS* proximity-1* space a/1 data a/1
system Custody a/1 transfer intermittent
a/1 connectivity Opportunistic a/1
connectivity)

ti:((deep a/1 space lunar*)

a/1 (communication* network*
transmission*) interplanetary a/1 network
space a/1 internet interplanetary a/1
internet (Delay* Disruption*) a/1 (tolerant
a/1 network) bundle a/1 protocol CCSDS*
proximity-1* space a/1 data a/1 system
Custody a/1 transfer intermittent a/1
connectivity Opportunistic a/1 connectivity)
long* a/1 haul* licklider a/1 transmission
a/1 protocol LTP*)
4. ab:((실내외* 실내/실외* 실외/실내*
outdoor* indoor* indoor/outdoor*) and
(측위* 위성항법* 위성 a/1 항법 포지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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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포지션* 위치* position* locat* GNSS*
navigat* global a/1 navigation RNSS*
radio a/1 navigation a/1 satellite satellite*
위성* GPS* global a/1 positioning
pseudolite* pseud-satellite* pseud a/1
satellite 의사위성* 의사 a/1 위성 지피에스*
쥐피에스*)) and (GPS* GNSS* seamless
a/1 satellite satellite* radio a/1 navigation
a/1 satellite global a/1 positioning 위성*
지피에스* 쥐피에스* 위치* 포지션*
포지셔닝*)
(EMC* EMI* EMS* EMP* EMF* 이엠피*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I(Electromagnetic
전자파환경

Interference),

이엠씨* 이엠시* 이엠에스* 이엠아이*
이엠에프* (electromagnetic*
electro-magnetic* electro a/1 magnetic)
a/1 (compatibility* interference*

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pulse* field*)) and ((전자파*

Susceptibility), 전자파, 적합성,

electromagnetic* electro-magnetic* electro

노출, 테스트, 시험, 평가,

a/1 magnetic) n/1 (적합* 노출* 테스트*

간섭, 측정, 방호, 보호

시험 expos* test* 측정* 평가* measur*
evaluat* 방호* 보호* 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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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응용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전파응용 분야 전체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에 매우 많은 특허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최근까지 국내외 출원인들의 특허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전파응용 분야 특허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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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응용 분야 특허출원에서, 미국특허(공개 및 등록특허 포함) 및 한국특허(공개 및 등록특허
포함)가 각각 4,887건(35%), 3,738건(26%)으로 많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KR), 미국(US)은 2019년도에 가장 높은 특허 출원량을
보였으며, 일본(JP), 유럽(EP), 국제(WO)는 2018년도에 가장 높은 특허 출원량을 보임
- 특히, 2018년, 2019년에 한미일, 유럽, PCT 특허 출원량이 급증한 것은 무선전력전송 기술과
위성통신 기술 관련 신규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임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소분과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합계

2001

2

8

76

15

101

2002

4

13

81

11

109

2003

7

3

53

10

73

2004

16

6

61

13

96

2005

8

18

63

8

97

2006

6

18

91

28

143

2007

14

11

78

13

116

2008

34

25

85

8

152

2009

138

19

87

8

252

2010

224

21

65

19

329

2011

430

30

79

18

557

2012

590

40

104

13

747

2013

858

28

130

11

1,027

2014

837

25

147

16

1,025

2015

1,041

21

112

15

1,189

2016

1,023

35

32

19

1,109

2017

901

27

40

10

978

2018

2,131

70

295

54

2,550

2019

1,694

54

644

24

2,416

2020

638

16

403

12

1,069

2021

10

0

0

0

10

합계

10,606

488

2,726

325

14,145

출원연도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 중,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10,606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위성통신 기술과 수중통신 기술, 전자파환경 기술이 각각 2,726건,
488건, 325건의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위성통신 기술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에는 2015년 대비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 특허출원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 가장 높은 출원량을 보임
- 수중통신과 전자파환경 기술은 2018년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출원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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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구간별 특허출원 현황 >
구간A

구간B

구간C

(2011년~2013년)

(2014년~2016년)

(2017년~2019년)

무선전력전송

1,878

2,901

4,726

수중통신

98

81

151

위성통신

313

291

979

전자파환경

42

50

88

특허분석 항목

-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구간C(2017년~2019년)에서 구간B(2014년~2016년) 대비 신규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수중통신, 전자파환경 기술은 최근 구간C(2017년~2019년)에서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위성통신 기술은 구간C(2017년~2019년)에서 구간A,B 대비 매우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진 것으로 파악됨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특허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소분과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합계

한국특허(KR)

3,271

107

307

53

3,738

미국특허(US)

3,420

175

1,170

122

4,887

일본특허(JP)

1,229

68

225

46

1,568

유럽특허(EP)

774

31

349

18

1,172

국제특허(WO)

1,912

107

675

86

2,780

합계

10,606

488

2,726

325

14,145

특허발행국

- 소분과 기술에 대한 특허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기술 모두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음
- 특히,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타 소분과 기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특허출원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이 분야가 국제표준과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위성통신과 전자파환경은 특허 발행국 미국 다음으로 PCT 국제(WO) 출원이 많이 진행되었고,
수중통신은 한국에서 출원이 많이 진행됨
- 전반적으로 전파응용 분야는 특허 발행국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신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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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 >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LG INNOTEK
CO. LTD

476

한국해양연구원

14

ETRI

73

주식회사
유라코퍼레이션

7

SAMSUNG
ELECTRONICS

411

강릉원주대학교

13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19

주식회사
이레테크

6

LG
ELECTRONICS

206

호서대학교

8

한화시스템

12

ETRI

5

SAMSUNG
ELECTRO-ME
CHANICS

145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8

QUALCOMM

11

재단법인
자동차융합
기술원

3

Hyundai Motor
Company

97

주식회사
에스에스엘

4

서울대학교

10

SAMSUNG
ELECTRONICS

3

2

QUALCOMM

87

국방과학연구소

4

SAMSUNG
ELECTRONICS

9

FLEXTRONICS
ODM
LUXEMBOURG
S.A.

ETRI

62

목포대학교

4

국방과학연구소

4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2

KAIST

62

KETI

3

주식회사
케이티

4

주식회사
이엠시스

2

HANRIM
POSTECH
CO., LTD.

59

국민대학교

3

MITSUBISHI
ELECTRIC

4

국방과학연구소

2

KETI,
AMOSENSE
CO., LTD.

58

한국해양대학교

3

KETI

4

금오공과대학교

2

- 특허 발행국 한국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기업은
엘지이노텍으로 나타났으며, 2위, 3위로 삼성전자, 엘지전자로 파악됨. 특히, 국내 중소기업으로
한림포스텍과 아모센스가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되어, 본 기술 분야는 국내 중소기업에서도
관련 연구개발과 함께 상당한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국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QUALCOMM이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수중통신 분야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가장 많은 출원을 진행하였으며, 다음으로 강릉원주대학교,
호서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파악됨. 상위 다출원인에는 대부분 출연연과 학계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어, 국내의 수중통신 분야는 학연에서 다양한 연구개발과 함께 특허출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위성통신 분야에서는 ETRI가 가장 많은 출원을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한국항공우주시스템,
한화시스템, QUALCOMM으로 나타남. 특히, 국내 위성통신 분야 상위 다출원 기업으로는
일본 MITSUBISHI ELECTRIC도 포함됨
- 타 소분과 기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량이 적은 전자파환경 분야에서는 유라코퍼레이션,
이레테크, ETRI 순으로 상위 다출원인이 파악됨. 국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스위스
FLEXTRONICS ODM LUXEMBOURG S.A.사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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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 >
무선전력전송
출원인

수중통신
출원량

출원인

출원인

출원량

550

WFS
Technologies
Ltd.

45

HUGHES
NETWORK
SYSTEMS

177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14

426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QUALCOMM

14

ATC
TECHNOLOGIES

85

NEC

8

LG
ELECTRONICS

292

THE BOEING
COMPANY

10

QUALCOMM

80

DELL
PRODUCTS,
LP

8

LG INNOTEK
CO. LTD

283

Wireless
Fibre
Systems

8

ETRI

69

EXXONMOBIL
UPSTREAM
RESEARCH
COMPANY

8

APPLE

250

InCube Labs,
LLC

7

MITSUBISHI
ELECTRIC

66

SCHLUMBERGER
TECHNOLOGY
CORPORATION

7

PANASONIC

197

Ceebus
Technologies,
LLC

7

VIASAT, INC.

64

CARBO
Ceramics
Inc.

6

TDK

195

WOODS
HOLE
OCEANOGRA
PHIC

7

THALES

54

SONY

6

INTEL

180

QinetiQ
Limited

7

THE BOEING
COMPANY

52

AIRBUS

6

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Corp.,Ltd

125

NEC

7

HUAWEI

50

TAIYO
YUDEN CO
LTD

5

102

TANGSHAN
ZHAO LAN
MARINE
TECHNOLOGY
CO., LTD.

6

GILAT
SATELLITE
NETWORKS

39

MITSUBISHI
ELECTRIC

5

HUAWEI

출원인

전자파환경
출원량

SAMSUNG
ELECTRONICS

출원량

위성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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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발행국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 삼성전자로 나타남. 특히, 무선전력전송 다출원 상위 기업
1위 삼성전자는 2020년 분석결과(395건) 대비 금년도에는 550건으로 나타나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대한 국외출원을 매우 많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국내 엘지전자, 엘지이노텍도
무선전력전송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 HUAWEI는 금년도 분석결과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 신규 상위 다출원 기업으로 포함됨
- 수중통신 분야는 타 상위 다출원 기업 대비 영국 WFS Technologies Ltd.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미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The Boeing Company로 나타남. 수중통신 분야에서는 영국과 미국 국적의
기업들이 특허출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
NEC와 중국 TANGSHAN ZHAO LAN MARINE TECHNOLOGY CO., LTD.가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위성통신 분야의 다출원 기업으로는 미국 HUGHES NETWORKS SYSTEMS, 미국 ATC
TECHNOLOGIES, 미국 QUALCOMM, 한국 ETRI 순으로 나타남. 위성통신 분야는 대부분 미국
국적 출원인들이 특허출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MITSUBISHI
ELECTRIC, 프랑스 THALES, 중국 HUAWEI, 이스라엘 GILAT SATELLITE NETWORKS도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전자파환경 분야는 미국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일본 NEC, 미국 DELL
PRODUCTS LP, EXXONMOBIL UPSTREAM RESEARCH COMPANY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미국과 일본 국적 기업들이 상위 다출원 기업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으며, 프랑스 AIRBUS도 포함됨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전파응용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에서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 특허 기반의 표준 및 시장 선점을 위해 특허출원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특히 무선전력전송 분야에서는 국내 대기업 삼성전자,
엘지이노텍, 엘지전자, 삼성전기,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아모센스, 한림포스텍
등에서도 활발한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근 미국 APPLE, 일본 TDK,
PANASONIC, 중국 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HUAWEI가 무선전력전송
분야 신규출원을 매우 많이 진행한 것으로 분석됨. 다음으로 수중통신, 전자파환경 분야의 한국
국적 출원인들은 자국 내 출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해외시장을 고려한 특허 출원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위성통신 분야는 2016년과 2017년에 2015년 대비 특허출원량이 매우
많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신규출원이 매우 폭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D.N.A.생태계 강화 _ 전파응용 - 위성통신 561

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3.6%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ITU-R

SG4

(WP4A-Efficient orbit/spectrum utilization for FSS and BSS)
- FSS 시스템에서 정지궤도 및 비정지궤도 간 간섭 영향에 관한 표준
권고 ITU-R S.[50/40㎓ FSS Sharing methodology] 개발 중
- 27.5～29.5㎓ 대역의 ESIM 이용 및 동일 대역 이동 업무 보호 방안에
대한 표준이 진행 중
- 위성간링크 (ISL) 주파수 이용 기술에 대한 표준 연구 진행
- 광대역 대역확산 신호를 이용하는 FSS(고정위성업무) 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
- 2020년 Ka 대역 비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ESIM 주파수 공유 연구 진행
- 2020년부터 Ku 대역 항공기 ESIM 주파수 이용 공유 연구 진행
air
interfaces,
performance
and
availability
(WP4B-Systems,
objectives for FSS, BSS and MSS, including IP-based applications
and satellite news gathering)
- 2016년 위성시스템에서 사용하는 ACM을 고려하여 오류성능목표에 대한
권고 ITU-R S.2099가 개발 완료
- 2019년 ACM을 사용함으로써 가변 데이터속도를 지원하는 FSS 및 MSS
(이동위성업무)를 위한 성능목표 표준 권고인 ITU-R S.2131 개발완료
- 2019년 위성통신과 차세대 지상접속기술과의 연동을 위한 보고서인
M.2460 개발 완료
- 2021년 ITU-R 권고서 S.2131 개정 완료 예정
- 2024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5G 위성부문 무선 규격 표준 개발 본격화
(WP4C-Efficient orbit/spectrum utilization for MSS and RDSS)
- 2020년 1.6-3.4 GHz 대역 차세대 협대역 이동위성업무 주파수 자원 확보
연구 진행
- 위성항법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인 1164∼1215㎒, 1215∼1300㎒,
1559∼1610㎒, 5000∼5010㎒, 5010∼5030㎒ 대역에 운용하는 무선항법위성
업무와 관련된 권고 가이드라인 표준화 진행 중
- 1215∼1300㎒ 대역에서 운용하는 무선항행위성업무 우주대 지구방향의
수신기에 대한 특성 및 보호기준 표준화 진행 중
- 1559∼1610㎒ 대역에서 운용하는 무선항행위성업무 우주대 지구방향의 수신기
및 항행무선항법서비스 수신기에 대한 특성 및 보호기준 표준화 진행 중
- 1164∼1215㎒ 대역에서 운용하는 무선항행위성업무 우주 대 지구방향의
수신기에 대한 특성 및 보호기준 표준화 진행 중

TC SES

(Satellite Earth Stations and Systems)
- 5G망에서 위성을 이용한 멀티캐스팅 및 VFN (Virtualised Network Functions)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기존 위성/HAPS망과 5G망의 끊김없는 연동을 위한 다양한 구조 및 시나리오
에 관한 분석내용이 ETSI TR 103 611에 반영
- ETSI SES SCN 표준화 회의에서 고용량 위성통신을 위해 위성 DVB 표준과
3GPP NR 프로토콜 기술 비교 관련 2022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study item
수행중
- 위성통신방송 순방향링크 전송 규격인 DVB-S2(ETSI EN 302 307-1. 2014.11)

국제
(공식)

ETSI

표준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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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

개정과 DVB-S2X(ETSI EN 302 307-2. 2014.10 제정, 2015.2 개정) 표준 Annex
E 개정 완료(2020.2)
위성통신 역방향링크 전송 규격인 DVB-RCS2(ETSI EN 301 542, 2012.5
제정)표준을 개정 완료 (2020.7)
DVB-S2X(ETSI EN 302 307-2 v1.3.1. 2021.7 )표준 개정 완료후 BH(Beam
Hopping) 관련 Superframe Format 추가
GNSS 기반 위치시스템에서의 최소 성능을 포함한 성능 요구사항(ETSI
TS 103 246-3), 성능시험 규격(ETSI TS 103 246-5) 표준 완료 (2020.10)
전지구 위성항법시스템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커버하기 위한 단일화된 유럽표준 초안을 2017년에 완료하였고 추가적인
내용 보완을 추진 중

APG

- WRC-23 의제에 속한 위성망 주파수 자원 확보 및 타 업무와의 주파수
공유 연구, 위성망 국제등록 규제 개선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

AWG

- 고정위성업무 위성망과 통신하는 VMES(Vehicle mounted Earth Station)에
대한 아태지역 주파수 이용 현황/기술 보고서 개발 진행 중

APT

국제
(사실)

CCSDS

- 심우주 광통신 관련 표준을 제정하였고, SLS 회의/Space Link Code/Sync WG
워킹그룹 조직 및 회의를 통해 관련 표준을 개정 및 협의하고 있으며, 차세대
표준 무선 우주통신 기술에 대해 논의 중
- 심우주 및 근지구 광통신 표준 이슈 및 물리계층의 코딩/변조/인터리빙
관련 표준 논의 중
- 우주인터넷(DTN) 및 심우주파일전송프로토콜(CFDP)의 표준 개정 및 우주
기관 간 상호 호환성 시험 수행 지원

ICAO

- NSP를 통해 ICAO GNSS 매뉴얼(문서번호 9849) 개정 추진 중
- 성능기반 항행(PBN)을 위해 관련국들과의 기술교류는 물론 시스템 다원화에
따른 항법신호 들간의 유해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상호운용성 관련
작업반 운용을 통해 관련 기술 표준화 진행 중
- 위성항법신호를 통한 위치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온층 오차로 인한 지연
요인 분석 및 신틸레이션으로 인한 영향을 식별하는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EUROCAE, RTCA와 함께 민간항공분야 장비 표준화 및 최소운용성능
규격 제정 및 DFMC SBAS 표준 제정 작업 진행 중
- SIS 에 관한 SARPs 개정 중

IMO

- 결의서 MSC(해상 안전 위원회) 95에 다양한 선박용 무선항법수신기를 위한
성능 표준에 GPS, Glonass, DGPS & DGlonass, GPS-Glonass, Galileo, BDS
항법시스템에 대한 성능 표준내용을 추가키로 함
- 결의서 MSC 401(95)에 다양한 선박에 탑재되는 무선항법수신기 성능 표준
제시(2015년 6월)
- 결의서 A.1046(27)에 선박용 수신기에서의 SBAS 이용 가이드의 하나로
유럽의 EGNOS 성능을 제시(2019년)

DVB

- 5G망을 지원하기 위한 위성백홀 기술 및 차세대 위성전송 기술의 5G
기술 융합 표준화 연구 진행 중
- DVB S-LTV 기술그룹을 신설하여(2020.07), 미래의 연구기술 분야 검토를
진행 중임(~2021.07)
- DVB-TM-S에서는 위성통신방송 순방향링크 전송 규격인 DVB-S2X 표준
제정(2014.10) 및 가이드라인 개정(2020.4) 완료, DVB-TM-RCS에서는 위성
통신 역방향링크 전송 규격인 DVB-RCS2 표준을 제정 완료(2012.5) 하였고,
Part 3 High Layer 위성표준을 개정(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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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 위성 전송 효율 증대를 위한 위성 OFDM, FTN 등의 기술 연구 진행 중
- DVB CM에서는 DVB-RCS2 표준에 순방향링크의 DVB-S2X 포함 완료
- DVB-CM에서는 새로운 이슈로 위성 IoT, 위성 IP, 위성 Beam- Hopping
기술 등을 선정하여 표준 진행 중
- DVB-TM의 DVB-S2X 표준에서 BH 위성을 지원하기 위한 Signaling 및
DVB-SI 규격 업데이트 진행중

3GPP

- SA1은 Rel-16 일부로 TR 22.822 ‘Study on using Satellite Access in 5G’에서
위성 접속망과의 연동을 고려한 유즈 케이스를 식별하고 새로운 위성 요구사항을
2019년 Phase 2에 반영
- SA2는 Rel-16 일부로 TR 23.737 ‘Study on architecture aspects for using
satellite access in 5G’에서 위성망을 사용하는 5G 접속 구조에 관해 2019년
8월 Phase 2에 반영
- SA5는 Rel-16 일부로 TR 28.808 ‘Study on management and orchestration
aspects of integrated satellite components in a 5G network’에서 5G망
기반으로 지상/위성망 자원활용 최적화에 관련된 내용을 2019년 12월
Phase 2에 반영
- TS 38. XXX, ‘Solutions for NR to support non-terrestrial networks(NTN)’
관련 표준 규격 작업 진행중(22.03)
- TR 38. 829 ‘Study on NB-IoT/eMTC support for NTN’ 관련 기술보고서 작성
연구 완료(21.06)
- TS 36.XXX ‘Solutions for NB-IoT& eMTC to support non-terrestrial
networks (NTN)’ 관련 표준 규격 진행중 (22.03)

IETF

- IETF는 DTN 관련하여 RFC4838, 5050, 5326, 7242 등의 문건을 관리하고
있고, DTNRG을 통해 표준화 활동을 진행 중
- DTNRG에서는 통신 지연 및 극한 환경에서 인터넷 TCP/IP와 다른 통신
아키텍쳐를 통해 이기종간 통신 구현 방안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결과물의 오픈소스화도 추진 중

PG805

(위성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송수신 정합에서 DVB-S2 기반 전송표준을 포함.
VSAT 안테나 기술적 특성 표준과 디지털 위성통신 시스템에서의 오류 성능
표준을 개정하였고, 위성재난통신 표준으로 DVB-S2/S2X와 DVB-RCS2
기반으로 그물망 포함하여 제정 추진. ACM을 사용하는 위성시스템에 대하여
성능목표를 제공할 수 방법에 관한 국내 표준 제정 추진

PG902

(공공안전통신) PPDR 서비스를 위한 DVB-RCS 표준 기반 위성 멀티미디어
재난구조 시스템 표준이 제정

PG904

(LBS 시스템) 실내외 연속측위를 위한 의사위성(Pseudolite) 메시지 포맷 등과
관련된 연구내용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여 2015년에 완료, 2016년에는
긴급구조를 위한 측위시스템 관련 기술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였고,
위성항법보정 시스템(SBAS), 지상항법보정시스템(GBAS)의 기술 및 서비스
활용성 확대를 위한 표준화, 재난피해자 위치분석 시스템 Stage 2(구조),
스마트폰 긴급 구조 요청(SOS) 전화 및 메시지 보내기 기능, 실내측위지원을 위한
핑거 맵의 JSON 기반 인코딩 추진 중

TTA

국내

ITU-R SG4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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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및 비정지궤도 ESIM 주파수 이용 표준 연구 진행 중
위성간링크를 위한 고정위성업무 주파수 이용 표준 연구 진행 중
미래 협대역 이동위성시스템용 1.6-3.4GHz 대역 MSS 분배 표준 연구 진행 중
위성망 국제등록 규정 개선 표준화 대응 연구 진행 중
위성시스템에서 사용하는 ACM을 고려하여 성능 목표관련 연구 진행 중

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5G 서비스의 국내 도입 및 초소형 위성 제작 및 발사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위성 IoT 국내/외 표준화 대응 및 국내 자체 기술을 이용한 표준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
- TTA 위성방송 PG(PG805)
· 위성기반 IoT 전송기술 개발 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된 Sat-IoT 서비스 기술보고서와
전송 무선접속 표준 제정을 추진중
- 한국 ITU 연구위원회 ITU-R SG4 연구반
· ITU-R SG4 회의에서 위성 IoT 전송기술에 대한 연구 과제 수립을 위한 기고 방향 연구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805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704, 위성 IoT 무선접속(제정)

2023

2020-0559, 위성 IoT 기술 및 서비스 기술보고서(제정)

2021

¡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DVB-RCS2 표준 제정에 따라 국내 위성재난통신 시스템 표준
제정이 2019년 12월에 완료되었고 그물망 기반 위성통신 표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0년
1차 개정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2021년에는 SCPC망 추가 개정 작업 진행 중. 또한 ITU-R에서
위성통신 성능 및 가용도 목표 설정 관련 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으로 ACM기반 위성통신
성능에 관한 표준 개발 진행 중, 2021년에는 추가 개정 작업
- TTA 위성방송 PG(PG805)
· 위성통신 방송 시스템에 대한 국제 개방형 표준인 DVB-S2/S2X 및 DVB-RCS2 기술을
준용하는 위성통신 시스템에 대한 국내 표준 제정이 2019년 12월에 완료되었으며,
2020년 12월 단말과 단말 간 직접통신이 가능한 그물망(Mesh Topology Network)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개정 완료. SCPC 표준은 2021년 12월 목표로 진행 중
· ITU-R에서는 고주파수 대역에서 ACM을 사용하여 강위 감쇠 보상이 가능한 위성통신
시스템에 대한 성능 목표 제공이 가능

ITU-R 표준 권고 S.2131이 2019년 개발 완료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를 준용한 국내표준화가 2021년 12월 목표로 진행 중
· 주파수 공유를 위한 Ku대역 고정형 VSAT 안테나의 기술적 특성 표준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2020년 6월 표준 유지 결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805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704, 위성 IoT 전송 무선접속 표준 제정 추진 중
2020-0559, 위성 IoT 기술 및 서비스 기술보고서 제정 추진 중
TTAK.KO-07.0143/R1, 개방형 표준 기반 위성통신 무선접속(개정) 추진 중

2023
2021
2021

2021-0707, 적응형 부호 및 변조방식을 사용하는 위성통신 시스템의 성능목표
결정 방법(제정) 추진 중

2021

TTAK.KO-06.0019/R3, 주파수 공유를 위한 Ku 대역 고정형 VSAT 안테나의
기술적 특성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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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 WRC-23 위성 및 위상-지상 주파수 공유 의제를 중심으로
위성망 주파수 자원 확보 및 주파수 공유 방안에 대한 국내 연구반 운영 중
- 한국 ITU 연구위원회 ITU-R SG4 연구반
· ITU-R

SG4

회의에서

논의되는

위성

주파수

공유

표준(위성-지상

주파수

공유,

정지/비정지 ESIM 주파수 이용 기술 연구, FSS 대역 위성간 링크 이용 및 지상망 보호
방안 연구, 협대역 이동위성업무 주파수 이용 기술 등)에 대한 국가 입장 수립 및 기고
방향 연구
- 한국 WRC 준비단(WG3)
· WRC-23 의제 대응을 위한 ITU-R, APG 회의에서 논의되는 위성 주파수 공유 표준
이슈에 대한 국가 입장 수립 및 기고 방향 연구
- 한국 AWG 준비단
· Ku 대역 VMES 주파수 이용 현황 및 위성 IoT 이용 기술에 대한 AWG 이슈 대응 연구
¡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국내에서 해당 표준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독자적인
표준은 없으며, KARI, ETRI에서 국제표준화 회의인 CCSDS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 중. CCSDS Optical Communications Working Group(SLS-OPT) 및
Link Protocols Working Group(SLS-SLP)에 참여하여 심우주 레이저 통신과 근접통신의
표준화 동향 파악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기술교류 진행 중
¡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국내에서 해당 표준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독자적인 표준은
없으며, KARI, ETRI에서 국제표준화 회의인 CCSDS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 중. CCSDS Delay Tolerant Networking Working Group(SIS-DTN) 및
CCSDS File Delivery Protocol Revision Working Group(SLS-CFDPV1)에 참여하여 DTN 통신과
CFDP 프로토콜 개정의 표준화 동향 파악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기술교류 진행 중
¡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위성항법신호의 이용분야가 보다 확대추세이고
위치정보는 4차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항법신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다원화됨을
고려하여 항법수신기 성능 평가 기술 표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국내에서 진행 중인 표준화
내용 확대가 필요한바,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전망
- TTA LBS 시스템 PG(PG904)
· 2021년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Stage 4- 단말 시작 인터페이스 과제 채택
· 2021년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Stage 3- 네트워크 시작 인터페이스 과제 채택
· 2019년 개인 및 차량 단말을 위한 실내 위치기반 서비스-Part 4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정 완료
· 2018년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한 측위 및 항법 서비스 성능 인덱스 표준화 완료
· 2016년 긴급구조를 위한 측위시스템 관련 기술 표준화 항목 도출하고, 실내외 좌표변환을
위한 파라미터 규격 표준 완료. GPS 전파혼신에 대한 수신기 성능시험 표준 완료
· 2015년 실내외 연속측위를 위한 의사위성(Pseudolite) 메시지 포맷 연구를 중점과제로
추진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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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진행중
(2023)

2021-0718, RTK 기술 및 일반적 요구사항

TTA PG904

TTAK.KO-06.0322-Part 4, 개인 및 차량 단말을 위한 실내 위치 기반서비스

2019

TTAK.KO-06.0477,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한 측위 및 항법 서비스 성능 인덱스

2018

TTAK.KO-06.0436, GPS 전파혼신에 대한 수신기 성능시험

2016

¡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표준) GNSS 신호에 대한 오차 보정으로 정밀하고 안정적인
항법신호 제공 기술 KASS 서비스가 2022년 하반기부터 시운전이 예정됨에 따라 다양한
위치 정보 서비스 분야용 인터넷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표준(안)을 국내 산업 표준으로 진행 중임
- TTA LBS 시스템 PG(PG904)
· 2020년 SBAS 서비스를 위한 통신망과의 인터페이스 관련 표준화 과제 제안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904

표준(안)명
SBAS 서비스를 위한 통신망과의 인터페이스

완료연도
진행중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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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5G 기술 표준 개발 및 저궤도 cubesat 위성 발사에 따른 표준화
요구가 대두되고 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한 표준 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 ITU-R SG4
· 위성 IoT 전송 기술 관련 표준화 연구 진행 중
· WP 4B에서는 위성 IoT 기술을 포함하는 5G 위성 부문에 대한 무선 규격 표준 개발
연구가 2024년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시작됨
- ETSI TS SES
· ETSI TR 101 956, 위성 DVB 표준과 3GPP NR 표준 기술 비교 연구 기술 보고서 작업
수행중
- 3GPP
· NTN 표준 rel-17에서 eMTC/NB-IoT 기술을 위성망에 적용하고자 하는 스터디 아이템
수행 완료
· NTN 표준 rel-17에서 eMTC/NB-IoT 기술을 위성망에 적용하고자 하는 표준 규격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ETSI SCN

TR 101 956, DVB-S2x/RCS2 versus 3GPP New Radio protocol technical
comparison for High Throughput satellite systems

진행중
(2022)

3GPP RAN

TS 36.XXX, LTE_NBIOT_eMTC_NTN, Solutions for NB-IoT/eMTC support for
Non-Terrestrial Networks (NTN)

진행중
(2022)

3GPP RAN

TR 38.829, FS_LTE_NBIOT_eMTC_NTN, Study on NB-IoT/eMTC support for
Non-Terrestrial Networks (NTN)

2021

¡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DVB를 중심으로 위성방송통신 분야 전송효율 증대를 위한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HTS, 위성 BH, 초소형 퀀텀위성, 3GPP 기술과의 연동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증대
- ITU-R SG4
· 고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위성시스템에서의 강우감쇠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ACM 기술을 고려한 단기간의 오류성능 목표 권고 S.2099가 2017년 개발 완료
· ACM을 적용함에 따라, 가변 비트율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위성 시스템에 대한 성능목표
권고인 S.2131이 2019년 개발 완료
· FSS 대역에서 소형 안테나 이용 업무와 타 통신 업무간 잠재적 간섭량 연구, FSS 대역 내
광대역 확산 신호를 이용하는 FSS 시스템 특성 연구, 동일주파수 대역에서 운용되는
인접 정지궤도 위성 시스템들간 간섭 경감을 위한 지구국 기술 연구, FSS 시스템 특성과
변조 방식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다중 접속 방식 연구, 디지털 기저대역 OBP 기술이용에
대한 위성인터페이스 호환 문제 연구 등 표준연구 진행 중
· 광대역 위성 전송 기술 등을 포함하는 5G 위성 부문에 대한 무선 규격 표준 개발 연구가
WP 4B에서 2024년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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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SI TC SES
· 2015년 말 ETSI Specialist Task Force 473에서는 재난 시 위성을 이용한 긴급 메시지
전송을 위한 규격으로 MAMES(Multiple Alert Message Encapsulation over Satellite)
프로토콜 제정(2015.05월, ETSI TS 103-337 v.1.1.1)
· 2019년 ETSI에서는 EN 302 307-2, v1.1.2(2019.6) 표준으로 BH(Beam Hopping)을 위한
Superframe Format과 BH 주기, 관련 SNR, 부호율을 제시하는 표준을 진행했으며, EN 301
545-1, v1.3.1(2019.1) 표준으로 DVB-RCS2 Part I 규격과 EN 301 545-2, v1.3.1 (2019.2)
표준으로 DVB-RCS2 Part II 규격 표준을 개정
· 2020년 ETSI에서는 EN 302 307-2, v1.2.1(2020.2) 표준으로 DVB-S2X 규격을 개정 진행 중
- DVB
· DVB TM-RCS에서는 위성통신 역방향링크 전송 규격인 DVB-RCS2 표준 제정 완료(2012.05)
하였으며, DVB TM-S에서는 위성통신방송 순방향링크 전송 규격인 DVB-S2X 표준 제정 완료
(2013.10).
· DVB-S2X 표준에서 beam hopping 기술의 개선 작업을 위한 표준화 개정 작업을 최근
완료하였으며(2021.07), DVB-S2X 표준의 가이드라인 문서(TR) 개정 작업도 완료(2021.01)
· DVB-RCS2 표준은 DVB-S2X 개정에 따라 DVB-RCS2 Part-1(Overview), Part-2(LLS),
Part-3(HLS) 표준이 모두 개정(2020.07)
· 위성 IP 기술을 통해 위성신호를 IP 패킷으로 변환하여 다양한 방통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Sat>IP Project)을 2012년 4월 제안하였고, 2015년 4월 Sat>IP Alliance를
구성하여 위성 망과 IP 네트워크를 연동하기 위한 국제 규격 제정을 목표로 참여 기관을
확장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S.2131,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performance objectives for satellite
hypothetical reference digital paths using adaptive coding and modulation

2019

S.2099, Allowable short-term error performance for a satellite hypothetical reference
digital path

2016

EN 302 307-2, v1.2.1(2020-02) DVB ; Second generation framing structure,
channel coding and modulation systems for Broadcasting, Interactive Services,
News Gathering and other broadband satellite applications; Part ii : S2
eXtensions(DVB-S2X)

2020

ETSI TS 301 545-1 V1.3.1(2020-07), Second Generation DVB Interactive
Satellite System (DVB-RCS2) Part 1: Overview & System Level Specification

2020

ETSI EN 301 545-2 V1.3.1(2020-07), Second Generation DVB Interactive
Satellite System (DVB-RCS2) Part 2: Lower Layers Satellite Specification

2020

ETSI TS 301 545-3 V1.3.1(2020-07), Second Generation DVB Interactive
Satellite System (DVB-RCS2) Part 3: Higher Layers Satellite Specification

2020

ETSI TR 103 611 V1.1.1(2020-06) Seamless integration of satellite and/or
HAPS(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 systems into 5G and related architecture
options

2020

ITU-R SG4

ETSI TC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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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DVB

표준(안)명

완료연도

CM2050r6-CM-10199v1.1.0-C100, Commercial Requirements for DVB-I over 5G

2021

Part 2 of ETSI EN 302 307 (S2X), GSE-Lite flag (that is used for NPD indication
in the TS case), TS/GS setting “GSE-HEM”

2021

DVB-TR102 376-2 V1.2.1(A171-2, 2020-04),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the
second generation system for Broadcasting, Interactive Services, News Gathering
and other broadband satellite applications; Part 2: S2 Extensions (DVB-S2X)

2020

DVB-TS101 545-3 V1.3.1(A155-3, 2020-02), Second Generation DVB Interactive
Satellite System (DVB-RCS2) Part 3: Higher Layers Satellite Specification

2020

DVB-TM5710r1(2019-06), TM-S approved Beam Hopping spec

2019

DVB-S TM-118, Progress Report of Ad-Hoc Group TM-S task on Beam Hopping

2019

DVB-CM-S0050r5, Enhancement of the DVB Standards to Support Beam
Hopping Commercial Requirements

2018

¡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 밀리미터파 대역의 5G 주파수 확보 및 차세대 위성 통신
주파수 확보 이슈로 위성-지상간 주파수 공유, 위성간 링크 주파수 이용, 이동위성업무 통신
주파수 확보 및 공유에 대한 국제 표준화 연구가 확대될 전망
- ITU-R SG4
· WRC-23 신규 의제가 개발됨에 따라, Ka 대역 비정지궤도 위성망을 이용하는ESIM 이용,
Ku 대역 ESIM 주파수 확보, 위성간 링크 주파수 이용, 위성망 국제등록 절차 개선,
협대역 이동위성통신 주파수 확보를 위한 공유 연구가 진행 중
- APT APG/AWG
· WRC-23 위성 주파수 관련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기본 입장, 아태지역 공동
의견을 개발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 중
· Ku 대역 VMES 통신 주파수 이용 현황 및 주파수 이용 기술에 대한 논의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19

ITU-R SG4

Report S.2464, Operation of earth stations in motion communicating with
geostationary space stations in the fixed-satellite service allocations at
17.7-19.7 GHz and 27.5-29.5 GHz
Report S.2462, Sharing between 50/40 GHz geostationary networks and
non-geostationary systems

2019

APT APG

APT Preliminary Views on WRC-23 Agenda Items

진행중
(2023)

APT AWG

Draft new APT Report on Vehicle Mounted Earth Stations (VMES) operating
with GSO FSS networks in the Ku-band in APT countries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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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세계 심우주통신 관련 표준화기구에서 기존에는 표준화 초안이
논의되었다면, 각국 우주기관의 태양계 인터넷 임무 사례 발표를 통해 표준이 구체화되는 단계
- CCSDS
· 우주통신 관련 표준화를 지원하는 CCSDS에서는 레이저 고속통신 물리/코딩/동기 계층
표준 논의, 레이저 통신 단말간 접속, 코딩, 변조 방식, 인터리빙, 근접 통신 규격과
단일우주데이터링크프로토콜(USLP)과의 접속 기술 표준화 논의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CCSDS

표준(안)명

완료연도

141.11-O-1, Optical High Data Rate(HDR) communication

진행중
(2023)

211.2-P-2.1, Proximity-1 Space Link Protocol - Coding and Synchronization
Sublayer

진행중
(2022)

¡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2020년대 중후반 구축을 목표로 한 달 유무인탐사 Artemis 및 달우주
정거장 Gateway 임무 지원을 위해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기구의 참여기관이 협력하고 있으며
상호호환성 표준화 논의 및 프로토콜 개념 설계 중
- CCSDS
· 심우주 파일전송 프로토콜(CFDP) 및 지연허용네트워킹(DTN) 표준 개정 및 국제호환성
시험, 국제 공동연구와 각국 적용사례 등이 논의 중
- IETF
· 심우주 탐사 분야에서 표준화 진행되고 있는 태양계인터넷 기술을 지상 인터넷 기술에
활용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 및 논의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진행중
(2024)

727.0-B-4, CCSDS File Delivery Protocol(CFDP)
CCSDS
734.5-R-1, CCSDS Streamlined Bundle Security Protocol Specification
IETF

draft-ietf-dtn-bpbis-17, Bundle Protocol Version 7

2018
진행중
(2024)

¡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GPS 등 전지구 위성항법시스템에서 방송해주는
항법신호를 처리하여 위치정보 등을 산출하는 항법수신기에 대해 ETSI 는 성능 요구사항,
성능 시험 규격 관련 기술표준화를 추진하였고, ICAO는 다중위성항법시스템 시대에 발맞춰
성능기반 항법에 필요한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표준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
- ETSI TC SES
· 2017년 GNSS 사용 주파수 대역인 1164MHz~1300MHz, 1559MHz~1610MHz 대역에서의
운용 수신기들에 대한 필수적 요구사항을 커버할 수 있는 조화로운 표준에 관한 유럽표준
D.N.A.생태계 강화 _ 전파응용 - 위성통신 571

초안으로 ETSI EN 303 413 v1.1.0을 작성
· 또한, GNSS 기반의 위치시스템과 관련해 성능 요구사항 및 성능시험 규격에 대한
표준화 문서를 2017년 완료 후에도 관련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보완을 통한 표준화
문서 및 위성항법기반의 위치시스템 중 기준 구성도에 관한 표준 문서 내용 개정 중.
그 외에도 1164 MHz~1300 MHz, 1559 MHz~1610 MHz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위성항법수신기와 관련해 무선 스펙트럼을 접속하기 위한 표준 문서를 개정 중
- IMO
· 2015년 결의서 해상안전 위원회인 MSC에서 표준화한 MSC.401(95)에서의 다중시스템
선박용 무선항법수신기에 대한 성능 표준을 업데이트 추진하였고, 2017년에는 해당
결의서 표준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
- ICAO
· 2001년에 GNSS SARPs 1차 버전 제정후, NSP을 통해 RTCA SC-159와 공동으로 CAT
II/III GBAS, GPS L5 신호 추가, 글로나스 현대화 내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갈릴레오
및 BDS 시스템 내용 추가를 위한 SARPs 개정 추진, 위성기반 GPS 보정시스템(SBAS)의
항법수신기 최소 운용 요구 성능 및 DFMC 기반의 SBAS 항법수신기 최소 운용 요구
성능 표준화를 추진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ETSI TC
SES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103 246-3, Satellite Earth Stations and System(SES); GNSS based
location system; Part 3 : Performance Requirements

진행중
(2022)

TS 103 256-5, Satellite Earth Stations and System(SES); GNSS based
location system; Part 5 : Performance Test Specification

진행중
(2022)

EN 303 413, Satellite Earth Stations and System(SE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GNSS) receivers; Radion equipment operating in the 1164㎒ to 1300㎒ and
1559㎒ to 1610㎒ frequency bands; Harmonized Standard for access to radio spectrum

진행중
(2022)

TS 103 246-2, Satellite Earth Stations and System(SES); GNSS based
location systems; Part 2: Reference Architecture

2020

TS 103 246-1, Satellite Earth Stations and System(SES); GNSS based
location systems; Part 1: Functional Requirements

2017

MSC.432, AMENDMENTS TO PERFORMANCE STANDARDS FOR MULTI-SYSTEM
SHIPBORNE RADIONAVIGATION RECEIVERS (RESOLUTION MSC.401(95))

2017

IMO
MSC.401, PERFORMANCE STANDARDS FOR MULTI-SYSTEM SHIPBORNE
RADIONAVIGATION RECEIVERS

ICAO

2015

Annex 10 Vol.1 amendments, Appendix, DFMC SBAS SARPs-Part A version 2.2

2018

Annex 10 Vol.1 amendments, Appendix, DFMC SBAS SARPs-Part B version 2.0

2018

NSP Flimsy/13, DFMC SBAS Key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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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표준) GNSS 신호에 대한 오차 보정으로 정밀하고 안정적인
항법신호 제공 기술 SBAS는 항공용 서비스로 개발되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
항공 전파 기술 위원회(RTCA)에서 제시하는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현재 차세대 SBAS 기술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으로 관심이 높아질 전망
- ICAO
· ICAO는 SBAS 시스템에 대한 표준권고안(SARPs)을 통해 SBAS가 생성 및 전송하는
데이터 유형 및 내용에 관한 표준을 설정 및 관리하며 SBAS 서비스 제공국은 이 표준을
준수하는 신호를 방송해야 하고, 현재 이중주파수 및 다중 위성군(DFMC)용 SBAS
표준을 개발 중임
· 2001년에 GNSS SARPs 1차 버전 제정후, NSP을 통해 RTCA SC-159와 공동으로 CAT
II/III GBAS, GPS L5 신호 추가, 글로나스 현대화 내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갈릴레오
및 BDS 시스템 내용 추가를 위한 SARPs 개정 추진 중
- RTCA
· 통신, 항법, 감시 및 항공 교통 관리(CNS/ATM) 시스템 관련 합의 기반 권장 사항을
개발하는 비영리 민간 기업으로 연방 자문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와 산업계의
합의를 발전시키는 협의체로써 위성기반 GPS 보정시스템(SBAS)의 항법수신기 최소 운용
요구 성능 및 DFMC 기반의 SBAS 항법수신기 최소 운용 요구 성능 표준화를 추진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RTCA SC
159

ICAO

표준(안)명

완료연도

MOPS DO-229 MOPS for GPS/WAAS airborne equipment

2006

MOPS DO-301 MOPS for GNSS Airborne Active Antenna for the L1 freq.

2006

Annex 10 Vol.1 amendments, Appendix, DFMC SBAS SARPs-Part A version 2.2

2018

Annex 10 Vol.1 amendments, Appendix, DFMC SBAS SARPs-Part B version 2.0

2018

NSP Flimsy/13, DFMC SBAS Key Concept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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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국내역량요인
시
장

기
술

국외환경요인

표
준

- 5G망과 연계한 위성수요 확대
- 정부차원의 공공분야 위성서비스
수요 증가
- 국가 재난 및 국민 안전 목적의
위성통신산업 필요성 대두
- 출연연 및 대학 중심의 이론형
인재 보유
- 탑재체 및 지상국 일부 분야에
대한 핵심기술 보유
- 5G 연계 위성기반 NTN 기술개발
진행 및 6G NTN 기술기획
- 국제표준화 수준과 격차 없음
- ITU-R 위성 주파수 이용 분야
표준화선도 역량 및 표준화 경험
보유

약 점 요 인 (W)
시
장

기
술

표
준

- 상용 위성서비스 시장 진입 한계
- 여타 통신 표준에 비해 상대
적으로 좁은 시장
- 중소기업 주도의 산업 구조로
시장형성 어려움
- 산업체 위성관련 연구인력 부족
- 위성분야 노하우를 가진 실무형
인력 부족
- 맞춤형 연구 인력 배치 부족
- 위성기술 상용화 실적 미흡
- 정부주도형 연구개발
- 산업체 표준화 참여 미비
- 지상주파수 보호 및 공유 중심의
위성 주파수 공유 표준화
- 위성관련 표준전문가 부족

- 초광대역(HTS) 위성통신 시장 확대 【SO전략】
【WO전략】
시 - 정부차원의 공공분야 위성서비스
장 수요 증가
- (시장) 우수한 국내 IT 인프라를 활용한 - (시장) 개발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기 기
회 술
요
인
(O)
표
준

- 저궤도 위성시장 활성화 추세
국제적 위상의 테스트베드 구축
목표로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
- 탑재체 및 지상국 일부 분야에 - (기술) 관련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 (기술) 원천기술 확보, 산 학 연 협력을
대한 핵심기술 보유
지속적 확보 및 국내 기술 경쟁력 통한 상용화 가능성 높은 제품 기술
- 일부 선도기업 기술을 제외하고 유지
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경쟁 초기 단계
- (표준) 국내 표준 포럼 활동을 통한 - (표준) 산 학 연 협력을 통한 체계적
- 위성관련 일부기술 세계동등
기술의 활용 가능성 검토, 차별화 된 기술 표준화 추진
- 국제 표준화 추진의 용이성 및 국내 기술경쟁력을 활용한 국제 표준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 및 기반 선점
주도 가능성 큼
- 5G 연계 NTN 표준화 진행
- 6G 위성-지상 통합망 구성을
위한 위성 연동 및 주파수 표준
중요성 증대
- 상용 위성서비스 시장 진입 한계 【ST전략】

시 - 시장 인지도나 신뢰도 미흡
장 -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 미흡
- 지상망 기반 시장과의 경쟁 지속

위
- 전파위성분야 관심 감소에 따른
협
요 기 전문 인력의 양적 질적 공급 부족
인 술 - 5G 이동통신 지상기술의 위성
분야 확대 움직임
(T)
- 국제 표준화 주도권 경쟁

표
- 3GPP 등 지상표준 단체의 견제
준 및 위협

【WT전략】

- (시장) 산 학 연 기술 협력체계 구축,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 조기
활성화 및 해외 시장 진출, 국내의
높은 IT 인프라 활용으로 시장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 (기술) 다른 통신기술 및 지향 서비스
중복성을 회피한 독자기술 개발 및 국내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표준) 국제 협력체계 구축 활용 및
위성통신 전파응용 분야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표준인력 지속적 양성

(시장)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통한 초기 시장 형성 및 국내 연구
개발 표준화 역량 증대를 위한
산 학 연 협의체 구축 활성화 유도
(기술) 해외 우수연구기관과 기술
교류 활성화, 개발 협력 및 대응을
통하여 이에 따른 위협요소 감소
(표준) 국제 기술/표준 전문가 양성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위성통신분야는 국내 시장 환경측면에서 시장 인지도 및 본격적인 시장 형성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나,

국민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분야로 향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으로 시장 활성화 기대
- 위성통신 기술의 연구와 함께 관련 산업체의 표준화에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표준화 활동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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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국내

TTA 위성방송
PG,
ITU-R SG4
연구반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ITU-R SG4,
ETSI TC SES,
3GPP RAN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프랑스)Eutelsat/Thales,
(캐나다)Kepler,
(영국)Inmarsat,
(유럽)ESA

선도국가/
기업

기술
수준

ETRI,
전북대,
삼성전자,
LG전자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AT&T/Qualcomm/Intel,
(스웨덴)에릭슨,
(핀란드)노키아,
(중국)Huawei,
(프랑스)Thales,
(대만)Mediatek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신규)
ITU-R, ETSI TC에서 위성 IoT 전송기술에 관한 표준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Lora alliance에서도
위성 IoT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5G 이동통신 표준화가 본격 진행되어 Rel-15 첫 규격 완료.
특히 3GPP NB-IoT/eMTC 기술에서 위성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아이템 완료되고 표준 규격 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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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ITU-R SG4 WP 4B에서 표준화 동향 파악 및 표준화 도모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국제표준화 기구 활동(적극대응)), ETSI에서는 LPWA 표준 방식,
DVB 표준, NR NTN 표준에 대해 위성채널환경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기고하여 지속적인
표준화를 도모. ITU-R에서는 국내 기술이 표준화 될 수 있은 발판이 되도록 연구 과제 안을
기고하여 지속적인 표준화를 도모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표준기반 IoT 전송방식
기술은 NR NTN 표준 규격화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표준화 도모

<표준화 계획>
- ITU-R SG4 연구반에서는 국내 기술의 표준화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위성 IoT 전송 기술에 대한 국내 표준 개발 추진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한국 ITU-R SG4 연구반을 통해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개발을 대응하고, 산업체에서는 관련 기술 개발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위성 IoT 전송
기술은 국제 표준 특허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분야로 위성에 의한 전송 지연, 도플러
주파수 오차 등의 채널 환경에서 위성망에 접속하기 위한 방식과 위성 특화된 이동
통신 기술로 표준화 방향이 설정되어 이와 관련 특허 출원 및 기고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초소형 LEO 위성 IoT 접속방법 및 위성 특화 전송기법 연구에 대한 표준화 병행 추진과
IPR 확보 방안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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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이스라엘)Novelsat,
(벨기에)Newtec,
(독일)Fraunhofer DLR,
(프랑스)Eutelsat/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CNES

기술
수준

TTA 위성방송
PG

ITU-R SG4
WP4A,
ETSI TC SES,
DVB

ETRI, KTsat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이스라엘)Novelsat,
(벨기에)Newtec,
(독일)Fraunhofer DLR,
(프랑스)Eutelsat/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CNES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기존의 관련 국제표준이 부분 개정을 진행하는 완료단계에 있지만, 국내 기술개발 수준이 국제
수준에 근접해 있고, 국내외 응용기술 표준화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향후 LEO 군집위성, 3GPP
5G/6G 기술과의 연계 등 위성분야 신기술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된 ITU-R, ETSI, DVB
표준화 등에서 적극적인 표준 기고가 가능한 분야임. 따라서 국제표준화가 부분적으로 완료단계에
진입했지만, 정책 부합성,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높은 국내기술력을 바탕으로 후속/개정 표준화 참여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Ver.2022에서는 지속/확장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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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ETSI 및 DVB 등에서는 다중빔 위성통신기술로 활용 가능한 다중빔 호핑 기술의 개선을 위한
DVB-S2X 표준 개정 작업(2020.02월) 및 관련 DVB-RCS2 표준 개정 작업(2020.07월)도
이루어졌으며, DVB-S2X에서 GSE-Lite와 HEM 표준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DVB-I over 5G를
위한 상업적 요구사항 도출 중. S-LTV(Satelite Long Term Vision) 기술그룹을 신설하여 3GPP
기술과의 연계를 위한 표준 기술 논의를 착수함. 또한, HTS 기술의 경우 2022년 프랑스
Eutelsat의 konnect 위성발사 예정 등 다수의 VHTS 위성사업자들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표준화
작업 진행이 예상됨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ETSI TC에서의 다중빔 위성통신
시스템에서 위성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네트워크 사업자간의 자원 활용에 관한 프로토콜 규격화
대응을 위해 유럽의 Eutelsat 및 표준화 주도기관인 Thales Alenia Space와의 국제협력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DVB 표준에 관련된 핵심 기술에 관한
표준내용 모니터링 및 기술기고를 통해 지속적 대응 및 관련 핵심 IPR 획득 전략. 다중빔
위성통신기술의 경우 차세대 위성탑재체(OBP 포함) 기술에 필요한 지상통신장비 개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다중빔 위성통신기술에 대해 기고 및 체계적인
대응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위성방송 PG(PG805)의 맴버는 DVB에 회원사로 참여하여 CM 및 TM에서의 관련 기술
표준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DVB-S2/S2X/RCS2 등 국제 표준화 기술을 위성재난
통신 시스템 등 관련 국내 위성전송 규격에 반영하여 개정 중이며, 위성 빔호핑 기술 표준은
국제표준 제정 후 국내 도입여건을 고려하여 표준추진 여부를 논의할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위성방송 PG(PG805) 등에서 DVB-S2X를 포함한 다중빔
위성통신기술에 관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필요한 표준 기술에 대해 논의 및 대응 중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개발) 국내 산업체(제조업체, 서비스공급업체) 위주로 필요한 기술에
관해 신규 서비스 및 제품 해외 수출 등을 위해 표준 개발에 관련된 기술개발 추진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중 전송 프레임 포맷 관련 표준 기술은 표준 특허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 초광대역
다중빔의 효율적인 전송기법에 관한 표준 필수특허 확보 방안 검토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중 전송 프레임 포맷 기술연구에 관한 표준화 병행
추진과 IPR 확보 방안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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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ITU-R SG4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ITU-R SG4,
APT APG/AWG

국내
ETRI, KTsat,
참여
AR Technology,
업체/
삼성전자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VIASAT/ECHOSTAR/OMNISPACE,
(영국)INMARSAT,
(룩셈부르크)SES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FCC/MITRE,
(프랑스)ANFR/CNES,
(영국)OFCOM/INMARSAT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위성통신 주파수 공유 표준은 위성 통신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Ku, Ka 대역 ESIM 이용 방안 및 위성간
링크 주파수 이용기술, 차세대 이동위성통신 주파수 분배 등 위성 주파수 자원 확보, 활용을 위해 매우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 주파수 자원 확보 및 보호 방안과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표준화 분야임을 고려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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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WRC-23 의제가 개발됨에 따라, 위성통신 주파수 공유 관련한 정지 및 비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ESIM 주파수 공유 및 위성 간 링크 주파수 이용, 협대역 이동위성업무 주파수
공유를 위한 기술적 규정적 방안 연구 등 위성통신 주파수 공유 표준화 연구 수행 및
회의 참석을 통한 표준 개발에 적극적 대응 예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WRC-23 위성 주파수 의제를
중심으로 ITU-R SG4 및 APT APG/AWG 국제 표준화 기구에 ESIM 및 고정/이동위성
업무 주파수 공유에 대한 적극적 기고 및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 위성 주파수 확보 및
보호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 추진 필요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WRC-23 위성 주파수 공유 의제
대응을 위한 ITU-R 및 아태지역 국제 표준화 기구인 APG의 관련 연구반 의장단 수임을
통해 효율적인 국제 표준화 대응 전략 수립
<표준화 계획>
- 한국 ITU-R SG4 연구반 및 한국 WRC 준비단을 통해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위성지상 주파수 공유 및 보호, 위성 주파수 자원 신규 확보 관련 국내 연구 방향 설정 추진
<대응 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산업체의 신규 위성 서비스를 위한 궤도 및 주파수 자원
수요 제기, 글로벌/지역 위성망 주파수 자원 확보 및 공유 표준 개발에 관련된 위성망
간섭 평가 기술 개발 추진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위성망 주파수 공유 및
자원 확보는 주파수 정책 성격이 강하여 표준 특허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항이나,
위성 주파수 공유를 위한 스펙트럼 관리 및 형가 기술에 대해 표준 특허 확보 방안 검토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위성망과 타 무선망 간 효율적 간섭 평가 및 주파수 공유 기술, 위성간 링크 주파수 및
이동위성업무 주파수 확보 연구에 대한 표준화 병행 추진과 IPR 확보 방안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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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협력공략 | 병행)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미국)NASA,
(유럽)ESA,
(중국)CNSA

선도국가/
기업

기술
수준

-

CCSDS

KARI, ETRI

6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NASA

표준
수준

6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20) → 추격/협력공략(Ver.2021)
근지구 및 심우주 탐사 미션에서 초고속 데이터 통신의 요구 사항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26 GHz Ka 대역/레이저 광통신 기술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관련 심우주 전송
기술에 대한 국제 기술 개발 현황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시점. 이에 국내에서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기구 활동 참여 및 표준화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Ver.2021에서 추격/협력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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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미국 NASA와 유럽 ESA를 중심으로 레이저통신을 이용한 차세대 광대역 심우주 전송기술의
개발 및 시험이 진행 중이며 저궤도(LEO), 정지궤도(GEO) 위성 및 심우주 영역까지 활용
가능한 광통신 기술 연구 중. 10Gbps급의 우주 통신 릴레이 기술 및 100Gbps 급 데이터-리턴
기술 개발 중. CCSDS 등 표준화기구를 통해 관련 레이저통신 기술의 표준화 논의가 진행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심우주 전송 기술 관련
국제표준화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국제 교류, 시험, 개발 협력을 통한 심우주 레이저통신
전송 및 근접 통신 기술의 국제 표준화활동 지속 추진 필요

<표준화 계획>
- CCSDS에서의 심우주 전송 기술 표준 의제 발굴과 함께 TTA(PG 미정)에서 심우주 광통신
전송 핵심 기술 사전 조사 진행 및 근접 통신 기술 심화 연구 병행 추진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CCSDS의 심우주 광통신 전송 및 근접 통신 기술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관련 기술 개발에 따른 신규 또는 개정 표준기술
요구사항을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에서 반영하여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 필요. 산·학·연을
중심으로 심우주 전송 기술 국제 표준화 활동 참여
- (타 기술/기업과 제휴(상호지지)) 국가 연구 기관 간 협력 형태로 심우주 전송 기술 국제
표준화 관련 교류 지원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CCSDS
및 IETF 표준과 연계한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표준 검증 진행 및 기술 중 국내표준
제정과 특허권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IPR 확보 추진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핵심기술의 IPR 확보 추진 시 표준문서와의 일치성 확보 및 활용도 증진을 위해 표준
기술개발 및 특허 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을 통해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국제표준특허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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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협력공략 | 병행)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미국)NASA,
(유럽)ESA,
(일본)JAXA,
(중국)CNSA

선도국가/
기업

기술
수준

-

CCSDS,
IETF DTNGR

KARI,
ETRI,
한양대

7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NASA

표준
수준

7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19) → 추격/협력공략(Ver.2021)
국제적으로 우주 탐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초로 달 궤도선 개발을 목표로 하는
달탐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우주인터넷 탑재체가 탑재되는 등 국내에서도 심우주 통신에 대한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 기존의 심우주 통신 방식은 각 국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별로 독자적인
통신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DTN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으로 이에
국제표준 의제발의를 통한 표준화 추격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추격/협력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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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ETF와 CCSDS에서 표준화 진행 중이며, 국내 달 탐사와 연관된 우주인터넷 지상/우주 상
시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표준화 기구에 피드백하고 표준화 회의를 통해 해당 표준화
개정과 기술 체계 확립에 기여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 사업의 우주인터넷
페이로드 개발을 통해 DTN 프로토콜의 지상/우주 환경 시험 수행 및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국제 심우주통신 및 DTN 프로토콜 표준화 및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화 회의인 CCSDS
SIS-DTN 기술 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 교류, 협력을 통한 DTN 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속 추진
<표준화 계획>
- IETF와 CCSDS에서의 심우주 네트워크 통신 표준 의제 발굴과 함께 TTA PG(미정)에서
심우주통신 기술 관련 그룹 활동 병행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CCSDS, IETF의 심우주통신 표준화활동에 참여하면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관련 기술 개발에 따른 신규 또는 개정 표준기술 요구사항을 국제표준화기구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대응 필요
- (정부 지원) 국가 연구기관 간 공동 시험 형태로 심우주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 검증
및 국제 표준화 지원 필요
- (민간 대응) 산․학․연을 중심으로 심우주 통신 국제 표준화 활동 참여 및 국내 반영
연계 연구 착수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CCSDS 및
IETF 표준과 연계한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표준 검증 진행 및 기술 중 국내표준 제정과
특허권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IPR 확보 추진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핵심기술의 IPR 확보 추진 시 표준문서와의 일치성 확보 및 활용도 증진을 위해 표준
기술 개발 및 특허 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을 통해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국제표준
특허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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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국내

TTA LBS 시스템
PG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ETSI TC SES,
IMO, ICAO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스페인)GMV,
(미국)Raytheon/Harris,
(스웨덴)FOI,
(캐나다)Novatel

선도국가/
기업

기술
수준

ETRI, KARI,
KRISO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MITRE,
(프랑스)Thales,
(영국)Nottingham Scientific Ltd,
(이탈리아)Telespazio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기술은 위성항법시스템들과의 상호 운용 호환성 및 상호 간섭을 피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표준화 방안이 ICAO, ITU 등에서 활발히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어플(ex, 도로교통,
항공교통, 무인기, 해상 등에서의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기간통신 인프라의 시각동기서비스 제공 등)에
이용되고 있는 항법수신기에 대한 성능 평가에 대해 항법분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분야별 항법 수신기들에
대한 성능평가 요구사항, 시험 방법 등에 대한 표준화 방안이 논의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이에 국내에서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기구 활동 참여 및 표준화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Ver.2021에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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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ETSI 및 ICAO에서 GNSS 시스템들간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관련 분야 표준화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고, 항법수신기의 필수 요구사항 정의 및 시험절차는 물론 최소운용성능표준
개정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관련 해당 항목에 대한 표준화
내용을 도출하고 관련 표준화 회의를 통해 해당 표준화 내용 및 방향 도출에 대응할 예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ICAO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NSP 등에서 검토되고 있는 GNSS 시스템 상호 운용성 및 최소 운용성능 표준문서
개정을 위한 관련 제안 기고서 모니터링 및 항법수신기 성능평가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이를
근거로 신규과제 제안 추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 기구 활동(협력대응)) ETSI가 주관하는 표준화 회의에
참석하여 항법신호의 이용 분야별 항법 수신기 성능평가 관련 TTFF, Sensitivity 등 요구사항,
시험방안 등 관련 표준화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 관련 기업과의 정보공유 및
업무 제휴 등을 통해 공동기고문서 제출을 통한 협력 대응 추진
<표준화 계획>
- TTA 항법위성을 포함한 위성관련 PG 신설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산·학·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성항법시스템 연구반을 구성해 항법시스템의 운용호환성 연구 및 표준화 추진을 위한
국내 연구 방향 설정 추진
- TTA LBS 시스템 PG(PG904) 연구반 및 위성항법시스템 학회를 통해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위성항법 수신기의 성능평가 요구사항 마련 및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방안 관련 국내 연구 방향
설정 추진
<대응 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팀(KPS) 기획연구 참여기관 및 향후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산학연 기관들과의
관련분야 기술교류를 통해 위성항법시스템 호환성을 위한 표준관련 연구, 항법수신기
성능평가 표준 관련 연구개발 수요 발굴 및 표준화 개발에 관련된 내용 정립을 통해 관련
표준화 기술개발 추진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위성항법시스템 및
항법수신기 성능평가 표준 기술 확보를 위해 ETSI, IMO 및 ICAO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성항법시스템 운용호환성 연구 및 위성항법수신기 표준화 방향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관련
기술 표준특허 설계 전략을 마련함과 더불어 해당 분야에 대한 기고 전략을 마련함
- 위성 항법수신기를 활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등장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어 항법수신기의 성능향상 관련 연구개발 등과 연계하여 항법수신기 성능평가 표준화를
병행 추진하여 IPR 확보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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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협력공략 | 병행)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TTA 위치기반
서비스 PG, 이동
국내
통신 네트워크
PG, 5G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ICAO, RTCA,
IMO, RTCM

국내
참여
업체/
기관

KARI, ETRI,
KT, KtSat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미국) Garmin/브로드컴/퀄컴/Trimble/Honeywell, (유럽)
Tomtom/U-Blox,
(한국) 삼성, (중국) 화웨이/Mediatek

기술
수준

6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Raytheon/Honeywell, (유럽) Thales

표준
수준

6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전략적 수용(Ver.2021) → 추격/협력공략(Ver.2022)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은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된 분야이고, 국내역량은 낮지만 현재 보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 중임. 차세대 보정정보 제공 서비스는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으로 타 국가의 표준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후발주자로써 추격 및 다각화된 협력이 요구됨. GNSS
보정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은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단계지만, 국내 핸드폰 제조 기술 및 관련 역량이 높아
후속/개정 표준화에서 선도를 예상할 수 있으며, 표준 기반 서비스 및 시장 확산에 집중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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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각 해당국에만 국한된 GNSS 보정정보 서비스는 연속성 및 지속성을 위해 국제민간항공
기구(ICAO)를 통해 표준 권고안을 준용
- 현재 서비스 제공국들은 이중 주파수 및 다중 위성군을 활용한 차세대 서비스를 위해
상호 운용성 회의를 통해 표준 권고안을 제정 중으로 그에 따른 GNSS 보정정보 활용
관련 기술들도 병행이 요구됨
<대응방안>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협력대응)) GNSS 보정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국간의
상호 운용성 회의에 참석하여 차세대 보정정보 제공 서비스의 표준 문서 개정 및 제안에
적극적 대응 수행
- (타국/외국기업과의 제휴(시장주도, 상호지지)) GNSS 보정정보 활용 기술 표준은 전용
단말기에 관한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단계이지만, 스마트폰과 같은 범용 단말기 및 부품
개발 부분의 역량이 높아 외국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주도 및 상호지지 방안이 가능
<표준화 계획>
- GNSS 보정정보 제공 서비스는 개발 중으로 지상망을 이용한 활용을 위해 TTA LBS 시스템
PG(PG904)에 관련 표준안을 마련 중이고, 국내역량이 낮아 적략적으로 수용이 요구되는
GNSS 보정정보 활용 부분은 국제표준의 수용과 적용을 위한 활동이 요구됨
<대응방안>
- GNSS 보정정보 제공 서비스의 국내 표준화 활동으로 관련 표준화위원회 참석 및 표준관련
연구 개발을 진행함.
-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위성항법센터가 신설되어 관련 포럼 개최 및 국제표준 준용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GNSS 보정정보 활용을 위해 틈새표준 개발과 제공될 보정정보와 연계된 연구개발이
요구되며, 타 기술/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선도 기술 발판 마련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차세대 보정정보 제공
표준 개발 진행 상황은 작성 및 위원회 단계로 표준 필수특허 설계가 가능하며 관련
표준 연구를 통해 특허망 구축도 가능한 상태임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차세대 보정정보
제공 표준 연구와 병행하여 표준안 공백분야를 도출할 수 있으며, 기술원 특허 권리범위
안정화 전략도 구사할 수 있음
- 차세대 GNSS 보정정보 제공 기술은 표준화가 진행되는 단계로 관련 기술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활용 분야인 단말기 및 부품 기술 개발은 선기술을 개발하고 추후 개발된 기술의 표준화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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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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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전자파환경 기술은 유 무선 방송 통신기기를 포함한 전기 전자기기로부터 방출되는 의도성 및
비의도성 전자파, 그리고 고출력 전자파(핵 및 비핵 전자파 포함)로 인한 방송·통신 서비스와 인접
기기 시스템과 주요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전자파 노출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측정 평가 및 대책 기술

< 전자파환경 기술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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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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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5G 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주요한 기반기술로서 기술 및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표준 선점이 이루어짐에 따라 세계 최초로 5G 기술 상용화 및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파환경 기술 분야에서 첨단 ICT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자파 측정·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내기술 및 표준화 수준 향상, 표준화
인력 확대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경쟁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전자파환경 기술은 안전한 전파환경 구현을 위해 의도성/비의도성 전자파로부터 인체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측정평가 및 대책 관련 기반기술이며, IEC, ITU-T와 같은
국제표준기구에서 국제 표준화를 목표로 추진함. 이를 위해서 국내 관련 산·학·연은 표준화
분야에서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고, 해당 기술에 대한 의장단 수임, 리더십 확보
및 국제 표준화 개발 등의 성과를 이루었기에, 지속적인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점기술 표준화 목표를 설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IEC CISPR에서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의 표준화에 5G 관련 무선기기 평가기술 표준화
개정을 추진하고 IEC TC77 SC77B에서 광대역 방사 내성 시험 표준 제정을 추진하며,
ITU-T SG5에서는 2018년 말 5G 네트워크와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에 관해 수치해석에
기반한 권고안을 작성하였으며, 5G 네트워크의 상용화 시기에 맞춰 측정 데이터에 기반한
인체 노출량 평가 표준 제정을 추진하며, IEC TC106은 6 ㎓ 이상 휴대용 무선기기 인체
노출량 평가 기준을 ‘21년 목표로 표준화 추진. 비의도성 전자파장해(IEMI)를 포함한 비핵
고출력 전자파 위협에 대해 주요 장비의 복사성 및 전도성 내성평가를 위한 인가 레벨 및
측정방법 관련 표준 개정을 목표로 추진

∼ 2022년

· (5G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표준) 무선기기의 전자파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정되고 있는
국제 표준(CISPR 32 등)에 국내 5G 기지국 및 단말기 전자파적합성 시험 기술기준 내용을
제안하고, 5G 등 광대역 통신신호에 의한 기기 내성을 평가하기 위한 신규 표준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광대역 방사 내성 표준(IEC 61000-4-41) 초안을 개발하고 제안
·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4차산업혁명의 토대인 디지털사회 기반 조성에 필요한
5G네트워크 인프라 확산을 위해 5G무선국에 대한 국내외 전자파 노출량 평가 방안 마련 추진
·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고출력 전자파 위협으로부터 주요 장비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주요 장비와 시스템이 배치된 시설의 전자파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수준의 방호대책을 수립해야 함. 이를 위해 대형 건물 등 시설에서의
의도성 전자파장해 등 비핵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국내외
표준으로 제안

∼ 2024년

IEC CISPR에서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의 표준화에 5G 관련 무선기기 평가기술 및
광대역 방사 내성 표준화 반영, 18㎓ 이상 평가기술의 표준화 제안을 추진하고 ITU-T
SG5 및 IEC TC106에서는 5G 이후 출현하게 될 새로운 전자 정보기기를 대상으로 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표준개발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계획.
또한, IEC TC77 SC77C에서 의도적 전자파장해(IEMI)를 포함한 고출력 비핵 전자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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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대해 시설에서의 방호 수준, 즉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를 위한 방법과 방호대책 관련
표준의 제 개정을 목표로 추진
· (5G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표준) 무선기기 시험방법 표준화에 국내 5G 기술기준 내용을
반영하고, 광대역 방사 내성 표준 재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며, 18㎓이상 평가기술 연구결과를
관련 표준(CISPR 16-2-3)에 제안 등
·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본격적인 5G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생활환경

주변의 다양한 노출 환경에서의 전자파 노출 평가 사례에 대한 측정 결과를 개발
·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제안된 시설에서의 비핵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위해 실제 측정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보완하여 국내외 표준 초안을 제안하고
고고도 핵 전자파펄스(HEMP)에 대한 취약성 평가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 추진

∼ 2026년

IEC TC77 SC77B에서 5G 등 광대역 신호 방사 내성 시험표준 채택, 18㎓ 이상 평가기술 반영을
추진하고, ITU-T SG5에서는 5G 이후 차세대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및 5G
기반의 무선기기에 대한 노출평가 표준을 추진하고 총 노출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통신
기기인 무선전력전송(WPT)과 의료기기에 대한 노출평가 방안 개발은 계획 중임. 고출력 전자파
위협에 대해 주요 시설의 방호성능 확보를 위한 지침 관련 표준을 개정하고, 고출력 전자파
관련 기존 IEC 표준 시리즈의 전체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
· (5G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표준) 국내 제안 주도한 광대역 방사 내성 시험의 표준채택을 위해
적극 대응하며, 제안된 18㎓이상 평가기술에 대한 표준 반영
·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6G 등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무선국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국내외 노출량 평기 표준 개발
·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를 위한 측정방법을 국내외
표준으로 제정하고 고고도 핵 전자파펄스(HEMP)에 대한 취약성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 제안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EMC, EMF, EMP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IEC, ITU-T
등 국제표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5G 서비스 환경 보호를 위한 전자파환경 측정·평가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함으로써 전자파환경 평가 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전자파환경 기술은 직접적인 시장 창출보다는 새로운 전파응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자파
기반 기술에 해당하므로 정부의 전자파 관련 정책과 연계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따른 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새로운 5G 무선 서비스의 제공과 다양한 ICT 융합 기기의 사용으로 전파환경이 복잡해져
전자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파환경에 대한 정확한 측정·평가 기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보다 안전하게 전자파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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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전자파환경 Ver.2022 표준화항목 >
표준화 항목

5G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표준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IEC
5G 기기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CISPR/
- 5G 무선기기/기지국 장비 전자파적합성 요구조건 TC77,
및 평가기술
ITU-T
- 6 ㎓ 이상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SG5,
- 광대역 방사 내성 평가기술
ETSI,
3GPP

⑥

O

5G 기지국 및 무선기기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 5G 기지국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평가기술 표준
- 5G 휴대용 무선기기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 수치해석 기반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IEC
TC106,
ITU-T
SG5

⑥

O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 성능 및 평가기술
- 핵/비핵 고출력 전자파 방호기준 및 성능평가 방법
- 고출력 전자파 측정 센서 교정 및 시험방법
- 정보기기 고출력 전자파 내성 기준 및 평가방법

IEC
TC77,
ITU-T
SG5

⑥

X

ICT 융합 기기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표준

ICT 융합 기기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 ICT 융합 기기 평가 요구조건 및 기술
- 무선전력전송 기기 전자파 측정 및 조건
- 무선기기 전자파 시험 및 조건

IEC
CISPR/
TC77

⑥

X

ICT 기기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ICT 기기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 가전기기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 무선전력전송 기기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 전기자동차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 비통신기기에 대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

IEC
TC106,
ITU-T
SG5

⑥

X

생활환경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생활 환경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 생활환경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 직업인 환경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 전자파 인체 노출량 모니터링 평가기술

IEC
TC106,
ITU-T
SG5

⑥

X

IEC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TC77,
- 고출력 전자파 시설 보호 지침 및 방호성능 평가기술 ITU-T
SG5

⑥

O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 성능 및
평가기술 표준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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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세계최초 5G 서비스 상용화에 따른 정부의 전자파 정책과
기술개발 현황을 반영하여 5G 기지국, 휴대 단말기 등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평가,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및 고출력 방호시설 성능평가 기술 및 IEC/ITU 등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항목으로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 (5G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표준) 5G 서비스 보급에 따라 5G 등 무선기기에 대한 EMC
요구사항이 규정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6㎓ 이상 EMI 측정 관련 표준 및 광대역 방사 내성
시험 표준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로봇, 자율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서비스 출현에 대비한
관련 표준화 선도를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ITU-T와 IEC TC106 등에서는 5G 기지국 및 휴대
기기에서 복사되는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를 위한 기반 연구와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
현재 4G LTE망과의 연동을 통해 5G가 서비스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 2020년부터 5G 단독
서비스를 계획하는 등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을 시작할 예정. 이런 이유로 충분한 실제 데이터
확보가 힘들어 수치해석에 의한 노출량 평가가 먼저 수행되었으며, 상용화의 진전 상황에
따라 측정 데이터를 토대로 한 노출량 평가 표준개발이 본격 진행되고 있어 네트워크
확장성 지원을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고출력 전자파 측정 평가 기술은 핵 및 비핵 고출력
전자파로부터 장비 시스템의 보호는 물론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방호 관련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방호대책 및 측정 평가 기술을 기반으로 표준을 제정하고 국내 의견이 IEC TC77
SC77C, ITU-T SG5 등 국제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특히, 주요기반
시설 내 핵심장비들은 건물 내부에 위치하므로 시설에 대한 고출력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호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시설에서의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기술과 방호대책을 이용한 방호시설 보호 지침에 대한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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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Ver.2019와 동일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구성하되 국내에서 앞선
전자파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5G 전자파적합성, 인체
노출량 평가방법 및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 성능평가 기술에 대한 표준화 내용을 정리
- Ver.2021(2020년)에서는 Ver.2020과 동일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구성하되 국내 전자파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5G 환경에서의 전자파적합성 측정 및
인체 노출량 평가, 그리고 시설에서의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기술과 방호시설에 대한
보호지침 등에 대한 표준화 내용을 정리
- Ver.2022(2021년)에서는 Ver.2021과 동일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구성하되 국내 전자파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신규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5G 응용서비스 확대에 대비한
전자파적합성 측정 및 인체 노출량 평가, 그리고 시설에서의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
기술과 방호시설에 대한 보호지침 등에 대한 표준화 내용을 정리
<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 Ver.2022 신규항목
Ver.2020

Ver.2021

Ver.2022

5G 전자파적합성 평가
기술 표준

5G 전자파적합성 평가
기술 표준

5G 전자파적합성 평가
기술 표준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 표준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 표준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 표준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 성능 및
평가 기술 표준

-

-

-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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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간 연계도

- (전자파환경 기반 무선전력전송 서비스) 5G 이동통신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에 의해 C씨는 여가
활동을 하면서 전자파적합 인증받은 5G 단말기를 통해 무선전력전송 주차장에서 충전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상태(충전, 감시 등)를 원격으로 관리하며 무선충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때 무선충전 주차장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양한 통신 및 방송 서비스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파적합성 인증과 인체 노출 저감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안전한 전자파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원격제어, 무선전력전송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전자파환경 기반 B5G 서비스) 5G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A씨는 B5G 휴대
IoT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증강ㆍ가상현실 및 스마트오피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기의 오작동이 전혀 없고 전자파 인체 안전성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B5G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전자파환경 기반 스마트공장 서비스) 기존의 공장과는 달리 스마트공장 내 다양한
전기·전자기기와 시스템이 5G 이동통신, IoT 기술 등을 기반으로 원격 제어 및 관리시스템에
의해 하루 24시간 품질이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장 내부 및 외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요 전자파, 나아가 테러 등의 악의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고출력 전자파에 의해
전파 또는 유선 신호를 이용한 제어 및 관리시스템이 오동작하거나 고장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실정이다. 5G 전자파적합성 측정·평가 기술과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 성능평가 기술, 그리고
시설에 대한 방호대책 기술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주요 시설과 장비들을 의도성/비의도성
전자파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 (전자파환경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를 구매한 B씨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은 반면에, 차량 내 수많은 센서와 무선기기 간 오작동으로 인한 차량 사고 위험과 전자파
발생에 따른 인체 유해성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차량 구매를 고민하였지만, 전자파적합성 평가
및 인체 노출량 평가 적합 확인 후 안심하고 자율자동차를 구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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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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한국

-

-

-

-

미국

과기정통부, 28GHz 실증사업 추진 계획 수립 [2021.6]
과기정통부, 6G·양자 포함 차세대 네트워크 전략 수립 [2020.2]
과기정통부, 5G 상용화 시작 발표 [2019.4]
과기정통부,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국민소통계획 수립 [2019.2]
·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착된 제품·설비·공간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전자파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5개년 국민 소통계획 수립·발표
과기정통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2019.1]
· 안전한 전파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신기술에 대응한 전자파 안전환경 조성 및 국민
생활과 밀착된 전자파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수립
· 고출력 전자파(EMP) 등 전자파로 인한 국민위협 대응 강화의 일환으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파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
국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4조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기술개발 명시 [2018.11]
· ‘기술개발’이란 포괄적 의미를 ‘EMP 방호 기술개발’로 명기하는 내용으로 송희경 의원
법규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2018.11.26, 소관위 접수)
과기정통부, 5G 상용화 계획 발표 [2018.1]
· 2019년 이후 예정된 상용화 계획에 맞춰 관련 인프라 정비 중. 특히, 전자파 인체노출
문제로 인해 무선망의 확대가 지연되지 않도록 산·학·연 전문가들을 통한 노출 평가
기준을 2019년 초 제도 도입 계획
미래부, 고출력 기지국 전자파 인체보호 강화 [2017.12]
·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상청, 해상관제 등에 사용되는 고출력 레이더의 전자파
강도 측정을 의무화하고, 500W 이상 고출력 기지국에 대해서는 운용 전에 전자파인체
보호기준 적합 여부 및 안전시설 설치 계획 등을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미래부, 가전기기 전자파 규제 일부 시행 [2017.7]
· 전기장판 등 장시간 사용하는 일부 가전기기에 대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도입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 인체와 밀착하여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담요, 전기 침대 등의 전기장판류는 2017년 7월부터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등 IH 방식 주방용 전열기구와 전기 액체 가열기기(4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자파적합성 평가 시행
미래부, 제8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 수립 [2016.8]
· GPS 교란, EMP 등 전파교란 분야별 감시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위기단계별 대응 매뉴얼
수립 및 모의훈련 시행,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그리고 효과적인 전파교란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미래부,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6.6]
·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차폐시설
및 장비보호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방통위,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 종합대책 발표 [2011.9]
· 방통위는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파법 제44조의2」를 개정하고, 전자파로 인해
인체와 기기 등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체보호와 기기보호 대책 수립 및 관련
연구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

- IEEE를 중심으로 인체보호가이드라인 개정 검토 중 [2020]
- 미국 연방정부의 EMP 대응능력 조율 목적의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2019]
. 미 연방정부는 EMP 영향으로부터 국가의 복원력(resilience) 향상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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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효율적이며 비용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
· 각 부처는 핵심시설 담당 부서와 함께 EMP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가 필요
- 미국 국토안보부(DHS)에서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방호 및 복구 지침서 발간
[2016]
- 고출력 전자파 관련 연방전력법(Federal Power Act) 개정 중 [2016]
· 113rd HR2417(Shield Act): EMP 발생으로부터 전력시설 보호 목적
· 114th HR2401: EMP 영향으로부터 주요 기반시설 보호 방법
· 114th HR2271: EMP 위협으로부터 중요 전기기반시설 보호방안 및 복구대책

일본

- NTT도코모와 소프트뱅크, KDDI 등 일본 주요 이동통신사는 2019년 9월 5G를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0년 봄에 5G 상용 서비스를 제공 [2019]
- (총리 직속) 내각관방을 중심으로, 방위성 외에 경제산업성 및 국토교통성 등 중요 인프라
를 소관하는 부처 등이 대응책을 검토, 이를 위해 방위성은 2018년도 예산안 개요에 EMP
공격과 관련 연구비로 14억엔(약 145억원)을 책정 [2017] (출처: 중앙일보 2017.9.7)

유럽

- 영국, 폴란드에서 5G 무선망에 대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방안 마련 중 [2020]
- 영국은 5G 테스트베드를 마련해 시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고, 독일은 2019년 초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2020년에는 5G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 [2019]
- 영국, 이탈리아 등 EU 직업인 전자파 보호를 위한 지침 도입 시행 [2016]
- 고정 시설에 대한 EMC Engineering 시행(EMC Directiv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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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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5G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표준) 2019년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2018년
5G 단말기 및 기지국 장비에 대한 EMC 기준과 시험방법이 개발 공고되었음
- RRA, RAPA
· 2018년 5G 단말기 및 기지국 장비에 대한 EMC 평가기술을 개발하였고, 5G 서비스에
따른 광대역 신호 전자파 내성 평가를 위해 데이터기기 평가 기술에 관한 연구 진행 중
- ETRI
· 2018년부터 6㎓ 이상 대역에서의 복사성 장해 허용기준 관련 불요 전자파 간섭 모델링,
전자파적합성 기준 연구를 추진 중
- 삼성전자, LG전자
· 2018년 3.5㎓ 대역 2019년 28㎓ 대역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와 단말기를 개발하고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을 개발하였고, 2021년 6G 기술개발 확대
¡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무선설비와 다양한 전기·
전자기기에 대해 정부,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에 관한 연구와 표준화 추진
- RRA
·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를 통해 산 학 연 관 공동으로 정부의 전자파 정책과 국제 표준화를
위한 전자파 노출량 평가방법 연구 및 IEC, ITU 등 국제 표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
19년 5G 기지국과 휴대 단말기에 대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준 개발하였으며 현재
IEC를 통해 국제 표준화 추진 중
- ETRI
· 5G 기지국에 전자파 노출량 평가방법에 대한 국제 표준화 연구 및 관련 인프라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중
- KCA
· 5G 기지국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측정과 모니터링을 통해 현행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중
- 삼성전자, 노키아, 화웨이, 국내이통3사 등
· 기지국 제조사는 2019년 상용화에 맞춰 3.5㎓ 대역 장비 개발을 완료하였고 휴대전화
등 단말기도 2019년부터 출시되고 있으며, 2020년 하반기 28㎓ 대역 상용화에 대비한
기지국 장비와 단말기 개발 중. 2021년 상반기 28GHz 대역 활성화를 위한 실증 사업
추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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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고출력 전자파 방호 및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중임. 미국 군 표준과 IEC 표준
등을 토대로 복사성 방호시설인 차폐시설 구축 업체, 전도성 방호 장비인 필터 생산 업체, 그리고
구축된 방호시설에 대해 방호성능을 측정·평가하는 시험평가 기관들이 있음.
- RRA
· 2014년에 개정된 전파법 제56조에 따라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관련된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발표(2016)하였으며,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 및 방호시설 보호 지침 관련 연구를
수행 중
- 연세대, 인하대, 서경대, 수원대 등
· 전자기장 수치해석 기법을 사용하여 방호시설이나 차폐 함체에 대해 고출력 전자파 전달
특성에 관해 이론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도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접지, 필터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등
· 연구기관에서 시설 수준에서의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기술, 저비용 경량 방호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레벨에서의 대책 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
- KTL, KTR, KRISS 등 시험기관
· 국제 규격(미군 규격, IEC 표준 등) 및 국내 기술기준(RRA 전자파 안전성 평가 기준 등)을
근거로 차폐효과 및 PCI 측정설비를 구축하고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에서 방호성능 평가를
담당하고, 차폐효과 측정방법, 필터 측정방법 등에 대해 IEC TC77에 제안하여 표준화를
진행 중
-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 고출력 전자파 방호를 위한 정책연구와 고출력 전자파 방호기술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업무들을 수행 중

D.N.A.생태계 강화 _ 전파응용 - 전자파환경 613

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5G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표준) 5G 이동통신 기기에 대한 EMC 평가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5G 이동통신 주파수 확대에 따른 6㎓ 이상 대역 측정기술 개발이 추진될 예정
- 유럽, ETSI
· 5G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해 40㎓까지 전자파장해(EMI)와 18㎓까지 전자파 내성(EMS)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있으며, 6㎓ 이상 주파수 대역에 대한 EMI 기준과 측정방법 개발을
추진 중
- 미국, ANSI
· 5G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해 40㎓까지 전자파장해(EMI) 측정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측정
주파수 범위 확대
¡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2019년 4월 3.5㎓ 대역의 5G 상용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한 계산적 방법에 따른 평가 방법이 2018년에 개발 완료된 상태이며 2020년 28㎓
대역 상용화를 위한 측정에 기초한 평가 방법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완료될 예정
- 유럽, GSMA, Vodafone, Orange-Polska
· 폴란드, 스페인, 영국, GSMA, Vodafone, Orange-Polska 등을 중심으로 5G 및 차세대
무선망에 관련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개발이 활발히 수행 중
- 호주, Telstra
· Telstra를 중심으로 5G 기지국 인체 영향 평가에 가장 적극적인 연구를 수행 중이고, ITU-T
SG5에서 2019년에 관련 표준을 폴란드, 한국, 스웨덴 등과 제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 중
- 인도, 아프리카, 남미 등
· 기지국

인프라가

확대/설치되기

시작하는

개도국에서

관련

표준화를

위한

연구에

적극적이며, 유럽, 미국, 한국, 일본 등 관련 연구의 선도국들이 개도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기술 확산에 기여
¡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미국 및 유럽은 군사 규격 및 IEC 표준 등의
시험을 위한 방사성 및 전도성 시험 장비를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비핵 EMP
방호를 위한 모니터링 센서 개발 중
- 미국 IAN(Instant Access Network)
· 2007년 9월 볼티모어 세이지 정책그룹과 공동으로 볼티모어, 워싱턴, 리치먼드 등 미국 동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고도 전자파펄스(HEMP)에 의한 중요 기반시설 피해를 경제적 측면에서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
- 미국, Oak Ridge 국립연구소
· 2010년 에너지부(DOE), 국토보안부(DHS),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RC)의 지원으로
EMP가 미국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과 방어대책에 관한 연구 등 고출력 전자파 관련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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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QinetiQ
· 시설 수준에서의 고출력 전자파 방호지침을 이용한 자문과 성능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출력 전자파 탐지 장치를 개발하여 판매 중이며, 유럽에서는 FP7 RT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가와 관련 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2년부터 EMP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 중국, Xi’an 대학
· 고출력 전자파 관련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며, 특히 전력시설에서의 고출력 전자파
연구를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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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전파응용 분야 4개의 소분과 기술(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
환경)들을 대상으로 함
- (분석 대상 및 범위) Keywert 특허검색 DB를 이용하여, 한미일, 유럽, 국제(PCT)에 출원/
공개(등록)된 특허들을 대상으로,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 2001.01.01. 이후 출원된
14,145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1년 3월까지 공개된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를 분석대상으로 한 본 IPR
분석에서는 미공개 데이터가 존재하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출원된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들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따라서 본 IPR 현황부에서 분석된 특허들은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별 기술에 대한 최신의 특허 데이터가 아님
< 전파응용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DB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기술 관련 핵심 키
워드들의 유사/동의어 조합을 통해 검색식 작성
< 전파응용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소분과

핵심키워드

무선전력전송

무선전력전송,
WPT(wireless power
transfer), WPCN, Wireless
Power Communication
Network, Wireless
Charging, RF WPT,
Beamforming WPT,
Massive MIMO WPT, Retro
WPT,
Distributed-Cooperative
W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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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식

ti:((무선전력* ((무선* wireless*) a/1 (전력*
power*) and (전송* 송신* transfer* 통신*
communicat*)) WPT* WPC* 무선충전*
"무선 충전" (wireless* a/1 charg*))) and
ipc:(h02j* h02m*)

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수중통신, 수중음파통신,

수중통신

수중네트워크, Underwater,

((수중* underwater* 수중음파* underwater*

IoUT(Internet of

a/1 acoustic*) a/1 (사물인터넷* 사물* a/1

Underwater Things),
IoUS(Internet of
Underwater Services),
UWASN(UnderWater

인터넷* 통신* 네트워* 네트웍*
communication* network*) internet* a/1
underwater* UWANS* ((underwater*) a/1
(acoustic*) a/1 sensor*))

Acoustic Sensor Network)
1. ti:((위성* satellite* (integrated* hybrid*
cooperative*) n/1 (satellite* terrestrial*)
(위성* satellite*) n/1 (지상* 4G* 5G*
LTE* 엘티이* Long a/1 Term a/1 Evolution
OFDM* 직교주파수* 직교* a/1 주파수*)
위성지상* 위성/지상* 지상위성*
지상/위성*) and (지상* 이동* 셀룰러*
셀룰라* terrestrial* mobile* cellular* 통신*
네트워크* 네트워킹* communicat*
network*)) and (주파수재사용* 주파수* a/1
재사용* (frequency*) a/1 (reuse* share*
sharing*) CoMP (cooperative* advanced*)
a/1 (multipoint* multi?point* multiple a/1
point MIMO* multi-input a/1 multi-output
multi a/1 input a/1 multi a/1 output)
위성통신

위성통신, 위성/지상 연동,
심우주, 위성항법, GNSS

다이버시티* 다이버서티* diversity*
(beamform* beam-form* 빔포밍* (빔) a/1
(포밍 형성 성형) 빔형성* 빔성형*) (간섭*
인터피어런*) n/1 (제어* 완화* 제거* 정렬*
저감* 관리* 평가*) (전력* 파워*) n/1
(제어* 컨트* 콘트* 관리*) 핸드오프* 핸드
a/1 오프 핸드오버* 핸드 a/1 오버 (자원*
리소스*) a/1 (관리* 할당*) (interference*)
n/1 (align* cancel* coordinat* mitigat*
reduc* manag* evaluat*) (power*) n/1
(control* manag*) handover* handoff*
hand a/1 over hand a/1 off (resource*)
a/1 (align* assign* allocat* manag*)
랜덤액세스* 랜덤엑세스* 랜덤 a/1 액세스
랜덤 a/1 엑세스 임의접속* 임의 a/1 접속
random a/1 access 왕복지연* 왕복 a/1
지연 round a/1 trip a/1 delay 시공간부호*
시공간 a/1 부호 STC* space a/1 time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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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cod* channel a/1 compensation
hierarchical a/1 modulation 채널보상* 채널
a/1 보상 계층변조* 계층 a/1 변조
계층적변조* 계층적 a/1 변조 지상보조망*
지상 a/1 보조망 CGC* ATC*
complementary a/1 ground a/1 component
ancillary a/1 terrestrial a/1 component)
and ipc:(h04b* h04q* h04w* h04l* h04j*
b64g* g04r* g01s* h04h*)
2. ((광대역* 브로드밴드* 와이드밴드*
broadband* wideband*) a/1 (위성*
satellite*) DVB-RCS* (DVB* digital a/1
video) a/1 (return a/1 channel) VSAT* very
a/1 small a/1 aperture a/1 terminal
physical a/1 layer a/1 network a/1 coding
full a/1 duplex a/1 wireless DVB-S2*
(DVB* digital a/1 video) a/1 (satellite*)
PCMA paired a/1 carrier a/1 multiple a/1
access) and (다중빔* 다중 a/1 빔 multi*
a/1 beam* multi-beam* multibeam*)
3. ((심우주* 심 a/1 우주 우주* 행성*) a/1
(통신* 네트워크*) ab:((deep a/1 space
interplanetary*) a/1 (communication*
network* transmission*) interplanetary a/1
network space a/1 internet interplanetary
a/1 internet (Delay* Disruption*) a/1
(tolerant a/1 network) bundle a/1 protocol
CCSDS* proximity-1* space a/1 data a/1
system Custody a/1 transfer intermittent
a/1 connectivity Opportunistic a/1
connectivity)

ti:((deep a/1 space lunar*)

a/1 (communication* network*
transmission*) interplanetary a/1 network
space a/1 internet interplanetary a/1
internet (Delay* Disruption*) a/1 (tolerant
a/1 network) bundle a/1 protocol CCSDS*
proximity-1* space a/1 data a/1 system
Custody a/1 transfer intermittent a/1
connectivity Opportunistic a/1 connectivity)
long* a/1 haul* licklider a/1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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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a/1 protocol LTP*)
4. ab:((실내외* 실내/실외* 실외/실내*
outdoor* indoor* indoor/outdoor*) and
(측위* 위성항법* 위성 a/1 항법 포지셔닝*
포지션* 위치* position* locat* GNSS*
navigat* global a/1 navigation RNSS*
radio a/1 navigation a/1 satellite satellite*
위성* GPS* global a/1 positioning
pseudolite* pseud-satellite* pseud a/1
satellite 의사위성* 의사 a/1 위성 지피에스*
쥐피에스*)) and (GPS* GNSS* seamless
a/1 satellite satellite* radio a/1 navigation
a/1 satellite global a/1 positioning 위성*
지피에스* 쥐피에스* 위치* 포지션*
포지셔닝*)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파환경

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전자파,
적합성, 노출, 테스트,
시험, 평가, 간섭, 측정,
방호, 보호

(EMC* EMI* EMS* EMP* EMF* 이엠피*
이엠씨* 이엠시* 이엠에스* 이엠아이*
이엠에프* (electromagnetic*
electro-magnetic* electro a/1 magnetic)
a/1 (compatibility* interference*
susceptibility* pulse* field*)) and ((전자파*
electromagnetic* electro-magnetic* electro
a/1 magnetic) n/1 (적합* 노출* 테스트*
시험 expos* test* 측정* 평가* measur*
evaluat* 방호* 보호* 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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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응용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전파응용 분야 전체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에 매우 많은 특허
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최근까지 국내외 출원인들의 특허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전파응용 분야 특허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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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응용 분야 특허출원에서, 미국특허(공개 및 등록특허 포함) 및 한국특허(공개 및 등록특허
포함)가 각각 4,887건(35%), 3,738건(26%)으로 많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KR), 미국(US)은 2019년도에 가장 높은 특허 출원량을
보였으며, 일본(JP), 유럽(EP), 국제(WO)는 2018년도에 가장 높은 특허 출원량을 보임
- 특히, 2018년, 2019년에 한미일, 유럽, PCT 특허 출원량이 급증한 것은 무선전력전송 기술과
위성통신 기술 관련 신규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임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소분과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합계

2001

2

8

76

15

101

2002

4

13

81

11

109

2003

7

3

53

10

73

2004

16

6

61

13

96

2005

8

18

63

8

97

2006

6

18

91

28

143

2007

14

11

78

13

116

2008

34

25

85

8

152

2009

138

19

87

8

252

2010

224

21

65

19

329

2011

430

30

79

18

557

2012

590

40

104

13

747

2013

858

28

130

11

1,027

2014

837

25

147

16

1,025

2015

1,041

21

112

15

1,189

2016

1,023

35

32

19

1,109

2017

901

27

40

10

978

2018

2,131

70

295

54

2,550

2019

1,694

54

644

24

2,416

2020

638

16

403

12

1,069

2021

10

0

0

0

10

합계

10,606

488

2,726

325

14,145

출원연도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 중,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10,606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위성통신 기술과 수중통신 기술, 전자파환경 기술이 각각 2,726건,
488건, 325건의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위성통신 기술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에는 2015년 대비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 특허출원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 가장 높은 출원량을 보임
- 수중통신과 전자파환경 기술은 2018년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출원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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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구간별 특허출원 현황 >
구간A

구간B

구간C

(2011년~2013년)

(2014년~2016년)

(2017년~2019년)

무선전력전송

1,878

2,901

4,726

수중통신

98

81

151

위성통신

313

291

979

전자파환경

42

50

88

특허분석 항목

-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구간C(2017년~2019년)에서 구간B(2014년~2016년) 대비 신규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수중통신, 전자파환경 기술은 최근 구간C(2017년~2019년)에서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위성통신 기술은 구간C(2017년~2019년)에서 구간A,B 대비 매우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진 것으로 파악됨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특허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소분과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합계

한국특허(KR)

3,271

107

307

53

3,738

미국특허(US)

3,420

175

1,170

122

4,887

일본특허(JP)

1,229

68

225

46

1,568

유럽특허(EP)

774

31

349

18

1,172

국제특허(WO)

1,912

107

675

86

2,780

합계

10,606

488

2,726

325

14,145

특허발행국

- 소분과 기술에 대한 특허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기술 모두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음
- 특히,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타 소분과 기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특허출원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이 분야가 국제표준과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위성통신과 전자파환경은 특허 발행국 미국 다음으로 PCT 국제(WO) 출원이 많이 진행되었고,
수중통신은 한국에서 출원이 많이 진행됨
- 전반적으로 전파응용 분야는 특허 발행국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신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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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 >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LG INNOTEK
CO. LTD

476

한국해양연구원

14

ETRI

73

주식회사
유라코퍼레이션

7

SAMSUNG
ELECTRONICS

411

강릉원주대학교

13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19

주식회사
이레테크

6

LG
ELECTRONICS

206

호서대학교

8

한화시스템

12

ETRI

5

SAMSUNG
ELECTRO-ME
CHANICS

145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8

QUALCOMM

11

재단법인
자동차융합
기술원

3

Hyundai Motor
Company

97

주식회사
에스에스엘

4

서울대학교

10

SAMSUNG
ELECTRONICS

3

9

FLEXTRONICS
ODM
LUXEMBOURG
S.A.

2

QUALCOMM

87

국방과학연구소

4

SAMSUNG
ELECTRONICS

ETRI

62

목포대학교

4

국방과학연구소

4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2

KAIST

62

KETI

3

주식회사
케이티

4

주식회사
이엠시스

2

HANRIM
POSTECH
CO., LTD.

59

국민대학교

3

MITSUBISHI
ELECTRIC

4

국방과학연구소

2

KETI,
AMOSENSE
CO., LTD.

58

한국해양대학교

3

KETI

4

금오공과대학교

2

- 특허 발행국 한국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기업은
엘지이노텍으로 나타났으며, 2위, 3위로 삼성전자, 엘지전자로 파악됨. 특히, 국내 중소기업으로
한림포스텍과 아모센스가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되어, 본 기술 분야는 국내 중소기업에서도
관련 연구개발과 함께 상당한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국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QUALCOMM이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수중통신 분야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가장 많은 출원을 진행하였으며, 다음으로 강릉원주대학교,
호서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파악됨. 상위 다출원인에는 대부분 출연연과 학계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어, 국내의 수중통신 분야는 학연에서 다양한 연구개발과 함께 특허출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위성통신 분야에서는 ETRI가 가장 많은 출원을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한국항공우주시스템,
한화시스템, QUALCOMM으로 나타남. 특히, 국내 위성통신 분야 상위 다출원 기업으로는
일본 MITSUBISHI ELECTRIC도 포함됨
- 타 소분과 기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량이 적은 전자파환경 분야에서는 유라코퍼레이션,
이레테크, ETRI 순으로 상위 다출원인이 파악됨. 국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스위스 FLEXTRONICS
ODM LUXEMBOURG S.A.사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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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 >
무선전력전송
출원인

수중통신
출원량

출원인

출원인

출원량

550

WFS
Technologies
Ltd.

45

HUGHES
NETWORK
SYSTEMS

177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14

426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QUALCOMM

14

ATC
TECHNOLOGIES

85

NEC

8

LG
ELECTRONICS

292

THE BOEING
COMPANY

10

QUALCOMM

80

DELL
PRODUCTS,
LP

8

LG INNOTEK
CO. LTD

283

Wireless
Fibre
Systems

8

ETRI

69

EXXONMOBIL
UPSTREAM
RESEARCH
COMPANY

8

APPLE

250

InCube Labs,
LLC

7

MITSUBISHI
ELECTRIC

66

SCHLUMBERGER
TECHNOLOGY
CORPORATION

7

PANASONIC

197

Ceebus
Technologies,
LLC

7

VIASAT, INC.

64

CARBO
Ceramics
Inc.

6

TDK

195

WOODS
HOLE
OCEANOGRA
PHIC

7

THALES

54

SONY

6

INTEL

180

QinetiQ
Limited

7

THE BOEING
COMPANY

52

AIRBUS

6

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Corp.,Ltd

125

NEC

7

HUAWEI

50

TAIYO
YUDEN CO
LTD

5

102

TANGSHAN
ZHAO LAN
MARINE
TECHNOLOGY
CO., LTD.

6

GILAT
SATELLITE
NETWORKS

39

MITSUBISHI
ELECTRIC

5

HUAWEI

출원인

전자파환경
출원량

SAMSUNG
ELECTRONICS

출원량

위성통신

- 특허 발행국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 삼성전자로 나타남. 특히, 무선전력전송 다출원 상위 기업
1위 삼성전자는 2020년 분석결과(395건) 대비 금년도에는 550건으로 나타나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대한 국외출원을 매우 많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국내 엘지전자, 엘지이노텍도
무선전력전송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 HUAWEI는 금년도 분석결과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 신규 상위 다출원 기업으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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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통신 분야는 타 상위 다출원 기업 대비 영국 WFS Technologies Ltd.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미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The Boeing Company로 나타남. 수중통신 분야에서는 영국과 미국 국적의
기업들이 특허출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
NEC와 중국 TANGSHAN ZHAO LAN MARINE TECHNOLOGY CO., LTD.가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위성통신 분야의 다출원 기업으로는 미국 HUGHES NETWORKS SYSTEMS, 미국 ATC
TECHNOLOGIES, 미국 QUALCOMM, 한국 ETRI 순으로 나타남. 위성통신 분야는 대부분 미국
국적 출원인들이 특허출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MITSUBISHI
ELECTRIC, 프랑스 THALES, 중국 HUAWEI, 이스라엘 GILAT SATELLITE NETWORKS도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전자파환경 분야는 미국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일본 NEC, 미국 DELL
PRODUCTS LP, EXXONMOBIL UPSTREAM RESEARCH COMPANY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미국과 일본 국적 기업들이 상위 다출원 기업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으며, 프랑스 AIRBUS도 포함됨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전파응용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에서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 특허 기반의 표준 및 시장 선점을 위해 특허출원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특히 무선전력전송 분야에서는 국내 대기업 삼성전자,
엘지이노텍, 엘지전자, 삼성전기,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아모센스, 한림포스텍
등에서도 활발한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근 미국 APPLE, 일본 TDK,
PANASONIC, 중국 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HUAWEI가 무선전력전송
분야 신규출원을 매우 많이 진행한 것으로 분석됨. 다음으로 수중통신, 전자파환경 분야의 한국
국적 출원인들은 자국 내 출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해외시장을 고려한 특허 출원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위성통신 분야는 2016년과 2017년에 2015년 대비 특허출원량이 매우
많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신규출원이 매우 폭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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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9.3%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CISPR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 무선기기 EMC
시험방법, 6 ㎓ 이상 EMI 허용기준 관련 표준개발 중

TC77

(SC 77B-High frequency phenomena) 2019년 한국이 광대역 신호를 이용한
방사 내성 평가기술 표준화를 제안하였고, 2020년 광대역 신호 방사 내성
시험 신규표준제안 문서 회람 후 신규 프로젝트 진행 승인완료. 신규 표준
재정 진행 예정
(SC 77C-High power transient phenomena) 다양한 고출력 전자파 관련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기존 핵 EMP(HEMP) 측정평가 및 대책 관련 표준을
개정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며, 특히 장비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내성평가방법 개정과 더불어 고출력 전자파 방호지침 개발을 위해 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 또한, 지자기 폭풍에
의한 지자기 유도 전류(GIC) 영향 측정 평가를 위한 표준개발로 확대

TC106

(Methods for the assessment of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magnetic
fields associated with human exposure) 5G 서비스대비 인체 노출량
평가 표준개발

ITU-T

SG5

(Environment, climate change and circular economy)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EMC 평가기술 및 5G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EMC 요구사항, ICT
인프라에 대한 보호 관련 표준, 기지국 및 안테나 주변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 그리고 핵/비핵 고출력 전자파, 낙뢰 등 전자파
위협에 대한 측정 및 저감 방법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기존 표준을
개정하기 위해 IEC TC77 SC77C와 협력 중

ETSI

ERM WG
EMC

(EMC and Radio spectrum Matters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5G 기지국 장비, 단말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평가 표준 및 40㎓이하 전
자파 측정표준 개발 및 개정

RAN4

(Radio performance and protocol aspects) 5G 기지국 장비, 단말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평가 표준개발 중

PG901

(전파자원)
- (WG9011-전자파적합성/전파특성) ITU-T SG5 표준을 근거로 정보통신
시스템 및 설비에 대한 EMC 평가 방법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출력
전자파 위협에 대한 방호대책 및 측정·평가 방법을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표준개발 중
- (WG9012-전자파 인체보호) 5G 기지국·무선기기에 대한 인체 노출량 평가
방법 표준개발 중

IEC

국제
(공식)

국제
3GPP
(사실)

국내

표준화 현황

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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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5G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표준) 5G 무선기기 및 기지국 장비에 대한 EMC 평가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시스템 전자파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 표준이 개발 중
- 국립전파연구원
· 5G 휴대용 무선기기 및 기지국 장비에 대한 관련 국제표준을 참조하고 국내기술을 반영하여
EMC 평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국가 표준이 개발됨
- TTA 전파자원 PG(PG901)
· 전자파적합성/전파특성 실무반(WG9011)에서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평가
표준 및 통신설비와 같은 시스템 전자파를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전자파 안전관리에 대한
표준 등이 개발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KS X 3129, 이동통신 단말기 및 보조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2020

KS X 3135, 이동통신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2020

TTAK.KO-06.0519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2020

TTAK.KO-06.0520 전자파 안전관리 수행도 평가방법

2020

RRA

TTA PG901

¡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TTA 전파자원 PG(PG901) 전자파인체보호실무반
(WG9012)에서 기지국ㆍ생활환경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 제·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5G 무선국 전자파에 대한 안전거리 평가 및 밀리미터파 기지국 주변 전자파
인체 노출량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화 추진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19-1348, 5G 기지국의 전자파 인체 영향과 관련된 제품 적합성 시험을
위한 안전거리 평가방법

2021

2021-0710 밀리미터파 기지국 설치 생활공간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2021

TTAK.KO-06.0491, 휴대용 무선통신기기의 EMF 인체영향 평가 수치해석 방법

2019

TTAK.KO-06.0343/R1, 기지국 전자파 인체 노출량 예측 방법

2018

TTA PG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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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IT-K.91, 전자파 인체 노출량 측정, 평가 및 모니터링 지침

2016

TTAK.KO-06.0125/R3, 기지국 주변에서 인체노출에 대한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2014

TTAK.KO-06.0269/R2, 전자파 인체 총 노출량 측정방법

2014

TTAK.OT-06.0057, 작업 현장에 대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방법

2014

TTAK.KO-06.0231,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기기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절차(30㎒ - 6㎓)

2014

¡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핵 EMP는 물론 의도성 전자파장해(IEMI)를 포함한
비핵 EMP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효율적인 방호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방호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기반으로 보호 지침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
- 국립전파연구원
· IEC TC77 SC77C 국내 전문위원에서는 고출력 전자파 관련 IEC 표준을 근거로 방송·통신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제표준과의 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음.
2021년에는 IEC TC77 SC77C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제표준 22건에 대해 국가표준을 최신
버전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TTA 전파자원 PG(PG901)
· 전자파적합성/전파특성 실무반(WG9011)에서 고출력 전자파 방호성능에 대한 측정·평가
기술 등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해 왔으며, 핵 및 비핵 EMP 위협으로부터 통신센터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 대책기법 등에 대한 ITU-T 표준을 국내 단체표준으로
제정하여 관리 중임. 2020년에는 방호개념(Protection concept)에 따른 고출력 전자파
방호수준에 대해 IEC 61000-6-6 표준과 ITU-T K.78의 차이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표준
개정에 대해 제안하였음.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RRA

표준(안)명

완료연도

KS C IEC 61000-1-3 전자파적합성(EMC) – 제1-3부: 일반 – 민간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고고도 핵 전자파 펄스(HEMP) 영향

2021

KS C IEC 61000-1-5 전자파적합성(EMC) – 제1-5부: 일반 – 민간
시스템에 대한 비핵 고출력 전자파(HPEM) 영향

2021

KS C IEC 61000-2-13 전자파적합성(EMC) – 제2-13부：환경 – 비핵
고출력 전자파(HPEM) 환경 – 방사 및 전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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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KS C IEC 61000-4-25 전자파적합성(EMC) – 제4-25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HEMP 내성 시험방법

2021

KS C IEC TR 61000-4-32 전자파적합성(EMC) – 제4-32부: 시험 및
측정기술 – 고고도 핵 전자파 펄스(HEMP) 시뮬레이터 개요

2021

KS C IEC 61000-4-33 전자파적합성(EMC) – 제4-33부: 시험 및 측정기술
– 고출력 과도현상 파라미터 측정방법

2021

KS C IEC TR 61000-4-35 전자파적합성(EMC) – 제4-35부: 시험 및
측정기술 – 비핵 고출력 전자파 (HPEM) 시뮬레이터 개요

2021

KS C IEC 61000-4-36 전자파적합성(EMC) – 제4-33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의도성 전자파장해(IEMI) 내성 시험방법

2021

KS CI EC 61000-5-3 전자파적합성(EMC) – 제5-3부: 설치 및 완화지침 –
고고도 핵 전자파 펄스(HEMP) 방호 개념

2021

KS CI EC 61000-5-4 전자파적합성(EMC) – 제5-4부: 설치 및 완화지침 –
HEMP 내성 - HEMP 방사성 방해에 대한 보호장치 요구사항

2021

KS CI EC 61000-5-6 전자파적합성(EMC) – 제5-6부: 설치 및 완화지침 –
외부 전자기(EM) 영향의 완화

2021

KS CI EC 61000-5-8 전자파적합성(EMC) – 제5-8부: 설치 및 완화지침 –
HEMP로부터 분산된 기반시설의 보호 방법

2021

KS CI EC 61000-5-9 전자파적합성(EMC) – 제5-9부: 설치 및 완화지침 –
HEMP와 HPEM에 대한 시스템 레벨 감응성 평가

2021

KS C IEC 61000-6-6 전자파적합성(EMC) – 제6-6부：일반 표준 – 실내
기기의HEMP 내성

2021

TTAK.IT-K.84, 비의도성 전자파 방출을 통한 정보 누설 시험방법 및 지침

2017

TTAK.IT-K.115, 전자파 보호 위협에 대한 저감 방법

2017

TTAK.IT-K.81/R1,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통신 시스템 내성 요구규격

2016

TTAK.IT-K.78, 고고도 핵 전자기파에 대한 통신센터 내성 요구규격

2014

TTA PG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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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5G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표준) 무선기기에 대한 EMC 요구사항, 6㎓ 이상 EMI 기준, 18㎓이상
측정 및 시험장평가 기술 관련 표준개발이 진행 중
- IEC CISPR
· 5G 이동통신을 고려하여 H소위에서 6~40㎓ 대역 EMI 기준과 A소위에서 18~40㎓ 대역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시작되었고, I 소위에서 무선기기에 대한 EMC 측정방법
표준개발도 진행 중
- IEC TC77
· SC77B에서 한국이 제안한 광대역 신호 방사 내성 시험 표준화가 신규 프로젝트로 승인되었고
관련 표준개발 중
- ITU-T SG5
· Q4/5에서 5G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EMC 요구사항이 승인되었고, 휴대용 무선기기 및
정보감지기기에 대한 EMC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개발 중
- ETSI ERM WG EMC
· 5G 기지국 장비 및 단말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평가 표준개발 중, 40㎓이하 측정 표준 개발
- 3GPP RAN4
· 5G 기지국 장비, 단말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평가 표준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CISPR 35 Ed.2.0,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Multimedia equipment
Immunity Requirements

진행중
(2022)

CISPR 32 Ed.2.1,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multimedia equipment Emission requirements

진행중
(2022)

CISPR 16-1-4 Ed.5, Specification for radio disturbance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and methods - Part 1-4: Radio disturbance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 Antennas and test sites for radiated
disturbance measurements

진행중
(2022)

CISPR 16-1-6 Ed.1.2, Specification for radio disturbance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and methods - Part 1-6: Radio disturbance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 EMC antenna calibration

진행중
(2022)

CISPR 16-2-3 Ed.4.2, Specification for radio disturbance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and methods - Part 2-3: Methods of measurement of
disturbances and immunity - Radiated disturbance measurements

진행중
(2022)

IEC TC77

IEC 61000-4-41,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 Part 4-41: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 Broadband radiated immunity test

진행중
(2023)

ITU-T SG5

K.Suppl.10 (ex K.Sup.emc-5G), Analysis of EMC aspects and definition of
requirements for 5G mobile systems

2020

ETSI ERM
WG EMC

EN 301 489-50,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standard for radio
equipment and services; Part 50: Specific conditions for Cellular
Communication Base Station (BS), repeater and ancillary equipment

2021

IEC CIS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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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3GPP RAN4

표준(안)명

완료연도

EN 301 489-5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standard for radio
equipment and services; Part 52: Specific conditions for Cellular
Communication Mobile and portable radio and ancillary equipment

2020

ETSI TS 103 569,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standard for radio
equipment and services; Study into extending the upper limit of the range of
radiated emissions requirements up to 40 GHz

2020

38.113, NR; Base Station(BS)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2021

38.124, NR;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requirements for mobile
terminals and ancillary equipment

2021

¡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5G 네트워크 기술 상용화 시기에 맞춰 기지국 및
휴대전화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착수하고 작업 진행 중
- IEC TC106
· 5G 이동통신 관련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TC106은 6㎓ 이상 대역에서의
휴대용 무선기기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표준을 ‘21년 발간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후
국제 조화가 이루어진 EMF 노출량 평가 표준 및 인증 방법을 마련할 예정. 5G 등 기지국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를 위한 Case Study 결과를 ’19년 기술보고서로 발간하고 ‘22년
국제표준을 목표로 표준화 추진 중
- ITU-T SG5
· 5G 기지국에 관한 평가 방안 개발을 진행 중으로 상용화 일정과 연계하여 계산적 방법에
기반한 평가 방법을 선 개발 완료하였으며 이후 측정 데이터에 기반한 측정방법 개발 추진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EC TC106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62232 Ed.3.0, Methods for the assessment of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magnetic fields associated with human exposure

진행중
(2022)

IEC/IEEE 63195-1 Ed.1.0, Measurement procedure for the assessment of power
density of human exposure to radio frequency fields from wireless devices operating
in close proximity to the head and body – Frequency range of 6 ㎓ to 300 ㎓

2021

IEC/IEEE 63195-2 Ed.1.0, Determining the power density of the electromagnetic
field associated with human exposure to wireless devices operating in close
proximity to the head and body using computational techniques, 6 ㎓ to 300 ㎓

2021

IEC 62209-3 Ed.1.0, Human exposure to radio frequency fields from hand-held and
body-mounted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 Human models, instrumentation, and
procedures - Part 3: Vector probe systems(Frequency range of 100 ㎒ to 6 ㎓)

2019

IEC TR 62669 Ed.1.0, Case studies supporting IEC 62232 - Determination of RF
field strength, power density and SAR in the vicinity of radiocommunication base
stations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human exposure

2019

IEC TR 63170 Ed.1.0, Method For The Assessment of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magnetic Fields Associated With Human Exposur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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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ITU-T SG5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62209-1 Ed.2.0, Measurement procedure for the assessment of specific
absorption rate of human exposure to radio frequency fields from hand-held
and body-mounted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 Part 1: Devices used next
to the ear(Frequency range of 300 ㎒ to 6 ㎓)

2016

IEC 62209-2 Ed.1.0, Human exposure to radio frequency fields from hand-held
and body-mounted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 Human models,
instrumentation, and procedures - Part 2: Procedure to determine the specific
absorption rate(SAR) for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used in close proximity
to the human body(Frequency range of 30 ㎒ to 6 ㎓)

2010

devices, RF EMF exposure assessment of the wireless radiocommunication
devices operating close to the human body

진행중
(2022)

K.small, Small base stations-impact on the overall exposure level

진행중
(2022)

K.peak, Comparisom between peak and real exposure in the long term
considerations

진행중
(2022)

K.STR.EMF_assess, Case studies of RF-EMF assessments

2020

K.145,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compliance with RF EMF exposure
limits for workers at radiocommunication sites

2019

K.Suppl.16, Electromagnetic field(EMF) compliance assessments for 5G wireless networks

2018

K.121, Guidance on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Electromagnetic
Radiation from Radio Communication Base Stations

2018

¡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IEMI 등 비핵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기기 및
시스템의 내성 측정․평가 및 시설 수준에서의 방호성능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이 IEC를
중심으로 제·개정 중
- IEC TC77
· IEMI를 포함한 비핵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기기 및 시스템 내성 측정 및 평가 표준, 신규
및 기존 시설에 대한 HEMP 및 IEMI 방호에 대한 IEC 표준의 적용 가이드라인 관련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지자기 폭풍에 의한 지자기 유도 전류(GIC) 영향
측정 평가를 위한 표준개발로 확대 중임. 또한, 한국 NC로부터 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 관련 새로운 방법이 제안되어 IEC61000-4-23 관련 신규 프로젝트가 확정되어
진행중임.
- ITU-T SG5
· ITU-T SG5에서는 IEC 표준을 근거로 통신센터 내 장비 시스템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방호성능 측정에 대한 표준 제정하였으며, 고출력 전자파 관련 ITU 표준 중 시험방법만을
발췌하여 정리한 새로운 K.115 표준이 제정. 고고도 핵 전자파펄스(HEMP) 관련 통신시설 내
장비 시스템 보호를 위한 지침인 K.78이 내성시험 등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되어 2020년에
개정되어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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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EC TC77

ITU-T SG5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61000-5-6 ED1 EMC – Part 5-6: Installation and mitigation guidelines –
Mitigation of external EM influences

진행중
(2024)

IEC 61000-2-9 ED2 EMC – Part 2-9: Environment - Description of HEMP
environment - Radiated disturbance. Basic EMC publication

진행중
(2024)

IEC 61000-2-10 ED2 EMC – Part 2-10: Environment - Description of HEMP
environment - Conducted disturbance

진행중
(2022)

EC 61000-4-24/AMD1 ED2 Amendment 1 - EMC - Part 4-24: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 Test methods for protective devices for HEMP
conducted disturbance

진행중
(2022)

IEC 61000-4-23/AMD1 ED2 Amendment 1 - EMC - Part 4-23: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 Test methods for protective devices for HEMP and
other radiated disturbances

진행중
(2024)

IEC 61000-4-36 Ed.2.0, IEMI immunity test methods for equipment and
systems

2020

K.81 Ed.3.0, High-power electromagnetic immunity guide for telecommunication
systems

2016

K.78 Ed.2.0, High altitude
telecommunication centres

2020

electromagnetic

pulse

immunity

guide

for

K.115 Ed.1.0, Mitigation methods against electromagnetic security threats

2015

K.84 Ed.2.0, Test methods and guide against information leaks through
unintentional electromagnetic emission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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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약 점 요 인 (W)

- 5G 세계최초 상용화 등 빠른
- 여타 통신 관련 기술과 비교하면
국내 시장 변화
상대적으로 좁은 시장
시 - ICT, 무선기기 등 첨단 제품의 시 - 전자파 측정 장비 개발 업체
장 Testbed로서의 시장 확보
장 거의 없음
- 웨어러블 기기 등 소형 무선기기
- 중소기업 중심의 전자파 측정
국내역량요인
시장 확대
및 인증 평가 산업 구조
- 우수한 국내 ICT 기술 및 인프라

국외환경요인

- 상용화된 평가기술 미흡

기 수준
기
- 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술 - 전자파 측정·평가 관련 기술력 술
및 상용화 지원 미흡

축적
- 전자파 측정·평가 기술 관련 국제

- 관련 분야 전문가 부족

표 표준화에 관한 관심과 노력
표
- 국제표준 의장단 참여 미비
준 - 비교적 잘 구축된 산학연 협력 준 - 산업체 표준화 참여 미비
체계

- 국민 생활 편의 및 안전을 목적 【SO전략】
으로 하는 전파응용 산업의 시장
활성화 추세
- (시장) 우수한 국내 인프라를 활용한
시
- 전자기 위험성(hazard)에 대한 전자파 평가기술 및 표준화 지원
장 높은 관심과 우려
- (기술) 국내기술 경쟁력 유지, 핵심
기
- 5G 등 새로운 전기·전자 제품 평가기술 확보 및 전자파 영향에 대한
회
시장이 빠르게 형성
방호대책 기술 확보
요
(표준) 국내 기술력을 활용한 신기술에
5G
등
첨단
ICT
제품
개발기술
인
대한 전자파 측정·평가 관련 국제
기
기반
전자파
측정평가
기술
확보
(O)
술 - 신규 제품에 대한 국내 전자파 표준화 선도
측정기술의 선도 가능성이 큼

【WO전략】
- (시장) 국내 연구개발과 표준화 역량
증대 및 활성화 유도를 통해 국내
기술 기반 해외시장 확보
- (기술) 국외 관련 기관과 기술개발
협력 및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 (표준)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협업
체계 확립 및 체계적 표준화 지원

표 - 신규 제품에 대한 국내기술의
준 표준화 선도 가능성이 큼
【WT전략】
- 전자파 측정·평가 및 대책 소재· 【ST전략】
시 부품 관련 시장 인지도 미흡
장 - 전자파 측정 장비시장이 확대되 - (시장) 국제 기술 협력체계 구축 및 - (시장) 국내표준화 인력 양성 및
지만, 국산 장비의 시장점유율 미비

위
- 전자파 평가기술 신뢰도 미흡
협
- 국내 전자파 측정용 계측 장비 요 기
기술 경쟁력 미비
인 술 - 전파 분야 관심 감소에 따른 전문
(T)
인력의 양적 질적 공급 부족
- 국제 표준화 주도권 경쟁 심화

표
- 국제 표준화 의장단 참여 및
준 주도력 미비

신기술에 대한 전자파 측정평가 기술
및 장비 시장 선점
(기술) 국제전문가 협업을 통한 공동
기술개발과 첨단 제품에 대한 전자파 측정기술 개발로 신뢰도 확보
(표준) 국제 표준화 협력체계 구축 및
표준화 인력 양성, 신기술에 대한
전자파 측정 기술 표준화 주도 및
리더급 전문가 양성

역량 증대를 위한 협의체 활성화
(기술) 국외 연구기관과 기술개발
협력 및 공동 대응 증대
(표준) 국제 표준화 전문가 양성
및 표준화 활동 지원 확대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전자파환경 분야는 시장 인지도나 본격적인 시장 형성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나, 전자파로 인한 기기 및

인체 영향을 다루는 기반분야로써 안전한 전자파환경을 목표로 향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으로
시장 활성화 기대
- 전자파환경 기술의 연구와 함께 관련 산업체의 표준화에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표준화 활동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산학연의 적극적인 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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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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5G 전자파적합성 평가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전파자원
PG901

국제

ITU-T SG5,
IEC CISPR/
TC77 SC77B,
ETSI ERM WG
EMC, 3GPP
RAN4

삼성전자,
LG전자, 교정
국내
기술원,
참여
KAIST, 충북대,
업체/
KRISS,
기관
RRA, RAPA,
ETRI, KTL 등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ETS lindgren,
(독일)Rohde Schwarz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핀란드)노키아,
(중국)MIIT/화웨이,
(일본)NTT,
(미국)퀄컴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5G 전자파적합성 기술은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전자파적합성 기반 기술로 Ver.2015에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Ver.2016, Ver.2017에 제품별 전자파적합성 표준 대응을 위해 다각화협력 항목으로
분류했으나, Ver.2018에는 로봇 EMC, 5G 이동통신, 자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분야의 표준화 추진을
위해 차세대공략으로 분류하였고, 2019년부터 5G 관련 EMC 표준 선도를 위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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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EC CISPR에서 5G 이동통신에 대비하여 6∼40㎓ 대역 EMI 기준, 18㎓이상 측정기술, 무선
기기 EMC 표준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국내 5G EMC 시험방법 및 전자파
측정기술을 반영하고 대응하며, IEC TC77 SC77B에서 광대역 방사 내성 시험 기술개발
및 표준 개발 진행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5G 무선기기 시험방법, 6㎓
이상 EMI 기준, 18㎓ 이상 측정기술, 광대역 방사 내성시험 표준 개발에 국내기술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내 의장단 및 전문가 활동 적극 지원 필요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타국/외국기업과의 제휴(공동기고, 상호지지)) 5G 서비스에 의한
전자파 영향 등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광대역 방사 내성 평가기술 개발 및 국제전문가
협력을 통한 신규 표준 개발 적극 진행
<표준화 계획>
- 이동통신 등 시스템이나 설비와 관련되는 EMC 평가기술 및 전자파 저감 방법에 대하여
ITU-T SG5 표준을 참조하여 국내 표준화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전자파적합성/전파특성 실무반(WG9011)에서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전문가 그룹을 통한 시스템 및 설비에 대한 EMC 측정·평가 및 관리방법 표준화,
전자파적합성 전문위원회에서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정책에 부합하도록 EMC 평가방법
표준화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개발) 연구개발과제와 연계하여 광대역 방사 내성 시험 등 새로운
평가기술에 대한 표준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전략) 표준화 동향을 파악하여
5G 관련 평가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전자파적합성 측정 평가에 대한 특허망을 구축하고 이를
전자파적합성 관련 국제 표준에 적극 반영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5G EMC 시험방법, 6㎓ 이상 측정기술, 광대역 방사 내성 시험 등 5G 관련 EMC 평가기술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표준화에 대응하며, 관련 응용 제품 국제 표준화에 지속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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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TTA 전파자원
PG901

ITU-T SG5,
IEC TC106

국내
ETRI, KCA,
참여
삼성전자,
업체/ LG전자, 충북대,
기관
RRA,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스위스)Speag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폴란드)Orange,
(호주)Telstra,
(영국)Vodafone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일부 국가에서 5G 네트워크의 상용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전자파 인체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무선설비 및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한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연구 및 표준화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향상 및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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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기지국에 대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은 ITU-T SG5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IEC
TC106을 중심으로는 휴대전화에 대한 평가 표준개발이 진행 중. 기존의 휴대기기와
기지국 등에 대한 향상된 평가 표준에 대한 IEC 및 ITU에서 지속적인 표준 유지·보수가
진행 중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개정에 대응 추진
- ITU-T SG5에서는 자체 발표한 5G 상용화 로드맵에 의거 2021년을 목표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방법을 개발 추진 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국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방법을 ITU-T SG5, IEC TC106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표준화 선도 필요
<표준화 계획>
- RRA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 및 TTA 전파자원 PG(PG901)을 중심으로 5G 기지국과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 대응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전자파인체보호 실무반(WG9012)을 중심으로 5G 기지국과
휴대전화에 대한 국내 자체 평가기술과 표준을 개발하여 이를 국제표준에 반영토록 추진
필요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개발) 전자파흡수율 측정시스템 등 국내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한
분야에 대해 표준화 추진과 함께 적극적인 국제 표준화 대응
-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신기술이 적용된 기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평가기술을 연구하여
관련 정책과 기술기준을 적기에 도입하고 관련 국내외 표준화와 연계 추진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표준화 방향을 예측하여
5G 기지국 및 휴대용 무선기기 등 신규로 도입되는 서비스․기기에 대한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개발 추진 시 선제적으로 IPR 확보와 연계된 표준화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전자파 노출원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무선설비 및 제품이 보급되기 전 신속한 대응을
통해 노출량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 적극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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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 보호 지침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전파자원
PG901,
IEC TC77
SC77C 전문
위원회

국제

ITU-T SG5,
IEC TC77

국내 연세대, 서경대,
참여
RRA,
업체/ 국가보안연구소,
ETRI, KTL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유럽)QinetiQ,
(미국)Metatech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Metatech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 보호 지침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등 국가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취약성 평가방법을 기반으로 저비용 경량 방호 방법 등을 이용하여 방호시설을 고출력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관련 기술로 Ver.2016에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기존의 제품에 대한 차폐·필터 방식을
이용한 고전적 방법이 아닌 시설의 취약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호지침의 표준화를 위해 Ver2020에서 중점
표준화 전략으로 선정하였으며, IEC TC77 산하 SC 77C와 ITU-T SG5에서 진행하게 된 시설에서의 취약성
평가기술 및 방호지침 관련 국제표준에 대응하기 위해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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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EC TC77 산하 SC77C을 중심으로 의도성 전자파장해(IEMI)를 포함한 비핵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기기 시스템 및 시설에 대한 평가 표준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지자기
폭풍(Geomagnetic storm)에 의한 GIC(지자기 유도 전류) 영향 분야로 확대 중. 또한, ITU-T
SG5에서도 IEC 표준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센터 보호를 위한 다양한 표준이 제·개정 중
-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 보호 지침 관련하여 한국 NC에서 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안이 제안되어 2021년에 신규 프로젝트(IEC 61000-4-23/AMD1 ED2)로
결정되었으며 2024년 표준제정을 목표로 진행 중임. 또한, 시설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시설 내 주요 장비에 대한 저비용 경량 방호기술을 이용한 보호 지침에 대한 표준화도 추진 예정
- 장비 시스템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내성평가를 위한 시험 레벨이 IEC 표준과 ITU-T 표준이
서로 상이하여 상호 협력을 통해 조정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및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핵
EMP 및 비핵 고출력 전자파 관련 국제 표준화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시설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방호지침 관련 선행연구를 확대하여 IEC TC77 산하 SC 77C 및 ITU-T SG5
국제표준에 부합화 및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RRA EMP 기술기준위원회, TTA 전파자원 PG(PG901) 및 IEC TC77 SC77C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IEC 및 ITU-T 등에서 제·개정된 HEMP/HPEM 표준의 국내표준화 필요성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내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전자파적합성/전파특성 실무반(WG9011)에서의 표준개발 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 방향을 고려, 산 학 연 관 전문가 그룹을 통한 고출력 전자파 안전성 평가
기술기준 및 국가표준 개발 필요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개발) 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 저비용 경량 방호대책
기술 등 국내 기술개발이 활발한 분야에 대해 표준화 추진과 연계한 적극적인 국제표준 대응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핵/비핵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시설에서의 취약성 측정평가, 그리고 저비용 경량방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방호지침 기술을 기반으로 IPR를 확보하고, 이를 고출력 전자파 관련 국제표준에 적극 반영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주요 시설에서의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측정·평가 및 방호대책 기술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고출력 전자파 평가기술 표준화에 적극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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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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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Comité International Spécial des Perturbations Radioélectriques (불어)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 (영어)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oE

Department of Energy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F

Electromagnetic Field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P

Electromagnetic Pulse

EMS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ERM

EMC and Radio Spectrum Matters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FERC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HEMP

High-Altitude Electromagnetic Pulse

HPEM

High Power Electromagnetics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EC

International Electronics Commission

IEEE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MI

Intentional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IoT

Internet of Things

LTE

Long Term Evolution

RAN

Radio Access Network

SAR

Specific Absorption Rate

TC

Technical Committees

WPT

Wireless Power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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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현실 및 가상의 다양한 사물들을 상호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상호
연동 기반의 지능화/자율화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기반 기술로 정의

¡ 1999년부터 도입된 사물인터넷의 개념은 모든 사물에 대한 연결성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 시작.
이러한 사물인터넷은 초연결형 개념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빅데이터, 5G와
같은 ICT 혁신기술과의 디지털 융합 서비스를 통해 지능형 사물인터넷 더 나아가 자율형 사물
인터넷을 향해 진화 중
¡ 앞으로, 표준화전략맵 사물인터넷 분과에서는 연결형 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완성함과 동시에 미래의 지능형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항목을 표준화 전략으로
포함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지능형 및 자율형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에 대한 전략 수립 추진
¡ 2022년 사물인터넷 분과 중점항목은 연결형 사물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대부분은 차지하고
있으며,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위한 기술 융합 데이터 표준, 인공지능 기술융합 네트워크 관리
표준, 정보중심 네트워킹 표준, 지능형 디바이스 표준 등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포함

< 사물인터넷 기술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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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디지털 융합을 위한 기반기술인 사물인터넷은 세계적으로 선도국가 및 기관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표준 선점이 이루어지고 응용/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기술 및 표준개발 역시 세계적 우위를 위해 지속적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확산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디지털 융합을 위한 사물인터넷 생태계 별 초연결 기반 핵심/원천기술을 확보
- 사물인터넷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표준기반 지적재산권(IPR) 확보

∼ 2024년

-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한 지능형 사물인터넷 원천기술 확보
- 사물인터넷 및 타 분야와의 융합기술 기반 지능형 서비스 기술 및 표준화 추진

∼ 2026년

- 표준화 선도 차원에서 지속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자율형 사물인터넷 원천기술 확보
- 사물인터넷 및 타 분야와의 융합기술 기반 자율형 서비스 기술 및 표준화 추진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사물인터넷 융합 ICT 기술 및 표준 개발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 사물인터넷 관련 국내 기업 육성 및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세계 시장 선점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사물인터넷 장비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 국내 중소기업 중심의 장비 제조사 및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사업 전략 지원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공공 복지/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 수집된 다양한 정보 기반 기술
지원 및 활용
· 공공 안전보장 즉, 재난통신/긴급상황 등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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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사물인터넷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5가지 요소 즉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리고
보안”으로 구성. 사물인터넷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은 관련된 공적표준화기구 ITU-T SG20/
SG11 및 ISO/IEC JTC1 SC42와 사실표준화기구 IETF/IRTF, OCF, oneM2M, IEEE, 3GPP,
W3C, OMA 등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주요 표준화 항목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현실과 가상을 초연결화하는 사물인터넷 기본 개념을 초월하여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
체인 등 타 핵심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사물인터넷 지능화를 넘어 자율화까지 진화하는
과정에서의 필요한 모든 기술에 대해 사물인터넷 5대 생태계 요소들을 중분류 범위로 설정하여
표준화전략맵을 수립
< 사물인터넷 Ver.2022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서비스

표준화 내용

Target
SDOs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IoT 서비스
융합 데이터
모델 표준

IoT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기능을 융합한
oneM2M
데이터모델을 기술규격으로 통합
RDM,
- IoT 서비스 융합 데이터 모델 정의를 위한 방법론
OCF,
및 데이터 모델 정의
OMA
- 각 버티컬 산업군의 IoT 서비스의 데이터모델
CD/DMSE
정보의 수집 및 공유

④

O

철도 IoT
서비스 표준

스마트 철도의 기반인 철도 IoT 서비스를 위한 정보
데이터 모델링 및 매핑
- 일반 및 고속철도의 IoT 서비스 별 기능 관리,
상태 조회 및 제어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 정의
- 철도 IoT 디바이스와 서비스의 정보 데이터 모델
정의

3GPP
SA1/SA6,
UIC
FRMCS,
oneM2M
RDM/TDE

③

O

IoT 서비스
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준

IoT 환경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준
-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사용자가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에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구현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자 접근성 프로파일 구현

ITU-T
SG20,
OCF,
W3C

⑤

O

경량형 IoT
데이터 분석
기술 표준

자원 제약적인 사물과 엣지 디바이스에 탑재하여
다양한 형태의 IoT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기술 표준
- 경량형 IoT 데이터 학습 기술 표준
- 경량형 IoT 추론 기술 표준

IETF/IRTF
T2TRG,
ITU-T
SG11

③

O

기계학습 기반
IoT 네트워크에서 기계학습 기반 네트워크 관리 및
IoT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를 위한 요구사항 및 유즈케이스 정의
관리 표준

IETF/IRTF
NMRG

②

O

라스트마일 구간에서의 비대면 무인 배송 서비스
지원 스마트 디바이스 연동 기술 정의
ITU-T
- 비대면 무인 배송을 위한 디바이스 연동 프레임
SG20,
워크
ISO TC299
- 스마트 디바이스 연동 프로토콜 및 데이터 모델

⑤

O

비대면 무인
배송을 위한
IoT 융합
서비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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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Target
SDOs

표준화 내용

IoT 환경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가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지표 표준
IoT 접근성
-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 준수여부를
평가모델 표준
검증하여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수준을 검증하
기 위한 수치적 표준

플랫폼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ITU-T
SG20,
OCF,
W3C

⑥

X

초소형 IoT
디바이스의
군집 지능
프레임워크
표준

다수의 자원제약적인 IoT 디바이스가 서로 협업을
통하여 특정 지능 서비스를 수행하는 표준 기술
규격 정의

ITU-T
SG20

①

X

IoT 플랫폼
연동을 위한
브릿징 표준

IoT 플랫폼 간 혹은 IoT 플랫폼과 레거시 IoT 기술
간의 연동에 필요한 기술요구사항 정의
- OCF 기기와 OMA LWM2M 플랫폼 간 프로토콜
연동
- OCF 기기와 OMA LWM2M 표준 간 데이터 모델
연동
- OCF 기기와 OMA LWM2M 표준 간 데이터 모델
연동 룰에 기반한 데이터 모델 변환 룰

OCF
Bridging
TG,
OMA DM

②

O

IoT 플랫폼과
이동통신망
연동 표준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IoT 플랫폼의 운용을 위한
oneM2M
연동 API 정의
SDS,
- 고신뢰-저지연-대용량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IoT
ITU-T
플랫폼 연동
SG20 WP1
- 이동통신 MTC 단말 모니터링 및 제어, IoT
Q3,
플랫폼 단말그룹 연동 기술
3GPP SA6
- 산업군 융합 IoT 서비스 관련 이동통신망
인터페이스 연동 기술

⑤

O

oneM2M
SDS/TDE,
3GPP
CT3/SA2

⑤

O

3GPP 이동통신 코어 네트워크 기술과 IoT 플랫폼의
연동 검증 기술
IoT 플랫폼
코어 네트워크 - 3GPP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non-ip, ip 경로로
연동 검증
전송되는 데이터와 IoT 플랫폼과의 연동 검증
- IoT 플랫폼 기능을 3GPP 이동통신을 통한 연동시의
표준
기능 검증
IoT 데이터
유통 거래
플랫폼 표준

IoT 플랫폼에 저장된 데이터를 소유자가 판매하고
이용자 간 구매할 수 있는 표준 인터페이스 정의
- 사용자 데이터의 데이터셋 판매, 구매 및 접근
제어를 적용한 데이터 이용 기술

oneM2M
SDS

⑤

O

스마트 홈
매터(matter)
표준

스마트 홈을 지원하는 스마트 조명, 도어락, 동작감
지기 등과 같은 IoT들 간의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
- 상호운용성 지원을 위한 응용계층에서의 데이터
모델, 보안, 메시지 구조 등을 정의

CSA

⑤

X

⑤

X

SPARQL 쿼리를 여러 IoT 플랫폼에서 수행하기 위한 oneM2M
IoT 플랫폼
표준 인터페이스 정의
SDS,
시맨틱 데이터
- 불특정 다수의 IoT 플랫폼의 시맨틱 데이터를 검색 ETSI TC
검색 표준
및 질의하는 기술
SmartM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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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④

X

IoT 데이터의 라이선스 정보와 이를 관리하는 방안
oneM2M
IoT 데이터
정의
SDS,
라이선스 관리 - 플랫폼으로 수집하는 IoT 데이터에 라이선스
ITU-T FG
표준
정보를 기록하여 검색하고 라이선스 별로 접근
DPM
제어를 수행하는 기술

⑤

X

ITU-T
사물인터넷 저전력 네트워킹 기반의 광역/단거리
SG20,
통신 및 제어 기술
IETF 6lo
IoT 저전력
- 사물인터넷 저전력 단거리 유/무선 네트워킹을
WG/
네트워킹 표준
위한 6lowpan & 6lo 최적화 기술
lpwan WG,
- 사물인터넷 광역 네트워킹 기반 비면허대역 매체
ETSI,
접근관리 기술 및 lpwan 최적화 기술
ITU-R SG5

⑤

O

정보중심네트
워킹(ICN)
기반의 IoT
통신 표준

IRTF
ICNRG

②

O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루투스 5.0 기반
블루투스 기반
메쉬 네트워킹 기술
메쉬네트워킹
- 사물인터넷 저전력 블루투스 기반 메쉬 네트워킹을
표준
위한 최적화 기술

IETF 6lo
WG,
Bluetooth
SIG

⑤

X

사물인터넷
인지 기반 사물인터넷 자율형 네트워킹 표준
자율형
- 상황인지 기술 기반 사물인터넷 자율 구성 및
네트워킹 표준
네트워크 운영 기술

IETF 6lo
WG,
ITU-T
FG-AN

①

X

사물인터넷 서비스와 장애인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ITU-T
간 상호연동 표준
SG20,
- 사물인터넷 활용 장애인 보조기기 간 상호 호환성
JTC1
인터페이스 표준
SC35,
-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장애인 보조기기 연동 인터 ISO TC173
페이스 표준
SC2

⑤

O

사물 협업 기반의 자가 진단보정과 학습을 통해
OCF Core,
분산협업 지원 스스로 진화하는 사물지능 및 협업지능 기술
oneM2M
- 사물인터넷 이기종 디바이스 연동 기술
스마트 IoT
SDS
디바이스 표준 - 사물인터넷 사물지능 기술
- 사물인터넷 분산지능 협업 기술

③

O

IoT 접근성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표준
디바
이스

Target
SDOs

스마트 조명 및 에너지 전력 신서비스 관련 요구사항
및 구조, 정보 모델링 기술
IEC TC34,
- 가정, 및 빌딩 내부 스마트 조명 연동을 위한 기기
JTC1
및 리소스 정보모델링 표준
SC21,
- 스마트 공공 조명 서비스를 위한 구조 및 기기,
OCF
리소스 정보 모델링 표준
SHWG/CT
- 소규모 수용가 대상 수요반응(DR) 서비스를 위한
WG,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정보모델링 표준
OMA
- 지능형 수요관리를 위한 에너지 정보 상호교환
기술 표준

스마트
조명/에너지
서비스 표준

네트
워크

표준화 내용

다양한 이종 사물 네트워크 간 통신을 위한 정보
중심네트워킹(ICN) 기반의 사물인터넷 통신 기술
- 정보중심의 사물인터넷 네트워킹을 위한 네임
변환서비스(NRS)에 대한 요구사항 및 기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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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지능형 SoC, (복합)센서모듈, 자동화된 환경 및
바이오센서, 통신모듈을 기반으로 경량형 데이터
JTC1
군집지능 지원
분석 및 판단, 군집 지능을 제공하는 IoT 디바이스
SC25,
지능형 IoT
기술
IEC TC47/
디바이스 표준
- 군집 지능 알고리즘 기술
TC113
- 경량형 데이터 분석 및 판단 기술

②

O

스마트조명, 스마트센서, 스마트스위치, 스마트
컨트롤러, 조명환경 분석 및 판단, 지능 알고리즘을
스마트조명
포함하는 스마트조명 디바이스 기술
디바이스 표준
- 센싱 데이터 분석 및 판단 기술
- 환경 및 사용자 적응형 조명 제어 알고리즘

⑤

X

IoT 기반 텔레코일 및 유도 루프 시스템 표준
IoT 유도 루프 - 난청인(보청기, 인공와우 사용자)을 위한 IoT 기반
ITU-T
시스템 표준
히어링 유도 루프 시스템 기술
SG16/SG20
- 사물인터넷 기반 다중시설 히어링 루프 기술

②

X

IoT 디바이스 보안 설정과 디바이스 상태 자율진단
기술
OCF Sec
IoT 디바이스
- IoT 디바이스 간의 보안통신채널 설정
WG,
보안설정 표준
IETF Core
- IoT 디바이스 소유권 및 접근권한 설정
- IoT 디바이스 상태 자율진단 및 복원

②

O

IEC TC34

IoT 단말, 네트워크, 서비스 보안을 포함하는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 IoT 디바이스 자율보안 및 자율인증
- IoT 통합 보안을 위한 이종 플랫폼 상호연동 인터
페이스
-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에 대한 글로벌 사실표준
개발

OCF Sec
WG,
oneM2M
SDS,
ITU-T
SG17

⑤

O

블록체인을 IoT 보안/인증의 기반기술로 이용하는
프레임워크
블록체인 기반 - 블록체인기술 기반으로하는 IoT기기-IoT서비스 상호
인증 인터페이스
IoT 보안
프레임워크
-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접속기록 변조 방지 및 확인
인터페이스
표준
- 탈 중앙화 공공개방망 IoT 단말접속 보안 기술
- 블록체인 기반 버티컬 IoT 보안 프레임워크

ITU-T
SG20,
oneM2M
SDS,
IEEE-SA,
FIDO
Alliance

⑤

X

ITU-T
SG20

②

X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보안

Target
SDOs

표준화 내용

경량형 IoT
디바이스를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자원 제약이 많은 경량형 IoT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한 보안 기술
- 펌웨어 암호화 및 보안 취약점 모니터링
- 센싱 데이터 무결성 보장
- 경량 인증 및 암호화 기술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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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표준화전략맵 사물인터넷 분과에서는 ITU-T, ISO/IEC JTC1
등 공식표준화기구와 OCF, oneM2M 및 IETF/IRTF 등 사실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 산업적 파급효과 및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항목 위주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
- (IoT 서비스 융합 데이터 모델 표준) 사물인터넷 표준화 기구들은 각기 다른 데이터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이한 데이터 모델은 이종 플랫폼과 서비스간 단말-서비스 연동에 주요한
방해요인으로 작용. 각 산업군별 표준기구의 상이한 모델의 일원화와 중복 정의 등을 피하기
위하여 IoT 서비스 통합 데이터 모델이 제안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제정시 영향력이 지대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철도 IoT 서비스 표준) 철도 분야는 국내에서 설치되고 있는 LTE-R 철도통신시스템에
적용의 목적 이외에도, 스마트철도, 스마트스테이션(기차역) 등에 적용될 IoT 단말·서비스
표준과 스마트시티 등 주요 스마트 서비스와 철도 IoT 서비스의 연동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IoT 서비스 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준) 다양한 IoT 제품과 서비스가 실용화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여
기술개발에 따라 상대적인 격차가 더욱 심화.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비대면 환경이 확대
되면서 온라인 정보를 취득하고 소비하는 영역이 삶의 질에서 생존의 문제로 확대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 이에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접근성을 준수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경량형 IoT 데이터 분석 기술 표준)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높은 처리 능력이 요구되는 환경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경량형
인공지능 기술이 요구됨. 따라서, 경량형 인공지능 기술의 하나로 학습과 함께 예측(추론)
서비스를 위한 경량형 IoT 데이터 분석 기술 표준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기계학습 기반 IoT 네트워크 관리 표준) 복잡한 IoT 네트워크 관리를 기계학습 기반 솔루션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여러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논의가 시작됨.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IoT
네트워크에서 기계학습 기반 네트워크 관리 및 트래픽 제어를 위한 요구사항 및 유즈케이스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비대면 무인 배송을 위한 IoT 융합 서비스 표준) 코로나-19와 같은 비대면 환경에서는 무인
배송 서비스가 요구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라스트마일 구간에서 비대면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 디바이스 연동 프레임워크, 프로토콜 및 데이터 모델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IoT 플랫폼 연동을 위한 브릿징 표준) IoT 플랫폼의 동향은 Apple, Google 등과 같이 자사
기기/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관련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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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컨소시엄에서 오픈 표준 및 오픈소스 참조 구현물을 개발 및
보급하는 추세(OCF, OMA LWM2M 등). OMA LWM2M를 기반으로한 에너지 IoT(e-IoT)
국가 표준이 제정. 스마트시티, 수요반응 서비스 등 가전과 같이 가전 기기를 연동이 필요한
상황이며, 주요 가전사들이 OCF를 도입함으로써 스마트가전 연동 표준으로 OCF가 각광받고
있음. 따라서 OCF와 LWM2M 플랫폼간 연동 표준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IoT 플랫폼과 이동통신망 연동 표준) oneM2M에서는 3GPP Rel-13의 M2M/IoT 연계 기술을
oneM2M 연동 API로 제공하여, oneM2M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3GPP
네트워크에 직접 엑세스하지 않고 oneM2M API를 통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스마트시티와 같이 대규모 IoT 디바이스를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구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5G 이후의 이동통신의 주요 시장 목표인 스마트공장 등에 활용이 예상되어 IoT 플랫폼과
이동통신망과의 연동 필요성이 중가하고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IoT 플랫폼 코어 네트워크 연동 검증 표준) 3GPP의 T8 인터페이스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oneM2M에서는 T8 인터페이스와 연동 가능한 NIDD API 표준화가 진행 중. 해당 연동 표준을
기반으로 5G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3GPP 단말, 코어 네트워크 그리고
oneM2M 서비스 플랫폼 간 상호 연동 검증 기술과 표준이 상용화에 필요하게 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IoT 데이터 유통 거래 플랫폼 표준) IoT 플랫폼은 다양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수집된 데이터를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는 유통 거래 기술을 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사물인터넷은 제한된 전력공급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초소형,
초경량, 초저전력 기술 기반의 디바이스 간 상호 연결을 위해 저전력 단거리 및 광역 네트워킹
및 최적화 기술이 핵심 전략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정보중심네트워킹(ICN) 기반의 IoT 통신 표준) 다양한 이종 사물 네트워크 간 통신 지원을
위해 기존의 IP 네트워킹 기술은 구조적 한계 및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서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인 정보중심네트워킹(ICN) 기술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을 구현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IoT 접근성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표준) 장애인을 위한 IoT 서비스 접근성 보조기기는
점자입출력장비, 스크린리더, 블루투스 보청기 등 장애 특성별로 다양한 기기들이 개발되어
상용화되어 있으나, 기기의 인터페이스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IoT 서비스에
범용으로 연결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접근성 보조기기 간의 연동도
불가능한 상황. IoT 서비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PC, 모바일 기기 등 개별 ICT 기술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매립형 터치 인터페이스, 키오스크, 인공지능 스피커 등 그 형태가
다양하며, 기술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한 범용성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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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이며,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는 IoT 서비스의 접근성 보조기기의 범용화가
필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분산협업 지원 스마트 IoT 디바이스 표준) 사물인터넷은 점점 엣지 네트워크/디바이스로
응용기능이 실시간 분산 처리되고, 하드웨어와 다양한 응용 플랫폼이 오픈 소스화되어
개인화 및 산업용 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IoT 디바이스의 지능화와 분산협업에
따른 IoT 플랫폼과의 구조적 연계성 및 지능·자율화를 위한 플랫폼과의 협업 등 진화하는
IoT 기술에 맞는 선도적인 분산협업 IoT 기술 표준화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군집지능 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사물인터넷은 점점 엣지 네트워크/디바이스로
응용기능이 실시간 분산 처리되고, 하드웨어와 다양한 응용 플랫폼이 오픈 소스화되어 개인화
및 산업용 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IoT 디바이스의 지능화와 서비스 다양화 및 최적화
요구에 따른 지능형 SoC, 센서모듈, 통신모듈과 이를 활용한 경량형 데이터 분석 및 판단, 군집
지능 알고리즘 등을 통하여 스스로 진화하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IoT 기술로의 발전이
예상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IoT 디바이스 보안설정 표준) IoT 디바이스를 IoT 네트워크에 등록하여 보안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IoT 디바이스의 소유권 설정과 보안 설정에 관련된 기술 표준이 필요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다양한 연결이 제공되는 IoT 환경에서 단말, 네트워크, 서비스
보안 전체를 포함하는 통합 보안 프레임워크를 글로벌 표준 플랫폼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ICT 융합서비스 관련 분과가 신설됨에 따라 2018년 사물인터넷 분과의
중분류 항목 중에서 스마트팜을 이전하여 작업하고, 중분류 항목 중에서 보안 역시 관련 보안
전문분과가 별도로 작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전하여 작업. 그리하여, 본 사물인터넷 분과 표준화 항목
중분류를 사물인터넷 생태계 기본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IoT 서비스, IoT 플랫폼, IoT 네트워크, IoT
디바이스 4개의 분류로 나누어 작업을 진행
- Ver.2021(2020년)에서는 융합보안 분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보안 이슈가 각 표준화
전략맵별 이슈에서도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어 IoT 보안표준이 중분류로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따라서 IoT 서비스 기술, IoT 플랫폼 기술, IoT 네트워크 기술, IoT 디바이스
기술, IoT 보안 기술과 같은 5개의 중분류로 나누어 작업을 진행
- Ver.2022(2021년)에서도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구성하는 5대 요소 즉,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보안”을 중심으로 중분류를 설정하고, 초연결화/지능화/자율화의 단계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물인터넷 기반의 ICT 융합기술들을 중심으로 표준화 중점항목 선정 및
전략수립을 위한 작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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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 Ver.2022 신규항목
구분

서비스

플랫폼

Ver.2020

Ver.2021

Ver.2022

-

-

IoT 서비스 융합 데이터
모델 표준*

철도 IoT 서비스 표준

철도 IoT 서비스 표준

철도 IoT 서비스 표준

IoT 서비스 접근성 표준

IoT 서비스 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준

IoT 서비스 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준

-

경량형 IoT 데이터
분석기술 표준

경량형 IoT 데이터 분석
기술 표준

-

기계학습 기반 IoT
네트워크 관리 표준

기계학습 기반 IoT
네트워크 관리 표준

-

-

비대면 무인 배송을 위한
IoT 융합 서비스 표준*

IoT 서비스 통합 데이터
모델(oneDM) 표준

IoT 서비스 통합 데이터
모델(oneDM) 표준

-

-

무인기(UAV)지원 IoT
서비스 표준

-

-

크로스-도메인 디지털
트윈 페더레이션 표준

-

디지털 트윈 표준

-

-

핀테크 IoT 서비스 표준

-

-

IoT 플랫폼 연동 표준

IoT 플랫폼 연동 표준

IoT 플랫폼과 이동통신망
연동 표준
IoT 플랫폼 코어 네트워크
연동 검증 표준

IoT 플랫폼과 이동통신망
연동 표준
IoT 플랫폼 코어 네트워크
연동 검증 표준

-

-

-

IoT 플랫폼의 서비스
사용자 지원 표준

-

이종 IoT 플랫폼 상호
연동 및 시맨틱 인터워킹
기술 표준

-

-

IoT 플랫폼 시맨틱 표준

-

-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

정보중심네트워킹(ICN)
기반의 IoT 통신 표준

정보중심네트워킹(ICN)
기반의 IoT 통신 표준

네트워크

IoT 플랫폼 연동을 위한
브릿징 표준
IoT 플랫폼과 이동통신망
연동 표준
IoT 플랫폼 코어 네트워크
연동 검증 표준
IoT 데이터 유통 거래
플랫폼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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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Ver.2020

Ver.2021

Ver.2022

IoT Edge Computing 표준

IoT Edge Computing 표준

-

-

IoT 서비스를 위한
분산-협업 엣지 컴퓨팅
표준

-

LPWA IoT 통신 표준

-

-

IoT 접근성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표준

IoT 접근성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표준

IoT 접근성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표준

-

분산협업 지원 스마트 IoT
디바이스 표준

분산협업 지원 스마트 IoT
디바이스 표준

-

-

군집지능 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스마트 센서 디바이스 표준

-

-

IoT 디바이스 탐색 표준

-

-

IoT 디바이스 보안 설정
표준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IoT 디바이스 보안설정
표준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

-

디바이스

보안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블록체인 기반 IoT 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 기술간 연계도

-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철도 서비스) 회사원 A씨는 회사 업무로 고속철을 이용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고 한다. 스마트폰으로 기차표를 구입하고 고속철 역에 도착함과 동시에 A씨는
스마트폰과 역사의 안내표시를 통해 탑승하고자 하는 기차로 안내된다. A씨의 기차는 서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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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 스마트열차이고 지능형 철도 운영시스템에 의해 자동 제어되어 운영되고 있다. A씨가
선택한 좌석은 A씨가 선호하는 형태로 자동 조정되고, A씨의 스마트폰은 기차에 설치된 차상
무선 네트워크에 자동 접속되어, 현재 탑승한 기차 정보와 A씨가 선호하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추천한다. A씨의 기차가 가는 길에 산사태가 일어나 앞 기차가 급정거 하였으며,
자동으로 상황을 인지한 철도 운영시스템은 A씨의 기차의 속도를 조절하고, 열차 운행시간을
조절한다. 이 상황은 A씨에게 자동 안내되고, A씨는 해당 상황을 부산 지사에 알려 일정을
조정한다. 기관사인 B씨는 고속철의 운영을 위해 기관차에 탑승했고, B씨의 이동통신 단말은
자동으로 고속철을 인식하여 B씨의 운전권한과 아이디 등으로 기관사를 인증한다. B씨는
고속철을 운전하는 중에 고속철 자동 제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주요 구간을 자동으로
운전하며, 기관사 및 여객차의 상황이 자동으로 체크되고 있는 정보를 기관차의 스크린을 통해
상시 전달받는다. 운행중 앞 선로에 이상이 자동 감지되고, 열차 트랙이 현재 트랙에서 예비
트랙으로 자동 배정되고, 기관사는 운영 상황을 체크, 보고한다. 지능형철도 운영시스템의
역무원 C씨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열차들의 위치와 철로 상태 등의 데이터를 시스템에 연결된
센서와 감지장치, 드론 등을 통해 수집된 종합정보 스크린을 통해 상시 감시하고, 이상 발생시
현지의 상황을 실시간 비디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차 앞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상황은 실시간 비디오로 역무원 C씨, 기관사 B씨 및 인근 경찰대원 D씨, 소방대원 E씨 및
행정공무원 F씨에 전달되고, 각 담당자는 이상상황 대처를 위한 그룹으로 편성되 자동
그룹통신 등의 스마트철도 운영시스템을 통한 협업에 의해 이상상황에 대처한다.
-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대중 교통 관련 서비스) 시각장애인 G씨는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다. 오늘도 G씨는 스마트폰과 연동된 차세대 흰지팡이를 이용하여 음성안내를
받아 정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류장에 도착하면 스마트 정류장시스템은 시각장애인이
정류장에 진입했음을 인지하고 G씨가 탑승할 버스의 도착정보를 G씨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G씨가 이용할 버스가 진입하면 스마트폰으로 해당 버스가 도착했음을 알려주고
탑승을 돕는다. G씨가 탑승한 버스운전자는 시각장애인이 버스에 탑승했음을 확인하고 운행에
안전한 상황인지를 확인한다. G씨가 원하는 정류장에 도착하면 버스는 G씨의 스마트폰으로
도착했음을 알리고 하차하는 안내를 전달하여 안전한 하차를 돕는다. 버스운전자는 G씨가
하차함을 확인하고 버스는 다음정류장으로 이동한다. G씨는 스마트폰에 기등록한 프로파일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최적화된 정보의 취득과 사용이 가능하고 버스정류장과 같은
대중교통수단과 환경이 G씨의 프로파일을 활용하여 능동적이고 맞춤형의 대중교통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헬스 보조기기 관련 서비스) 청각장애인 H씨는 모션센서 기반의
입력장치를 통해 수화를 인식하고 인식된 수화 명령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스마트스크린을
사용한다. H씨의 이 기기는 사물인터넷 장애인 접근성 보조기기 표준 인터페이스를 준수하는 다양한
IoT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 특히, 현재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스마트헬스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H씨가 이용하는 스마트헬스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위한 헬스케어 UI 표준을
준수하여, H씨의 스마트스크린을 통해 B씨에게 다양한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며, 제공된
정보는 H씨가 음성이나 소리정보 없이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 촉각 등의 정보로 변환되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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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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고, 선도적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지능형 사물인터넷 적용 확산 플래그십 프로젝트」전략발표(2021.7)
-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2025년까지 3대 분야(유망, 생활, 안전)에서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 개발을 위한「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발표(20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을 발판으로 세계 친환경·디지털 시장
선점을 위한『K-뉴딜 글로벌화 전략』발표(2021.1)
· 친환경·디지털 뉴딜 분야에 5년간 30조원 수출금융,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지원
· 그린 프로젝트 해외수주 2019년 15GW → 2025년 30GW 확대
· 디지털 수출액 2019년 1,800억불 →2025년 2,500억불 달성 추진
- 식약처, 첨단의약품 혁신성장 협의체 구성함에 따른 ‘IoT 적용 의약품 상용화 지원’(202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벤처·중소·중견 기업의 신속한 ICT 기술 확보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0년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에 AI, IoT 등 31개 신규 과제를
선정(2020.5)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2020.2)
- 행정안전부는 각 행정기관이 사물인터넷(IoT)을 보다 쉽게 기획하고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2019.7)
- 사물인터넷 사업 시 정부 정책 요구사항으로 개발 및 도입자금지원이 2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도입 시 세제/법제도 지원, R&D사업 확대 등의 순으로 전망(2018.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요 기술 대상 기술 수
준 평가 및 기술 수준 향상방안 발표(2018.2]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ICT R&D 중장기 기술로드맵 2022 발표(2016.10)
-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산업화 속도와 표준 완성도를 종합․분석하여 3개 영역별 맞춤
전략 추진(2016.7)
- 미래창조과학부는 LPWA 서비스 확산에 도움이 되는 900㎒ 대역(917～923.5㎒) 출력 기준을
기존 10㎽에서 최대 200㎽로 상향하는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2016)
-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 기본 계획 발표(2014.5)

미국

- 미국 각 연방기관은 미국 지역사회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인 IoT를 교통, 에너지,
환경 등 개별부처의 목적에 따라 활용하고자 지원정책을 추진 중(2018.2)
- 11개 연방기관* 대부분 IoT 관련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 부처의 목적에 따른
R&D도 활발하게 진행(2018.2)
* 상무성,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교통부, 환경보호청, 연방통신위원회,
연방통상위원회, 국립과학재단, 과학기술정책실
· 각 연방기관은 안전성, 보안성, 프라이버시, 상호 운용성 등 IoT의 주요 이슈를 관리·운영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개발 등도 추진
- 연방 기관들은 공모, 펀딩, 현물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 지역사회의 IoT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나, 연방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한 상황. 이에, 각 연방기관 및 지역은 민간
자금 확보, 지역간 연계 등을 통해 부족한 자원을 상쇄하고자 노력(2018.2)
- 미 상원, 사물인터넷 국가전략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2015.10)
- 미국 대통령 자문기구인 PIF(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에서는 미국 내의 각 사업 및
산업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 구축되고 있는 CPS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는 CPSNet
구축을 지원(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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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일본

- 문부과학성, ‘인재육성국가건설’ 비전 하에 2021년 예산(안) 발표(2020.9)
· 2021년 예산에서 과학기술 예산은 1조 2,427억엔으로 작년 대비 2,665억엔 증가
· Society 5.0을 실현하여 미래를 개척하는 혁신 창출 및 기반 강화
- 일본 정부는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추진 발표(2019.11)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산업기술환경분과회는 연구개발 혁신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6대
정책 방향 및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2019.10)
- 글로벌 이슈인 4차 산업혁명과 일본 재흥전략의 핵심인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총 1,294.6억엔의 ICT R&D 예산을 분야별로 배정(2018.1)
-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가기위한 10방안으로 산업경쟁력회의를 개최하여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인「2016 일본 재흥전략*」을 발표(2016.5)
- 사물인터넷 사업 지원 건수를 2015년 대비 6배로 늘리고 1,400억원 투입(2016.4)
- 경제산업성, 총무성은 IoT·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미래성장동력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IoT추진 컨소시엄’을 출범 전방위적 지원 가속화(2016.10)

유럽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야를 아우른 ‘유럽 디지털
시대 전략’ 공개함에 따른 데이터 단일시장 구축 계획(2020.2)
· 정책안은 데이터 단일시장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 데이터 전략과 AI기술의 윤리적
이용을 강조하는 인공지능 백서로 구성
· EU집행위는 향후 5년간 유럽의 디지털 정책은 △사람을 위한 기술, △공정경쟁경제, △개
방적·민주적·지속가능한 사회에 가치를 두고 시행될 것을 목표
- ‘IoT의 역동적이고 신뢰도 높은 발전을 위한 정책 옵션(2013)’을 통해 IoT 정책 시행 중이며,
2016-2017프로젝트 이후 지능형 공장, 임베디드 AI, 머신러닝 등 Cognitive IoT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IoT 발전을 추진 중(2013.8)
· (HORIZON Europe) Horizon 2020 후속 사업으로 과학기술 기반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사회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부터 7년간 6개의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 에너지 교통 클러스터 분야를 중심으로 IoT 기술이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IoT 플랫폼, 인프라 및 실증 서비스 구축과 관련된 과제를 시작
· (영국) 사물인터넷으로 창의적인 상품 생산, 더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희소자원을 더욱
절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 설정
※ ‘사물인터넷 비전 및 행동 권고안’ 발표(角)
·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추진(2015.6)을 통해 폭넓은 정치적/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제조 공정 디지털화 전략 개선 및 가속화 추진

중국

-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 7대 중대 연구계획과 1개 공동펀드 프로젝트 지침서를
마련(2020.9)
· 극한 조건의 전자기 에너지 장비 중대 연구
· 미래 산업 인터넷 기초 이론과 핵심기술 연구
· 중국 대기 복합 오염의 형성 원인과 대응 메커니즘에 대한 기초 연구 등
- 중국우주당국, 사물인터넷망 구축 위한 통신위성 2기 발사 성공(2020.5)
- 중국 우하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 투자를 예고한 ‘신(新)
인프라’(정보인프라, 융합인프라, 창신인프라)의 세부 계획을 발표. 그 중, 차세대정보기술
전환 인프라를 제시했는데, 5G·사물인터넷·공업인터넷·위성인터넷 등의 통신인터넷 인프라를
포함
-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기술 등을 기존산업과 접목하여 산업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도모하는 ‘인터넷 플러스 전략 추진’(2015)
※ 창업·혁신, 제조, 농업, 에너지, 금융, 민생,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생태환경, 인공지능
등 새로운 산업모델 창출이 가능한 11개 중점분야 선정·구체적 행동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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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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3%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서비스]
¡ (IoT 서비스 융합 데이터 모델 표준) 통합 데이터 모델을 직접적으로 적용한 서비스의 개발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각 표준화 기구별 기술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 진행 중
- LG전자
· 독자 기기 간에도 파편화된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표준화하기 위한 내부 작업을 완료하고, 외부
기기들과의 연동을 고려하여 업체 고유 기능을 제외한 기본 기능들에 대한 프로파일을 개발
- 삼성전자
· IoT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자 기기 프로파일을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 연동을 고려하여
표준을 준수한 프로파일에 기본 기능을 반영하는 작업을 수행
- ETRI
· 3D 프린터의 원격지 사용을 위한 3D 프린터의 데이터 모델을 적용한 클라우드 기반 3D
프린팅 서비스의 개발 완료
- 헤리트
· 스마트캠퍼스 개발의 일환으로 서비스 및 관련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정의하고 oneM2M에
표준화 완료
¡ (철도 IoT 서비스 표준) 철도 분야는 고속철도에 적용하기 위한 LTE 기반 고속철도통신
(LTE-R)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지하철까지 전국권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철도
디바이스의 프로파일 표준 제정도 같이 진행 중. 스마트스테이션 사업의 점진적인 진행으로
철도 IoT 디바이스-서비스의 개발이 진행 중
- KT
·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원주-강릉의 KTX 건설과 함께 LTE기반 고속철도통신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철도 단말 프로파일을 정의
- 서울교통공사
· 2020년 서울지하철 2호선에 열차 고장을 IoT 기술로 예측할 수 있는 ‘전동차 상태기반
정비 시스템(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을 개발, 2호선 차량기지에 구축했음을
발표
- 철도시설공단
· 2022년 말까지 경강선 서원주~횡성 11km 구간에 IoT 시스템을 구축해 철도 주요 시설물의
상태(변위, 응력, 온도, 미세먼지 등)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실용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
실시, 향후 전국 철도시설에 도입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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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서비스 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준) 이동통신 3사(KT, SKT, LG U+)는 기존의 인터넷
환경에서 인공지능(AI 스피커)와 사물인터넷을 연동하여 장애인 편의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 중이며, 고령자 특히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등에 IoT를 활용하여 지방자치
단체, 사회적기업과 함께 서비스를 운영 중. 스마트 지킴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치매
어르신에 대한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
- 삼성전자
· ‘삼성봇 케어’는 기존의 노약자 돌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일정 건강관리 교육
등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착용형 보행 보조 로봇 ‘젬스(GEMS)’ 등의 연구도 지속하고
있으며 ‘빅스비 비전’은 바로 읽어주기, 장면해설, 색상 감지 등 시각장애인 돕기 기능 제공
- KT
· 반려로봇 등은 AI로봇 서비스, AI와 IoT를 활용한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개발
- SKT
·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팜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 지킴이’로 장애인 근로자 안전 출퇴근 지원
- LG U+
·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홈IoT(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청각장애인과 최중증
장애인 3,000가구에 무상지원. 장애인용 AI 비서, 음성 지원 서비스, 시각 보조 앱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
¡ (경량형 IoT 데이터 분석 기술 표준) ETRI를 중심으로 자원 제약적인 IoT 디바이스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량형 IoT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 중이며, 삼성전자에서는
On-Device 학습 및 추론을 위한 AI 프로세서 기술을 개발 중
- 삼성전자
· SoC에 NPU(Neural Processing Unit)를 탑재한 AP인 Exynos 9(9820)을 출시하는 등 NPU를
탑재한 AP를 이용하여 서버를 거치지 않고 모바일 기기에서 자체적으로 On-Device AI를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 중
- ETRI
· 네트워크의 단절이나 통신요금의 절감, 저지연을 통한 빠른 응답 제공을 목표로 IoT
디바이스에서 독립적인 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딥러닝 알고리즘 경량화 및 경량
인공지능 추론장치를 개발 중이며, 대전 상수도본부의 상수도 관리에 적용하기 위하여 협의 중
¡ (기계학습 기반 IoT 네트워크 관리 표준)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기존 IoT 네트워크 관리에
기계학습을 이용한 장애 예측 기술을 도입하여 골든 타임 내에 장애 복구 및 네트워크 관리
전문가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 중
- KT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기계학습 기반 IoT 네트워크 관리 기술을 시연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운용 전반으로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중
- ETRI
· Massive IoT 디바이스와 대용량의 IoT 데이터 트래픽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사용자와
디바이스에 근접한 IoT 에지 노드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하여 디바이스 관리와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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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무인 배송을 위한 IoT 융합 서비스 표준) 라스트마일 구간이나, 빌딩 내 비대면 배송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조사 및 서비스 업체별 독자 규격을 사용
개발 및 서비스를 적용 중
- KT
· 빌딩 내 무인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자율주행, 자동충전, 승강기 연동 및
주행환경을 맵핑 기술을 적용 중
- 우아한 형제들, 한화
· 실내 자율주행 배달 로봇개발 및 시범서비스를 적용 및 우아한 형제들은 실내 공간의 서빙
로봇 렌탈 서비스를 운영 중
- LG전자, 현대로보틱스, 원익로보틱스, 유진로봇, 로보티즈
· 다양한 장소 및 환경에 필요한 배송 로봇개발 및 배송 시범서비스 적용 중
- 현대엘리베이터, 엠투엠테크
· 배송 로봇과 승강기 연동을 위한 승강기 관리 기술을 개발 및 시범서비스 적용 중
[플랫폼]
¡ (IoT 플랫폼 연동을 위한 브릿징 표준) 주로 ETRI를 중심으로 OCF와 타 사물인터넷 생태계와의
연동을 주로 개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유즈케이스를 기반으로 요구되는 연동을
위한 브릿징 표준 개발 중
- ETRI
· OCF에서 BLE 기술에 대한 브릿징 기술을 개발하는 BLE-Bridging PG를 결성하여 관련
표준을 개발하였으며, 2020년도에 BLE 디바이스와 연동기술개발을 완료. Cloud gateway
기술을 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
· 국민 DR(Demand Response) 서비스 활성화의 핵심은 Auto-DR를 가능하케 하는 DR사업자의
스마트가전 연동을 위한 OCF와 OMA LWM2M 브릿징 기술개발 중
- HDC
· OCF를 기반으로 실증사이트에 들어갈 브릿징 시제품을 개발 및 실증 준비 중
¡ (IoT 플랫폼과 이동통신망 연동 표준) oneM2M 상용 플랫폼 개발 및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 구축 및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이동통신망 연동 기능을 추가하여 다른 IoT 기술과는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추진 중
- 엔텔스
· 2018년에 NIDD, QoS 등 3GPP SCEF을 통한 oneM2M 연동 기능 개발 완료 및 해외
이동통신 사업자와 PoC 수행 완료. 2019년에는 T8 인터페이스 개발 적용 완료
¡ (IoT 플랫폼 코어 네트워크 연동 검증 표준) oneM2M 기반 서비스 플랫폼과 3GPP 단말의
상호연동 검증 오픈랩 등을 제공하여 상용화 지원 중
- SKT
· LoRa 단말 연동이 가능한 oneM2M 기반 IoT 서비스 플랫폼인 ThingPlug에 3GPP
Cat.M1 및 LTE-M을 추가하여 oneM2M과의 연동성을 검증하는 Open House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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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데이터 유통 거래 플랫폼 표준) oneM2M 표준을 활용하거나 확장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개발
- KETI, 유라이크
· oneM2M 표준 플랫폼 인터페이스를 확장 개발하여 oneM2M 플랫폼과 연동하는 IoT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포털 개발 완료
- N2M
· 고양 스마트시티 데이터를 oneM2M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포털 개발 완료
[네트워크]
¡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광역 저전력 네트워킹 분야에서는 ETRI 등을 중심으로 국내
MAC/PHY 기술 개발을 통해 서비스 적용을 추진 중이며, 단거리 저전력 네트워킹 분야에서는
ETRI 중심으로 NFC 기반 인터넷 통신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
- ETRI
· 비면허대역 LPWA 기술 개발 및 국내 기업 중심의 사설망 기반 차별적 서비스를 추진 중
· NFC 기반 인터넷 통신 최적화를 위한 적응계층 프로토콜 기술을 개발 마무리 중에 있으며,
사물인터넷 저전력 네트워킹 활용방안 및 유즈케이스 연구를 통해 네트워크 기술보급 추진 중
- SKT
· Semtech사 LoRa기반 비면허대역 LPWA 서비스와 원격검침 서비스를 추진 중
- LGU+, KT
· 신뢰성을 강점으로 하는 면허대역 3GPP의 NB-IoT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칩셋 개발을
성공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확산 추진 중
¡ (정보중심네트워킹(ICN) 기반의 IoT 통신 표준) 다양한 이종 사물네트워크 간 통신을 위한
정보중심네트워킹(ICN)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통신 기술은 ETRI를 중심으로 개발 중
- ETRI
· 정보중심네트워킹(ICN) 기술을 활용하여 IoT 센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개발
· 대규모의 IoT 디바이스 간의 고품질 정보 연결을 위하여 정보중심네트워킹(ICN) 기반의
네임변환서비스(Name Resolution Service, NRS)를 개발하여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
· 사물인터넷에서의 이벤트 기반 응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ICN의 대표적인 구현 방식인
NDN(Named Data Networking) 기반으로 Pub/Sub(Publish/Subscribe) 통신을 개발
[디바이스]
¡ (IoT 접근성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표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보드, 점자 스마트워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IoT 보청기, 수화통역 서비스 단말(릴레이 서비스), 지체장애인을 위한
입력보조기기(동공 마우드 등) 등 다양한 접근성 보조기기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각기 독자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 하드웨어적으로는 블루투스, Zigbee, USB 등 표준 인터페이스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공통된 프로토콜이나 표준 데이터 교환체계가 없어 기기 상호 간, 서비스 체계 간 연동이
불가능하며 특정한 플랫폼에서만 기기 활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표준 프로토콜 및 데이터 체계의
표준화가 필요
2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NIA
· 장애인 접근성 보조기기 개발지원사업 등을 통해 매년 시각, 청각, 지체 분야의 장애인
접근성 보조기기의 개발을 수행 중
- 닷
· 전자식 점자판이 달린 스마트워치인 ‘닷워치’를 개발하여 상용화
- SKT
· LoRa와 GPS 측위를 이용하여 발달장애인 대중교통 출퇴근 경로 확인 장치 ‘스마트 지킴이’ 보급
¡ (분산협업 지원 스마트 IoT 디바이스 표준) 삼성전자, LG전자는 홈 오토메이션을 목표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가전 및 IoT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Global 수준의
손목 착용형 웨어러블 단말 및 지능형 환경케어 관련 기기 출시 중
- 삼성전자
· 스마트싱스 클라우드를 통해 조명, 센서, 카메라, 빌트인 가전까지 가정 내 모든 가전을
연결하고 지능적인 비서 Bixby를 통해 음성인식 서비스 제공. 연결된 다양한 디바이스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인 맞춤형 시나리오 제공. 웨어러블 단말인 갤럭시 워치 연동
· 노트북 신제품에서도 스마트싱스 앱을 통한 홈 제어(조명, 난방) 강조하고, 2021년에는 B2B를
통한 신축 아파트 5만가구에 스마트싱스 홈 IoT 구축하는 등 전 사업부에서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 서비스 강조
- LG전자
· 씽큐(ThingQ)는 TV, 로봇청소기, 에어컨 등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고 앱을 통해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 2018년 스마트워치 W7을 출시하고 있으나, 씽큐와 연동은 지원하고 있지 않음
· 씽큐 앱을 통하여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인덕션, 냉장고 등 모든 가전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케어 서비스를 추가하여 제품 이력 관리를 제공
- ETRI
· 2018년부터 KETI와 함께 마이크로서비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IoT 디바이스 간의 분산
협업 기술 및 태스크 오케스트레이션, 태스크 오프로딩을 지원하는 경량형 사물인터넷
프레임워크 개발 중이며, 2021년 하반기 오픈소스로 공개 예정
¡ (군집지능 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사물지능이 가능한 지능형 IoT 디바이스를 위한
IoT용 SoC(System oc Chip)와 다양한 종류의 센서 제품들이 개발 중
- 삼성전자
· 장거리용 ‘엑시노스 i S111’(LTE 모뎀 기반), 중거리용 ‘엑시노스 i T200’(와이파이 기반)에
이어 단거리용 ‘엑시노스 i T100’을 선보이며 장·단거리를 아우르는 엑시노스 IoT 솔루션
라인업을 구축
· 모바일 SoC안에 독자 NPU(Neural Processing Unit)를 탑재한 ‘엑시노스 9(9820)’을 선보였으며,
향후 모바일부터 전장, 데이터센터, IoT 등까지 IT 전분야로 NPU 탑재를 확대할 계획
· 자율형 IoT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눈으로 불리는 이미지센서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0.7㎛ 픽셀 이미지
센서 개발 및 생산. 코로나에 따른 언택트 시대에서 이미지 센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추세
- SK하이닉스
· 삼성전자에 이어 0.7㎛ 픽셀의 6400만 화소 이미지센서를 2021년 출시 목표로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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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MEMS 압력센서, MEMS 9축 모션센서, 마이크로폰, 복합광센서, 자기센서 등이 정부
(산업부) 주도의 첨단센서사업을 통해 국산화 개발 추진 중
[보안]
¡ (IoT 디바이스 보안설정 표준) IoT 하드웨어 고유 특성에 기반한 IoT 디바이스 보안 오픈
패키지가 ETRI에 의해 공개되어 다수의 업체에서 사용 중이며, 향후 IoT 디바이스 보안
설정과 상태 자율진단 기술을 추가 개발할 예정
- 아이오트러스트
· 하드웨어 리소스 제약이 많은 저사양 IoT 디바이스 대상의 전용 신뢰실행환경 기술 개발
- 서울대
· IoT 디바이스 자원과 상태정보를 자율 진단하여 이상상황을 탐지하고 정상 복원하는 기술
개발
- ETRI
· OCF 표준의 경량 구현인 IoTivity-Lite 2.0.5 기반의 디바이스 DNA 활용 IoT 디바이스
자율인증 플랫폼 환경 구축
¡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서비스에 따라 독립적으로 개발된 IoT 디바이스 보안, IoT
네트워크 보안, IoT 서비스 보안 기술은 향후 멀티 도메인 디바이스 및 서비스 공유가 예상
됨에 따라 IoT 통합보안 플랫폼 기술 개발로 확대
- 삼성전자
·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침입, 악성 소프트웨어 탐지 및 악의적인 위협을 방지하는 보안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보안 플랫폼 녹스(Knox) 제공
- ETRI
· 이종 IoT 플랫폼인 oneM2M과 OCF IoTivity 간의 리소스(디바이스 및 서비스 등) 접근
권한 제어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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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서비스]
¡ (IoT 서비스 융합 데이터 모델 표준) 가전사들은 외부 연동을 위하여, 이동 통신사들은 업체
생태계에 포함되는 기기 관리를 위하여 사업 모델에 따른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독자 정의하여
사용. 사업 범위 확장을 위해서는 사업자, 벤더사 간의 표준화된 디바이스 프로파일이 필요하여
oneM2M과 OCF 등은 국제 표준 가전 데이터 모델 표준을 개발. IoT 서비스를 개발 시 다양한
표준들의 혼용을 위해 표준화기구들의 데이터 모델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구간 의견을
조율한 통합 데이터 모델이 개발 중
- 일본, NTT
· 주로 에너지 및 헬스케어 관련 IoT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정의 중으로, oneM2M,
OMA 및 ECONET에 표준 제안
- 독일, Deutsch Telekom
· 홈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기들을 홈 IoT 환경에 포함하기 위한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개발 중이며, oneM2M에 표준화 추진 중
- 중국, Haier
· 중국 내 IoT 사업을 위한 독자 플랫폼(U+) 적용을 위한 독자 디바이스 프로파일 개발
중이며, OCF에 표준화 추진 중
¡ (철도 IoT 서비스 표준) 유럽에서는 철도통신 시스템의 교체시기와 맞물려 고속철도통신
서비스 기술개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 유럽, SIEMENS, Nokia, UIC
· 유럽 철도통신 시스템의 교체를 위한 기술규격 및 개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 유럽, SNCF, DB, Nokia
· 2019년 프랑스 철도(SNCF)와 독일 철도(DB, Deutsch Bahn)은 Nokia와 함께 GSM-R로
운영되고 있는 철도통신시스템과 CCTV시설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철도운영-고객서비스의
5G 이동통신망 및 사물인터넷 적용을 위한 연구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운영 중
- 유럽, ETSI, UIC
· 2035년 5G 철도 이동통신망으로의 완전 전환을 계획하고, 2021년 UIC FRMCS 기술표준
기반 PlugTest 행사를 진행하여 FRMCS 지원 기기간의 연동 테스트를 진행
- 중국, Huawei
· 중국 고속철의 확장세와 더불어 스마트스테이션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
¡ (IoT 서비스 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준) 음성인식과 AI의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상호운용을
기반으로 하는 사물인터넷 환경과 서비스에서의 접근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
- 미국, Amazon/Apple
· Amazon의 에코, Apple의 Siri와 같이 음성인식과 AI를 결합하여 스마트 기기와 함께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인터페이스로 활용하여 공간적인 제한을 극복하고 시각장애 등의
취약점을 해소하도록 접근성을 개선, 전자문서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킨들 등의 전자문서에
대한 EPUB과 접근성 표준 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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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Google
· ‘Google 어시스턴트(Goolge Assistant)’를 통해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용자
접근성을 개선
¡ (경량형 IoT 데이터 분석 기술 표준) Google, Microsoft, Amazon 같은 기업들은 서버/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벗어나 IoT 에지 디바이스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량형 IoT 데이터 분석 및 추론 기술을 개발 중
- 미국, Google
· 기존에 Tensorflow에서 자원 제약적인 IoT 디바이스에서 인공지능 추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Tensorflow Lite 개발 완료
- 미국, ARM
· Tensorflow, Caffe, PyTorch 등 다양한 인공지능 플랫폼과 연계하여 자원 제약적인 IoT
디바이스에서 인공지능 추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ARM NN(Neural Network)
SDK를 개발 완료
¡ (기계학습 기반 IoT 네트워크 관리 표준) Cisco, ZTE, Huawei 등은 기존 사람과 규칙에
기반한 IoT 네트워크 관리에서 벗어나 기계학습 기반의 IoT 네트워크 관리 기술을 개발 중
- 미국, Cisco, 중국, Huawei
· IoT 네트워크의 복잡한 상황을 관리자의 Intent에 기반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IBN(Intent-Based Networking)기술을 개발 중
¡ (비대면 무인 배송을 위한 IoT 융합 서비스 표준) 물류 로봇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배송 로봇으로 확대 적용 중
- 미국, 스타쉽 테크놀로지
· 보행로를 따라 근거리를 이동하는 실외 배송 로봇을 개발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시범서비스 및 테스트를 진행 중
- 미국, 아마존 로보틱스
· 물류 창고내에서 물건을 이동시키는 ‘카바’ 로봇을 개발 물류센터에서 활용하고 있고,
배달로봇 ‘스카우트’ 로봇도 개발 시범서비스(미국 워싱턴, 캘리포니아) 진행 중
- 미국, 로커스 로보틱스
· 자동차 부품업체, 가정용품 업체, DHL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동형 로봇을 개발하여
창고에 배치하여 서비스 진행 중
- 스위스, 스위스로그
· 병원 물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실험실 표본 및 의약품 운반을 위한 서비스 로봇을 개발
및 사업화 진행 중
- 중국, 하이크비젼
· 택배 분류 작업 처리를 진행하는 로봇을 개발하여 중국 물류 배송 서비스에서 적용 중
- 일본, 파나소닉
· 병원내 의약품 및 기타 용품 운반용 로봇을 개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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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 (IoT 플랫폼 연동을 위한 브릿징 표준) 각 생태계별로 표준개발이 완료된 후 오픈소스 참조
구현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 개발된 표준을 활용하여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용화 진행 중
- 유럽, EnOcean Alliance
· 유럽에서 자가전력 무선기술을 기반으로 IoT 표준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EnOcean
Alliance는 2019년에 OCF와의 연동기술규격 개발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참조구현 개발을
진행 중
- 이스라엘, SURE universal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홈헬스케어에 집중하여 원격진료와 관련되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IoT 게이트웨이 솔루션을 개발 중
¡ (IoT 플랫폼과 이동통신망 연동 표준) 3GPP는 Rel-13부터 MTC(Machine Type Communication)
지원을 통해 M2M/IoT 환경에서 발생할 3GPP 네트워크 이슈를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Rel-14 및
Rel-15에서는 SCEF(Service Capability Exposure Function) API, NIDD(Non-IP Data Delivery)와
같은 셀룰러 IoT 지원 기능을 표준화로 진행. oneM2M은 네트워크 상위의 IoT 미들웨어로서 해당
기능을 oneM2M 플랫폼과 연동하기 위한 oneM2M API를 표준화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oneM2M 단말이나 응용 서비스가 이동통신망이 제공하는 기능을 쉽게 구현 가능
- 미국, Convida Wireless
· 인터디지털과 소니의 합작인 Convida Wireless는 3GPP 네트워크 및 oneM2M 플랫폼
표준 인터페이스 및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 중
- 일본, KDDI
· 3GPP-oneM2M 플랫폼 연동을 활용한 이동통신망 연동 기반 Edge/Fog 지원 기능 표준 개발 중
- 중국, Huawei
· V2X 관련한 3GPP와 oneM2M 연동 기능 표준화 진행 중
¡ (IoT 플랫폼 코어 네트워크 연동 검증 표준) oneM2M에서 3GPP의 SCS/AS 기능을 수용하는
사물인터넷 플랫폼 표준화 뿐만 아니라, Non-IP 기반 SCEF T8 인터페이스 연동 기능에 대한
시험 검증 규격을 개발 중
- 미국, Convida Wireless
· 3GPP SCEF T8 인터페이스와 연동 가능한 oneM2M 기반 SCS/AS 플랫폼 개발 및 시험
기술 개발 중
¡ (IoT 데이터 유통 거래 플랫폼 표준) IoT 솔루션 업체를 중심으로 IoT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 미국, InterDigital
· 영국의 oneTRANSPORT 플랫폼은 oneM2M 플랫폼을 기반으로 교통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로 운영 중
- 독일, Bosch
· IoT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및 SDK를 개발하여 Eclipse 오픈소스 프로젝트 Bridge.IoT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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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Dawex
· 데이터 트랜잭션 거버넌스, 데이터 상품 출시, 보안 등을 제공하는 Data Exchange Portal
제공
- 글로벌, IOTA
· IoT 솔루션 연합체인 IOTA는 2019년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PoC 오픈소스 공개
[네트워크]
¡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업체 개별적으로 LPWA 통신기술 기반 서비스 확산 전략을
모색하고 및 3GPP에서 개발 완료된 NB-IoT 기반 서비스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6LoWPAN
기반 인터넷 통신 최적화 기술 표준 개발 진행 중
- 미국, LoRa, Sigfox
·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 및 플랫폼 기반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전략 추진
- 중국/미국, Huawei/Qualcomm
· 면허대역 LPWA를 위한 3GPP의 NB-IoT 칩셋을 개발 완료
- 중국, Huawei
· 저전력 전력통신(PLC)를 기반으로 IPv6 통신을 위한 적응계층 프로토콜 기술을 개발
- 스페인, Universitat Politecnica de Catalunya (UPC)
· 유럽 UPC에서 BLE기반 IPv6 메쉬 네트워킹을 위한 적응계층 표준개발 마무리 중
¡ (정보중심네트워킹(ICN) 기반의 IoT 통신 표준) 정보중심네트워킹(ICN)은 Cisco, Intel을
중심으로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로 개발이 되고 있으며, 또한 5G 무선과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통신 기술로 개발 중
- 미국, Cisco
· ICN 네임(Name)을 IP 주소에 인코딩(Encoding)해 ICN의 모든 특징을 유지하면서 IP 네트워크에
ICN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아키텍처인 ‘hICN(Hybrid ICN)’을 개발 중
· 2018년에 버라이즌(Verizon)과 같이 hICN의 기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이루었으며, 사물
인터넷 및 5G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성능과 보안을 개선할 기술로 hICN을 개발 중
- 미국, Intel
· 무선 엣지 네트워크에 정보중심네트워킹(ICN) 기술을 적용하여 무선 네트워킹을 위한
엣지 컴퓨팅 기술 개발 및 AR/VR 등을 위한 네임 기반 네트워킹 기술을 개발
- 미국, InterDigital
· IP over ICN을 개발하여 ICN 네트워크를 통하여 IP 기반 서비스를 지원
[디바이스]
¡ (IoT 접근성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표준) Microsoft, Linux, GNOME 등 운영체제 개발 업체/
기관에서는 각각 자사의 운영체제에서의 접근성 보조기기 인터페이스를 위해 API를 제공 중
- 미국, Microsoft
· PC용 운영체제에서는 Microsoft의 접근성 프레임워크(Accessibility Framework) 안에 있는
요소 API로 UI 자동화(UI Automation)를 제공하고, UI 자동화는 보조기술(AT) 제품이 공통
출력 이외의 수단으로 UI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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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USB Implementers Forum
· Microsoft, Apple, Google 등의 회사가 참여하는 USB 구현자 포럼에서는 USB HID(Human Interface
Device) 점자(Braille) 디스플레이 표준을 개발하여 점자 디스플레이의 통일된 인터페이스 규격을 제정
- 캐나다, Komodo OpenLab
· 장애인용 무선 보조장치 테클라(Tecla)를 제조·판매 중. 테클라는 장애인 입력 보조장치로
사물인터넷 연동, 휴대전화, 컴퓨터 작동 등 기능
- 영국, WeWALK
·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지팡이 제조·판매 중. 초음파 기반의 주변 감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지팡이로 시각장애인 보행 보조기기 기술
- 미국, Medtronic GUARDIAN
· IoT 기반 혈당계. 복부착용 방식으로 혈당치 수집 센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혈당 검사 및
결과 분석 기능 개발, 보급 중
¡ (분산협업 지원 스마트 IoT 디바이스 표준) RIOT, FreeRTOS, mbedOS, NanoQplus 등 MCU
기반 임베디드 운영체제, Platform IO, Arduino Create, AWS Cloud9과 같은 클라우드 IDE
솔루션, 자율적 IoT 프로세싱을 위한 엣지 프로세싱 솔루션과 시스템온칩(SoC)들이 출시 중
- 미국, Microsoft
· Azure IoT 분산 추적 서비스는 다수의 IoT 디바이스를 거치면서 발생되는 메시지 손실을
추적 컨텍스트를 사용하여 IoT 허브를 통한 메시지의 흐름 모니터링 활용
· Intel리전트 클라우드와 Intel리전트 엣지의 개념을 제시하고 애저 IoT 엣지를 제시해
클라우드 지능을 엣지 기기로 확장할 수 있음을 발표
- 미국, Intel
· 자가학습이 가능한 SNN기반의 인공지능 코어 로이히(Loihi) 발표하고 USB 기반의 실시간
분산처리 제품 Neural Compute Stick 2를 공개
- 미국, GE
· 인터넷 플랫폼 Predix를 기반으로 실시간 및 네트워크 부족 시의 대응을 위해 엣지컴퓨팅 도입
- 미국, Amazon
· 클라우드와 단절이 발생할 경우 AWS 그린그래스로 엣지 게이트웨이와 로컬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발표
¡ (군집지능 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Texas Instrument(TI), ST Microelectronics,
MAGNA, Panasoic 등에서 스마트 센서 솔루션 공급 중이며, 나노센서, 스마트더스트, TPU
등 IoT를 위한 다양한 디바이스 개발 중
- 프랑스, LETI
· 나노센서 플랫폼 기술 개발을 통해 초고집적 센서 개발 및 초저가 개발기간 단축 등의 연구를 진행 중
- 미국,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스마트더스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센서네트워크 기반의 감시정찰 기술 개발 진행 중
· 인지무선 기술 기반의 XG 프로젝트, 살아있는 곤충에 MEMS 센서를 이식하여 군사용으로
활용하려는 곤충 사이보그 프로젝트, 코넬대학 및 미시건 대학의 딱정벌레를 움직이는
센서로 만드는 Cyborg Beetle 프로젝트 등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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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실리콘랩스
· 자동화 제품 구현에 필요한 보안 기능과 2.4GHz 무선 성능, 배터리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사용한 사물인터넷용 SoC 개발
- 미국, Google
· 텐서플로 라이트 머신러닝 모델 처리 가속기인 ‘엣지 TPU’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공개.
엣지 TPU 칩은 동전 1/4 크기로 낮은 가격에 저전력 기능을 제공
[보안]
¡ (IoT 디바이스 보안설정 표준) IoT 기기 보안설정은 디바이스 제조사마다 별도의 기술과
제품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물인터넷 플랫폼 표준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제품의
경우 표준과 함께 배포된 오픈소스 솔루션을 기반으로 제품화를 진행 중
- 한국, 삼성전자, OCF
· OCF를 탑재하고 있는 자사의 가전의 설정을 위해 OCF의 보안규격에 포함된 온보딩 툴을
구현하여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
· OCF 기기에 대한 보안설정을 수행하도록 개발된 OTGC(Onboarding Tool, Generic
Client)를 오픈소스로 개발하여 배포 중
¡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자원 제약적인 IoT 디바이스에서 통합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고성능 기기 대상의 디바이스 보안 플랫폼 기술 개발이 주로
진행 중
- 영국/미국, ARM/Intel
· Cortext A급 이상의 고사양 스마트 기기에서는 ARM TrustZone이나 Intel SGX가 일반
어플리케이션과 보안 어플리케이션 모두를 지원하지만, 자원 제약적인 경량 IoT 디바이스에는
적용하기 어려움
- 독일, Infineon
· DTLS를 사용한 상호인증과 보안 통신을 제공하고 ECC256, AES, SHA256, DRNG 등의
암호 기능을 지원하는 보안칩을 고성능 IoT 디바이스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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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사물인터넷 분과 29개의 표준화 항목 중 6개 표준화 항목(철도 IoT 서비스 표준,
비대면 무인배송을 위한 IoT 융합서비스 표준, IoT 데이터 유통 거래 플랫폼 표준,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군집지능 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을
선정하여 특허분석을 진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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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9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1년 3월까지 공개된 한국/미국/일본/유럽/국제 특허를 분석대상으로 본 IPR
분석에서는 미공개 데이터가 존재하므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출원된 한국
/미국/일본/유럽/국제 특허들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 사물인터넷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국제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분석 대상 기술에 포함된 표준화 항목별 핵심키워드를 담당 분과
위원으로부터 제공받아 특허 검색식을 작성하여 분석을 진행함
< 사물인터넷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철도 IoT
서비스
표준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스마트철도, 스마트역사,

((사물* A/1 인터넷*) or (사물* A/1 통신*) or (물건* A/1 인터넷*)

스마트트랙, 스마트열차, 트랙센서,

or "지능형 사물" or "사물지능통신" or "사물 지능 통신" or

열차제어, 기관차감시, 트랙감시.

(만물* A/1 인터넷) or (물건* A/1 통신*) or "아이오티" or

플랫폼감시, 여객서비스, 철도통신,

"머신투머신" or "머신 투 머신" or "머신대머신" or "머신 대

열차통신, 무인열차, 안전관리,

머신" or "기계 대 기계" or "기계타입통신" or "기계 타입

보안감시, 안전문,

통신" or "머신 타입 통신" or "엠투엠" or "머신 유형 통신" or

Smart Railway, Smart Station,

"기계간 통신" or "기기간 통신" or "기기간통신" or "스마트

Smart Track, Smart Train, Track

사물" or "스마트 오브젝트" or "사물 웹" or "사물웹" or

Sensor, Train Control, Locomotive

(유비쿼* A/1 (센서 or 네트워크)) or "iot" or "ioe" or "i-o-t" or

Monitoring, Track Monitoring,

(internet* A/1 thing*) or (internet* A/1 everything) or "m2m" or

Platform Monitoring, Passenger

"machine to machine" or "machine-to-machine" or "onem2m"

Service, Railway Communication,

or (ubiquit* A/1 (sensor* or network*)) or "MTC" or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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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핵심키워드

항목

특허 검색식
things" or "smart object" or "web of things" or "WOT") and
("열차" or "역사" or "기차" or "철도" or "지하철" or
"트랙센서" or "트랙 센서" or ((기차 or 열차 or 지하철) A/1
(제어 or 통신)) or (스마트 A/1 (기차 or 철도 or 역사 or 트랙
or 열차)) or ((기관차 or 트랙 or 플랫폼) A/1 감시) or "여객

Train Communication, Unmanned
Train, Safety Management, Security
Monitoring, Safety Door, Screen
Door

서비스" or "여객서비스" or "무인열차" or "무인 열차" or
"안전관리" or "안전 관리" or "보안감시" or "보안 감시" or
"안전문" or "train" or "subway" or "railway" or "railroad" or
(smart A/1 (subway or railway or station or track or train)) or
"track sensor" or "train control" or "subway control" or "railway
control" or "locomotive monitoring" or "track monitoring" or
"platform monitoring" or "passenger service" or "railway
communiocation" or "train communication" or "unmanned train"
or "safety management" or "security monitoring" or "safety
door" or "screen door")
((사물* A/1 인터넷*) or (사물* A/1 통신*) or (물건* A/1 인터넷*)
or "지능형 사물" or "사물지능통신" or "사물 지능 통신" or
(만물* A/1 인터넷) or (물건* A/1 통신*) or "아이오티" or
"머신투머신" or "머신 투 머신" or "머신대머신" or "머신 대
머신" or "기계 대 기계" or "기계타입통신" or "기계 타입
통신" or "머신 타입 통신" or "엠투엠" or "머신 유형 통신" or
"기계간 통신" or "기기간 통신" or "기기간통신" or "스마트

비대면

무인 배송(또는 무인 배송 시스템),

사물" or "스마트 오브젝트" or "사물 웹" or "사물웹" or

로봇, 승강기,

(유비쿼* A/1 (센서 or 네트워크)) or "iot" or "ioe" or "i-o-t" or

위한 IoT

Unattended delivery(or Unmanned

(internet* A/1 thing*) or (internet* A/1 everything) or "m2m" or

융합서비스

Transport System), Robot, Lift(or

"machine to machine" or "machine-to-machine" or "onem2m"

무인배송을

표준

elevator)

or (ubiquit* A/1 (sensor* or network*)) or "MTC" or "smart
things" or "smart object" or "web of things" or "WOT") and
("무인" or "배송" or "배달" or "비대면" or "무인 배송" or
"무인배송" or "무인배달" or "무인 배달" or "로봇" or "로보트"
or "승강기" or "엘리베이터" or "엘리베이타" or "unmanned"
or "unattended" or "delivery" or "contactless" or "unattended
delivery" or "unmanned transport" or "unmanned delivery" or
"robot" or "lift" or "elevator")
((사물* A/1 인터넷*) or (사물* A/1 통신*) or (물건* A/1 인터넷*)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데이터
유통, 데이터 or 데이터셋 거래,

IoT 데이터

데이터 or 데이터셋 구매/판매,

유통 거래

데이터 거래 SLA,

플랫폼

data marketplace, data distribution,

표준

data or dataset exchange, data or
dataset buying(purchasing)/selling,
data exchange service-level agreement

or "지능형 사물" or "사물지능통신" or "사물 지능 통신" or
(만물* A/1 인터넷) or (물건* A/1 통신*) or "아이오티" or
"머신투머신" or "머신 투 머신" or "머신대머신" or "머신 대
머신" or "기계 대 기계" or "기계타입통신" or "기계 타입
통신" or "머신 타입 통신" or "엠투엠" or "머신 유형 통신" or
"기계간 통신" or "기기간 통신" or "기기간통신" or "스마트
사물" or "스마트 오브젝트" or "사물 웹" or "사물웹" or
(유비쿼* A/1 (센서 or 네트워크)) or "iot" or "ioe" or "i-o-t" or
(internet* A/1 thing*) or (internet* A/1 everything) or "m2m" or
"machine to machine" or "machine-to-machine" or "onem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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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핵심키워드

항목

특허 검색식
or (ubiquit* A/1 (sensor* or network*)) or "MTC" or "smart
things" or "smart object" or "web of things" or "WOT") and
(((데이터* or 데이타*) A/1 (시장 or 마켓 or 유통 or 거래 or
중개 or 구매 or 판매 or 매매)) or "거래 SLA" or ((data* or
dataset) N/1 (market* or distribut* or exchang* or transact* or
buy* or purchas* or sell*)) or "data exchange service-level
agreement" or "service level agreement" or "service-level
agreement" or "data exchange SLA")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IoT
networking), 사물인터넷 통신망
(IoT networks), 사물인터넷 저전력
네트워킹 (IoT low-power
networking), 사물인터넷 저전력
단거리 네트워킹 (IoT low-power
short-area networking, IoT
low-power short-range networking),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사물인터넷 저전력 장거리
네트워킹 (IoT low-power
wide-area networking, IoT
low-power long-range networking),
저전력 통신망 (low-power
networks), 저전력 단거리 통신망
(low-power short-area networks,
low-power short-range networks),
저전력 장거리 통신망 (ow-power
wide-area networks, Iow-power
long-range networks), 저전력 통신
(low-power communications)

((사물* A/1 인터넷*) or (사물* A/1 통신*) or (물건* A/1 인터넷*)
or "지능형 사물" or "사물지능통신" or "사물 지능 통신" or
(만물* A/1 인터넷) or (물건* A/1 통신*) or "아이오티" or
"머신투머신" or "머신 투 머신" or "머신대머신" or "머신 대
머신" or "기계 대 기계" or "기계타입통신" or "기계 타입
통신" or "머신 타입 통신" or "엠투엠" or "머신 유형 통신" or
"기계간 통신" or "기기간 통신" or "기기간통신" or "스마트
사물" or "스마트 오브젝트" or "사물 웹" or "사물웹" or
(유비쿼* A/1 (센서 or 네트워크)) or "iot" or "ioe" or "i-o-t" or
(internet* A/1 thing*) or (internet* A/1 everything) or "m2m" or
"machine to machine" or "machine-to-machine" or "onem2m"
or (ubiquit* A/1 (sensor* or network*)) or "MTC" or "smart
things" or "smart object" or "web of things" or "WOT") and
("저전력" or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or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or "사물인터넷 네트웍" or "사물인터넷 통신" or (저전력 A/1
(네트워* or 네트웍 or 통신* or 단거리 or 근거리 or 장거리))
or "low-power" or "low power" or "iot networking" or "iot
network" or (low-power* A/1 (network* or short-area or
short-range or wide-area or long-range or communcation*)) or
("low power" A/1 (network* or short-area or short-range or
wide-area or long-range or communcation*)))
((사물* A/1 인터넷*) or (사물* A/1 통신*) or (물건* A/1 인터넷*)

자율형(autonomy), IoT,
사물인터넷, 분산협업, 분산지능,
지능강화, 인지/추론/학습, 경량형
데이터 분석, 경량 운영체제,

군집지능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고정밀 센서,
Distributed collaboration, Distributed
intelligence, intelligence
reinforcement,
cognition/inference/learning.
lightweight data analysis,
lightweight operatig system, high
precision sensor/high sensitivity
sensor

or "지능형 사물" or "사물지능통신" or "사물 지능 통신" or
(만물* A/1 인터넷) or (물건* A/1 통신*) or "아이오티" or
"머신투머신" or "머신 투 머신" or "머신대머신" or "머신 대
머신" or "기계 대 기계" or "기계타입통신" or "기계 타입
통신" or "머신 타입 통신" or "엠투엠" or "머신 유형 통신" or
"기계간 통신" or "기기간 통신" or "기기간통신" or "스마트
사물" or "스마트 오브젝트" or "사물 웹" or "사물웹" or
(유비쿼* A/1 (센서 or 네트워크)) or "iot" or "ioe" or "i-o-t" or
(internet* A/1 thing*) or (internet* A/1 everything) or "m2m" or
"machine to machine" or "machine-to-machine" or "onem2m"
or (ubiquit* A/1 (sensor* or network*)) or "MTC" or "smart
things" or "smart object" or "web of things" or "WOT") and
(자율* or (분산* A/1 (협업 or 지능)) or "지능강화" or "지능
강화" or "인지" or "추론" or "학습" or (경량* A/1 (데이터 or
데이타)) or (경량* A/1 운영체제) or "고정밀센서" or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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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센서" or "autonomy" or "autonomous" or (distribut* A/1
(collabo* or intellige*)) or (intellige* N/1 reinforc*) or "cognition"
or "learning" or "inference" or (lightweight* A/1 data) or
(lightweight* A/1 ("operation system" or "OS")) or "high
precision sensor" or "high-precision sensor" or "high sensitive
sensor" or "high-sensitive sensor")
TI_AB:(((사물* A/1 인터넷*) or (사물* A/1 통신*) or (물건* A/1
인터넷*) or "지능형 사물" or "사물지능통신" or "사물 지능
통신" or (만물* A/1 인터넷) or (물건* A/1 통신*) or "아이오티"
or "머신투머신" or "머신 투 머신" or "머신대머신" or "머신
대 머신" or "기계 대 기계" or "기계타입통신" or "기계 타입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사물인터넷 보안, 사물인터넷

통신" or "머신 타입 통신" or "엠투엠" or "머신 유형 통신" or

인증,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보안,

"기계간 통신" or "기기간 통신" or "기기간통신" or "스마트

사물인터넷 서비스 보안,

사물" or "스마트 오브젝트" or "사물 웹" or "사물웹" or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보안,

(유비쿼* A/1 (센서 or 네트워크)) or "iot" or "ioe" or "i-o-t" or

사물인터넷 통합보안,

(internet* A/1 thing*) or (internet* A/1 everything) or "m2m" or

IoT, security, authentication,

"machine to machine" or "machine-to-machine" or "onem2m"

network security, service security,

or (ubiquit* A/1 (sensor* or network*)) or "MTC" or "smart

device security, integrated security

things" or "smart object" or "web of things" or "WOT") and
(보안* or 보호* or 인증* or "통합 보안" or "통합보안" or
"디바이스 보안" or "디바이스보안" or "서비스 보안" or
"서비스보안" or "security" or "authentication" or "integration" or
"integrated security" or "device security" or "network security"
or "service security"))

¡ 사물인터넷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사물인터넷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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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 분야 전체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까지 소수의 특허가
출원되었으나 2011년부터 출원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5년부터 급격하게 특허 출원량이
증가됨
- 미공개 구간의 특허 출원량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꾸준히 특허 출원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사물인터넷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특허 발행국별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에 출원된 특허가 412건(3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 335건(29%), 국제 214건(19%) 순으로 나타남
- 출원년도별 동향을 보면, 2015년 이후부터 특허 출원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과
한국, 국제특허의 출원량이 큰 폭으로 증가되는 추이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유럽과 일본의 경우, 타 발행국에 비해 특허 출원량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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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사물인터넷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철도 IoT
서비스
표준

비대면
무인배송을
위한 IoT
융합서비스
표준

IoT
데이터
유통 거래
플랫폼
표준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군집지능
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합계

2001

0

0

0

0

0

0

0

2002

2

0

1

0

0

0

3

2003

1

0

2

0

0

0

3

2004

3

0

0

0

0

0

3

2005

0

0

0

0

1

1

2

2006

0

0

0

0

1

1

2

2007

1

0

0

2

0

0

3

2008

1

0

0

0

0

0

1

2009

0

0

0

1

0

1

2

2010

1

0

1

1

0

0

3

2011

3

0

0

0

1

23

27

2012

3

0

0

1

0

14

18

2013

3

0

3

5

3

19

33

2014

8

0

5

13

10

5

41

2015

9

0

16

13

5

31

74

2016

17

13

22

24

19

51

146

2017

16

9

24

35

33

87

204

2018

9

28

27

54

33

89

240

2019

12

20

15

70

63

71

251

2020

9

4

9

18

18

35

93

2021

0

0

0

0

0

0

0

총합계

98

74

125

237

187

428

1,149

특허분석
항목
출원연도

- 특허분석 항목들에 대한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에 대한 특허출원이 활발해 보임
- 사물인터넷 분야 전체 특허 중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이 428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그 다음으로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군집지능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IoT 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 표준, 철도 IoT 서비스 표준, 비대면 무인배송을 위한 IoT
융합서비스 표준 순서이며, 각각 237건, 187건, 125건, 98건, 74건의 특허가 출원됨
- 기술별로는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이 2015년부터 출원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됨
-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군집지능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IoT 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 표준은 2014년 이후부터 꾸준한 특허 출원 증가량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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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사물인터넷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 출원 현황 >
특허분석항목

구간 A
(2011년∼2013년)

구간 B
(2014년∼2016년)

구간 C
(2017년∼2019년)

철도 IoT 서비스
표준

9

34

37

비대면 무인배송을
위한 IoT 융합서비스
표준

0

13

57

IoT 데이터 유통
거래 플랫폼 표준

3

43

66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6

50

159

군집지능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4

34

129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56

87

247

- 특허 미공개 구간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를 3년 단위의 3개 분석구간으로
설정하였음
- 사물인터넷 분야에서의 특허출원은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군집지능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구간 C(2017년~2019년)에서
특히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보임
- 비대면 무인배송을 위한 IoT 융합서비스 표준의 경우 특허 수는 다른 기술에 비해 적으나,
구간별 특허 수가 구간 B(2014년~201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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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사물인터넷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철도 IoT
서비스
표준

비대면
무인
배송을
위한 IoT
융합
서비스
표준

IoT
데이터
유통
거래
플랫폼
표준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군집지능
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합계

한국특허(KR)

42

35

12

61

67

118

335

미국특허(US)

23

21

53

90

75

150

412

일본특허(JP)

11

1

8

6

10

30

66

유럽특허(EP)

12

3

19

25

13

50

122

국제특허(Wo)

10

14

33

55

22

80

214

합계

98

74

125

237

187

428

1,149

특허분석
항목

특허발행국

-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특허 출원 비중이 높은
분야로는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과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기술임
- 한국 특허청에서 출원된 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군집지능
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이 각각 118건, 67건, 61건으로
가장 많았음
- 미국에서의 출원현황을 보면,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과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기술이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났음
- 한편 유럽에서는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IoT 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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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사물인터넷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 >

철도
IoT
서비스
표준

비대면
무인
배송을
위한
IoT
융합
서비스
표준

IoT
데이터
유통
거래
플랫폼
표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1

삼성전자

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특허분석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군집
지능
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IoT
통합보안
프레임
워크
표준

합계

0

1

10

10

24

0

0

3

0

8

11

8

0

0

0

0

0

8

이엘

0

0

0

0

8

0

8

KT

0

0

3

0

0

5

8

노르마

0

0

0

0

0

6

6

Qualcomm

0

0

0

4

1

1

6

한국과학기술원

0

0

0

1

3

1

5

전자부품연구원

0

0

0

2

2

1

5

성균관대학교

0

0

0

1

0

4

5

합계

10

1

3

12

24

36

86

항목

특허발행국

- 특허 발행국 중 한국에서 특허 출원한 주요 출원인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내 기관인
것으로 조사됨. 상위 특허 출원인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삼성전자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은 국내 연구소 및 대기업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군집지능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및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에 대한 특허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과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에 특허출원을 보였음
- 대학으로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에 출원량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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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사물인터넷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 >

철도 IoT
서비스
표준

비대면
무인배송을
위한 IoT
융합서비스
표준

IoT
데이터
유통 거래
플랫폼
표준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군집지능
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합계

삼성전자

0

0

0

11

0

26

37

Qualcomm

0

2

0

21

5

4

32

Intel

1

0

6

13

0

10

30

IBM

0

1

0

1

10

10

22

NEC

0

0

0

0

0

21

21

Huawei

0

0

1

5

0

14

20

3

0

0

0

11

5

19

0

0

5

8

0

3

16

Afero, Inc

0

0

2

0

0

11

13

Siemens

0

0

5

0

2

5

12

합계

4

3

19

59

28

109

222

특허분석
항목
특허발행국

CenturyLink
Intellectual P.
Convida
Wireless

- 특허 발행국 중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 기업의 삼성전자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Qualcomm, Intel 순으로 나타남
- 삼성전자의 경우, 한국 출원보다는 해외 출원에 더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으며,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에 주력하고 있음
- 미국 Qualcomm의 경우,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에 집중하고 있으며 군집지능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및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분야에도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Intel의 경우, IoT 저전략 네트워킹 표준과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에 특허 출원을 한
것으로 보임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사물인터넷 분야 중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을 비롯한 6개 기술의
특허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Qualcomm, Intel 등 국내외 대기업들이 특허를 선점하고
있으며, 한국의 특허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판단됨
- 사물인터넷 분야는 IT 기술융합의 대표주자로 주목받는 기술인만큼 최근 들어,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물인터넷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분야에서의 특허 출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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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9.4%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FG-ML5G

(Focus Group on Machine Learning for Future Networks including 5G)
ITU-T SG13에서는 2017년 11월 5G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머신러닝 기술을
주제로 포커스 그룹 FG-ML5G를 신설하여 운영. 본 포커스 그룹에서는
미래네트워크에서 머신러닝 응용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과 관련
생태계 정의 및 요구사항을 도출. FG-ML5G에서는 3개의 WG을 별도로
구성하여 표준화를 진행하였으며, WG1은 유즈케이스와 요구사항,
WG2는 데이터 포맷과 머신러닝 기술, WG3에서는 머신러닝 인지 네트워크
구조와 관련된 표준 기술 개발을 진행. 2019년 3월 ITU-T SG13회의에서는
FG-ML5G에서 개발된 문서가 SG13의 Q20(IMT2020 네트워크 요구사항 및
기능적 아키텍쳐)으로 이관되어 제정 승인되었고, Y.3170의 표준 문서
번호를 부여

SG11

(Q7-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for network attachment and
edge computing for future networks, IMT-2020 network and beyond)
2019년 ITU-T SG11 Q7에서 한국 주도로 Q.5001(Signalling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of intelligent edge computing) 개발을 완료하고, 한국
주도도 Q.IEC-Pro(Protocols for microservices based intelligent edge
computing) 권고안을 개발 중

SG13

(Q22-Networks beyond IMT2020: Emerging network technologies)
정보중심네트워킹에서의 네임변환서비스(Name Resolution Service)에 대한
표준(Y.3072) 개발 완료

SG17

(Q6-Security aspect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networks and
Internet of Things) IoT 보안 프레임워크와 개인식별정보 처리
프레임워크 표준화 완료

SG20

(WP1 Q1 Interoperability and interworking) 사물인터넷 서비스 연동을
위한 디바이스 탐색 기술(Y.IoT-sd-arch) 표준 개발 중
(WP1 Q2 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architectural frameworks)
블록체인 기반 자율 네트워킹 프레임워크(Y.BC-SON) 표준 개발 중.
2019년 2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요구사항 표준(Y.4204) 표준 개발 완료. 2020년 12월 스마트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요구사항 표준(Y.4211) 표준 개발 완료
(WP1 Q3 architectures, protocols and QoS/QoE) 블록체인 융합
사물인터넷 식별자 기술(Y.4476) 표준 개발 완료
(WP1 Q4 Data analytics, sharing, processing and management)
블록체인 융합 사물인터넷 데이터 관리 기술(Y.4561) 표준 개발 완료

국제
ITU-T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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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JTC1

ISO

표준화 현황

SC25

(WG5-Home electronic system) 가정 또는 소규모 비즈니스 환경에서
지능적인 그룹화 및 리소스 공유 표준 개발 완료

SC27

(WG2-Cryptography and security
가능한 경량 암호기술 표준화 완료

SC35

(WG6-User interfaces accessibility) 디바이스 간 제스쳐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ISO/IEC 30113) 표준 개발 완료

TC299

(WG6-Modularity for service
공통정보모델 표준 개발 중

TC47

(WG7-Semiconductor devices for energy conversion and transfer)
무선 전력 전송을 위한 반도체 디바이스 표준화 진행 중

TC113

(WG11-Nanotechnology for electrotechnical products and systems)
나노전자 기반 에너지 스토리지 표준화 준비 중

mechanisms) IoT 환경에서 사용

robots)

서비스

로봇

모듈에

대한

IEC

OCF

(Bridging TG) ecosystem-bridging(BLE, ZigBee, Z-wave, U+, EnOcean)에
대한 PoC 구현 및 테스트 진행 완료. 브릿지에 대한 공통 테스트
케이스 개발완료. 2020년 Cloud GW에 대한 규격작업이 진행 중
(Core Tech WG) Core Framework, Core Optional, Bridging Framework,
Device to Cloud Services 및 Cloud API for Cloud Services와 같은 규격을
생성하고 유지 관리함. ETRI가 제안한 Cloud Proxy규격 검토가
마무리단계이며, 새롭게 Simple Groups, MQTT Proxy가 제안되어 개발
진행 중
(Security WG) OCF 디바이스 식별, 인증, 프로비저닝, 네트워크 보안 설정, 접근
제어 기술에 대한 OCF 보안 규격 2.2.3을 릴리즈하였으며, IoT 디바이스 상태
자율진단을 위한 지원구조 관련 표준을 제안하여 개발 진행 중
(SmartHome WG) 스마트홈의 요구사항 지원을 위한 프로파일, 기술규격
제출과 관련된 데이터 모델(OCF 제정 및 파생)의 제정을 수행,
디바이스-디바이스, 디바이스-서비스 인터렉션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에코시스템을 지향하는 기술규격을
제정

oneM2M

(WG1-RDM(Requirement and Data Model) WG) 3D 프린터에 대한
가전 모델 정의를 위한 HAIM(Home Appliance Information Model) 표준
개발. 정보 모델의 정의를 전체 산업분야로 확장하여 개발 중. 철도
IoT분야의 확장을 위해 RDE(Railway Domain Enablement) 개발 중
(WG2-SDS(System Design and Security) WG) 3GPP, Modubus와
oneM2M 플랫폼 연동 표준 개발 중이며, IoT 데이터 유통 거래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릴리즈 5 신규 기능으로 표준과 3GPP 네트워크와 oneM2M
플랫폼 연동 표준 개발 중
(WG3-TDE(Testing & Developers Ecosystem) WG) 3GPP 코어
네트워크와 oneM2M 플랫폼간 연동 검증 표준 개발 중

3GPP

(SA1-Services, SA6-Mission-critical applications) 고속철도통신시스템
(FRMCS)에서 철도서비스를 위한 단말 프로파일 관련 정보모델이 일부
정의되고 있고, 별도의 워킹아이템(MONASTERY)을 통해 기술규격 개발 중.
스마트스테이션(RAILSS), 철도오프넷통신(OFFNETRAIL)등의 워크아이템이
승인되어 진행 중
(CT1-User Equipment to Core Network protocols) 고속철도통신시스템의
기능 반영을 위한 eMONASTERY2 워크아이템 활동과 기반기술인 MCx
기술의 반영을 위한 MCOver5GS 워크아이템을 진행 중

국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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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OMA SpecWorks

(Content Delivery WG/IPSO Smart Object WG) DWAPI-PCH/3DP를
통해 헬스케어 장치와 3D 프린터의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정의하여 2018년
승인 완료
(Device Management & Service Enablement) 저사양 디바이스를 위한
기술규격인 LwM2M 1.2의 제정을 완료하고, LwM2M 정보모델을 정의 중
(Information Platform Smart Object WG) IPSO Alliance의 스마트객체
정의 및 LwM2M을 위한 디바이스 정보 모델도 개발 중

W3C

(WoT-Web of Thing) 웹사물인터넷 기술과 관련된 사물 기술(Thing
Description), 사물탐색(Discovery), 상호연동 프로파일 기술규격을 제정 중

UIC

(FRMCS-Future Railway Mobile Communication System) EU에서 지원한
미래철도이동통신 기술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기존 GSM 기술기반의 UIC
철도 이동통신 시스템을 2035년까지 5G 이동통신 기술 기반의 시스템으로
이전을 위해 시범사업의 시행과 함께, ETSI 및 3GPP와의 연계도 진행 중

GCF

(IoT Agreement Group) oneM2M TDE그룹과 함께 oneM2M 솔루션의 Release 1, 2의
함께 인증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21년 12월 경에 Release 3 인증프로그램을 개시할
계획

TM Forum

IoT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구축에 필요한 카탈로그 관리, 주문 관리 등 API
표준 및 개발자 가이드 개발 완료

IETF

(LPWAN WG-Low Power Wide-Area Networks) LoRaWAN을 위한
정적 컨텍스트 기반 헤더압축 및 단편화 표준 개발 완료. CoAP을
위한 정적 컨텍스트 기반 헤더압축 표준 개발 완료
(6LO WG-IPv6 over Networks of Resource-constrained Nodes)
사물인터넷 저전력 네트워킹 활용성 및 유즈케이스 표준 개발 중. NFC
기반 IPv6 통신을 위한 적응계층 표준 개발 중

IRTF

(T2TRG-Thing-to-Thing Research Group) 인터넷에 기반한 다양한 IoT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과 해결사항을 연구하는 T2TRG에서 2020년부터
IoT Edge Computing 관련 표준아이템을 채택하고 개발 중.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IoT 기기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안 기술 가이드라인 표준화 진행 중
(IRTF ICNRG-Information Centric Networking Research Group)
정보중심의 IoT 네트워킹을 위한 네임변환서비스(Name Resolution Service)에
대한 표준 개발 완료
(NMRG-Network Management Research Group) 전통적인 인터넷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표준 기술을 개발하는 NMRG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술 개발을 논의 중

IEEE

(P802.15.4w, Standard for Low-Rate Wireless Networks Amendment
for a Low Power Wide Area Network(LPWAN) extension to the Low
Energy Critical Infrastructure Monitoring(LECIM) Physical layer
(PHY)) TG-LPWA의 LPWA 물리계층과 매체접근제거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

초연결 신산업 육성 _ 사물인터넷 45

구분

표준화 기구

TTA

국내

표준화 현황

PG224

(통신망 운용) 사물인터넷 범용 고유 식별자 UTN 명칭 공간 표준화 및
IPv6 적용계층 메커니즘을 위한 개인정보 고려사항 표준화 완료

PG413

(지능형 로봇) 지능형 로봇 안전성 성능 평가 및 융합 서비스 관련 표준화를
진행 중

PG415

(지능형 디바이스) 지능형 디바이스 플랫폼, 웨어러블 디바이스 네트워크,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스마트 디바이스 표준 개발

PG417

(지능형 반도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수용하는데 필요한
지능형반도체 분야의 표준화를 진행 중

PG501

(정보보호기반) 사물인터넷에 적용 가능한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준용표준 추진 및 사물인터넷 계층간 인증 프로토콜 표준화 진행 중

PG502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
보안 프레임워크 표준화 완료

PG504

(응용보안/평가인증) 협대역 사물인터넷 보안 요구사항과 프레임워크
표준화 완료

PG905

(ITS/차량/철도ICT) 고속철도이동통신 시스템 관련 철도 디바이스 정보모델
관련 표준 개발 중

PG907

(광역 저전력 무선통신)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역 저전력 네트워크
MAC 규격 개발 완료

PG1001
(WG10011)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
시스템,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질식 위험관리 시스템 및 스마트 밴드
기반 인체 정전기 관리 시스템 표준 개발 완료
(oneM2M 특별반) oneM2M 표준항목 및 추진전략 수립과 oneM2M Rel.4
주요 규격의 제정 상황에 따른 국내 규격 수용과 oneM2M 표준적합/상호운영
시험표준 진행 중

PG1002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OCF 플랫폼과 LWM2M 간 연동 표준, 태스크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프레임워크 표준, 사물인터넷
서비스 연동을 위한 디바이스 탐색 및 관리 표준 개발 완료

PG1104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5G 이동통신 기술과 여러
산업분야(버티컬)의 융합을 위한 기반 기술 및 연동 프레임워크 표준이
개발될 예정이며, 특히 버티컬 융합을 위한 5G 이동통신 기술과
사물인터넷 기술간 연동 분야 표준 개발 예정

사물인터넷융합포럼

(IoT 정보보호분과) IoT 디바이스 보안 요구사항 및 사물인터넷 이종
플랫폼간의 보안 연동 표준화 완료 및 사물인터넷 융합 및 연동 기술 표준
개발 중

스마트로봇표준포럼

(SC4(SW 프레임워크) 분과)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 관련 일반 요구
사항, 추상화 인터페이스 등을 개발하고, 정보 모델 관련 표준 개발 중

(스마트철도기술분석분과) 스마트철도 관련 유즈케이스 발굴 및 요구사항,
기술구조 정의
(스마트철도디바이스/플랫폼/서비스분과) 스마트철도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스마트철도표준화포럼
시스템, 서비스 연동 기술규격 개발
(스마트철도기술위원회) 스마트철도 관련 oneM2M, 3GPP, UIC 등
사실표준기관에 대한 국내활동 조정 및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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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서비스]
¡ (IoT 서비스 융합 데이터 모델 표준) 국내에서는 각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 버티컬 분야별
정보모델의 표준화가 진행되었고, 통합 데이터 모델 관련 활동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캠퍼스의 디바이스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참조모델을 정의
· 스마트시티 환경을 위한 정보의 통합관리 플랫폼 관련 정보모델을 위한 요구사항 제정
· 소방/의료/무인기 등 다양한 버티컬 분야 융합 데이터 모델의 표준화가 진행 중
- TTA ITS/차량/철도ICT PG(PG1001)
· 스마트철도 디바이스의 정보모델 및 요구사항과 플랫폼 정보모델 요구사항 정의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905

TTA PG1001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06.0533, 스마트철도 디바이스 정보모델

2020

TTAK.KO-06.0507/R1, 스마트 철도 디바이스 요구사항 - 정보모델

2020

TTAK.KO-06.0508/R1, 스마트 철도 플랫폼 요구사항 - 정보모델

2020

2020-0724, 토탈 실버케어 보장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아키텍쳐 및 데이터
세트

진행중
(2022)

2021-0060, 소방활동을 위한 공간정보융합 시스템 - 제3부: 플랫폼 서비스
인터페이스

진행중
(2022)

TTAK.KO-10.1265-Part1, 소방활동을 위한 공간정보융합 시스템 - 제1부 :
요구사항

2020

TTAK.KO-10.1265-Part2, 소방활동을 위한 공간정보융합 시스템 - 제2부 :
참조구조

2020

TTAK.KO-10.1203-Part2, 스마트 밴드 기반 인체 정전기 관리 시스템 - 제2부:
참조구조

2020

TTAR-10.0131,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시스템 데이터 세트/카탈로그
메타데이터(기술보고서)

2020

TTAK.KO-10.1202, 무인항공기 시스템 관리를 위한 임무 식별 체계

2019

TTAK.KO-10.1118,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2019

TTAK.KO-10.1031,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캠퍼스: 디바이스관리 서비스
오픈API 참조모델

2018

TTAK.KO-10.1032,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캠퍼스: 서비스 센서/디바이스
참조모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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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IoT 서비스 표준) 국내 철도 관련 LTE 기반 철도통신 시스템의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지하철 기반 스마트스테이션 사업이 진행됨에 따른 후속 표준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 TTA ITS/차량ICT PG(PG905)
· LTE 기반 철도구축사업의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LTE 기반 철도통신 시스템 구조 및 요구
사항 기술표준과 LTE 기반 철도 통신 시스템의 차량이동국 기술보고서를 제정 [2016]
· KRNA, KT, ETRI, 삼성전자에서는 LTE 기반 철도통신기술의 네트워크 특성 및 단말
특성과 철도운용을 통한 환경 등의 특성을 연구하고, 관련 시험규격을 철도실무반
(WG9051)을 통해 제정 완료 [2017]
· 한국철도시설공단, ETRI, 한성대와 이동통신 3사는 스마트철도의 서비스 및 플랫폼 요구
사항 기술규격을 철도실무반(WG9051)을 통해 제정 중
- 스마트철도표준화포럼
· 스마트철도의 요구사항 및 구조, 플랫폼, 디바이스, T2T(Train-to-Train) 및 T2I(Train-to-Infra)
통신 등의 기술규격을 제정 중
· 승강장 안전문 표준 프로토콜 등의 철도 안전서비스 표준 제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2021-0053, 열차무결성 검지시스템 통신 요구사항(화물열차)

진행중
(2022)

2019-1207, LTE-R 기반 스마트 플랫폼 서비스 요구사항(일반, 고속철도)

진행중
(2022)

2019-1206, LTE-R 기반 스마트 플랫폼 서비스 요구사항(도시철도)

진행중
(2022)

2019-1205, LTE-R 기반 스마트 철도 서비스 플랫폼 요구사항

진행중
(2022)

TTA PG905

스마트철도
표준화포럼

완료연도

TTAR-06.0212, 철도통신용 차상장치 - 도시철도(기술보고서)

2019

TTAR-06.0205, LTE-R 철도 통신 시스템 기지국 구성 방안(기술보고서)

2019

TTAK.KO-06.0457, LTE 기반 철도 통신 시스템과 기존 철도 통신 시스템
(VHF, TRS-ASTRO/TETRA)과의 상호연동 규격

2017

TTAK.KO-06.0458, LTE 기반 철도통신 시스템 성능 시험 규격

2017

SRFK.02-2106.0004, 승강장 안전문(PSD) 표준 프로토콜

2021

SRF.TR.05-0004.KR, 스마트철도서비스 확대방안

진행중
(2022)

SRF.TS.02-0001.KR, 스마트철도 플랫폼 요구사항

진행중
(2022)

SRF.TS.02-0002.KR, 스마트철도 플랫폼 구조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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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서비스 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준) IoT 서비스(스마트홈) 접근성 요구사항 표준 개발 이후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없으며, 2020년 ITU-T Y.4204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사항 표준이 부합화 표준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2021년 완료 예정. 이후 IoT 서비스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의 환경에서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의 표준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국가기술표준원
· 2021년에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사항 표준이 개발 후 완료 예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국가기술
표준원

표준(안)명

완료연도
진행중
(2022)

KS X XXXX,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사항 표준
KS X 2013, 사물인터넷 접근성 요구사항 표준[스마트홈]

2019

¡ (경량형 IoT 데이터 분석 기술 표준)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표준 개발 현황이 없음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 경량형 IoT 데이터 분석 기술에 대한 국내 표준 개발 필요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2-XXXX, 경량형 IoT 데이터 분석 기술 요구사항

진행중
(2023)

2022-XXXX, 경량형 IoT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능 구조

진행중
(2023)

TTA PG1001

¡ (기계학습 기반 IoT 네트워크 관리 표준)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표준 개발 현황이 없음
-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PG1002)
· 기계학습 기반 IoT 네트워크 관리 기술 대한 국내 표준 개발 필요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2-XXXX, 기계학습 기반 IoT 네트워크 관리 요구사항

진행중
(2023)

2022-XXXX, 기계학습 기반 IoT 네트워크 관리 기법

진행중
(2023)

TTA PG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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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무인 배송을 위한 IoT 융합 서비스 표준) 비대면 무인 배송 서비스 구성을 위하여
서비스 로봇 환경에서 지능 생성/재구성을 위한 모듈간 상호운용성 표준개발 진행 중
- TTA 지능형 로봇 PG(PG413)
·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컴포넌트 시험 방법으로서 컴포넌트의
정적 시험항목 및 동작 중의 시험항목을 포함하며 시험문서의 작성법을 제공
-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PG1002)
· 지능형 로봇과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연동을 지원하는 공통데이터 모델 및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 개발이 필요
- 스마트로봇표준포럼
· 국가표준인 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컴포넌트가 하드웨어를 사용할 경우 동종의
하드웨어 기능은 동일한 함수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추상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로봇
HW를 기능적 관점에서 모듈화하여 로봇의 적용 범위에 따라 구성 장치의 재구성 및 추가
장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에 대한 표준 및 하드웨어적으로 모듈화된 로봇의 활용 사례를
제공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413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0912, 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 제6부 : 장치 추상화를
위한 로봇 인터페이스

2016

TTAK.KO-10.066/R1, 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 제1부 : 정의 및 시스템
구성

2015

TTAK.KO-10.0420/R2, 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 제2부 : 컴포넌트

2015

TTAK.KO-10.0801, 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평가

2015

(2021-XXXX), 무인 배송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연동 요구사항

진행중
(2022)

(2021-XXXX), 무인 배송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연동 프로토콜

진행중
(2023)

TTA PG1002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KOROS 1148:2020,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 - 제2-1부 : 모듈을 위한 공통
정보 모델

2020

KOROS 1149-1:2020,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2020

KOROS 1106-1:2015, 서비스 로봇용 기계적 전기적 모듈화 - 제1부 : 일반사항

2015

KOROS 1067-6, 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 제6부 : 장치 추상화를
위한 공통 로봇 인터페이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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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 (IoT 플랫폼 연동을 위한 브릿징 표준)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PG1002)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에 기반한 연동 규격이 개발 중
-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PG1002)
· OCF 기기와 OMA LWM2M 기기 간 데이터 모델 및 메시지 연동방법을 제공하는 연동
규격 개발 중
· OCF 기기와 BLE 기기 간 데이터 모델 및 메시지 연동방법을 제공하는 연동 규격 제정완료
· 국민DR(수요반응 전력감축) 서비스를 위한 LWM2M기반 정보모델링 규격이 제정완료
되었으며, 분산전원 연계한 국민DR서비스를 위한 추가 모델링 규격이 개발될 예정
- 국립전파연구원
· 에너지·전력분야의 현장에 구축될 사물인터넷 기기들을 연결하여, 기기에서 측정된 정보를
수집하고 제어, 수집된 측정 데이터를 플랫폼에 전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정보모델링 및
연동규약을 정의하고,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플랫폼-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디바이스,
플랫폼-디바이스 간 상호 운용성을 확보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진행중
(2022)

2020-0597, LWM2M과 OCF 연동
TTA PG1002

국립전파
연구원

TTAK.KO-10.1268, OCF와 BLE 기기간 연동

2020

TTAK.KO-10.1270, LwM2M 기반 수요반응 서비스 정보모델링

2020

KS X 3280, 에너지·전력분야 사물인터넷 인터페이스

2021

¡ (IoT 플랫폼과 이동통신망 연동 표준) 3GPP 연동 규격을 포함하여 oneM2M Rel-3 표준을
TTA 표준으로 이관 중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 TTA 산하 oneM2M 특별반(WG10011)에서는 oneM2M에서 제정한 표준을 파트너십 협약에
따라 TTA 단체 표준으로 이관
· Rel-3 표준에 포함된 oneM2M TS-0026이 TTA 단체 표준으로 제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1001

TTA PG1001
WG10011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1266-Part1, 5G 기반 스마트시티 영상 정보 수집 및 지능형 분석
시스템 - 제1부 요구사항1

2020

TTAK.KO-10.1266-Part2, 5G 기반 스마트시티 영상 정보 수집 및 지능형 분석
시스템 - 제2부 참조구조

2020

TTAK.KO-10.1266-Part3, 5G 기반 스마트시티 영상 정보 수집 및 지능형 분석
시스템 - 제3부 인터페이스

2020

TTAT.MM-TS-0026, 3GPP Interworking v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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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플랫폼 코어 네트워크 연동 검증 표준) 3GPP 코어 네트워크 연동 시험 규격을 포함한
oneM2M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시험 표준은 TTA 표준으로 전환 채택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 TTA 산하 oneM2M 특별반(WG10011)에서는 oneM2M에서 제정한 표준을 TTA 국내 단체
표준으로 전환 채택
· oneM2M 릴리즈 3에 포함되는 oneM2M 적합성 관련 시험 규격 TS-0018 및 TS-0025는
2020년 최종 승인하고 TTA 표준으로 전환 채택 예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1001
WG10011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MM-TS.0018, Test Suite Structure and Test Purposes v3

2020

TTAT.MM-TS.0025, Product Profiles v3

2020
진행중
(2022)

2020-0057, 에너지 전력 분야 사물인터넷(e-IoT) 상호 운용성 시험 규격
TTA PG1001
TTAK.KO-10.1200, 에너지 전력 분야 사물인터넷(e-IoT) 상호운용성 시험 규격

2019

¡ (IoT 데이터 유통 거래 플랫폼 표준) oneM2M 국제 사실 표준으로 제정한 표준을 TTA 국내
단체 표준으로 채택 예정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산하 oneM2M 특별반(WG10011)
· oneM2M에서 개발된 IoT 데이터 유통 거래 플랫폼 관련 릴리즈 5 표준을 oneM2M 파트너십에
따라 TTA 단체 표준으로 전환채택 예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1001
WG10011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MM-TS.0001, oneM2M - Functional Architecture v5

진행중
(2022)

TTAT.MM-TS.0004, oneM2M - Service Layer Core Protocol v5

진행중
(2022)

[네트워크]
¡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비면허대역 LPWA IoT 저전력 광역 네트워킹을 위한 차별적
매체접근관리 기술 등의 표준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사물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및 디바이스
상호연동을 위한 표준 개발 중
- TTA 근거리 무선통신 PG(PG907)
·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에서의 물리계층 기술 표준 개발 완료 후, 차별적 매체접근관리 기술의
표준기술 개발 완료
-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PG(PG1002)
· 사물인터넷 스마트 승강기 원격 관제 서비스를 위한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상의 프로토콜
및 데이터 모델 표준 개발 완료
· OCF 기반의 저전력 블루투스 및 LWM2M 기반 수요반응 서비스 정보모델링 표준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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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06.0509,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에서의 차별화된 무선 채널 액세스 규격

2019

TTAK.KO-06.0480,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역 저전력 네트워크 PHY 규격

2019

TTAK.KO-10.1267-Part1, 승강기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 제1부 : 구조 및 기능 요구사항

2020

TTAK.KO-10.1267-Part2, 승강기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 제2부 : ELMP-485 프로토콜

2020

TTAK.KO-10.1267-Part3, 승강기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 인터넷 게이트웨이
- 제3부 : 모니터링 데이터 모델

2020

TTAK.KO-10.1268, OCF와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기 간 연동

2020

TTAK.KO-10.1270, LWM2M 기반 수요반응 서비스 정보모델링

2020

TTA PG907

TTA PG1002

¡ (정보중심네트워킹(ICN) 기반의 IoT 통신 표준)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표준 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없으나, 정보중심네트워킹 기반의 IoT 통신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 표준
준용 및 선도적 표준 개발을 위해 국내 표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PG1002)
· 정보중심네트워킹 기반의 IoT 통신 기술에 대한 국내 표준 개발이 필요
[디바이스]
¡ (IoT 접근성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표준) 국내 관련 직접적인 표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IoT
서비스 중 스마트홈 서비스의 장애인, 고령자 및 일시적 장애인 등의 서비스 사용을 위한 접근성 요구사항
표준이 개발되었으며, 보조기기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기능 요구사항을 정의. 사물인터넷 활용 접근성
보조기기 기술 개발과 연계하여 보조기기 간 인터페이스 표준이나 프로토콜 표준의 개발 필요
- 국가기술표준원
·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의 기능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접근성 보조기기들이 개발될 것으로 보여 향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논의가 예상
· JTC1 SC35 전문위원회는 JTC1 SC35에서 개발한 ISO/IEC 13066-1 보조기기 상호운용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권장사항 표준에 대하여 부합화 표준으로 한국산업표준을 제정 완료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 IoT 서비스 및 스마트시티 플랫폼에서의 장애인 보조기기 활용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
국내 표준 개발 필요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국가기술
표준원

표준(안)명

완료연도

KS X 9211,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

2016

KS X ISO/IEC 13066-1, 정보기술 - 보조기술(AT) 상호운용성 - 제1부: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 및 권장사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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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협업 지원 스마트 IoT 디바이스 표준)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PG1002)에서는
태스크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한 분산협업 지원을 위하여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의 마이크로
서비스 프레임워크의 요구사항 및 구조, 마이크로서비스 메시지 규격에 대한 표준 완료 예정
-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PG1002)
·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에서 분산협업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태스크 오케
스트레이션을 지원하여 디바이스의 태스크 할당 및 재할당이 가능한 마이크로서비스
구조와 협업 메시지 규격에 대한 표준 완료 예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1002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1289-Part1, 태스크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프레임워크 - 제1부: 마이크로서비스 요구사항 및 구조

2021

TTAK.KO-10.1289-Part2, 태스크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프레임워크 - 제2부: 마이크로서비스 메시지 규격

2021

¡ (군집지능 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에서는 웨어러블
중심의 지능형 디바이스 관련 표준, 지능형 반도체 PG(PG417)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수용하는데 필요한 지능형반도체 분야의 표준화를 진행 중
-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
· 2019년 지능형 디바이스를 위한 에지 컴퓨팅 관리 인터페이스 표준 제정 및 지능형 디바이스
관련 현황 분석 기술보고서 발간
- TTA 지능형 반도체 PG(PG417)
· 지능형 반도체를 위한 하트웨어 인터페이스 및 화상위험 감지, 낙상사고 감지 등 스마트
센서 성능 평가 표준 완료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415

TTA PG417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1141, 지능형 디바이스를 위한 에지 컴퓨팅 관리 인터페이스

2019

TTAK.KO-10.0109, 음성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지능형 디바이스 및 응용서비스
성능 평가체계 기준 현황 (기술보고서)

2019

TTAK.KO-10.0110, 지능형 디바이스 및 응용서비스 사업화 현황 분석 (기술보고서)

2019

2021-0014, 무선 제스처 인식 시스템의 입출력 접속용 단자

2023

2020-0074, 다중 칩 기반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위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2022

2020-0073, 다중 칩 구성이 가능한 인공지능 프로세서 구조

2022

TTAK.KO-10.1210, 유아용 화상위험 감지를 위한 센서 시스템의 성능 평가

2020

TTAK.KO-10.1211, 낙상사고 감지를 위한 센서 시스템의 성능 평가

2020

TTAK.KO-10.1144, 지능형 반도체 적용을 위한 스파이킹 신경망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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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 (IoT 디바이스 보안설정 표준) 사물인터넷 보안 요소기술 및 네트워크 보안 관련 국제표준이
TTA에서 준용표준으로 개발 완료
- TTA 통신망응용 PG(PG224)
·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고유성(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범용 고유 식별자(UUID) URN 명칭
공간에 대한 준용표준 완료
· 다양한 링크계층에서 IPv6 적용 기술에 대한 개인정보 위협 및 대처방안에 관한 준용표준 완료
-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PG1002)
· CBOR 기반의 서명 생성, MAC, 암호화 방법 그리고 암호키 표현 방법에 관한 준용표준 완료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224
TTA PG1002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IF-RFC4122, 범용 고유 식별자(UUID) URN 명칭 공간

2020

TTAE.IF-RFC8065, IPv6 적응계층 메커니즘을 위한 개인정보 고려 사항

2020

TTAE.IF-RFC8152, CBOR 객체 서명 및 암호화

2020

¡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단일 도메인내의 IoT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표준은 완료되어 있으나,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화는 아직 초기 단계임
- TTA 정보호호기반 PG(PG501)
· 사물인터넷 계층간 인증 프로토콜 표준화 진행 중
· SHA 기반의 보안 해시 알고리즘에 대한 준용표준 완료
-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 보안 프레임워크 표준화 완료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 협대역 사물인터넷 보안 요구사항과 프레임워크 표준화 완료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IoT 정보보호분과
· IoT 디바이스 보안 요구사항 및 사물인터넷 이종 플랫폼간의 보안 연동 표준화 완료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0-0026, 사물인터넷을 위한 Cross-Layer 인증 프로토콜
TTA PG501

진행중
(2022)

TTAE.IF-RFC6234, 보안 해시 알고리즘

2020

TTA PG502

TTAK.IT-X.1363,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정보 선호도에 기반한 개인정보
처리 보안 프레임워크

2019

TTA PG504

TTAK.KO-12.0367, 협대역 사물인터넷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과 프레임워크

2020

IoTFS-0198,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IoT 디바이스 보안 요구사항

2020

IoTFS-0151, oneM2M IPE 기반 사물인터넷 플랫폼과 타 플랫폼과의 보안 연동
가이드라인

2019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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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서비스]
¡ (IoT 서비스 융합 데이터 모델 표준) 사물인터넷 사실표준화기구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타
IoT 에코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IoT 정보모델 표준기술을
통합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 중(OCF, oneM2M, OMA, BLE, ZigBee 등)
- oneM2M RDM WG
· 디바이스 프로파일 정의를 위하여 SDT(Smart Device Template)를 정의하고, 버티컬
서비스 도메인 별로 데이터 모델 정의를 위한 규격서(TS-0023)를 개발 중. 가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의료, 철도 등 다양한 도메인의 디바이스들을 대상으로 하고, 타
표준 기술들과의 연동을 위해 OCF, ECONET, OMA 등의 프로파일과 매핑 작업을 수행
- OCF SmartHome WG
· 가전

디바이스

프로파일

정의를

위한

별도의

규격서(OCF

Smart

Home

Device

Specification) 개발 중으로, 오직 가전기기(냉장고, 청소기 등) 대상으로만 정의. OCF 1.0
규격서가 공개되었고, 향후 차기 버전에서 기기 및 기능 정의 지속 개발 예정
- ECONET
· 에너지 관련 디바이스 프로파일 정의 중으로 oneM2M 디바이스 프로파일 정의시 사용되는
SDT(Smart Device Template)과 쉽게 변환 가능
- OMA CD WG
· 웹기반의 GotAPI와 DWAPI를 통해 2015년 홈에서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디바이스 프로
파일을 정의하였고, 2017년에는 3D프린터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정의
- OMA DMSE WG
· 저사양 디바이스를 위한 기술규격인 LwM2M 1.2의 제정을 완료하고, LwM2M 정보모델을
정의 중
- OMA IPSO WG
· 2018년에 IPSO얼라이언스와의 합병을 통해 5월 IPSO WG을 신설하고 LwM2M 기반의
디바이스 프로파일 제정을 개시
- W3C WoT
· 웹 기술과 연동하기 쉬운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정의할 수 있는 정의 템플릿(TD: Thing
Description) 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Y.HEP, Framework for Home Environment Profiles and Levels of IoT Systems

2019

Y.4500.23, oneM2M-Home Appliances Information Model and Mapping

2018

ITU-T SG20

oneM2M
RDM WG

TS-0023 Rel-5, SDT based Information Model and Mapping for Vertical Industry

진행중
(2023)

TS-0023 Rel-4, SDT based Information Model and Mapping for Vertical Industry

2021

TS-0023 Rel-3, Home Application Information Model

2018

5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표준화기구

OMA
CD/DMSE

OCF
SmartHome
WG

표준(안)명

완료연도

objLwM2M, Object for LwM2M

2020

DWAPI-3DP, Device WebAPI - 3D Printer

2017

DWAPI-PCH, Device WebAPI - Personal Connected Healthcare

2015

OCF Smart Home Device Specification v2.0

2018

OCF Smart Home Device Specification v1.3

2018

OCF Smart Home Device Specification v1.0

2017

¡ (철도 IoT 서비스 표준) 철도 사물인터넷과 관련하여 철도통신시스템 요구사항 규격의 제정과
철도 사물인터넷 정보모델 기술규격이 제정 중
- 3GPP SA1
· 2016년 FRMCS 기술보고서로 서비스 요구사항을 정의, 2017년부터는 MONSTERY 워크
아이템을 통해 MCx(Mission Critical Services)규격인 TS22.179, TS22.280, TS22.281,
TS22.282의 개정 및 TS22.289 기술표준 문서로 철도시스템 관련 장치를 포함한 요구사항
들을 정의 완료. 2019년 철도 스마트 스테이션을 개시
- 3GPP SA6
· 철도 통신 시스템의 응용구조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고, MCx(Mission Critical Push-to-talk/
Video/Data Services) 기술규격내 반영 중
- oneM2M RDM WG
· 2018년 RAILDE(Railway Domain Enablement)워크아이템을 채택하고 철도 사물인터넷
분야의 사물인터넷 정보모델을 제정 중
- UIC FRMCS
· 2020년에 FU7100 사용자 요구사항 기술규격 버전5, 사용자 유즈케이스 버전2 문서 등을
제정 완료하여 철도 디바이스 관련 정보요구사항을 규격화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3GPP SA1

3GPP SA6

표준(안)명

완료연도

TR22.890, Supporting of Railway Smart Station Services

진행중
(2022)

TR22.889, Future Railway Mobile Communication System

진행중
(2022)

TS22.289, Mobile Communication System for Railways

진행중
(2022)

TR23.796, application architecture for the Future Railway Mobile Communication
System(FRMCS) Phase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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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oneM2M
RDM WG

UIC FRMCS

표준(안)명

완료연도

TR-0058, Railway Domain Enablements

진행중
(2022)

TS-0023, SDT based Information Model and Mapping for Vertical Industry
Rel-5

진행중
(2023)

TS-0023, SDT based Information Model and Mapping for Vertical Industry
Rel-4

2021

FU-7100, User Requirements Specification (v5.0.0)

2020

MG-7900, Use cases (v2.0.0)

2020

TOBA-7540, Telecom On-Board System - Architecture Migration (v1.0.0)

2020

¡ (IoT 서비스 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준)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와 커뮤니티 표준개발 그룹인
ITU-T SG20에서 2016년에서 2019년까지 한국 주도하에 ‘사물인터넷 접근성 요구사항 표준’을
개발하여 2019년 2월 Y.4204로 정식 승인완료. 사물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표준으로 향후 버티컬 형태로 세부표준과 가이드라인으로 추가 표준개발 예상. 스마트시티의
환경에서 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이 Y.4211로 2020년에
정식 승인완료
- ITU-T SG20
· 사물인터넷 환경(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로 구분)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 요구사항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TU-T SG20

표준(안)명

완료연도

Y.ACC-UI-req,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Smart Application supporting IoT

진행중
(2022)

Y.4211,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Smart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2021

Y.4204,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IoT Applications and Services

2019

¡ (경량형 IoT 데이터 분석 기술 표준) GPU와 성능 높은 하드웨어 성능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온 인공지능 기술을 다양한 실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원 제약적인 환경에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관련 표준 개발이 진행 중
- ITU-T SG11
· ETRI에서는 SKT와 함께 IoT 에지 컴퓨팅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Q.5001 표준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후속 작업으로 IoT 에지 컴퓨팅 환경에서 IoT 데이터 분석 작업을
위한 후속 작업을 ITU-T SG11에서 Q.IEC-PRO 권고안으로 표준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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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TF T2TRG
· 전통적인 IoT 서비스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작되었지만, 실시간 서비스 지원, 대용량
데이터 처리, 높은 보안이 요구되는 데이터 처리, 통신 요금 절감 등의 목적으로 IoT 에지
컴퓨팅 환경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 및 기능 개발이 진행 중
- IRTF NMRG
· 전통적으로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기술 표준 개발을 진행해 온 IRTF NMRG에서 2019년
말에 새로운 작업 영역을 새롭게 확정하여, Lightweight AI Challenge 주제를 포함하여
논의하기 시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Q.IEC-PRO, Protocols for microservices based intelligent edge computing
ITU-T SG11
Q.5001, Signalling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of intelligent edge computing
IRTF T2TRG

IRTF NMRG

진행중
(2022)
2018

draft-irtf-t2trg-iot-edge-02, IoT Edge Challenges and Functions

진행중
(2022)

draft-hong-lightweight-a, Requirement of Lightweight AI in constrained device

진행중
(2022)

draft-choi-icnrg-aiot-00, Requirements and Challenges for User-level Service
Managements of IoT Network by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진행중
(2022)

¡ (기계학습 기반 IoT 네트워크 관리 표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IoT 디바이스
및 IoT 데이터의 폭증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신/네트워크 표준 개발을 진행해
온 ITU-T, IRTF 등에서 관련 표준 개발 진행 중
- ITU-T FG-ML5G
· ETRI과 KT는 네트워크 머신 러닝을 위한 유즈케이스와 요구사항 문서를 개발완료
- IRTF NMRG
· 기존의 Rule 기반, SNMP/MIB 중심의 IoT 네트워크 관리를 인공지능 기술과 IBN
(Internet-Based Networking) 기술을 결합하여 표준 개발을 시작하려는 단계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TU-T
FG-ML5G

Y.Sup55 : ITU-T Y.3170-series, Machine learning in future networks including
IMT-2020: use cases

2019

draft-kim-nmrg-rl-05, IIntelligent Reinforcement-learning-based Network Management

진행중
(2022)

draft-pedro-nmrg-intelligent-reasoning-01, Intelligent Reasoning on External
Events for Network Management

진행중
(2022)

IRTF NM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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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무인 배송을 위한 IoT 융합 서비스 표준) 비대면 무인 배송 서비스 구성을 위하여
서비스 로봇 모듈화에 대해서 표준화를 진행 중.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듈의 일반사항에
대해서 표준을 완료하고, 후속으로 모듈의 재사용성을 지원하는 상호운용성을 위한 정보모델
표준안 작성을 진행 중. 또한 인간 로봇 상호작용의 경우 로봇지능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 ITU-T SG20
· 2018년부터 사물인터넷 기반 승강기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공통 데이터 모델 및
프로토콜 표준을 2021년에 개발 완료. 이 표준을 기반하여 승강기와 서비스 로봇 상호연동
환경을 구성하여 비대면 서비스에 적용 가능
- ISO TC299 WG6
· 2016년 10월에 ‘Modularity for service robots-General requirements' 국제표준제정을 위한
NWIP 제출하여 2021년에 승인.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로봇 모듈에 대한 공통정보모델
표준을 개발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Y.XXXX, Smart device Interworking framework for unmanned delivery

진행중
(2024)

Y.4420, Framework of IoT based monitoring and management for Lift

2021

ISO 22166-1:2021, Robotics - Modularity for service robot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2021

ISO 22166-201, Robotics - Modularity for service robots - Part 201: Common
information model for modules

진행중
(2022)

ITU-T SG20

ISO TC299

완료연도

[플랫폼]
¡ (IoT 플랫폼 연동을 위한 브릿징 표준) OCF에서는 2018년부터 BLE/ZigBee/Z-Wave/EnOcean
/U+/oneM2M와 같은 이종 IoT 기술에 대한 브릿징 표준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2019년에
착수한 LWM2M 정보모델링 매핑 표준과 Cloud GW 기술을 개발 중. Zigbee alliance에서는
CHIP(Connected Home over IP)를 새롭게 개설하여 2020년 초부터 진행 중
- OCF Bridging TG/Core Tech WG
· BLE Mesh와 OCF와의 연동 표준 개발 완료
· OCF 기기와 BLE 기기 간 데이터 모델 및 메시지 연동 방법을 제공하는 연동 규격 제정
완료
· Cloud 접속기능이 없는 디바이스를 Cloud에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Cloud Proxy 기능을
개발 중. Device to Cloud Service Specification의 확장기능으로 추가될 예정
· OCF 기기와 OMA LWM2M 기기 간 데이터 모델 및 메시지 연동 방법을 제공하는 연동
규격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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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OCF
Bridging TG

표준(안)명

완료연도

CR2599, Cloud Gateway

2021

Ver2.1.3, Resource to LWM2M Object Mapping

2021

Ver2.1.3, OCF Bridging Framework spec

2021

Ver2.1.3, Resource to AllJoyn Interface Mapping

2021

Ver2.1.3, Resource to BLE Mapping

2021

Ver2.1.3, Resource to OneM2M Module Class Mapping

2021

Ver2.1.3, Resource to UPlus Mapping

2021

Ver2.1.3, Resource to Zigbee Cluster Mapping

2021

Ver2.1.3, Resource to Z-Wave Mapping

2021

¡ (IoT 플랫폼과 이동통신망 연동 표준) 3GPP 표준에서 제공하는 IoT 환경에서의 단말 모니터링,
네트워크 혼잡 제어 등 다양한 기능을 응용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oneM2M 플랫폼 API로
표준화 진행 중
- 3GPP SA2/CT1
· 3GPP는 Rel-13부터 MTC(Machine Type Communication) 지원을 통해 M2M/IoT 환경에서
발생할 3GPP 네트워크 이슈를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Rel-14 및 Rel-15에서는 SCEF(Service
Capability Exposure Function) API, NIDD(Non-IP Data Delivery)와 같은 셀룰러 IoT 지원
기능을 표준 개발 중
· Rel-17에서는 MCx 기술을 위한 eMONASTERY와 MCOver5GS 워크아이템을 진행 중
- oneM2M SDS WG
· oneM2M은 네트워크 상위 계층의 IoT 미들웨어로서 3GPP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인터
페이스를 oneM2M 플랫폼과 연동하기 위한 oneM2M API를 표준 개발 중으로 이를 이용해
oneM2M 단말이나 응용 서비스가 이동통신망이 제공하는 기능을 쉽게 구현 가능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oneM2M
SDS WG

3GPP SA2

표준(안)명

완료연도

TS-0026, 3GPP Interworking v4

2021

TS-0026, 3GPP Interworking v3

2019

TR-0047, Developer Guide of 3GPP Interworking

2019

TS 23.682, Architecture enhancements to facilitate communications with packet
data networks and applications(Release 17)
TS 23.682, Architecture enhancements to facilitate communications with packet
data networks and applications(Release 16)

진행중
(20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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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3GPP SA2

3GPP CT1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23.285, Architecture enhancements for V2X services(Release 16)

2020

TS 23.682, Architecture enhancements to facilitate communications with packet
data networks and applications(Release 15)

2019

TS 23.285, Architecture enhancements for V2X services(Release 15)

2019

TS 29.122, T8 reference point for Northbound APIs(Release 17)

진행중
(2022)

TS 29.122, T8 reference point for Northbound APIs(Release 16)

2020

TS 29.122, T8 reference point for Northbound APIs(Release 15)

2018

¡ (IoT 플랫폼 코어 네트워크 연동 검증 표준) 3GPP 코어 네트워크와 oneM2M 플랫폼 연동
표준이 개발됨에 따라 해당 규격에 대한 시험 표준 개발 중
- oneM2M TDE WG
· 3GPP SCEF 인터페이스와 연동하는 oneM2M IN, ADN에 대한 표준 적합성 시험 규격 개발
- oneM2M, GCF
· oneM2M Rel.2 규격적합성(Conformance)과 상호연동성(Interoperability) 시험 규격을
기반으로 oneM2M 표준제품 인증 프로그램을 2019년 이후 진행 중. GCF-CC에 테스트
케이스 및 예외사항 등을 기술규격화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oneM2M
TDE WG

GCF

표준(안)명

완료연도

TS-0017, Implementation Conformance Statements

2021

TS-0018, Test Suite Structure and Test Purposes v3

2021

TS-0019, Abstract Test Suite & Implementation eXtra information for Test

2021

TS-0025, Product Profile v3

2021

CC v3.80.0, GCF Certification Criteria

2020

¡ (IoT 데이터 유통 거래 플랫폼 표준) 기존 데이터 수집/제공 등 표준을 확장하여 IoT 데이터
유통 거래 표준화 진행 중
- oneM2M SDS WG
· 릴리즈 5 신규 기능으로 IoT 플랫폼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소유자가 상품으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하는 인터페이스의 표준화 진행 중
- TM Forum
· FIWARE의 Business API Ecosystem을 통해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카탈로그 관리, 상품
주문 등 API 표준을 제공하며, 이는 유럽의 SynchroniCity 프로젝트를 통해 확장 개발되어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로 실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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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oneM2M SDS
WG
TM Forum

표준(안)명

완료연도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oneM2M TS-0001, Functional Architecture v5
oneM2M TS-0004, Service Layer Core Protocol v5
TMF620, Product Catalog Management API R19

2019

[네트워크]
¡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IEEE 802에서 물리계층과 매체접근제어 기술에 대한 IEEE802.15.4w에서
IEEE Std 802.15.4-2015 SUN PHY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인터넷 기반 저전력 네트워킹
및 6LoWPAN 기술 개선을 위한 표준 개발 중
- IEEE802.15.4w
· 2018년 3월 회의부터 IEEE802.15.4w TG-LPWA의 LPWA 물리계층과 매체접근제거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
- IETF LPWAN WG
· 저전력 광역 네트워킹 기술, 6LO WG에서 저전력 근거리 네트워킹 기술 표준 개발 중
· SCHC 헤더압축 등 LPWA의 제한적 상황을 위한 표준개발 완료
- IETF 6LO WG
· ETRI에서는 NFC 기반 IPv6 통신을 위한 적응계층 프로토콜 표준을 개발하여 2021년에
제정할 예정이며, 사물인터넷 저전력 통신을 위한 활용성 및 유즈케이스 표준 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P802.15.4w, Standard for Low-Rate Wireless Networks Amendment for a
IEEE802.15.4w
Low Power Wide Area Network (LPWAN) extension to the Low Energy
TG4w LPWA
Critical Infrastructure Monitoring (LECIM) Physical layer (PHY)

진행중
(2022)

draft-ietf-6lo-use-cases, IPv6 over Constrained Node Networks(6lo) Applicability
& Use cases

진행중
(2022)

draft-ietf-6lo-nfc, Transmission of IPv6 Packets over Near Field Communication

진행중
(2022)

RFC 9011, Static Context Header Compression and Fragmentation (SCHC)
over LoRaWAN

2021

RFC 8824, Static Context Header Compression (SCHC) for the 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 (CoAP)

2021

IETF
6lo WG

IETF
LPWAN WG

¡ (정보중심네트워킹(ICN) 기반의 IoT 통신 표준) IRTF와 ITU-T에서 정보중심 IoT 통신을 위한
네임변환서비스(Name Resolution Service, NRS)에 대한 표준 개발 중
- IRTF ICNRG
· ETRI를 중심으로 정보중심 IoT 통신을 위한 네임변환서비스(NRS)에 대한 설계 고려사항
및 ICN 구조적 고려사항을 제공하는 표준을 각각 개발 중이며 2022년에 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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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르크대학(HAW Hamburg)을 중심으로 ICN 패킷 헤더의 오버헤드를 효율적으로
줄여서 저전력 무선 사설 네트워크 및 센서 네트워크에서 6LoWPAN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인 ICN-LoWPAN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이며 2021년에 제정 예정
· Futurewei를 중심으로 ICN-IoT 구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이 개발 중이었으나, 2019년
5월 이후 부터는 더 이상 개발되고 있지 않음
- ITU-T SG13
· 정보중심네트워킹에서의 네임 매핑 및 변환에 대한 요구사항 및 기능 정의 표준 완료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RTF ICNRG

ITU-T SG13

표준(안)명

완료연도

draft-irtf-icnrg-nrs-requirements, Design Guidelines for Name Resolution Service
in ICN

진행중
(2022)

draft-irtf-icnrg-nrsarch-considerations, Architectural Considerations of ICN using
Name Resolution Service

진행중
(2022)

draft-irtf-icnrg-icnlowpan, ICN Adaptation to LoWPAN Networks (ICN LoWPAN)

진행중
(2022)

Y.3072,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of Name Mapping and Resolution for
Information Centric Networking in IMT-2020

2019

[디바이스]
¡ (IoT 접근성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표준) IoT 서비스의 장애인, 고령자 및 일시적 장애인 등의
서비스 사용을 위한 접근성 요구사항 표준이 개발되었으나, 보조기기의 호환성 보장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인터페이스 표준이나 프로토콜 표준 등의 논의로 확대될 전망
- ISO TC173 SC2
· 접근성 보조기기에 대한 분류 및 용어 정의
- ITU-T SG20 WP1
· IoT 서비스의 장애인, 고령자 및 일시적 장애인 등의 서비스 사용을 위한 접근성 요구사항
(Y.4204)에서 보조기기의 호환성 보장, 인터페이스 간 충돌, 간섭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등을 정의
- JTC1 SC35
· PC 및 모바일기기와 접근성 보조기기의 상호운용을 위한 인터페이스-운영체제 간 표준
요구사항 정의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TC173
SC2

ISO/DIS 9999, Assistive products - classification and terminology

ITU-T SG20
WP1

Y.4204,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IoT Applications and Services

2019

JTC1 SC35

ISO/IEC 13066-1, interoperability with assistive technology(AT) - Part 1: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 for interoperabilit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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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2022)

¡ (분산협업 지원 스마트 IoT 디바이스 표준) 분산협업을 위한 직접적인 국제 표준화는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기종 디바이스간의 연동을 위한 표준을 다수 제정한 OCF에서 이기종 디바이스
간의 사물지능 및 분산협업을 위한 표준화 진행이 예상됨
- OCF Bridging TG
· 2021년 4월 2.2.3 버전의 표준을 발표하였으며, 이기종 디바이스와의 연동 및 협업을 위하여
BLE, Zigbee, Z-Wave 등의 무선통신 기반 브릿지 표준과 AllJoyn, oneM2M, UPlus, EnOcean 등
플랫폼 기반 브릿지 표준을 발표
- oneM2M
· Rel-2 표준에서 이종 플랫폼 간 연동 표준 개발 완료. Rel-3에 연동 대상을 확장하였으며,
Rel-4에서도 다양한 기술과의 연동 지원을 확대
· 모든 사물인터넷 기기는 고유의 기능과 데이터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템플릿(SDT, Smart Device Template)을 정의(WI-0081)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OCF
Bridging TG

oneM2M

표준(안)명

완료연도

Ver.2.2.3, Resource to AllJoyn Interface Mapping

2021

Ver.2.2.3, Resource to BLE Mapping

2021

Ver.2.2.3, Resource to OneM2M Module Class Mapping

2021

Ver.2.2.3, Resource to UPlus Mapping

2021

Ver.2.2.3, Resource to Zigbee Cluster Mapping

2021

Ver.2.2.3, Resource to Z-Wave Mapping

2021

Ver.2.2.3, Resource to EnOcean Mapping

2021

TS-0040, Modubus interworking

2020

TS-0026, 3GPP interworking

2020

TS-0014, LWM2M interworking

2020

TS-0035, OSGi interworking

2019

TS-0024, OCF interworking

2019

¡ (군집지능 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JTC1 SC25에서 ‘Interconnection of Computer
System and Attached Equipment’ 분야의 표준 개발 중이며, IEC에서는 에너지 하베스팅
관련 표준 개발 중
- JTC1 SC25
· ‘Interconne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분야에서 가정용 전자 시스템
(HES) 아키텍쳐 표준으로 원격 액세스를 사용하여 컴퓨터, 가전제품 및 고객 전자기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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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연결, 리소스 공유 및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표준과 지능적인 그룹화, 리소스
공유 및 서비스 협업 달성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쳐 및 프로토콜 표준을 발표
- IEC TC47
· 한국 주도로 에너지 하베스팅과 소출력 무선 전력 전송을 위한 반도체 디바이스 기술을
표준화 진행 중
- IEC TC113
· 나노전자 기반 에너지 스토리지 표준화 준비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14543-5-102, Information technology - Home electronic system(HES)
architecture - Intelligent grouping and resource sharing for HES Class 2 and Class
3 - Remote universal management profile

2020

ISO/IEC 14543-5-101, Information technology - Home electronic system(HES)
architecture - Intelligent grouping and resource sharing for HES Class 2 and Class
3 - Remote media access profile

2019

IEC 62830-8 ED1, Semiconductor devices - Semiconductor devices for energy
harvesting and generation - Part 8- Test and evaluation methods of flexible and
stretchable supercapacitors for use in low power electronics

2021

IEC 63244-1 ED1, Semiconductor devices - Semiconductor devices for wireless
power transfer and charging - Part 1 : General requirements and specifications

2021

PWI 113-122, Nano-enabled electrical energy storage - Hybrid Supercapacitors
for ISG application - Electrochemical characterisations of electrodes and modules

진행중
(2024)

JTC1 SC25

IEC TC47

IEC TC113

[보안]
¡ (IoT 디바이스 보안설정 표준) OCF 보안 규격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안 기능들이 표준화되고
있으며, 2021년 IoT 디바이스 상태 자율진단을 위한 지원구조 관련 표준 개발이 진행 중
- OCF Security WG
· OCF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보안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는 OCF Security 규격 개발 및 개정 중
· OCF 디바이스의 소유권 및 접근권한 설정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다루는 OCF Onboarding
Tool 규격 개발 및 개정 중
· OCF 디바이스 이벤트 관리와 관련된 기본용어 및 개요에 대해서 기술하는 CR3035 Event
Logging 개발 중
· 이벤트를 저장 및 관리하는데 이용될 리소스의 정의 및 해당 리소스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는 CR3149 New Resource Type for Event Logging 개발 중
· OCF 각 디바이스내에서 수집할 이벤트를 정의하는 CR3150 List of Auditable Events 개발 중
· OCF 디바이스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원격지에서 수집하는 CR3151 Remote Logging 기능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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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te Event Logging을 구현하기 위한 Push Proxy Resource에 대한 정의를 다루는
CR2658 Create a Push Proxy Pattern Resource 개발 중
· Cloud Proxy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Account Resource의 확장 요구사항을 제안하는
CR3398 Extension of Cloud Account Resource 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OCF
Security WG

표준(안)명

완료연도

CR3035, Event Logging

진행중
(2023)

CR3149, New Resource Type for Event Logging

진행중
(2023)

CR3150, List of Auditable Events

진행중
(2023)

CR3151, Remote Event Logging

진행중
(2023)

CR2658, Create a Push Proxy Pattern Resource

진행중
(2023)

CR3398, Extension of Cloud Account Resource

진행중
(2023)

Ver.2.2.3, OCF Security spec

2021

Ver.2.2.3, OCF Onboarding Tool spec

2021

¡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OCF와 oneM2M 같은 사실 표준화 기구 중심으로 IoT 통합
보안 프레임워크를 위한 디바이스, 네트워크, 서비스 보안 표준화가 각각 진행 중이며, JTC1은
IoT 환경에 사용가능한 경량 암호 알고리즘을 표준화 진행 중
- OCF Security WG
· OCF 디바이스 식별, 인증, 프로비저닝, 네트워크 보안 설정, 접근 제어 기술에 대한
OCF Security 규격 2.2.3을 릴리즈
· OCF Cloud 연동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다루는 OCF Cloud Security 규격 개발 및 개정 중
- oneM2M SDS WG
· oneM2M 플랫폼에서의 보안 서비스, 보안 플랫폼, 보안 아키텍처 개발 중으로 현재 v4.4.0이 릴리즈
- ITU-T SG17
· IoT 보안 프레임워크와 개인식별정보 처리 프레임워크 표준화 완료
- IRTF T2TRG
·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IoT 기기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안
기술 가이드라인 표준화 진행 중
- JTC1 SC27
· IoT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경량 암호기술 표준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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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Ver.2.2.3, Security Specification

2021

Ver.2.2.3, Cloud Security Specification

2021

TS-0003, Security solutions v4.4.0

2020

X.1363, Technical framework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handling
system in Internet of things environment

2020

X.1361, Security framework for Internet of Things based on the gateway
model

2018

RFC8576, Internet of Things(IoT) Security: State of the Art and Challenges

2019

ISO/IEC 29192-7,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Lightweight
cryptography - Part 7: Broadcast authentication protocols

2019

ISO/IEC 29192-6,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Lightweight
cryptography - Part 6: Message authentication codes(MACs)

2019

OCF
Security WG

oneM2M
SDS WG

ITU-T SG17

IRTF T2TRG

JTC1 S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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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 Bridge.IoT
- IoT 데이터를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클립스 재단 산하의 프로젝트
· Bridge.IoT 마켓플레이스는 사용자 인증/인가, 검색/구독, 결재 기능 제공
· 데이터 제공자 및 사용자를 위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며 EPL 2.0 라이센스 적용
¡ Device Connect
- 2015년 4월 설립되어, 2019년 일본의 NTT,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NEC 등의
200여 업체, 한국의 ETRI, 한성대, 나우테스테크놀러지, 오픈소스진흥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오픈소스 협의체인 DeviceWebAPI 컨소시엄이 OMA GotAPI, DWAPI 표준 규격을 준수하는
오픈소스인 DeviceConnect를 개발하여 제공 중
¡ EdgeX Foundry
- Linux Foundations는 2019년 엣지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 LF Edge를 발표
- Telco Edge 사용 시나리오 개발을 목표로 하는 Akraino Edge Stack, IoT 개방형 프레임워크
EdgeX Foundry, 엣지 가상화 엔진 EVE, 홈 및 가전 엣지를 대상으로 한 Home Edge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진행 중. EdgeX는 마이크로서비스 구조로 구현되었고, 엣지 이벤트로
트리거되는 규칙 기반의 룰 엔진(Rule Engine)을 포함하며, 2020년 10월 v2.0에서는 머신 러닝
기술 개발 목표
¡ IoTivity
- OCF의 기술규격을 참조구현하고, 기술규격의 검증 및 규격의 연동테스트 등을 통하여 OCF
기술규격의 품질을 높이고, 시장에 빠르게 확산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 기존의 패키지는 2.0.1 규격까지만 지원하며, 그 이후 규격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
(IoTivity-classic으로 이름 변경)
· 2.0.1 이후의 규격은 IoTivity-Lite 라는 이름으로 보다 경량화된 스택 사이즈를 갖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구현 및 지원 중. OCF 2.2.3 2021년에 호환성을 테스트 진행 중
¡ KubeEdge
- Kubernetes 네이티브 컴퓨팅 플랫폼으로 도커 컨테이너와 메시지 브로커(Mosquitto)를
이용하여 엣지 컴퓨팅을 구현
¡ LwM2M Developer ToolKit
- 2015년에 OMA LwM2M 기술규격을 기반으로 구현하는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GitHub에
개설한 OMA LwM2M 오픈소스 개발 지원 프로젝트로 2021년 LwM2M 표준규격 버전1.2까지
기능을 지원 중. OMA에서는 오픈소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LwM2M 프로토콜 관련 문서와
표준기술 요약서, 클라이언트 시뮬레이터인 DevKit과 GitHub 이슈 드래커, LwM2M 테스트
서버, Object & Resource Editor 등을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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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ter
- 2020년 1월에 지그비 얼라이언스 CHIP(Connected Home ove IP) WG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로
지그비를 포함하는 다양한 물리 계층 및 구글 주도의 네트워크 프로토콜 프로젝트인 스레드
(thread), 애플 홈킷(HomeKit) 등과의 연동을 지원하고, 구글, 애플, 아마존의 음성 인식 서비스와
연동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응용계층에서 상호연동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 메시지
구조를 정의하고 서비스 연동 예제를 제공
¡ OCEAN
- 국내 KETI 주도로 국제 IoT 미들웨어 플랫폼 표준인 oneM2M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및
다양한 도구에 대한 오픈소스를 제공
· oneM2M 릴리즈 5로 표준화 진행 중인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지원 기능을 Mobius에
구현하여 제공
¡ StarlingX
- Intel과 윈드 리버에 의해 개발되어, 2019년 9월 버전 2.0가 발표된 StarlingX는 컨테이너화된
오픈스택을 바탕으로 베어메탈, 가상 머신, 컨테이너 기반 응용 실행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
¡ Tensorflow
- Google사에서 개발한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엔진. 검색, 음성 인식, 번역 등의 Google
앱에 사용되는 기계 학습용 엔진으로, 2015년에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로
전환. 텐서플로는 C++ 언어로 작성되었고, 파이선(Python)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제공. 텐서플로는 빠르고 유연하여 한 대의 스마트폰에서도 운영될 수 있고, 데이터센터의 수천
대 컴퓨터에서도 동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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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약 점 요 인 (W)

국내역량요인 시 -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시장 및 시 - 대기업 위주의 제품 개발로
인하여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
장 인프라 보유
장
조성에 한계
- IoT 원천 기술 및 요소 기술
- 통신사, 제조사 등 산업계와 학
수준이 선진국 대비 미흡
기
기
계, 그리고 연구소 간 활발한
- 원천기술 및 핵심부품에 대한
술 기술 협력 추진
술
소극적 투자로 지적재산권
확보 미흡

표
준

국외환경요인

- 활발한 국제표준화 의장단 활동
- 일부 기술 분야를 제외하고는
표
및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개발에
표준 경쟁력이 미흡하며, 기술
준 개발과 표준화의 연계가 미흡
국내 표준전문가 포진

- 전 세계적으로 IoT에 대한
【SO전략】
【WO전략】
시
수요와 시장이 증가
장 - 다양한 ICT 핵심기술이 IoT와 - (시장) 국내 IoT 기술의 시범사업 - (시장) 정부 주도 IoT 시범사업
결합하는 추세

적용·검증을 통한 조기 상용화 및
시장 선도

추진 및 핵심기술 확보 가능한
기술 분야의 정책 추진

기
- 기존 ICT 기술을 확장과 함께
기
회
IoT 기술이 제공되어 한국주도의 - (기술) IoT 기술 연구와 기존 ICT - (기술) 기술과 표준화 개발이 유
술
대응기회 가능성 존재
요
인프라 노하우를 통해 거대 시장의 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
중심의 산학연 기술 협력
요구사항을 적극적 반영
인
(O)
표 - 국제표준화에서 한국은 주도
입지를 확보 중
준

- (표준) 국내에서 우위를 확보한 - (표준) 경쟁력이 미흡한 기술분야
표준화 분야 및 표준화 기구의 육성책 마련(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관련 표준전문가 확보 필요)
활용을 통한 표준 선점 확대

- 해외시장은 산업체 연합 위주로 【ST전략】
【WT전략】
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중
장 - 미국과 유럽 기업의 기술 위주 - (시장) 국내 강점 분야, ICT 통신 - (시장) 국내에서 IoT 시범 서비스를
시장 주도

위
협 기
요 술
인
(T)
-

및 서비스 분야를 중점으로 국제
표준특허 확보

서비스를 위한 급격한 발전 보다
기존 서비스를 기반으로 보완하는
- (기술)
등 관련 신 기술개발에 소극적 자세
협력이
이용한
해외 기업이 표준화에서 상당
부분 우위를 차지
- (표준)
표
- 한국이 주요 핵심기술의 진입에 개발을
준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여 관련 추진을
기술 표준개발이 어려움

IoT 기술 연구에 산·학·연
긴밀히 구축됨에 따라 이를
IoT 시범서비스 개발
국내에 적합한 IoT 서비스
통하여 해외시장 및 표준화
통하여 우리의 요구사항 반영

통하여 IoT에 대한 수요 증가 확대
- (기술) 해외 공동 개발 확대를 통한
선진기술 공유

- (표준) 국내외 표준화에서의 IPR
확보를 위한 중장기 연구사업 추진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표준제안부터 표준제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 국내에서는 정부 과제의 지원을 받아
국제표준화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과제 중단이나 종료 시 국제표준화 활동의 지속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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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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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선행) IoT 서비스 융합 데이터 모델 표준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
5

5
4
3

3
2

전략적
중요도
정책
/
부합성
국내
역량

4

3

2

2

5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2

3

4

5

국제표준화
국내 기여도

1

표준화
기구/
단체

2

oneM2M RDM,
OCF,
국제
OMA CD/DMSE
W3C WoT

3
4
5

국내
참여
업체/
기관

IPR 확보
가능성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1
1

4

1

1

3

기술
개발
단계

2
1

5

국내

4

TTA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플랫폼 PG
산하 oneM2M
실무반,
ITS/차량/철도
ICT PG
산하 철도통신
실무반

(미국) Qualcomm/Intel,
(유럽) SIEMENS/도이치텔레콤,
(중국) Huawei,
(한국) 삼성전자/LG전자/나우테스테크놀러지/ETRI

기술
수준

ETRI,
삼성전자,
LG전자,
나우테스
테크놀러지,
한성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미국) Qualcomm,
선도국가/
(독일) SIEMENS,
표준
기업
(중국) Huawei,
수준
(한국) 삼성전자/LG전자/ETRI/나우테스테크놀러지/한성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다양한 IoT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서비스/디바이스별 데이터 모델의 중요성 인식. 특히 각 표준화
기구별로 정보 프로파일/오픈 API 형태의 데이터 모델링을 정의 및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난
통합 모델의 제정은 매우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스마트시티 등 통합 데이터 모델이 필요한 시장
확산과 서비스 확대 등 정보모델 표준 제정 선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버티컬 융합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정보모델의 제정이 진행 중이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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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17~’23

’17~’23

oneM2M RDM

국제
표준화

- 홈가전 정보모델
- 스마트철도 정보모델
- SDT기반 산업분야별
정보모델

‘20~’23

- 디바이스 프로파일

‘16~’23

TTA ITS/차량/철도ICT PG
산하 철도통신실무반

국내
대응

OMA CD/DMSE

OCF

- 스마트철도 디바이스 프로파일

- 모바일 헬스케어 /3D 프
린터 디바이스
- LwM2M 디바이스 정보
모델

‘16~’23

‘16~’23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 산하 oneM2M 실무반
-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별 디바이스 프
로파일

‘20~’22

W3C WoT
- 웹 기반 디바이스 프로파
일

‘16~’23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
- 핵심 기술 및 표준 IPR 확보
- 국내외표준 기고 활동
- 정부정책 수립 지원

‘16~’22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oneM2M, OCF는 가전 디바이스 별 의무적/선택적으로 지원해야하는 기능에 대한 프로파일을
표준 규격서로 정의
- oneM2M RDM은 2019년 산업별 디바이스 정보 모델 규격 강화 작업을 Rel-4 규격서에
작업 중. 국내 주도로 스마트철도 디바이스 정보모델 반영 중
- OMA CD는 웹기반으로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3D 프린터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정의,
2018년에 공개. 2018년 OMA와 IPSO의 합병 이후 디바이스 프로파일 규격의 제정을
OMA DMSE의 LwM2M 규격과 연계하여 추진 중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각 사실표준화 기구에서 정의하는
디바이스 프로파일 규격 간 파편화를 지양하고 상호 매핑 가능한 데이터 정보모델 정의를
구축하고, 상호 매핑 불가한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브릿지/어뎁터 규격 제정을 통해 프로파일
변환 지원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2)에서 특정 산업 영역을 위한 서비스/단말
정보모델 및 프로파일 규격을 제정 중. 일부 국내 독자적인 기술규격은 해외 기술규격과의
동기화 필요
- TTA ITS/차량/철도ICT PG(PG905)에서 스마트 철도 산업 영역을 위한 정보모델 및 프로
파일 규격을 지속적으로 제정
<대응방안>
- (국내표준화 대응전략: 사실표준준용) 국내 업체들의 주도하에 oneM2M, OCF, OMA 등
국제 표준 규격서 개발 완료 시 국내 표준으로 준용하여 활용 가능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IoT 서비스 융합
데이터 모델은 특정한 특허 이슈는 없으나, 현존하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에 대한 특허 출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여야 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표준화-후기술개발) 프로파일 관련 특허 이슈가 없어 IPR 확보는 불가하나, 국내사
제품 기능 중심으로 국제 표준화를 진행하면, 국내사 제품 수정 최소화로 제품 호환성을
확보하여, 저비용으로 국내외 사업 동시 대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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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철도 IoT 서비스 표준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

5

5
4
3

3
2

전략적
중요도
정책
/
부합성
국내
역량

4

3

2

1
1

2

4
5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1

1

3

기술
개발
단계

2
1

5

국내

4

2

3

4

5

국제표준화
국내 기여도

1

표준화
기구/
단체

3GPP SA1/SA6,
UIC FRMCS,
국제
oneM2M
RDM/TDE

2
3

국내
참여
업체/
기관

4
5

IPR 확보
가능성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유럽) SIEMENS/Nokia/Ericsson/Kapsch CarrierCom,
(중국) Huawei,
(한국) 한국철도시설공단/KT/LGU+/SKT

기술
수준

TTA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플랫폼 PG
산하 oneM2M
실무반/,
ITS/차량/철도
ICT PG

국가철도공단,
ETRI,
KRRI,
한성대,
경기대,
KT,
LGU+,
SKT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유럽) SNCF(프랑스철도)/SBB(스위스철도)/
표준
Nokia/Ericsson/Kapsch CarrierCom,
(중국) Huawei,
수준
(한국) 국가철도공단/ETRI/KRRI/KT/LGU+/SKT/한성대/경기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철도의 고속화와 함께 철도통신 시스템의 교체시기와 맞물려 다양한 IoT 서비스의 철도 서비스
사업이 시도 중. 3GPP는 고속철도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제정하면서 철도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같이
제정하고, 서비스 규격의 제정을 시작. 이를 통해 일부 철도 IoT 서비스 규격도 사항이 같이 정의
진행 중. oneM2M에서는 철도 IoT 분야 표준화 작업이 시작되어 철도 관련 디바이스 프로파일 제정이
시작되었고, Rel-4에 요구사항을 포함. 유럽에서는 2025년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2035년에 5G
철도통신망으로 완전 전환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따라 철도 IoT 서비스 규격의 활발한 제정이
예상되므로 계속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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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16~’23

oneM2M RDM/SDS

국제
표준화

- IoT 철도 디바이스 정보모델
- IoT 철도 서비스 기능모델

’18~’23

- 고속철도통신 시스템 요구사항

’20~’23
’18~’23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 산하 oneM2M 실무반

국내
대응

- 사물인터넷 철도 서비스 정보모델

UIC FRMCS

3GPP SA1/SA6

’16~’23

스마트철도표준화포럼
- 스마트 철도 플랫폼 요구사항
- 스마트 철도 디바이스 정보모델
- 스마트 철도 네트워크 요구사항

- 철도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20~’23

’16~’23

TTA ITS/차량 ICT PG
- 철도디바이스 프로파일
- 고속철도 시스템요구사항

’20~’23

’20~’23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3GPP SA1/SA6에서는 고속철도통신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표준 규격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일부 철도 IoT 디바이스의 요구사항도 같이 제정되고 있고, 철도통신 서비스
규격의 제정을 시작. 이에 따라 일부 철도 IoT 관련 서비스 규격도 같이 제정될 예정
- oneM2M RDM/SDS는 Rel-2, Rel-3 규격서에 가전 디바이스 프로파일 규격을 포함하여
공개하였고, Rel-4에서는 철도 IoT 관련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철도 IoT 서비스 규격의
제정도 시작
- UIC FRMCS는 철도서비스의 사용자 요구사항 규격의 초안 제정을 2018년 초에 완료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2020년 규격을 제정하였음, 이에 대한 후속으로 GSM에서 3GPP 5G
차세대 철도통신망으로의 규격 확산 및 마이그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활동(적극대응), 신규과제 제안) 진행되고 있는 UIC
및 3GPP의 규격제정과 국내 표준규격을 참조하여 3GPP나 oneM2M에 철도 IoT 서비스
기술규격의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주도권 확보가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TTA ITS/차량/철도 ICT PG(PG905)에서 철도 IoT 서비스 관련 규격이 제안 중이며,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2)에서 다양한 연계 규격을 제정 중
<대응방안>
-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국내 업체들의 주도하에 개발된 철도IoT 디바이스 프로파일의
국내 기술규격을 3GPP, oneM2M, OMA 등을 통해 국제 표준 규격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이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고속철도 IoT 디바이스의 개발과 스마트스테이션 관련 철도 IoT 서비스의 개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허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표준 연계의 특허 지분 확대 활동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철도 IoT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IPR의 확보가 가능하고,
국내사 제품 기능 중심으로 국제 표준화를 진행하면, 국내사 제품의 해외시장 선점 및
해외 사업의 선도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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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IoT 서비스 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SG20,
OCF,
W3C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삼성전자,
LG전자,
SCE Korea,
ETRI,
RRA,
TTA,
OCF Korea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플랫폼 PG,
OCF코리아포럼

(미국) Google/Apple/Microsoft/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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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Apple/Microsoft/Amazon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접근성에 대한 표준화 활동은 W3C 등이 기구를 중심으로 웹, 모바일 그리고 가전제품과 같은
특정 매체나 디바이스에 대한 접근성 표준개발은 활발히 진행 중이나 상호운용 등의 특징을 가진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접근성 표준화 논의는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단계. 이러한 상황에서 빠른
표준화 선점을 통해 해당 접근성 분야의 국제적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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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20에서 진행되는 표준 전반에 대한 접근성 항목 추가 예정이며, 사물인터넷
접근성 요구사항 표준 개발이 완료되어 이를 충족하는 사물인터넷 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준개발 및 W3C 및 OCF와 표준개발 협조 및 범위 확대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접근성 요구사항 표준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 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준을 개발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접근성 프로파일 등의 표준에
대한 개발 및 OCF 등의 오픈 소스에 반영
<표준화 계획>
- RRA/TTA 등과 협의하여 접근성을 전담하거나 혹은 접근성 표준개발을 포함하는 PG를
구성하여 표준에 적극적으로 대응 필요
- OCF코리아포럼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사물인터넷 표준 및 오픈소스 반영 방안 연구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사물인터넷 관련 시장에 제품과 연계하여 기술개발과 표준을
병행
- (표준화 포럼 신설) 접근성 표준전문가 그룹과 함께 장애인 등의 이해관계자, 사물인터넷
관련 제품을 서비스 중인 기업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표준개발을 진행
- (사실 표준 준용) 사실표준화기구(OCF)의 오픈소스와 연계되는 표준 및 접근성 프로파일
개발 진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평가모델 검증방법
(데이터 포맷 등)에 대한 특허를 사전도출 후 기고서에 반영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OCF에서 추진 중인 표준기술 개발방안을 기반으로 IPR이
반영된 기고서 개발 및 해당 표준에 기반한 접근성 데이터 포맷 및 참조코드(오픈소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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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경량형 IoT 데이터 분석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SG11,
IETF/IRTF
NMRG/T2TRG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SKT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플랫폼 PG,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미국) Google/Microsoft/Amazon/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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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ARM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GPU와 성능 높은 하드웨어 성능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온 인공지능 기술을 다양한
적용하기 위해서는 Light-weight한 환경에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관련 표준
논의되기 시작. 인공지능 기술 자체는 표준화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실제
인공지능 추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IoT 데이터 분석 기술 표준에 대하여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하여 유지

분야에
제안이
분야에
경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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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TU-T SG11에서는 클라우드가 아닌 에지 디바이스에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인 Q.5001을 한국 주도로 개발하였고, 후속 작업으로 Q.IEC-PRO 표준권고안을 한국
주도로 개발 중
- IETF/IRTF NMRG에서는 관련 표준 기술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T2TRG에서는 IoT Edge
computing 관련 표준안을 개발하기 시작함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 SG11에서 그동안 ETRI,
SKT에서 WG의장 및 에디터를 수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후속 작업도 적극적으로
대응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IETF/IRTF에서 관련 표준 기술
논의를 오래전에 시작했으나, 아직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 부족하여 표준 개발을
주도하는 세력은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기술과 기고서 발표를 통하여 신규 과제를
제안 필요
<표준화 계획>
- 국내에서는 인공지능/기계학습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 또한 산업체에서 관련 기술표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정부의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소와 산업체에서 개발
중인 기술과 표준화를 연계하여 병행추진이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인공지능/기계
학습 기술 자체는 특허 작업이 용이하지 않음. 실제 다양한 분야에서 IoT 관련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가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기계학습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IoT 서비스 분야에서도 관련 기술이 적용 중. 산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및 표준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과
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특허와 연계하는 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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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기계학습 기반 IoT 네트워크 관리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FG-ML5G,
IETF/IRTF
NMRG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KT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미국) Cisco,
(중국) Huawei/Z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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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중국) Huawei/ZTE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다양한 도메인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기계학습
기술을 IoT 네트워크 관리에 적용하는 시도가 국내/국제적으로 진행 중.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나 기계학습 기술을 표준화로 연계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아, 국내에서도 미래
핵심기술 및 유망서비스 신규 표준 제안을 통해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학습 기반 IoT
네트워크 관리 기술에 대해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하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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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ITU-T FG-ML5G에서는 5G를 포함한 IoT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유즈케이스 및 요구사항 문서 작업을 완료하고 후속 작업을 진행 중
- IRTF NMRG에서는 관련 표준 기술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19년 말 해당 그룹의 새로
바뀐 Charter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고 논의가 시작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 FG-ML5G에서 그동안
ETRI, KT에서 WG의장 및 에디터를 수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후속 작업도 적극적
으로 대응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IETF/IRTF에서 관련 표준 기술
논의를 오래전에 시작했으나, 아직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 부족하여 표준 개발을
주도하는 세력은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기술과 기고서 발표를 통하여 신규 과제를
제안 필요
<표준화 계획>
- 국내에서는 인공지능/기계학습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 또한 산업체에서 관련 기술표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정부의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소와 산업체에서 개발
중인 기술과 표준화를 연계하여 병행추진이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인공지능/기계
학습 기술 자체는 특허 작업이 용이하지 않음. IoT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관리 분야에
인공지능/기계학습 기술을 접목하면서 개발된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시예를 반
영한 특허 확보가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기계학습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IoT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관련 기술이 적용 중. 산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및 표준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과 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특허와 연계하는 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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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비대면 배송 서비스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지능형 로봇
PG/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국제

ITU-T SG20,
ISO TC299

LG전자,
현대로보틱스,
원익로보틱스,
국내
유진로봇,
참여
로보티즈,
업체/ 우아한형제들,
기관
KT,
한화,
현대엘리베이터,
엠투엠테크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스타쉽 테크놀로지/아마존 로보틱스/로커스 로보틱스,
기술
(스위스) 스위스로그,
수준
(중국) 하이크비젼, (일본) 파나소닉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NIST, (스웨덴) CSIC, (일본) 기후대학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서비스 로봇 모듈에 대한 표준은 개발 완료. 비대면 서비스를 구성을 위한 서비스 로봇 상호연동
관련 데이터 모델 및 프로토콜 국제표준은 과제가 승인되어 개발 진행 중이고, 국내는 과제기획
단계에 있으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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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299에서는 개발되고 있는 로봇 모듈에 대한 공통정보모델 표준에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와 서비스 연동이 가능하도록 개발 추진 예정
- ITU-T SG20에서는 서비스 로봇과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연동 관련 프레임워크 및 프로
토콜, 데이터 모델에 대한 표준을 신규 과제로 제안 추진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ITU-T SG20에서 서비스 로봇과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와 연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및 프로토콜, 데이터 모델에 대한 신규과제를 제안할 계획이며, ISO TC299에서 개발하고
있는 로봇 모듈에 대한 공통정보모델 표준에 비대면 배송 서비스와 같은 사물인터넷 연동
서비스 구성이 가능하도록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 및 대응 필요
<표준화 계획>
- 스마트로봇표준포럼 및 TTA 지능형 로봇 PG(PG413)를 중심으로 서비스 로봇 모듈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고,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PG1002)를 중심으로 서비스 로봇 및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연동 관련 국내표준개발 계획 중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정부의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소와 산업체에서 개발
중인 기술과 표준화를 연계하여 개발이 필요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PG(PG1002)를 중심으로 서비스 로봇
연동 국내표준화 추진이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아직 표준화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개발 기술의 특허 작업과 함께 특허 청구항에 기반한 표준 필수특허 설계를 위해
아이템 도출 작업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국내에서도 서비스 로봇개발 및 제품화가 진행 중이나, 업체
독자적인 규격을 적용하여 서비스 연계 및 디바이스 상호연동에 문제가 발생 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ITU-T, ISO 등 공적 표준화 단체를 통하여
국제표준으로 개발 작업과 병행하여 IPR 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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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IoT 플랫폼 연동을 위한 브릿징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OCF Bridging
TG,
Bluetooth SIG,
OMA DM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Ntels,
DataAlliance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OCF코리아포럼

(미국) Intel/실리콘 랩스/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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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lcomm/Microsoft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사물인터넷 분야는 다양한 기술 표준이 공존하고 있는 분야로 어느 한 기술로의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따라서 가능한 한 범용 오픈표준의 개발을 지속하며 기존기술과의 연동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도입을 확대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 OCF에서는 2019년 BLE, ZigBee,
Z-wave, oneM2M, EnOcean Alliance 등과 연동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추가로
연동할 기술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고 국내 표준화 역량이 높은 편이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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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OCF Bridging TG를 중심으로 Smarthome WG과 협력하여 새로운 사물인터넷 생태계
(LwM2M, BLE Mesh 등) 기술에 대한 연동 표준을 개발
- OCF Bridging TG를 중심으로 Core Tech WG과 협력하여 Bridging Framework 표준에 대한
확장개발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사실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Bridging TG 의장단 수임 유지 및
활동을 통한 신규 에코시스템에 대한 브릿징 표준 개발 주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오픈소스 연계)) 관련된 기술의 표준
개발 및 오픈소스 구현 참여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신규 IoT 생태계와의 연동표준을
위한 사실표준화기구 기반의 신규과제 제안
<표준화 계획>
- OCF코리아포럼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에서의 OCF 기술도입 및 확산에 따른 문제점 해결
-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PG(PG1002)를 중심으로 관련 소요 표준기술의 표준화 활동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OCF코리아포럼 내의 실무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술 확산 및 애로
사항 해결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OCF코리아포럼 멤버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표준화 연계
개발과제 제안 추진 중
- (사실표준 준용)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PG(PG1002)를 중심으로 국내 소요기술에 대한
OCF 표준의 준용화 작업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신규 플랫폼
연동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사전도출 후 기고서에 반영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OCF에서 추진 중인 표준기술개발방안(3-pillars: 표준스펙,
참조구현 코드, 테스트 케이스)을 기반으로 IPR이 반영된 기고서 개발 및 해당 표준에
기반한 코드 구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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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수용 | 병행) IoT 플랫폼과 이동통신망 연동 표준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5

5
4

3

2

2
3

5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개발
단계

KT,
SKT,
LGU+,
엔텔스

1

1

1
1

4

국내
참여
업체/
기관

2
1

4

국제

3
2

5

oneM2M SDS,
ITU-T SG20
WP1 Q3,
3GPP SA6

4
3

전략적
중요도
정책
/
부합성
국내
역량

국내

TTA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플랫폼 PG
산하 oneM2M
실무반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

2

3

4

5

국제표준화
국내 기여도

1

표준화
기구/
단체

2
3
4
5

IPR 확보
가능성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Convida Wireless/Exacta GSS,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한국) KT/SKT/LGU+/엔텔스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Convida Wireless/Exacta GSS,
(핀란드) Nokia,
(독일) Deutsche Telekom,
(중국) Huawei,
(일본) KDDI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전략적수용(Ver.2021) → 전략적수용(Ver.2022)
국내에서 개발 중인 표준이 없고, oneM2M의 관련 WI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내 기업 이 부재한
상황에서, 철도, 전력망 등 이동통신망을 연계한 사물인터넷 서비스/사업은 증가하고 있어 시장의
기술 수요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략적수용 항목으로 분류하여 전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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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oneM2M SDS

국제
표준화

ITU-T SG20

- 3GPP 네트워크(Rel-15)와
oneM2M 플랫폼 연동 표준화
- 3GPP V2X 연동 표준화

’19~’23

’19~’23

- oneM2M의 3GPP 연동 표준 규격
ITU-T 권고 표준으로 준용 예상

- 5G 제안기술 평가 및 표준개발

’19~’23

TTA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PG산하oneM2M실무반

국내
대응

3GPP SA6

- oneM2M 표준화 대응
- oneM2M 표준의 TTA 단체 표준 이관

참여기업/기관/학계
- 핵심 기술 및 표준 IPR 확보
- 국내외표준 기고 활동
- 정부정책 수립 지원

’19~’23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oneM2M SDS에서 3GPP Rel-15의 IoT 관련 인터페이스와 oneM2M 플랫폼간 연동 규격에
대해 지속 개발 및 3GPP V2X 인터페이스 연동 스터디(TR)를 종료하고 신규 기술 규격
(TS) 초안 완료
- ITU-T SG20 WP1 Q3에서 oneM2M Rel-3 신규 표준 규격 전환 및 개정시 3GPP 연동
표준 규격 준용
- 3GPP SA6에서는 사물인터넷 인터워킹에 대한 기술규격 논의가 진행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TS-0026을 포함한 oneM2M
Rel-3 표준을 ITU-T 권고 표준으로 이관하는 논의 참여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3GPP 코어망 연동 기술은 제품
개발 관점에서 해외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시 표준 수정 참여 필요. 또한 3GPP 인터
워킹 및 V2X 연동 기술은 국내 차량 업체가 3GPP 표준과 oneM2M 표준을 국내외 차량
업체 및 통신사와 협력하여 참여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산하 oneM2M 실무반(WG10011)은 TTA와
oneM2M 파트너십에 따라 oneM2M의 3GPP 연동 표준을 TTA 표준으로 이관하여 TTA 단체
표준으로 제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oneM2M 표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국내 기관도 oneM2M
국내 대응 활동반인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산하 oneM2M 실무반
(WG10011)을 통해 표준 규격에 대한 피드백 및 기술 논의 참여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표준화가 중후기임에도 국내 표준 대응이 미미한 상황에서 시제품 개발이 완료된 시점이
므로 향후 발생 가능한 IPR 이슈 대응을 위한 특허풀 대응 전략 추진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국내에서도 IoT와 이동통신망 연동 관련 기술 개발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진행 중이고, ITU-T와 IETF, oneM2M, 3GPP 등 공적, 사실표준화 단체에서는
해외 업체들의 주도로 국제표준으로 진행 중. 개발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특허 작업과
함께 국제표준기구에서의 표준화도 병행하여 IPR을 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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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IoT 플랫폼 코어 네트워크 연동 검증 표준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5

5
4

3

2

2
3

5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개발
단계

SKT,
KT,
엔텔스,
KETI,
TTA

1

1

1
1

4

국내
참여
업체/
기관

2
1

4

oneM2M
SDS/TDE,
3GPP CT3/SA2

3
2

5

국제

4
3

전략적
중요도
정책
/
부합성
국내
역량

국내

TTA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플랫폼 PG
산하 oneM2M
실무반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

2

3

4

5

국제표준화
국내 기여도

1

표준화
기구/
단체

2
3
4
5

IPR 확보
가능성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Convida Wireless/Exacta GSS,
(독일) Deutsche Telekom,
(프랑스) Orange,
(중국) Huawei/ZTE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Convida Wireless,
(독일) Deutsche Telekom,
(프랑스) Orange,
(중국) Huawei/ZTE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3GPP Rel-15 5G 코어 네트워크(5GC)가 이미 SCEF T8 인터페이스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oneM2M
표준에서는 NIDD API를 포함하여 T8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기술 표준화 진행 중으로 이를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시험 검증 표준화가 진행 중이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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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oneM2M SDS/TDE

3GPP CT3/SA2

국제
표준화

’20~’23

- SCEF T8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Rel-15)

- 3GPP 코어 네트워크 연동 기술 표준
개발
- 3GPP 코어 네트워크 연동 기술 시험
검증 표준 개발

‘20~’23

- oneM2M 표준의 ITU-T
Recommendation 전환 채택

‘15~’23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 / oneM2M 실무반

국내
대응

ITU-T SG20

- oneM2M 표준화 국내 대응
- oneM2M 표준의 국내 표준 전환 채택

‘19~’23

참여기업/기관/학계
- 핵심 기술 및 표준 IPR 확보
- 국내외표준 기고 활동
- 정부정책 수립 지원

‘20~’23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3GPP CT3/SA2에서 서비스 서버에 대한 기능 및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중
- oneM2M SDS에서 3GPP 코어 네트워크 연동 기술 표준화 진행 중이며, 시험 규격은
TDE에서 진행 중
- ITU-T SG20에서 oneM2M 릴리즈 3 표준의 전환 채택 진행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3GPP 연동 시험 규격이 포함된
oneM2M 릴리즈 3 표준의 ITU-T 표준으로의 전환 채택에 대한 협업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및 관련
솔루션 업체와 연계하여 3GPP 코어 네트워크 연동 기술에 대한 주도권 확보 및 상용화에
필요한 oneM2M 시험 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산하 oneM2M 실무반(WG10011)에서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과 표준화 대응 논의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정부의 R&D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산학연에서 개발 중인
기술과 표준화를 연계한 병행 추진이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연동 검증 시험
표준화 방향성을 주시하고 필요에 따라 특허 대응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3GPP 코어 네트워크와 연동 시험 가능한 시험기 및 기준
장비 개발을 바탕으로 표준화를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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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후행) IoT 데이터 유통 거래 플랫폼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oneM2M SDS

국내
참여
업체/
기관

KETI,
세종대,
연세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플랫폼 PG

(미국) InterDigital,
(프랑스) Dawex,
(독일) Bosch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독일) FIWARE,
(영국) Digital Catapult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IoT 센서로 수집한 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해 다른 응용 서비스로 유통하기 위한 표준 기술은 IoT
응용 뿐만 아니라 IoT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에서도 필요한 표준 기술이고, 국내에서 R&D를
통해 프로토타입이 개발되어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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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oneM2M Rel-5 신규 표준의 기능으로서 유통 거래 지원을 위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지원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규격
개발 추진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오픈소스 연계)) 데이터 마켓
플레이스 지원 기술 관련하여 oneM2M에서 국내 주도로 데이터 라이센스 관련한 표준화
작업 진행 중. 해당 내용 및 개발 검증한 S/W를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지원 기술 표준화 적극 대응 필요

<표준화 계획>
- oneM2M 표준 제정 시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산하 oneM2M
특별반(WG10011)을 통해 TTA 단체 표준으로 전환 채택
<대응방안>
- (표준화 위원회 PG 활동)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산하 oneM2M
특별반(WG10011)을 통해 최신 표준화 동향 파악 및 기술 논의 진행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국내 R&D
과제에서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된 oneM2M 표준 기반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고도화 기술
개발 및 추가 핵심 특허 발굴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기술개발 후표준화 추진) 기확보한 특허 기술을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표준화활동을
주력으로 추진하고 추가로 핵심 특허 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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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SG20,
IETF 6lo WG/
lpwan WG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
근거리통신망
PG,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미국) Cisco/Semtech,
(유럽) Arch Rock/Sig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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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TF/Sensinode/LoRaAlliance,
(유럽) Bremen Univ./Sigfox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IETF에서 6lo WG 및 lpwan WG을 중심으로 저전력 사물인터넷 네트워킹을 위한 전송 및 통신
제어기술 표준화를 진행 중. 본 기술은 표준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한 분야로 국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IPv6 기술과 결합하여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기술로 판단. 또한, 높은 국내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표준화 개발에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Ver.2022에도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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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ETF에서 6lo WG 및 ITU-T SG20에서 관련 네트워킹 연동 및 융합 표준기술을 개발 계획
중이며, 핵심 기술 확보 및 표준화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 SG20에서 사물인터넷 저
전력 네트워킹 연동기술 관련하여, 저전력 네트워킹 연동을 위한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6lo WG 및 lpwan WG에서 다양한
저전력 통신 기반 디바이스의 데이터통신을 위한 기술 표준 및 유즈케이스 개발이 지속 추진

<표준화 계획>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및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PG1002)를 중심으로 IoT 네트워킹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 특히 사물인터넷 저전력 네트워킹을 위한 국내표준개발
계획 중
- 사물인터넷 저전력 네트워킹을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 표준 개발함과 동시에 TTA 관련
프로젝트 그룹을 중심으로 국내 표준화 계획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정부의 전략을 바탕으로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이 필요
- (타 기술/기업과 제휴) 산·학·연 협력을 통해 개발된 표준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 및 보급이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IoT 저전력 네트워킹 기술은 표준특허 전략을 통해 IPR 확보에 주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후 가시광 통신과 같은 추가적인 표준 개발을 기획 중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사물인터넷 저전력 네트워킹 기술 및 표준화 현황은 병행
추진 중이며 일부 프로토콜 규격은 국제 표준을 수용하고, 저전력 통신을 위한 세부 제어
기술에 대해서는 병행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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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정보중심네트워킹(ICN) 기반의 IoT 통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RTF ICNRG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
IETF미러포럼

(미국) 시스코/인텔/인터디지털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시스코/인터디지털/퓨처웨이, (스웨덴) 에릭슨,
기업
(중국) 화웨이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정보중심네트워킹(ICN)은 통신 대상 호스트의 주소(IP) 기반이 아니라 데이터/정보의 식별자(네임)
기반으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통신 기술로서 IoT 서비스 환경에 적합함. IRTF
ICNRG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IoT 및 5G와 같은 실제 네트워크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개발 중. IRTF ICNRG에서 2021년까지는 기반 기술에 대한 표준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최종검토 단계이어서 지속/확산공략으로 분류하였으나, ICN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응용 기술에 대한 표준화 항목들이 추가됨에 따라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표준화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어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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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RTF ICNRG는 리서치 그룹이로서 정보중심네트워킹(ICN)에 대한 표준 뿐만 아니라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ICN의 대표 국제표준화 그룹임. IoT 및 5G 코어 네트워크
등에 적용 가능한 ICN 기술 표준이 개발 중이며, NRS(네임해석서비스) 관련 표준 개발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계획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RTF ICNRG에서 네임해석서비스
(NRS)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NRS 적용 시 고려해야 할 ICN 구조적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 개발을 지속 추진

<표준화 계획>
-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PG1002)를 중심으로 정보중심네트워킹(ICN) 기반의 IoT 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화 추진 필요
- IETF미러포럼을 중심으로 IoT 서비스를 위한 네임해석서비스(NRS) 기술 표준에 대한
중장기 개발전략 수립 계획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IoT 기술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로서 정보중심
네트워킹(ICN)에 대한 논의 및 개발이 필요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PG(PG1002)를 중심으로 최신 표준화
동향 및 기술 논의 후 국내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관리범위 보완전략) 정보중심네트워킹(ICN) 기술은
IoT 및 5G 코어 네트워크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핵심기술로서 특허의 선행적 확보가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정보중심네트워킹(ICN)의 요소기술인 네임해석서비스(NRS)의
개발을 바탕으로 ICN을 IoT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
개발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특허 작업과 국제표준화를 병행하여 IPR 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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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IoT 접근성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SG20,
JTC1 SC35,
ISO TC173
SC2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한국ICT접근성
연구센터,
닷,
건융IBC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플랫폼 PG

(미국) Google/Apple/Microsoft,
(캐나다) 코모도,
(영국) We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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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Apple/Microsoft
(한국) 한국ICT접근성연구센터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다양한 IoT 및 스마트시티 응용 서비스의 개발에 있어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됨. 다양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기기들이 상호운용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표준 인터페이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접근성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표준의 제정이 예상되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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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35를 통해 기존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모바일 기기
접근성 인터페이스 AT명령어 체계 표준을 사물인터넷 환경을 고려한 정보통신 보조
기기 접근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으로 개정 추진 예정
- ITU-T SG20에서는 사물인터넷 접근성 요구사항을 2019년 표준으로 제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규격의 제정 계획
- ISO TC173 SC2에서는 접근성 보조기기에 대한 분류 및 용어 정의 표준의 개정을 진행 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과제 제안,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ITU-T SG20에서 사물인터넷 응용서비스 접근성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개발 및
인터페이스 명세 등의 신규과제를 제안할 계획이며, JTC1 SC35를 통해 기 개발된 정보
통신 보조기기 관련 인터페이스 표준을 사물인터넷 응용서비스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통해 개정 논의 및 대응 필요. 또한, JTC1 SC35 및 ITU-T SG20에서의 표준
개발에 있어 ISO TC173 SC2의 접근성 보조기기 분류 및 용어 정의 표준과의 호환 및 연계
필요
<표준화 계획>
- 국내 표준화 선도 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 유통 중인 정보통신 접근성 보조기기(HW,
SW 포함)에 대한 산업계 공통 표준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및 표준 확산을 위한 연구 및
산업체 협력관계 구축 계획
<대응방안>
-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정부의 주도로 국내 정보통신 접근성 보조기기(HW, SW 포함)
기술규격을 ITU-T SG20, JTC1 SC35 등을 통해 국제 표준 규격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사물인터넷 응용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접근성 보조기기들의 개발이 예상되어 관련 특허 창출 및 표준화 병행 추진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 이슈가 없어 IPR 확보는 불가하나,
국산 제품 규격 중심으로 국제 표준화를 진행하면, 국산 제품 수정 최소화로 제품 호환성을
확보하여, 저비용으로 내수 및 수출 동시 대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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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분산협업 지원 스마트 IoT 디바이스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

국제

OCF Core,
oneM2M SDS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KET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Microsoft/In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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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Qualcomm/Microsoft,
(중국) 하이얼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다양하지만 제한적인 용도의 IoT 디바이스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IoT 디바이스에 대한 효용성의
확대 및 상황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지능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진행 중인 분산협업 지원 스마트
IoT 디바이스 연구개발 기술 결과물과 기존 IoT 디바이스 및 인프라와의 상호운용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표준
제정이 예상되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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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OCF의 Bridging 표준들과 연계하여 분산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IoT 디바이스를 위한 연동
표준화 진행 필요
- oneM2M의 인프라에서 태스크 오케스트레이션, 태스크 오프로딩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스마트 IoT 디바이스와의 연동 표준화 진행 필요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 기구 활동(적극대응)) 분산협업을 위한 스마트 IoT
디바이스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 기구 신규과제 제안) 국내 표준화 추진 일정과 연계
하여 OCF, oneM2M 등에 신규과제 제안

<표준화 계획>
- TTA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PG1002)를 중심으로 분산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IoT
디바이스를 위한 국내표준 개발 추진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정부의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소와 산업체에서 개발
중인 기술과 표준화를 연계하여 병행추진
- (표준화 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위원회 PG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표준화 병행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인프라 또는 Edge
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기술인만큼 성능적, 환경적 제약사항이 있는 디바이스에 특화된
표준 아이템 도출 작업 진행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국내에서도 스마트 IoT 디바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진행 중인 연구개발 기술 결과물과 연계하여 표준화를 진행하고 이를 ITU, IETF,
OCF, oneM2M, LWM2M 등 공적 및 사실표준화 단체를 통하여 국제표준으로 확장 필요.
개발된 핵심 기술에 대한 IPR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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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군집지능 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
국내
지능형 반도체
PG,
지능형반도체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JTC1 SC25,
IEC
TC47/TC113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연세대,
서울대,
삼성전자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미국) DARPA/실리콘랩스/Google,
(프랑스) LETI

기술
수준

7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DARPA/실리콘랩스/Google,
(프랑스) LETI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군집지능 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기술은 초기 단계로 인공지능 기술이 빅데이터 기반의 서버 기술을
넘어 모바일, 자동차 등으로 발전함에 따라 IoT 분야에서도 가전을 시작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디바이스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IoT 디바이스의 구성 요소간의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표준 제정이 예상되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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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군집지능 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개발을 위한 요소 기술을 분석하고 기술간 인터페이스
표준화에 중점 진행 필요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EC TC47/TC113을 중심으로
IoT 디바이스를 위한 에너지 하베스팅, 무선 전력 전송, 에너지 스토리지 기술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적극 추진 필요

<표준화 계획>
- 지능형반도체포럼 및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 지능형 반도체 PG(PG417)를 중심으로
지능형 IoT 디바이스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 기술, 서비스 및 표준화 항목 도출을 통하여 표준
확산을 위한 연구 및 산업체 협력관계 구축
<대응방안>
- (협력 생태계 구축) 기업과 대학, 출연연이 기술 기획개발, 기술 지원, 제품화, 표준화 등
전주기 협력 체게 구축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기술 개발 초기
단계로 시급성이 높고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극복을 위하여 지능형 IoT 디바이스를 위한
요구사항 및 세부 기술 분석을 통한 특허 선점으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자율형 IoT 디바이스의 기술적 이슈 선점을 위하여 기술개발,
표준화 및 IPR 확보를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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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IoT 디바이스 보안설정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OCF Sec WG,
IETF Core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통신망응용
PG/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

(미국) Qualcomm/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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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lcomm/Cisco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다수의 사물인터넷 플랫폼은 각자의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추가 요구사항 수용을
통해 확장 및 보완 진행 중. 따라서 기개발된 사물인터넷 보안 설정 표준은 시장 및 제품화
요구사항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표준의 추가/확장이 필요하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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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OCF Security WG를 중심으로 온보딩 툴을 기반으로 하는 IoT 디바이스 소유권, 접근권한,
Credential 관리 등에 대한 표준 및 IoT 디바이스 상태 자율진단을 위한 지원구조 관련
표준을 개발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의 상태 진단과
같은 국제 사물인터넷 보안기준이 요구하는 기능 및 제품화에 필요한 보안기능의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오픈소스 연계)) 관련된 기술의
표준개발 및 오픈소스 구현 참여

<표준화 계획>
- OCF 코리아포럼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에서의 보안 관련 요구사항 취합 및 반영
- TTA 통신망응용 PG(PG224)와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PG1002) 중심으로 보안 관련
요소기술의 준용표준 개발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OCF코리아포럼 멤버들 및 관련 산학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표준 개발 진행 중
- (사실표준 준용) TTA 통신망응용 PG(PG224)/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PG1002)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보안 요소기술의 국제표준 준용화 작업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사물인터넷
보안설정과 디바이스 이벤트 관리에 관련된 세부기술들의 추가/확장을 통한 특허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OCF에서 추진 중인 표준기술개발방안(3-pillars: 표준스펙,
참조구현 코드, 테스트 케이스)을 기반으로 IPR이 반영된 기고서 개발 및 해당 표준에
기반한 코드 구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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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TTA
정보보호기반
PG/
개인정보보호/
ID관리, 블록체인
국내
보안 PG/
응용보안/평가
인증 PG,
사물인터넷융합
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OCF Sec WG,
oneM2M SDS,
ITU-T SG17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미국) In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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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lcomm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IoT 디바이스 보안, IoT 네트워크 보안, IoT 서비스 보안 기술을 포함한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기술을 글로벌 표준 플랫폼에서 동작하도록 지속적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Ver.2022에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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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oT 관련 표준화 단체는 전세계적으로 난립하는 경향에 따라, 효과적인 IoT 통합 보안
프레임워크 표준화를 진행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필요. IoT 보안 가이드라인은 ITU-T
SG17 중심으로, IoT 통합보안 세부 기술 표준은 글로벌 사실 표준화 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되도록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oT 보안 프레임워크, 경량암호
기술 등을 대상으로 표준안 개발 완료하였으며, 국내 개발된 기술을 국제 표준에 반영하는
노력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오픈소스 연계)) 인증, 접근권한, 보안통신
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IoT 통합보안 기술을 글로벌 표준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화 필요
<표준화 계획>
- 단일 도메인내의 IoT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표준은 진행되었으나 향후 국제
표준과 호환하여 수정될 여지가 있고,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화는 아직 초기
단계로 사실표준화 기구 대응방안과 연계 필요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활동) 국내에 관련 연구 및 표준화 추진에 대한
연구소 및 기업체의 참여를 확산하고 이후 인터페이스, 시험 등에 대한 표준 개발 추진
- (사실표준 준용) 글로벌 사실 표준화기구에서 추진하는 기술과 연계하여 국내 표준 개발
대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연구기관과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하고, 기술개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특허 확보 필요.
- 관련된 세부기술들의 추가/확장을 통한 특허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기술 개발과 표준화는 초중기 단계로, 관련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및 특허 확보와 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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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

- OCEAN과 같은 국내 주도의 IoT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기업
및 학계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한 비즈니스 활성화 및 인력 양성 추진 필요
- IoT 분야 오픈소스 SW의 국내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국내 개발자들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사물인터넷 기술규격 내용과 동향을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고, 개발자들의 참여도 확대하여, 국내 개발자들의 오픈소스에 대한 친화도를 높이고,
나아가 오픈소스 전문가 양성 필요
- 다양한 주제의 오픈소스 활동이 여러 표준단체 및 오픈소스 포럼들과 관련을 가지고 진행
중으로, 해당 단체 및 포럼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오픈소스 인력 양성 필요
오픈소스
대응전략

- 인공지능과 IoT를 결합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다양한 표준화기구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표준화를 시도하는 만큼, 인공지능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IoT 제품/서비스 개발 및 표준화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 IBM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주도하여 오픈소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Apache 재단을 통한 글로벌 오픈소스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오픈소스 그룹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엣지 협업기술의 글로벌 오프소스 추진을 위해 EdgeX, StalingX 등 엣지 관련 오프소스
프로젝트 그룹과 협력 추진 필요
- OCEAN과 같은 국내 주도 사물인터넷 플랫폼 오픈소스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활용성을 유지하고, 국내 중소기업에서 오픈소스 활용을 통한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인력양성, 활동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 및 실행 필요

- oneM2M, OCF, OMA SpecWorks에서 진행중인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정보모델의 표준화
진행에 맞춰 각 표준기구별 대응 오픈소스 반영의 활성화
- 국내 표준화를 우선 진행하면서 특정 사물인터넷 기술규격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오픈소스
표준화
연계전략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시도 필요(표준화 → 오픈소스)
- 표준화와 오픈소스의 병행을 통해 국내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표준화-오픈소스 프로젝트
모델의 발굴 및 플랫폼화가 필요(표준화 ↔ 오픈소스)
- 다양한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참여 및 이를 통해 오픈소스에 적용한 확인된 국내
기술을 표준화의 주제로 제안하고, 국제표준화 함으로써 국내 기업 개발 기술의 국제
표준화 및 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확산을 추진(오픈소스 →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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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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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ptic Curve Cryptography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FG-ML5G
FIDO

Focus Group on Machine Learning for Future Networks including 5G
Fast IDentity Online

FRMCS
GPU
IBN

Future Railway Mobile Communication System
Graphic Processing Unit
Internet-Based Networking

ICN
IEEE

Information Centric Networking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TF
IoT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nternet of Things

IRTF

Internet Research Task Force

ISO
ITS
IT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R

ITU Radio communication Sector

ITU-T
JOOE

ITU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Joint OCF/oneM2M Ecosystem

JTC

Joint Technical Committee

KSAS
LPWA
LTN

Kubas Smart Agri System
Low Power Wide Area
Low Throughput Network

MCx

Mission Critical Push-to-talk/Video/Data Services

ML

Machc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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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IoT
NEF

Narrow Band - IoT
Network Exposure Function

NFC

Near Field Communications

NN

Neural Network

NPU
OCE

Neural Processing Unit
OCF Certification Expert

OC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OMA SpecWorks Open Mobile Alliance SpecWorks
OSGi

Open Services Gateway initiative

PUF
RSA

Physical Unclonable Function
Rivest, Shamir, Adleman

SCEF
SDT

Service Capability Exposure Function
Smart Device Template

SHA

Secure Hash Algorithm

SoC

System on Chip

TPU

Tensor Processing Unit

UAS
UAV
UPnP

Unmanned Aerial System
Unmanned Aerial Vehicle
Universal Plug and Play

UTM
W3C
WoT

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Word Wide Web Consortium
Web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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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클라우드컴퓨팅은 가상화된 정보 기술(IT)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IT 자원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플랫폼 등)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기술로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초저지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지 컴퓨팅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개요도>

초연결 신산업 육성 _ 클라우드컴퓨팅 121

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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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반기술의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인공지능(AI)·자율주행차·IoT·5G 등에 주요 기술을 실현할 핵심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융합 컴퓨팅 기술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술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중앙(core)과 에지(edge) 영역의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연계하기 위한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 및 표준 개발 작업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으며,
국내의 산·학·연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국제 표준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아울러,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에지 컴퓨팅 분야에서도 기반 기술이 성숙되고
있으며, 표준 개발 작업도 국내외적으로 추진 중임. 이에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확산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국내의 산·학·연은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의 대표적인 공식 표준화 기구(ITU-T, JTC1)에
초기부터 활발한 참여와 노력을 통하여 양대 기구에서 의장단(JTC1 SC38 컨비너, ITU-T
SG13 라포처)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또한, 새로운 클라우드컴퓨팅 표준분야에 선도적인 표준 제안 및 개발 주도를 통하여
국내의 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표준 개발을 주도해왔음. 이에 지속적인 주도권 유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표준화 목표를 설정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국내 민간 포럼, 국내 R&D 과제들과 협력하여 표준 기획, 표준 과제 발굴, 표준(안) 개발을
통해 국내 표준 기반 조성 및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JTC1 및 ITU-T 등의 클라우드
관련 표준화 그룹의 에디터십 확보 추진

∼ 2024년

- 신규 확장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분산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에지 컴퓨팅 및 에지
클라우드 분야에서 활발한 표준 개발을 통한 클라우드 분야에서 국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며, JTC1 SC38 및 ITU-T SG13에서 신규 표준화를 위한 클라우드 관련 NP 개발
확대를 통한 국제 표준을 선도

∼ 2026년

- 주요 클라우드 관련 그룹에서 표준화 고도화, 클라우드컴퓨팅과 타 기술/산업 간의 연계
및 클라우드컴퓨팅 확장, 국내 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 시범 사업 등의 국가 주도의
사업의 표준화 연계 노력, 중기 목표로 개발된 표준 기술에 대한 상용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제 표준 기고를 통해 국제 표준화를 선점하여 국제 표준을 선도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 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국제 표준화 단체 의장단을 기반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의 표준화를 선점하고 국내 산업체
보급 및 상용화를 통하여 도메인별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SW 서비스 및 플랫폼
분야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차세대 SW 산업 강국 도약의 교두보 마련
· 관련 IPR을 확보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의 가속화와 선진국에서도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분산 시스템 자원 관리, 시스템 자원 가상화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핵심기술을 조기에 획득하고 국제 표준화의 주도권 확보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의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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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컴퓨팅의 수요자 중심의 기술 표준화 추진을 위하여 기술·제품에 대한 개방형
표준규격 개발 및 제품 간(HW, SW 솔루션 등) 호환성 제공으로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와 국제 표준화를 통한 기술경쟁력을 확보
·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의 다양한 차세대 기술을 발굴하고 국제 표준을 선도함으로써 지능
정보 서비스 및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하고 관련 국내
기술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통하여 인프라 설비에 대한 투자 시간을 제거하고, 서비스의 개발
및 테스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더 빠른 서비스 론칭과 피드백을 통하여 선순환적인
산업 환경을 구축 가능
· 글로벌 기업의 기술-서비스 독점 및 종속성 극복을 통한 시장 공정경쟁 환경 마련 및
이용자 편익 증진
·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을 통한 신생 기업 활성화로 제2의 IT 벤처 전성기 도래 효과(고용 창출
효과) 및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창의적 고유 서비스 창출을 통한 캡스톤(capstone)
비즈니스로 일자리 창출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유통을 가속화 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반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외산 솔루션의 제약에서 벗어나 국내 중소 규모의 클라우드 사업자의 클라우드컴퓨팅 시장
진입 기회 제공
·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 기반 지침, 가이드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국내 시장에 적합한 클라우드 기술 및 서비스의 빠른 개발과 시장 진입이 가능
· 국내 중소기업의 표준 기반 클라우드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은 국내 인증 및 품질 검증을
통해 공신력 확보 가능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클라우드 표준에 기반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통하여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고,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표준에 기반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의료․교육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된 맞춤형 서비스를 쉽게 제공하여 국민의 생활 편의 증진
· 클라우드 기술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자율주행차·IoT·5G 등 다양한 신기술들을 연동해주는
가교 역할로써, 클라우드 표준을 통한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스마트제조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여 4차 산업혁명 실현 및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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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클라우드컴퓨팅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내부 기술 영역에 해당되는 ‘기반
기술’, 클라우드기반 데이터 유통 및 공유를 위한 ‘데이터 활용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중개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간의 연계, 상호운용성을 위한 ‘연동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보안 기술’의 4가지로 분류 범위를 설정. 상기 4개 중분류 내용은 ITU-T
SG13/SG17, JTC1 SC38, IRTF 및 기타 사실표준화 기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표준화 항목을
기반하여 선정
<클라우드컴퓨팅 Ver.2022 표준화항목>
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의 기본 단위인 클라우드 서버
규격 표준
-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내인 클라우드 서버의 컴퓨팅
인프라 규격
- 컴퓨팅 인프라 외에 네트워킹, 스토리지, 관리 모듈 및
랙 규격

OCP
Server
Project,
ITU-T
SG13

③

O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한 쉽고 빠른 경량의 컴퓨팅 자원
클라우드컴퓨팅 가상화 표준
경량 가상화 - 클라우드 기반의 컨테이너 제공 및 활용을 위한 기능적인
서비스 표준
요구사항
- 컨테이너 이미지 등록 및 배포/관리를 위한 확장 요구사항

ITU-T
SG13

②

O

ITU-T
SG13

①

O

ITU-T
SG13

②

X

클라우드 서비스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관련 개념, 역할, 수행 및 평가방법에 관한 표준
- 클라우드 감사자의 역할, 책임, 타 클라우드 서비스
관계자들(CSP, CSWC, CSN 등)과의 역할 관계
-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목적, 범위, 수행방법
-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를 위한 평가 방법

JTC1
SC38

⑥

O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자가 인프라 운영 측면의 기능이나
서버리스
설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코드 개발에만 집중하여 응용을
클라우드컴퓨팅 개발할 수 있는 기술 표준
표준
- 서버리스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개요 및 요구사항
- 서버리스 클라우드컴퓨팅 참조구조

ITU-T
SG13

①

X

클라우드
인프라 서버
표준

분산된 클라우드 자원과 서비스의 글로벌 관리 요구사항 표준
분산 클라우드 - 중앙 클라우드 관점에서 바라본 분산 클라우드 관리
기반 글로벌
프레임워크 정의
관리 표준
- 관리 프레임워크의 자원 관리,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관리, 운영 및 유지 관리, 위험 관리 요구사항 정의
기반
기술
에지 클라우드의 분산된 환경에서 최적의 AI 서비스를 위한
인텔리전트
기능 요구사항 표준
에지 클라우드 - 에지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위한 기능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표준 - 에지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의 협업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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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데
이
터
활
용
기
술

연
동
기
술

표준화 내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어휘 정의,
클라우드
개념, 참조 아키텍처에 관한 표준
용어, 개념 및
-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참조 아키텍처
-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
표준
-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서 사용되는 참조 아키텍처

JTC1
SC38

①

X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데이터의 분류체계와
처리에 따른 응용 및 확장 가이드라인 표준
클라우드컴퓨팅
- 여러 도메인에 사용하는 데이터 분류 및 사용에 대한
데이터 흐름,
예제와 가이드라인
데이터 범주
-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흐름, 데이터 범주 및 사용을
및 사용 표준
확장해야하는 사용자에게 예제와 가이드라인
- 분류된 체계에 따른 사용 방법의 가이드라인

JTC1
SC38

⑥

O

복수의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또는 분산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간의 데이터 공유 협약 체계에 관한 표준
- 클라우드 및 분산 컴퓨팅 환경의 데이터 공유 협약
개발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개념 및 용어 정의
- 클라우드 및 분산 컴퓨팅 환경의 데이터 공유 및 사용
협약을 위한 협약 요소 및 협약 체계 프레임워크

JTC1
SC38

①

O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클라우드 서비스 중개(CSB) 참조구조 표준
클라우드
- 사용자 SLA 기반의 최적 클라우드 서비스 선택 및
서비스
배치를 위한 참조구조
브로커리지
참조구조 표준 - CSB 기능 컴포넌트 정의 및 기능 컴포넌트 간 참조 포인트
정의

ITU-T
SG13

③

O

이종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복수의 퍼블릭
멀티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연계 활용하는 멀티 클라우드의 개요
기능 요구사항 및 요구사항 표준
표준
- 멀티 클라우드 개요
- 멀티 클라우드 유즈케이스 및 기능 요구사항

ITU-T
SG13

②

O

멀티 클라우드의 개념과 멀티 클라우드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터 클라우드, 클라우드 패더레이션 등 다중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배치 모델 표준
개념 및 다중
-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중심의 멀티 클라우드 개념
클라우드 배치
-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터 클라우드,
모델 표준
클라우드 페더레이션을 포함하는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

JTC1
SC38

①

O

복수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연계 활용하는 멀티
멀티 클라우드 클라우드의 기능 구조 표준
서비스
- 멀티 클라우드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공통 참조구조
기능구조 표준 - 복수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간 상호운용 관리
참조구조

ITU-T
SG13,
JTC1
SC38

③

X

데이터 공유
협약
프레임워크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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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ITU-T
SG13/SG
사용자와 가까운 위치의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등을 활용하여
에지 컴퓨팅 저지연 및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지 컴퓨팅 요구사항 표준 11/SG16,
JTC1
개념 및
- 에지 컴퓨팅의 개념 및 용어 정의
SC38,
요구사항 표준 - 에지 컴퓨팅 참조 프레임워크 정의
ETSI,
- 응용 도메인별 다양한 유즈케이스를 통한 요구사항 정의
3GPP,
IRTF

①

O

IoT 에지
컴퓨팅 모델
및 기능 정의
표준

IoT의 초저지연성 및 고신뢰성을 제공하는 IoT 에지
컴퓨팅 기술의 기본 모델 및 기능 정의 표준
- IoT 에지 컴퓨팅 기본 모델 정의
- IoT 에지 컴퓨팅 모델에 따른 기능 및 컴포넌트 정의

IRTF
T2TRG

③

O

에지 영역에서 클라우드의 기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에지 클라우드의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
에지 클라우드
표준
개념 및 기능
- 에지 클라우드 개념 및 동작 방법 정의
요구사항 표준
- 에지 클라우드 기능적 요구사항
- 에지 클라우드 유즈케이스

ITU-T
SG13

②

O

분산 클라우드의 구성 요소인 에지 클라우드의 자원 및
에지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요구사항 표준
관리 요구사항 - 에지 클라우드 및 에지 노드 관계 정의
표준
- 에지 클라우드 관리 프레임워크 정의
- 에지 클라우드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및 유즈케이스

ITU-T
SG13

②

O

⑥

O

⑥

O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표준

보안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표준

단일/다중 클라우드 및 에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시스템/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보안 표준
-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및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제공자와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가이드라인
-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보호를 위한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 관리 항목 및 인터페이스
- 클라우드-클라우드, 클라우드-에지, 에지-에지 간 데이터
보안 기술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표준
-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
- 클라우드 사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 정보 보호, 식별
보안, 데이터 보호 등을 위한 요구사항
- 클라우드 기반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안
서비스 개념

JTC1
SC27
ITU-T
SG13/
SG17

JTC1
SC27
ITU-T
SG13/
SG17,
CSA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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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표준화전략맵 클라우드컴퓨팅 분과에서는 현시점에서 국제
표준화가 명확히 진행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전략적인 표준화 작업 진행이 예상되는 항목,
산업적 파급력 및 국내 참여가 활발한 항목을 중점 표준화항목으로 선정
- (클라우드 인프라 서버 표준) ITU-T에서 2018년 12월에 클라우드컴퓨팅 물리머신의 요구사항
표준이 완료되었으며, 후속으로 물리머신 아키텍처 표준 개발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 국내
에서 AI 기반 인프라 서버 표준 수요가 존재하며, OCP에서는 지속적으로 서버 규격 및
주변 장치들의 규격을 제정하고 관련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클라우드컴퓨팅 경량 가상화 서비스 표준) ITU-T에서 경량 가상화 기술로서 컨테이너 표준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있음. 또한, ISO/IEC JTC1에서는 ISO TS 23167
기술문서에 컨테이너 특성 및 기술적인 내용 정립을 완료. 현재 산업계에서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하는 경량 가상화 기술은 클라우드 확산 측면에서 주동력의 하나로 인식 중. 이미
국내외 산업계에서 주류로 자리 잡고 있음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분산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관리 표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
하는 에지 컴퓨팅의 부상으로 분산 클라우드에 대한 응용과 활용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자원 관리,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관리, 운영 및 유지
관리, 위험 관리 등에 대한 중앙 클라우드 관점에서 바라본 분산 클라우드의 서비스 및
시스템 관리 프레임워크의 요구사항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표준) ISO/IEC JTC1 SC38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표준 개발이 진행 중.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ㆍ이용 시 서비스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음. 이에,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ㆍ운영 관리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항목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흐름, 데이터 범주 및 사용 표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의 지속적
증가로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을 통해 유통,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표준의 중요성이 부각.
유럽연합, 미국 등 다수 국가에서 관련된 법률적 요구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보호, 조직 식별 가능한 데이터 위치 요구사항, IoT 및 AI 등 여러 도메인에
사용하는 데이터 분류 및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표준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데이터 공유 협약 프레임워크 표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 복수의
소스로부터 제공, 활용되는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분산 플랫폼의 데이터 공유 및
처리의 신뢰도 확보와 향상에 따라 산업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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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참조구조 표준) ITU-T에서 2018년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요구사항 표준이 완료됨에 따라, 2019년 상반기에 ITU-T에서 관련 기능 구조 표준 아이템이
채택되었으며, 2021년까지 한국 주도로 표준 개발이 완료될 예정. 이후 국내 파급효과가
예상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멀티 클라우드 기능 요구사항 표준) ITU-T에서 멀티 클라우드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
개발이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TTA를 통한 멀티 클라우드 고수준 요구사항 표준 개발이
시작. 국내외 산업계에서는 이미 멀티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시작하는 등 멀티 클라우드 기술
경쟁이 진행 중.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외 표준은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에 따른 관련 산업계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기능 요구사항 표준 항목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 표준) ISO/IEC JTC1에서 멀티 클라우드
개념과 멀티 클라우드를 포함한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 표준에 대한 개발이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TTA를 통한 멀티 클라우드 개념 표준 개발이 시작.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및
시장이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이 표준화 시작 단계부터 참여하고 있는 멀티 클라
우드 개념과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 표준을 항목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에지 컴퓨팅 개념 및 요구사항 표준) 5G의 상용화에 따른 사용자 근접 서비스의 요구사항이
에지 컴퓨팅의 요구사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IoT,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의 IT 융합
서비스들이 에지 컴퓨팅과 함께 발전되고 있어, 실제 IT 산업계에 요구되는 새로운 에지
컴퓨팅에 대한 개념 및 요구사항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IoT 에지 컴퓨팅 모델 및 기능 정의 표준) IRTF T2TRG에서 IoT 에지 컴퓨팅 모델 및 기능
정의에 대한 표준 개발이 진행 중이며, 에지 컴퓨팅이 연결형에서 지능형 및 자율형으로
진화하는 사물인터넷(IoT)의 핵심기술로 부상함에 따라 IoT 에지 컴퓨팅 모델 및 기능
정의가 필요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에지 클라우드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 표준) 에지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에지
영역으로 확장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기존 코어 클라우드컴퓨팅과 연계를 위한 다양한 기술
및 표준 개발이 진행 중. 현재 ITU-T SG13에서 에지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정의가 완성된
상태이며. 에지 클라우드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표준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표준들이 지속해서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표준) 클라우드를 역량에 따라 에지 노드에 분산하여
서비스하는 분산 클라우드의 활용 노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에지에서의 클라우드 운용과 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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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표준)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고
급부상하는 멀티 클라우드, 에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며, 특히 클라
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이 확산되면서 보안과 관련된 인프라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됨에
따라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표준) 클라우드 기반의 XaaS 서비스부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융복합
서비스들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중심의 클라우드 보안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포함한 데이터 스토리지를 활용을 위한 논리적
통합·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스토리지 페더레이션 구조가 추가되었으며, 다양한 멀티 클라
우드를 연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멀티 클라우드 참조 구조
표준이 추가되었으며,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필요한 데이터 공유 프레임 워크가 추가.
추세인 중앙 집중형 클라우드 환경에서 분산 처리형 기술개발에 필요한 에지 컴퓨팅에
대한 내용 추가
- Ver.2021(2020년)에서는 2019년에 새롭게 중점항목으로 선정된 에지 컴퓨팅 분야에 대한
산업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표준적인 측면에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으로 에지 컴퓨팅 분야를 ‘에지 컴퓨팅모델 및 기능 정의 표준’, ‘에지 컴퓨팅 개념 및
요구사항 표준’, ‘에지 클라우드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 표준’,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
사항 표준’, ‘인텔리전트 에지 클라우드 요구사항 표준’으로 확대하여 중점항목을 넓힘.
또한 2019년 새롭게 선정된 멀티 클라우드 분야를 ‘멀티 클라우드 기능 요구사항 표준',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다중 클라우드 서비스 상호운용 표준' 및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구조 표준' 확대하였음. 클라우드 보안 관련해서는 2019년에 잠시 차세대보안/융합
보안으로 이관하여 관련 항목으로 다뤘으나, 2020년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서 다시
중점항목으로 편입하여 진행
- Ver.2022(2021년)에서는 국외에서 기존 진행 중이던 표준이 종료된 ‘클라우드 SLA 메트릭
모델 사용을 위한 지침 표준’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분류체계기반 데이터 관리 표준’을
삭제하였고, 클라우드 서비스 신뢰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표준’을
추가하였음. 아울러, 기존 기반 기술 중분류에 있었던 에지 컴퓨팅, 에지 클라우드 관련
‘에지 컴퓨팅 개념 및 요구사항 표준’, ‘IoT 에지 컴퓨팅 모델 및 기능 정의 표준’, ‘에지
클라우드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 표준’은 클라우드 기반 기술과 연동되는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동기술 중분류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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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Ver.2022 신규항목
구분

기반 기술

Ver.2020

Ver.2021

Ver.2022

클라우드 인프라 서버 표준

클라우드 인프라 서버 표준

클라우드 인프라 서버 표준

클라우드컴퓨팅 경량 가상화
방법 및 서비스 표준

클라우드컴퓨팅 경량 가상화
방법 및 서비스 표준

클라우드컴퓨팅 경량 가상화
서비스 표준

분산 클라우드 개념 및
고수준 요구사항 표준

-

-

-

분산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관리 표준

분산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관리 표준

-

클라우드 SLA 메트릭모델
사용을 위한 지침

-

분산 클라우드 기능 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

-

-

-

-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표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분류체계기반 데이터 관리
표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분류체계기반 데이터 관리
표준

-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종류
및 사용 표준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흐름,
데이터 범주 및 사용 표준

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종류
활용 기술
및 사용 표준

데이터 공유 협약 프레임워크 데이터 공유 협약 프레임워크 데이터 공유 협약 프레임워크
표준
표준
표준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기능구조 표준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요구사항 표준

연동 기술

보안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기능구조 표준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참조구조 표준

멀티 클라우드 기능 요구사항 멀티 클라우드 기능 요구사항
표준
표준

-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다중
클라우드 서비스 상호운용
표준

멀리 클라우드 개념 및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 표준

클라우드 스토리지 페더레이션
기능구조 표준

-

-

에지 컴퓨팅 개요 표준

-

-

-

에지 컴퓨팅 개념 및
요구사항 표준

에지 컴퓨팅 개념 및
요구사항 표준

-

에지 컴퓨팅 모델 및 기능
정의 표준

IoT 에지 컴퓨팅 모델 및
기능 정의 표준

-

에지 클라우드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

에지 클라우드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 표준

-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표준
표준

-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표준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표준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표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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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간 연계도

-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와 노지 과수에 환경 시설의 내·외부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 운영 및 관리하는 주체로 클라우드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질병과 관련된 정보 즉, 동물의 이상행동, 소리 정보, 환경정보를 원격지에
대규모의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또는 짧은 시간 내에 즉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질병의 확산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상호운용성, 확장성, 실시간 처리 및
분석과 예측 기능을 적은 투자 비용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이 필수적이다.
최소한의 투자로 인공지능 기술까지 접목된 데이터 분석 및 활용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의 공공 안전 기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아울러, 상호운용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내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데이터센터도 클라우드 인프라 서버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지능형로봇 서비스)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각각의 로봇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사건 등을 클라우드에 전달하여 실시간 학습하고,
이를 로봇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능형 로봇 서비스 개척이 가능하다. 아울러,
클라우드 기반 로봇간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의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실감방송·미디어) 고성능 네트워크를 통하여 에지 클라우드/에지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에 근접한 지역에서 초저지연, 대용량 미디어 서비스 처리에
필요한 구성과 제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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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스마트모빌리티)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막대한 컴퓨팅 기능과 그래픽
처리 가속기(GPU) 등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SW를 학습시켜, 투입 시간 대비 개발 및 적용 시간을
대폭 낮출 수 있다. 클라우드의 기본 인프라와 각종 서비스를 이용한 학습을 통해 개인의 운전
습관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의 자율 주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행 중 주행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받기 위한 방법으로 클라우드 가장자리에 있는 에지
컴퓨팅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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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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

미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22년∼2025년) 발표 [2021.8]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2020.10]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 합동), 클라우드 산업발전 전략(안) 마련 [2020.6]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는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형 클라우드컴퓨팅
센터로 전환을 추진 [2020.5]
발전전략 초안 AI·SW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및 보완[2020.4]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 TF 구성·운영[2020.2]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안)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2020.1]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2020.1]
민간 클라우드에 티맥스OS, 구름 등 국산OS 도입을 통해 사용자 선택권 제공 [2019.12]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2019.12]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2019.12]
디지털 정부혁신 TF 운영[2019.12]
클라우드 기업 사업 현황과 계획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 실시[2019.8]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기관의 클라우드 활용 저변 확대[201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19년∼2021년) 발표 [2018.12]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 발표[201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 마련 및 보급(금융, 의료, 교육
분야 등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규제개선 내용 수록) [2017.11]
舊 미래창조과학부, 2017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 발표 [2017.1]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부처에서 클라우드 관련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개발 [2016]
舊 미래창조과학부는「클라우드컴퓨팅법」제23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 ‘클라우드컴퓨팅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 [2016.4]
舊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컴퓨팅법을 근거로, 2021 클라우드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2015.1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클라우드컴퓨팅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 마련, 기존 규제 개선 및 이용자보호 근거 마련 [2015.3]
舊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 육성 계획」을 발표 및 정책 추진 [2014.1]

- 육·해·공군의 데이터와 컴퓨터 프로세싱을 인공지능 기반 클라우드에 통합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국방부의 제다이(JEDI: Joint Enterprise Defense Infrastructure) 프로젝트 수주 경쟁이
진행 중[2021]
- CIA는 내부 SW 시스템 개선을 위해 SaaS와 PaaS를 도입 [2020]
- 클라우드 확산 정책 고도화(Cloud First→Cloud Only→Cloud Smart)를 위해 연방정부 클라우드
전략 발표 [2019.6]
·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규정
· 카테고리 관리, 서비스 수준 협략서, 계약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적시한 실천 가이드 제시
- 미국 CLOUD법(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은 범죄조사에 필요한 해외 소재
데이터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제정, 외국 정부의 법령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요청 가능 [2018]
- 미국 정부 정보기관에서는 기밀 수준으로 분류되는 SW 및 데이터를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하여 사용 중
- 미국 경찰은 클라우드 기반의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Spotlight)를 아동 성범죄 예방 및
검거에 활용 중
- 글로벌 기업(AWS, MS, Google, CommVault, Nvidia, SAP, GE 등)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단일 서비스 방식에서 개방형 통합 플랫폼으로 빠르게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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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4차 산업 분야별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 동향>
구분
AI

주요내용
ㆍ(AWS) AWS 에코에 적용된 AI 음성인식 API 제공
ㆍ(MS) Azure서비스에서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통해 머신러닝 API 제공
ㆍ(Google) 오픈소스 머신러닝 플랫폼 텐서플로우를 개발 및 공개

빅데이터

ㆍ(CommVault) Google 클라우드 플랫폼(콜드라인, 니어라인, 리저널, 멀티 리저
널)을 통해 CommVault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관리를 제공
ㆍ(Nvidia) 젯슨을 구현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하고 3D 이미지 및
영상을 취합, 매핑, 분석 서비스 제공

IoT

ㆍ(SAP) IoT 플랫폼인 레오나르도를 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2017.1)
ㆍ(GE) 기계 생성 데이터와 전통적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소프트웨
어 플랫폼인 프레딕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구현

일본

- 2023년까지 1,100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클라우드화 도입 목표
- 일본 정부는 자체 개발한 20개의 핵심 정부 시스템을 향후 4∼8년 동안 AWS의 클라우드로
이전하기로 발표 [2020.2]
- 신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모든 정부부처 및 산업의 행정 디지털화, 5G 등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의 구현을 위한 방안을 포함한 ‘IT신전략’을 발표 [2019.6]
- 아베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미래투자회의’를 신설하고,「미래투자전략 2017」부제로
‘Society 5.0의 실현을 향한 개혁’ 발표 [2017.6]
· AI 개발용 클라우드 환경 정비 및 인증 등의 내용 수록
- 경제산업성은 인공지능의 중요성 증대와 Google, MS 등 외국 클라우드컴퓨팅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AI 브리징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ABCI)’ 정책 추진 [2016.11]
- 모든 공공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정부·지방 행정정보 시스템
개혁을 위해 2021년까지 모든 정부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화를 통한 운영비용 30% 절감하고,
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추진 [2016]

유럽

- ‘European Strategy for Data’라는 유럽을 단일 데이터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클라우드를
상호 연결하는 프로젝트 추진[2020]
·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에 40억∼60억 유로 투자(∼`22년), EU 클라우드 룰북 제막 및
EU 클라우드 서비스마켓 출시
- 클라우드 네이티브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해 보안,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등의 선결
조건을 포함한 조달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로드맵(PICSE) 수립 [2018]
- ETSI는 NFV ISG(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Industry Specification Group)를 통해 네트워크
가상화, OASIS TOSCA 등 클라우드 관련 주요 표준 규격 개발을 활발하게 전개
- ‘유로피아나 전략 2015-2020’을 통해 방대한 문화유산 등 다양한 문화자원의 디지털화 촉진
및 개방형 활용체계를 구현 중
- ‘유로 클라우드 프로젝트’는 유럽연합 차원의 체계적인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 시범 적용 후,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

중국

- 공업정보화부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자유 무역 지구를 시작으로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 [2019.3]
- 공업정보화부는 기업 클라우드화 추진 실행지침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2020년까지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100건 이상의 모범사례를 발굴 [2018]
- ‘13차 5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클라우드 육성을 과학기술혁신 2030 중대 프로젝트에 포함 [2016]
- 독일과 정부 간 합의와 합작 경험을 바탕으로 4개 분야 14개 스마트 제조 시범합작 프로젝트
추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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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Huawei SAP 스마트 제조 공공 해결방안’, ‘보장과 Siemens의 철강 산업인더스트리 4.0
합작’, ‘중국-독일 합작의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스마트공장 개조’ 등 포함

영국

- ‘디지털 마켓플레이스(Digatal Marketplace)’를 통해 5,224개의 공급 기업이 38,000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누적 거래 금액 108억 9천만 파운드 달성[2020.9]
-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재정립하여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솔루션을 고려하고, 하이브리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보다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채택해야 한다는 가이드 마련[2017.2]
- 국방 클라우드컴퓨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말 클라우드컴퓨팅을 적용
· 89억 달러 규모의 영국 국방정보화기반 사업을 계약, 각 군 기관 및 부대에 클라우드
기반 안보환경 구축 [2016]
- ‘Cloud Store’를 통해 2016년 10월 기중 매출액이 약 16억 파운드에 도달
· 2011년부터 ‘G-클라우드’를 도입하여 2012년 ‘Cloud Store’ 개설 및 2013년 ‘Cloud First
Policy’ 발표 및 추진 중
- ‘창조산업정책’을 통해 ICT를 활용하여 역사․문화를 관광 자원화하고, 새로운 관광 소비
계층의 경험 극대화를 위한 고부가 맞춤형 서비스 제공

호주

- 2016년부터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시작하여 2020년 11월 누적 5,298개 Opprtunity가
등록되었고 총 계약액은 273억 불(호주 달러)에 이름
- AWS의 Whole-of-Government Cloud 계약을 통해 호주 정부 기관들이 전세계 AWS 리전의
모든 AWS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계약 체결 [2019.3]
- 호주 정보기관인 ASD는 2017년 호주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호주 정부가
비밀로 분류한 정보와 데이터를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장 할 수 있도록 허가
· 보안수준인증(Protected-level Certification)을 통해 ASD CCSL(Certified Cloud Services List) 등록

싱가포르

- 싱가포르 은행연합(ABS: 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에서 금융기관들이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 발표 [2019]
-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은 2017년 ‘iSPRINT’를 개선하여 ERP, CRM 등의 ICT 솔루션 구매
및 도입시 해당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정책 추진 [2017.8]
-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는 아웃소싱 약정을 체결했거나 사업 활동을 아웃소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기관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아웃소싱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배포 [2016]

캐나다

- ‘올바른 클라우드 전략’을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으로 진화[2018.2]
- 데이터 저장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를 경쟁 구매를 통해 선정을 시작하여 2018년 봄
26개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에는 8개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가 포함됨
- ‘상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방향: 보안 정책 구현 공지’, ‘전자 데이터
소재를 위한 방향’ 보고서 발행하며, ‘Protected B’ 데이터(정보나 자산이 유출될 경우 개인,
조직 정부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준의 데이터)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장될 수 있도록
허용[2017.11]
- ‘산업계 참여 이벤트 공지: 클라우드컴퓨팅 솔루션 자문’ 보고서 발행[2015.10]
- 캐나다 정부 전체의 IT 노화 상태를 점검하는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클라우드 정책 시작[2012]
·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이메일을 행정공유서비스(Shared Services Canada)로 통합[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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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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기반기술
¡ (클라우드 인프라 서버 표준) 클라우드컴퓨팅에 특화된 국내 서버 장비 기술에 대한 원천핵심
기술 확보는 미미한 상황이며, 주로 x86기반의 외산 장비를 도입하는 실정이고, 외산 장비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기술 연구가 수행 중
- ETRI
· ATOM 및 ARM 프로세서가 호환 가능한 마이크로 서버 원천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다수의
컴퓨팅 노드가 고속의 연결망에서 통신 가능한 고집적 저전력 서버를 제작하였으며, 메모리
중심 컴퓨팅 기반 차세대 컴퓨팅 구조 기술 연구 수행 중
- SK하이닉스
·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활용하여 OCP와 공조하여 all-flash 스토리지 개발을 추진
- FA 리눅스
· ARM 프로세서 기반 서버 클러스터를 개발
- 엑세스랩
· ARM 프로세서 기반 서버, BMC 모듈, 가상화 솔루션 등 자체 기술로 개발
- KTNF
· x86 프로세서 기반의 메인보드를 자체 기술로 설계한 서버를 출시하였으며, 자원 분리 개념의
SSD 풀 전용 서버 개발 중
태진인포텍
· all-flash 스토리지 시스템을 적용, 입출력 장치 성능을 향상시킨 서버를 출시
테라텍
· 클라우드 서비스 운용을 위한 랙컴퓨팅 기반 자원관리 SW를 intel RSD기반 표준을 도입
하여 개발 중
이노웰
· 슈퍼컴퓨터용 ARM 프로세서 기반 2-소켓 메인보드 개발 중
¡ (클라우드컴퓨팅 경량 가상화 서비스 표준) 경량가상화의 핵심적인 기술인 컨테이너 기술은
국내 주요 IT 기업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화 단계에 와있으나, 서
비스 범위 및 규모 면에서 국외 기술 대비 기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상황
- SK(주) C&C
· 클라우드 컨테이너 서비스 ‘클라우드 제트 서비스 플랫폼(Cloud Z Service Platform)’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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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기술
· 컨테이너 기반의 멀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칵테일(Cocktail)클라우드’ 출시. 칵테일
클라우드는 퍼블릭/프라이빗/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베어 메탈 등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배포,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
- SK텔레콤
· 2020년 11월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인 타코(TACO) 출시. 타코는 컨테이너
(Container) 기술과 쿠버네티스(Kubernetes) 기술을 적용해 우수한 확장성과 유연성 제공
- 티맥스소프트
·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프로존(PROZONE)’을 출시
- ㈜브이시스템즈
· 컨테이너 기술 기반 하이브리드 인프라 구축 및 관리 통합플랫폼인 마이 클라우드 플랫폼
(My Cloud Platform) 출시
- 카카오
· 2020년 7월 컨테이너를 활용한 자동화, 최적화된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컨테이너팩
(Container Pack)’을 출시. 컨테이너를 활용한 자동화, 최적화된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쿠버네티스 엔진, 도커 허브, 차트 허브 등을 제공
¡ (분산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관리 표준) 서로 다른 위치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클라우드
기능 유형을 통합 운영하고, 자사의 리전(Region) 서비스를 확장하여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수용하도록 노력 중
- DAOUIDC
· 클라우드 환경의 통합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 센터 기반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MS, AWS 클라우드를 통합 제공
- 가비아
· 국내 모든 ISP 및 주요 기관들과 direct-one-hop-connectivity를 구성하고 해외의 연동망을
구축하여 분산환경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중
- KINX
· ISP 사업자 간 원활한 트래픽 연동을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중립적 IX(Internet eXchange)로서
클라우드와 국내/국제 CDN서비스 및 AWS 다이렉트 커넥트, 차이나 다이렉트 커넥트,
데이터센터 및 글로벌 PoP 운영 서비스를 제공
· 삼성SDS와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각 사의 클라우드 상품과 솔루션을 활용한 사업 모델을 공동 발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 2020년 7월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인 카카오아이 클라우드를 발표하고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에 최적화된 클라우드를 표방,
효율적인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서 머신러닝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의 서비스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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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A
· 2019년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 고가용성을
위한 시스템으로 확보하고 자사의 클라우드와 연계 솔루션 도입
- KCA
· 2019년 전면적인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주도하기 위하여 자사의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정보보호 서비스를 연계하여 서비스를 추진
¡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표준) 클라우드 서비스 감시ㆍ감사에 관한 관심 증대와 서비스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모든 활동에 대한 로그 수집ㆍ저장ㆍ감시(모니터링) 가능한
클라우드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자원(리소스)과 관련된 계정(ROOT,
IAM(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포함) 내 모든 활동(Compute, Storage, Networking,
Database, Management, Security 작업 등) 기록(로그)을 수집ㆍ조회ㆍ감사하는 Cloud
Activity Tracer 서비스 제공 중
데이터 활용 기술
¡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흐름, 데이터 범주 및 사용 표준)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 확산을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 처리, 사용 및 유통되는 데이터에 대한 분류체계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관리 방침 수립의 필요성이 인지되고 있으나 해당 분야는 기술개발
영역이 아닌 법적, 정책적 고려 사항이며,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 중
¡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 표준) 다양한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분산된 복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융합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들 간
데이터를 공유를 가능케 하는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표준을 개발 중
- 네이버
· 기업용 파일 공유 시스템을 출시하고 안전하게 파일을 관리하고 협업 관계에 있는 내/외부
동료 간 파일을 공유
연동기술
¡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참조구조 표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기술의 경우
일부 국내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한 사업 진행 중이나, 국외 기술에 비해 기술적으로 여전히
미성숙한 상황
- 영우디지탈
·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중개 및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구성하는 영우디지탈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솔루션 제공
- 코오롱베니트
· 클라우드 인프라, IT 솔루션 및 서비스 등 국내외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CSB 플랫폼인 ‘클라우드 익스체인지’를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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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CNI
· Google, AWS, MS 등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별, 통합하여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개 솔루션 제공
- 소프트웨어인라이프
· KT의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IaaS)의 재판매 수준의 단계이며,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애저(Azure) 플랫폼에서 PaaS 서비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
- KINX
· IXP 네트워크 사업 특성을 기반으로 상용제품을 이용한 중개 사업 환경 구축
- ETRI
· 2016년부터 2년간 수행된 이종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운용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핵심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멀티 클라우드 간 서비스 중개와 통합 운용 기술
및 인프라 연동 플랫폼 개발 완료
¡ (멀티 클라우드 기능 요구사항 표준,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 표준)
멀티 클라우드 활용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멀티 클라우드 연동
및 관리 솔루션이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순수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은 부족한
상황으로, 서로 다른 멀티 클라우드 개념에 기반하여 멀티 클라우드 기술을 부분적으로 적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 베스핀글로벌
· 서로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합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동화, 비용
최적화, 분석,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자동화 관리 플랫폼인 ‘OpsNow’
보유
· OpsNow는 AWS, Azure, GCP, Alibaba Cloud 등 복수의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를
하나의 도구에서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로, 자원 할당, 모니터링, 자원 및 비용 최적화,
거버넌스 등을 통해 사용자의 클라우드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
- 나무기술
·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능 위에서 다중 클러스터의 통합 관리, 간편한
이미지 빌드, 애플리케이션 운영 및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칵테일 클라우드
(Cocktail Cloud)’ 보유.
· 칵테일 클라우드는 서로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의 컨테이너 서비스와 온프레미스로 구축된
컨테이너 환경을 통합 관리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지속적인 배포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
- 이노그리드
·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클라우드

포털

솔루션

‘탭클라우드잇(TabCloudit)‘ 보유
· 탭클라우드잇은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풍부한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솔루션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Cloudit,
OpenStack, Azure Stack, VMware 등)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AWS, Azure, GCP 등)의
다양한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하나의 포털에서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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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엔엑스
·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와 직접 연동된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통해 클라우드의 무한한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CloudHub’ 보유
· CloudHub는 AWS, Azure, GCP, Tencent, IBM, Oracle, NCP 등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케이아이엔엑스 데이터센터를 통해 연동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
- ETRI
·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의 활용·확산을 극대화하는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프레임워크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플랫폼 ‘클라우드바리스타(Cloud-Barista)’를
오픈소스 SW로 개발하여 배포 중
· 클라우드바리스타는 다양한 이종 클라우드 인프라를 연동하여 멀티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를 구성하고,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원하는 곳으로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솔루션
· 2019년 Americano 버전의 최초 배포 후, 2021년 6월 Cafe Moche 버전까지 총 4회의
Cloud-Barista 버전이 배포되는 등 연 2회의 지속적인 배포 중
¡ (에지 컴퓨팅 개념 및 요구사항 표준) 에지 컴퓨팅 기술과 클라우드 기술이 접목되어 보다
가시적인 융합 서비스 기술이 5G 진영에서 개발되고 있고, 융합 및 서비스 인프라 등 다양한
기반 기술들도 개발이 진행 중
- SK텔레콤
· LS 일렉트릭과 스마트 팩토리 사업 추진을 위한 제휴 협약을 통하여 SKT의 “메타트론
그랜드뷰”와 LS 일렉트릭의 에지허브(Edge Hub)를 결합하여 Edge to Cloud 솔루션을 출시
- KT
· KT는 경상북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협업하기로 하고 KT가 보유한 빅데이터 기술과 정보를 활용해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와
혁신 메타버스 산업단지 내 저지연 모바일 에지 컴퓨팅(5G MEC) 구축과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도 협력할 계획
- LG U+
·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하여 2021년 7월 세종시 자율 주행 빅데이터 관제 센터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차량의 실시간 관제, 실증 테스트 및 정밀 지도 구축 관리 시스템을 준비중
- ETRI
· 개발 중인 저지연 고성능 클라우드 기반의 에지 컴퓨팅 기술은 컨테이너 기반의 다양한
응용을 저지연 플랫폼을 통하여 다양한 클라우드 및 이기종 환경에 대한 서비스 협업 및
서비스 이동 기술을 개발 중
- 삼성전자
· 삼성전자는 레드헷과 모회사인 IBM과 함께 에지 컴퓨팅 구현을 위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위한 파트너사로 선정되어 5G 기반의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동 개발 중
- 마이즈랩
· 국내 Edge AI 플랫폼인 마음 에지(Maum Edge)를 출시하고 자사의 AI 플랫폼을 에지 컴퓨팅
및 클라우드 기반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일본 시장 수출을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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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N
·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 그래프코어와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 중
- 솔트룩스
· 국내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인 솔트룩스는 자체 솔루션을 통해 미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
시장 개척 중
¡ (IoT 에지 컴퓨팅 모델 및 기능 정의 표준) IoT의 초저지연성 및 고신뢰성을 제공하는 IoT
에지 컴퓨팅 기술은 ETRI 등을 중심으로 국내 기술과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산업 사물
인터넷(IIoT)과 스마트공장 등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 중
- ETRI
· IoT 센서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에지 컴퓨팅 노드에서 효율적으로 실시간
처리(수집/저장/분석)하기 위한 기술을 AI 플랫폼과 연계하여 개발
·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국내 솔루션으로 산업 사물인터넷(IIoT)을 위한 에지 컴퓨팅
게이트웨이 하드웨어 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이며 밸브 공장에 테스트베드 구축하여 전력
품질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능평가를 진행 중
- 삼성SDS
·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센서, 설비, 장비 등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IoT 플랫폼인 Brightics IoT의 대용량 데이터 관리 및 에지 컴퓨팅
기능 등을 고도화하여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홈, 산업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 등에 활용 중
- 마크베이스
· 서버 환경이 아닌 IoT 게이트웨이 및 단일 머신에서 대량의 IoT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계열(Time-Serie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을 개발하여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에 적용 중
¡ (에지 클라우드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 표준) 주요 통신 사업자를 중심으로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와 연계된 에지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이 진행 중.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여 기지국에서
에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요 장비업체에서도 5G 기술을
이용하여 에지 클라우드를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을 진행 중
- SK텔레콤
· 2020년 12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5세대 이동통신(5G) 에지 클라우드 서비스인
‘SKT 5GX 에지’를 상용화
- KT
· 2019년 데이터 처리 지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KT에지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
- 삼성전자
· 2020년에 IBM과 협력하여, 5G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에지컴퓨팅 솔루션을
공동 개발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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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표준)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산·학·연 전체에서 자사의 에지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하여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시스템을 적극 도입 중
- 이노그리드
· 에지단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저장 및 분석해 클라우드로 전송할 수 있는 에지잇
(Edgeit) 개발 중
- 아콘소프트
· 쿠버네티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인 ‘칵테일 클라우드’ 제품 상용화 이후
IoT, AI 및 외부 제품과의 통합을 통해 에지 클라우드 영역으로 플랫폼 분야 확대 중
- 그렉터
·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단말에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에지컴퓨팅 IoT 게이트
웨이 소프트웨어 모듈인 ‘아이커넥터’ 개발
- 글루시스
· 에지 컴퓨팅과 딥러닝 기술을 융합해 각종 사고 및 재해를 통합 관제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개발 완료하였고, 플랫폼을 통해 수집 데이터를 에지에서 분석하여 현장 변화에 즉시 대응
- 네이버
· 에지에 해당하는 작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H/W, 플랫폼,
서비스 상태까지 원격 관리해주는 ‘뉴로 클라우드’ 출시
- 코어에지네트웍스
·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클라우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CEN Smart Cloud 솔루션 출시
- 베스핀 글로벌
· 자사의 ‘OpsNow’를 기반으로 SK와 손잡고 5G 기반 에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을 공동 개발
- SKT
· AWS와 협력하여 프라이빗 5G와 에지 클라우드를 결합한 서비스인 ‘SKT 5GX 에지’
상용화, 5G 모바일 에지컴퓨팅 인프라에 AWS 웨이브렝스를 적용하여 초저지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지원
보안기술
¡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표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기술은 주로 기존 보안 기업들이
네트워크 보안 기술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간 안전한 관리정보 및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중이며, 정부 국책과제를 통해 요소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노력 중
- SGA 솔루션스
· 운영체제(OS) 커널 수준에서 사용자 행위 기반 접근 통제하여 서버에 대한 해킹 공격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레드캐슬(RedCastle)’ 솔루션과 이를 기반으로
운영체제(OS) 감사 로그를 3차원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공격 침투 경로를 추적하는 ‘비주얼
캐슬(VisualCastle)’, 대규모 IT환경에서 실시간 보안 이벤트 모니터링 등 통합 관제와 함께
이상행위 탐지 및 대응을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캐슬(EnterpriseCastle)’ 솔루션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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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퍼 네트웍스
· 클라우드 관리자는 사용자와 기기가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될 때 암호화된 트래픽 분석
기술을 통해 보안 위협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위협 발생 시 또는 우려가 높아지는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주니퍼 지능형 위협 방지(ATP: Advanced Threat Prevention)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 중
- 펜타시큐리티시스템
·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암호화 솔루션인 ‘디아모 클라우드(D’Amo Cloud)’, 웹 보안 ‘와플
클라우드(WAPPLES Cloud)’, 인증보안 ‘아이사인 플러스(ISign+)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한 가상 어플라이언스 ‘와플 SA’를 제공 중이며,
2020년부터 주관기관으로 클라우드 에지 전주기 데이터 안정성을 위한 추적성 보장 기술개발
사업 수행 중
- 파수
· 클라우드 환경에서 로컬PC, 서버, 클라우드 등 데이터 위치와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비공개 문서, 대외비 문서를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파일에 대한 모니터링(가시성) 및
Web App을 통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존 사내 환경과의 통합 보안 정책을
통해 데이터의 위치 및 디바이스와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업무 환경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민감정보, 지적재산권 등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스토리지 보안 솔루션 제공 중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표준) 글로벌 보안 시장이 보안운영(SecOps)과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SECaaS)으로 보안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보안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시의
보안 제품들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데 노력 중
- 소프트캠프
· 다양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로 ‘시큐리티 365’를 출시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시큐리티
365’는 클라우드 기반 문서 암호화서비스인 SHILEDRM, 클라우드 저장소 보안 브포커인
SHELDrive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구현을 위한 콘텐츠 무해화 서비스인 실덱스
메일 온라인(SHIELDEX Mail Online), 실덱스 파일 온라인(SHIELDEX File Online), 실덱스
웹 온라인(SHIELDEX Web Online), 그리고 안전한 협업 원격근무 서비스인 실드앳홈
(SHIELD@Home) 등으로 구성
- 지란지교시큐리티
· 오피스하드 클라우드는 보안성과 성능, 서비스 안정성이 입증된 기업ㆍ공공 보안파일서버
시장점유율 1위 오피스하드 VEX를 검증받은 IaaS(KT ucloud, 롯데 L-Cloud) 플랫폼 기반에
운영·제공하는 SMB 대상 최적화된 보안파일서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중
- 모니터랩
· KVM, Xen, VMware, ESX(i), MS Hyper-V, IBM Z/VM 등 다양한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해
AWS 및 MS Azure의 마켓플레이스와 CLOUD Z, Google Cloud, Gabia Cloud, Alibaba
Cloud 등 다양한 IaaS 플랫폼에서 홈페이지 위·변조, 개인정보보호 유출, SQL인젝션이나
웹쉘 업로드 등 웹 취약점 공격에 대비하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웹 방화벽인
‘AIWAF-VE’와 ‘WIWAF-SE’ 솔루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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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랩
· 오랜 관제 경험과 실시간 분석한 위협 정보에 기반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보안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관제 업무에 최적화된
포털 화면, 정기·비정기 보고서 등 보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보안
관제 서비스(Cloud Managed Security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AWS, Microsoft
Azure, IBM Cloud, KT ucloud biz, Oracle Cloud 플랫폼을 지원
- 이글루시큐리티
·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CTI(Cyber Threat Intelligence)를 통해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인공지능통합보안 관리시스템 SPiDER TM
AI Edition을 활용하여 이상행위를 탐지 및 분석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서비스를
제공
- 기타 국내 보안 기업들은 다양한 SECaaS 서비스 제공 중
기업명

서비스명

주요기능

Cloud WAF

클라우드 기반 웹방화벽

SITECHECKER

악성 스크립트/악성코드 감염여부 체크

eRed

VM의 파일 I/O를 모니터링 및 제어

사이트 스키퍼

웹사이트 악성코드 위변조 탐지

웹가드

클라우드 기반 웹방화벽

ZombieZERO SECaaS

EDR을 통해 APT 및 랜섬웨어 대응 서비스

KE Securegate

사용자 PC 보안 서비스

지란지교시큐리티

Jiran the CLOUD

클라우드 기반 Email 보안 서비스

클라우드브릭

클라우드 브릭

클라우드 기반 웹방화벽

모니터랩

수산아이엔티

안랩

엔피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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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클라우드 인프라 서버 표준) 메이저 글로벌 벤더를 중심으로 기존의 x86 기반 서버 제작
기술이 성숙되어 있으며, ATOM 혹은 ARM 프로세서 기반의 저전력, 고집적 인프라 서버
제작 관련 기술 및 차세대 연결망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
- 미국, Intel
· 차세대 Xeon Phi를 독립적 서버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였고, 차세대 메모리인
3D-XPoint 기술 활용 확대를 위해 CXL(Computing eXpress Link)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서버 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 미국, IBM
· non-x86 시장에서의 자사의 PowerPC 아키텍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고 OpenPower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Mellonox를 인수한 Nvidia 등과 협업 중,
아울러, OpenCAPI 컨소시움을 통해 인프라 서버 내 연결망 표준을 개발 중
- 미국, HPE
· 저전력 마이크로서버 형태의 문샷(Moonshot) 시스템을 출시하였고, The Machine 프로젝트
완료 및 Gen-Z 컨소시엄을 발족시켜 자원 분리 개념의 인프라 서버 개발 중
- 미국, MACOM/Marvell
· AppliedMicro 및 Cavium의 기술을 반영한 ARM 64-bit 아키텍처 기반 서버용 프로세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서버 출시
- 미국, Facebook
· OCP를 중심으로 마이크로 서버형태의 SoC 서버, OpenRack 호환 서버 등을 개발 중
- 미국, MS
· OCP에서 OCS(Open CloudServer) 스펙을 개발 완료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버
자체 개발 완료
- 미국, Xilinx
· 자체 생산하는 FPGA칩에 CCIX(Cache Coherent Interconnect for Accelerators) 표준기반
인터페이스를 장착하여 HBM, 가속기 등의 확장성을 극대화한 서버의 프로토타입 용도로
플랫폼을 개발하였음, 주로 ARM CPU 기반 서버에 채용되고 있음
¡ (클라우드컴퓨팅 경량 가상화 서비스 표준) 메이저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를 중심으로 다수의
글로벌 IT기업들이 경량가상화로 대표되는 컨테이너 기술을 상품화하여 서비스를 제공
- 미국, AWS
· AWS 2021년 5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컨테이너식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Amazon ECS Anywhere
출시. 또한 EC2 컨테이너 서비스(AWS EC2 Container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좀 더 쉽게 배치, 관리, 확장을 지원하는 ‘EKS(Elastic Container Service for
Kubernetes)’를 제공
- 미국, Google
· 2019년 4월, 도커 컨테이너를 서버리스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런(Cloud Run)
서비스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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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MS
·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ACI, Azure Container Instances)를 2020년 종료하고, AKS(Azure
Kubernetes Service)를 통해, 서버리스 Kubernetes, 통합 CI/CD(지속적인 통합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환경, 엔터프라이즈급 보안과 거버넌스를 제공
- 중국, 바이두(Baidu)
· 도커를 이용한 플랫폼으로써의 서비스(PasS) ‘바이두 앱 엔진(Baidu App Engine)’을 개발
제공 중
- 미국, Cisco
·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인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플랫폼을 출시함. '시스코 컨테이너
플랫폼(Cisco Container Platform, CCP)'은 사용자가 온프레미스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독리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해주는 플랫폼
- 미국, Red Hat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멀티클라우드 배포 관리를 위한 플랫폼인 OpenShift®를 개발.
OpenShift®는 자동화된 풀스택 오퍼레이션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멀티클라우드
배포를 관리하는 엔터프라이즈 레디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플랫폼
¡ (분산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관리 표준) 에지 컴퓨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분산 클라우드 환경의
관심이 급부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서비스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분산 클라우드의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및 에지 클라우드 등과의 서비스 연계 기능이 대두
- 미국, IBM
· IBM은 분산 클라우드를 기업 및 기관에서 다양한 클라우드를 용이하게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민첩한 기능 제공을 목표로 기술개발을 진행 중
- 미국, MS
· 애저(Azure)의 경우 애저 에지존(Edge Zone)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애저 에지존은
통신사뿐만 아니라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관리형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혹은
AWS 로컬존과 같은 커뮤니티 확장형으로 제공되도록 서비스 중
- 미국, AWS
· AWS 웨이브렝스존(Wavelength Zone)을 통하여 5G 관련 URLLC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통신사 영역의 클라우드 존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
- 미국, Gartener
· 다른 물리적 위치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서비스 배포 운영, 거버넌스, 업데이트하는
클라우드 형태로 정의하고 이러한 서비스의 진화는 원래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자의 책임으로
정의
¡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표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는 제공 중인 서비스의 신뢰성과
무결성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전체 자원(리소스)과 활동에 대한 증거수집 및 유효성
검사를 위한 감사 서비스를 제공 중
- 미국, AWS
· AWS 계정별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활동 및 사용량에 대한 증거수집 및 감사를 위한 “AWS
Audit Manager”, “AWS Cloud Trail”, “AWS Config”, “AWS Control Tower” 서비스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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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MS
· 클라우드 서비스 신뢰성과 무결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모든 활동의
증거수집과 유효성 검사를 위한 통합 솔루션인 “Azure Attestation” 제공 중
- 미국, Google
· Google Cloud Platform에서 제공 중인 리소스에 대한 행위 및 모든 활동에 대해 로그(관리자
활동 로그, 데이터 액세스 로그, 시스템 이벤트 로그, 정책 거부 로그 등) 수집 및 무결성
검토를 위한 “Cloud Logging”, “Cloud Trace”, “Cloud Profiler”, “Cloud Debugger” 서비스
제공 중
데이터 활용 기술
¡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흐름, 데이터 범주 및 사용 표준) MS, AWS 등 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표준 계약서 또는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 등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협업 서비스 제공자에게 데이터의 종류, 사용 범위 등을 제공
- 미국, MS
· 기업 고객의 경우 서비스 계약서, 일반 사용자의 경우 서비스 수준 협약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이의 사용 목적 등을 포함하여 제공 및
합의에 따라 이행
- 미국, AWS
· AWS는 고객 데이터를 고객 콘텐츠와 계정 정보의 2가지 범주로 분류. 고객 콘텐츠는
AWS 고객 계약 및 AWS 서비스 약관을 적용하며, 고객에 관한 정보인 계정 정보는
AWS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시된 정보 규정이 계정 정보에 적용
¡ (데이터 공유 협약 프레임워크 표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간 또는 관련 응용 서비스
제공자와 표준 협약서 또는 서비스 수준 협약(SLA) 등을 통해 데이터 공유, 사용을 위한
협약과 이를 위한 데이터 관리 정책을 수립, 적용 중
- 미국, MS
· 기업고객들을 상대로 클라우드 서비스 협약(Cloud Service Agreement)을 통해 기업고객이
보유, 제공하는 데이터의 사용 및 공유에 대한 협약과 이에 따른 관리 정책을 수립·운영
- 미국, AWS
· 데이터 레이크 기반 자동화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솔루션을 통하여 각종
AWS 관리형 서비스로 손쉽게 확장 및 비용 절감
연동기술
¡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참조구조 표준) IaaS 중심의 중개 뿐만 아니라 SaaS/PaaS에
특화된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사 또는 타사 플랫폼을 사용하여 직접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다른 중개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
- 아일랜드, Accenture
· Accenture Cloud Platform(ACP)는 단일 플랫폼 내에서 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중개 및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AWS, Google, MS-NTT Communications,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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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Capgemini
· Capgemini의 CSB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으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관리 및 전문 서비스 수준에
따라 IaaS, IaaS Plus, Iaas Niche의 세 가지 옵션을 제공
- 미국, Jamcracker
· ICT 인프라 솔루션 기업을 대상으로 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중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적화된 감사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
- 미국, RightScale
· AWS, Google, MS 등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중개하고 있으며, 퍼블릭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통합 관리를 지원
- 미국, Arrow Electronics
· ArrowSphere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클라우드 서비스 리셀러 및 비즈니스 사용자
등을 지원하는 다층 플랫폼으로, 이 플랫폼을 통해 시스템 통합자, 소프트웨어 판매자,
IT 서비스 제공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 미국, Apprio
· Salesforce의 SaaS를 중심으로 서비스 통합을 제공하는 SaaS aggregator 조합 서비스 제공
- 미국, Gravitant
· Public CSB 서비스, 클라우드 선택을 위한 상용 클라우드 성능 평가 도구 지원
- 미국, SaaSMAX
· SaaS 마켓플레이스 포털 제공
¡ (멀티 클라우드 기능 요구사항 표준,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 표준)
멀티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클라우드 주요 사업자의 경우 자사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멀티 클라우드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인 시장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
- 미국, HashiCorp
· 2012년에 창업하여 오픈소스로 모던 인프라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테라폼(Terraform), 패커(Packer), 베이그런트(Vagrant), 볼트
(Vault), 바운더리(Boundary), 컨설(Consul), 노마드(Nomad), 웨이포인트(Waypoint) 등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중
테라폼은 오픈소스로 개발 중인 클라우드 인프라 자동화 도구로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들을 코드로 관리할 수 있게 지원
컨설은 마이크로서비스와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의 네트워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메시 솔루션이며 볼트는 멀티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한 보안 솔루션
- 미국, Upbound
·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제어를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Crossplane을 개발 중이며, Crossplane
기반으로 Upbound Cloud, Upbound Universal Crossplane(UXP), Upbound Registry 등의
솔루션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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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plane은 여러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결합하여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쿠버네티스
추가기능 제공
· Crossplane은 서로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프라, 자원 및 추상화를 일관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 Crossplane Resource Model(XRM)이라는 모델 제공
- 미국, Scalr
· 2007년부터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을 관리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인 Scalr를 개발 및 상용화하여 서비스 중
는 기업이 비용

자동화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정책을 유지하면서 셀프

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 기능 지원
- 미국, Redhat
·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컨테이너 기반의 소프트웨어의 배포 및 관리를 위한
솔루션인 오픈시프트(Openshift)와 오픈시프트의 오픈소스 버전인 OKD(Origin Community
Distribution)을 함께 제공
오픈시프트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신속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도커
컨네이너와 데브옵스 도구를 사용하여 쿠버네티스 지원 환경을 제공하는 멀티 클라우드
컨테이너 플랫폼 솔루션
- 미국, Jelastic
· 컨테이너 기반의 Multi-Cloud PaaS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계 다양한 데이터센터,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에서 사용 중
· Multi-Cloud PaaS 솔루션은 서로 다른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결합하여 상호운용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 제공
¡ (에지 컴퓨팅 개념 및 요구사항 표준 클라우드 선도 기업들은 자신의 클라우드와 연계된
에지 컴퓨팅으로 5G 통신사들과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한
융합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노력 중
- 미국, AWS
· AWS는 5G의 초신뢰저지연(URLLC) 기준을 충족하는 AWS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위해
웨이브렝스존(Wavelength Zone)을 통신사 영역에 두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미국에서는 버라이즌을 통해, 일본에서는 KDDI, 그리고 한국에서는 SKT를 통해 제공 중
- 미국, MS
·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Azure의 사설 MEC를 텔레콤 영역으로 확장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Affirmed Networks와 Metaswitch Networks를 인수하고 에지 컴퓨팅과 사설 무선
네트워킹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중
- 미국, Google
· 구글은 인도 자회사인 Jio(Reliance Jio Infocomm Limited)를 통하여 5G MEC 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통신사별 기능과 결합된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
- 미국, IBM
· Atos, Capgemini, Intel 및 Wipro와 같은 30 개 이상의 파트너를 포함하도록 IBM의 에코
시스템을 확장하고, 엔터프라이즈가 동시에 관리 할 수 있는 IBM Edg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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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를 만들어 에지 장치의 수를 4배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등 응용 분야에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 Red Hat을 통하여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 중
- 미국, Intel
· Intel은 Red Hat과 새로운 5G 서비스를 위한 자동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협업을 통하여 vRAN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인 Intel® Select solution을 발표하고
Intel® Smart Edge Open 등의 오픈소스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노력 중
- 미국, HPE
· HPE는 Greenlake EDGE-to-Cloud를 발표하여 플랫폼의 셀프 서비스 민첩성을 확보 및
리소스 배포를 손쉽게 하며 사용량을 예측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
- 미국, NVIDIA
· Google Cloud와 제휴하여 업계 최초의 AI-on-5G Innovation Lab을 설립하여 소프트웨어
파트너가 AI '스마트 함'을 도시, 공장 및 기타 5G 채택 영역에 적용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 테스트 및 채택하도록 제공
- 미국, DELL, Cisco
· DISH와 Dell Technologies는 국내 최초의 개방형 RAN 5G 에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협의하고 5G RA에 대한 로드맵 및 실리콘 다양성에 대해 협력
¡ (IoT 에지 컴퓨팅 모델 및 기능 정의 표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과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실시간성이 중요한 모든 IoT 데이터의 처리를 데이터가 생성 및 소비되는 에지
(디바이스)에서 실시하고, 필요한 일부 데이터 또는 에지에서 분석된 정보만을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에지 컴퓨팅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 중
- 미국, MS
· Azure IoT Hub에서 빌드된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서 표준 컨테이너를 통해 IoT 에지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 워크로드(AI, Azure 및 타사 서비스 또는 고유한 비즈니스 논리)를
실행 가능케 하는 기술인 Azure IoT Edge를 개발하여 서비스 중
- 미국, AWS
· AWS IoT Greengrass는 AWS를 에지 디바이스까지 확장하여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
관리, 분석, 및 저장하는 동시에 에지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로컬에서도 처리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커넥티드 디바이스에서 로컬
컴퓨팅, 메시징, 데이터 캐싱, 동기화 및 머신러닝 추론 등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 중
- 미국, Google
· 클라우드와 연결하지 않고 IoT 기기에서 머신러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칩
‘에지 TPU(Tensor Processing Unit)’ 개발을 통하여 에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머신러닝
기반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IoT 에지’ 서비스 중
- 미국, Intel
· IoT 및 각종 산업 분야의 에지 컴퓨팅 환경에서 이전 세대보다 더욱 빠른 처리 및 컴퓨팅
성능을 제공하고, 초저지연성이 필수인 IoT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IoT 및 에지 컴퓨팅용
인텔 11세대 코어 프로세서 개발
- 미국, Cisco
· IOx는 시스코의 라우터 OS인 IOS에 리눅스를 결합하여 네트워크 에지에서 IoT 어플리
15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IoT 에지(포그) 컴퓨팅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자들이 필요한
IoT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시스코의 에지 라우터(Edge Router)에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 환경을 제공 중
- 미국, IBM
· 에지 게이트웨이용으로 Watson Tone Analyzer와 Watson Speech-to-Text를 활용하여 에지
컴퓨터에서 분산형 IoT 쿼리 엔진 기능을 수행하는 Proof-of-Concept 수준의 ‘Edge IoT
Analytics’ 기술 개발
- 미국, DELL
· IoT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델 장비‘Dell Edge Gateway’ 판매 중
¡ (에지 클라우드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 표준) 에지 영역은 클라우드서비스 벤더들의 새로운
확장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에지 영역과 연계하는 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
- 미국, MS
· 애저 리전(region)의 사용자가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장을
위한 애저 에지존(Azure Edge Zones)을 2020에 발표함. 애저 에지존은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자 인접 지역에서 컴퓨팅, 스토리지 및 서비스 사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클라우드 로컬
확장
- 미국, AWS
· 2020년도 휴대용 에지 컴퓨팅 및 데이터 전송 디바이스인 AWS Snowcone 발표. AWS
Snowcone는 에지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로컬로 처리(오프라인)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AWS로 데이터 전송 가능
- 미국, Google
· AI와 5G 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해 에지 컴퓨팅 플랫폼 강화에 집중하고 있음. 2021년
구글 클라우드 고객이 에지 컴퓨팅 서비스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안토스' 출시
¡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표준) 리눅스, 오픈스택 및 Kubernetes의 각 진영이 에지
플랫폼 개발을 위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 중
- 미국, Cisco
· 데이터 발생 위치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필요시 중앙 클라우드와 연계함으로써
처리의 효율화를 실현하는 제품인 Cisco IOx를 제공
- 미국, Amazon
· 에지-클라우드간 컴퓨트, 메시징, 데이터 캐싱, 싱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Amazon Greengrass를 개발 및 배포하였으며, 협업 AI 서비스 기술로 확장 중
- 미국, MS
· IoT 게이트웨이 솔루션을 만드는 인프라와 모듈이 포함된 Microsoft Azure IoT Edge를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내부의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클라우드와 유사한
리소스 제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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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Huawei
·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을 에지 단으로 확장하고 컨테이너를 오케스
트레이션 하기 위한 Intelligent EdgeFabric 제품을 개발
- 미국, Red Hat
· 기존 쿠버네티스 기반 OpenShift 제품에 3노드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에지 관리 기능을
추가한 제품을 개발 중. 또한 레드햇 어드밴스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제품을 통해 여러
개의 에지 사이트를 단일 뷰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미국, GE
· 산업용 제어 시스템 환경을 위한 IoT 컴퓨팅 플랫폼 제품인 Predix Edge를 개발
- 미국, Wind River
· 지능형 5G 분산 에지 클라우드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배치,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Wind River Studio’ 출시
- 미국, Dell
· 에지 클라우드 리소스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인프라 전체에서 워크로드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Dell Technologies Cloud 제품을 출시
- 미국, IBM
· 에지 서버와 에지 디바이스 토폴로지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지능형 플랫폼인
IBM Edge Application Manager를 출시, 동시에 수십만 개의 엔드포인트에서 어플리케이션
환경의 스케일링, 변동성 및 변화율 관리 가능
- 미국, Akamai
· IoT 디바이스를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연결하여 동시 메시징이 가능하게 하는 에지 클라우드
제품인 ‘IoT Edge Connect‘ 솔루션 출시
보안기술
¡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표준) 포그 컴퓨팅 부각에 따라 인터클라우드 기술이 확대되어 이를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보안 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존 IBM, Cisco, MS 등 클라우드 강자들도
인터클라우드 기술 개발과 인수합병을 통한 인터클라우드 보안 기술 개발에 노력 중
- 스위스, Veeam Software
· 백업 및 복구 솔루션과 가상화와 백업 모니터링이 포함돼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 보호, 가상화
및 클라우드로 손쉬운 전환, 백업시간 단축 및 복구시간을 최소화하는 ‘빔 어베이러빌러티
쉬트’ 솔루션 제공 중
- 일본, 트렌드마이크로
· '클라우드 원'은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6가지 기능(클라우드 원 워크로드 시큐리티,
클라우드 원 컨테이너 시큐리티, 클라우드 원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클라우드 원 파일
스토리지 시큐리티, 클라우드 원 네트워크 시큐리티, 클라우드 원 컨퍼머티)을 올인원
통합한 보안 서비스 플랫폼 제공 중
- 미국, Cisco
· 프라이빗 클라우드과 인터클라우드 파트너가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영역이 연결돼
여러 하이퍼바이저, 클라우드를 넘나드는 워크로드 이동성을 지원하는 Cisco 인터클라우드
보안 패브릭 기술을 발표하고, 애플리케이션 중심 인프라(ACI) 아키텍처와 인터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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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통한 IoE 기반 포그(Fog) 컴퓨팅 분야로 비즈니스 확대 추진 중
* WMware Cloud on AWS, IBM Cloud for VMware Solutions, Azure Stack 및 Oracle
Cloud용 FortiGate
- 미국, 시만텍
· 퍼블릭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위한 보안을 자동화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민첩성 및 DevSecOps 워크플로우를 향상시키는 ‘Symantec Cloud Workload
Protection’ 솔루션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기존 데이터 센터 환경 전반에서 자산
검색을 수행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평가를 제공하는
“Symantec Control Compliance Suite” 출시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표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SECaaS'와
'CASB'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보안업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
출시
- 미국, AWS
· 자격 증명 및 액세스 관리, 탐지, 인프라 보호, 데이터 보호, 인시던트 대응, 규정 준수
분야에서 AWS IAM, AWS 시큐리티 허브, AWS 쉴드, 아마존 메이시, 아마존 디텍티브,
AWS 아티팩트 등 200개 이상의 보안,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서비스와 기타 주요 기능을
갖춘 심층적인 클라우드 보안 툴셋을 지원하여 군사, 은행 같은 고감도 조직의 보안 요건을
충족
- 미국, 팔로알토 네트웍스
· 심도 있는 상황별 가시성 확보와 거버넌스 및 규정 준수를 위해 모든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하고 호스트, 컨테이너 및 서버리스 워크로드 등 보안 요구
사항이 각기 다른 컴퓨팅 환경에서 자동 머신 러닝을 사용해 개발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 취약점과 활성 위협으로부터 모든 클라우드 네이티브 워크로드를 보호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플랫폼인 ‘프리즈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중
- 미국, IBM
· 숨겨진 위협을 발견하고 보다 많은 정보로 리스크 기반 의사결정을 내리며 팀 시간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작업을 자동화해 위협을 따라 빠르게 처리하는 ‘IBM 클라우드 팩 포 시큐리티’
서비스 제공 중
- 미국, 아카마이
· 유연한 데이터 스키마, 워크플로우,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 기능, 글로벌 가용성을 제공하고
대규모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공격에 대한 견고한 보안, 강력하고 다양한 인증 옵션, 첨단
암호화 보호, 고객 데이터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범위 지정 접속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
고객 ID 및 접속 관리를 간소화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SaaS 솔루션 제공 중
- 미국, 파이어아이
· 클라우드 인프라 상의 자산, 워크로드, 보안 관제 및 보안 이벤트 전반에 대한 중앙 관리를
통한 가시성을 제공하고, 에이전트, 어플라이언스 등 부가 기능을 설치하지 않아도 컴플
라이언스 오류를 교정하여 세밀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위협 예측이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솔루션인 ‘파이어아이 클라우드바이저리’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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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포티넷
·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가시성, 규정 준수, 데이터 보안, 위협 보호 등 클라우드 보안 태세
관리(CSPM) 기능을 클라우드 액세스 보안 브로커(CASB) 구독 서비스인 ‘FortiCASB’,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API에 연결돼 구성, 사용자 활동 및 트래픽 유동 로그를 비롯한
각종 보안 구성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는 클라우드 기반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호
(CWP) 서비스인 ‘FortiCWP’, 알려진 취약점과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겨냥한 공격에서
호스팅형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서비스인 ‘FortiWeb’
서비스 제공 중
- 미국, 시만텍
· 시만텍의 엘라스티카는 보안 웹 게이트웨이(SWG), DLP, SSL 가시성, APT 방어 솔루션,
위협 인텔리전스 등 시만텍의 보안 솔루션과 연동해 온프레미스-클라우드를 아우르는 보안
서비스 제공 중
- (기타) 미국의 맥아피(McAfee), 트랜드마이크로(Trand Micro), Z스케일러(zscaler), 사이퍼클
라우드(CipherCloud), 스페인의 판다 시큐리티(Panda Security) 등 대형 글로벌 보안 기업들도
다양한 SECaaS 서비스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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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중 현재 특허 이슈가 있는 표준화 항목을 6개로 그룹핑(멀티
클라우드, 에지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분산 클라우드)하여 특허 분석항목으로 선정함
- (분석 대상 및 범위) 본 분석에서는 keywert 특허분석 DB를 활용하여 한/미/일/유럽/WO
총 5개국에 공개/등록된 특허데이터를 대상으로 추출하되,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하여
2001.01.01. 이후 출원된 11,298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후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9년 말부터 출원된 특허는 미공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됨
<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멀티 클라우드를 비롯한 총 6개 기술에 포함된 표준화 항목별 핵심
키워드를 담당 분과위원으로부터 제공받았고, 키워드 확장을 통한 특허검색식을 작성하여
분석을 진행함
<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핵심 키워드

특허 검색식
(((multi* or plural* or two* or interact* or cooperat*
or heterogen* or hybrid* or federat* or dual* or 듀얼*

멀티 클라우드

멀티클라우드, 인터클라우드,
클라우드 연동

or 멀티* or 다중* or 다수* or 복수* or 이종* or
하이브리드* or 연합* or 두개* or 2개*) n/1 (클라우드*
or cloud*)) or (inter a/1 cloud) or intercloud* or
inter-cloud*

or

multicloud*

or

multi-cloud*

or

인터클라우드* or 멀티클라우드*)

에지 컴퓨팅

에지(엣지) 컴퓨팅, 에지(엣지)

((가장자리* or 에지* or 엣지* or orchestrat* or 협업*

클라우드, IoT Edge, IoT

or (iot a/1 edge) or (iot a/1 edge a/1 (device or gate)

Edge device/gate way, MEC,

a/1 way) or edge* or intelligent* or (service a/1

분산 컴퓨팅

connect*) or cooperat*) n/1 (컴퓨* or 콤퓨* or 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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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 키워드

특허 검색식
or 콤푸* or comput* or cloud* or 클라우드*) or (분산*
or distribut*) n/1 (컴퓨* or 콤퓨* or 컴푸* or 콤푸*
or comput*)) or ti:((가장자리* or 에지* or 엣지* or
협업* or edge* or cooperat*) n/1 (컴퓨* or 콤퓨* or
컴푸* or 콤푸* or comput* or cloud* or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클라우드 service agreement,
클라우드 SLA, 클라우드
브로커리지

((cloud* or 클라우드*) n/3 (brok* or agenc* or agent*
or coordi or 브로커* or 중개* or 에이전* or 에이젼*
or 코디* or (service* n/1 (level* or agreem*)))) or
((CSB* or SLA*) and cloud*)
(cloud* or 클라우드* or 크라우드*) and ((데이터* or
데이터* or 정보* or data* or informat*) n/3 (공유*
or 연동* or shar* or interlock*)) and IPC:(H04L-029*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공유

데이터

or G06F-009* or H04L-012* or G06Q-010* or
G06F-017*

or

G06F-015*

or

G06Q-050*

or

G06F-011* or G06F-021* or G05B-019* or G06F-003*
or G08G-001* or G06F-016)
가상화 보안, 클라우드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 보안, 클라우드 보안
위협, 컨테이너 보안,
클라우드형 보안

((클라우드* or cloud) and (보안* or 보호* or secur*
or detect* or defens* or protect*)) AND ipc:(A63F-013*
or G07D-007* or G06F-021* or H04M-001* or
H04W-012*

or

H04W-048*

or

H04N-005*

or

H04N-021* or H04L-009* or H04L-012*)

분산 클라우드, 클라우드
연동,
분산 클라우드

로컬 클라우드, 코어

(분산* or 협업* or 연동* or 로컬* or 코어* or core*

클라우드, 클라우드 협업,

or distribut* or local* or link*) n/1 (클라우드* or

distributed cloud, distributed,
cloud distribution, local cloud,
cor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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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전체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범위인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출원은 많지 않으나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출원이 증가하고 있음
- 2017년을 정점으로 2018년에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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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발행국별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에 출원된 특허가 6,981건(6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제 1,549건(14%), 한국 1,432건(13%) 순으로 나타남
- 국제 출원 비중이 높은 이유는, 향후 표준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시장 파급력을 고려하여
다수 국가에서 패밀리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출원연도별 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2008년 미국의 출원을 시작으로 각국이 출원이 시작
되었으나 대부분의 특허가 미국에서 출원되고 있으며, 한국에 발행된 특허는 2012년부터는
100건 이상의 출원이 지속되고 있음
- 자국 출원건을 선출원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미국 등
주요 시장을 고려하여 해외출원을 바로 진행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음
- 일본과 유럽의 경우, 타 발행국 대비 특허 출원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음
¡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특허분석

멀티
클라우드

에지
컴퓨팅

클라우드
브로커리지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클라우드

2001

0

1

0

1

5

0

7

2002

1

0

1

0

4

0

6

2003

0

0

1

0

3

0

4

2004

2

2

1

0

2

0

7

2005

6

3

3

0

1

1

14

2006

6

1

1

0

6

4

18

2007

5

1

0

0

2

1

9

2008

5

1

0

4

25

0

35

2009

24

6

4

10

55

5

104

2010

43

18

9

46

130

8

254

2011

58

29

14

110

289

6

506

2012

97

58

30

152

447

22

806

2013

99

49

34

171

533

25

911

2014

147

56

36

170

681

28

1118

2015

153

82

41

139

691

23

1129

2016

220

118

69

120

815

32

1374

2017

228

112

92

298

1023

43

1796

2018

211

99

67

204

785

41

1407

2019

362

180

83

109

585

52

1371

2020

137

122

22

10

100

30

421

2021

0

1

0

0

0

0

1

합계

1804

939

508

1544

6182

321

11298

항목
출원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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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합계

- 특허분석 항목들에 대한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특허출원이
매우 활발함
- 클라우드 보안 기술은 2001년부터 출원이 이뤄지다 블록체인 이슈가 커진 2016년부터 800건
이상의 특허 출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기술은 2008년부터 출원이
진행되다가 2015년과 2016년에 주춤하였으나, 2017년부터 다시 출원량이 증가하고 있음
- 클라우드 보안 기술은 전체 출원에서 약 55%의 높은 출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으로 멀티 클라우드 기술이 약 16%,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기술이 약 14% 출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멀티클라우드 기술은 2009년부터 국내·외 기업들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부터는 매년 200건 이상으로 매우 활발히 출원되고 있으며, 분산된 다수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동하기 위한 기술 등의 특허기술들이 공개되고 있음
- 엣지컴퓨팅 기술은 5G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년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
2016년부터 연간 출원이 100건 이상으로 나타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 것으로 판단됨
¡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 출원 현황 >
구간A

구간B

구간C

(2011년~2013년)

(2014년~2016년)

(2017년~2019년)

멀티 클라우드

254

520

801

에지 컴퓨팅

136

256

391

클라우드
브로커리지

78

146

242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433

429

611

클라우드 보안

1269

2187

2393

분산 클라우드

53

83

136

특허분석 항목

- 특허 미공개기간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를 3년 단위의 3개 분석구간으로 설정
하였음
- 멀티클라우드 기술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약 2배의 출원량이 증가하였으나, 구간B 대비
구간C에서는 약 54%의 출원량 증가가 나타남, 구간A 대비 구간B에서의 출원량 증가폭 처럼
크지는 않지만 C구간에서도 꾸준한 출원이 진행됨
- 엣지 컴퓨팅 기술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약 88%로 출원량이 급증가하였으나, 구간B 대비
구간C에서는 약 53%의 출원 증가율을 보여 다소 증가 폭이 줄어듦
- 클라우드 브로커리지,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기술 및 클라우드 보안 기술 역시 전 구간
대비 조금은 낮은 출원 증가율을 보이나 아직 19년 하반기 출원이 반영되지 않아 줄어든
비율로, 전 구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특허 출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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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특허분석
항목
특허발행국

멀티
클라우드

에지
컴퓨팅

클라우드
브로커리지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분산
클라우드

합계

한국특허(KR)

265

103

81

292

616

75

1432

미국특허(US)

1003

498

271

880

4171

158

6981

일본특허(JP)

101

67

27

66

190

13

464

유럽특허(EP)

157

56

61

128

439

31

872

국제특허(WO)

278

215

68

178

766

44

1549

합계

1804

939

508

1544

6182

321

11298

-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서 기업들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특허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은 클라우드 보안 기술로 나타남
- 한국에 출원된 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클라우드 보안 관련 특허기술이 616건으로 매우 높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기술이 292건, 멀티 클라우드 기술이 265건
순임
- 미국의 현황을 보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보안 기술이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
(59.7%)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다음으로는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기술(14.3%)의 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유럽 및 국제특허에서도 클라우드 보안 기술이 전체 출원중 50% 전후의 출원을 보이고 있으며,
멀티 클라우드가 다음으로 출원량이 많고, 일본도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기술보다는 멀티
클라우드 출원에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특허분석항목
출원인

멀티
클라우드

에지
컴퓨팅

클라우드
브로커리지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분산
클라우드

합계

ETRI

39

20

12

28

35

13

147

SKT

17

8

2

24

9

8

68

삼성전자

10

16

4

16

19

1

66

KT

10

6

3

7

11

5

42

경희대학교

8

1

2

7

12

8

38

LG전자

3

1

3

12

8

0

27

INTEL

3

2

0

3

18

0

26

Microsoft

2

3

1

3

13

1

23

고려대학교

4

1

2

4

8

3

22

ALCATEL
LUCENT

5

0

2

5

6

2

20

합계

101

58

31

109

139

41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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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클라우드컴퓨팅 기술분야에 대한 주요 키 플레이어는 ETRI, SK텔레콤, 삼성전자,
KT 순이며, 외국 기업은 INTEL, MICROSOFT, ALCATEL LUCENT이 포함됨
- 국내 산학연은 클라우드 보안, 클라우트 컴퓨팅 데이터, 멀티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비중이 높은 반면, 에지 컴퓨팅 및 클라우드 브로커리지 그리고 분산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출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함
- 한국에서는 ETRI의 출원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며, 멀티 클라우드,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기술 순으로 출원이 많음
¡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멀티
클라우드

에지
컴퓨팅

클라우드
브로커리지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분산
클라우드

합계

IBM

117

39

37

97

369

10

669

Microsoft

85

43

17

66

341

12

564

INTEL

33

39

8

17

176

0

273

Oracle

48

8

5

65

133

3

262

Cisco

70

34

19

19

110

1

253

Huawei

53

25

16

35

62

0

191

VMWARE INC

61

23

12

29

57

4

186

Ericcson

27

31

7

8

42

26

141

CITRIX
SYSTEMS

17

5

8

33

60

0

123

GOOGLE

12

3

5

23

76

0

119

합계

523

250

134

392

1426

56

2781

특허분석항목
출원인

- 해외국가에서의 클라우드컴퓨팅 기술분야에 대한 주요 키 플레이어는 IBM, MICROSOFT,
Cisco, Huawei, VMWARE 순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상위 기업들은 클라우드 보안에 많은 출원을 하고 있고, IBM, MICROSOFT은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및 멀티 클라우드에도 많은 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VMWARE도
멀티 클라우드에 출원을 집중하고 있음
- Ericcson은 멀티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에지 컴퓨팅 및 클라우드 보안기술에 출원량이 많
으며, INTEL은 클라우드 보안, 멀티 클라우드, 에지 컴퓨팅 기술에 집중하고 있음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중 특허 이슈가 있는 6개 기술에 관련된 한국의
글로벌 특허경쟁력은 상대적 열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권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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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7.4%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SG11

(WP2/Q7-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for network attachment
and edge computing for future networks, IMT-2020 network and beyond)
미래 네트워크의 신호 요구 사항 및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 개발 및 최근
IMT-2020이 상용화됨에 따라 AI, 빅데이터, 자율 주행, 로봇에 필요한 에지
컴퓨팅에 대한 표준 개발을 진행 중

SG13

(WP2/Q17-Requirements, ecosystem and general capabilities for cloud
computing and big data)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 표준 및
클라우드컴퓨팅 경량 가상화 방법 및 서비스 표준 개발 중. 에지 컴퓨팅
및 에지 클라우드 관련하여 다수의 표준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
로봇 서비스 등 개발을 시작
(WP2/Q18-Functional architecture for cloud computing and big data)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의 기능 요구사항 표준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참조 구조 표준을 개발 중이며, 빅데이터 관련 데이터
출처를 위한 기능적 아키텍쳐 표준을 개발 중
(WP2/Q19-End-to-end cloud computing management, cloud security
and big data governance) 분산 클라우드 개념 및 정의 표준 승인이 완료
이후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체제 관리, 클라우드
데이터 이동성 관리 프레임워크 및 기능 요구사항, 인터클라우드 컨테이너
관리 프레임워크 및 요구사항, 분산 클라우드 글로벌 관리 프레임워크,
아이크로서비스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및 기능 요구사항,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 진행중

SG17

(WP3/Q8-Cloud computing and Big data infrastructure security) JTC1
SC27과 협력하여 ISO/IEC 27002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 기술 표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및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표준을 개발하여
제정 완료되었으며, 최근에는 IaaS, NaaS 서비스와 모니터링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승인이 완료됨. 2022년까지 표준 제정을
목표로 분산클라우드와 멀티클라우드의 보안 가이드라인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보안 상황 인식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을 개발 중이며,
2023년까지 엣지 클라우드의 보안 아키텍쳐 표준과 native PaaS 서비스를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을 개발 중

SC27

( WG1-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ISO/IEC 27002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 기술과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이 개발되었으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표준
승인이 완료됨

SC38

(WG3-Cloud Computing Fundamentals(CCF)) 클라우드 SLA 메트릭모델
사용을 위한 지침 표준 표준이 완료. 클라우드 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표준과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
표준과 클라우드 관점에서 에지 컴퓨팅 표준을 개발 중이며 클라우드 용어,
개념 및 참조 구조 표준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중

ITU-T

국제
(공식)

J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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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WG5-Data in cloud computing and related technologies) 클라우드컴퓨팅과
분산컴퓨팅 환경에서의 ‘데이터 분류 체계와 사용’에 대한 개정 완료.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흐름, 데이터 범주 및 사용’, ‘데이터 공유 협약
프레임워크’에 관한 표준 개발 중

ETSI

MEC ISG

(Multi-access Edge computing Industry Specification Group) MEC는
Multi-access Edge로 확장하여 유선 및 무선망을 고려한 MEC간 혹은
클라우드와 MEC 간의 연계를 2021년 6월에 표준으로 제정하였고 그 외에도
IoT, 지능형 교통 시스템, 다양한 네트워크 관련 표준 및 정책과 법률 관련
표준을 지속적으로 제정 중에 있고 3GPP와의 표준화를 위한 협력 작업이
진행 중

SA

(Architecture) SA6에서 에지 애플리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CAPIF(Common API Framework)를 통하여 표준 API를 제공하고 있으며
SA2에서는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있고 SA5에서는
라이플 사이클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음

3GPP

국제
(사실)

IRTF

(Thing-to-Thing Research Group) IoT 에지 컴퓨팅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
및 모델에 따른 기능 정의 등에 대한 표준 개발 중
(Computing in the network Research Group) 네트워크 내 컴퓨팅(In-Network
Computing)에 대한 요구사항, 산업 유즈케이스, 전송 프로토콜 이슈, 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 에지 데이터 디스커버리 등에 대한 표준 개발을 위한 논의 진행 중

CSA

(Security Guidance) 2009년 클라우드 보안 지침 발표를 시작으로 클라우드
기술, 보안 기술 및 타산업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개발 중
(Cloud Controls Matrix) 클라우드 제공자의 전반적인 보안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제어 프레임워크인 CCM(Cloud Control
Matrix)와 CCM 준수 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인 CAIQ (Consensus
Assessment Initiative Questionnaire)을 개발

PG1003

(클라우드컴퓨팅) 2021년 상반기까지 총 200여 건의 클라우드 관련 국내
표준을 제정. 대표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프레임워크 및 기본 요구사항,
클라우드컴퓨팅 참조 구조,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 요구사항, 인터
클라우드컴퓨팅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데스크톱 서비스의 요구사항,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기능 요구사항 등이 있으며, 2022년도까지 에지 컴퓨팅 플랫폼,
멀티 클라우드 요구사항/구조, 분산 클라우드 개요 및 고수준 요구사항 표준 개발 중

All@CLOUD포럼

국제 표준을 준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에서 공공 서비스형 인프라(IaaS)의 보안
요구사항’, ‘클라우드컴퓨팅 –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및 ‘클라우드컴퓨팅
– 데이터 스토리지 연동을 위한 기능 구조’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

TTA

국내

OCP

(Server Project) Open Rack 호환 서버, Open CloudServer 호환 서버,
마이크로 서버 형태의 SoC 서버 및 19인치 서버의 섀시, 마더보드, 블레이드
등의 규격 개발
(Rack & Power Project) 서버 랙과 안정적인 전력 전송을 위한 랙 차원의
전력 분산, 배터리, 전력 전환 등의 규격 개발

2018년 데이터 센터 서버 전원 관리 인터페이스 표준, 2019년 에지 노드 및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스토리지 용량 최적화, 사용자 리소스 정의
방식에 대한 표준 승인 완료함. 또한, All@CLOUD와 협업을 통한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마이크로서버의 기능 및 구조 표준 제정 완료함. 2021년부터 차세대 에지
컴퓨팅 시스템 관련 표준화 추진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메모리 중심
컴퓨팅 구조 표준화를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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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기반기술]
¡ (클라우드 인프라 서버 표준)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와 All@CLOUD포럼 및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서버의 사용자 요구사항 표준과 기능 요구사항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AI 서비스, 메모리 중심 컴퓨팅을 위한 인프라 서버 표준화 활동이
예상됨
-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 2015년에 마이크로 서버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용자를 분류하여 각각의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표준이 승인되었으며, 2016년에 마이크로 서버의 기능 요구사항 표준
승인, 2017년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마이크로서버 하드웨어 기능 및 구조 버전 1.0
승인, 2019년에는 ITU-T Y.3507(Requirements for physical machine)을 준용한 표준 승인
완료, 2021년 하반기에 AI 서비스용 인프라 서버 표준화 활동 예정
- All@CLOUD포럼
· 2014년에 마이크로 서버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위한 표준이 제정되었고, 2015년에 마이크로
서버의 각 기능 요소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의한 표준 승인 완료
-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 2017년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마이크로서버 하드웨어 기능 및 구조 표준, 스토리지
시스템 소비전력 효율 측정 분류체계 및 요구사항 표준, 2018년 데이터 센터 서버 전원
관리 인터페이스 표준, 2019년 에지 노드 및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스토리지 용량
최적화, 사용자 리소스 정의 방식에 대한 표준 승인 완료, 2022년 메모리 중심 컴퓨팅
고성능 인프라 서버 표준화 활동 예정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IT-Y.3507, 클라우드컴퓨팅 물리 머신 기능 요구사항

2019

TTAK.KO-10.1039,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마이크로 서버 하드웨어 기능
및 구조 버전 1.0

2017

TTAK.KO-10.0972,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마이크로 서버 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

2016

TTAK.KO-10.0892,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마이크로 서버 시스템의 사용자 요구사항

2015

CCF.KO-1046,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마이크로 서버 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

2015

CCF.KO-1039,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고집적 마이크로 서버 시스템의 사용자
요구사항

2014

TTA PG1003

All@CLOUD
포럼

ICTF.KO-1012, 컨테이너 가상화 프레임워크 기능 확장을 위한 사용자 리소스
정의
방법
지능형컴퓨팅
기술포럼
ICTF.KO-1011, 스냅샷과 중복제거에 의한 에너지 효율적인 스토리지 용량 최적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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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9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CTF.KO-1010, 지능형 디바이스들을 위한 에지 컴퓨팅 관리 인터페이스

2019

ICTF.KO-1009, 에지 노드 저장 데이터의 서버 송신용 인터페이스

2019

ICTF.KO-1005, 데이터 센터 서버 전원 관리 인터페이스

2018

ICTF.KO-1003,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인터페이스(국문)

2017

ICTF.KO-1002, 스토리지 시스템 소비전력 효율측정 분류체계 및 요구사항

2017

ICTF.KO-1001,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마이크로서버 하드웨어 기능 및 구조

2017

¡ (클라우드컴퓨팅 경량 가상화 서비스 표준) 국내의 국책연구소 및 대학을 중심으로 국제
표준화 기구(ITU-T)에서 컨테이너 관련 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국제 표준
제정 후에는 국내에 준용 표준으로 도입될 예정
-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 컨테이너 자원예약 인터페이스 지침(TTAK.KO-10.1272)을 통해 컨테이너의 정의를 수립
- ETRI
· ITU-T SG13 Q17에서 관련 표준화 작업(Y.cccm-reqts)에 주 에디터로 참여하여 개발 중
- 경희대
· ITU-T SG13 Q17에서 관련 표준화 작업(Y.cccm-reqts) 개발에 참여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 PG1003

TTAK.KO-10.1272, 사용자 수준 디바이스를 위한 컨테이너 자원예약 인터
페이스 지침

2020

¡ (분산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관리 표준)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에서 분산 클라우드
정의 및 개요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All@CLOUD 포럼에서 분산 클라우드 개념 표준이 제정.
이후 국내 연계 표준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현행화를 위해 2020년에 국내 표준
개정을 진행 중. 국책연구소 및 대학을 중심으로 국제 표준화 단체(ITU-T)에서 주도적인 표준
개발에 참여 중
-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 2017년 분산 클라우드의 개념, 정의 및 고수준 요구사항 표준을 제정
· 2020년 국제 표준을 참조해 분산 클라우드의 정의 표준 현행화를 위한 개정을 진행 중
· 계속적으로 기능구조, 상세 요구사항 등의 후속 표준을 개발할 계획
- All@CLOUD포럼
· 2018년 분산 클라우드의 개념, 정의 및 고수준 요구사항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계속적으로
국제 표준 준용, 국내 표준 개정 등으로 표준 현행화를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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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 PG1003

2020-P0119, 분산 클라우드: 개념, 정의 및 고수준 요구사항

2020

All@CLOUD
포럼

CCF.KO-1069, 분산 클라우드: 개념, 정의 및 고수준 요구사항

2018

¡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표준) 국내 JTC1 SC38 전문위원회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표준
개발 참여 중이며,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All@CLOUD포럼에서는 관련 표준화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만 수행하며 직접적인 표준화 활동은 없음
- JTC1 SC38 전문위원회
· 2019년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표준(ISO/IEC TR 3445) 신규 표준 승인 시부터 2021년
위원회 초안(CD, Committee Draft) 단계까지 해당 표준 개발에 참여ㆍ대응 중
[데이터 활용 기술]
¡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흐름, 데이터 범주 및 사용 표준) 국내 JTC1 SC38 전문위원회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종류 및 사용에 대한 표준 개발 참여 중이며,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All@CLOUD포럼에서는 관련 표준화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만 수행하며 직접
적인 표준화 활동은 없음
- JTC1 SC38 전문위원회
· ISO/IEC 19944-Cloud services and devices: Data flow, data categories and data use
표준의 에디터쉽 수임을 통해 2017년 국제 표준 제정까지 국내 전문위원회를 통해 표준
개발을 적극 주도하였으며, 2018년 표준 개정 결정과 함께 에디터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관련 표준화 활동 주도 중
¡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 표준) 국내 JTC1 SC38 전문위원회를 통해 JTC1 SC38에서 진행 중인
데이터 공유 협약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 참여 중이며,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All@CLOUD포럼에서는 관련 표준화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만 수행하며 직접적인 표준화 활동은
없음
- JTC1 SC38 전문위원회
· 2018년 데이터 공유 협약 프레임워크 표준(ISO/IEC WD 23751) 신규 표준화 승인 시 부터
작업초안(WD, Working Draft) 단계까지 해당 표준 개발에 적극 대응 중
[연동기술]
¡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참조구조 표준)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와 All@CLOUD포럼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프레임워크와 SLA 요구사항 등에 대한 표준 개발 중
-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 2016년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의 프레임워크 표준 승인, 2018년에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기능 요구사항 표준 승인 완료, 2022년에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기능
요구사항 개정 표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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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CLOUD포럼
· 2017년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의 프레임워크 등의 표준 승인 및 2018년에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기능 요구사항 표준 승인 완료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IT-Y.3506,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의 기능요구사항

2018

TTAK.KO-10.1042,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프레임워크

2017

CCF.KO-1072,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기능 요구사항

2018

TTA PG1003

All@CLOUD
포럼

¡ (멀티 클라우드 기능 요구사항 표준) ITU-T SG13 국제 공식표준화 기구를 중심으로 멀티
클라우드 관련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TTA와 All@CLOUD포럼을 중심으로
국내 멀티 클라우드 표준화가 시작되고 되고 있음. 포럼 중심의 일부 멀티 클라우드 기술
관련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순수 멀티 클라우드 기술 관련 국내 표준 개발도 본격화될 전망
-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 국제 표준화와 연계하여 멀티 클라우드 기술의 고수준 요구사항과 기능 구조에 대한
표준화 연구가 진행 중
- All@CLOUD포럼
· 멀티 클라우드의 요소 기술인 멀티 클라우드 모니터링, 멀티 클라우드에서의 데이터 관리
등과 관련한 표준이 제정
· TTA 표준화와 함께 멀티 클라우드 고수준 요구사항 및 기능 구조에 대한 표준화 연구도
시작될 예정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003

All@CLOUD
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P0646, 멀티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분할 요구사항

진행중
(2022)

2021-P1765, 멀티 클라우드: 기능 구조

진행중
(2022)

2021-P1764멀티 클라우드: 개요 및 고수준 요구사항

2021

CCF.ET-1080, 멀티 클라우드 통합 모니터링 : 개념 및 기능 구조

2020

CCF.ET-1081, 멀티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분할 요구사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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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 표준) JTC1 SC38 국제 공식표준화 기구를
중심으로 멀티 클라우드 관련 표준화가 진행됨에 따라, TTA를 중심으로 멀티 클라우드 개념
관련 국내 표준화가 시작되고 있음.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에 포함되는 기술 분야에 대한
일부 표준은 제정되어 있으며, 멀티 클라우드를 포함한 개념 및 클라우드 배치 모델에 대한
국내 표준 개발도 본격화될 전망
-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의 기술 분야 중 인터 클라우드 관련 표준이 제정
· 국제 표준화와 연계하여 멀티 클라우드 개념에 대한 표준화 연구가 진행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003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P1764, 멀티 클라우드: 개요 및 고수준 요구사항

2021

TTAE.IT-Y.3514, 신뢰 기반 인터클라우드컴퓨팅 프웨임워크 및 요구사항

2017

TTAE.IT-Y.3516, 클라우드컴퓨팅-인터클라우드컴퓨팅 기능적 구조

2017

¡ (에지 컴퓨팅 개념 및 요구사항 표준) 에지 컴퓨팅에 대한 국내 표준으로서는 TTA 정보
통신용어 사전에 개요 정도만 대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내 에지 컴퓨팅에
대한 표준 및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에 있음
-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 에지 컴퓨팅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국내 표준 개발이 필요
- MEC 포럼
· 2020년 11월에 5G와 연계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기술 선점을 위한 글로벌 표준을
개발하고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출범함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MEC 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MECFS-0001, 이기종 네트워크 접속 관리 기술

2020

¡ (IoT 에지 컴퓨팅 모델 및 기능 정의 표준)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표준 개발이 없음
-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 에지 컴퓨팅 모델 및 기능 정의에 대한 국내 표준 개발 필요
¡ (에지 클라우드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 표준) 에지 클라우드의 정의, 고려사항 및 에지
클라우드의 범주를 정립하는 표준이 제정되어 있음. 향후 국제 표준에 부합되는 에지 클라
우드 및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 제정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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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 클라우드의 한 분야로서 에지 클라우드를 정의하고, 기존 코어 클라우드와 로컬 클라
우드와의 관계 및 역할을 구분하는 고수준의 요구사항 표준이 제정 (TTAE.IT-Y.3508, 2020)
- All@CLOUD포럼
· TTA 단체 표준과 병행하여 분산 클라우드 및 에지 클라우드의 정의 고려사항, 고수준
요구사항 표준을 제정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003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IT-Y.3508, 클라우드컴퓨팅 – 분산클라우드 개요 및 고수준 요구사항

ALL@CLOUD
CCF.ET-1086, 클라우드컴퓨팅 - 분산 클라우드 개요 및 고수준 요구사항
포럼

2020

2021

¡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표준) 클라우드 관련 국내 표준 단체에서 에지 클라우드 기본
개념을 정리한 분산 클라우드 표준을 개발하였으며, 에지 클라우드 관리 관련 세부 표준을
개발 중임. 국책연구소와 대학을 중심으로 국제 표준화 단체(ITU-T)에서 주도적인 표준 개발에
참여 중
-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 관련 표준화 활동에 대한 ITU-T SG13 국제 표준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관련 표준 개발중
· 분산 클라우드의 개념 및 고수준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표준은 ITU-T 국제 표준 진행 상황에 따라 해당 표준 승인 이후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
- All@CLOUD포럼
·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표준이 신규 과제로 채택되었으며, ITU-T 국제 표준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표준 현행화를 진행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IT-Y.3508, 클라우드컴퓨팅 – 분산클라우드 개요 및 고수준 요구사항

2020

TTAK.KO-10.1040, 분산 클라우드: 개념, 정의 및 고수준 요구사항

2017

CCF.ET-1086, 클라우드컴퓨팅 - 분산 클라우드 개요 및 고수준 요구사항

2021

CCF.KO-1069, 분산 클라우드: 개념, 정의 및 고수준 요구사항

2018

TTA PG1003

All@CLOUD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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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술]
¡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표준)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사이버보안 PG(PG503),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All@CLOUD포럼을 중심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위협 및
요구사항 분석, 가상화 시스템의 보안 요구사항 및 관리 항목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 이후로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표준 개발 진행은 없음
-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 2011년부터 클라우드 보안 요구사항부터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등 보안 대상에 따라
보안 기능까지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 구축, 운영 전반에 대한 다수의 표준 제정
- TTA 사이버보안 PG(PG503)
· 2016년부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프레임워크의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 표준 개발을 추진하여 2018년 제정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 2014년부터 국제 클라우드 보안 표준의 국내 준용을 시작으로 클라우드 침해 대응과 개인
정보보호지침 표준 개발
- All@CLOUD포럼
· 2011년부터 TTA와 협력하여 다양한 클라우드 구축 환경(Public, Private, Hybrid cloud)에서의
보안 요소별로 다수의 표준 제정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504

TTA PG503

TTA PG1003

All@CLOUD
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2.0316,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지침

2017

TTAK.KO-12.0301, 클라우드 가상 머신 환경에서 가용성 공격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관리 요구사항

2016

TTAE.IT-X.1601, 클라우드컴퓨팅을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

2014

TTAE.IT-X.1603, 클라우드컴퓨팅의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2018

TTAK.KO-10.1041, 클라우드 보안사고 조사 참조모델 및 고려사항

2017

TTAK.KO-10.0890, 가상화된 저장장치 기반의 보안 인터페이스

2015

TTAK.KO-10.0889, 가상화 엔진 기반의 보안 계층 인터페이스

2015

TTAK.KO-10.0792, 저장장치 가상화 시스템 보안 관리 항목 및 세부 기능

2014

TTAK.KO-10.0791, 서버 가상화 시스템 보안 관리 항목 및 세부 기능

2014

CCF.KO-1061, 클라우드컴퓨팅을 위한 운영 보안 지침

2019

CCF.KO-1059, 가상화 엔진 기반의 보안 계층 인터페이스

2019

CCF.KO-1058, 가상화된 저장장치 기반의 보안 인터페이스

2019

CCF.KO-1055,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ISO/IEC
27002 기반의 정보보안 통제 실무 지침

2016

CCF.KO-1054, 클라우드컴퓨팅을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

2016

CCF.KO-1035, 클라우드 보안 관리 항목 및 세부 기능(기술보고서)

2016

CCF.KO-1019, 저장장치 가상화 시스템 보안 요구 사항

2016

CCF.KO-1018, 서버 가상화 시스템 보안 요구 사항

2016

CCF.KO-1009, 협업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침입탐지 프레임워크

2016

17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표준) TTA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가 클라우드 보안 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TTA 정보보호 기술위원회(TC5)와 상호 협력하여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별 보안 표준 및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표준을 개발하였으나, 현재는 표준 개발이
미진
-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 2011년부터 All@CLOUD포럼과 함께 퍼스널 클라우드 분야의 보안 프레임워크, 접근제어
등의 표준 제정
- TTA 사이버보안 PG(PG503)
· 2018년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를 위한 운용 해설서를 개발하여 2019년 제정하고 2021년
클라우드 기반의 백신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 표준 제정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 2013년부터 국제 클라우드 보안 표준의 국내 준용을 시작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도입
지침,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을 제정
· 서비스 레벨의 보안 표준으로 클라우드 기반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보안 서비스 표준
개발 추진 중
- TTA 바이오인식 PG(PG505)
· 2021년 의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보안 지침 기술문서를 개발 중
- All@CLOUD포럼
· 2011년부터 클라우드컴퓨팅표준화포럼에서 퍼스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 표준을
개발하여 제정하고, 이를 TTA 단체표준과 KS 국가표준으로 제정을 추진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505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682-01, 의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보안 지침(기술보고서)

2021

TTAK.KO-12.0342, 클라우드 커넥티드 자동차 보안 요구사항

2018

TTAE.OT-12.0015, 공공 클라우드컴퓨팅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침

2011

TTAR-12.0037,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를 위한 운용 해설서(기술보고서)

2019

TTAK.KO-12.0360, 클라우드 기반 다중 백신 서비스의 시스템 요구사항

2020

TTAK.KO-10.0893,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한 보안 자가진단 지침

2015

TTAK.KO-10.0616, 퍼스널 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참조모델

2012

TTAK.KO-10.0615, 퍼스널 클라우드 접근제어

2012

CCF.KO-1064,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한 보안 자가진단 지침

2019

CCF.KO-1014, 퍼스널 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참조모델

2016

CCF.KO-1013, 퍼스널 클라우드 접근 제어

2016

CCF.KO-1008, 퍼스널 클라우드 보안 프레임워크

2011

TTA PG504

TTA PG503

TTA PG1003

All@CLOUD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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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기반기술]
¡ (클라우드 인프라 서버 표준) OCP(Open Compute Project)에서는 클라우드 인프라 서버의
각 기능 모듈에 대한 상세 스펙을 개발 중이며, ITU-T에서는 확장된 물리머신 구조 관련
표준 개발을 논의 중
- OCP
· 효율적인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마이크로 서버 형태의 SoC 서버,
Open Rack 호환 서버, Open 클라우드 서버 형태로 구분하여 각 서버 형태의 세부 모듈의
규격을 개발, 아울러, 서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스토리지, 랙, 데이터 센터 관련 규격
표준을 개발 중
- ITU-T SG13 WP2
· 2018년 클라우드 인프라 중 물리 머신(Physical Machine)의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을 위한
표준 승인 완료, 관련 구조 표준 개발 논의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3 WP2

표준(안)명

완료연도

Y.3507, Cloud computing-Functional requirements of physical machine

2019

Delta Lake 1S Server Design Specification

2021

OCP NIC 3.0 Design Specification

2020

Inspur Server Mother Board Design Scheme

2019

Facebook 2S ServerTioga Pass Rev 1.0

2019

MiniLake COM-Express Mezzanine Card Hardware Specification Rev 1.6

2019

Twin Lakes 1S Server Design Specification V1.0

2018

2S Server Tioga Pass Specification v1.0

2018

Big Basin-JBOG Specifications Rev1.0

2018

Facebook Multi-Node Server Platform: Yosemite V2 Design Specification
V1.0

2017

Panther+ Micor-Server Card Hardware Vo.8

2016

O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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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컴퓨팅 경량 가상화 서비스 표준) ITU-T SG13 WP2 Q17에서 관련 컨테이너 요구사항
표준을 개발 중. 프랑스의 오렌지텔레콤에서 처음 제안하였으며, 현재는 한국과 중국에서 에디터
수임 중
- ITU-T SG13 WP2
· 클라우드컴퓨팅-컨테이너 요구사항 표준(Y.cccm-reqts: Cloud computing - Requirements for
containers)을 개발 중. 관련 표준은 2022년 제정 예정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3

표준(안)명

완료연도

Y.cccm-reqts, Cloud computing - Requirements for containers

진행중
(2022)

¡ (분산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관리 표준)ITU-T SG13 WP2 Q17에서는 “분산 클라우드 개요
및 고수준 요구사항” 표준이 2018년 6월 회의에서 승인되었고 2019년 10월 표준 제정
- ITU-T SG13
· 표준 제정 이후 후속으로 Q19 1개의 글로벌 관리 관련 표준이 제안되어 개발이 진행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TU-T SG13

Y.ccgmfdc, Cloud computing-Global Management Framework of Distributed
Cloud

진행중
(2022)

ITU-T SG13

Y.3508, Cloud computing-Overview and high-level requirements of distributed cloud

2019

¡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표준) JTC1 SC38 WG3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신뢰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관련 개념, 역할, 수행 및 평가방법에 관한 표준 개발 중
- JTC1 SC38 WG3
· 클라우드 감사자의 역할ㆍ책임,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목적ㆍ범위ㆍ수행방법,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를 위한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 개발이 진행 중이며, 2022년 국제 표준 제정
예정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JTC1 SC38

ISO/IEC DTR 3445, Information technology - Cloud computing - Audit of
cloud services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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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 기술]
¡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흐름, 데이터 범주 및 사용) JTC1 SC38 WG5에서 클라우드컴퓨팅과
분산컴퓨팅 환경에서의 데이터 분류 체계와 사용 대한 작업 중으로 여러 도메인에 사용하는
데이터 분류 및 사용에 대한 예제와 가이드라인,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흐름, 데이터 범주
및 사용을 확장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예제와 가이드라인, 분류된 체계에 따른 사용 방법의
가이드라인 작업을 진행 중
- JTC1 SC38 WG5
· 2017년 표준 제정된 ISO/IEC 19944:2017이 개인정보, 개인식별 정보 관련 사항 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보호, 조직 식별 가능한 데이터 위치 요구사항, IoT
및 AI 등 추가적인 다양한 관점의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 작업을 2021년
완료예정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JTC1 SC38

ISO/IEC DIS 19944-2, Cloud computing and distributed platforms-Cloud
services and devices: data flow, data categories and data use-Part 2: Use
and extension guidance

진행중
(2022)

¡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 표준) JTC1 SC38 WG5에서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및 분산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공유 협약 체계에 관한 표준 개발 중
- JTC1 SC38 WG5
· 2018년 신규 표준 제안(ISO/IEC AWI 23751) 승인을 통해 인공지능(지능형) 서비스, IoT
등의 확산에 따른 데이터 공유, 사용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환경에서 복수의
서비스 제공자, 데이터 소유자 간의 데이터 공유 협약 체계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JTC1 SC38

ISO/IEC DIS 23751, Information technology-Cloud computing and distributed
platforms-Data sharing agreement (DSA) framework

진행중
(2022)

[연동기술]
¡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참조구조 표준) 2016년 ITU-T SG13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요구사항에 대한 신규 표준 항목이 제안되어, 2018년 4월 회의에서 최종
승인되었으며, 2019년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기능 구조에 관한 신규 표준이 제안되어
현재 개발 중
- ITU-T SG13 WP2 Q17/Q18
· 2018년 한국 주도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의 기능 요구사항 표준이 승인 완료되었으며,
2019년 6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참조 구조 표준이 신규 개발 항목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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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3

표준(안)명

완료연도

Y.csb-arch, Cloud computing-Functional architecture for cloud service brokerage

진행중
(2022)

Y.3506, Cloud computing-Functional requirements for cloud service brokerage

2018

Y.3502, Information technology-Cloud computing-Reference architecture

2014

¡ (멀티 클라우드 기능 요구사항 표준) ITU-T SG13에서 멀티 클라우드 기능 요구사항 표준
개발이 진행 중이며, 멀티 클라우드 기능 요구사항 표준 제정 후 멀티 클라우드 기능 구조
표준 등 멀티 클라우드 관련 추가 표준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ITU-T SG13 WP2 Q17
· 2019년 6월 한국 주도로 멀티 클라우드 기능 요구사항 표준이 신규 개발 항목으로 채택
되어 권고안 개발 중
· Y.mc-reqts(Functional requirements of cloud service partner for multi-cloud) 표준 개발이
2022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진행 중
· 멀티 클라우드 기술의 활용과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요구사항 권고안과 멀티
클라우드의 일부 형태인 분산 클라우드 개요 및 상위수준 요구사항 권고안이 제정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Y.mc-reqts, Functional requirements of cloud service partner for multi-cloud

ITU-T SG13

진행중
(2022)

Y.3508, Cloud computing-Overview and high-level requirements of distributed cloud

2019

Y.3506, Cloud computing-Functional requirements for cloud service brokerage

2018

Y.3517, Cloud computing-Overview of inter-cloud trust management

2018

Y.3518, Cloud computing-Functional requirements of inter-cloud data management

2018

¡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 표준) JTC1 SC38에서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 표준 개발이 진행 중이며, 멀티 클라우드와 같이 새로운 개념을
포함하는 클라우드 개념 표준도 함께 개발되고 있음
- JTC1 SG38 WG3
· 2020년 5월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에 관한 표준이 신규 개발
항목 승인되어, 2023년 제정을 목표로 개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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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표준화 항목(NP 5140)으로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에 관한
표준이 제안되어 승인되었으며, ISO/IEC WD 5140(Concepts for multi-cloud and other
multiple cloud deployment models) 표준이 2023년 제정을 목표로 개발 중
· 클라우드의 개념에 대한 표준으로 멀티 클라우드 개념을 포함하는 ISO/IEC CD
22123-2.3(Part 2: Concepts) 표준은 2022년 제정을 목표로 개발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WD 5140, Cloud computing-Concepts for multi-cloud and other
multiple cloud deployment models

진행중
(2023)

ISO/IEC CD 22123-2.3, Cloud computing-Part 2: Concepts

진행중
(2022)

JTC1 SC38

¡ (에지 컴퓨팅 개념 및 요구사항 표준) ITU-T SG13, ITU-T SG11, ITU-T SG16, JTC1 SC38,
ETSI, 3GPP SA2 및 IETF는 에지 컴퓨팅 기술에 대한 개념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
진행 중
- ITU-T SG13
· 2020년 3월 회의에 에지 컴퓨팅 개념 및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 (Y.ec-reqts) 제안하여 에지
컴퓨팅의 공통 특성 및 공통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 중
- ITU-T SG11
· IMT-2020 / 5G기반 Intelligent Edge Computing(지능형 에지 컴퓨팅)의 표준(Q.5001)
“Signalling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of intelligent edge computing” 2018년 7월
제정하였고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에지 컴퓨팅 프로토콜 기술(Q.IEC-PRO) 및 연합
MEC의 시그널링 및 아키텍처 기술(Q.FMEC-SRA)문서를 개발 중
- ITU-T SG16
· CDN 기반의 모바일 에지 컴퓨팅에 대한 요구사항 문서(F.743.10) 및 CDN 기반의 모바일
에지 컴퓨팅 아키텍처(H.CDN-MECArch)를 개발 중
- JTC1 SC38
· 클라우드컴퓨팅 및 분산 플랫폼 기술 분야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 TR 23188 문서로 에지
컴퓨팅 개요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여 편찬 준비 중
- ETSI
· MEC(Mobile Edge Computing) 관련 표준화 그룹은 2014년 신설되어 3GPP의 5G 통신 기술의
에지 컴퓨팅 기술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고 MEC는 Multi-access Edge로 확장하여 유선
및 무선망을 고려한 표준으로 전환을 꽤 하였으며 Telco 표준과 클라우드와 인터넷 관련
기술을 통합하는 역할 수행
- 3GPP SA2
· SA2에서는 2019년 5G Phase-2(Rel-16) 표준 규격을 완성하고, 에지 컴퓨팅을 지원하기
위한 5G Rel-17 기술보고서를 개발 중이고, Rel-18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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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TF
· 2019년 3월 104차 회의 간 IRTF COINRG에서 처음으로 Proposed RG로서 회의를 시작했고,
2019년 12월에 정식 RG로 승인, 본 그룹 목표는 네트워킹과 컴퓨팅의 병합을 통해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성능,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본 과제 부합성은 미흡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1

ITU-T SG13

ITU-T SG16

JTC1 SC38

표준(안)명

완료연도

Q.5001: Signalling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of intelligent edge computing

2018

Q.FMEC-SRA:Signalling requirement and architecture for federated MEC

2021

Q.IEC-PRO: Protocols for microservices based intelligent edge computing|

진행중
(2022)

Y.eg-retqs: Overview and requirement of edge computing

진행중
(2022)

F.743.10: Requirements for mobile edge computing enabled content delivery
networks

2019

H.644.4: Architecture for mobile edge computing enabled content delivery
networks

2021

ISO/IEC TR 23188:2020
computing landscape

2020

Information

technology-Cloud

computing-Edge

ETSI

ETSI GR MEC 035; Study on Inter-MEC systems and
MEC-Cloud systems coordination

2021

3GPP

TR 23.748: Study on enhancement of support for Edge Computing in 5G
Core network

2020

IRTF
COINRG

draft-mcbride-edge-data-discovery-overview, Edge Data Discovery for COIN

진행중
(2022)

¡ (IoT 에지 컴퓨팅 모델 및 기능 정의 표준) IRTF T2TRG에서는 IoT 에지 컴퓨팅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 및 모델에 따른 기능 정의 등에 대한 표준 개발이 진행 중
- IRTF T2TRG
· ETRI 중심으로 대전대, Huawei, InterDigital, Intel 등과 함께 IoT 에지 컴퓨팅 기술
관련 표준을 개발 중
· 초저지연성 및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IoT 환경에서의 에지 컴퓨팅에 대한 요구사항, 기능
및 모델 등을 정의
- IRTF COINRG
· Futurewei, Intel 등은 Edge Data Discovery에 대한 관련 표준안을 논의 중
- ITU-T SG11
· ETRI에서는 IoT Edge 환경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기술 표준(Q.5001)을 2018년에 개발
완료하였고, 후속 권고안을 제안하여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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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진행중
(2022)

IRTF T2TRG draft-irtf-t2trg-iot-edge, IoT Edge Challenges and Functions
IRTF
COINRG

draft-mcbride-edge-data-discovery-overview, Edge Data Discovery for COIN

진행중
(2023)

Q.IEC-PRO, Protocols for microservices based intelligent edge computing

진행중
(2022)

ITU-T SG11
Q.5001, Signalling
computing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of

intelligent

edge

2018

¡ (에지 클라우드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 표준) ITU-T SG13에서 에지 클라우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기존 클라우드와 차이점을 정립하는 표준 제정되었으며, 현재 에지 클라우드의 세부적인
기능, 서비스 유형,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이 개발 중
- ITU-T SG13
· 국내 국책연구소(ETRI)에서 주도하고, 중국의 참여로 에지 클라우드의 세부적인 기능적
요구사항 표준이 개발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3

표준(안)명
Y.ecloud-reqts, “Cloud computing - Functional requirements of edge cloud”

완료연도
진행중
(2022)

¡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표준) ITU-T SG13에서 에지 클라우드를 포함한 분산 클라우드의
개념과 고수준 요구사항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후속 표준으로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표준을 개발 완료
- ITU-T SG13
· 2019년 분산 클라우드의 개념과 고수준 요구사항 표준을 제정
· 후속 표준으로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신규 아이템이 제안되어 표준 개발
완료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Y.3526, Cloud Computing-Requirements of edge cloud management

2021

Y.3508, Cloud computing-Overview and high-level requirements of distributed cloud

2019

ITU-T S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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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표준) ITU-T SG17과 JTC1 SC27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요구사항,
가상 네트워크를 위한 보안 서비스 플랫폼 프레임워크 등 표준이 개발
- JTC1 SC27
· 2015년도 ISO/IEC 27002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 기술 표준
제정
- ITU-T SG13
· 2017년 인터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요구사항 표준을 제정하고 2021년도
제정을 목표로 클라우드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 중
- ITU-T SG17
· 2015년도에 JTC1 SC27와 협력하여 ISO/IEC 27002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 기술 표준 제정을 시작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가이드라인 등
클라우드 보안 표준을 개발하였으며, 2021년 멀티 클라우드, 분산 클라우드, 에지 클라우드
등 확장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가이드라인과 아키텍쳐 표준 개발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JTC1 SC27

ISO/IEC 27017:2015, Information technology-Security techniques-Code of practice
for information security controls based on ISO/IEC 27002 for cloud services

2015

Y.ccrm, Cloud computing-Framework of risk management

2021

Y.3517, Cloud Computing-Overview of Inter-Cloud Trust Management

2017

Y.3514, Cloud computing-Trusted inter-cloud computing framework and requirements

2017

ITU-T SG13

X.sa-ec, Security architecture of edge cloud

진행중
(2023)

X.sgdc, Security guidelines for distributed cloud

진행중
(2022)

X.sgmc, Security guidelines for multi-cloud

진행중
(2022)

X.nssa-cc, Requirements of network security situational awareness platform
for cloud computing

진행중
(2022)

ITU-T SG17

X.sgcc, Security guidelines for container in cloud computing environment

2021

X.1603, Data security requirements for the monitoring service of cloud
computing

2018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표준) 2012년부터 ITU-T와 JTC1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기술적
보안과 정책적 가이드라인 표준을 개발해왔으며, 사실표준화기구인 CSA(Cloud Security
Alliance)는 산하에 국제 표준화위원회(ISC,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Council)를 두고
각 워킹그룹들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표준으로 개발 및 타 기구들과의 표준화 협력 중
- JTC1 SC27
· 2014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인 인증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고, 2016년도에 클라우드
초연결 신산업 육성 _ 클라우드컴퓨팅 181

서비스를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과 2018년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SLA 프레임워크 표준을
개발하였으며, 이중 한 파트로 개인 정보 보호와 개인식별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제정
- ITU-T SG17
·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환경을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왔으며, 2021년 응용 서비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PaaS를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과
요구사항 표준을 개발 중
- CSA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가이드라인 개발하여 2013년 첫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오고 있으며,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보안 인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제시
- CSCC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개발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JTC1 SC27

ITU-T SG13

ITU-T SG17

CSA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19086-4, Information technology-Cloud computing-Service level agreement
(SLA) framework-Part 4: Components of security and of protection of PII

2018

ISO/IEC 27036-4:2016, Information technology-Security techniques-Information
security for supplier relationships-Part 4: Guidelines for security of cloud services

2016

ISO/IEC 27018:2014, Code of practice for prot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in public clouds acting as PII processors

2014

Y.BaaS-reqts , Cloud computing-functional requirements for blockchain as a service

2020

X.sgcnp, Security guidelines for cloud native PaaS

진행중
(2023)

X.edrsec, Security guidelines for cloud-based event data recorders in automotive
environment

진행중
(2022)

X.sr-cphr, Security requirements of cloud-based platform under low latency
and high reliability application scenarios

진행중
(2022)

X.1604, Security requirements of network as a service (NaaS) in cloud computing

2019

X.1605, Security requirements of public 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in cloud
computing

2019

X.1603, Data security requirements for the monitoring service of cloud computing

2018

X.1641, Guidelines for cloud service customer data security

2016

X.1642, Guidelines for the operational security of cloud computing

2016

Cloud Incident Response(CIR) Framework

2021

CSA Security Guidance v4.0

2017

Open Certification Framwork(OC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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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 OwnCloud
- 인터넷 기반 파일 저장(클라우드 스토리지)을 가능하게 하는 웹 파일 공유 서비스 플랫폼
- 2010년 1월 독점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공급업체를 위한 오픈 소스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
- 웹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개인 자료 및 보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 가능
- PHP와 SQLite, MySQL이나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 그룹웨어와 같은 네이티브 소프트웨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로컬 인터페이스와 더불어 파일과
데이터를 사용 가능

<OwnCloud 서비스 화면 및 다운로드 사이트>

¡ Gedge Platform
- GEdge Platform(Griffin-Edge Platform)은 에지 컴퓨팅 인프라 확장성을 갖춘 다중 클러스터
아키텍쳐를 기반으로 코어 클라우드-클라우드 에지-단말간 분산 협업을 통한 초저지연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에지 컴퓨팅 SW 플랫폼
- 2020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기술별로 GS-Engine에 관한 오픈 소스 배포가 진행되었고
올해는 GS-Link의 협업 기능의 소스가 배포될 예정임
- 한국의 주도록 시작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저지연 지능형 에지 클라우드 플랫폼을
표방하여 의료, 인공지능 서비스 및 XR 환경까지 수용 가능한 플랫폼에 대해 개발이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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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dge Platform의 커뮤니티 사이트 및 Github 사이트>

¡ EdgeX Foundry
- Linux Foundations는 2019년 에지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 NF Edge를 발표하였음
- 스마트공장 자동화, 자율 주행차 등의 산업용 IoT 시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하반기에
만들어진 오픈소스 그룹으로, 델(Dell)이 주도
- 2019년 기준으로 75개 이상의 회원사가 참여하여 협력 중이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삼성
SDS, ETRI 등이 참여 중
- EdgeX는 네트워크 에지에서 컴퓨팅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 제공을 목적으로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을 지원 중
- Telco Edge 사용 시나리오 개발을 목표로 하는 Akraino Edge Stack, IoT 개방형 프레임워크
EdgeX Foundry, 에지 가상화 엔진 EVE, 홈 및 가전 에지를 대상으로 Home Edge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EdgeX는 마이크로서비스 구조로 구현되었고, 에지 이벤트로
트리거 되는 규칙 기반의 룰 엔진(Rule Engine)을 포함하며 2020년 10월 v2.0에서는 머신
러닝 기술개발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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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X 플랫폼 구조>

¡ 오픈 에지 컴퓨팅(Open Edge Computing)
- 모든 에지 노드가 개방적이고 표준화된 메커니즘을 통해 근접한 컴퓨팅 및 스토리지를
제공하기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 카네기 멜론 대학과 모바일 인프라 설비 업체인 크라운 캐슬(Crown Castle) 주축이 되어
오픈 에지 컴퓨팅 이니셔티브(Open Edge Computing Initiative)를 운영 중
- 참여 기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보다폰, T-모바일, 노키아, 카네기 멜론 대학, 크라운 캐슬
- 이니셔티브 참여사들을 중심으로 리빙 에지 랩(Living Edge Lab)을 운영하여 실제 테스트
환경을 제공 중

<리징 에지 랩>

¡ Eclipse Kura™(https://www.eclipse.org/kura/)
- IoT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물인터넷 프로젝트
- Kura는 IoT 게이트웨이들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 응용 프로그램 컨테이너이며,
사용자가 자신의 IoT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다양한 API를 제공
- Kura는 Java/OSGi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오픈 소스 IoT Edge Framework이며, Eclipse
재단에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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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lingX
- 인텔과 윈드 리버에 의해 개발되어, 2019년 9월 버전 2.0가 발표된 StarlingX는 컨테이너화된
오픈스택을 바탕으로 베어메탈, 가상 머신, 컨테이너 기반 응용 실행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임.
IoT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물인터넷 프로젝트
- StarlingX는 컨테이너화된 Ceph 구현하여 지원하고, 설정 관리, 호스트 관리, SW관리,
서비스 관리, 장애 관리 등의 주요 기능을 다양한 규모의 서버들을 대상으로 운영 관리
지원

<StarlingX 구조>

¡ KubeEdge
- Kubernetes 네이티브 컴퓨팅 플랫폼으로, 도커 컨테이너와 메시지 브로커(Mosquitto)를
이용하여 에지 컴퓨팅을 구현함. 2018년 11월에 발표되었으며, 컨테이너화된 에지 컴퓨팅
플랫폼으로 작은 자원을 가지는 장치에도 배포 및 실행될 수 있는 경량 플랫폼임

<Kubedge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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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버네티스(Kubernetes)(https://kubernetes.io/ko)
- 쿠버네티스(K8s)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배포, 스케일링 및 관리해주는
오픈소스 시스템
-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컨테이너들의 쉬운 관리 및 발견을 위해서 컨테이너들을 논리적인
단위로 그룹화함
¡ 오픈파스(OpenFaaS)
- OpenFaaS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도커 컨테이너의 기능을 구현하는 서버리스 모델을
제공함
- 개발자는 OpenFaaS®를 사용하여 이벤트 중심 기능 및 마이크로 서비스를 Kubernetes에
쉽게 배포할 수 있음
¡ Pydio
- 웹하드, FTP, 클라우드, 로컬 디스크 연결 및 삼바 연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장소를
연결할 수 있는 오픈소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 2009년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2010년부터는 LaCie의 모든 NAS 장비에 설치
- 웹하드 소스인 AjaXplorer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모바일 전용 앱을 지원
- PHP와 JavaScript로 작성되었으며 Windows, Mac OS, Linux와 iOS 및 Android에서도 사용
가능
- Red Hat 및 Oracle과 같은 회사들의 수용으로 Pydio는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중 하나
¡ OpenNebula
- OpenNebula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IaaS CMP로 기업이 기존 IT 인프라에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개방형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설계
- 서비스를 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가상화 기술을 조정하는 유연한
도구를 제공
¡ OpenNebula Edge Cloud
- On-demand 분산 에지 클라우드 환경 배포를 위한 ONEedg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T
인프라 및 어플리케이션의 통합 관리를 제공
· 유럽 연합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가 2020년 시작되었으며, 현재 시리즈 6 커뮤니티
에디션, 시리즈 6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까지 공개
- 밴더 종속을 탈피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면서 서비스 가용성은 확장, 복잡성과 리소스
소비를 절감함을 목표로 시작하였으며, 저지연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구현을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구성이 가능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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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Nebula 구성도>

¡ Eucalyptus
- 프로그램을 유용한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한 탄력적 유틸리티 컴퓨팅 아키텍처 (Eucalyptus)는
산타 바바라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개발
- 비공개 및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모두 만들고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GPL 라이선스에 따라 릴리스
- Eucalyptus의 목표는 EC2 호환 클라우드컴퓨팅 플랫폼과 S3 호환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을 제공하여 EC2 인터페이스 및 기능 을 복제하는 것임
¡ Nimbus
- Nimbus는 과학 사용자에게 인프라 클라우드의 성능과 다양성을 제공하는 통합 도구 세트
- 과학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Java 및 Python의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구성 요소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음
- Nimbus 플랫폼을 사용하면 Nimbus, OpenStack, Amazon 및 기타 클라우드를 결합하여
XEN 및 KVM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사설 및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음
¡ Cloud-Barista
- 다수의 퍼블릭 클라우드의 인프라 서비스를 통합 운용하고,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상에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유연한 배치, 운용 및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 2019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연 2회의 소스코드 릴리즈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에 따라, 분석/설계/개발/시험에 이르는 전과정의 산출물(PoC 분석 결과,
설계/개발 관련 기술문서, 소스 코드 등)을 공개하고 있음
·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기술,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통합 관리 기술,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통합 관리 기술, 멀티 클라우드 통합 모니터링 기술 등 멀티 클라우드 관련
기술 전반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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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Barista 깃허브 사이트 및 구조>

¡ Crossplane
- Upbound 사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개발하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 관리 기술
· 멀티 클라우드 사용자들에게 일반적 제어 기능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Crossplane을
통해 서로 다른 클라우드에 배치된 애플리케이션 관리 가능
· Crossplane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하나의 API를 통해 복잡한 워크로드를
배치하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2018년 12월 v0.1 릴리즈를 시작으로 최신 버전의 v1.2.3까지 총 45회의 소스코드 버전
릴리즈가 되었으며, 현재 신규 버전 개발이 진행 중

<Crossplane 웹사이트 및 구조>

¡ Terraform
- HashiCorp 사에서 오픈소스로 개발하고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자동화를 지향하는 IaC(Infrastructure
as Code) 도구 기술
· AWS, GCP, Azure 등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프로바이더 방식으로 제공
· HCL(Hashicorp Configuration Language) 언어로 클라우드 리소스를 정의하고 이 내용을
테라폼 CLI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실제로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의 리소스를 코드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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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릴리즈를 시작으로 최신 버전의 v1.0.1까지 총 198회의 소스코드 릴리즈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신규 버전이 계속 개발 중

<Terraform 깃허브 사이트 및 구조>

¡ Akraino Edge Stack
- 완전히 통합된 에지 인프라 배치 솔루션을 위한 개방형 프레임워크를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프로젝트
· AT&T와 Intel이 2019년 시작한 Linux Foundation 프로젝트로 특정 상황에서의 네트워크
및 하드웨어 구성에 필요한 기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콜렉션 형태로 제공
· 청사진 프로젝트 R1(일반적인 용도)와 청사진 프로젝트 R2(특수한 용도)로 나뉘어 제공되며,
Acumos AI, Airship, Ceph, DANOS, EdgeX Foundry, Kubernetes, LF Networking, ONAP,
OpenStack, Starling X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
- 캐리어 규모의 에지 컴퓨팅 어플리케이션을 가상 머신 및 컨테이너에서 실행 가능하며,
5G, IoT 및 기타 네트워킹 에지 서비스 지원을 포함함
- 비용 절감과 자동화를 통한 대규모 배포 지원, 종단 간 에지 자동화 및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을
목표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함

<Akrino Edge Stack에서의 에지 관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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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국내역량요인

약 점 요 인 (W)

-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선 네트워크
- 국내 원천기술 부족 및 높은
기반 ICT 인프라 확보
해외 기술 의존도
시
시
- 스마트 폰/TV, 태블릿 PC 등
- 정부외의 기업주도형 기술투자
장 네트워크 연결 단말의 높은 보급 및 장 부족
이용 경험
- SI 중심의 직접 구축 문화
- 높은 플랫폼 외산 의존도

기 - 클라우드 발전법에 따라 법정부 기
- 클라우드 관련 원천 기술력,
술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술 인력 등이 부족
국외환경요인

기
회
요
인
(O)

표
준

- 다수의 공식/사실 표준화기구의
- 관련 기업의 국제 표준화 참여
표
국제 의장단 확보를 기반으로
인력 부족
준 - 전문 개발 및 표준화 인력 부족
클라우드 국제 표준 주도 가능

-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IT 시장 【SO전략】
전 분야로의 융합화
시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장 단말 제조 기술력과 연계하여 - (시장) 미래 시장 가치가 높은 클라
우드컴퓨팅 표준화 분야로의 집중을
차별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발굴 가능
통한 핵심 표준화 선도
- 정부의 지속적인 클라우드 기술 - (기술)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융복합
서비스 및 에지 컴퓨팅 표준화 선도를
기 개발 투자
술 - 클라우드 기반 에지 컴퓨팅 기술 확산 통한 미래 시장 창출
- (표준) 국제 표준화 의장단 진출을
- 오픈소스 솔루션 확산
기반으로 국제 표준 주도

표
준

【WO전략】
- (시장) 기존 플랫폼과 차별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기술개발이 요구
- (기술) 정부주도의 기술개발을 공유
(오픈소스화)하여 활용하는 전략 개발
필요
- (표준) 국제 표준 주도를 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및 에지 컴퓨팅 표준화
분야에 집중 투자 및 국내 기술 활용

- 공식 표준화 기구, 사실 표준화
기구 등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표준 개발 중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Lock-in 【ST전략】
【WT전략】
시 현상 발생 우려
장 - 보안 이슈 존재, 사회전반의 - (시장) 국내 법규 및 평가 시스템을 - (시장) 클라우드 확산 및 활용 확산
인식 부족

위
- 외국기업의 핵심 원천기술 특허
협
기 선점
요
술 - 외국 선도 기업들의 핵심 기술 인
개발 경쟁으로 기술 격차 가속화
(T)
표
준

통한 국내 사업자 보호 및 국외 노력 필요
시스템 도입 규제 폐지
- (기술) 핵심 원천기술 보유사의
(기술) 오픈소스 기반 기술개발을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술 조기
통한 활용 전략
확보 필요
(표준) 핵심기술 표준화 및 기술 - (표준) 클라우드컴퓨팅 표준 전문가
개방 연계
및 전문개발 인력 양성 필요

- 기술개발 및 표준화 동시
추진으로 인한 표준화 참여
어려움 가중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주요 공식 표준화 기구의 의장단 확보를 통하여 표준화 추진의 기반은 구축하였으나, 국내 기업 참여가

매우 미미한 편이며, 이는 표준화 회의의 단순 참석 뿐만 아니라 표준 개발 참여를 위한 기업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대다수 원천기술을 외국기업이 선점하여 국내 기술 기반 국제 표준화에 어려움이
존재함
- ITU-T, JTC1, 사실 표준화 기구 등 다양한 표준화 활동이 있으나, 이러한 표준화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가 없으며,
이에 따라 각 표준화 기구마다 다른 전략으로 표준화 대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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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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표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 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
: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
- 선도경쟁공략 : 표준화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역량이 높아 국제 표준 선도가 가능한 분야
: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 반영을 위한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표준화활동 추진
- 추격/협력공략 : 국제 표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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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표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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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표준화가 거의 완료된 분야 중 국내역량은 낮지만 전략적으로 수용이 필요한 분야
: 국제 표준의 수용 및 적용을 통한 국제 호환성 확보와 국내 시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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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후행) 클라우드 인프라 서버 표준
TTA
클라우드컴퓨팅
PG,
국내
All@CLOUD포럼,
지능형컴퓨팅
기술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기술
개발
단계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SKT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OCP Server
Project,
ITU-T SG13
WP2

(미국) Facebook,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인텔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표준
수준

(미국) Facebook, (중국) China Telecom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개발 중으로 IPR 확보 가능성과 시장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 2018년 한국
주도하에 ITU-T SG13에서의 물리 머신의 요구사항 표준이 완료된 후 2022년 목표로 기능 구조 개발을 논의
중이며, OCP쪽의 개발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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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TU-T SG13 WP2에서 2018년도에 제정된 물리 머신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능
요구사항 표준 제정을 위한 초기 기고서를 작성/발표하고, future 컴퓨팅 분야 고성능 컴퓨팅
관련 아이템 발굴을 위한 사전 기고서 제출 포함 표준화 활동 추진, 아울러, OCP의 서버
표준 규격을 모니터링하여 규격 기고서 작성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 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2018년 한국이 ITU-T SG13에서
물리 머신의 요구사항(Y.3507)을 중국(China Telecom)과 협업하여 표준을 제정한 사례를
적극 활용 필요. 중국과 협력하여 물리 머신의 요구사항 기반 물리 머신 참조 구조/기능
표준 및 고성능컴퓨팅 관련 새 아이템 개발을 추진. 아울러, OCP와의 차별화를 위해
유즈케이스 중심의 요구사항과 기능 및 구조 수준의 표준 개 발에 초점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관련 국내 업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OCP의 SoC 서버, OpenRack 호환
서버 등의 규격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표준을 적용한 상용화 제품 생산에 기여 필요
<표준화 계획>
- 2015년부터 All@CLOUD포럼과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에서 클라우드 인프라용
마이크로서버의 사용자 및 기능 요구사항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2017년에는 지능형 컴퓨팅
기술포럼과의 협업으로 TTA에서 마이크로서버의 기능 및 구조 표준 제정 완료.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물리 머신의 구조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향후 확장 메모리
서버 등 차세대 컴퓨팅 요구사항 및 구조 표준을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기 개발된 표준을 기반으로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에서
물리 머신 기능 구조 표준 개발 추진. 아울러, 차세대 컴퓨팅 산업에 특화된 지능형 컴퓨팅
포럼에서 구체적인 규격 표준 개발 추진
- (표준화위원회 PG 신설) OCP 표준 규격처럼 서버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규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의 ToR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PG를 신설하여 하드웨어에 특화된 규격 표준의 개발을 논의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국제 표준화
단체에서 에디터쉽을 활용하여 R&D의 예상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표준화 가능 기술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이들의 특허적인 특징을 검증하고, 이를 표준에 반영하는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관련 분야의 기술은 기반 기술(프로세서, 연결망, 공유 자원 가상화)의 발전 속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반 기술을 예측한 선행 표준화 작업이 필요. 또한, 국외
기술 선도 업체도 시제품, 혹은 상용화 초기 단계이므로 IPR 확보를 기반으로 한 국내
기술개발의 진행과 더불어 국제 공식 표준 기관에서의 표준화 수행이 연계 된다면 표준
특허 확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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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후행) 클라우드컴퓨팅 경량 가상화 서비스 표준

TTA
클라우드컴퓨팅
국내
PG,
All@CLOUD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ITU-T SG13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경희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미국) AWS/Google/Microsoft/apple/RedHat,
(중국) 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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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프랑스) 오렌지,
(중국) 차이나텔레콤,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경량 가상화의 핵심적인 기술인 컨테이너 관련 표준이 국제 표준화 단체(ITU-T)에서 완성 단계에 와
있음. 또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경량 가상화 기술은 국내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개발 완료되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으며, 추가적인 기술개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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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경량 가상화 표준(컨테이너 표준)은 ITU-T SG13 WP2에서는 프랑스의 오렌지(orange)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표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기본적인
컨테이너 기술에 대한 정립이 완성되었으며, 사용 예와 요구사항 개발 중으로 2021년 말에
표준승인을 예정하고 있음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 표준화기구 활동 (협력대응)) ITU-T SG13 WP2 Q17에서
개발되고 있는 국제 표준 (Y.cccm-reqts: 클라우드컴퓨팅-컨테이너 요구사항)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하고 주도적인 표준개발을 수행함. 또한, 포럼 등을 통한 국내 산업계 의견
및 학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
<표준화 계획>
- ITU-T SG13 Q17에서 개발되고 있는 국제 표준(클라우드컴퓨팅-컨테이너 요구사항)을 국내의
연구소 및 학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 말에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별도의 개발계획은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며, 국제 표준을 국내에서 주도하는
상황이므로, 국제 표준 완성 후에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국내 단체 표준 및 포럼 표준 제정이
필요함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내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를 통하여 표준을 개발
예정
- (표준화 포럼 활동) ALL@CLOUD포럼을 통해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추후 국제
표준 제정 완료 시에 국제표준을 준용하는 국내 산업표준 제정 예정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적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컨테이너
기술개발은 많은 부분에서 완성되어 있음. 따라서 컨테이너의 구성 및 동작 측면에서 특허
창출 전략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기존의 컨테이너 자원 분배 및 커널 쉐어링 측면에서 기존의
특허를 보완하는 특허를 개발하고, 최종 표준에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이미 시작된 국제 표준 개발에 국내의 기술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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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선행) 분산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관리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클라우드컴퓨팅
PG

국제

ITU-T SG13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아마존/구글/MS/IBM,
(중국) 화웨이, 차이나텔레콤,차이나 모바일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아마존/구글/IBM/MS
표준
기업
(중국) 화웨이,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한국) ETRI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ITU-T SG13에서 분산 클라우드 관련 표준 개발이 모두 한국 주도의 표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산 클라우드 글로벌 관리 표준 역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표준 승인단계이므로
지속/확산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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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13에서 분산 클라우드 개념 및 고수준 요구사항 표준 제정 이후 후속 표준으로 분산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관리 표준에 대한 개발이 2018년부터 진행 중이며, 한국의 적극적인
표준 개발 및 대응이 요구됨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 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TU-T SG13에서 ETRI가 에디터십을
확보하여 개발 중이고 공동 에디터십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China Unicom)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분산 클라우드 글로벌 관리 표준을 주도할 예정

<표준화 계획>
- 국내 표준이 선 제정되었기 때문에 표준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제 표준에 반영하고 있으며,
국제 표준의 제정 이후 국내 표준도 개정 유지할 예정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에서 분산 클라우드의 기능 구조
표준을 신규 기획 중
- (표준화 포럼 활동) 표준화 포럼 활동을 통해 참여 기관들의 관련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국제 표준화 활동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반마련
-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분산 클라우드 분야는 차세대 클라우드 분야로 에지 클라우드와
연계된 관련 정책 수립 및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선도의 클라우드 기술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ITU-T를 통한 표준 개발은
국내 주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연구개발은 아직 미흡한 단계로써 표준안 공백
분야 도출 전략이 요구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분산 클라우드의 개념 표준의 제정 이후 글로벌 관리 및 참조 구조의 추가적인 표준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기 승인된 표준과 차별화된 기술개발을 통한 IPR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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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수용 | 병행)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JTC1 SC38
전문위원회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JTC1 SC38
WG3

국내
참여
업체/
기관

KACI, TTA,
Naver Cloud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기술
수준

(미국) AWS/Microsoft/Google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표준
수준

(미국) AWS/Microsoft/Google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전략적수용(Ver.2022 신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에 대한 표준초안 검토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2022년
개발 완료 예정으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신뢰성 강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 표준 조기 준용 및 선제 대응을 위해 전략적수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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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클라우드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표준(TR
3445, Audit of Cloud Service)이 개발중이며 2022년 상반기 승인 목표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 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JTC1 SC38 국내 전문위원회를
통해 2022년까지 예정된 ISO/IEC TR 3445 표준개발 활동에 국가 의견 제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표준화 제정 지원

<표준화 계획>
- 국내의 경우, 민간 외 공공분야로 클라우드 도입ㆍ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활용 및 대응지원 시급, 이를 위해 국제 표준개발에 상응하는
국내 표준의 개발과 협력이 필요
<대응방안>
- RRA SC38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관련 국제 표준 개발에 대응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표준화 활동 연계 또는 준용

표준특허
전략

- 해당사항 없음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클라우드 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SLA 기반 서비스 감사(추적 및 모니터링) 및
관리/운영의 중요성이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해당 분야는 기술개발 영역이 아닌 법적,
정책적 고려사항이며 관련 표준의 개발에 따라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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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 흐름, 데이터 범주 및 사용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JTC1 SC38
WG5, SC42
WG1/SG1/SG2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JTC1 SC38
전문위원회,
TTA
클라우드컴퓨팅
PG

기술
수준

(미국) MS/IB/Oracl/AWS

7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MS/IBM/Oracle/AWS, (중국) CESI, (한국) ETRI
기업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2017년 ISO/IEC 19944의 첫 표준제정 완료 후 유럽연합의 일반적인 데이터보호에 관한 법령(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 등에 따라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비개인정보/조직정보의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19944의
표준을 분리(ISO/IEC 19944-2)하여 사용사례 및 확장에 대한 표준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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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 2018년 개정 작업이 착수되어 2019년 기본 문서(ISO/IEC 19944-1)의 완성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데이터 사용 가이드(ISO/IEC 199442)의 시작으로 비개인정보 분야와 함께 인공지능,
IoT 등 광범위한 분산컴퓨팅 환경의 데이터 분류체계 및 사용에 실례와 가이드에 대한
표준 개발을 위해 JTC1 SC42 WG1/SC1/SC2 인공지능 등 타 분야와의 활발한 협업 계획 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 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에디터십을 통하여 기 확보한
ISO/IEC 19944-1(Cloud services and devices: data flow, data categories and data
use-Part1:Fundamentals)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계속되고 있는 ISO/IEC
19944-2의 활동과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분과인 JTC1 SC42 등 관련 타 표준 개발 기관과의
협업에 기고서 제출, 국가 의견 제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표준화 추진

<표준화 계획>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
접근 및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여건에 맞는 관련 정책적 요구사항
정립이 필요. 이를 위해, 국제 표준개발과 상응하는 국내 표준의 개발과 협력이 필요
<대응방안>
- (국제 표준 준용) JTC1 SC38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 관련 국제
표준 개발에 대응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표준화 활동과 연계 또는 준용

표준특허
전략

- 본 표준화 항목은 가이드라인 표준으로 후속 표준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위한 표준이므로,
표준특허와 관련성이 낮아 별도의 표준특허 전략 미수립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 확산을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 처리, 사용 및 유통되는
데이터에 대한 흐름, 데이터 범주 및 분류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관리 방침
수립의 필요성이 인지되고 있으나 해당 분야는 기술개발 영역이 아닌 법적, 정책적
고려사항이며 관련 표준의 개발에 따라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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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데이터 공유 협약 프레임워크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JTC1 SC38
WG5, SC42
WG1/SG1/SG2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JTC1 SC38
전문위원회,
TTA
클라우드컴퓨팅
PG

기술
수준

(미국) MS/Google/Facebook/AWS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표준
수준

(미국) MS/IBM/AWS, (중국) CESI, (한국) ETRI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클라우드컴퓨팅과 분산 컴퓨팅 환경을 기반으로 한 IoT, 인공지능 등 지능형 서비스의 증가. 이에 따른
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의 데이터 공유 및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공유협약을 위한 요구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의 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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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클라우드컴퓨팅 및 분산 컴퓨팅 환경의 서비스 제공자 간 데이터 공유 협약 체계 개발을
위한 표준 개발의 승인과 함께 JTC1 SC42 인공지능, JTC1 SC27 보안 및 정보보호 등
관련 타 기구와의 협업을 적극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 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JTC1 SC38 국내 전문위원회를
통해 2022년까지 예정된 ISO/IEC 23751 표준 개발 활동에 기고서 제출, 국가 의견 제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표준화 참여. JTC1 SC38의 표준화 활동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분과인
JTC1 SC42 등 관련 타 표준 개발 기관과의 협업에 기고서 제출, 국가 의견 제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표준화 추진

<표준화 계획>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클라우드/분산컴퓨팅
환경의 데이터 사용과 공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여건에 맞는 관련
정책적 요구사항 정립이 필요. 이를 위해, 국제 표준개발과 상응하는 국내 표준의 개발과
협력이 필요
<대응방안>
- (국제 표준 준용) RRA JTC1 SC38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데이터 공유 협약 프레임워크
국제 표준 개발에 대응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표준화 활동과 연계 또는 준용

표준특허
전략

- 본 표준화 항목은 가이드라인 표준으로 후속 표준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위한 표준이므로,
표준특허와 관련성이 낮아 별도의 표준특허 전략 미수립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지능정보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 간 데이터 공유/사용을 위한 협약체계
수립의 필요성이 인지되고 있으나, 해당 분야는 기술개발 영역이 아닌 법적, 정책적
고려사항이며 관련 표준의 개발에 따라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협약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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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기능구조 표준
TTA
클라우드컴퓨팅
PG,
국내
ALL@CLOUD 포럼,
지능형컴퓨팅
기술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기술
개발
단계

ITU-T SG13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호남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기술
수준

(미국) Accenture, (미국) RightScale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표준
수준

(한국) ETRI, 호남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관련 IPR 확보 가능성 및 향후 시장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2019년부터 ITU-T SG13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기능 구조 표준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므로 선도경쟁공략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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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TU-T SG13 Q17에서 2018년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의 요구사항 표준(Y.3506)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구조 draft(Y.csb-arch)를 개발 중이며 2022년 승인
목표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 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요구사항(Y.3506)’ 기반으로 중국 China Telecom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ITU-T SG13
WP2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기능구조 표준(Y.csb-arch)을 주도하여 개발 중이며,
국내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국제 표준화에 적용
<표준화 계획>
- 2017년에 클라우드컴퓨팅표준화포럼에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개념 및 기능을 포함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프레임워크 표준이 개발 완료되었으며,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에서 역시
2017년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프레임워크 표준이 개발 완료. 이를 기반으로 All@CLOUD포럼과의
협업을 통해 TTA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구조 표준 개발을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요구사항 표준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내 기능 및 기능 간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구조 표준을 개발할 예정
- (표준화 포럼 활동) All@CLOUD포럼을 중심으로 기존에 개발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기능 요구사항 아이템을 수정 보완하는 개발 계획이 필요하며,
표준화위원회 PG에서 개발되는 문서를 관련 업계 측면에서 검토하는 역할이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국내 R&D 결과물을 바탕으로
표준화 기술 아이템을 도출하여 국제 표준화 단체에서의 에디터쉽을 활용하여 표준화를
진행함으로써 다수의 관련 표준특허를 획득하였으며, 향후 관련 표준화 방향에 따라 특허의
권리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 필요. 특히, 최적 클라우드 서비스 선택/배치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통합/융합 기술 등은 향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핵심 특허의
선제적 확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ITU-T에서 진행되는 관련 표준 개발은 관련 요구사항 표준 개발이 완료되어 추가 구조 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와 All@CLOUD포럼을
중심으로 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 또한, 국내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관련 기술개발은 기본 기능 수준으로 향후 고도화 단계 필요.
따라서,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병행하여 추진하면서 초기에 기술개발을 통해 관련 IPR을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표준 개발 단계에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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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멀티 클라우드 기능 요구사항 표준

TTA
클라우드컴퓨팅
국내
PG,
All@CLOUD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ITU-T SG13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기술
수준

(미국) Hashcorp, Upbound, Scalr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표준
수준

(한국) ETRI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한국이 관련 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어 국제 표준화 선도 및 IPR 확보도 가능한
상태이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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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13에서 멀티 클라우드 기능 요구사항 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한 에디터쉽을
확보하였으며, 한국 주도로 표준 개발이 진행 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 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TU-T SG13 Q17에서 관련 표준
개발을 위한 에디터쉽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외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멀티 클라우드 기능 요구사항 표준을 주도하여 개발하고, 국내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국제
표준에 적용
<표준화 계획>
-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및 All@CLOUD포럼과의 협업을 통해 멀티 클라우드
개요 및 고수준 요구사항 표준 및 멀티 클라우드 기능 구조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국제 표준화에 반영할 예정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를 중심으로 멀티 클라우드
개요 및 고수준 요구사항 항목과 멀티 클라우드 기능 구조 항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이는 국제 표준화 대상이 되는 ITU-T SG13의 멀티 클라우드 기능 요구사항 표준의
기틀이 될 수 있으며, 국제 표준화 활동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표준화 포럼 활동) All@CLOUD포럼을 중심으로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정의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며, 표준화위원회 PG에서 개발되는 문서를 관련 업계 측면에서 검토하고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반영하는 역할 수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국내 개발
결과물을 바탕으로 표준화 기술 아이템을 표준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기존
보유 특허에 대한 표준 정합성 확보와 신규 표준특허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함. 특히, 최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통합/운용을 통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술 등은 향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핵심 특허의 신규 확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내외 표준 개발과 국내 기술개발은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기술개발의
경우 연구소와 중소업체 간 협력을 통한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개발이 진행 중임.
따라서, 멀티 클라우드 관련 기술개발과 표준화의 병행추진과 함께 관련 IPR의 지속적인
확보와 이를 표준 개발 단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

20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선도경쟁공략 | 병행)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JTC1 SC38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클라우드컴퓨팅
PG,
JTC1 SC38
전문위원회,
All@CLOUD포럼

기술
수준

(미국) Hashcorp, Upbound, Scalr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표준
수준

(미국) OracleI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관련 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국제
표준화 선도 및 IPR 확보도 가능한r. 상태이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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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표준화 계획>
- JTC1 SC38에서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에 관한 표준이 개발
중이며, 한국에서 관련 표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 표준화기구 활동) JTC1 SC38 WG3에서 2019년 한국 주도로
관련 표준을 제안하여 2020년 신규 표준 항목 승인이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외 파트너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 표준을 주도하여
국내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국제 표준에 적용
<표준화 계획>
-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All@CLOUD포럼, RRA SC38 전문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 관련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국제 표준화에 반영할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를 중심으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요 및 고수준 요구사항 표준 항목을 개발하고, JTC1 SC38 전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제
표준화에 대응할 예정. 이는 국제 표준화 대상이 되는 JTC1 SC38의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 표준의 기틀이 될 수 있으며, 국제 표준화 활동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표준화 포럼 활동) All@CLOUD포럼을 중심으로 멀티 클라우드 개념과 정의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며, 하고, 표준화위원회 PG에서 개발되는 문서를 관련 업계 측면에서 검토하고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반영하는 역할 수행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국내 개발
결과물을 바탕으로 표준화 기술 아이템을 표준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기존
보유 특허에 대한 표준 정합성 확보와 신규 표준특허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함. 특히, 멀티 클라우드 관리 기술이 향후 관련 표준 개발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핵심 특허의 신규 확보 필요
- 국내외 표준 개발과 국내 기술개발은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기술개발의
경우 연구소와 중소업체 간 협력을 통한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개발이 진행 중임.
따라서, 멀티 클라우드 관련 기술개발과 표준화의 병행 추진과 함께 관련 IPR의 지속적인
확보와 이를 표준 개발 단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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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에지 컴퓨팅 개념 및 요구사항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클라우드
컴퓨팅 PG,
MEC 포럼

국제

ITU-T
SG13/SG11/SG
16, JTC1 SC
38, ETSI,
3GPP, IRTF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KT,
SKT,
LGU+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미국) 아마존/구글/MS/인텔/IBM, (스웨덴) 에릭슨
선도국가/
(핀란드) 노키아, (중국) 화웨이, 차이나텔레콤, 차이나
기업
모바일, (한국) 삼성전자, SK텔레콤, KT,LGU+

표준화
단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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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 구글, MS,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표준
(중국) HUWAWEI,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한국)
수준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U+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JTC1 SC38 에지 컴퓨팅 개요에 대한 문서가 표준 승인되었고 ETSI 및 3GPP에서 MEC 기술의 5G 및
NFV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 및 승인되고 있고 한국 주도의 ITU-T SG13 에지
컴퓨팅 개요 및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 역시, 기술개발과 함께 진행되어 2022년 승인 예정이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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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13은 에지 컴퓨팅 개요 및 요구사항 표준의 개발을 2020년부터 한국 주도로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공통 특성 및 참조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요구사항 개발을 진행 예정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국제 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 SG11 : 지능형 에지 컴퓨팅 관련 표준을 이미 승인하였고, 국내 주도로 MEC
페더레이션 표준과 마이크로서비스 기반의 지능형 에지 컴퓨팅에 관한 표준이 한국
주도로 개발되고 있어 기술적인 차별화 필요
․ITU-T SG16 : CDN 기반의 MEC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이 표준을 주도하고 있어 개발
중인 표준과의 병합성 및 관련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
․JTC1/SC 38: TR 23188 에지컴퓨팅 개요에 대한 기술 문서가 승인되었고 추가적인 에지
컴퓨팅 기술 제정 이슈 확인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 표준화 기술 활동(협력대응, 오픈소스 연계)
․ETSI/3GPP: 2020년 ETSI ISG MEC는 3GPP와의 시너지를 위한 렵력 방안에 대한
Guide라인을 발표하여 MEC와 3GPP의 참조 구조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참조 및 향후
두 단체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하여 대응이 필요하고 ETSI MEC에 대한 오픈소스 관련
모니터링 및 대응이 필요함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통해 국제 표준에 부합되는 표준을 국내 표준으로
제정하여 표준화 진행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를 통하여 에지 컴퓨팅의 기본
정의, 개념 및 요구 사항에 대한 표준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 또한 기 제정된 국제 표준에 대한 부합화 측면에서 준용 표준 제정이 필요
- (표준화 포럼 활동) MEC 포럼과 TTA의 협력 및 정부, 산업체, 연구기관 및 대학등이 5G
MEC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에 대한 글로벌 기술표준 선점을 위한 체계적인 표준화 활동이
요구됨.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에지 컴퓨팅은
5G, IoT,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융합되는 기술로서 네트워크 지연 해결, 부하 분산을
위한 협업 기술, 다양한 네트워크 연계 등에 대한 분야에서 기존 특허의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이 필요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ITU-T 및 JTC1에서 에지 컴퓨팅 관련 표준이 개발 중이며, 국내 기술개발 과제가 2020년부터
국책 과제로 선정되어 기술개발이 본격화되었고, 국내외적으로 에지 컴퓨팅에 대한 기술개발이
표준화 및 오픈소스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어, 개발된 기술을 통한 추가적인 표준화 및 관련 IPR을
표준에 연계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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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IoT 에지 컴퓨팅 모델 및 기능 정의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RTF T2TRG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SKT,
KT,
삼성전자,
삼성SDS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인텔/시스코/델/IBM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클라우드컴퓨팅
PG,
IETF미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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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인터디지털/퓨처웨이, (중국) 화웨이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IRTF T2TRG에서 IoT 에지 컴퓨팅 모델 및 기능 정의 표준 항목이 승인되어 표준 개발 초기
단계임. 한국이 관련 표준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을 확보하였고,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기에 선도경쟁공략으로 분류

초연결 신산업 육성 _ 클라우드컴퓨팅 213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RTF T2TRG에서는 IoT 서비스를 위한 에지 컴퓨팅 모델 및 기능 정의 표준 항목이 승인되어
표준 개발이 진행 중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RTF T2TRG에서 한국 주도로 관련
표준 개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신규 과제로 채택되도록 적극대응이 필요. 관련 표준 개발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계획

<표준화 계획>
-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를 중심으로 IoT 에지 컴퓨팅 모델 및 기능 정의 등에 관한
표준화 추진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 IETF미러포럼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 표준에 대한 중장기 개발전략 수립 계획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IoT 에지 컴퓨팅은 산업 사물인터넷(IIoT),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
자율주행차, 5G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로서 정부 전략을 바탕으로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이 필요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를 중심으로 최신 표준화 동향 및 기술
논의 후 국내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IoT 에지 컴퓨팅은 산업
사물인터넷(IIoT),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 자율주행차, 5G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로서 표준화는 아직 초기 단계임으로 개발 기술의 특허를 통한 표준 항목 도출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IRTF T2TRG에서 IoT 에지 컴퓨팅 모델 및 기능 정의 표준 항목이 승인되어 표준 개발이 진행
중이며, 산업 사물인터넷(IIoT),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 자율주행차, 5G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IoT 에지 컴퓨팅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표준화와 기술개발의
병행추진 및 개발된 핵심 기술의 IPR 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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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후행) 에지 클라우드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 표준

TTA
클라우드컴퓨팅
국내
PG,
All@CLOUD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ITU-T SG13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경희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미국) AWS/Google/Microsoft

기술
수준

7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한국) ETRI/경희대, (중국) China Telecom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에지 클라우드 기술은 기존 클라우드 확장이며, 네트워크 분야의 에지 영역에서 서비스의 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적용 분야가 폭넓고 시장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됨. 현재 표준 개발이 초기 단계이고
산업적으로도 초기에 있으므로 에지 클라우드 표준 분야에서 주도적인 진행이 가능할 것임. 에지 클라우드
관련 표준이 ITU-T SG13에서 개발 중이며, 한국과 중국이 관련 표준을 주도함에 따라 선도경쟁공략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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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13 Q17에서 2018년 에지 클라우드가 포함된 ‘클라우드컴퓨팅-분산 클라우드 요구
사항 표준(Y.3508)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Q17/WP2에서 에지 클라우드 개념 및 기능적
요구사항 표준(Y.ecloud-reqts) 표준 개발이 공식 시작되었음. 현재 개발 초기 단계이며
개념 정립을 위한 작업이 추진 중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 표준화기구 활동 (적극대응)) ITU-T SG13 WP2 Q17에서
신규로 개발 승인받은 Y.ecloud-reqts의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하고 에디터로서 주도적인
표준 개발을 수행함. 또한, 공동 에디터를 맡은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에지 클라우드에
대한 표준 개발 에디터쉽을 확보하여 국내기술 반영의 기반을 마련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에지 클라우드의 기본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 표준(ITU-T Y.3508)을 준용하여 TTA의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에서 TTAE.IT-Y.3508 표준을 2020에 제정하였으며,
All@CLOUD포럼에서도 동 표준을 산업 표준으로 제정 완료하였음. 현재 국제 표준화
기구(ITU-T)에서 관련 후속 표준을 국내 연구진이 주도하여 개발하는 상황이므로, 국제
표준 완성 후에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국내 단체 표준 및 포럼 표준 제정이 필요함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내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를 통하여 표준을 개발할 예정
- (표준화 포럼 활동) ALL@CLOUD포럼을 통해 에지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개념을 확립하여
국제 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 에디터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추후 국제 표준과 일치되는
국재 산업 표준 제정 예정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에지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은 상당한 개발이 이루어진 상황이나, 에지 클라우드 표준은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원천적인 특허를 유즈케이스와 함께 개발하여 표준에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기 개발된 기술을 중심으로 국제 표준화가 진행 중인 표준에 대해 국내 기술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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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표준

TTA
클라우드컴퓨팅
국내
PG,
All@CLOUD 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ITU-T SG13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경희대학교,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미국)IBM, Cisco, Amazon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중국) China Telecom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5G 이동통신 상용화 및 확산에 따라 분산 클라우드 기술과 에지 클라우드 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제 표준화 기구인 ITU-T SG13 Q19에서 관련 표준이 검토(AAP) 단계로 발간을 앞두고 있음. 한국은
기술개발 부문에서 후발주자 위치에 있지만, 국내 표준은 국제 표준과 비슷한 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 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 선도국인 중국 China Telecom과 협력하여 주도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지속/확산공략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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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ITU-T SG13에서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후속 표준을 중국 China Telecom과 긴밀
협력하여 개발할 계획임. 2022년 초반 후속 표준 아이템을 도출하여 신규 표준을 제안하고,
2022년 후반기부터 표준 개발을 시작할 계획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 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중국 China Telecom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후속 표준을 주도하여 국내 유관기관의 요구사항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국제 표준 개발에 적용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 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표준이
AAP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연계 후속 표준을 주도적으로 제안할 계획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 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TU-T SG13에서 2016년~2019년 분산
클라우드 개념, 정의 및 고수준 요구사항 표준, 2020년부터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에
대해 경희대가 에디터십을 확보하여 표준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
<표준화 계획>
- TTA 클라우드컴퓨팅 PG와 All@CLOUD 포럼에서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표준을
준용하고, 유관 기관의 요구사항을 취합해 후속 표준인 인터-에지 클라우드 관리 관련
표준을 개발할 계획임. 이를 국제 표준 신규 아이템 제안에 반영함을 목표로 함
<대응방안>
- (국제 표준 준용) 유관기관에서 관련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ITU-T SG13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표준을 준용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를 중심으로 국내 기술개발
실정에 맞게 후속 표준을 발굴 및 개발 추진
- (표준화 포럼 활동) All@CLOUD 포럼을 중심으로 국내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표준
개발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따른 표준 연계 추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표준과 연계된 핵심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원천 기술을 확보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품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특허 침해를 회피하면서도 표준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신규출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활용하여 표준 문서 커버리지를 확대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5G의 상용화와 더불어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표준화도 병행되는 상태이므로
기술개발 내용과 요구사항 표준 반영 필요. 기술개발을 통해 관련 IPR을 선 확보하고
이를 표준에 반영하는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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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협력공략 | 후행)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표준
TTA
사이버보안 PG,
응용보안/평가
국내
인증 PG,
클라우드컴퓨팅PG,
All@CLOUD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JTC1 SC27,
ITU-T SG13/
SG17

국내 SGA 솔루션스,
참여 주니퍼 네트웍스,
업체/ 펜타시큐리티시스템,
파수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빔 소프트웨어, 트렌드마이크로, Cisco, 시만텍
기업

표준화
단계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표준
(미국) VMware, Microsoft, (중국) 차이나유니콤, CATTSOF
기업
수준

7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21) → 추격/협력공략(Ver.2022)
JTC1에서 이미 ISO/IEC 27002를 기반으로 정보보호 관리 기술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ITU-T에서도
응용서비스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을 본격적으로 개발 중. 국내 표준은 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국제표준화기구에 국내 표준화 전문가들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어 주도적인 활동 및 표준 개발 가능성이
높아 추격/협력공략 항목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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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
계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13은 위험관리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프레임워크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SG17은 분산 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과 에지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
표준을 개발 중
- ITU-T의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표준은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CAICT 등 중국이 주도로
개발 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공식표준화기구의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표준 개발에 국내 전문가의 직접 참여하여 국제 표준화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적용
및 국내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전략이 요구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SG/WG 신설) 최근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표준
개발 사실표준화기구 부재로 전략적 사실표준화기구 선정 및 SG/WG 신설을 통해 사실
표준화 주도
<표준화 계획>
- 2019년까지 All@CLOUD포럼, TTA 클라우드컴퓨팅 PG를 통해 다양한 클라우드 보안
기술에 대한 국내 표준화가 추진되었으나 최근에는 표준화 추진이 없는 상태로, 정부
R&D 중심으로 표준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연구개발 과제를 도출하여 단계적인
표준화 아이템을 도출하고 국내 산업 현황 분석을 통한 국제 표준의 국내 준용 표준 개발 추진
<대응방안>
-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산 학 연 관이 협력하여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 조성 및
국내 클라우드 보안 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클라우드 보안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R&D 사업과 연계한 표준개발 지원 근거 마련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표준화 연계 연구개발과제 도출을 통해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의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표준화를 통한 시장 확산의 기반 마련
- (국제표준 준용) ITU-T의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제정 표준의 국내 산업 반영 타당성
검토를 통해 국제표준 준용 추진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국제표준 채택이 유력한 특허출원 기술을 잘 관리하고 해외출원 및 등록된 특허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권리 유연성 확보
- 중장기 클라우드 보안 사업 육성 전략 수립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수행기관이 특허출원을 하고, 표준화 연계를 하여 국제표준에 채택시킴으로써
국내기술의 국제표준 특허기술을 조기 확보 추진

22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추격/협력공략 | 후행)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표준
TTA
클라우드컴퓨팅PG,
사이버보안 PG,
국내 응용보안/평가
인증 PG,
바이오인식 PG,
All@CLOUD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JTC1 SC27,
ITU-T SG13/
SG17, CSA

소프트캠프,
국내
지란지교시큐리티,
참여
모니터랩,
업체/
안랩,
기관
이글루시큐리티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AWS/팔로알토 네트웍스/ BM/아카마이/파이어아이 기술
기업
/포티넷/시만텍
수준

표준화
단계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시만텍/사이퍼클라우드/트위스트락/해커원/소포스, 표준
기업
(중국) China Telecom/시나닷컴/차이나유니콤/차이나모바일 수준

7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21) → 추격/협력공략(Ver.2022)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은 2018년 전략맵의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 항목을 포함하여 확대하였으며,
JTC1와 ITU-T에서 이미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보안 표준들을 제정하고 IaaS와 NaaS 관련 보안
표준을 개발 중이지만 국내 표준은 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음, 그러나 관련 국제표준화 기구에 국내 표준화
전문가들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어 주도적인 활동 및 표준화 개발 가능성이 높아 추격/협력공략
항목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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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17은 2022년까지 자율주행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기반 이벤트 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과 저지연 고신뢰 응용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보안 요구사항 표준을 개발
중이며, 2023년까지 클라우드 native PaaS를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개발 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공식표준화기구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표준 개발에 국내 전문가의 직접 참여하여 국제 표준화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적용
및 국내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전략이 요구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 CSA, CSCC에 국내 표준화 활동 전문가
발굴 및 지원을 통해 관련 기구의 표준 개발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국내 적용 여부
검토 및 국제 표준화 활동 전략 수립
<표준화 계획>
- 2019년까지 All@CLOUD포럼, TTA 클라우드컴퓨팅 PG를 통해 다양한 클라우드 보안
기술에 대한 국내 표준화가 추진되었으나 최근에는 표준화 추진이 없는 상태로, 정부
R&D 중심으로 표준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연구개발 과제를 도출하여 단계적인
표준화 아이템을 도출하고 국내 산업 현황 분석을 통한 국제 표준의 국내 준용 표준 개발
추진
<대응방안>
-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산 학 연 관이 협력하여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 조성 및
국내 클라우드 보안 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클라우드 보안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R&D 사업과 연계한 표준개발 지원 근거 마련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표준화 연계 연구개발과제 도출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의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표준화를 통한 시장 확산의 기반 마련
- (국제표준 준용) ITU-T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제정 표준의 국내 산업 반영 타당성 검토를
통해 국제표준 준용 추진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국제표준 채택이 유력한 특허출원 기술을 잘 관리하고 해외출원 및 등록된 특허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권리 유연성 확보
- 중장기 클라우드 보안 사업 육성 전략 수립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수행기관이 특허출원을 하고, 표준화 연계를 하여 국제 표준에 채택시킴으로써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특허기술을 조기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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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서는 발전 초기에 사실표준화기구 즉, DMTF, SNIA 등에서 표준을
선도하는 측면이 강하였음. 그러나 다양한 클라우드 관련 오픈소스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하는 기업 등이 늘면서 시장은 획기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만큼 기술
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오픈소스
대응전략

-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써, 인공지능, 5G, AR/VR, 자율주행
등의 기본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한 상태임.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자체적으로도
멀티 클라우드, 분산 클라우드, 에지 클라우드로 기술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오픈소스
또한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분야에서 오픈
소스의 영향력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향후 클라우드와 오픈소스는 더욱 밀접이 연계되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표준화 연계전략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실제적인 참여와 이들 오픈소스를 적용한 제품을 확인하여,
국내에서 이를 적용한 제품을 파악하여 국내기술을 표준화에 반영. 또한 이를 국제 표준화와
표준화
연계전략

연계작을 통함으로써 국내 기업 개발 기술의 국제 표준화 및 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확산을 추진(오픈소스 → 표준화)
- 국내 표준화를 진행하면서 특정 클라우드컴퓨팅 기술규격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시도 필요(표준화 → 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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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22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초연결 신산업 육성 _ 클라우드컴퓨팅 225

[작성위원]
구분

소속

성명

직위

국내외표준화활동

총괄

IITP

김형철

PM

분과장

호남대

오명훈

교수

▸ITU-T SG13 에디터
▸TTA PG1003 간사, TTA PG1004,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All@CLOUD 포럼, 한국ITU 연구위원회 위원

위원

㈜이노그리드

구원본

상무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전문위원회 위원
▸TTA 클라우드컴퓨팅 프로젝트그룹(PG1003) 위원
▸All@CLOUD 포럼 운영위원 및 표준개발분과 위원

위원

ETRI

김대원

박사

▸ITU-T SG13 에디터
▸JTC1 SC 38 전문위원
▸JTC1 SC 38 / ITU-T Korea 국내 전문위원

위원

메가존클라우드

김종철

매니저

위원

KACI

김진홍

책임

▸All@CLOUD포럼 간사

위원

상명대

서광규

교수

▸JTC1 SC38 전문위원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위원, All@CLOUD포럼
표준개발분과 위원

위원

경희대

이가원

교수

▸ITU-T SG13 위원

▸과기정통부 SW·자율주행 PM

▸ISO/IEC JTC 1/SC 38 전문위원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망관리/서비스품질
PG(PG221) 위원

▸ITU-T SG13 에디터
▸TTA 웹 PG(PG605) 간사,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빅데이터 PG(PG1004),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 위원,
ITU-T 연구위원회 위원
▸ITU-T SG13 에디터
▸JTC1 SC38 전문위원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빅데이터 PG(PG1004),
인공지능기반기술(PG1005) 위원

위원

ETRI

인민교

책임

위원

ETRI

정영우

책임

위원

경희대

허의남

교수

▸ITU-T SG13 에디터, 위원
▸TTA 지능정보기반 기술위원회(TC10) 부의장, 클라우드컴퓨팅
PC(PG1003), 빅데이터 PG(PG1004) 특별위원

위원

ETRI

홍정하

선임

▸IRTF T2TRG/ICNRG 에디터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PG1002) 위원

특허분석

KISTA

박승훈

전문위원

PG 담당자

TTA

김영성

선임

▸TTA 클라우드컴퓨팅 PG(PG1003) 담당

사무국

TTA

황유철

책임

▸TTA 표준화전략맵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담당

사무국

TTA

김영우

전임

▸TTA 표준화전략맵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담당

22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TTA 표준화전략맵 클라우드컴퓨팅 특허분석

[참고문헌]
1. IITP, "ICT RnD 기술로드맵 2023 보고서", 2018.
2. MSA에 대한 이해와 컨테이너 기술의 활용방안, 주간기술 동향 1887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9.
3. 가상화/컨테이너 산업 로드맵 2018-20, 중소기업청
4.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2017-2019, 컴퓨팅인프라
5.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2019-2021,
http://smroadmap.smtech.go.kr/0201/view/m_code/A280/id/1782/idx/2028
6. 클라우드 가상화 기술의 변화,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가상화와 DevOps,
제2018-008호(이슈리포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8.12
7. 클라우드 브로커링 brokering 산업 기술로드맵 2018-20, [중소기업청]
8. AWS, 아마존 ECS의 새로운 컨테이너 기능 2종 공개,
http://www.itworld.co.kr/t/62076/%EA%B0%80%EC%83%81%ED%99%94/107434#csidxb
15f510b38e8ebe8e9b11ec192398f2
9. Cisco의 ACI 3.0 소개,
https://www.Cisco.com/c/dam/global/da_dk/assets/training/seminaria-materials/ACI-3
_0.pdf
10. Dell의 멀티클라우드 지원 소개,
https://www.dellemc.com/en-ca/cloud/hybrid-cloud-computing/index.htm
11. KT의 VMware on KT cloud 기사, https://www.zdnet.co.kr/view/?no=20180530175326
12. Scalr 기술 소개, https://www.scalr.com
13. 레드햇, 기업의 컨테이너 도입 지원하는 레드햇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3.4 출시,
https://www.redhat.com/en/about/press-releases/
14. 베스핀글로벌의 OpsNow 소개,
https://www.bespinglobal.com/product-solutions/opsnow/
15. 아콘소프트의 칵테일 소개, http://www.cocktailcloud.io
16. 에지 컴퓨팅(Edge Computing) 기술 동향과 시장분석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report/reportSearchResultDetail.do?cn=KOSEN0
00000000001099
17. 에지 컴퓨팅 분야의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 http://slownews.kr/73284
18. 이노그리드와 나무기술의 클라우드 기술 제휴 기사,
http://news878.ndsof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161
19. 컨테이너, IT시스템 주류 기술로 떠올랐다, https://byline.network/2018/11/20-31/,
2018.11
20. 케이아이엔엑스의 클라우드 허브 소개,
https://www.kinx.net/service/network/cloudhub/intro/
21. 클라우데라, IoT?스트리밍 데이터 최적화하는 에지 데이터 관리 솔루션 2종 출시,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190429800043&mc=em_203_00007

초연결 신산업 육성 _ 클라우드컴퓨팅 227

22. Bitnami의 Stacksmith 기술 소개, https://bitnami.com/stacksmith
23. Galactic Fog의 Gestalt 플랫폼 소개, http://www.galacticfog.com/product/
24. StackPontCloud 기술 소개, https://stackpoint.io/product/features
25. Upbound의 Crossplane 소개, https://crossplane.io
26. ASTAP-31-INP-STATUS OF EDGE COMPUTING STANDARDIZATION ACTIVITIES
27. TTA, https://www.tta.or.kr
28. ISO/IEC JTC1, https://www.iso.org/isoiec-jtc-1
29. ITU-T, https://www.itu.int/en/ITU-T/
30. IRTF T2TRG, https://datatracker.ietf.org/rg/t2trg/about/
31. IRTF COINRG, https://www.datatracker.ietf.org/rg/coinrg/about/
32. 에지 컴퓨팅 시장 동향 및 산업별 적용 사례,
https://ettrends.etri.re.kr/ettrends/176/0905176006/34-2_51-59.pdf
33. AWS, 5G기반 초저지연 서비스 구축 돕는 ‘웨이브렝스’ 발표,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5/2019120501146.html
34. Azure IoT Edge란?, https://docs.MS.com/ko-kr/azure/iot-edge/about-iot-edge
35. Google Cloud IoT, https://cloud.google.com/solutions/iot?hl=ko
36. 실시간 AI 에지 컴퓨팅 플랫폼 NVIDIA EGX 발표,
https://blogs.nvidia.co.kr/2019/05/28/real-time-ai-edge-computing-platform-nvidia-egx/
32
37. Arm, 방대한 IoT 데이터 처리하는 ‘AI에지’ 비전 발표,
http://http://www.elec4.co.kr/article/articleView.asp?idx=24333
38. NIPA, 이슈리포트 2019-14호, 인공지능 확산의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 산업 동향 분석과
시사점, 2019.
39.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안),
2020
40. 클라우드컴퓨팅 Red Hat OpenShift,
https://www.redhat.com/ko/technologies/cloud-computing/openshift
41. Google Cloud IoT, https://cloud.google.com/solutions/iot?hl=ko
42. 실시간 AI 에지 컴퓨팅 플랫폼 NVIDIA EGX,
https://blogs.nvidia.co.kr/2019/05/28/real-time-ai-edge-computing-platform-nvidia-egx/
43. 클라우드컴퓨팅과 오픈소스 :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http://www.itworld.co.kr/news/62744#csidxa3386918d380fbe9e88fa46bc52371f
44. 클라우드컴퓨팅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산업기술리서치센터(2019)
45. OpenNebula, http://www.opennebula.org
46. Eucalyptus, https://www.eucalyptus.cloud/zzz
47. Cloud Edge Computing,
48.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learn/cloud/edge-cloud.htm
49. 에지 클라우드 및 서버,
https://www.intel.co.kr/content/www/kr/ko/edge-computing/edge-cloud.html
50. Edge Cloud(Computing)이 왜 필요할까? , https://tech.ktcloud.com/m/48
22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51. Vmware Cloud MArket Trend Report, 5G Catalysts: Telco Cloud and Edge
Trends(2021)
52. Edge Cloud - A complete edge solution,
https://www.ericsson.com/en/edge-computing?gclid=Cj0KCQjwu7OIBhCsARIsALxCUa
PFVyEX6mTJFnDZF8jXpATeeYuDRfhppjhZn0JNFqtMM_USULCJo1waArLzEALw_wcB&
gclsrc=aw.ds
53. Cloud Edge Computing: Beyond the Data Center,
https://www.openstack.org/use-cases/edge-computing/cloud-edge-computing-beyond-t
he-data-center/?lang=en_US
54. OpenNebula Edge Cloud, https://opennebula.io/edge-cloud/
55. Cloud vs. edge, https://www.redhat.com/en/topics/cloud-computing/cloud-vs-edge
56. IRTF T2TRG, https://datatracker.ietf.org/rg/t2trg/about/
57. IRTF COINRG, https://www.datatracker.ietf.org/rg/coinrg/about/
58. 삼성SDS IoT 플랫폼 ‘브라이틱스’, 글로벌 시장서 인정,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219056&code=61151311
59. 스마트X 시대를 이끌 시계열 DBMS 강자, 마크베이스,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949
60. AWS, 5G기반 초저지연 서비스 구축 돕는 ‘웨이브렝스’ 발표,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5/2019120501146.html
61. Azure IoT Edge란?,
https://docs.microsoft.com/ko-kr/azure/iot-edge/about-iot-edge?view=iotedge-2020-11
62. Google Cloud IoT 솔루션, https://cloud.google.com/solutions/iot?hl=ko
63. 인텔 11세대 코어 프로세서, 위대한 여정의 시작,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95
64. 엣지 컴퓨팅 시장 동향 및 산업별 적용 사례,
https://ettrends.etri.re.kr/ettrends/176/0905176006/34-2_51-59.pdf

초연결 신산업 육성 _ 클라우드컴퓨팅 229

[약어]
5G

Fifth Generation

AI

Artificial Intelligence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RM

Advanced RISC Machines

ASD

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

AWI

Approved Work Item

AWS

Amazone Web Services

B2B

Business to Business

BPaaS

Business Process as a Service

CaaS

Container as a Service

CDMI

Cloud Data Management Interface

CIMI

Cloud Infrastructure Management Interface

COINRG

Computing in the Network Research Group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SB

Cloud Service Brokerage

CSCC

Cloud Standards Customer Council

DMTF

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FaaS

Farm as a Service

FDIS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GPU

Graphics Processing Unit

GS

Group Specifications

HCI

Hyper Convergence Infra

I2NSF

Interface to Network Security Functions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oT

Internet of Things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RTF

Internet Research Task Force

ISG

Industry Specification Group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23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JTC

Joint Technical Committee

MEC

Multi-Access Edge Computing

ML

Machine Learning

NaaS

Network as a Service

NAS

Network Attached Storage

NBP

Naver Business Platform

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NIRS

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OASIS

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CP

Open Compute Project

PaaS

Platform as a Service

PG

Project Group

PICSE

Procurement Innovation for Cloud Service in Europe

SaaS

Software as a Service

SC

Sub Committee

SDDC

Software Defined Data Center

SDN

Software Defined Network

SDS

Software Defined Storage

SDsec

Software Defined Security

SG

Study Group

SLA

Service Level Agreement

SNIA

Storage Network Industry Association

SoC

System on Chip

T2TRG

Thing-to-Thing Research Group

TOSCA

Topology and Orchestration Specification for Cloud Applications

VM

Virtual Machine

WD

Working Draft

WG

Working Group

WP

Work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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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블록체인(Blockchain)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해시기반으로 블록을
생성하여 기록 보관함으로서 공인된 제3자 없이도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분산원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 블록체인은 해시기반으로 블록처리하고 분산원장 기술1)은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이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을 혼용해서 사용. 본
전략맵에서는 분산원장기술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블록체인이란 이름을 사용
¡ (탈중앙 네트워크) 분산원장기술 생태계의 기반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용어, 개념을 정의하고
분산원장시스템의 참조 구조를 정의한다. 특정 기술 그룹에 국한되지 않고 제공자, 이용자,
개발자, 감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명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같은 뜻을 가진 다른
용어,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같은 용어를 구분하여 대표 용어와 동의어를 선정하고 명확한 정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본 개념에 기초하여 사용자 역할을 지원하는 분산원장기술의 기능과 특성을
설명하고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계층화된 기능 구조를 통해 범용성, 확장성, 상호운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참조 구조를 정의한다.
¡ (플랫폼 및 연동기술) 블록체인 플랫폼은 주로 사용자 관점에서 개방형(public)과 전용(private)으로
구분된다. 다른 분류 방법을 살펴보면, 블록체인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사용 및 운영을 위한 허가유무 따라 허가형(permissioned)과 비허가형
(permissionless)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예로, 개방형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전용 블록체인은
하이퍼레저가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현재 계속 진화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개념만으로
국한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 블록체인 플랫폼들은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들에 특화되어
개발되고 적용되며, 다양한 환경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 플랫폼이 개발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종 블록체인 플랫폼 간의 상호 연동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 (응용기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첫 응용서비스 기술은 스마트 계약이며,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플랫폼을 확산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응용서비스가 계속적으로 발굴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계약은 인간사회에서 양자간에
거래를 중간 브로커가 없이 성사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자동화한 기술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이 사전 정의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이 처리되는 영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화 기술은 아직 법적 근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서비스 영역이어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정형화하여야 할 기술 영역이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로 디파이, CBDC 가 활용
되고 있다. NFT 또한 블록체인을 통한 디지털 객체에 대한 유일성을 제공하는 기술로 문화 예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헬스,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에서 기록 관리,
유통 분야에 여러 응용 사례가 늘고 있다.
1)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은 분산되고 동기화되는 원장에 분권화된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노드들이 안전하게 상태 변경을 제안, 검증, 기록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세스 및 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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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보안)) 블록체인 플랫폼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저장 데이터(원장)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참여자(노드)간에 동일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성하는 노드, 합의 알고리즘, 스마트 컨트랙트 등과 관련된 잠재적인 보안
위협(이용자 익명성, 소프트웨어 위변조, 암호키 유출, 비인가된 접근, 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
시스템 장애, 감사기록 손실 등)이 존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기능 요구사항(식별 및
인증, 보안 감사, 통신 보호, 암호 통제, 접근 통제,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호, 자원 가용성 등)이
개발되고 있다. 블록체인 플랫폼은 단독으로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기존의 IT 시스템과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자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보안 통제 및
솔루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관리기술) 블록체인 관리기술은 안전한 기술의 사용과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기여한다. 블록체인 관리기술은 합의 매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를 정의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보안위협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 통제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 정형 검증(Formal Verification) 기법과 검증 정의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성을 보장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와
소프트웨어 배포 및 갱신 메커니즘을 정의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블록체인 기술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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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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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요소기술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환경에서 데이터의 신뢰성과 탈중앙성을 바탕으로 기술 및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DNA 기반 산업에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각축이 예측되며, 표준 확산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격/협력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블록체인 국제표준화는 초입단계에 있으며, ISO TC307에서는 용어정의, 참조구조, 거버넌스,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과 유스케이스가 개발 중. 참조구조 표준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플랫폼,
연동, 응용 및 분산ID 표준을 ISO TC307, ITU-T SG13/SG17/SG20 및 W3C Verifiable Credentials,
DID WG 표준 그룹에서 지속적인 활동 추진

∼ 2024년

- 블록체인 플랫폼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 에너지 거래, 거래소의 안전성 제고, 암호화폐의 제도화
및 Smart Contract 연동 등 블록체인 응용서비스 표준개발 및 IPR 확보 추진

∼ 2026년

- 블록체인 플랫폼 및 응용서비스의 안전성 및 다양성을 위하여 분산ID 및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표준 선도국 진입 및 IPR 수익 창출을 위한 환경 제공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과 상호운용성을 표준화하여 생산성 향상 및 산업의 시너지 효과 유도
· 블록체인 기반 국내 고유산업 기술을 이용하여 표준영역 확대 및 주도권 확보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중소기업에 표준기술을 보급하여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고,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여 관련 제품/서비스의 수출 확대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동전 없는 사회 구축을 위한 표준기술 제공으로 국민 생활 편의성 제고와 행복을 증진
· 블록체인 보안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제공으로 역기능 예방 제공
· 정보의 분산화로 정보의 통제에서 자유롭게 되며,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뢰 사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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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및 ICT 패러다임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평가되고, 디지털 암호
화폐, 스마트 콘트랙트, 유통, 스마트 미터링,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스마트 헬스 등에서
응용분야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분산원장 서비스를 위한 기술 분류는 다양한 플랫폼
상에서 서비스를 구현하는 응용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정보보호
및 관리기술로 분류
<블록체인 Ver.2022 표준화항목>
표준화 항목

DLT 참조
구조 표준

DLT 개념 및 유형, 구조 등을 정의하는 표준
- DLT 시스템 기능적 구성요소
- DLT 시스템 관련 역할 및 활동

ISO
TC307
WG1

②

X

블록체인
용어 표준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관련 필수용어 및 개념 정의 표준
- 분산원장기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필수 용어로서
공식적 정의가 없거나 별도의 정의가 필요한 용어들을 선정
- 선정된 용어의 분산원장기술 분야에서의 의미를 정의

ISO
TC307

①

X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표준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오류 규명 및 반영(feedback)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신뢰적인
네트워크 정보수집, 저장 및 적용 관리하는 블록체인 기반
인텐트(intent) 네트워크 관리 표준기술
-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 구조 표준
-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표준

IETF
I2NSF
WG,
NMRG

③

X

블록체인
상호운용성
표준

블록체인이나 DLT 참여 시스템들 간 데이터 교환시 데이터
표현 측면의 구문적 상호운용성과 의미적 측면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 구문적/의미적 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
- 상호운용성 발견(Discovery) 프로토콜

ISO
TC307
SG7

③, ④,
⑤

X

분산 원장 및 블록체인 시스템 간의 서비스 상호연동 기술 표준
이중 블록체인
-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방식의 연동표준
연계기술 표준
- 이종 블록체인 플랫폼 간의 융합 표준

ISO
TC307

③, ⑤

X

스마트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가질 경우 관할권 주장 문제 등
스마트 합법 블록체인 플랫폼 환경에서 스마트 계약의 기술적 및 법적
콘트랙트
측면을 고려하는 기술 표준
표준
- 비신뢰 공간에서 거래의 법적요소를 보장하는 프로그램
- 암호화폐와 연동하여 신뢰/가치를 보장

ITU-T
SG17,
ISO
TC307
WG3,
ETSI

①

O

탈중앙
네트워크

플랫폼
및
연동
기술

응용
기술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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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에 블록체인 또는 DLT를 적용했을 때,
어떠한 도전, 고려사항, 잠재적 이점이 있는지를 기록관리
관점에서 분석
- 공신력이 요구되는 기록을 생산하는 시스템
- 기록 시스템
- 기록관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

ISO
TC46
SC11
JWG1

①

O

블록체인 기반으로 백신 접종 확인증을 발급, 검증하는
블록체인
증명서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 표준
기반의 백신
- 상기 시스템에 대한 에코시스템, 모델, 프로시저 정의
확인증 표준
- 상기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 및 가이드라인 정의

ITU-T
SG17

②, ⑥

X

블록체인 에너지 분야에서 개방적/공통적-상호 운용 가능한
IEEE
가이드라인 표준
에너지 관련 - 신재생에너지 공급증명인증서(REC) 거래,전기차 충전관리, P2418.5, ①,②,
Energy ③, ⑤
블록체인
P2P 전력거래 등 DLT를 활용한 use case의 구현 유형을
Web
표준
평가하는 참조 프레임워크 모델 제시
Foundati
- 블록체인 DLT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상호 운용성, 용어, on(EWF)
기능, 시스템 인터페이스 등을 참조 프레임워크 표준 제시

O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NFT 관련
표준

정보
보호
(보안)

표준화 내용

분할 또는 대체될 수 없는 토큰을 정의 및 처리하기 위한 표준
- Ethereum 상에서 NFT를 정의 및 처리하기 위한 API 표준
- 여러 FT 및 NFT를 하나의 스마트 계약에서 처리할 수 Ethereum,
①,⑤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ERC1155)
InterWork
- 토큰의 유형을 명확히 분류하기 위한 표준으로서 유형의 Alliance
특성 요소 중 하나로 FT, NFT 제시(Token Taxonomy
Framework)

X

디지털 자산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성 방지를 위하여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보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안
디지털 자산
통제 정의 표준
거래소 보안
- 디지털 자산 거래소 모델 제시
관리 표준
-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한 보안 위협 식별 및 정의
-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보안 통제 정의

ISO
TC307
WG

③

X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요
구사항 표준

이용자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한 분산원장 플랫폼의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안기능요구사항 정의 표준
- 분산원장 플랫폼의 보안 위협 식별 및 정의
- 보안기능요구사항 정의
- 분산원장 보안 플랫폼 모델 제시

ITU-T
SG17
Q14

②

X

분산원장기술
기반 탈중앙화
신원 관리
서비스 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분산원장기술 기반 탈중앙화 신원 관리 서비스의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 정의 표준
- 3개 유형의 서비스 모델 제시(예: 외부 발행자 모델,
셀프 발행자 모델, 커스터디 모델 등)
- 서비스 모델별 보안 위협 식별 및 대응 방안

ITU-T
SG17
Q14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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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자가 신원 증명을 위한 사용자의 크리덴셜을 보증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현황 표준
- 법적 신뢰 앵커
- 데이터 신뢰 앵커
- 암호화 신뢰 앵커
- 사이버 보안 신뢰 앵커
- 사회적 신뢰 앵커

ISO
TC307
JWG4

①

O

DLT 기반의 데이터 관리 및 공유를 위한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 보안구조를 정의
-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접근관리를 수행하는 분산원장 기반
분산원장
데이터 접근관리에 대한 보안위협, 보안 요구사항 정의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공유관리 시스템의 보안구조를 정의
보안 표준 - 데이터 공유를 위한 DLT 기반 시스템의 보안 구조 및 기능
콤포넌트
- 상기 시스템의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

ITU-T
SG17

②, ③

O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스마트 계약(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보안 관리 요구사항 표준
- 스마트 계약 취약점 및 보안위협 정의
- 스마트 계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 정의
- 스마트 계약 보안 아키텍처 정의

ITU-T
SG17,
ISO
TC307

②

O

DLT 기반
소프트웨어
배포
프레임워크
표준

DLT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배포 및 갱신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기술 프레임워크 정의 표준
- 블록체인기반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
- 블록체인기반 펌웨어 갱신 프레임워크

ITU-T
SG17
(Q14),
IETF
SUIT
WG
(초기)

②

X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형검증
표준

블록체인의 스마트컨트랙트 구현 언어에 따라 스마트 컨트랙트를
정형검증(Formal Verification) 기법 및 검증 정의 표준
- 스마트 컨트랙트 정형검증 프레임워크

ITU-T
SG16

②

O

분산원장
기술 보안
통제 표준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통제 표준
- 기술적 통제
- 관리적 통제
- 물리적 통제

ITU-T
SG17

③

O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효과적인 블록체인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를 정의하는 표준
- 블록체인 거버넌스 정의
- 블록체인 설계를 위한 유형 분류
- 활용 사례 특성에 따른 적절한 유형 선택 지침
- 구현 및 운영 지침

ISO
TC307,
IEEE
P2145

②

O

DLT 기반
신원관리를
위한 신뢰
앵커 개요
표준

관리
기술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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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표준화전략맵 블록체인 분과에서는 ISO, ITU-T, JTC1 등
공식표준화기구와 W3C, IEEE, IETF 등 사실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 가능성이
높은 표준 중 산업적 파급효과 및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항목 위주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
[응용기술]
-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스마트 콘트랙트 개요(TR 23455) 문서 제정 이후로 ISO
TC307 WG3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인터넷상에서 안전하게
상거래를 가능하게 할 합법 스마트 계약 표준을 개발하여 온라인 금융 산업, 유통, 상거래
등에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블록체인과
DLT의 기록관리 분야 적용시의 도전과 잠재적 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DLT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기록관리 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한 표준으로, 향후 DLT를 이용해 공신력 있는 기록을
생산하는데 있어 참고 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에너지 관련 블록체인 표준)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정부의 '그린 뉴딜'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가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할 7대 분야 중 하나로 P2P 거래, 밸런싱 시장, 용량 시장, 수요 관리
시장, 탄소권 거래,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전기자동차 충전 시장, 버추얼발전소 등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 거래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정보보호(보안)]
- (DLT 기반 신원관리를 위한 신뢰 앵커 개요 표준) 자가 신원 증명을 위한 사용자의 크리덴셜을
보증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Root of Trust 기술로 신뢰 구축을 위한 최초 핵심 기술로 분산ID와
더불어 블록체인 산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표준) 분산원장 기반의 데이터 관리 혹은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위한 보안 표준을 마련. 데이터 분산저장 및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접근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그 외 분산원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 및 아키텍처를 제공하여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보관/관리/공유
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상에 저장되어
사용자 요청 또는 특정 조건 만족에 따라 거래를 자동으로 처리 및 생성하고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블록체인 기반 응용 구현에 필수적인 항목임. 스마트 계약의 오류 또는 위협은 다양한
사고 사례에서 나타나듯 블록체인 시스템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스마트 계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은 관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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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술]
-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형검증 표준)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언어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개발되고 있으며,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하게 기술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형검증 기술의 표준화가 요구됨. 정형검증 표준이 제공되면, 이 스마트컨트랙트는
분산 응용 개발 및 확산을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분산원장 기술 보안 통제 표준) 분산원장기술 및 이에 기초한 다양한 응용을 안전하게 구현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통제 수립이
필수적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블록체인 구현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실제 사용 가능한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도입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히 기획, 구현,
운영하고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한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필수적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관리기술에 보안기술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안 및
관리기술로 명칭을 수정하였고, ID관리, 거버넌스 성능평가 등을 추가. Ver.2020의 신규
표준항목으로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 요구사항
표준, 블록체인 기반 투명한 트랜잭션과 애플리케이션(Dapp)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등의
추가가 있으며, 구현자나 표준단체의 서로 다른 견해에 의하여 복수로 진행하였던 블록체인
기반의 자가 주권 ID관리 표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표준 등의
항목을 일원화 함
- Ver.2021(2020년)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및 플랫폼 중심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응용
표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텍사노미와 온톨로지, 스마트 합법 계약, 스마트
계약 정형검증, 공신력 있는 기록관리 등이 선정되어 응용서비스의 다양화가 진행됨
- Ver.2022(2021년)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응용서비스들이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의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P2P거래를 목표로 블록체인 플랫폼의 운용성 확보를 위한
ESG의 하나로 스마트 미터링 분야와, 분산ID를 신뢰하기 위하여 최초 신뢰자에 대한
표준기술, 그리고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 서비스를 위한 보안요구사항 및 분산원장에
대한 보안 위협들을 분석 및 대응을 위한 수단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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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Ver.2022 신규항목
구분
탈중앙
네트워크

플랫폼 및
연동기술

응용기술

Ver.2020

Ver.2021

Ver.2022

DLT 참조구조 표준

DLT 참조구조 표준

-

-

블록체인과 DLT의 텍사노미와
온톨로지 표준*

-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

-

블록체인 및 DLT 시스템에서
발견(Discovery) 상호운용성
표준

-

-

-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저작권 정보의 블록체인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

저작권 정보의 블록체인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

-

블록체인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
이슈 및 고려사항 표준

-

-

-

-

정보보호
(보안)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블록체인과 DLT 표준
-

에너지 관련
블록체인 표준*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
요구사항 표준

-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표준
표준

-

블록체인 기반의 자가 주권
ID관리 표준

(차세대보안 분과로 이관)

-

블록체인 플랫폼 성능측정
기준 표준

블록체인 플랫폼 성능측정
기준 표준

-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
표준

-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요구사항 표준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요구사항 표준

-

-

-

DLT 기반 신원관리를 위한 신뢰
앵커 개요 표준*

-

-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표준*

-

-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정형검증 방법 표준*

스마트컨트랙트의
정형검증 표준

-

-

분산원장 기술
보안 통제 표준*

-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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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간 연계도

-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보안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대학 내 선거, 설문 조사, 의사 결정
등과 관련된 투표 및 개표 결과에 대한 위·변조가 어렵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노드로 참여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온라인투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서비스 가용성, 비인가된 접근, 악의적인 행동 측면의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온라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명의
도용에 의한 부정 투표, 이중 투표 등의 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세대보안 분과의
‘비대면 신원 확인 기술 표준’과 연관성이 있다. 또한 한국 등 주요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권고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당사자의 익명성으로 인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세대보안
분과의 ‘비대면 신원 확인 기술 표준’과 연관성이 있다.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공장 서비스) 공정 데이터 관리, 공정 추적 및 결함 관리 등의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비가역성을 이용해서 스마트공장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사고 예방 및 대응, 공정 오류/변조 탐지 등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공장 공정 시스템 표준 개발이 요구되며, 스마트 공장 분야에서
‘무결정 공정을 위한 블록체인 표준’이 본 분과와 연관성이 있다.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 오픈소스 기반의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플랫폼(예: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더리움 등)을 활용한 이용자 인텔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분산원장기술 플랫폼에 대한 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기능 요구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안이 강화된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분과의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과 연관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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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의 첨단 ICT 기술들이
융합하여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들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상-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경제 활동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 있다. 특히 융합데이터, 음악, 영상 등 가상세계에만 존재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원본 여부, 소유자 확인 등이 주요한 기술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
플랫폼 간의 상호운용성 기술이 요구된다. 블록체인 기반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이 공유경제
및 상호운용성을 위한 주요한 해결방인이 될 수 있으며, 메타버스 분야의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표준‘과 연관성을 가진다.
-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 서비스) 사물인터넷은 신뢰 제공자가 없는 상황에서 Peer-to-Peer
형태로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구조를 갖는 정보보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환경을 갖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신원관리와 더 나아가 데이터의
신뢰성을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로 제공을 할수 있으며 상호연관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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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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블록체인 적용의 파급력이 높은 투표(선관위),
기부(민간), 사회복지(복지부), 우정사업(우정사업본부), 신재생에너지(산업부) 등 5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본격 도입[2021～]
- 질병관리청은 블록체인 기반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개시 [2021.4]
- 포항시·한국블록체인협회·포스텍·한동대학교는 ‘포항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1.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블록체인 적용사례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 공개 [2020.12]
- 부산시는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관리시스템 수질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개시 [2020.11]
- 과기정통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분산신원증명(D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을 추진 [2020.9]
- 과기정통부로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ICT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았으며, 통신 3사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반 운전면허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연동하는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시작 [2020.6]
- 과기정통부는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10개 선정 [2020.4]
-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으로 의결권을 행사 가능한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2020.4]
- 금융위원회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 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반영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을 통하여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 [2020.3]
- 과기정통부는 2020년 블록체인 사업 설명회 개최 [2020.1]
-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신원인증
(DID) 규제를 완화 [2019.6]
-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5대 전략산업분야(물류유통,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선정
및 시범사업의 확산에 대비하여 규제 개선방안을 연구를 위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2기’ 운영 [2019.5]
-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대상으로
부산시 블록체인특구 선정 [2019.4]
- 과기정통부는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12개 선정 [2019.4]
-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정책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블록체인의 미래’ 책자
발간 [2019.4]
- 과기정통부 및 중앙선관위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민간분야 투표 및 설문조사
등에 시범 적용 [2019.1]
-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 및 인재양성, 글로벌 협력 및 해외 진출방안 연구를 위한
3개의 정책연구과제 추진 [2019.1]
-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 사업의 확장을 통해 블록체인 주요
기술 R&D와 산업 적용 활성화, 인력양성, 평가기준 개발 등을 지속 추진 [2019.1]
-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반 공인전자서명의 정의 및 공인전자서명 인정 요건과 인정 범위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을 포함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1기’ 운영 [2018.12]
- 디지털 자산 소유자의 권리 보장 및 디지털 자산 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2018.11]
- 서울특별시는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블록체인 기반 행정 서비스 혁신)를 추진 [2018.9]
-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민간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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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과기정통부는 부동산 계약, 세관 신고, 전자투표 등 6개 분야의 블록체인 시범사업 계획
발표 [2018.4]
-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 [2018.3]
·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권 활용분야를 블록체인 기반의 본인확인 서비스, 전자투표 등의
분야로 지속 확대할 계획(2018년 하반기∼)
·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금융보안원, 코스콤)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사전 검증을 테스트를 지원
· 블록체인 활용시 상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개인정보 파기의무 등)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부처(행안부, 과기정통부)와 협의·검토
- 가상화폐 관련 기술혁신 촉진 및 투자자 보호, 가상화폐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2018.2]
- 암호통화 시장의 기술 혁신과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암호통화취급업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8.2]
-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실태조사 및 인력양성 연구개발 지원 체계 발표 [2018.1]
-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 [2018.1]
· 핀테크 활성화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확산
등을 위한 ‘핀테크 로드맵’ 마련 예정
-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업무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활용하기 위해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한 기술검증(PoC·Proof of Concept)을 완료 [2017.12]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블록체인 중장기 연구·개발(R&D) 추진 전략’ 발표 [2017.8]
- 국가기록원 기록정책포럼은 차세대 전자기록관리에 필요한 기술 발굴 및 응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전자기록 관리 필수 ICT 요소 중 블록체인을 1순위로 선정 [2017.6]
- 미래창조과학부는 블록체인 중장기 R&D 추진 전략안 마련하고 사물인터넷 분야, 핵심 원천
기술분야, 정보보호 분야 3분야에 각 10억원의 R&D 과제를 내고, 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응용
서비스를 발굴을 기획 [2017.1]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2016.6], 법시행[2016.12]
- 금융위원회「블록체인 협의회」출범 및「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운영계획 발표 [2016.11]

미국

- 미국, 뉴욕주, IBM의 블록체인 기반 코로나19 백신 여권 앱 '엑셀시오르 패스(Excelsior Pass)'의
뉴욕주 내 공식 사용 발표 [2021.03]
- 미국 에너지부(DOE), 블록체인 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상업화하기 위해 노력 중인 기관들에게
105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2019.8]
- 연방준비은행(FRB)은 IBM과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반영한 지급결제 시스템 출시 [2018.9]
- 재무부(USDT)는 기관의 물리자산 등 재원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및 기술도입 제언 발표 [2018]
- 애리조나 주는 ‘애리조나주 전자거래법(Arizona Electronic Transactions Act)’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서명, 계약 및 기타 거래기록에 법률적 효력이 있음을 규정 [2017.3]
- 국방부(DoD)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의 디지털 데이터
공급망에 블록체인 적용 [2017]
- 국방부(DoD)는 ‘2018 국방수법권(NDAA)’의 섹션 1646에서 사이버 공격과 방어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의 잠재성에 대한 브리핑 요청 [2017]
- 식품의약국(FDA)는 암 규제 과학 연구의 일환인 ‘INFORMED 이니셔티브’의 공개접속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 검토 [2017]
- 연방조달국(GSA)는 정부 IT 관련 조달시스템 ‘FASt Lane’에서 판매회사의 재정 상태 확인,
협상 절차에 블록체인 적용 개념증명 수행 [2017]
-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공중 건강 감시(public health surveillance)에서 의료 데이터
관리에 블록체인 적용 개념증명 수행 [2017]
- 일리노이 주는 주 정부의 의료 자격증 발급과 추적 업무 절차 간소, 환자 및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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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

-

일본

제공자 네트워크의 투명한 공개 및 일관된 기록 수립 등을 담은 ‘일리노이 블록체인
이니셔티브(Illinois blockchain initiative)’ 발족 [2016.11]
미국 우정청(USPS)는 ‘블록체인 기술 : USPS의 활용 가능성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우편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전망 [2016.5]
MIT Media Lab DCI(Digital Currency Initiative) 보고서에서 미국이 IMS(Identity Management
System)이 식별자로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PKI 및 인증 프레임워크 도입을 통한 더 나은 IMS 필요성을 역설
[2016.5]
브루클린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Brooklyn Microgrid Project): 기업이 50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실시간 전력, 생산, 거래 데이터를 저장해 자동으로 이웃 간
전력거래.[2016.4]
버몬트 주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기록이 ‘버몬트주 증거법(Vermont Rules of Evidence)’
상거래기록으로 인정된다는 법률 제정 [2016]
델라웨어 주는 정부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기록물 저장소(Delaware
public archives) 운영 및 델라웨어 블록체인 이니셔티브(Delaware blockchain initiative) 발족
[2016]

- 기존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해소하고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IoT 기술을 활용한 VPP 구축 실증사업을 추진 중[2021~]
- 일본이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공급강화를
담은 법률안을 개정[2020.6]
- 중의원(하원)에서 암호화폐를 ‘암호화 자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규제 법안(현행
금융상품거래법과 지불 및 결제 서비스법의 수정법안) 시행 [2020.4]
- 도호쿠전력은 분산형전원 원격 제어 기술 확보를 위해 독일의 VPP 대기업인 Next
Kraftwerke와 제휴하여 도호쿠전력 연구개발센터 ESS를 대상으로 Next Kraftwerke시스템을
활용한 VPP 실증사업을 실시[2019.6]
- 경제산업성은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 및 분산형전원 도입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전기사업법을 마련[2019]
- 일본 총무성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부 전자 신청 시스템 개편 발표하고 2018년부터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물품 조달 및 공공사업 입찰 등의 신청 절차에 적용 예정 [2017.6]
- 경제산업성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의 평가 기준’ 발표 [2017.3]
- 총무성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조달을 위한 전자 신청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시험 수행 [2017]
- 정부는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로 인정 [2016.5]
-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2016.4]

유럽

- 유럽은행 감독청은 보고서 발간을 통해 EU 회원국 간의 암호화폐 규제 차별에 따른 규제
차익으로 인한 불공정경쟁을 지적하고, 유럽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규제 개선 필요성
제시 [2019.1]
-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은 암호화폐, 토큰의 정의 및 분류 기준과 각 토큰 유형에 대응하는
규제를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 플로우 차트를 제공하는 보고서 공개 [2018.10]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과 유럽위원회는 법률, 지적 재산권, 위조 방지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블록커톤(Blockathon)’ 대회 개최 [2018.6]

중국

- 중국 국유 에너지 기업 스테이트그리드(State Grid)는 계열사들이 제안한 국제 표준 'P3218
블록체인 기반 탄소 거래 응용 표준(Standard for Using Blockchain for Carbon Trading
applications)'를 국제전기전자학회(IEEE)-표준협회(SA) 표준으로 등록(2021.5)
- 인민은행은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최초로 ‘디지털 화폐-전자결제’(DCEP) 시스템을
쑤저우·슝안·청두·선전 등 4개 지역에서 시험 운영 개시 [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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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중국 국무원은 식품 안전 강화에 대한 사업 개혁 추진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분야 적용 [2019.5]
- 중국 국가인터넷 정보판공실은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의 정의, 신고 절차,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등에 대한 규정 발표 [2019.1]
- 중국 인민은행 산하 연구소에서 ‘블록체인 레지스트리 오픈 플랫폼’을 출시 [2018.3]
- 중국 국무원은 13차 5개년 국가정보화규획에서 블록체인을 중점 육성 기술로 선정하였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산업육성 장려 [2016.12]
- 공신부는 ‘중국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백서’ 발표. 핵심기술 공략 및 시범
프로그램, 플랫폼 구축 등 포함 2016년 가상화폐에 대한 법 규제안을 입안해 정식 화폐로
인정 추진 [2016.10]
- 중국 정부는 경제활성화을 위한 워킹그룹을 발족해 표준화 및 산업발전 계획 준비 2016년
가상화폐에 대한 법 규제안을 입안해 정식 화폐로 인정 추진 [2016.8]
- 중국 사이버관리국(CAC)은 2015년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적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 발표하고
2016년 중국인민은행(PBoC)에서 자체 암호통화 발행을 고려 [2015]

대만

-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가 STO(Security Token Offering)
규제안을 실시 [2019.10]
- 아시아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술’을 미래국가 신성장 동력창출의 토대구축을 위한 청사진
발표 [2018.5]

독일

- 독일의 에너지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그룹인 DENA(Deutsche Energie-Agentur)는 에너지
생태계를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로 이동시킬 방안을 모색 중. DENA는 20개 이상의 블록체인
회사들과 협력하여 독일 정부 분산 에너지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2020.10]
- 블록체인 기반의 P2P 에너지 거래 시범 사업을 진행[2016.10]
- 독일의 세계적 ERP 회사 SAP는 블록체인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Blockchain as a service)
발표 [2016.6]
- 독일 연방 금융 감독 기관은 금융 감독에 블록체인이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발표 [2016.3]

영국

- 영국 런던 북동부에 위치한 대표적 서민 지역인 '해크니'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개인 간
거래(P2P) 에너지 직거래를 최초 도입[2018.6]
- 영국 정부는 블록체인 에너지 거래 시장에서 영국 기업의 기술과 거래 표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 상기 프로젝트도 영국 정부로부터 20만파운드(약
2억5000만원)를 지원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에 적용하는 최초의 블록체인 연구 프로젝트인 ARCHANGEL(기록천사)
완료 [2019.12]
- 정부는 규제 환경을 통해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관장하는 블록체인 사무국과 블록체인
샌드박스 개발 [2019.2]
- 식품기준청(FSA)은 가축 도축장에서 육류 유통을 추적하기 위해 블록체인의 시범 사용을
완료 [2018.7]
- 정부는 국가적 블록체인 활용 촉진을 위한 ‘Beyond Blockchain 전략’을 발표 [2016]
· 정부 문서의 위변조 방지, 사회 보장 부정 수급 방지 등 공공분야에 스마트 계약을
다양하게 시도 중
-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는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위한 시험 착수 [2016]

프랑스

- 전 세계 5대 전력공사인 EDF(프랑스 전력공사)는 전 세계의 고객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원장 기술(DLT)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분 증명 기반(POS) 분산형 퍼블릭
네트워크인 헤데라 네트워크 노드를 운영 예정[2021.3]
- EDF의 자회사인 ‘엑사이온(Exaion)’은 현재 프로젝트 가속화 및 보안 유지에 필요한
연산 기능과 네트워크 인프라를 공급하는 BaaS(Blockchain as a Service)를 운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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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캐나다

- 국립과학연구소(NRC)는 정부와 공공영역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개념증명의 일환으로 산업 연구 지원 프로그램(IRAP)의 정부 보조금 지원 정보를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추가 시범적용분야 지속 발굴 [2018.1]

스위스

- 금융감독청은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토큰의 유형 분류 기준 및 각
유형의 토큰을 증권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 제안 [2018.2]

스웨덴

- 부동산 등기청인 랑트마트리엇(Lantmteriet)은 행정비용 절감 및 거래 촉진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등록 시스템 도입 추진 [2016.6]

덴마크

- 코펜하겐 교외의 Hvidovre마을 지역부서 연례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내부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하여 내부 투표 진행 [2014.4]

핀란드

- 핀란드, 방사선원자력안전청(STUK)은 세계 최초의 핵물질 계량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프로토타입 'SLAFKA' 공개 [2020.03]

에스토니아

- e-government system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망을 구성하여 주민관리,
건강기록, 금융기록, 전자 선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나토 사이버 방어 사령부,
유럽 연합 IT 서비스 본부 등을 유치한다고 발표 [2016.3]

몰타

- 정부는 모든 자산 임대 계약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정책 발표 [2019.6]

우크라이나

-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선거 플랫폼(Blockchain-based election platform)을 이용한
청원 및 자문 투표 계획을 발표 [2016.2]

두바이

- 도로교통국은 차량 수명주기 추적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차량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발표
[2018.3]
- 국제공항에 출입국 심사 간편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여권 도입 계획 발표 [2017.6]
- 블록체인 기반 정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Dubai Blockchain 2020 Strategy)을 바탕으로
공공영역 적용 본격화 [2017]
- 세관의 물품 수출입 추적을 위한 무역거래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2017]

호주

- 국가 차원의 새로운 블록체인 정책 로드맵을 발표 및 시행. 새로운 정책의 목표는 호주
블록체인 산업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관련 주요 분야는 와인,
은행, 금용 산업으로 선정 [2020.2]
- 호주 정부는 서부 프리맨틀시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위해 800만호주달러(66억원)를
지원[2017.12]
- 블록체인을 국가 미래기반 기술로 선정. 정부차원에서 블록체인 전용 연구 센터를
설립하고 금융과 비금융 산업을 망라한 다양한 산업에 적용 시범 사업 진행 [2016]
- 중립 투표 블록(Neutral Voting Bloc, NVB)이라는 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투표 기록과 의사결정 내용을 독립적으로 검증 [2015]

베네수엘라 - 연방정부는 세계 최초의 정부주도의 암호화폐인 페트로(Petro) 발행 [2018.10]
온두라스

- 국가 토지대장 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2015.3]

- 말레이시아의 최대 은행 메이뱅크(Maybank)와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의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바콩(Bakong)’간의 자금 이체 서비스를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협력을 진행 [2019.10]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에서는 2018년 탈중앙화 세계의 자본 시장 아키텍쳐에
보고서를 발행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운영에 대한 조건부 라이선스 제공 [2019]
- 말레이시아 표준 기술 위원회 산하에 TC/G/15(블록체인과 전자 분산원장기술 연구반)
[2017]

기반
위한
대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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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베트남

- 베트남 교육훈련부(MOET)는 2021년 졸업장 발급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구현 계획 발표 [2021.11]
- 베트남의 호치민 시는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 개발에 대한 계획을 발표 [2019.11]
- 베트남 상업은행(TienPhong Commercial Joint Stock Bank)이 일본의 국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SBI 레밋 주식회사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제 통화의 송금사업을 개시[2019.11]

싱가포르

-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토큰 관련 모든 거래 및 투자 대상이 싱가포르 당국의 법적 규제를
받으며, 통화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포괄적 ICO 가이드라인 발표 [2019]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 간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Project Ubin’을 추진하였으며, ‘Project Ubin’의 2단계 실험을 완료 [2017.10]
- PSA(싱가포르항만청)은 IBM과 Pacific International Line(PiL)과의 MOU를 체결하고 중국
충칭에서 싱가포르까지 블록체인 기반 서플라이체인 운영 시험을 성공 [2017]

태국

- 태국 중앙은행은 9개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인타논을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을 블록체인 플렛폼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 [2018]
- 태국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거래 규제 샌드박스를 설립 [2017]

필리핀

-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가상통화거래 가이드라인(Circular 944, Guidelines for Virtual
Currency Exchanges)을 발표해 디지털화폐 형태의 가상통화 거래의 합법성을 인정[2017.1]

UN

- 난민을 위한 블록체인기반 ID 발행을 추진 중이며 2020년까지 아이디가 없는 11억명의
사람들에게 블록체인기반 아이디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바이오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을 증명할 수 있게 하고, 2030년까지 전세계의 인류에게 아이디를 발행할
계획 [2020∼2030]

FATF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에게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FATF Recommendation) 개정을 채택[2018.10]하고,
그 세부내용을 담은 주석서(Interpretive Note)를 발표 [2019.6]
-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과 대응 방향에 대한
총회 논의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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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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응용기술]
¡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사이버공간에서 비대면 거래의 경우에 거래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프로그램화한 계약체결이 필요하며, 자율적, 경제적, 효율적, 안정적인 전자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코어에 응용 프로그램으로 등재하며 향후 블록체인 기반의 응용의 초석이 되어
다양한 응용 사례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삼성SDS
·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 Nexleder Universal을 발표(2019.4)
- 블로코
·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상용화(2017.1)
¡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블록체인
기술은 기록 관리에 적용시 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 보장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제 3자 기관의
개입 없이 기록 생성, 유통 등에 대한 증거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 투명한 이력관리와 감사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현재 국내 산학연에서 다양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18년부터 본격화된 정부 주도의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향후에도 공공서비스와 행정관리 신뢰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공공 사업발주 및
기술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메디블록
·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실손보험청구를 위한 ‘메디패스(MediPass)’ 연동 완료 (2021.05)
- 쟁글·아르고
· 블록체인에 프로젝트 공시 기록 영구 저장 계획 발표 (2021.03)
- 포항공과대학교
· 블록체인 증명서 서비스 ‘브루프(broof)‘를 통해 학위기 발급 (2021.02)
- DGB대구은행
· 블록체인 DID 기반 모바일 사원증 발급 (2021.01)
- 메디블록
· 차세대 EHR 솔루션 '닥터팔레트' 및 블록체인 기반 간편보험청구 서비스 '메디패스'
출시 (2020.12)
- 블로코
· 블록체인 기반 기업 전자문서 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DTT 얼라이언스' 출범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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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평가협회-마크애니
· 블록체인 기반 자격증명 발급서비스 협약체결 (2020.10)
- 유비케어
·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건강기록(PHR) 플랫폼 서버 운영 방법 및 PHR 플랫폼 서버 운영
시스템'에 대한 국내 특허 획득 (2020.10)
- 신한은행
· 블록체인 ‘전자문서지갑’ 출시 (2020.09)
- NH농협은행
· 블록체인 기반의 자동 대출 자격정보검증시스템 구축 (2020.08)
- 카카오페이
· 각종 청구서와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는 전자문서 서비스 확대 (2020.07)
- 마크애니, 한국전자영수증
· 블록체인 기반 전자영수증 유통 기술 개발 완료(2020.1)
- 보라매병원
·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의료정보 관리 시스템 도입(2020.1)
- 지란지교시큐리티
· 블록체인 기반 이메일 아카이브 시스템 ‘제이볼트 체인(JVault CHAIN)'출시(2019.12)
- 디지털존
·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유통 플랫폼 ‘다큐체인(DocuChain)’ 개발 완료 (2019.12)
- 엑스블록시스템즈
·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인증 플랫폼 ‘엑스블록체인(X.blockchain)’ 메인넷 개발 완료 및 실용화
사업 수행(2019.7)
- 아이콘루프
· 블록체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브루프(broof)’ 출시(2019.5)
- 메디블록
· 블록체인 기반 개인 중심 모바일 의료전자문서 플랫폼 구축사업 수행(2019.7)
- KT
·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통합 플랫폼 'KT 페이퍼리스(Paperless)' 출시(2020.3)
- 블로코, 현대차 그룹
·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2019.7)
- 한밭대, 경남과학기술대
· 페이퍼리스 전자정부를 위한 공공기록물 정보관리에 관한 법적 검토 연구(2019.12)
- 명지대
· 기록관리시스템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방안 연구(2019.4)
- 한국외국어대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진본인증 모형 연구(2019.1)
- 국가기록원
· 블록체인 트랜잭션과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 기록관리 적용방안 연구 수행(2020.11)
· 시청각 기록의 진본성 보장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검증과 구현을 추진(2020.2)
· 종이 문서 등 비전자기록물의 진본성 보장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검증 추진(2020.2)
·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기록관리 자동화 방안 연구 추진(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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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 틸론
· 블록체인 기반 전자우편사서함 시스템 구축 완료(2019.12)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기록관리 모델 구축 방법 연구(2019.8)
- 농림수산식품부
·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실시(2018.12)
- 외교부
· 블록체인 기반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발급 체계 구축 완료(2018.12)
¡ (에너지 관련 블록체인 표준) 전기차 충전 및 결제, 에너지 공유, 탄소권 거래,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2021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DID접목, 데이터 분석/가공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일관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됨
- 남부발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사로 블록체인 DID 인증기술 기반의 ‘NEW REC 관리시스템’ 모바일
앱(App)을 개발해 배포
· ‘NEW REC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회원사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 발급정보를 연결 후
블록체인으로 저장, 발급이력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했으며 기술 도입과 함께 내방 또는
우편으로 제출받던 계좌등록, 계약변경 서류 접수 등의 과정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해
편의성을 높임(2021.4)
- KT
·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플랫폼인 ‘착한페이’를 통해 강원도 춘천시의 ‘소양에너지페이’를
총 3,612가구, 약 2억 원 규모로 제공(2021.01.26)
· 소양에너지페이는 국내 최초의 에너지 전자화폐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에너지 이용체계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지급형 지역화폐
- 한전
· 2017년 말 ‘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전력 거래 및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시작
·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 중 ▲전력공급 지불시스템
▲전기차 충전관리 ▲신재생 인증 관리 ▲P2P 전력거래 ▲인사·재무·감사·품질 등 사내
업무 관리 등 5개 분야
· 전력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 분야를 포괄하는 광역 에너지 네트워크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축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
- LG CNS
· 제주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전기차의 배터리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중
· 전기차 운행 데이터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재사용 기간까지 모니터링이 가능(2020.5~)
- 레디(REDi)
·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재생에너지 데이터 수집 플랫폼 업체로 태양광 발전소 데이터 수집,
태양광 산업 데이터 통합 및 채널 제작, 발전소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개발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데이터 가공 분야의 공급기업으로
선정(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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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보안)]
¡ (DLT 기반 신원관리를 위한 신뢰 앵커 개요 표준) 자가 신원 증명을 위한 사용자의 크리덴셜을
보증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Root of Trust에 대한 기술로 분산ID 개발과 더불어 핵심 기술로
사전 연구중
¡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표준)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 프로토타입 연구가 진행중이나 보안 측면의 타당성 검토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스마트 계약 자체를 위한 플랫폼, 서비스,
DLT 오라클 등의 기술 개발이 선행되며 이러한 스마트 계약 기반 기술 성숙에 이어 스마트
계약 보안 기술이 개발 중에 있음
- 충남대, ㈜파이랩
·IITP 과제로 수원대, 한국과학기술원 등과 함께 스마트 컨트랙트 프라이버시 보호 및 취약
점 분석 기술 개발, 자동 역공학이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검증 도구 개발 (2018~2020)
- 고려대, ㈜수호아이오
· IITP 과제로 주식회사 스패로우, 단국대, 한국과학기술원 등과 함께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발-배포-실행의 전주기적 취약점 및 신뢰성 오류 개선 기술 개발 중 (2021~2025)
- 서경대
·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블록체인 환경에서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위한 보안약점 분석과
실행 환경 개발 연구 수행 중 (2019~2022)
[관리기술]
¡ (스마트컨트랙트의 정형검증 표준) 스마트컨트랙트 정형명세 기법, 모델링 도구, 자동 검증기
등에 대한 기술을 개발 중
- 고려대
· 블록체인 연구소는 2019년부터 2년간 ㈜수호아이오, ㈜블로코와 함께 ‘스마트 컨트랙트
정형명세 블록체인 핵심 기술’ 과제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 정형명세 블록체인 원천기술’을
개발한 바 있으며, ㈜테조스코리아와의 업무협약으로 무결성 검증기를 제공
¡ (분산원장 기술 보안 통제 표준) 분산원장기술 관련 보안 위협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블록체인 관련 보안 연구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보안을 강화 시스템 또는 보안을
강화한 블록체인을 개발하는데 치우쳐 있음. 일반적인 블록체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통제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부산대
· IITP 과제로 한성대와 함께 IoT 융합형 블록체인 플랫폼 보안 원천 기술 연구 중 (2018~2025)
- 경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로 사물인터넷 환경을 위한 블록체인 보안 기술 연구
(2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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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 교육부 개인기초연구로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보안 아키텍처 및 응용 연구를 수행
(2018~2021)
- 스마트엠투엠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보안성 및 상태복원력이 강화된 블록체인 핵심 기술 및 플랫폼
개발 (2018~2019)
¡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국내의 경우 블록체인 구현의 가장 큰 문제가 참여자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기술 개발은 진행되고 있지 않음

초연결 신산업 육성 _ 블록체인 263

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응용기술]
¡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닉자보(Nick Szabo)의 주장을 비로서 이더리움에서 실현하여
사이버공간에서 비대면 거래의 경우에 거래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프로그램개발 이더리움을
시초로 IBM, 리눅스 재단등 다각적인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경쟁적 기술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EEA
· 마이크로소프트, JP모던 체이스, 산탄데르 은행, 액센츄어, ING, Intel 및 시스코와 같은 450개
이상의 기업 회원사를 두고 있는 불록체인 컨소시엄 EEA가 스마트 콘트랙트 플랫폼 및 계약
스크립트 개발
· 이더리움 기업 연합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EEA) 내 법률서비스 산업작업반 (Legal
Industry Working Group)은 글로벌 법률 회사, 로스쿨 그리고 법률 교육 기관 등과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계약 관련 법제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삼성SDS가 기업형 이더리움 연합체인 EEA에 회원사로 활동
- 미국, IBM
· 글로벌 컨테이너 업체인 머스크(Maersk)와 IBM은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무역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작 법인회사의 설립 계획을 밝힘(2018년)
- 하이퍼레저
· 리눅스 재단의 오픈소스 과제인 하이퍼레저(Hyperledger)에서는 2017년 7월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프라이빗 분산 원장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하이퍼레저 패브릭(Fabric) 1.0’을
공개함
· 체인코드(Chaincode)가 스마트 계약 부분에 해당하며, IBM과 AIG7,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가장 복잡한 보험 증권 중 하나인 다국적 보험 증권에 패브릭을 적용
· 미국과 싱가포르, 케냐의 지역 보험 증권이 통합된 ‘마스터’ 보험 증권은 런던에서
작성되었으며 보험 증권 관련 데이터는 스마트 계약으로 구현되어 실시간으로 기록
추적이 가능
- 미국, CDC
· 2016년 미국의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 CDC)9는 스마트
계약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12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
- 호주, CSIRO
· 호주의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는 2017년 5월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에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발행하여
호주 정부가 2030년까지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필수 서비스로 지정하게 되면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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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기록
위변조 방지, 투명한 이력관리, 기록 추적의 용이성 등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검토하고, 이를 공공기록관리 및 기록보존 실무와 연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각국 국가
기록원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이와 동시에 민간에서도 의료기록, 유통기록, 공공기록의
생산 및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
-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과학안보연구센터
·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이용한 핵 군축 문제 해결 제안 연구 보고서 발표 (2020.11)
- 미국, 스타벅스
· 커피 원두 원산지와 유통 이력 추적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가동 (2020.08)
- 스웨덴, 크로마웨이
· 미주개발은행(IDB)의 자금 지원을 통해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분산원장기술 기반 토지 관리 서비스 제공(2020.5)
- 덴마크, 머스크
· 러시아 정부는 IBM과 해운업체 머스크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물류 플랫폼 ‘트레이드
렌즈’의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2019.6)
- 미국, IBM, Growth Tech
·블록체인 기반 출생 증명서 발급(2018.7)
- 미국, Google Deepmind health
·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개인 의료 데이터의 실시간 추적 계획 발표(2017.3)
- 미국, IBM Watson health
· 미국 FDA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의료 연구 및 기타 목적용으로 환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한 공동 연구 진행(2017.1)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BC)
· 블록체인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에 대한 연구(Records in chain)를 수행 중이며, 신뢰받는
기록시스템으로서의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 연구, 블록체인 기록관리 솔루션의 유형과
미래와 기록관리에 미칠 영향 등의 다양한 연구 활동 수행 중(2016~현재)
- 영국 국가기록원(TNA)
· 공공기록에 적용하는 최초의 블록체인 연구 프로젝트인 ARCHANGEL(기록천사) 수행. 7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2017.06부터 2019.12까지 30개월간 연구수행. TNA, Surrey대학, ODI 3개
기관과 UBC, 빅토리아대 등의 7개 공공 아카이브가 참여
- 미국 국가기록원(NARA)
· 2019년 2월 ‘Blockchain White Paper’를 발간 등 지속적인 기록관리의 문제점 식별과
블록체인 기술의 성숙도 모니터링 등 전자기록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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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관련 블록체인 표준) 블록체인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증명인증서(REC), 에너지
거래와 블록체인 DID를 결합, P2P 전력거래, 토큰화, 전기자동차 충전 등의 분야로 나귀며
관련 기업들은 Energy Web Foundation 등과 같은 컨소시엄에 참가해 회원사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개별 기업단위로 친환경 프로젝트 차원에서 진행
- 중국, 국유 에너지 기업 스테이트그리드(State Grid) 계열사
· 국제 표준 'P3218 블록체인 기반 탄소 거래 응용 표준(Standard

for Using Blockchain

for Carbon Trading applications)'이 국제전기전자학회(IEEE)-표준협회(SA) 표준으로
등록(2021.5)
· 세계 최초의 탄소 거래 영역 블록체인 국제 표준으로 블록체인을 탄소 거래 영역 적용하기
위한 기술 프레임 워크와 응용 프로세스, 기술 요구와 규정, 생명주기 관리 방안을 제시
- 독일, 폭스바겐
· Energy Web과 파트너십을 맺어 블록체인 기반의 전기 차량 충전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 Energy Web의 Decentralised Operating System (EW-DOS)과 기존의 전기차량 충전
표준을 결합해 전기자동차가 에너지 시장에 원활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 미국, GE
· 프랑스 송전망 운영사인 에네디스와 손잡고 프랑스 남부 도시 카로에 블록체인 기반의
에너지 거래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2016)
- 미국, 세일즈포스
· 친환경 에너지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 리션(Lition)과 통합해 고객 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
분산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2020.4)
- 북미 에너지 표준 위원회, NAESB
· NAESB는 2018년부터 블록체인 표준을 연구해 왔으며 이사회는 천연가스 업계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천연 가스의 판매와 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 초기 표준 승인(2020.7)
- 오스트리아, RIDDLE&CODE Energy Solutions
·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공급업체 비엔 에레르기(Wien Energie)와 손잡고 일반 소비자들이
태양열로 생산된 에너지에 토큰화 방식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토큰화 플랫폼 마이파워(MyPower)를 출시(2021.6)
- 미국 국가기록원, NARA
· 2019년 2월 ‘Blockchain White Paper’를 발간 등 지속적인 기록관리의 문제점 식별과
블록체인 기술의 성숙도 모니터링 등 전자기록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진행
- 영국, GigaSpaces Technologies
· 코드변경 없이 Private PaaS와 Public PaaS 간에 애플리케이션을 이식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통합관리 솔루션(Cloudify) 출시
· OASIS의 TOSCA 표준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모델링할 수 있는 디자이너 제공
· 애플리케이션의 세부모듈 단위로 이관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 기능 제공
· Chef, Puppet, Ansible 등과 연계하여 애플리케이션 설정 자동화 기능 제공

26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정보보호(보안)]
¡ (DLT 기반 신원관리를 위한 신뢰 앵커 개요 표준) 자가 신원 증명을 위한 사용자의 크리덴셜을
보증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Root of Trust에 대한 기술로 핵심 요소 기술로 소셜네트워크,
e-Commerce, 온라인 자문등의 서비스에 상용중인 Reputation system을 블록체인 기반 적용을
연구중
¡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표준)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 프로토타입 연구가 진행중이며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보안 서비스가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음
- 미국, 오라클
· 블록체인 내 데이터 보안을 위한 DB 암호화 보안 관리 서비스 제공
¡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DAO 해킹 사건 이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OWASP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표하고 있음.
이더리움, EOS 등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 계약에 관한 취약점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주로 연구되고 있음.
- ConsenSys Diligence
· Ethereum Smart Contract Security Best Practices 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안전한 개발
방법, 알려진 공격,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법 등을 공유. 토큰에
특유한 항목 포함, 깃허브에 보안 툴 제공 및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 운영 중
- 이더리움
·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찾아 내고 이용하는 Mythril, MythX, Slither,
Manticore, Security, SmartCheck 등의 보안 도구들이 개발 되고 있음
- nccgroup
· 보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nccgroup에서는 2018년 분산 앱에 대한 Top 10 취약점을
(Decentralized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DASP Top 10) 발표
- Securing
· 보안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Securing사에서는 OWASP 응용 보안 검증 표준(Application
Security Verification Standard, ASVS)에 따른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검증 표준(Smart
Contracts Security Verification Standard, SCSVS)을 발표
[관리기술]
¡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형검증 표준) 분산 시스템 특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언어를
활용하여 정적 및 동적 스마트 컨트랙트 정형 검증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로 진행 중
- 미국, runtime verification Inc.
· 미국의 대학교 실험실에서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이며, 정형검증 기술 및 스마트 계약 정형검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PlatON 네트워크 상의 합의 알고리즘 검증을 진행하고 있음(’20.10)
- K Framework
·재사용 가능한 시맨틱 기반의 정형 검증 및 분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음.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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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형식 시스템 및 정형 분석 도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알고랜드 블록체인 플랫폼의 스마트 계약의 확장 구조를 개발하고 있음(’20.7)
- CertiK Chain
·스마트 계약 감수(audit)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CertiK는 정형검증 활용하여 스마트 계약의
보안성 향상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프랑스, VeriDis
·프랑스 INRIA 연구소는 분산 및 병행 시스템 환경에서 정형검증 시스템을 개발함. 이
기술은 스마트 컨트랙트 정형 검증 기술로 적용 중
- verisol
·이더리움 솔리디티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을 위한 정형검증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며, 정형검증을
위한 boogie라는 중간 형태의 언어로 변환하여 성능 향상을 도모함
¡ (분산원장 기술 보안 통제 표준) 블록체인을 포함하는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보안 위협은 많이
연구되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보안 통제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추세임.
- 미국, IBM
· 블록체인 보안을 분산원장기술 유형(공개, 사설, 허가, 비허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 위협 및 기업을 위한 보안 통제를 식별 및 인증 관리, 키관리, 데이터 프라이버시,
안전한 통신, 스마트 계약 보안, 트랜잭션 배서로 나누어 베스트 프랙티스 연구
- Primechain Technologies
· PT-BSC(Primechain blockchain security control)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11종의 블록체인
보안 통제 및 물리적 및 환경적 보안 등을 깃허브에 기록
- World economic forum
· 블록체인 보안 위험을 분석하고 5단계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접근방법, 위험관리 템플릿과
안전한 개발 프로세스를 제시, 공급망을 위한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백서 발표
¡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Amazon, IBM 등에서 블록체인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
영업에 활용
- 미국, Amazon
· Managed Blockchain을 이용한 Hyperledger Fabric 블록체인 네트워크 생성을 위한 8단계
방법론 발표
- 미국, IBM
· 4단계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 발표
- 미국, ACT-IAC
· 미 연방정부 기술 조언을 위한 기술산업 자문위원회인 ACT-IAC에서는 연방정부의 블록체인
구현을 위한 5단계 방법론 개발 중
- World economic forum
· 공급망을 위한 블록체인 개발 툴킷 백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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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본 전략맵 ‘1.3 중점 표준화 항목’에 있는 표준화 항목을 특허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표준화 항목의 표준화 내용을 분석을 위한 기술범위로 정함
- (분석 범위) 본 분석에서는 Keywert 특허분석 DB를 활용하여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국제특허 총 6개국에 공개/등록된 특허데이터를 대상으로 추출하였으며, 분석구간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원된 유효특허 2,316건을 분석대상 범위로 함
< 블록체인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DB

분석구간

검색범위

2006.01.01. ~

특허 공개 및 등록

2020.03.31.

전체문서

한국
미국
일본
Keywert DB
중국
유럽
국제특허(WO)

- 특허분석은 특허존속기간을 고려하여 분석시점 기준으로 20년 이전 구간을 분석대상 구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블록체인은 2008년 제안 및 공개된 기술로서 특허 미공개기간 18개월을
고려하여 분석대상 구간을 정함
- 특허절차상 출원 후 공개가 되기까지 통상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한다면 2018년도
말부터는 미공개 특허가 일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함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대상 중점 표준화 항목의 표준화 내용을 기반으로 키워드를 추출하고,
담당 표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검색식을 구성하였으며, ‘블록체인’ 공통 키워드와 각 표준화
항목의 키워드를 함께 조합하여 분석을 진행
< 블록체인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블록체인
(공통)

핵심키워드

검색식

[영문] blockchain, distributed

(blockchain* or “block-chain” or

ledger, hash chain, hyperledger,

(block* n/1 chain*) or "public private

ethereum, deceteralized ledger,

blockchain" or ((distribut* or

immutable ledger,

decentrali* or de-centerali*) n/1

cryptographically verifiable,

(ledger* or exchang*)) or “distributed

append-only, Peer-to-Peer,

digital ledger” or “distributed

smart contract, intelligent contract

append-only ledger” or

[국문] 블록체인, 분산원장,

"decentralized append-only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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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검색식

이더리움, 하이퍼라저,

or “decentralised append-only ledger”

해시체인, 피투피,

or ((share* or hyper* or hybrid*) n/1

스마트컨트랙, 스마트 컨트랙트

ledger*) or hyperledger* or
“hyper-ledger” or “hybrid-ledger” or
ethereum* or ((smart* or intelligent* or
programmable*) n/1 contract*) or
((immutable or "cryptographically
verifiable" or "distributed
peer-to-peer" or “P2P” or
"decentralized electronic") n/1
(record* or ledger* or log* or data*))
or 블록체인* or (블록* n/1 체인*) or
"블록-체인" or 분산원장* or
분산형원장* or 분산장부* or
분산형장부* or (분산* n/1 (원장* or
장부*)) or 이더리움* or (이더* n/1
리움*) or 피투피* or 스마트컨트랙*
or 스마트콘트랙* or 스마트
컨트랙트* or (스마트* n/1 (컨트랙*
or 콘트랙* or 계약*)))

01. DLT 참조구조 표준※

[영문] reference, function,

((reference* or function* or structural*

structure, architecture,

or 기능별* or 기능기반* or 구조별*

framework,

or 구조기반* or 참조*) n/3

[국문] 참조구조, 기능별

(architecture* or framework* or value*

참조구조, 구조별 참조구조,

or data* or 값* or 데이터* or 구조*

프레임워크

or 프레임워크*))

[영문] Taxonom, ontology,
02.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의
텍사노미와 온톨로지 표준

formal specification
[국문] 텍사노미, 분류체계,
방식체계, 분류학, 분류법,
온톨로지

(Taxonom* ontolog* (formal* n/1
specificat*) (term* n/1 relat*)
텍사노미* 분류체계* 방식체계*
((분류* 방식*) n/1 체계*) 분류학*
분류법* 온톨로지* 용어관계*
언어관계*)
(“BaaS” or “blockchain as a Service”

03.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

[영문] cloud, platform, PaaS,

or “blockchain-as-a-Service” or

Platform as a Service, BaaS,

"PaaS" or “Platform as a Service” or

Blockchain as a Service,

“Platform-as-a-Service” or

Distributed Ledger Platform

((blockchain* “Distributed Ledger”) n/1

[국문] 클라우드, 플랫폼,

(service* platform*)) or (cloud* n/1

블록체인 서비스, 분산원장

base* n/1 blockchain*) or cloud* or

서비스

클라우드* or ((블록체인* 분산원장*)
n/1 (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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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영문] legal, contract,
transaction, trade, business,

04.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commerce
[국문] 합법, 적법, 계약, 중개,
거래, 전자상거래, 금융

검색식
(legal* “legal binding” lawful*
lawfulness* contract* transact* trad*
business* commerce* 합법* 적법*
법적* 법령* 규범* 콘트랙* 콘트렉*
컨트랙* 컨트렉* 계약* 중개* 거래*
트랜잭션* 전자상거래* 금융*)
(copyright* or ((copy* digital* media*

05. 저작권 정보의 블록체인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

[영문] copyright, digital right,

multimedia* contents*) n/1 right*) or

multimedia right, digital media

“digital media ownership” or

ownership, contents

“multimedia ownership” or 저작* or

[국문] 저작권, 저작 소유권,

“저작 권리” or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디지털 소유권,

멀티미디어* 콘텐츠*) n/1 소유권*)

멀티미디어 소유권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n/1 (콘텐츠*
정보*)))
(“public confidence” “public trust”

[영문] public confidence, record,
document, information, data
06.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management, system of record,
personal history
[국문] 공신력, 기록물, 기록
관리, 데이터 관리, 공공기록,
기록 시스템, 전자문서, 증명서,
이력

(public* n/1 (confidence* trust*))
record* document* (electronic* n/1
document*) ((record* data* informat*)
n/1 manag*) “system of record”
certificat* (personal* n/1 history*)
공신력* 기록물* ((기록* 데이터*
데이터* 정보*) n/1 관리*) 기록관리*
데이터관리* 데이타관리* 정보관리*
공공기록* (기록* n/1 시스템*)
전자문서* 증명서*)

07.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

[영문] transaction, payment,

((transaction* or payment* or receivable*

receive, transmission, security,

or transmission* or 지불* or 결제* or

threat, risk

전송* or 송금*) n/3 (security* or threat*

[국문] 지불결제, 결제, 전송,

or risk* or danger* or 보안* or 위협*

보안, 위협

or 위험*))
(“online voting” or “online election” or

08.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표준

[영문] online voting, electronic

“electronic voting” or “electronic

voting, online election, electronic

election” or ((online* or "on-line" or

election

electro* or 전자* or 온라인*) n/2 (vot*

[국문] 전자투표, 온라인 투표,

or election* or 투표* or 선거*)) or

전자 선거, 온라인 선거

전자투표* or 전자선거* or
온라인투표* or 온라인선거*)

09. 블록체인 플랫폼 성능측정
기준 표준

[영문] performance, TPS,

((perform* or “TPS” or “transaction per

transaction per second,

second” or “transactional time” or

measurement, stability, incentive

criteria* or stability* or “incen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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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검색식

mechanism, precondition, test,

mechanism” or precondition* or

verification, evaluate, estimate,

benchmark* or 성능* or 기준* or 표준*

criteria, benchmark

or 벤치마크*) n/3 (measur* or test* or

[국문] 성능측정, TPS 측정,

evaluat* or estimat* or 측정* or

테스트, 표준, 기준, 벤치마크

테스트* or 검증*))
((“digital asset exchange” or “financial

10.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

[영문] digital asset exchange,

institute” or “디지털 자산 거래소” or

financial institution, security,

“디지털 자산 교환소” or “암호화폐

attack, hardware security,

거래소” or “암호화폐 교환소” or “디지털

software security

자산 매매”) n/3 (security* or attack* or

[국문] 디지털 자산 거래소,

“software security” or “hardware

교환소, 보안, 공격, 소프트웨어

security” or “security module” or 보안*

보안, 하드웨어 보안

or 공격* or “소프트웨어 보안” or
“하드웨어 보안”))
((“blockchain platform” or “blockchain

[영문] Blockchain Platform,

service” or “blockchain as a service” or

Blockchain service, Blockchain

“distributed ledger platform” or

as a Service, Distributed Ledger

“distributed ledger service” or

Platform, Distributed Ledger
11.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Service, security, reliability,
보안기능요구사항 표준
integrity, assessment

“distributed ledger as a service” or
“블록체인 플랫폼” or “블록체인
서비스” or “분산원장 플랫폼” or

[국문] 블록체인 플랫폼,

“분산원장 서비스”) n/3 (serurity* or

블록체인 서비스, 분산원장

integrity* or reliability* or assessment*

플랫폼, 분산원장 서비스, 보안,

or 보안* or 인테그리티* or 안정성* or
신뢰성* or 접근성*))

12.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정형검증 방법 표준

[영문] formal verification, formal

(formal* “formal verification” “formal

specification, format

specification” format* 정형화*

[국문] 정형화, 정형검증, 포맷,

정형검증* 포맷* 규칙* (포멀* n/1

규칙, 정합성

베리피케이션*) 정합성*)

※ 특허분석 항목의 번호는 본 전략맵 ‘1.3 중점 표준화 항목’ 중에서 중점항목으로 정해진 표준화 항목
순서로 임의 번호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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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블록체인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블록체인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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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대상 표준화 항목의 전체 특허출원 동향은 2010년대 초반부터
출원이 시작되어 2014년 이후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2018년을 기점으로 출원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블록체인 기술은 2000년대 말 공식적으로 공개된 이후 점차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면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 활용 특허들이 다수 출원되고, 글로벌 기업들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특허 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 출원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1,186건, 미국 605건, 국제특허 267건, 한국 147건, 유럽 75건,
일본 36건으로 총 2,316건의 관련 특허가 출원되었으며, 특히 중국의 특허출원 비율이
전체 5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과 미국의 경우 전체 특허출원 동향과 유사하게 증가 추이를 보이며 활발한 출원활동으로
본 기술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시장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특허출원을
통해 출원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한국과 유럽,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출원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까지 꾸준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출원건수의 성장폭이 점차 커지는 모습으로 연구개발
집중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임
- 특허절차상 출원 후 공개가 되기까지 통상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2018년도 말부터는 미공개 특허가 일부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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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블록체인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01: DLT 참조구조 표준

02: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의
텍사노미와 온톨로지
표준

03: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

04: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05: 저작권 정보의 블록체인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

06: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07: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

08: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표준

09: 블록체인 플랫폼 성능
측정 기준 표준

10: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

11: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요구사항 표준

12: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정형검증 방법 표준

특허분석
항목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2011

-

-

-

-

-

-

1

-

-

-

-

-

1

2012

-

-

-

-

-

-

-

-

-

-

-

-

0

2013

-

-

-

-

-

-

-

-

-

1

-

-

1

2014

-

-

-

-

1

-

1

-

-

1

-

-

3

2015

4

-

2

-

3

3

14

1

-

2

7

-

36

2016

12

-

22

1

10

36

76

3

4

14

51

1

230

2017

49

-

72

9

42

74

122

11

19

41

116

2

557

2018

70

-

147

8

115

159

216

37

51

101

143

7

1,054

2019

16

-

24

14

66

182

47

18

8

28

17

6

426

2020

-

-

-

-

1

7

-

-

-

-

-

-

8

합계

151

0

267

32

238

461

477

70

82

188

334

16

2,316

출원연도

- 표준화 항목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07.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 분야의 특허출원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며,
2016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짐
- ‘06.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의
경우 2019년도에 출원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미공개 특허를 고려한다면 최근 블록
체인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표준화 항목에서 ‘블록체인 보안 및 관리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주요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보험, 부동산, 계약 등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시도로 보여짐
- ‘04.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의 경우 대출서비스 플랫폼, 부동산 양자 거래 등 스마트
콘트랙트를 활용한 응용 특허가 대부분으로, 법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관련 특허로는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의 법률 자문 서비스 기술이나 참조문헌들을 접목시키는 특허들이 소수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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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블록체인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출원 현황 >
구간A

구간B

구간C

(2010년∼2012년)

(2013년∼2015년)

(2016년∼2018년)

01. DLT 참조구조 표준

-

4

131

02.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의 텍사노미와
온톨로지 표준

-

-

-

03.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

-

2

241

04.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

-

18

05. 저작권 정보의 블록체인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

-

4

167

06.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

3

269

07.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

1

15

414

08.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표준

-

1

51

09. 블록체인 플랫폼 성능측정 기준 표준

-

-

74

10.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

-

4

156

11.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요구사항 표준

-

7

310

12.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정형검증 방법 표준

-

-

10

1

40

1,841

특허분석 항목

합계

- 블록 체 인 기술 분 야 의 출 원 연 도 를 기 준 으 로 전 체 구 간 을 구 간 A(2010년 ~2012년 ),
구간B(2013년~2015년), 구간C(2016년~2018년) 총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간별
특허 출원동향을 분석
- ‘07.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과 ‘11. 분산
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요구사항 표준’ 항목은 구간B(2013년~2015년)에서 10건 내외의
특허가 출원되었으나 최근 구간C(2016년~2018년)에서 활발한 출원활동으로 출원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
- 구간C(2016년~2018년)에서는 대다수의 대상 표준화 항목 관련 특허 출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02.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의 텍사노미와 온톨로지 표준’의 경우 블록체인 및 DLT
개념/용어에 대한 온톨로지를 정의하는 표준으로 관련 유효특허를 파악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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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블록체인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01: DLT 참조구조 표준

02: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의
텍사노미와 온톨로지
표준

03: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

04: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05: 저작권 정보의 블록체인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

06: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07: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

08: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표준

09: 블록체인 플랫폼
성능측정 기준 표준

10: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

11: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요구사항 표준

12: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정형검증 방법 표준

특허분석
항목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한국특허(KR)

16

-

2

2

15

33

10

9

1

40

19

-

147

미국특허(US)

53

-

66

5

15

111

129

10

16

36

164

-

605

일본특허(JP)

12

-

1

-

2

7

5

5

-

2

0

2

36

유럽특허(EP)

3

-

4

1

5

12

16

3

-

4

27

-

75

중국특허(CN)

49

-

170

19

177

235

264

42

57

88

72

13

1,186

국제특허(WO)

18

-

24

5

24

63

53

1

8

18

52

1

267

합계

151

0

267

32

238

461

477

70

82

188

334

16

2,316

특허발행국

- 표준화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국제)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과 미국은 ‘07.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 관련 특허가 가장 많이 출원된 것으로 보이고, 한국과 국제특허의 경우 ‘06.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원율을 나타내고 있음
- 중국과 미국은 ‘블록체인 보안 및 관리 기술’ 분야와 더불어 최근 저작권 정보 관리 및 기록
관리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블록체인 응용기술’ 표준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블록체인 기술은 로그인이나 인증·증명 분야에서 대체 보안 기술로 주목받으며 ‘블록체인 보안
및 관리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과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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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블록체인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 >

01: DLT 참조구조 표준

02: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의
텍사노미와 온톨로지
표준

03: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

04: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05: 저작권 정보의 블록체인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

06: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07: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

08: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표준

09: 블록체인 플랫폼
성능측정 기준 표준

10: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

11: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요구사항 표준

12: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정형검증 방법 표준

특허분석
항목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코인플러그

10

-

-

-

1

3

-

2

-

1

-

-

17

미탭스플러스

-

-

-

-

-

-

-

-

-

11

-

-

11

비즈모델라인

-

-

-

-

-

10

-

-

-

-

-

-

10

김경준

2

-

-

-

-

-

-

-

1

-

1

-

4

클라우드퓨전

-

-

-

-

-

-

1

-

-

3

-

-

4

김보언

-

-

-

-

4

-

-

-

-

-

-

-

4

올아이티탑

-

-

-

-

-

-

1

-

-

2

-

-

3

더블체인

1

-

-

-

-

-

-

-

-

1

1

-

3

전재균

-

-

-

1

-

2

-

-

-

-

-

-

3

박동화

-

-

-

-

-

-

-

-

-

-

3

-

3

-

-

-

-

-

3

-

-

-

-

-

-

3

13

0

0

1

5

18

2

2

1

18

5

0

65

출원인

한국정보보호
경영연구소
합계

- 국내 상위 다출원인 현황을 살펴보면, 코인플러그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서 미탭스플러스 11건, 비즈모델라인 10건, 김경준 4건, 클라우드퓨전 4건,
김보언 4건 순으로 나타남
- 국내는 자국 국적의 출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해외 시장 선점보다 자국에서의
연구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특허출원 건수가 65건으로 낮은
출원율을 보여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코인플러그는 ‘01. DLT 참조구조 표준’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였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국제특허 출원을 통해 블록체인 분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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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탭스플러스는 모바일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술개발 업체로 ‘10.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 관련한 특허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입금 승인 장치에 대한 특허가 출원되었음
- 비즈모델라인은 ‘06.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관련 10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용자 의료정보 관리 방법
등의 특허를 포함하고 있음
¡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블록체인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 >

01: DLT 참조구조 표준

02: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의
텍사노미와 온톨로지
표준

03: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요구사항 표준

04: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05: 저작권 정보의 블록체인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

06: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07: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

08: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안
위협 표준

09: 블록체인 플랫폼
성능측정 기준 표준

10: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표준

11: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요구사항 표준

12: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정형검증 방법 표준

특허분석
항목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ALIBABA

-

-

11

-

40

28

4

-

3

3

6

-

95

TENCENT

-

-

2

-

8

26

4

-

1

-

1

-

42

IBM

1

-

-

-

2

9

10

-

-

4

12

1

39

nChain

2

-

-

-

-

-

11

-

-

-

15

-

28

Accenture

1

-

1

-

-

-

-

-

-

-

22

-

24

PING AN TECH

-

-

3

-

3

8

5

-

-

2

-

1

22

-

-

6

1

-

4

3

-

-

1

1

4

20

SIEMENS

-

-

3

-

-

8

3

-

-

2

2

-

18

HUAWEI

-

-

-

-

14

1

-

-

-

-

3

-

18

12

-

-

-

-

-

5

-

-

-

-

-

17

MICROSOFT

1

-

2

-

-

-

6

-

-

1

7

-

17

합계

17

0

28

1

67

84

51

0

4

13

69

6

340

출원인

HANGZHOU
QULIAN TECH

TYCO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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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상위 다출원인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ALIBABA가 95건의 특허출원으로 최다 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05. 저작권 정보의 블록체인 참조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과 ‘06.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분야에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됨
- 중국의 IT기업인 TENCENT도 ‘06.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관련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아, 최근 ‘블록체인 응용기술’ 분야의
중국기업 집중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
- 미국의 IBM과 영국의 nChain은 ‘07. 분산원장기반의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요구사항 표준’과 ‘11. 분산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요구사항 표준’ 분야의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블록체인 보안 및 관리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상위 TOP10 출원인의 특허출원 비율이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
개발이 상위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출원인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대상 표준화 항목들의 전체 특허출원 동향은 2015년도부터 활발한 특허출원
활동으로 성장폭이 점차 증가하면서 2018년에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되어 최근까지도 연구개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높은 출원율을 보이며, 특히 국제특허의 출원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아
향후 개별국 진입 및 시장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특허출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점 표준화 항목 중 ‘블록체인 보안 및 관리’ 분야의 특허 출원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최근 ‘응용기술’ 분야의 출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관리,
사용자인증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기록조회, 이력관리 등 블록체인 기반의 응용
애플리케이션 관련 관심도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주로 자국에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출원건 수 대비
낮은 출원율로 중점 표준화 항목에 대한 특허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결제·계약·데이터 공유·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로서 특허선점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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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4%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국제
ITU-T
(공적)

ISO

표준화 현황

SG13

(Future networks (& cloud)) 2017년 11월,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기능 및 요구사항,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 기능 요구사항 표준
개발 착수

SG16

(Multimedia) 블록체인 리딩그룹 Q22(DLT와 e-서비스)는 DLT 요구사항과
구조, 평가기준 등 5건의 권고안이 기 개발된 바 있으며, DLT 기반 디지털
증거 서비스, 전력 그리드, 전력거래, 금융, 인보이스, 스마트컨트랙트 정형검증
등의 14건의 권고안 개발 중

SG17

(Security) 2017년 9월, 신규 연구과제 Q14 DLT 보안 수립
X.1401 DLT 보안 위협, X.1402 DLT 보안 프레임워크, X.1403 DLT 기반
ID관리를 위한 보안 고려사항, X.1404 DLT 보안 보증, X.1405 DLT 기반
전자지불시스템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
X.1406
DLT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의 보안 위협 표준 발표, X.sc-dlt DLT 보안 통제 등 8개의
표준 항목 개발 중. 이 외 Q8 및 Q11에서 X.BaaSsec 및 X.509 Amendment
등 관련 표준 개발 중

SG20

(IoT and applications, smart cities) BoT 구조(Y.4464), 데이터 교환 및
공유(Y.4560), 데이터 관리(Y.4561), 블록체인 개요(Y.Suppl.62), KPI 데이터
관리(Y.4907) 등 5건의 권고안이 기 개발한 바 있으며, 현재 블록체인기반
자율네트워크(Y.BC-SON), 블록체인기반 해석시스템 (Y.IoT-rf-dlt), 사물인터넷
요구사항 (Y.IoT-BC-reqts-cap), 에지 컴퓨팅 (Y.IoT-DES-fr), 정보중심
네트워크 (Y.dec-IoT-arch), BoT peer 구조 (Y.IoT-BoT-peer), 블록체인용어
(Y.blockchain-terms) 등 7건의 권고안이 개발 중에 있음

TC307

(WG1-Foundations) 용어, 참조구조 2개의 국제표준(IS)과 텍사노미 및
온톨로지 기술사양서(TS)를 개발 중
(WG2-Security, privacy and identity)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 관리 관련
표준화 연구(study)
(WG3-Smart contracts and their applications) 스마트 계약 개요 및 계약
간 상호작용 기술보고서 제정, 법적 결속을 갖는 스마트 계약 기술보고서,
공급망 및 무역 촉진 연구 보고서 개발 중
(JWG4-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and IT
Security techniques) 신원관리 신뢰앵커, 신원관리 개요,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개요 등 기술보고서 개발
(WG5-Governance)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기술명세서 개발을 완료하고 공개
예정
(WG6-Use cases) 활용사례 기술보고서 개발 중, 비기능 요구사항 연구
개시
(SG7-Interoperability of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systems) 블록체인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기술명세서 투표 시행. 이 결과
에 따라 WG7으로 이행 예정
(JWG-Joint with TC46/SC11) TC46 SC11에서 제안된, 기록시스템 등에
DLT 적용시의 도전, 고려사항, 잠재적 이점에 대한 표준 공동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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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TC46
oneM2M
IEEE

표준화 현황
(SC11-Archives/records management) TC307과의 JWG (JWG 1)에서 기록시스템
등에 DLT 적용시의 도전, 고려사항, 잠재적 이점에 대한 표준 개발 중
2018년 IoT 블록체인에 대한 작업 항목 검토, IoT trust 에 대한 작업 항목 채택
및 개발 예정(TR40)

Blockchain P2140-1 암호화폐 교환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등 6개의 표준을 발표했으며
Initiative 50여개 이상의 표준을 개발 중에 있음

국제
(사실)
W3C

(Credential Community Group) Verifiable claim을 위한 활용사례, 데이터 모델
초안을 개발하여 VC WG에서 표준화 및 후속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DID
초안을 개발하여 DID WG에서 관련 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는
Vaccination certificate 연구를 진행 중
(Verifiable claims WG) self-sovereign identity 지원을 위한 활용사례
개발을 완료했으며 검증 가능한 주장 데이터 모델 표준 개발 중임.
웹페이먼트 작업반(Web Payment Working Group), 인터렛저 페이먼트
커뮤니티 그룹(Interledger Payments Community Group), 블록체인 커뮤니티
그룹(Blockchain Community Group) 등에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웹표준을 개발 중

PG502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블록체인 용어 정의 표준, DLT
활용사례 기술보고서,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을 위한 보안기능 요구사항,
분산원장기술 기반 가상자산 송금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 개발 중

PG1006

(블록체인기반기술) 블록체인 기술동향, 운용지침, 도입지침 등 5건의
기술보고서가 기개발된 바 있으며, 분산원장시스템 요구사항과 참조구조, O2O
서비스, 펌웨어갱신, 디바이스관리 등 9건의 표준 개발 중

TTA

2018년 2월 발족, DLT 용어 정의 표준, DLT 활용사례, DLT 플랫폼 참조 구조,
DLT 지불보안, 분산형 식별자, DLT 기반 ID관리 보안 고려사항, DLT 보안 위협,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국내
DLT 도입 지침, 블록체인 표준화 로드맵 표준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활용사례
개정 및 수입화물 운송 데이터 표준 개발 중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전자지갑 서비스 모델 보안요구사항, 오픈소스 기반의
분산 원장 플랫폼을 위한 보안기능 요구사항 등 개발 중

(블록체인그룹)
금융보안 단체 표준화를 위해 금융보안 표준화 협의회, 표준개발워킹그룹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 구성(2017.9)하여 운영 중
금융권 블록체인 플랫폼을 위한 공통 요구사항(은행, 증권, 보험, 카드)을
도출하고,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술 분야별 표준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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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응용기술]
¡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표준 개발이 아직은
태동기에 해당되며, 부동산 거래, 유통관리, 자산관리등의 영역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삼성SDS,
블로코, 마크애니등의 기업들이 온라인 투표 등, 스마트 합법 블록체인 표준 아이템 발굴 중에 있다.
-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
·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 모델 및 보안 위협 대응 표준을 개발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 PG502

TTAK.KO-12.0335,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 모델 및 보안 위협 대응

2018

¡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블록체인
기술의 기록관리 적용과 관련되어서 진행 중인 국내 표준화는 현재 없으며, ISO TC46
SC11에서 개발 중인 ISO/WD TR 24332의 TR 발행 이후, 국내 부합화를 거쳐 KS 표준화 추진 예정
¡ (에너지 관련 블록체인 표준) 현재 진행 중인 국내 표준화 없음
[정보보호(보안)]
¡ (DLT 기반 신원관리를 위한 신뢰 앵커 개요 표준) 자가 신원 증명을 위한 사용자의 크리덴셜을
보증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Root of Trust에 대한 기술로 분산ID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로
표준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중
¡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표준) 국내에서는 분산신원, 건장정보, 디지털 미디어
관련 등 응용분야의 보안 표준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일반적인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관련 표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국내에서는 아직 스마트 계약 보안
관련 표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관리기술]
¡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형검증 표준)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에서 관련 표준을
개발 중이며, ITU-T SG16에서 H.DLT-VERI 권고안을 병행하여 개발 중
-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
· 2019년 국내표준 개발을 제안함. 현재 H.DLT-VERI 국제표준 개발과 병행하여 개발 중이며,
2022년 개발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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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006

표준(안)명

완료연도

2019-1270, 스마트 계약 정형 검증을 위한 프레임워크

2022

¡ (분산원장 기술 보안 통제 표준) 분산원장기술 전자지불시스템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 등 보안
통제 표준의 사전 작업이 되는 표준들이 제정되고 있으나 보안 통제 표준 자체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음.
-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
· ‘분산원장기술 보안 프레임워크’, ‘분산원장기술 보안 위협’을 영문 준용 표준으로 제정,
분산원장기술 전자지불시스템 보안위협 및 요구사항 제정
-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 분산원장기술에 기초한 전자지불시스템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 표준 제정, 이를 기반으로
ITU-T X.1405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for digital payment system based on DLT
제정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502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IT-X.1401, 분산원장기술 보안 위협

2020

TTAE.IT-X.1402, 분산원장기술 보안 프레임워크

2020

TTAK.KO-12.0351, 분산원장기술 전자지불시스템 보안위협 및 요구사항

2019

분산원장기술 DLTSF-2018-P0004, 분산원장기술 전자지불시스템 보안위협 및 요구사항
표준포럼
DLTSF-200-P0012, 분산원장기술 보안 프레임워크

2018
2020

¡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에서 분산원장기술 도입지침 표준을 2019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을 통해 2020년 표준제정 완료
-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
· 분산원장기술 도입지침 제정
-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 분산원장기술 도입지침 제정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006

표준(안)명
2020-0613, 분산원장기술 도입지침

분산원장기술
DLTSF-2019-D007, 분산원장기술 도입지침
표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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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연도
2020
2020

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응용기술]
¡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ISO TC307 WG3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개요 기술보고서가
제정되었으며, 합법적 스마트 컨트랙트가 보안측면의 내용을 협력하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ITU-T SG17 에서는 분산원장 기반 온라인 투표 표준이 개발 완료
- ITU-T SG17
· Security threats to online voting system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X.1406)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산원장을 사용한 온라인 투표 모델의 예를 제안하고 모델을 근거로
온라인 투표 프로세스의 보안 위협 분석을 2021년 7월 표준 제정완료
- ISO TC307
· 2018년 3월부터 TR 23455 Overview of smart contract 개발을 시작하여, 2019년 9월 제정
· 2018년 3월부터 TS 23259 Legally binding smart contracts 개발 시작하여, WD 개발 중
- ETSI
· 2019년 11월 WI Permissioned Distributed Ledgers (PDL); Smart Contracts; System Architecture
and Functional Specification 채택
· 2020년 12월 제정을 위한 최종안 등록
· 2021년 2월 ETSI GR PDL 004 V1.1.1(2021-02) 제정완료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TU-T SG17

X.1406(X.stov), Security threats to online voting system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2021
진행중
(2022)

TS 23259, Legally binding smart contracts
ISO TC307

ETSI

TR 23455, Overview of smart contract

2019

ETSI GR PDL 004, Permissioned Distributed Ledgers (PDL); Smart
Contracts: System Architecture and Functional Specification

2021

¡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2019년
6월 TC307과의 JWG 설립 완료 이후, 현재 해당 JWG에서 TR로 개발 중
- ISO TC46 SC11
· 2019년 6월부터 TC307측의 참여로 인해 DLT의 기록관리 적용만이 아닌, DLT 시스템 내
기록관리 원칙 적용관련 부분이 추가되어 표준명 및 Scope이 일부 변경
· 2022년 중 TR 발행을 목표로 개발 중

초연결 신산업 육성 _ 블록체인 285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TC46
SC11 JWG1

ISO/WD TR 24332,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n relation to authoritative records, records systems, and records
management

진행중
(2022)

¡ (에너지 관련 블록체인 표준) IEEE는 블록체인 에너지 분야에서 DLT적용을 위한 개방·공통·
상호운용 참조 프레임워크 모델을 추진하며, Energy Web Foundation은 오픈소스기반의 Energy
Web Decentralized Operating System(
EW-DOS)는 시장 표준을 추구
- IEEE Energy Blockchain WG
· 전력 에너지 산업에서 블록체인 DLT 유스케이스,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및 신재생 관련
원천 서비스 등을 포함한 오일 및 에너지 관련 가치사슬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오픈 프로토콜 및 기술에 구애받지 않는 계층 프레임 워크를 구축하여 에너지 부문에서
블록체인 DLT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상호 운용성, 용어, 기능, 시스템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 레퍼런스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을 만듦
· 에너지 부문의 합의 알고리즘,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DLT 구현 유형 등을 평가하여

확장성, 성능, 보안 및 상호 운용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평가 및 제공
- Energy Web Foundation(EWF)
· EWF는 에너지 웹 플랫폼(‘Energy Web Platform’)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며, 비용과
복잡성을 낮추고 여러 곳에 산재한 블록체인 이니셔티브에 맞춰 구현하기 용이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술 배포를 용이하게 하는 시장 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그러기 위해 다음의 2가지 활동을 진행
① 에너지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유망한 사용 사례를 발굴/문서화/평가
② 해당 사용 사례를 대규모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신규 에너지 중심의
블록체인 플랫폼(‘Energy Web Platform)을 출시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IEEE
Blockchain
in Energy PE/SBLC - Smart Buildings, Loads and Customer Systems
P2418.5 WG
Standards
Energy Web
Foundation
(EWF)

Energy Web Decentralized Operating System(
EW-DOS)기반의 Energy Web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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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연도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정보보호(보안)]
¡ (DLT 기반 신원관리를 위한 신뢰 앵커 개요 표준) 자가 신원 증명을 위한 사용자의 크리덴셜을
보증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Root of Trust에 대한 기술문서로 향후 표준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중
- ISO TC307 JWG4
· 최초 신뢰를 구축하는 인프라로서 법적 신뢰 앵커, 데이터 신뢰 앵커, 암호화 신뢰 앵커, 사이버
보안 신뢰 앵커, 소셜 신뢰 앵커 등이 존재하며, eBay, 아마존, Etsy, Stack Exchange 등이
상용하고 있는 소셜 신뢰 앵커 영역에서, 사전 경험이 없는 대상을 신뢰 구축이 가능한
Reputation system에 대한 연구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SO TC307
JWG4

표준(안)명

완료연도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 Overview of
Trust Anchors for DLT-based Identity Management

2022

¡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표준)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를 위한 시스템
보안구조 및 보안 요구사항 등이 표준화되고 있음
- ITU-T SG17 Q14
·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이 한국 주도적으로 개발됨. 2020년
9월부터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참조구조를 중국 CERT 및 NOKIA, 한국
순천향대학교 등에서 참가하여 주도적으로 개발 중으로 2023년 완료 예정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7
Q14

표준(안)명

완료연도

X.das-mgt,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for data access and sharing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2021

X.sa-dsm, Security architecture of data sharing management based on th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진행중
(2023)

¡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ITU-T에서는 SG 17 Q14 DLT 보안
연구과제에서 스마트 계약을 포함하는 분산원장기술 보안 표준을 개발하고 있음. ISO TC 307
에서는 스마트 계약 관련 표준은 WG3 스마트 계약 작업반에서 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의 보안에
관해서는 현재는 JWG4로 통합된 WG2와 함께 연구 중에 있음
- ITU-T SG17
· 중국 CERT 및 Tensent와 한국 TCA서비스 주도로 스마트 계약 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을 개발 중
- ISO TC307
· WG3와 JWG4 (구 WG2)와 공동으로 스마트 계약의 보안 최적 실무 및 이슈 현황에 관한
기술보고서 개발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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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TU-T SG17

X.srscm-dlt, Security requirements for smart contract management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진행중
(2023)

ISO TC307

ISO/WD TR 23642 Overview of smart contract security good practice and
issues

진행중
(2022)

[관리기술]
¡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형검증 표준) ITU-T SG16 Q22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정형검증
프레임워크 권고안이 개발 중
- ITU-T SG16 Q22
· H.DLT-VERI 권고안 개발이 2019년 10월 회의에서 제안되어 개발 중이며, 2022년 완료됨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6
Q22

표준(안)명
H.DLT-VERI, Formal cerification framework for smart contract

완료연도
2022

¡ (분산원장 기술 보안 통제 표준) ITU-T SG17 Q14를 중심으로 분산원장기술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들이 다수 제정되었음.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한 X.sc-dlt, 분산원장기술 보안
통제 표준을 개발 중이며 ISO TC 307에서는 애드혹그룹 2(AHG 2)에서 분산원장기술 감사 지침을
연구 중
- ITU-T SG17
· 2019년 한국 TCA서비스 주도로 인도 등과 협력하여 분산원장기술 보안 통제 표준을 제안하여
개발 중
- ISO TC307
· 2019년부터 인도 주도로 AHG 2에서 분산원장기술 감사 지침의 표준화 필요성을 연구 중.
감사는 보안을 포함한 통제를 기반으로 통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임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7

표준(안)명
X.1401, Security threats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2019

X.1042, Security framework fo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2020

X.1405,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for digital payment systems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2021

X.sc-dlt, Security controls fo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SO TC307

완료연도

PWI Guidance for auditing DL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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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ISO TC307 WG5 및 IEEE BCGOV WG에서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이 개발 중
- ISO TC307
· WG 5 Governance에서 ISO TS 23635 Guidelines for Governance 개발 중
- IEEE P2145
· BCGOV WG(Blockchain Governance Working Group)에서 P2145 Blockchain governance
standards 표준이 개발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SO TC307
IEEE
BCGOV WG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23635, Guidelines for Governance

진행중
(2022)

P2145, Blockchain governance standards

진행중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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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 하이퍼레저(Hyperledger) 프로젝트
- 2015년 말부터 Linux 산하의 오픈소스 기반 블록체인 표준을 개발 중이며, IBM, 시스코, Ripple,
Digital Asset 등 IT기업과 R3CEV 컨소시엄 포함 200여개 사가 참여 중
- 모든 거래내역이 암호화를 통해 보호되고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에 공개되는 거래오픈소스
시스템을 구현하고, 병행하여 글로벌 공개 블록체인 표준을 개발함
- 2016년에 시작하여 분야 별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으며, 분산원장 플랫폼 관련 6개 프로젝트(Besu,
Burrow, Fabric, Indy, Iroha, Sawtooth), 분산원장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관련 4개 프로젝트(Aries,
Quilt, Transact, Ursa), 분산원장 관련 각종 툴을 지원하는 5개의 프로젝트(Avalon, Cactus, Caliper,
Cello, Explorer), 공급 사슬 도메인에 특화된 프로젝트(Grid)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 최근 분산
식별자(Decentralized IDentifier) 기술이 부각되면서 분산식별자 코어 모듈(Indy), 분산식별자
에이전트 모듈(Aries) 등의 프로젝트가 각광받고 있음
- 한국은 2016년부터 삼성SDS가 멤버 활동 중임. 삼성SDS는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Nexledger를
개발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성능을 향상 시킨 Nexledger Accelerator 솔루션을 발표함
- BAML,HSBC 및 싱가포르 인포컴 개발청이 하이퍼레저 Fabric을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무역금융 절차 간소화에 적용함
- 2020년에 보잉사는 하이퍼레져를 활용하여 온라인 항공기부품 판매를 시작하였고, 월마트는
하이퍼레져 플랫폼 개발에 참여를 시작함
¡ 코다(Corda) 프로젝트
- 미국 핀테크 기업 R3를 중심으로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40여개 금융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 공동 개발을 진행하였고, 초기 참여한 일부 금용 기업은
탈퇴함
- 코다 프로젝트는 금융거래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불필요한 데이터 공유를 막고 개별 금융회사
간에만 금융거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며 Microsoft와 파트너쉽
체결(‘16.4), 이더리움과 Microsoft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에저‘를 접목한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18) 등을 통해 코다 프로젝트가 적용되고 있음. 국내에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
농협은행 등의 금융사와 LG CNS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 중임. 현재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실효성 문제로 ‘18년에 탈퇴함.
- 2019년에 Corda 4를 릴리즈하여 새로운 데이터 모델(참조상태) 및 결정적 JVM 특징이 추가
되었고, 이를 통하여 안전한 스마트 계약 및 확장성을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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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레저 프로토콜(Interledger Protocol)
- 2015년 결제 네트워크 간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결재를 위한 ILP를 시작. 현재는 W3C그룹에서
기술적 논의가 진행 되고 있음. ILP를 활용하여 Ripple 프로젝트, 하이퍼레저의 Quilt 프로젝트
등이 구현 중임
- ILP는 전자지갑과 국가 지불 시스템에서 블록체인까지 모든 유형의 원장을 연결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이를 통해 전 세계에 거래되는 다양한 분산원장 기술들 간에 연결이 가능함.
2018년에 이에 대한 파일롯 테스트가 진행되었고, 100개가 넘는 은행들 간에 연결 구성됨
- ILP를 활용할 수 있는 STREAM 프로토콜, SPS 프로토콜, ILDCP, ILP over HTTP 등과 같은 기능
등을 스펙에 추가하고 확장 구현을 진행 중임
¡ 기업 이더리움 얼라이언스(EEA)
- Microsoft, 엑센츄어, BNY 멜론 등이 금융분야를 넘어 포괄적 기술범위까지 확대하여, 기업 내
개인적이고 유동적인 블록체인 기술표준을 개발을 목적으로 2017년 3월 결성됨
- 이더리움 블록체인 코드의 기업 환경에 최적화를 목적으로

관련 표준 및 기술의 개발을

개발하며,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 보안, 확장성을 강화시켜 기업 앱에 더 적합하도록 개발하고
있음
- 현재 EEA 구조 및 EEA 허가형 블록체인 스펙 V2, EEA 클라이언트 스펙 V6, EEA 오프 체인
신뢰 계산 사양 V1.1 등이 발표됨
- 2019년에 EEA를 활용하는 로밍 서비스 사용자 인증 및 데이터 보안 유즈케이스 문서를
발간하였음. 그리고 EEA 참여 기업들이 작성한 DApp을 출시 전에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넷을 2020년에 공개함
¡ 디지털 에셋 홀딩스(Digital Asset Holdings)
- Digital Asset의 Hyperledger 구현은 데이터 백본 개념을 다중 조직 수준으로 확장하기 위한
엔터프라이즈용 블록체인 서버를 구축하고 있음
- Bitcoin의 동일한 UTXO와, 스크립트 기반 트랜잭션 결정(decision)을 사용하여 금융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 확장을 진행하고 있음
- UTXO : 전자화폐에서 아직 소비되지 않고 내 지갑에 남아있는 화폐 출력 값
- 한 회사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광범위한 개발자 커뮤니티의 보안 수정 및 기능 추가 등 강력하고
검증 된 Linux의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2016년 12월 부터 모든 구현을
Linux의 협력하여 오픈소스로 진행 중에 있음
- 분산 원장기반 응용개발을 지원하는 DAML 1.2 SDK 를 2020년에 공개하였음. React 기반

프론트앤드와 연동이 가능한 DAML 프론트앤드 라이브러리 모듈 및 DAML 플랫폼과
연동하는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모듈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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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 프로젝트(Chain Project)
- 전세계 선도 금융기관인 Nasdaq, Citi, Visa, Fidelity, Capital One 등과 협업하도록 디자인된
높은 확장성을 갖는 금융 네트워크를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프로토콜로 2016년에
개발됨
- 인터넷 프로토콜 상에 동작하는 합의 알고리즘 개발 등을 목표로 하는 스텔라 프로젝트에
인수됨
¡ 디센트(D-CENT)
- D-CENT(분산형 시민, 
Engagement Technologies)는 차세대 오픈 소스, 분산 및 개인 정보
보호 도구로 지난 수년간 민주주의를 변화시킨 시민 중심의 유럽 전역의 프로젝트로
진행됨
- D-CENT 도구는 개방형 오픈소스로 블록체인 기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체계, 정보 공유, 정책 제안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을
지원함. 유럽연합으로부터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5년동안 총 250만 유로(한화
약 32억원)를 지원받아서 개발함
- 시민 중심 조직으로 구성되어 유럽 전역에서 민주주의 선도자 역할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음. 특히 2013년부터 스페인(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아이슬란드(레이캬비크), 핀란드(헬싱키)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D-CENT 도구’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오픈소스로 공개함
¡ 소브린 재단(Sovrin Foundation)
- 2016년에 비영리 재단으로 설립되어, 인터넷에서 디지털 ID 제공을 위한 유틸리티 개발이
목표임
- 소브린 네트워크를 분산환경으로 구성하고, 이 네트워크 상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개인 신상의
선택적 공개 및, 수집하는 기능이 수행됨
- 소브린 네트워크 및 자주적 신원 증명 환경 구성을 위해 하이퍼레저 인디 프로젝트가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 중임
¡ 팔로우 마이 보트(Follow My Vote)
- 2016년 시작한 프로젝트로 온라인 투표 서비스로 완전히 투명하고 단대단(end-to-end) 검증이
가능한 온라인 투표와 여론조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목표로 개발 중임
- 오픈소스 블록체인 프레임워크, 그래핀(Grapene)을 사용하여 'Stake-Weighed Voting' 알파버전이
2016년 하반기에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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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 암호화된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남김으로써 고유성을 보장받는 NFT 발행에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이더리움이며, 관련하여 ERC-721와 ERC-1155 토큰
프로토콜 표준이 있음
- ERC-721는 생성되는 각각의 토큰 별로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가치(Value)를 가지며, 서비스 플랫폼
내에서 서로 공유될 수 있음
- ERC-1155는 대체가능 토큰과 대체불가 토큰의 혼합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고유성이
없는 토큰(예, ERC-20)과 고유성이 있는 토큰(예, ERC-721)을 무한히 생성할 수 있음
-

블로코XYZ는 웹과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명함 서비스인 ‘CCCV’에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인 아르고(AERGO) 기반 NFT 기능을 탑재할 예정임(‘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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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S)

약 점 요 인(W)

-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의 안전성

시 및 신뢰성이 더욱 중요해짐
시 - 블록체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해외에 비해 미비
국내역량요인 장 -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기반 문서관리 장
시스템 구축 중

국외환경요인

- PKI 기반 디지털 ID 시스템에서
탈중앙 시스템으로 진화 중
- DLT 활용한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
기 기술 연구 진행
술 - 스마트 컨트랙트 상용화
술
- 예탁결제원이 2017년 12월 전자투표
시스템 POC 완료

표
준

선진국에 비해 핵심, 원천 기술의
부족. 장기적인 관점의 기술 개발
및 전략 취약
트랜잭션 및 응용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과 클라우드 기반 블록
체인 서비스 관련 기술 개발 없음
콘텐츠 블록체인 관련 기술개발
연구 진행 미비

- 국제표준 전문가의 선순환적 유입
표 - 블록체인 관련 기술적 경험 부족
및 프로젝트 리더 진출로 표준개발에
으로 중점적 분야 선정이 지연
준
유연적 대처(ITU-T, JTC1)

-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규모 및 【SO전략】
투자유치 규모 성장세 예상
-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비트코인 - (시장) 금융권(증권, 투자, 무역 등)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 을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
장 -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금융서비스 개발
- (기술) NFT (Non-fungible Token)의
투표 도입 긍정적
기
등장으로 경매시장 자금 유입으로
페이스북은
diem
발행을
발표
회
블록체인 자산가술 개발 공략
비대
면
신원인
증
수요
발생
요
- (표준) 풍부한 국제표준화 경험을
인
- Ripple : 기존 시스템의 10분의 1 통한 ISO TC307, ITU-T SG17 의장단
(O) 기 수준의 수수료 서비스 제공
진출 및 표준아이템 협력과 선점을
술 - IBM: Hyperledger Fabric 기반 해외 통한 활동 강화
송금 시스템 기술 검증

【WO전략】
- (시장) 국가차원의 전략적 기술(신원
관리, 공증/소유권, 전자투표, 수송,
유통, 보안, 스토리지)개발 계획 및
투자로 시장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 제고
- (기술) 기록관리 및 음원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관련 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블루오션 개발 가능성 존재
- (표준) 각 SDO들의 표준화가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협력을 통한 국제
표준화 역량강화

- ISO, ITU-T, W3C, IEEE 등의 국제

표
표준화 초기 단계
준 - 이더리움 진영 NFT 표준 발표

시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ST전략】
화폐에서 다수의 사고 사례 발생
장

【WT전략】

- (시장) 암화화폐 사고 사례를 커버할 - Hyperledger에서 IBM이 주도하고 수 있는 금융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
있으며, 국내 업체는 후발 주자로 정책지원
협 기
- (기술) 블록체인 기반 거래소 및 기록 따라 가는 중
요 술 - 성능 및 확장성이 대규모 작업을 관리 등 다양한 응용기술 개발 적극
참여
인
위한 수준에 미흡
(표준)
국내
현존
표준화
협회와
포럼에서
(T)
-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진행이 블록체인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보안
표
광범위하고 빠름에 따른 전문인력의 분야를 선택하여 표준화 집중

준

(시장) 사건 사고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블록체인
안전성 제고
(기술) 핵심원천기술 보유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술 조기 확보
(표준) 응용서비스 분야(유즈케이스,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기술교류를
통한 비즈니스 국제표준 협력개발

섭외 및 양성에 어려움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블록체인 원천기술의 국내 산업경쟁력이 선진국대비 격차가 존재하나,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유통 등
블록체인 응용 부분에 대한 표준화로 국제표준화 선도를 목표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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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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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TTA 개인정보보호/
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
블록체인
국내
기반기술 PG,
분산원장기술표
준포럼, 개인정보
보호표준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ITU-T SG17,
국제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리눅스 재단
(영국) IBM (호주) Labrys

기술
수준

ISO TC307
WG3, ETSI

삼성SDS,
블로코,
마크애니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리눅스 재단
(영국) IBM (호주) Labrys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비대면 사이버 환경에서 계약자간에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 계약 코드를 분산네트워크
기반에서 제공을 위하여 기술적 그리고 법적 부분을 표준화가 진행중이며, 호주의 Pip Tyan이 프로젝트
리더로(2017.05. NP승인) 주관하고 있으며, 분산원장환경에서 스마트 콘트랙트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하며,
다른 스마트 콘트랙트와 상호작용에 대한 표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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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비신뢰 사이버환경에서 계약자간에 계약의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 계약 코드를
분산네트워크 기반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적 그리고 법적 부분을 표준화가 진행 중
이며, 분산원장환경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하며,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작용에 대한 표준화를 2022년 제정 목표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TS 23259 표준은 ISO TC307
WG3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호주의 Pip Ryan이 프로젝트 리더를 맡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국제표준 협력대응 추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타국/외국기업과의 제휴) 본 표준에 IBM, Microsoft 등의 미국
IT사업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표준 개발에 적극 대응하여 공동 기고 및 상호 협력을
통하여 표준 개발 유도
<표준화 계획>
- 분산원장 네트워크 환경에서 계약자간에 거래를 자동화하여 처리는 서비스에 관한 표준을
개발을 목표로 하므로 블록체인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
(PG1006)에서 개발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ISO TC307 국제표준 제정과 병행하여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에서 관련 표준화 추진
- (국제표준 준용)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으로의 부합화를 위하여 국제표준이 개발된 후,
국가표준으로 부합화 추진
- (표준화 포럼 활동) 분산원장기술포럼 및 개인정보보호포럼에서는 학계 및 산업계와 공동으로
관련 연구, 동향 파악 등을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의 모니터링이 필요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분산원장 기반 스마트 합법 컨트랙트는 가치를 유통하는
근본적 기술로 평가되며, 기술개발과 표준 개발을 병해하여 기술 및 표준에서 국제수준으로
진입을 위한 협력전략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스마트 합법 컨트랙트 표준의
핵심 기술을 산업계를 중심으로 특허를 창출하여 표준 규격에 반영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스마트 합법 컨트랙트는 서구의 산업계에서 선제 제공되는
기술물로서 향후 블록체인 분산원장 산업에 핵심적인 응용플랫폼으로 기반을 잡을 것이
예상되므로 국내의 산업계의 분산원장 플랫폼 제조자와 협력하여 요구사항 도출 및
표준화 추진을 통하여 상용화 전략을 수립 수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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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

ISO TC46
SC11 JWG1

국내
한국전자문서
참여
산업협회,
업체/
한국산업기술대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술
(스웨덴) 크로마웨이, (미국) IBM/구글, (영국) Everledger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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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UBC, (독일) msg group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한국의 제안으로 프로젝트가 시작하여, 2019년 2월, 과제로 승인되었으며, 2019년 6월부터 ISO
TC46 SC11과 TC307 간 JWG에서 표준안 개발을 진행 중. 기록관리와 블록체인이라는 두 가지 분야를
접목시킨 최초의 국제표준화 프로젝트이며, 한국이 PL을 담당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아직 표준초안 개발
중이라는 점에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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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기록관리 및 블록체인 양 분야 표준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 반영 예정
- 2021년 중으로 WD 승인, 2022년 상반기 중 DTR 승인, 2022년 하반기까지 TR 발행을 목표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ISO TC307과의 공동개발을 위해
신설된 JWG(ISO TC46 SC11 JWG1)의 리더십 4인(컨비너 2인, PL 2인) 중, TC46 SC11
측 PL은 한국인이며, TC 307 측 PL은 캐나다의 기록관리-블록체인 전문가임. 또한 TC46
SC11 측 컨비너는 본 프로젝트 제안 당시부터 한국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독일
전문가로, 한국-캐나다-독일 간 협업을 통한 국제표준화 주도 추진

<표준화 계획>
- 현재는 국내 고유표준 계획은 없으며, 2022년 TR 24332 표준의 발행 후, 국내 부합화를
거쳐 KS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TR 24332의 신규 프로젝트 제안 당시부터 활동해 온 블록체인 기록
관리 표준화 포럼 내 전문가들과 TR 24332의 번역/검토 등 국내 부합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전략) DLT 기반 기록관리
표준의 세부 사항에 대한 출원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사항을 표준 규격에 반영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표준화-후기술개발) 지난 수년 간 블록체인 및 DLT의 전자기록/전자문서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PoC 등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중 많은 사례들에서 기록관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먼저 본 표준화를 통해 블록체인 및
DLC를 이용해서 공신력있는 기록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DLT 기반 기록관리 설계, 플랫폼 개발 등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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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협력공략 | 병행) 에너지 관련 블록체인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IEEE P2418.5,
Energy Web
Foundation
(EWF)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한국남부발전,
한전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미국) GE, IBM, LO3 energy, (영국)BP, (독일) 지멘스,
(스위스) ABB, (호주) 파워렛저(Power Leder),
(영국+네덜란드) Shell, (일본) ITOCHU, Unisys,
Sumitomo Electric, Marubeni, SB Energy

없음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영국+네덜란드) Shell, (미국) LO3 energy (독일) 지멘스,
표준
(호주) 파워렛저(Power Leder), (프랑스) Engie
수준
(벨기에) Elia, (노르웨이)Equinor

7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22 신규)
에너지 산업에 자동화, 디지털화, 탈중앙화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력 생성의 분산화, 새로운 영역의
재생에너지 기술(태양열·풍력 등), 에너지 저장 시스템, 미터 서비스 등에 대한 높아지는 니즈로
블록체인이 유틸리티에 꾸준히 도입되고 있다. 기존에 에너지 블록체인의 표준은 상호호환성 및
프레임워크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코로나19에 접어들면서 DID,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 여타
기술과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use case 발굴로 확장되었다. 2021년 5월에는 중국이 세계 최초의
탄소거래 영역 블록체인 국제 표준을 IEEE에 등록하는 등 국제 표준화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블록체인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결집하고 특화 영역에 잡중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격/협력공략으로 선정

30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아직 미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SO TC307 참조 아키텍처 프로젝트
리더 역할을 통해 한국 의견 적극 반영 및 타국 협력 활용
- Energy Web이 폭스바겐 자동차와 파트너십을 맺어 전기자동차에서 블록체인 기반 충전 등
을 추진하듯이 국내에도 이미 레퍼런스가 다수 있지만 집약이 안된 사례를 결집해 국제 표
준화 추진의 근간으로 삼음

<표준화 계획>
- 국제표준 제정 후 ISO TC307 전문위원회와 TTA 블록체인 기반기술 PG(PG1006)를 통해
부합화를 진행하여 국가 표준 개발을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을 통해 현재 에너지 관련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산업계(한전/KT/발전소 등)와 공동 협력을 통해 표준 정립이 필요한 영역,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해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아키텍처 수준이므로 특허 기술을
포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한국이 강점을 갖는 관리 기술 관련 구현에 필요한 특허
도출 목표로 연구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범용 플랫폼 개발에 활용되는 기술로서 표준화와 기술개발을
동시에 병행추진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국제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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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선행) DLT 기반 신원관리를 위한 신뢰 앵커 개요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단계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ISO TC307/
JWG4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TCA 서비스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아마존, 이베이, Etsy, Cygnacom, Vigil Security
기업

TTA 블록체인
기반기술 PG,
분산원장기술
표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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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A, IETF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분산ID가 순조롭게 상용화 되기 위해서는 최초의 신뢰 기관이 있어야 한다. 즉 패스포트와 같이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최초 검증과 보증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환경에서도 제시되는 정보의
검증과 보증을 하기 위해서 신뢰 앵커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구축하는 기술에 대한 사전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표준화를 계획하고 있어 차세대공략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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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307 JWG4에서 국내 분산 ID 표준 내용과 상호 운용하도록 분산원장 기반 신뢰
앵커 개요 표준에 대한 표준화를 2023년 제정 목표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SO TC307 TR 23644 분산원장 기반 신뢰
앵커 개요 프로젝트 코에디터 역할을 활용하여 한국 의견 적극 반영 및 타국 협력 활용

<표준화 계획>
- 국제표준 제정 후 ISO TC307 전문위원회와 TTA 블록체인 기반기술 PG(PG1006)를 통해
부합화를 진행하여 국가 표준 개발을 추진
<대응방안>
- (국제표준 부합화) 2023년 국가 표준개발 계획에 포함하여 산업표준으로 제정 추진
- (표준화 포럼 활동) DID 포럼 및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을 통해 학계 및 산업계와 공동
협력을 통해 관련 연구, 동향 파악 등 지속적인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기술보고서이므로
특허 기술을 포함하기 어려우며, 향후 기술 규격이나 국제표준 프로젝트가 신설될 경우에
한국의 여건과 부합하는 PKI 기반의 신뢰 앵커 기술 관련 특허 반영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자가 신원 관리에 활용되는 기술로서 표준화와 기술개발을 동시에
병행추진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국제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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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선행) 분산원장기반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없음

ITU-T SG17

국내
순천향대학교
참여 서울외국어대학교
업체/
대학원
기관 ㈜엔에스에이치씨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오라클

기술
수준

7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중국) 노키아 / CERT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한국 주도하의 분산원장기술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표준이 완료되어 국내 산업에서 참조할 수
있는 표준이 구비되었으며, 관련 국내 산업은 시작품 수준에 후행되고 있어 제품화 및 사업화에 표준
도입이 필요. 추가적으로 보안아키텍처 표준화를 통한 후속 작업이 진행되어 시장에 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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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TU-T SG17에서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요구사항 권고안을 2021년까지 개발
및 표준 승인 예정
- ITU-T SG17에서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관리 시스템 참조구조를 2023년까지 개발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한국 주도 하에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요구사항’ 신규 작업항목을 제안하며 에디터쉽 수립.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관리 시스템 참조구조’의 에디터쉽 수립. 기 확보된 라포처쉽 및 에디터십을
기반으로 국제 표준 제정까지 적극 추진

<표준화 계획>
- ITU-T SG17에서 완료된 표준을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를
통해 부합화 국가표준 진행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으로의 부합화를 위하여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에서 표준안개발 및 공동검토 추진
- (표준화 포럼 활동)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에서 개발된 표준을 기반으로 국제표준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하여 수정 및 국내표준에 적극 반영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현재 분산원장 기반의
데이터 접근관리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특허기술 미확보. 기 출시된
해외 특허를 피해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표준화-후기술개발) 표준개발을 진행 후, 이에서 도출한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블록체인 특유의 신규 보안 기술 개발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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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협력공략| 선행)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TTA 블록체인
기반기술 PG,
TTA 개인정보
보호/ID관리,
국내
블록체인보안
PG,
분산원장기술표준
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ITU-T SG17,
ISO TC307

국내
참여
업체/
기관

TCA 서비스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중국) 365, (스위스) 이더리움, (미국) 오픈제펠린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중국) 텐센트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22 신규)
스마트 계약의 안전성이 계속 우려되고 있음에 따라 스마트 계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의 필요성이 높음. 국제적으로 스마트 계약 감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 표준화가 시작됨에 따라 표준 확산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격/협력공략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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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ITU-T SG17 Q14에서 X.srscm-dlt 권고안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TU-T SG17 Q14 라포처로서 효과적인
표준화 추진 및 X.srscm-dlt 권고안의 에디터로서 개발 주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타국/외국기업과의 제휴) 본 표준의 공동 에디터인 중국 텐센트,
중국 CERT 등과 상호 협력하여 공동기고

<표준화 계획>
-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 및 개인정보보호/ID 관리, 블록체인 보안PG(PG 502)를
중심으로 스마트 계약 보안관리 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위원회 PG 활동) PG502 위원, PG1006 부의장 등의 활동을 기반으로 두 PG의 상
호 협력 하에 부합화 표준 개발
- (표준화 포럼 활동)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에서 스마트 계약 보안 기술 연구 및 국내외 표준화
분석 연구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현재 스마트 계약
보안 기술 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서 요구사항
표준의 개발 방향에 따라 특허 기술 개발 및 출원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 표준화- 후 기술개발 추진) ITU-T SG17에서 진행되고 있는 X.srscm-dlt 권고안 개발
방향에 따라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보안 기술 개발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내 산학연
연구자들이 함께 TTA PG 또는 포럼을 통해 협력 개발이 필요
- 표준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표준화된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 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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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형검증 표준

TTA 블록체인
기반기술 PG,
국내 분산원장기술표준
포럼,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Runtime Verification Inc, VeriSol, (프랑스)Inria,
(한국)테조스코리아, 고려대

기술
수준

ITU-T SG16

고려대,
ETRI,
테조스
코리아(주)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한국)ETRI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블록체인 플랫폼은 다양한 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의 활동도가 높음에 따라,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형검증 기술 개발과 표준화는 블록체인 활성화에 따른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현재 관련 기술 개발은 국내외에서 대등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병행하여 표준화도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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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16 Q22에서 H.DLT-VERI 권고안을 한국 주도로 개발하고, 승인 후 정적/동적
응용 개발을 추가로 추진함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TU-T SG16에서 H.DLT-VERI 권고안의
주 에디터 역할을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개발 추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ITU-T SG16에서 H.DLT-VERI
권고안 개발과 병행하여, 후속 표준을 주도적으로 제안할 예정
<표준화 계획>
-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정형검증 프레임워크
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 위원회 PG 활동)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에서 블록체인 요구사항 및 구조,
블록체인 정형검증, 디지털ID 관련 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
- (표준화 위원회 PG 활동) TTA 통신망응용 PG(PG224),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PG1002)에서
디지털ID,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융합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
- (표준화 포럼 활동)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사물인터넷융합포럼에서 블록체인 정형검증 관련
기술 연구 및 국내외 기술 및 표준화 분석 연구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 특허 설계 전략) 현재 표준화와 기술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나, 정형검증의 핵심기술은 오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으며, 동적인
정형검증 등의 분야에서 핵심기술 및 확장기술에 대한 특허를 발굴이 필요함. 또한
사물인터넷 응용분야에 특화된 융합표준 특허 개발을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ITU-T SG16에서 진행되고 있는 H.DLT-VERI 권고안 개발과
병행하여, 기술개발과 국내표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내 산 학 연 연구자들이 함께
TTA PG 또는 포럼을 통해 협력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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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선행) 분산원장 기술 보안 통제 표준
TTA 블록체인
기반기술 PG,
TTA 개인정보
보호/ID관리,
국내
블록체인보안
PG,
분산원장기술표준
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ITU-T SG17

국내
참여
업체/
기관

TCA 서비스,
한국외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술
(미국) IBM/오픈제펠린, (스위스) PWC, (인도) 딜로이트
기업
수준

표준화
단계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한국) TCA서비스, (인도) 딜로이트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분산원장시스템의 안전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이 분산원장기술 자체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응용에
대하여 다수 표준화 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한 보안 통제 표준화의 요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SG17에서
한국 주도로 제안 승인됨으로써 표준화를 선점하였으므로 차세대 공략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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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ITU-T SG17 Q14에서 X.sc-dlt 권고안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TU-T SG17 Q14 라포처로서
효과적인 표준화 추진 및 X.sc-dlt 권고안을 제안한 주 에디터로서 개발 주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타국/외국기업과의 제휴) 본 표준의 공동 에디터인 한국 외대, 인도
등과 상호 협력하여 공동기고

<표준화 계획>
-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 및 개인정보보호/ID 관리, 블록체인 보안PG(PG 502)를
중심으로 분산원장기술 보안통제 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위원회 PG 활동) PG 502 위원, PG 1006 부의장 등의 활동을 기반으로 두 PG의
상호 협력 하에 부합화 표준 개발
- (표준화 포럼 활동)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에서 분산원장기술 보안 기술 연구 및 국내외
표준화 분석 연구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현재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보안 기술 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합의 알고리즘, 거버넌스, 스마트 계약,
오라클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 기 출시된 해외 특허를 피해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 표준화- 후 기술개발 추진) ITU-T SG17에서 진행되고 있는 X.sc-dlt 권고안 개발 방향에
따라 보안 통제를 구현하는 솔루션 개발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내 산학연 연구자들이
함께 TTA PG 또는 포럼을 통해 협력 개발이 필요
- 기 출시된 해외 특허를 피해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

초연결 신산업 육성 _ 블록체인 311

(차세대공략 | 선행)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TTA 블록체인
기반기술 PG,
국내
분산원장기술표
준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ISO TC307,
IEEE
P2145

국내
TCA 서비스,
참여
한국정보시스템
업체/
감사통제협회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술
(미국) IBM, (스위스) EEA foundation, (중국) EOS DAO
기업
수준

표준화
단계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StrongBlock,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한국) TCA
기업
서비스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구현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운영기관의 기술 이해 부족 및
부적절한 구현 방법으로 인해 실제 활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음. 이러한 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원칙 및 방법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미국 등 각 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연구 개발 중. 향후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필요성 평가 및 구현 방법론 지침에 필수적인 표준이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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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SO TC307 WG5에서 2018년 10월부터 개발 중인 블록체인 거버넌스 지침에 의견 개진
- IEEE BCGOV에서는 2020년 3월부터 개시된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시리즈 개발에 참여
용어(Lexicon) subgroup에서 관련 용어 정의 추진, 또한 후속 표준 아이템으로 구현 지침
진행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적극 참여) ISO/IEC 27014 표준 제정 시 한국 에디터가
거버넌스 원칙 등 적극 기고 중이며 전문성 기반 국제 표준 공략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국제 표준화 기구 의장단 수임) IEEE BCGOV WG 수립 시부터
협력 개발 진행 중이며 향후 개발 방법론 부속 표준 개발 시 적극 참여 및 이를 활용한
국제 표준 공략 추진
<표준화 계획>
-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및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 (PG1006)에서 개발된 분산원장기술 도입
지침에 이어 구현 지침 개발 예정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 위원회 활동)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PG(PG1006)에서 단체 표준화 추진
- (국제표준에 국내 기술 반영) 국내 표준 개발 경험 및 구현 경험을 통해 국내 표준 선행
개발 및 이를 ISO 및 IEEE 등 국제 표준에 적극 반영
- (정부 및 산업체 홍보) 정부 및 산업체의 블록체인 서비스 구현 경험을 수집 및 반영하여
도입 및 구현 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실제 활용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제시하며 이를 기획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현재 블록체인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표준화도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서 표준의 개발 방향에 따라 효과적인 구현을 위한 기법 및 기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특허 출원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표준화-후기술개발) 블록체인 서비스 구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표준화 하고 이후
방법론 개발 및 적절한 지원 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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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 [블록체인 플랫폼] 다양한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며, 플랫폼 자체
표준화는 시기적절하지 않음. 성능개선, 상호연동 및 합의알고리즘 등의 핵심 기술별 표준화와
병행하여, 진행 중인 오픈소스 플랫폼 프로젝트들의 서브 모듈 개발 형태로 참여하는 방법이
적절함. 특히 분산식별자(DID), 인터레저 프로토콜 등의 표준기술 개발을 통한 블록체인 플랫폼
오픈소스
대응전략

간의 상호연동 및 융합서비스 응용 오픈소스 개발을 추진
- [블록체인 응용] 플랫폼, API 라이브러리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유즈케이스 발굴
및 적용이 필요함. 따라서, 사물인터넷(ITU-T SG20), 멀티미디어(ITU-T SG16), 보안(ITU-T
SG17) 등의 표준화 기구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등의
표준 개발이 요구됨.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 온라인투표, 대체 불가능 토큰(NFT)
등의 분야에서 표준화와 오픈소스 응용 개발을 동시에 추진

- 블록체인 관련 국내 오픈소스 활동은 일부 프로젝트에 한해 국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오픈소스 개발은 상용화에 목표를 두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표준화
연계전략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표준화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 다만 최근 오픈소스 연계 표준화 과제들을 통해 표준화와 오픈소스 개발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함. 표준화 진행과 병행하여 오픈소스 기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오픈소스 기구에 반영하는 형태로의 진행

31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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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to-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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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as a Service

BoT

Blockchain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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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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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urrency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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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Finan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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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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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Name System

EBaaS

Ethereum Blockchain as a Service

EEA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G DFC

Focus group on digital currency including digital fiat currency

FG DLT

Focus group on application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FG DPM

Focus group on Data Processing and Management to support IoT and
Smart Cities & Communities

FRB

Federal Reserv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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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Coin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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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ledger Dynamic Configuration Protocol

ILP

Interledger Protocol

IMS

Identity Management System

IoT

Internet of Things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Internatio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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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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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Working Group

LALP Chain

LOTTE Agile Ledger Platform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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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메타버스 콘텐츠 기술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확장현실(XR)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된 가상공간이, 물리적 지속성을 가지고 현실 세계와 융합한 형태의 응용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 기술.

¡ (MR/XR)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물리객체와 가상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가상객체의 조화로운
표현을 통하여 실감 콘텐츠를 구현하고, 실감을 확장시켜 새로운 세상까지 표현하는 기술
¡ (VR) 인간의 상상에 따른 공간과 사물을 컴퓨터에 가상으로 만들어, 시각, 청각, 촉각을 비롯한
인간 오감을 활용한 작용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오감미디어 콘텐츠) 소비자에게 시청각 형태로 제공되는 미디어의 실감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청각 외에 촉각, 후각, 미각 등 추가적인 감각 제공하여 소비자의 오감을 자극하는 형태의
콘텐츠 제공 기술
¡ (홀로그래픽 콘텐츠) 광학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빛의 진폭과 위상을 획득 또는 생성하고,
공간상에 빛의 분포를 재현하여 소비자에게 3차원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술
¡ (웹 기반 콘텐츠 플랫폼)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한 기술과 콘텐츠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터랙션 데이터와,
외부 디바이스 연동 및 탈중앙 생태계로의 전환을 위해 웹 기반으로 제공하는 기술
¡ (게임) 스마트 디바이스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을 기반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속 사용자 간의
경쟁 또는 협업을 통해 게임의 기본 목적인 재미를 추구할 수 있고, 교육, 학습, 훈련, 치료 등의
특별한 목적을 접목하여 부가적인 기능성을 제공하는 기술
¡ (현실가상융합콘텐츠) 현실세계의 미디어 콘텐츠 및 환경 센싱 정보를 가상세계에 전달하여 이를
가상세계 시각화 및 시뮬레이션/현실 세계 모델링에 활용하고, 이를 다시 가상 및 현실세계의
객체를 구동하기 위한 운용에 기반이 되는 기술. 또한 현실 세계 미디어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취득, 분석, 운용하여 이를 현실 및 가상세계에서 사용자의 간섭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기반 기술
¡ (메타버스 콘텐츠 부호화) 메타버스 콘텐츠의 부호화 표준은 ‘실감방송․미디어 분과’에서 다루고
있음(관련 항목은 ‘1.3. 중점 표준화 항목’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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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콘텐츠 기술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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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JTC1 SC29 구조조정에 따른 JTC1 SC29 WG11(MPEG)의 재편
- JTC1 SC29 WG11(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은 지난 40년동안 비디오, 오디오로
대표되는 멀티미디어 신호에 대한 압축부호화 및 시스템 기술을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비디오 부호화의 경우 ITU-T SG16과 공동작업팀(Joint Team)을 구성하여 AVC, HEVC, VVC
등을 표준화를 진행
- 2018년 하반기부터 WG11(MPEG)이 Working Group 레벨로는 규모가 너무 크고 참석자 수가
매회의 마다 300명 이상에 이르므로 새로운 SC로의 승격 또는 SC29내의 WG로의 재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
- 2020년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 제37회 SC29 회의를 통해 WG11을 폐지하고
SC29산하에 8개의 WG과 5개의 AG(Advisory Group)으로 재편됨
- WG11내의 Subgroup들(Requirements, Systems, Video, Audio, 3DGC 등)이 WG(Working
Group)와 AG(Advisory Group)로 승격
- 본 표준화전략맵 Ver.2022 보고서는 JTC1 SC29의 2020년 재편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됨
¡ JTC1 SC29 재편 내용
JTC1 SC29, Coding of audio, picture, multimedia and hypermedia information
개편전

개편후

비고

WG/AG

Title

WG/AG

WG1

Coding of Still Picture
(JPEG)

WG1

Coding of Digital Representation of
Image (JPEG)

WG2

MPEG Technical Requirement

WG3

MPEG Systems

WG4

MPEG Video Coding

WG5

MPEG Joint Video Coding Team(s)
with ITU-T SG16

WG6

MPEG Audio coding

WG7

MPEG 3D Graphics coding

WG8

MPEG Genone coding

WG11

Coding of Moving Pictures and Audio
(MPEG)

폐지

AG1

Advisory group on management

유지

AG2

MPEG Technical coordination

신설

AG3

MPEG Liaison and communication

AG4

JPEG and MPEG Collaboration

AG5

MPEG Visual quality assessment

WG11

AG1

Coding of Moving
Pictures and Audio
(MPEG)

Advisory group on
management

Title

유지

WG11내
subgroup이
WG로 승격

WG11 Liaison
subgroup이
AG로 승격
신설
WG11 Test
subgroup이
AG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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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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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는 5G 등과 같은 네트워크 기술과 연산 능력의 발전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응용분야로, 특히 엔터테인먼트와 정보의 제공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임. 해외 유수 기업들이 관련 산업
및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 역시 빠르게 진입, 확산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내
산업 보호 및 기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표준 기술의 확보 및 확산이 중요하므로
지속/확산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 내용
- MR/XR 분야 표준 기술 확보 추진
· IEEE 3079 산하에서 MTP 레이턴시 표준, XR 콘텐츠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기준
표준 등의 표준화 진행중
· ISO/IEC JTC1 SC35에서 멀티포인트 제스쳐 관련 표준화 진행 중

∼ 2022년

- VR 분야 표준 기술 확보 추진
· IEEE 3079 산하에서 MTP 레이턴시 표준 표준화 진행중
- 현실가상융합콘텐츠 분야
· JTC1 SC29에서 미디어 사물 관련 표준의 2nd 에디션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IEEE
2888 WG에서는 가상세계와 물리세계의 인터페이스로서 센서 인터페이스 규격의
표준화 진행 중
- MR 분야 지속적 표준 기술 확보로 표준 경쟁력 강화 추진
· IEEE 3079.2 혼합현실 프레임워크 표준화 진행 중
- 게임분야 표준 기술 확보 추진

∼ 2024년

· 기능성 게임을 위한 NUI 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표준 진행 중
- 현실가상융합콘텐츠 분야 지속적 표준 기술 확보로 표준 경쟁력 강화
· IEEE 2888 산하에서 현실가상 융합에 관한 표준으로 가상현실 기반 훈련 시스템의
평가 방법의 표준화와 가상세계와 물리세계의 인터페이스로서 구동기 인터페이스
규격의 표준화 진행 중

∼ 2026년

- 국제표준의 IPR 확보 및 주도 표준 범위 확산
- 신규 표준 항목의 지속적 발굴을 통한 표준 경쟁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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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JTC1 SC24/SC29/SC35, IEEE, W3C 등 다양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표준화를 선도하며, 에디터, 프로젝트 리더 등 의장단 확보를 통하여 리더십 강화
· 정부의 표준 관련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 선도와 국제표준개발을 주도
· 표준 관련 선도 기술과 표준을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강화 기회가 증대되며,
국제표준개발을 선도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 등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
· 5G MEC(모바일 엣지 컴퓨팅)환경에 적합한 인터랙션 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기술의 시장
수요 대응 표준화 전략 추진으로 글로벌 표준화 리더쉽 확보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표준 선도로 지명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협력강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이를 통한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출에 기여
· 표준 기술의 보급으로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
· 기술과 표준 개발에 취약한 중소기업 들이 국내의 선도 기술과 표준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중소기업 기반의 창조경제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국제표준의 선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메타버스 콘텐츠 기반 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하며, 이는 안전
관련 서비스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포함
· 사용자 중심적인 휴먼팩터 관련 기술의 개발로 사용자의 불쾌감을 최소화하는 서비스의 제공
가능
·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기술과 표준의 발전을 통해 가정, 학교, 사회에서 필요한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며, 교육, 의료, 환경, 공공, 국방 등 기능적 콘텐츠의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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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메타버스 콘텐츠 기술은 가상현실/증강현실/혼합현실 등 확장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들을
현실세계와 융합하여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총칭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MR/XR(혼합현실/확장현실), VR(가상현실), 오감미디어콘텐츠, 홀로그래픽콘텐츠,
웹기반콘텐츠플랫폼, 게임, 현실가상융합콘텐츠로 중분류를 설정
<메타버스 콘텐츠 Ver.2022 표준화 항목>
표준화 내용

Target
SDOs

XR 콘텐츠를 구동하면서 경험하는 사용자와 객체 간
상호작용의 예측 및 반응에 대한 사용자 상호작용 만족도
평가 기준
- XR콘텐츠의 사용자 인터랙션 특성 파라미터 정의
- XR콘텐츠의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측정 절차
- XR콘텐츠의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측정 방법

IEEE
3079/
3079.2,
JTC1
SC24
WG11

②

O

사용자의 동작인식을 통한 인터랙션을 기본적인 틀로
MR 서비스
사용하며, 물리적 사물들과의 융합이 핵심인 표준 기술
프레임워크
- 모션 데이터의 입력과 비교 분석
표준
- 프로젝션 맵핑을 이용한 UI 기술

IEEE
3079.2

③

O

IEC
TC100

⑥

X

표준화 항목

XR 콘텐츠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기준 표준

VR / AR / MR
MR/XR
- 센서 데이터
시스템
- 가상 데이터
장비 표준
- 가상 객체와

MR/XR

시스템 및 장비 표준
입력 기술
표현 기술
물리 객체의 조화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인간
중심의
AR 여행
가이드
서비스
모델 표준

AR을 통한 인간 중심 투어링 가이드 서비스 모델을 위한
표준
- AR 및 미래 네트워크 기반의 관광 서비스 모델, 서비스
요구사항, 참조 구조의 제공

ITU-T
SG13
WP3
Q1

②

X

스크린
리더용
멀티포인트
제스처
표준

시각장애인에 유용한 스크린리더 앱을 활용하기 위한
멀티포인트 기반 제스처 표준
- 스크린리더 앱에서 활용되는 멀티포인트 제스처 정의
- 멀티포인트 제스처에 의해 작동하는 스크린 리더 앱 명령어

JTC1
SC35
WG9

④

O

미디어
재생용
SW접근성
표준

ICT 시스템에서 제공해야 할 동영상 등의 미디어를 재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을 규정
- 미디어재생기의 접근성 요구사항
- 미디어재생기의 제어방법

JTC1
SC35
WG6

②

X

JTC1
SC35
WG6

②

X

VR 환경의 VR 등을 활용한 몰입형 환경에서의 접근성 지침을 다룸
접근성 - 접근 가능한 몰입형 가상환경 모델
표준
- 몰입형 가상 환경 접근성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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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내용

Target
SDOs

NUI의 효율성, 효과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시스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NUI의 사용적합성 평가 프레임워크 표준
- 새로운 기술에 대한 NUI 및 기타 UI의 사용적합성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과 권장사항
- NUI의 사용적합성 평가를 위한 매트릭스 구성

JTC1
SC35
WG9

③

X

다중 입력 장치에 대한 상호 작용 시스템의 이벤트 매핑
UI 이벤트 프레임워크 표준
맵핑
- 상호 작용 이벤트의 매핑 프레임워크의 구성
프레임
- 상호 작용 이벤트의 매핑 프레임워크의 기능
워크 표준 - 상호 작용 이벤트의 매핑 프레임워크의 ICT 시스템에 대한
적응성

JTC1
SC35
WG9

③

X

⑥

X

표준화 항목
NUI
사용성
평가
프레임워
크 표준

3D 가상
제품
뷰어
시험방법
표준

VR

Khronos
AR 및 VR 기술을 이용한 3차원 전자 상거래를 위한 glTF
Group 3D
뷰어의 일관성을 위한 인증 방법
Commerce
- 샘플 데이터와 참조 이미지
WG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3D 가상
자산
생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Khronos
전자 상거래에 필요한 3차원 자산 데이터를 만드는 효과적인
Group 3D
방법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표준
Commerce
②, ⑥
- 제품 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
WG, JTC1
- 재질의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
WG12,
- 생산을 위해 제작된 CAD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
SC24

O

3D 가상
상품
시현을
위한
데이터
설정 및
가이드라인
표준

전자 상거래용 3D 자산 파일에 포함될 메타데이터의 표준 Khronos
Group 3D
- RFID, 바코드 등의 표준 참조
Commerce
- 3D 어셋의 저작권 및 상품정보
- 어셋 파라메터 설정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WG

④

X

ITU-T
SG16

②, ③

X

문화예술의
디지털화를 문화예술의 디지털 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및 요구사항 표준
- 증강현실을 이용한 문화예술의 디지털 표현을 위한
위한
메타데이터, 참조구조 제시
메타데이터
- 증강 현실을 이용하여 디지털 표현 요구사항 및
및
요구사항
프레임워크 표준
표준
레이트레싱
관련
크로노스
오픈표준

실감영상 제작을 위한 광추적기술 표준
- 레이트레이싱 파이프라인 스택
- 레이트레이싱 쉐이더
- 레이트레이싱 명령

Khronos
Group
Vulkan
WG

⑤

X

그래픽스
및 컴퓨팅
API 및
중간표현
언어 표준

3차원 그래픽스 화면 출력을 위한 C/C++ 언어 API 표준
- GPU를 이용한 대규모 병렬처리 계산을 위한 C/C++
언어 API 표준

Khronos
Group
OpenCL
WG

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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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3D 휴먼
캐릭터의
얼굴
애니메이션
데이터
포맷 표준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H-anim에서의 얼굴 애니메이션을 위한 애니메이션 데이터
JTC1
포맷 표준
SC24,
- 3D 얼굴 애니메이션을 위한 표시기 객체 데이터 포맷 정의 Web3D
- 3D 얼굴 표현을 위한 얼굴 특징 데이터 포맷 정의
Consortium

④

X

Motion to Photon Latency로 인해 발생되는 VR 멀미에 대한
휴먼팩터 측정표준
- MTP Latency 측정 시스템(HMD 디바이스 시스템 측정가능)
- MTP Latency에 따른 멀미도 평가법 구축

IEEE
3079.1

②

O

가상훈련
시스템에
대한
프로토콜
표준

가상훈련시스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표준
- 가상훈련시스템 멀티모달 장치 구성
- 가상훈련시스템 멀티모달 장치별 구조
- 가상훈련시스템 멀티모달 장치간 인터페이스

JTC1
SC24

⑤

X

VR
콘텐츠용
오감정보
표현 표준

VR/360VR 콘텐츠 내 오감효과 및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표준
- VR/360VR 객체 표현 포맷
- VR/360VR 오감효과 표현 포맷
- VR/360VR 오감효과 명령어 포맷

JTC1
SC29
WG11

④

X

후각
스크리닝
및 발향
재현 API
표준

치매 스크리닝을 위한 SOP(Standard Operation Protocol)
규격 정의 및 후각 발향 재현 API 표준
- 후각 역치 검사 프로시저 표준
- 후각 인지 검사 프로시저 표준
- 후각 재인 검사 프로시저 표준

ITU-T
SG16

④

X

후각
스크리닝
휴먼팩터
데이터
구조 및
시험 절차
표준

후각 장애 스크리닝을 위한 후각 검사 시스템의 휴먼팩터
데이터 구조 및 시험 절차 표준
- 후각 장애 검사 사용자 데이터 처리 규격
- 후각 장애 검사 시험 관리 규격
- 후각 장애 검사 후각 기능 시험 규격

ITU-T
SG16

⑤

O

연결된
이미지
미디어
포맷 표준

다양한 유형의 이미지를 단일 파일로 연결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표준
- scene 컴포넌트들에 대한 정의
- 연결 컴포넌트들에 대한 정의
- 연결 메터데이터에 대한 정의

JTC1
SC29
WG1

④

O

이동
단말기용
사진
시스템을
위한 참조
구조

광 이미징 HW와 SW, 이미지 응용 등의 블록을 포함하는
모바일 단말 사진 시스템을 위한 참조 구조 표준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협업에 초점을 맞춘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
- 인공 지능 및 모바일 인터넷 기술과 결합 된 이미징
제어, 이미지 계산 및 처리에 대한 정의

ITU-T
SG16
WP2
Q23

③

X

MTP
Latency
표준

오감
미디어
콘텐츠

Target
SDOs

표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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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표준화 내용

비디오 디스플레이 환경(다시점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등)
비디오
및 콘텐츠에서 주관적 및 객관적 시각 피로 평가 방법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표준
가이드라인
- 객관적 화질 평가 방법
표준
- 이미지 품질 평가 방법

홀로
그래픽
콘텐츠

웹
기반
콘텐츠
플랫폼

게임

Target
SDOs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IEC
TC110,
ISO
TC159

②

O

IEC
TC110

④

O

브라우저내 웹브라우저에서 콘텐츠를 표현하기 위한 기술
콘텐츠
- HTML, CSS 등의 마크업 표준
표현 표준 - 브라우저에서 그래픽 표현을 위한 표준

W3C,
Khronos
Group

④

O

웹기반
콘텐츠
데이터
연동 표준

W3C
DID,
JSONLD
WG

⑤

O

W3C WoT
WG,
OCF

⑤

X

디지털
홀로그램
정보 표현
표준

디지털 홀로그램의 생성 및 복원에 필요한 파라미터와
데이터 변환, 저장, 전송을 위한 데이터 구조 등을 정의
- 디지털 홀로그램 콘텐츠의 제작 절차에 대한 기준 및
각 단계별 파라미터와 데이터 정보 표준
- 홀로그램 콘텐츠의 용어 및 데이터/파일 구조, 입출력
구조 등의 표준
- 홀로그램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기술 표준

웹환경에서 서비스간 데이터를 연동하기 위한 표준
- 웹기반 데이터 교환 형식 표준
- 웹기반 데이터 시맨틱을 위한 표준

이기종 사물간의 연동을 위한 웹기반 인터페이스 표준
웹기반
사물인터넷 - 웹기반 데이터 교환 형식 표준
연동 표준 - 웹기반 데이터 시맨틱을 위한 표준
웹 오디오
표준

웹 브라우저에서 오디오를 처리하기 위한 표준
- 브라우저에서 오디오 처리를 위한 표준
- 외부 악기등과의 오디오 데이터를 연동하기 위한 표준

W3C
Audio
WG

③

X

기능성
게임의
성과 측정
및 평가
절차 표준

기능성 게임 성과 측정 및 평가 절차를 통한 인증 프레임워크
표준
- 기능성 게임 분류 방안과 충족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한
기능성 게임 무결성 평가 요구사항 정의
- 기능성 게임 성과 측정 및 무결성 평가 절차 정의

JTC1
SC35

②

O

기능성
게임
스토리텔링
저작도구
표준

기능성 게임 시나리오 제작을 위한 템플릿 제공이 가능한
기능성 게임 스토리텔링 저작도구 표준
- 기능성 게임 제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 기능성 게임 제작을 위한 UI(메뉴 포람)의 구성

JTC1
SC35

③

X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의
기능성
게임
메타데이터
표준

기능성 게임과 연동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의 기능성
게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
-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입출력 데이터/파일 구조 정의
- 기능성 게임 연동을 위한 전송 프로토콜

JTC1
SC35

④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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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현실
가상
융합
콘텐츠

메타
버스
콘텐츠
부호화

Target
SDOs

표준화 내용

디지털
가상훈련
시스템
평가 표준

디지털 가상 훈련 시스템의 효과를 측정하는 척도 및
평가방법 표준
- 디지털 가상 훈련 시스템 요구사항
- 요구사항 만족도/효과 측정 방법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표준

미디어사물 간 미디어서비스 거래를 위한 API 표준
- 거래시스템(예: 블록체인) 연결 API
- 미디어사물 인증 API
- 미디어서비스를 위한 토큰 발행 API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IEEE
2888

⑥

O

JTC1
SC29
WG07,
IEEE 2888

⑤

O

미디어사물
컴팩트
데이터포맷
표준

미디어사물 간 고속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이터포맷 표준
JTC1
- 거래 정보(통화 등) 정의를 위한 이진 데이터포맷
SC29
- 미디어사물 특성 표현을 위한 이진 데이터포맷
WG07,
- 미디어사물 이진 데이터포맷
IEEE 2888

④

O

미디어사물
자율협업
데이터포맷
표준

미디어사물 간 자율협업을 위한 테스크 표현 데이터포맷
JTC1
표준
SC29
④, ⑤
- 자율협업 태스크 표현 데이터포맷
WG07,
- 자율협업 진행 모니터링을 위한 API
IEEE 2888

O

현실세계
센서
데이터 및
센서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현실세계 센서 데이터 및 센서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 현실세계 센서 데이터포맷
- 현실세계 센서 특성정보 데이터포맷

IEEE 2888

④

O

현실세계
액추에이터
구동명령어
및
엑추에이터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현실세계 액추에이터 구동명령어 및 엑추에이터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 현실세계 액추에이터 구동명령어(actuation command) IEEE 2888
데이터포맷
- 현실세계 엑추에이터 특성정보 데이터포맷

④

O

현실세계
객체 선호도
정보 표현
표준

현실세계 센서/액추에이터의 특성이나 제어를 선별적으로
JTC1
SC29
조절하기 위한 선호도 서술구조 표준
WG07,
- 현실세계 센서 선호도 데이터포맷
- 현실세계 엑추에이터 선호도 데이터포맷
IEEE 2888

④

X

‘실감방송․미디어’ 분과 Ver.2022 전략맵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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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실감방송․미디어 분과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항목 >
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전방위 뷰를 제공하는 3DoF(Degree of Freedom)부터 제한된 입체
몰입형
공간에서 6DoF 까지의 자유도를 제공하는 몰입형 비디오(Immersive
비디오
Video)의 부호화 및 전/후처리 기술 표준
부호화 기술
- 3DoF/3DoF+ 부호화 및 전/후처리 표준
표준
- 6DoF, Dense Light Field 부호화 및 전/후처리 표준

JTC1
SC29
WG4

⑤

O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 기술
표준

VR/AR 환경에서 사용자의 상호작용 하에 음장감 및 몰입감을
사실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채널/객체/HOA신호를 대상으로 한
몰입형 오디오 부호화 및 렌더링 기술 표준
- 6DoF 오디오 메타데이터 부호화 및 렌더링 기술 표준

JTC1
SC29
WG6

⑤

O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기술
표준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위치 정보, 컬러, 노멀, 투명도 등
다중속성정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표현하고 압축하는 기술 표준
-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 표현 표준
- 포인트 클라우드 압축 파일 포맷 표준
- 비디오 기반 메시 데이터의 압축 표준

JTC1
SC29
WG7

⑤

O

3차원 입체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표현 방법 및 부호화 기술 표준
완전 입체
실감
- 라이트 필드 이미지 부호화 표준
이미지
미디어
- 정적 포인트 클라우드 부호화 표준
부호화 기술
부호화
- 홀로그램 이미지 부호화 표준
표준
- 3차원 영상 화질 평가 표준

JTC1
SC29
WG1

⑤

O

머신비전(기계에 의한 임무수행)을 위한 이미지/비디오 압축 및
기계를 위한 복원 기술 표준
비디오
- VVC 대비 임무수행 정확도 기준 이미지/비디오 압축률 향상을
부호화 기술
위한 VCM(Video Coding for Machine) 표준
표준
- 기계 및 인간을 위한 하이브리드 기계-휴먼 지향 이미지/비디오
압축 VCM 표준

JTC1
SC29
WG2/
WG4

⑤

O

인공지능 및 신호처리 기반으로 VVC 대비 주관적 화질 기준
인공지능기
압축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세대 비디오 압축 및 복원 기술
반 비디오
표준
부호화 기술
- 인공지능 및 신호처리 기반 차세대 비디오 부호화(Post-VVC)
표준
표준

JTC1
SC29
WG5

⑤

O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미지에 대한 효율적인 표현 방법 및
기반 이미지 부호화 기술 표준
부호화 기술 - 학습기반 이미지 표현 방법에 대한표준
표준
- 학습기반 이미지 부호화 표준

JTC1
SC29
WG1

실감
실감미디어 Point Cloud, Mesh 등과 같은 입체형 데이터 및 몰입형 실감 미디어를
미디어
저장/전송 전송/저장하기 위한 기술 표준
저장
포맷 기술 - V3C 및 V-PCC 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표준
및 처리
- G-PCC 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고 저장하기 위한 표준
표준
기술

JTC1
SC29
WG3

⑤

⑤

O

O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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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표준화전략맵 메타버스 콘텐츠 분과에서는 아래 기술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MR/XR]
- (XR 콘텐츠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기준 표준) 현실과 가상을 연동하는 메타버스 콘텐츠 서비스
환경에서 정교한 VR/AR/MR 콘텐츠를 포함하는 XR콘텐츠를 체험하는 사용자의 인터랙션 처리
결과의 사용자 만족도 평가에 대한 시장 요구사항 확산을 이유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MR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 가상 객체와 현실 객체의 유기적 연동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발굴되고, 새로운 서비스 기술의 출현이 점차 늘어가면서 메타버스 콘텐츠 서비스의 핵심
프레임워크 표준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스크린 리더용 멀티포인트 제스처 표준) 터치 기반 2D 제스처 및 동작 인식 기반 3D 제스처
등이 다양한 서비스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메타버스 콘텐츠의 기반
기술로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VR]
- (3D 가상 자산 생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Khronos Group은 온라인 상거래에 가상 제품을
활용될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3D-Commerce WG이 설립되어 활동 중. 이 워킹그룹에는 Amazon,
Target, Ikea와 같은 소매 유통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뷰어 인증에 대한 방식을 공식
발표함. 이는 메타버스 콘텐츠의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가 될 ‘쇼핑’에 있어서 사실적인 제품 표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기술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MTP Latency 표준) HMD에서 사용하는 VR 콘텐츠는 머리 움직임에 따라 HMD 화면의
동기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술적 한계로 일정시간 늦게 동기화가 이뤄짐. 통상
‘영상지연’이라고 명명함. 알려진 여러 VR 멀미 요소 중 영상지연(MTP Latency)이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오감미디어콘텐츠]
- (후각 스크리닝 휴먼팩터 데이터 구조 및 시험 절차 표준) 메타버스 콘텐츠를 의료현장에
도입·적용하기 위해 인간의 감각 중 하나인 후각을 이용한 VR/AR, 게임, 앱 등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냄새(향기)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구분하지 못하는 후각장애가 다양한 질병을 나타내는 의학 지표로 활용되고 있어, 후각 스크리닝
휴먼팩터 데이터 구조 및 시험 기술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연결된 이미지 미디어 포맷 표준) 라이프로깅(Lifelogging)은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하고 저장하고 묘사하는 기술이다. 사용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텍스트, 영상, 사운드 등으로 캡처하고 그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여 이를 정리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 메타버스 콘텐츠에서 이러한 텍스트, 영상으로 캡처하여, 게임이나 영상과 같은
콘텐츠 제작, 전송, 재생의 전 과정에 걸쳐 손쉽고 빠르게 메타버스 콘텐츠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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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 이미지/비디오 데이터에 다양한 유형의 이미지를 단일 파일로
연결하는 방법과 액세스 포인트 및 탐색 방법의 좌표와 같은 연결된 이미지의 일반적인 문제를
지정. 이를 위한 이미지 미디어 포맷 표준화 기술과 스토리 또는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이미지
간 탐색 및 오버레이 스프라이트를 사용하여 오버레이 텍스트 설명 열기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비디오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표준) 가상 객체와 현실 객체의 유기적 연동을 위해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인 비디오 휴먼팩터는 IEC TC110 등 공식 표준화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으며, 비디오 디스플레이
환경 및 콘텐츠에서 객관적/주관적 시각 피로 평가 방법과 메트릭에 대한 표준 기술이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홀로그래픽콘텐츠]
- (디지털 홀로그램 정보 표현 표준) 디지털 홀로그램 기술은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각광받고 있고, IEC TC110, JTC SC29 등에서 활발하게 표준화 기술에 대해
논의 중이거나 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이라고 판단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웹 기반 콘텐츠 플랫폼]
- (브라우저내 콘텐츠 표현 표준)W3C에서 2014년 HTML5 표준이 완료된 이후, 브라우저에서 별도의
플러그인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표현하기 위한 후속 표준 개발이 활발하게 지속. W3C Web Platform
워킹그룹을 통해 HTML5.3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W3C 외부의 WHAT WG 과 통합하여 HTML
WG 이 다시 결성되어 추가 표준 작업이 진행 중. CSS 워킹그룹에서도 CSS3 후속 버전 등이 지속되고
있는 등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웹기반 콘텐츠 데이터 연동 표준)(정창진) 메타버스 콘텐츠에서도 각 서비스간의 데이터가
독점되지 않고 호환되도록 하기 위한 표준이 필요함. W3C 에서는 일부 기업이나 기관에 의해
데이터가 독점되는 현재의 웹생태계를 '중앙화되고 불공정한 생태계'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탈중앙 운동을 웹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음. 이 탈중앙
운동을 아우르는 표준으로 각 서비스간의 데이터 연동을 위해 탈중앙 소셜 표준이 개발완료
되었고, 시맨틱 웹을 위해서 JSON LD 표준 1.1 이 진행 중임. 또, 탈중앙 기반으로 사용자 인증
처리를 웹기반으로 제공하기 위해 탈중앙 ID(Decentrralized ID, DID) 인증 표준을 진행 중.
웹기반 메타버스 콘텐츠간 데이터 연동을 위한 기반 표준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게임]
- (기능성 게임의 성과 측정 및 평가 절차 표준) 온라인 수업이나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환경이
요구되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융합한 형태의 응용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메타버스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교육, 학습, 훈련, 치료 등의 목적을 접목한 기능성
게임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지만, 기능성 게임 개발업체들이 개발한 기능성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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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인증 방법이 GS 인증, V&V 확인 및 검증시험으로 대체되는 실정이라 기능성 게임이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보다 전문화된 인증(인정, 시험 등) 서비스 표준에 대한
산업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서 해당 표준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현실가상융합콘텐츠]
- (디지털 가상 훈련시스템 평가 표준)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 중요 응용의 하나로 가상 현실에
기반한 훈련 시스템이 있음. 디지털 가상훈련 시스템은 현실세계에서 사용자의 반응이나
움직임이 어떻게 가상 세계에 반영되고, 가상세계에서의 변화가 현실세계의 사용자에게
실감있게 재현되는 상호작용에 기반을 하고 있음. 따라서 가상과 현실간의 융합의 정도가 평가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며, 추가로 훈련 시스템의 본연의 목적인 훈련의 성과나 만족도 역시
중요한 부분임. 이러한 표준화된 평가 기준은 구축된 시스템들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표준) 사용자 개인 소유의 미디어사물 간 연결 및 사용을 넘어,
사용자 주변의 타인 소유의 미디어사물과 연결하여 해당 사물의 자산(정보, 자원, 기능, 데이터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물 간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API가 필요. 메타버스 콘텐츠
내 가상객체와 현실의 미디어사물 간의 연결을 통한 자산 거래에도 활용 가능. 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거래시스템을 활용하여 미디어사물 간 거래 내용을 저장하고, 자율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표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미디어사물 컴팩트 데이터포맷 표준) 미디어사물 간 교환되는 데이터 크기를 최소화하고
전송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이진화하는 표준. 메타버스 콘텐츠 내 가상객체와
미디어사물의 연결을 통해 고속의 데이터 교환을 가능케 함. 미디어사물인터넷 데이터 표현에
근간이 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미디어사물 자율협업 데이터포맷 표준) 다수의 미디어사물이 연동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미디어사물에 부여하는 임무(Task)를 표준화가 필요함. 메타버스 콘텐츠 내
가상객체와 미디어사물을 연동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됨.
미디어사물이나 가상객체가 임무를 이해하고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현실세계 센서 데이터 및 센서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현실세계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현실세계의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정의하여 이를 가상세계에서 모델링, 시뮬레이션 또는
가상세계 시각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상황에 따라 센서의 주요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센서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당 표준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현실세계 액추에이터 구동명령어 및 액추에이터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가상세계의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세계 액추에이터에 최적 구동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액추에이터의
주요 특성을 정의하여 이를 가상세계에 전달해야 하고, 아울러 액추에이터를 실제 구동할 수
있는 구동명령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해당 표준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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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비디오 콘텐츠 분야에서 JPEG 360 메타데이터 표준을 삭제하고
신규로 진행되고 있는 ‘연결된 이미지 미디어 포맷’을 추가하였으며, MR/VR 분야에서는
‘혼합현실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 ‘3D 가상 제품 표현 표준’, ‘그래픽스 및 컴퓨팅 API 표준’
등 Khronos Group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화 활동들을 추가. 오감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 연결하여 ‘후각 스크리닝 및 발향 재현 API 표준’을 채택하고 ‘후각 장애인식 및
인지중재 콘텐츠 표현 표준’을 중점항목에서 삭제. 게임분야에서는 ‘VR 과금 시스템 표준’이
신규로 채택되었으며, 디지털 가상화 분야에서는 최근 시작되고 있는 표준화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디지털 가상객체 생성 제어 및 동기화 표준’이 중점항목에서 삭제되고 ‘디지털 가상화
요구사항 표준’이 중점항목으로 채택. 올해 신규로 도입된 전자출판 분야는 ‘전자출판 콘텐츠 표현
기술’이 전자책뿐만 아니라 디지털교과서 등 에듀테크 출판 분야 적용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Ver.2021(2020년)에서는 MR/VR 분야에서 표준화가 지연되고 있는 ‘혼합현실 정보표시 제어
표준‘을 중점항목에서 삭제하고 IEEE 3079에서 신규로 진행되는 ’MR/VR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기준 표준‘과 ’MTP Latency 표준‘이 중점항목에 신규로 선정. 오감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는 그간 유지하였던 ’VR 콘텐츠용 오감정보 표현 표준‘과 ’후각 스크리닝 및 발향재현
API 표준‘의 표준화 완료로 중점항목에서 삭제하였으며, ITU-T SG16에서 진행하는 ’후각
스크리닝 휴먼팩터 데이터 구조 및 시험 절차 표준‘을 신규로 선정. 콘텐츠 중심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는 JTC1 SC29에서 신규 진행을 시작한 ’미디어사물의 자율협업을 위한 태스크 표현
데이터포맷 기술‘을 신규로 중점항목에 선정. 웹 기반 콘텐츠 플랫폼 분야에서는 W3C에서의
’웹 기반 사물인터넷 연동 표준‘의 개발 완료로 중점항목에서 삭제. 게임 분야에서는 ’아케이드
게임기기 운영 및 디지털 정산 표준‘과 ’VR 과금 시스템 표준‘을 중점항목에서 삭제. 디지털
가상화 분야에서는 ’디지털 가상화 요구사항 표준‘을 중점항목에서 삭제하고 ’디지털 가상객체
제어 및 동기화 표준‘을 신규로 선정. UI/UX 분야는 올해 신규로 도입되며, 콘텐츠 소비에서
동작인식 기반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제스처 인터페이스 표준‘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Ver.2022(2021년)에서는 분과명을 실감형콘텐츠 분과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분과로 변경하고
메타버스 콘텐츠와 관련된 표준들을 중점으로 다룸. VR분야에서 ’그래픽스 및 컴퓨팅 API 및
중간표현 언어 표준‘은 크로노스 그룹에서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중점항목에서 삭제하였으며,
JTC1

SC24,

IEEE

2888

등에서 진행되는

메타버스 콘텐츠 응용의 한 예가

되는

’가상훈련시스템‘과 관련된 표준이 중점항목에 추가됨. Ver. 2021에서 중점항목으로 신규
채택되었던 ’디지털 가상객체 제어 및 동기화 표준‘을 메타버스 콘텐츠에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현실세계 센서 데이터 및 센서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과 ’현실세계
액추에이터 구동명령어 및 엑추에이터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으로 분리하여 신규 중점
항목으로 채택함. 기존 중분류 전자출판과 아케이드게임 관련 항목은 메타버스 콘텐츠와의
연관성이 약하여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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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Ver.2022 신규항목
구분

MR/XR

VR

오감
미디어
콘텐츠

Ver.2020

Ver.2021

Ver.2022

-

MR/AR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기준 표준

XR 콘텐츠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기준 표준

혼합현실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

MR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 MR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

혼합현실 정보표시 제어 표준

-

-

제스처 인터페이스 표준

제스처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소분과에서 이관)

스크린 리더용 멀티포인트
제스처 표준

3D 가상 제품 표현 표준

3D 가상 제품 표현 표준

3D 가상 자산 생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그래픽스 및 컴퓨팅 API 표준 그래픽스 및 컴퓨팅 API 표준

-

-

MTP Latency 표준

MTP Latency 표준

VR 휴먼팩터 표준

VR 휴먼팩터 표준

-

VR 콘텐츠용 오감정보 표현
표준

-

-

후각 스크리닝 및 발향 재현
API 표준

-

-

후각 스크리닝 휴먼팩터 데이터 후각 스크리닝 휴먼팩터 데이터
구조 및시험 절차 표준
구조 및 시험 절차 표준

연결된 이미지 미디어 포맷

연결된 이미지 미디어 포맷 연결된 이미지 미디어 포맷
표준
표준

비디오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비디오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비디오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표준
표준
표준
홀로
그래픽
콘텐츠

디지털 홀로그램 정보 표현
표준

디지털 홀로그램 정보 표현
표준

디지털 홀로그램 정보 표현
표준

브라우저내 콘텐츠 표현 표준 브라우저내 콘텐츠 표현 표준 브라우저내 콘텐츠 표현 표준
웹 기반 콘텐츠
플랫폼

웹 기반 콘텐츠 데이터 연동
표준
웹 기반 사물인터넷 연동
표준
기능성 게임의 성과 측정 및
평가 절차 표준

웹 기반 콘텐츠 데이터 연동 웹 기반 콘텐츠 데이터 연동
표준
표준
-

-

기능성 게임의 성과 측정 및 기능성 게임의 성과 측정 및
평가 절차 표준
평가 절차 표준

게임

현실가상융합
콘텐츠

아케이드 게임기기 인증 및
정산 표준

-

-

-

-

디지털 가상훈련 시스템 평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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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Ver.2020

Ver.2021

Ver.2022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표준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표준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표준

미디어사물 간 거래 및 고속
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이터포맷 표준

미디어사물 간 거래 및 고속
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이터포맷 표준

미디어사물 컴팩트
데이터포맷 표준

-

미디어사물의 자율협업을
위한 태스크 표현 데이터포맷
표준

미디어사물 자율협업
데이터포맷 표준

-

현실세계 센서 데이터 및
센서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

-

-

현실세계 액추에이터
구동명령어 및 엑추에이터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

VR 과금 시스템 표준

-

-

디지털 가상화 요구사항 표준

-

-

-

디지털 가상객체 제어 및
동기화 표준

-

전자출판 콘텐츠 표현 기술
표준

전자출판 콘텐츠 표현 기술
표준

-

-

전자출판2)

2) 전자출판 중분류는 ‘실감형 콘텐츠’ 분과명이 ‘메타버스 콘텐츠’로 변경됨에 따라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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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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식재산(IP) 확장을 통해 웹툰, 게임, 영화 등 기존 콘텐츠산업은 물론
전후방으로 연관되는 서비스산업·제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창의 산업의 핵심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2021.06.24]
-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의 신산업전략지원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주요 5개 과제중 메타버스
콘텐츠 선정, 과기정통부와 문제부가 공동 주무부처를 맡는 범부처 메타버스 작업반 구성하여
지원 전략과 과제 발굴 진행[2021.05.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차, 분당서울대병원, 네이버랩스 등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출범하여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기술 동향을 공유, 메타버스 시장의
윤리적/문화적 이슈 검토 및 법제도 정비, 참가기업이 협업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기획
진행 예정 [2021.05.18.]
- 혁신성장전략회의(경제부총리 주재) 산하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담당자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메타버스
작업반을 구성하고, 메타버스 산업 발전과 생태계 육성 방안 논의 추진[2021.4]
-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비스표준화추진전략 발표.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전시컨벤션 서비스 표준 개발을 포함하는 유망서비스 45종 표준 개발 및 국제 표준화 추진
발표 [20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에 2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22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입, 디지털정부혁신 및 민간혁신성장 계획 발표 [2020.5]
- 범부처 공동으로 ‘교육 관련 기능성 게임·특수목적 게임 제작 확대 지원·전용 마켓 마련’,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내실화’, ‘과몰입 대응 체계 개선 등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
‘지역 게임인력 양성 기반 확대’ 등 기능성게임 산업 육성을 포함하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 [202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약물 대신 소프트웨어(SW)로 치료 효과를 내는 디지털치료제 관련
사업에 2021년 7월부터 약 4년간 최소 580억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사 대상 디지털치료제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발표 [2021.03.23.]
- 홀로그램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R&D 착수(’20-’27,
1,818억원 규모) [2019.4]
- 국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례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상에 규제샌드박스 제도(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설 및 시행 [2019.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웹 상에서 비표준 플러그인을 제거하고 표준 기반의 콘텐츠 기술을
적극적으로 장려 [2019]
- 국토부는 디지털 트윈 공간 구축 전략 (DTS 452)를 발표하고, 데이터, 기술, 서비스의 각
분야에서 필수적인 4, 5, 2가지의 핵심 추진전략을 발표 [2018.7]
- 교통부/국토연구원 ‘디지털 트윈공간구축전략’ 발표 [2018.4]
·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서로 연결·상호 작용이 가능한 동적(動的)인 ‘디지털 트윈 공간(Digital
Twin Space: DTS)’으로 발전 지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 자동차·교육·제조 등
전 산업 분야에서의 친화형 메타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현실(HR) 등 다양한 AR/VR
응용 기술을 확장하고 콘텐츠를 이질감 없이 융화·결합시킬 수 있는 몰입형 표현과 증강휴먼을
구현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 관련 국제표준화 작업을 진행 [2018.3]
-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에 기반하여 세종시, 부산시에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진행 [2018.1]
- VR·AR 융합형 질병 진단 및 예측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의료)·장애인 시각 증강 콘텐츠 기술
개발(복지)·차량용 증강현실 기술 개발(제조)을 지원 중(동 과제는 공공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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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전자부품연구원이 수행 중임) [2018∼2020]
- 가상/증강현실 기술 역량 확보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부처(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체부) 국가전략프로젝트(가상증강) 사업 시행 [2017.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문체부가 공동으로 VR·AR 디바이스·플랫폼·콘텐츠 등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교육·제조· 국방 등 개별 산업과의 융합을 목표로 하는 VR·AR
산업정책을 추진 [2017.12]
· 스마트글래스 기반 SW 핵심원천기술개발, 부품/디바이스 핵심기술개발, 응용콘텐츠 기술
개발 진행 [2017.9∼2020.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VR·AR 사업 지원 예산은 2017년 약 112억 원, 2018년에 약 213억원,
2019년에는 약 32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액 진행 [2017]

미국

- 미 상원에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어린이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수집된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부모와 당사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한 COPPA 개정안 발의 [2019.3]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는 미국 첨단 제조업 리더십
확보 전략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첨단 센서 및 제어기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의 디지털
트윈 관련 스마트 제조를 포함한 5대 전략 목표를 추진 [2018.10]
- 뉴욕시는 VR/AR 및 관련 기술 전문 대형 실험실인 'Rlab'을 설립하여 매년 5.6만달러의
시예산을 투자, 전문가 코스/파트너/온라인 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 [2018.10]
- 미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혼합현실 기술을 10대 미래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 진행 중 [2017～2018]
. 미국방부는 STE 프로그램을 통해 2022년까지 군사용 가상훈련 시스템에 110억 달러 투자
예정 [2018]
. 미상무부는 5G품질요구사항과 VR/AR 테스트 환경 유스케이스 제시를 위한 ANSI(미국표준협회)
5G VR/AR 성능백서 발간 [2017]
. 연방정부 차원의 가상증강현실 분야 연구개발 투자지침고과 방향을 설정하여 R&D 추진(2014년
이후 10년 간 약 50조원 지원 예정)

일본

- 일본 참의원은 이용자 보호와 자금 결제 서비스의 제공과 촉진을 위해 선불식 지급수단의 발행,
암호자산의 교환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자금결제 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가결하여 2020년 4월부터 시행 [2019.5]
- 일본은 ICT 기술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차세대 가상중강현실 미디어 산업에 대한
범부처적인 투자 수행 [2017～2018]
. 총무성은 선구적 ICT에 관한 간담회를 통해 VR/AR 차세대 영상 기술 방송 및 전송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 발표(2018.01.)하고, Chage by Tech 발표(2030년에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을 사람-지역-산업으로 구상하고, 이를 위해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는 디지털 인재육성,
오래된 제조 및 관습 등 재검토, 폭넓은 노년층을 위한 새로운 산업창출 등을 실행해야 함을
정의함) [2018.7]
. 경제산업성은 VR콘텐츠 제작기술활용 가이드라인 2018을 발표(2018.03)하고, 중소기업에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인 스마트 제조 응원단 설치 [2018.6]
. 경제산업성 첨단 콘텐츠 기술을 통한 지역활성화 촉진 사업 추진: VR/AR, 드론, AI 등 첨단
콘텐츠 제작 및 응용 기술을 지역 관련 제품, 서비스, 관광, 스포츠와 적용하여 지역 홍보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 (콘텐츠 1건 당 1,000만엔) [2017.5]

유럽

- 영국 인터렉티브엔터테인먼트협회는 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금 및 정책 지원 내용과
함께, 사회 전반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교육 및 학습을 위한 게임의 활용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는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10대 정책 제안을 발표 [2019.11]
- EU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지침(Digital Content Directive)’과 ‘제품판매지침(Sale
of Goods Directive)’을 채택한 데 이어 소비자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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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

-

-

-

중국

하고, 온라인 거래의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옴니버스 지침(Omnibus Directive)’을 도입 [2019]
EU Project(CORDIS)에서 홀로그램과 그 응용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EU
funding과 파트너 국가에 의해 자금을 지원 중 [2019∼2022]
· HoviTron(홀로그램 비전) [2020.6∼2022.5]
· View-Ahead project(HOE를 이용한 HUD 개발) [2019.7∼2021.6]
· HOLOMAN(acoustic wave를 활용한 홀로그램 응용) [2019.2∼2024.1]
영국은 산업전략 기금(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에서 VR/AR/MR 분야 산업기술
발전을 위해 최대 3,300만 파운드 투자하고, 5G 인프라를 위해 대규모 도시형 테스트베드
구성을 위한 UCC(Urban Connected Communities) 프로젝트 운영 [2018]
EU는 유럽의 AMIRE 프로젝트는 혼합현실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모아,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혼합/증강 현실 콘텐츠를 저작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실감형
인터페이스를 위해 가상현실 분야 기술개발에 700만유로 이상의 예산 편성. 제조 및 의료
가상 현실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며, 미국과 일본의 수준에 버금가는 예산을 편성 [2017.10]
독일은 장기적 관점으로 정부 주도의 R&D 계획을 수립하고 Fraunhofer IGD를 통해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선도국가지위확보 및 직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체에 혁신의 문을 개방하는 ’신하이테크전략‘ 발표 [2017]
프랑스는 정부지원 CNC 기금을 VR/AR 제작자에게 지원하여 현지팀과 공동으로 콘텐츠
제작을 지원 [2017]
영국은 [Data for the Public Good] 2017년 영국 국가 인프라위원회(British 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는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과 디지털 트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디지털 트윈’
권고 [2017]
· EU Project(CORDIS)에서 홀로그램을 포함한 차세대 ICT와 실감 미디어 분야 글로벌 선도를
위해 ‘Horizon 2020('14-'20)'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운영하였고, 현재는 헤리티지, 교육,
디스플레이 등의 홀로그램 응용 분야에 소규모 프로젝트를 운영

- 중국은 교육부 외 7개 부처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목적 외의 전자 기기 사용이 매회 15분
초과하지 않으며, 매일 총 1시간 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아동 청소년 코로나
19 전염병 발생 기간 근시 예방 지도"를 발표 [2020.04]
- 중국은 18세 미만 게임 이용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셧다운 제도’ 도입이나 ‘청소년들의 월 게임 결제한도 설정’ 등으로 청소년에 대한 게임 규제
강화 [2020.2]
- 중국 베이징 시위원회는 베이징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2025년까지 베이징 게임산업을
1,500억위안(약 25조원)규모로 육성한다는 ‘게임산업육성정책’ 발표 [2019.12]
- 중국 교육부는 레이저 프로젝션, VR, 광학 캡처, 영화 및 텔레비전 녹화, 고화질 제작 및 방송,
이미지 편집 등 첨단기술 문화 장비의 독립연구 개발 및 산업화 강화를 위한 "문화와
과학기술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2019.6]
-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 외 9개 부처에서 데이터 사용량 증가 및 상용화 5G 를 위해 주변기기
구매 시 VR/AR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급 최적화를 통한 소비의 안정적 성장 촉진과 강력한
국내 시장 형성을 위한 실시방안"을 발표 [2019.1]
- 중국은 공업신식화부를 중심으로 VR산업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VR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및 기업들의 적극 투자 독려 [2017]
. 5G,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보안, 디스플레이, VR/AR 등 차세대 정보기술표준 연구를 위한
13차 5개년 기술표준 과학기술혁신 계획 발표 [2017.6]
. 문화산업 발전 수요에 맞추어 스마트제조, 가상현실,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인공지능,
3D프린팅 등 첨단 기술을 문화 분야의 과학기술과 융합 추진하기 위한 문화부 13차 5개년
국가문화산업발전 계획 발표 [2017.5]
. 중국 VR 시장은 2020년 900억 위안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공업신식화부 2017 중국
VR산업투자 백서 발간 [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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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기술개발
단계

기술
수준

82.4%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MR/XR]
¡ (XR 콘텐츠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기준 표준) 5G이통사 및 산학연 중심의 5G기반 XR 콘텐츠의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정량화 기준 제시를 위한 연구 진행(‘21.1.)
- 연세대
· AR 글래스 장비로써 홀로렌즈2 사용자에 대한 인터랙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특성 파라미터
규명에 대한 연구 착수(‘21.1.)
- 카이스트
· AR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핸드 제스쳐 및 햅틱 인터페이스를 통한 사용자 인터랙션
향상 기술에 관한 기초 연구 진행(’21.1.)
- 한기대
· AR 콘텐츠 환경에서 콘텐츠를 구동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인터랙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용자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실제 사용자 평가를 통한 인터랙션 만족도에 대한 정량화 방안
연구 추진(‘21.1)
- ETRI
·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규명을 위해 AR 콘텐츠, 사용자의 핸드 제스쳐 및 생체정보, 5G
기반 멀티엑세스 엣지 컴퓨팅(MEC) 환경을 반영한 인터랙션 만족도의 측정 절차에 대한
표준화 작업 진행(‘21.1.)
- EBS
· 초등학교 공교육 현장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환경에 맞는 사용자 인터랙션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 형태의 교육용 AR 콘텐츠의 시범 제작과 함께 교육 현장에 직접 적용 후 멘토 및
멘티 사용자의 피드백 반영 계획 수립 추진(’21.1.)
¡ (MR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 메타버스 콘텐츠 환경에 필요한 실감형 혼합현실 콘텐츠
구현을 위하여 동작인식 좌표계와 인터랙티브 환경 구성 좌표계에 대한 UI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문화 공연, 스포츠 콘텐츠 등으로 적용하는 상용화 시도가 진행 중
- 조이펀
· 프로젝션 맵핑의 필수 기술인 좌표계 자동 보정 알고리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좌표 고정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사용자 동작 교정 지시 엔터페이스 등의 기술도 개발하여 혼합현실 기반
피트니스 장비인 ‘조이핏(JoyFit)’에 적용하여 상용화함(‘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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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 건축학과 내 TF(Task Force) ‘XR LUDAGA’팀이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 기반의 건축
에듀테크 콘텐츠로 VR 건축물 체험 콘텐츠를 공개(‘21.6)
- 엑스퍼트아이엔씨
· 비대면 영상회의 서비스 ’뷰직스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21.5)
¡ (스크린 리더용 멀티포인트 제스처 표준) 메타버스 콘텐츠 환경에 적용 가능한 기계학습 기반의
동작 인식 기술 개발
- ETRI
· 뎁스정보 또는 컬러영상 기반의 동작인식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한 스크린골프
시스템과 홈 피트니스에 적용하는 기술 개발 중(’20.1)
[VR]
¡ (3D 가상 자산 생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3차원 제품 사진 및 360뷰를 이용한 제품 광고
및 쇼핑몰 구축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표준은 없는 상황(‘21.8)
- 인터파크
· VR 체험전시 AR을 적용한 트릭작품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SNS를 통해 실시간 공유,
국내최초 REAL-TIME ACCESSING SYSTEM을 도입하여 콘텐츠 현실감을 극대화
- 팝스라인
· 국내 최초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증강현실(AR) 오픈마켓 플랫폼 기술을
개발(’20..3)
¡ (MTP Latency 표준) MTP Latency 측정 절차 및 측정 방법에 대한 표준 기술 개발 착수(’20.02.).
HMD 기기들의 자체 지연(In-nate MTP Latency) 측정을 위한 표준측정기 제작(‘21.07), 작동
SW개발, 지연에 따른 멀미효과 측정 시험프로토콜 제작중(’21.05)
- 조이펀
·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HMD 제품을 생산 중. HMD의 위치 및 각도에 따라 Display를
해 주어야 하는 과정은 어떤 제품이든지 필요한 과정이므로 자체 개발 및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서강대
· 정부 지원과제 중에서 MTP Latency 관련 과제 수행을 국내 기업과 함께 수행하여 기기가
가지고 있는 자체 지연(MTP Latency) 측정기술 구축. HMD 렌즈를 분해하여 측정해야 하는
단점과 여러 제품을 범용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 표준연
· 멀미와 집중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 중. 최근 사람이 느끼는 멀미에 대하여
뇌전도(EEG)를 이용하여 정량적 연구진행 중. HMD 지연(MTP Latency)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였고, 지연량에 따른 사람들의 멀미에 대한 표준 정량 평가법을 개발하고 있음.
- LG Display, 서강대
· MTP Latency 측정 기법을 개발. 가상현실 기기에서 그래픽 처리장치 없이 인공지능으로
시간지연(MTP Latency) 및 잔영 문제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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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미디어콘텐츠]
¡ (후각 스크리닝 휴먼팩터 데이터 구조 및 시험 절차 표준) 후각 인지 장애를 고정밀 발향
기반 인식 장치로 측정하여 치매 상태를 선별 및 후각장애를 검사하는 후각 인지 장애 선별
및 치매 재활 훈련 콘텐츠 기술을 개발 중(‘21.7)
- 엠쓰리솔루션
· 지남력(시간), 지남력(장소), 지남력(사람), 집중력, 판단력 등의 훈련을 통해 치매 인지장애를
예방하고 학습하는 베러코그 치매 인지 훈련 콘텐츠 출시
- 다울디엔에스
· 치매 재활 훈련 콘텐츠 저작을 위한 가상증강 기반의 시각/청각/후각 연동 콘텐츠 저작도구
및 재생 플랫폼 개발 진행 중(‘21.5)
· ARML 2.0 기반 후각/증강효과 및 MPEG-V 기반 후각 VR 콘텐츠 저작 기술 개발
- 대구한의대학교
· 향기 인지 검사를 위한 고령층 대상 향기 선별 선호도 연구를 통해 한국형 향기 및 향을 담지하는
물질 후보군 연구 중(’21.4)
- ETRI
· 치매 전조증상 및 후각장애를 조기에 검사할 수 있는 향기 인지 기반 후각 검사 장치 및 치매
발병을 경감/지연시키는 다중감각(시각/청각/후각) 자극 기반 인지/감각 기능 증강콘텐츠
기술 연구 개발 중(‘21.7)
¡ (연결된 이미지 미디어 포맷 표준) 여러 가지 영상 포맷을 하나의 포맷으로 변환하는 장비 기술에
대한 원천핵심 기술 확보는 미미한 상황이며, 방송용 하나의 포맷을 송출할 때 또 다른 하나의
포맷으로 변환시키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연구 중
- ETRI
·

대규모 음원-메다데이터 DB 구축 및 이미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중 (‘21.11)

- 라온피플
· 차량과 보행자의 전수 데이터, 신호 데이터와 도로, 카메라 관련 메타정보,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도심 교통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와 가공 등의 작업을 거쳐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능형 신호관제 서비스와 자율주행차량 경로 및 속도 추천 등 교통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개발 중(‘21.6).
- PJ factory
· 표준을 제안하고 현재 2D 이미지 미디어 포맷 기술 개발 중(‘21.6)
¡ (비디오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표준)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패널과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하여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 체적형 디스플레이 및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연구·개발하며 객관적/주관적 시각 피로를 정량화하기 위한 휴먼팩터 연구 진행 중(‘21.1)
- 삼성디스플레이
· 삼성디스플레이에서는 10K 해상도의 모바일 디스플레이 패널을 개발하여 이를 능동형
마이크로렌즈 배열과 결합하는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를 개발 하였으며, 홀로그래피 기술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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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TI
·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개발하고 있는 10K 해상도의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라이트필드 및
홀로그래피용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한 HUD나 홀로그래픽 광학소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용 랜더러 기술, 딥러닝 기술이 접목된 홀로그래피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이와 연동한 객관적/주관적 시각 피로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
- LetinAR
·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를 응용한 거울형 핀라이트 디스플레이를 AR 글래스에 활용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CES, MWC 등에 출품하여 Microsoft, Google, Apple 등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올해
말 시제품 출시 계획
[홀로그래픽콘텐츠]
¡ (디지털 홀로그램 정보 표현 표준) 360도에서 시청이 가능한 테이블탑 디스플레이, 모바일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홀로그래픽 광학소자 등을 개발하기 위해 산·학·연이 협력 중이며,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홀로그래픽 광학소자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서비스 및
홀로그래픽 콘텐츠의 저변확대를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홀로그래픽 라이브러리 개발도 진행
중(‘21.6)
- 삼성디스플레이
· 10K급 고화질 모바일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개발
- ETRI
· DMD를 이용한 고속 동작과 컬러 표현이 가능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개발
- KETI
·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홀로그래픽 콘텐츠 및 홀로그래피 기술을 이용한 광학 소자 등 다양한
홀로그래픽 기술 연구 중
· 홀로그래픽 광학소자를 이용한 HUD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개발
[웹 기반 콘텐츠 플랫폼]
¡ (브라우저 내 콘텐츠 표현 표준) 별도의 플러그인 없이 게임, 콘텐츠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HTML5 및 CSS3 등의 다양한 표준 기술들이 서비스에 응용되어 개발 중(2020년)
- LG전자
·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가상현실(VR) 드라마와 증강현실(AR) 기반의 뮤직비디오 서비스 등을
웹 기술로 서비스를 시작(2020년)
- 웹젠
· 네이티브 코드로 개발된 뮤 이그니션 게임에 대해 웹게임 기반으로 뮤 이그니션 2게임
서비스를 시작
¡ (웹기반 콘텐츠 데이터 연동 표준) 웹 기반 환경에서 서로 다른 서비스 간의 연동데이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JSON LD, RDF 등의 표준 기술이 서비스에 활용 중(2021년)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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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의 검색 엔진에 노출되는 데이터가 어떤 의미의 데이터인지 표현하기 위하여 JSON
LD 표준을 활용하기 시작
- 대한민국 정부
· 코로나 백신 증빙을 위한 DID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출시(2021년)
- 삼성전자
· DID 기반의 신원인증 플랫폼인 ‘이니셜’을 상용화 완료 (2020년)
- 플레이키키
· DID 표준을 커머스에 적용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2021년)
[게임]
¡ (기능성 게임의 성과 측정 및 평가 절차 표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와 융합한 형태의 응용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환경이 요구되는 교육, 학습, 훈련, 치료
등의 기능성 게임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등 정책
지원 확대로 기능성게임 개발이 확대(21.11)
- 머스트게임즈
· 사용자가 국제환경기구, 강대국, 개발도상국, 산업혁명국가 등을 선택해 운영하며 환경
파괴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시뮬레이션 모바일 게임 ‘플랜트월드(Plant World)’를 제작하여
공식 론칭을 추진(21.11)
- KT
· 어린이와 어르신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서울삼성병원과 서울대학교 스포츠
인텔리전스랩스와 빔 프로젝터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활용하여 개인마다 머리에
써야하는 HMD나 AR 글래스 없이도 혼합현실(MR)을 구현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만든
재밌는 게임이면서도 생활에 녹여진 유용한 게임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KT
리얼큐브를 활용하여 용산구청 내 20개 어린이집에서 선발한 5~7세 아동들이 참여하는
용산구청 온라인 운동회 개최(20.11)
- 넷마블문화재단
· 건강한 게임문화의 가치 확대 및 미래 창의 인재 양성, 나눔 문화 확산 등을 위해 2018년
출범하여 '문화 만들기', '인재 키우기', '마음 나누기' 등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장애학생들을
위한 게임 문화 축제인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주최하는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21.06)
- (주)씨투몬스터
· 차의과학대,

가천의대

길병원,

서울의대

보라매병원,

건국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인천광역치매센터 등과 함께 실제 인지기능 증진과 치료에 사용되는 다양한 인지훈련
프로그램들에 ICT를 적용하여,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의 형태로 인지 훈련이
필요한 사용자들을 위한 노인용 기능성 게임 '메타 360', '젊어지는 여행', 'VR 기억산책'
을 개발, 출시(19.12)
- (주)브래니
· 2019년 한국 공교육 기관 코딩 교육 의무화로 글로벌 기업들이 코딩 교육시장을 진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학 원리를 응용한 ‘움직이는 페이퍼 토이 만들기’, 친구와 함께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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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는 ‘코딩 보드게임’, 이용자 사고를 확장하도록 설계한 ‘VR 코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코딩 학습과 XR 환경 체험 및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문제해결력·의사소통 능력
등 핵심역량을 자연스레 기를 수 있는 것이 특징인 학교용 온·오프라인 혼합 코딩 교육 콘텐츠
‘쿠링 XR 코딩 캠프’를 영국 BETT(British Education Training & Technology) 2020'에서
공개(20.01)
[현실가상융합콘텐츠]
¡ (디지털 가상 훈련시스템 평가 표준) 디지털 트윈 기반의 대공간 가상 훈련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구현된 훈련시스템의 객관적인 성능 평가 및 검증을 위한 평가 방법의 표준화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 유사한 목적을 가진 시스템들 사이에서 성능의 우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필요함
- 스코넥엔터테인먼트
· 대공간에서 사용자의 위치 및 동작 센싱을 통한 가상현실 기반의 훈련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의 성능 평가를 위한 척도 개발 추진(2021)
- 건국대, 명지대
· 일반적인 구동기와 센서를 이용하여 물리세계와 가상세계와의 동기화 된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물리구동기와 물리센서를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하고, 이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 추진(2021)
¡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표준) 주요 디바이스 제조사를 중심으로 미디어사물 간
미디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이 개발 중이고, 통신사를 중심으로 CCTV 클라우드 영상보안
카메라 서비스를 제공 중임. 아울러, 미디어사물 자원(Asset) 사용 거래를 위한 API 개발 중.
블록체인을 이용한 미디어 및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거래를 위한 서비스 등장
- 삼성전자, LG전자
· De-factor 표준인 OCF 기반의 집안 내 스마트 폰, 디스플레이, 혹은 음향기기 간 미디어
공유 시스템 및 스마트 폰을 이용한 댁 내 가전제품 원격 제어 시스템 개발 중 (2020)
- SKT, KT, LG유플러스
· ONVIF 표준 포맷 기반의 CCTV 클라우드 영상 보안 카메라/시스템 운영 중 (2021)
- 인시그널
· 미디어사물인터넷 인터페이스 기술 중 스마트글래스를 이용한 얼굴 인식, 사물 인식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포맷에 대한 기술/표준 연구 진행(2020)
- 명지대, 건국대
· 복수개의 미디어 사물들이 AdHoc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이나 블록체인
등을 이용한 미디어사물 간 자율 거래에 대한 API 표준 개발을 진행 중. 아울러
미디어사물의 자원(Asset) 거래, 미디어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하여 스마트 컨트랙트 API
표준 개발 중 (2021)
- KETI
·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내 물체 검출, 인식 시스템을 미디어사물인터넷 기반으로 구축하였으며,
관련 유스케이스 제안 및 표준화 진행 중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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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게임빌,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스, 넥슨
·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메타버스 콘텐츠 내 자유로운 거래를 위해 블록체인 NFT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NFT를 활용해 게임, 음원, 영상, 미술품 등
디지털화된 자산을 유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메타버스 콘텐츠와도 접목할 계획
¡ (미디어사물 컴팩트 데이터포맷 표준) 미디어사물 간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이진 포맷
개발 중
- 명지대, 건국대
· 복수개의 미디어사물 간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포맷 이진 표현 표준 개발 중.
아울러 미디어사물의 자원(Asset)의 자율적인 거래를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데이터포맷
개발 중(2021)
¡ (미디어사물 자율협업 데이터포맷 표준) 미디어사물시스템 내 미디어사물 간 자율협업을 위한
태스크 데이터포맷 개발 중
- 명지대, 건국대
· 복수의 미디어사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사용자가 목표하는 임무(태스크)를
표준화하는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포맷 개발. 주로 분삱제어형 시스템을 위한 태스크
데이터포맷 설계 중 (2021)
- KETI
· 각 미디어사물의 상세 임무를 서술할 수 있는 중앙제어형 시스템을 위한 태스크 데이터포맷
개발 중 (2021)
¡ (현실세계 센서 데이터 및 센서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대공간 가상훈련시스템이나 스마트팜
구현을 위해 현실세계 인식을 위한 센서 데이터포맷 및 센서 특성 정보 데이터포맷 개발 중
- 명지대, 건국대
· 대공간 내 재난대응 가상훈련을 위한 사용자의 위치, 속도, 사용자 입력, 움직임, 객체 정의
등에 대한 데이터포맷 및 각 센서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포맷 개발 중. 아울러 각
센서의 특성 파라미터를 수정할 수 있는 데이터포맷 개발 중 (2021)
- ETRI
· 스마트팜 내 각종 센서에 대한 정의 및 센서 데이터포맷 개발 중 (2021)
- ㈜스코넥엔터테인먼트
· 광학센서를 사용하여 15미터 이상 공간에서 활동 가능한 모탈블리츠, 화학안전VR,
소방훈련VR 등의 시스템 구현. Full Body Tracking 기술로 최대 8인의 사용자 전신
인터랙티브 가능 (2021)
- ㈜인스퀘어
· 광학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10미터 이상 공간에서 활동 가능. 별도의 모션 캡쳐 장비 없이
HMD에 내장된 광학 센서만을 활용해 설치가 용이. 최대 4인의 사용자가 10미터 이상의
공간에서 활동 가능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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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세계 액추에이터 구동명령어 및 액추에이터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대공간 가상훈련시스템이나
스마트팜 구현을 위해 현실세계 액추에이터의 구동명령어 및 특성 정보를 표현하는 데이터포맷
개발 중
- 명지대, 건국대
· 대공간 내 재난대응 가상훈련을 위한 현실세계 액추에이터 구동명령어 및 액추에이터 특성
정보 데이터포맷 개발 (2021)
- ETRI
· 스마트팜 용 액추에이터(광원, 풍향, 습도 조절 기구 등) 구동을 위한 명령어 및 액추에이터
특성 정보 데이터포맷 개발 (2021)
- ㈜스코넥엔터테인먼트
· 모탈블리츠, 화학안전VR, 소방훈련VR 등의 시스템 구현을 통해 가상공간 내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행동의 결과가 현실세계의 액추에이터를 구동할 수 있는 기술개발 (2021)
- 디스트릭트 홀딩스
· 미스터리 정글이라는 건슈팅 게임을 통해 안개와 바람 등 4D 효과를 적극 사용하여 현실감
제공. 슈팅의 결과에 따라 안개나 바람 액추에이터 구동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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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MR/XR]
¡ (XR 콘텐츠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기준 표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콘텐츠 서비스 기반 XR 콘텐츠의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개선을 위해 사용자 시선
추적, 손목 근전도 기반 손가락 움직임 추정, 비침습적 뇌활동 측정 등의 기술을 적용하는 개념
모델 제시 및 기술 사업화 로드맵 발표(2021)
- 미국, Microsoft
· 홀로렌즈를 활용한 XR 기반의 핸드 인터랙션을 위한 제스쳐 인식 기반 주변 장치 연동,
근전도 센서 기반 XR 콘텐츠 제어, 플렉서블 장치를 이용한 인터랙션 및 텐저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적용 방안 제시(2021)
- 미국, facebook
· 페이스북 CEO는 페이스북사가 전사적으로 메타버스 콘텐츠 서비스 개발사로 탈바꿈할
것을 천명(2021). AR 글라스 기반 시선 추적 기술 적용한 AR/AR 광고 서비스 개념
제시와 손목 근전도 및 비침습적 뇌활동 측정 기술을 적용한 XR 체험형 광고 기술 개념을
제시하였고, 라이브 맵 기반 XR 월드 인터랙션을 적용한 메타버스 콘텐츠 서비스 개념을
제시(2021)
¡ (MR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용, 군사용 등의 다양한 산업 목적으로
Intel과 Microsoft 등이 동작 감지, 인식 등을 목표로 한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콘텐츠 서비스들이 연구 진행 중
- 미국, 에스티로더
· 메이크업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AR 서비스를 실용화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VTO(Virtual Try On) AR을 구축(‘21.6)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 가상공간에서 여러 사용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애저(Azure)기반 혼합현실(MR)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메시’를 공개(‘21.6)
¡ (스크린 리더용 멀티포인트 제스처 표준) Microsoft 등의 글로벌 IT 기업에서는 시각/영상/동작
인식 분야에서도 딥러닝 기반의 동작 인식 기술을 개발하여 가상현실 등의 분야에 적용(’20.1)
- 미국, Microsoft
· 증강현실 시스템인 홀로렌즈2와 Azure kinect의 개발자 버전을 출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동작인식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을 제공
- 미국, Ultraleap
· 손 동작 인식 장치와 응용서비스인 립모션 개발사 OcuSpec사를 인수. 립모션은 동그라미
그리기, 쓸기, 키 탭, 스크린 탭 등의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활용
- 미국, 오큘러스
· 깊이 카메라를 통한 핸드 트래킹 기술을 보유한 Nimble VR사를 인수하여, 물리적인 컨트롤러
없이 맨손으로 제스처를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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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 (3D 가상 자산 생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전자상거래를 위한 3차원 표현 기술은 3차원 기하
데이터와 상품정보를 표현하는 부분으로 구성. 기하 데이터 표현은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
도구 및 CAD 제품 관련 업체들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3D 상거래 표준은 기존의 기술
표준을 참조표준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2022)
- 미국, Autodesk
· 3차원 캐드 및 DCC 저작 도구 및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3차원 상거래에 필요한
가상 제품 및 광고 제작을 위한 기술 필요
- 미국, Epic, 미국, Unity
· 3차원 게임엔진을 중심으로 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콘텐츠 엔진을 이용한 상품 전시 시스템으로
확장 개발 중
- 미국, Adobe
· 자사의 PDF 파일 표준과 기술에 3차원 그래픽스를 이용한 문서 생성 및 3차원 애니메이션을
포함하는 설명서, 광고 제작 기술을 개발 중이며, 표준화에 반영할 예정
¡ (MTP Latency 표준) HMD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들에서는 MTP Latency를 20 ms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기 사양으로 제품자체의 MTP Latency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용자의 행동 예측을 예견하여 20 ms 이하로 맞추는 연구도 함께 진행 중
- 독일, 아우디(Audi)
· 그룹에서 발표한 MTP Latency 측정값은 OCR이 5.8ms, VIVE(HTC) 5.1ms 수준으로 발표(2018년
9월 발표). HTC VIVE 제품에는 MTP Latency를 20ms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
- 중국,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 Hang Xun 등은 자동으로 HMD 장치의 MTP Latency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발표하였음. 핀란드 Oulu 대학교의 Hohamed Elbamby 등은 스페인 Basque Country
대학교와 미국 Sunnyvale 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낮은 MTP Latency를 위한 스마트
네트워크 디자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
- 미국, DAQRI
· Mobile AR과 VR의 MTP Latency 에 관련된 연구를 발표. 아쉽게도 기기에 대한 MTP Latency는
많은 분야에서 측정하고 있으나 사람에 대한 영향은 2004년 발표된 이후 최근 측정 연구가 많이 없음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MTP Latency 측정 장비 구현(2021년) 및 영상지연에 따른 멀미 정도를 측정하고 있음(2021).
표준측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진행 중
[오감미디어콘텐츠]
¡ (후각 스크리닝 휴먼팩터 데이터 구조 및 시험 절차 표준) 특정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구분하지 못하는 후각 장애가 치매의 전조증상임이 규명됨에 따라 치매 선별을 위한 다양한
후각 선별장치 및 가상현실 및 게임 기반 기억회상/인지훈련 콘텐츠 개발 중(’21.4)
- 영국, The WayBack
· 과거의 긍정적인 순간을 VR 콘텐츠로 재창조하여 기억을 자극하고, 환자, 가족, 간병인들 간에
대화를 통한 즐거움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뇌 훈련 제공이 가능한 VR memory film 시리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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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Rendever
· 인지력, 신체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외부 세계의 경험을 제공하는 VR
콘텐츠 서비스 출시
-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 박하, 레몬 등의 냄새와 40개의 인지 질문 포함된 종이형 치매 후각 장애인지 검사장치인
UPSIT 출시
- 미국, 알바니대학
· MMSE와 3가지의 냄새를 식별하는 PST(Pocket Smell Test)를 이용한 후각기능장애 시험을
통해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우울증 환자군을 구별 검증
- 미국, 시카고대학
· 냄새를 맡지 못하는 후각상실이 치매의 전조증상임을 임상실험으로 증명
· 5가지(페퍼민트, 물고기, 오렌지, 장미, 가죽) 냄새를 맞추게 한 후 1개도 맞추지 못한 경우
5년 추적조사 결과 모두 치매 진단, 1∼2개를 인식 경우 80%가 치매 진단
-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 특정 사물, 상황, 대상에 대하여 가장 첫번째로 느낀 냄새가 뇌에 각인되며, 나중에 그 냄새를
맡으면 느낌이나 그 상황에서 느낀 감정 등을 선명하게 기억해낼 수 있어, 냄새를 통해서
기억나지 않았던 추억을 되찾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 도출
¡ (연결된 이미지 미디어 포맷 표준) 표준에 기반한 미디어 포맷이 포함된 플랫폼 솔루션이 출시되어
꾸준히 버전업되고 있고, 클라우트 컴퓨팅이나 AI를 이용한 자원관리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과
오피스 앱, 새 엣지 브라우저, 빙등 어디서나 작업할 수 방법을 모색중
- 미국, Microsoft
· 수백만 개의 연결된 장치, 무한 데이터 및 진정한 몰입 형 멀티 센스, 멀티 디바이스 경험을
창조하는 기술 제공 및 데이터 스트리밍과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내 기계 학습 및 그래프
데이터 지원을 결합하여 에지에서 지연 시간이 짧은 기술 제공 (‘21.8)
· Image_link를 사용하여 제품의 여러 다른 이미지가 있는 경우 기본 이미지를 제출하고
additional_image_link 속성에 다른 모든 이미지를 포함하는 기술을 계속 연구중(‘21.2)
· 더 많은 사용자가 통합 검색을 켜고, 이를 사용해 오피스 앱. 새 엣지 브라우저, 빙 내부등
어디서나 작업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통합 검색은 마이크로 소프트의 지식관리인
‘프로젝트 코어텍스’와 어울려서 개발중.(‘21.8)
- 미국, NVIDIA
· 실시간 그래픽을위한 스튜디오 워크 플로우를 단순화하는 개방형 협업 플랫폼 인 옴니버스(Omniverse)를
발표. Omniverse에는 Autodesk Maya, Adobe Photoshop 및 Epic Games의 Unreal Engine과
같은 업계 표준 응용 프로그램 간의 실시간 연결을 유지하는 포털(양방향 터널)이 포함되는
기술 제공 (‘21.2)
- 미국, Dolby
· 동적 메타 데이터 솔루션은 임의이 마스터 링 컬러 볼륨에서 임의의 소비자 장치 컬로
볼륨으로의 정확한 톤 맵핑을 가능하게 하여 향후 증명 가능한 확장성을 제공. Dolby vision은
Netflix, Amazon, 및 Vudu의 지원을 받으며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형식을 사용.(’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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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표준) 마이크로렌즈 배열식 라이트필드 카메라, 고해상도
다중초점 지원이 가능한 라이트필드 콘텐츠 제작, 체적형 디스플레이의 다양한 시도 및
핀라이트 방식의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방법의 디스플레이에서 휴먼팩터가 연구 중에 있으며,
특히 안경식 디스플레이나 착용형 디스플레이에서 발생되는 시각 피로에 대한 특성 정량화
연구가 진행 중(21.2)
- 스위스, CREAL3D
· 핀라이트 방식의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HMD 프로토타입을 개발(‘21.4)
- 미국, Google
· USC출신의 Paul Debevec 교수는 2차원 배열의 다수의 카메라 어레이를 이용한 영상
캡쳐 플랫폼을 개발하여 헐리우드에서 개봉하는 많은 영화의 콘텐츠를 제작 중(‘19.7)
- 일본, Sony
· Sony에서는 고속카메라 기반의 안면 인식 및 동공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를 CES2020에서 선보였으며, 홀로그래피 기술을 이용한 HMD도 선보임(‘20.1)
- 벨기에, Woopix
· 초점거리가 서로 다른 다수의 영상으로부터 라이트필드 기반 영상 획득 방법을 통해 자연스러운
3D 영상을 제공하는 S/W 개발(‘19.7)
[홀로그래픽콘텐츠]
¡ (디지털 홀로그램 정보 표현 표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의 직접적인 대중화에 앞서
홀로그래피 기술이 적용된 광학 소자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군에 접목 시도 중
- 스위스, Wayray
· 현대자동차와 협업하여 자동차에 적용이 가능한 홀로그래픽 HUD를 개발 중(‘20.1)
- 미국, Digilens
· 홀로그래피 기술을 응용한 도파로 기술을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에 활용한 시제품을
개발하여 미국방부 등과 협력 연구를 진행 중(‘21.6)
- 미국, Microsoft
· 2015년 RGB 개별 파장을 위해 Multi-DOE 소자로 구성된 Hololens를 제작하였고, 각 광학 소자는
in-coupler, expander, out-coupler로 구성. 2017년에는 HOE를 사용한 phase-only 타입의
Holographic AR 기기를 발표(‘18.7)
- 미국, Magic Leap
· 2018년 Multi-DOE(R-plate, GB-plate) 소자로 구성된 Magicleap one을 개발하였고,
Hololens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광학 소자로 구성(‘18.7)
- 한국, Samsung Advanced Institute of Technology
· 기존 홀로그램 광학계의 난제인 복잡한 홀로그램 연산량을 최적화된 FPGA 보드로
해결하고 복잡한 광학계를 스티어링 광원을 이용하여 경박형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개발(‘20.11)

36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웹 기반 콘텐츠 플랫폼]
¡ (브라우저 내 콘텐츠 표현 표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브라우저를 이용해 서비스하기 위한 기술들이 활발하게 개발 중
- 미국, Google
· 2019년 별도의 게임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없이도 곧바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기반
게임 플랫폼 ‘스타디아’를 공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무료 평가판 등의 서비스 출시(2020년)
- 미국, Microsoft
· 브라우저에서 직접 게임을 실행하여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기반의 게임 서비스 ‘엑스클라우드’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보급 및 Xbos 내의 엑스클라우드 게임패드 공개(2021년)
¡ (웹기반 콘텐츠 데이터 연동 표준) 일부 글로벌 기업 중심의 데이터의 독점을 막기 위해 서비스
간 데이터 연동을 위한 표준 개발과 동시에 이를 활용한 탈중앙 서비스들이 활발하게 개발 중
- 미국, MIT
·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를 중심으로 데이터 연동 표준 기반의 탈중앙 서비스 플랫폼
프로젝트인 Solid가 활발하게 진행 중(2021년)
- 미국, IndieWeb
· 미국 웹개발자 중심의 커뮤니티인 Indie Web 중심으로 서비스 간의 데이터 연동이 가능한 다양한
UI 와 독특한 기능을 가진 서비스들이 활발하게 개발 중(2020년)
- 미국, Microsoft
· DID기반의 인증을 조직, 개인,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플랫폼 시작품 개발(2021년)
[게임]
¡ (기능성 게임의 성과 측정 및 평가 절차 표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와 융합한 형태의 응용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체험 학습이 가능한 교육, 의료, 항공우주,
관광 등의 기능성 게임 개발에 주력(21.11)
- 미국, Google
· Google Expedition Program과 VR 기술의 결합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제로 바다, 외국,
행성 등을 방문하는 것 같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2017년)
- 일본, Nintendo
· '위 핏'의 후속으로 운동을 게임과 접목하여 게임을 충실하게 플레이할 경우 기초 체력
증진 및 다이어트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링 피트 어드벤처’를 개발함(19.10)
- 영국, Ndemic Creations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문을 얻어 개발한 게임으로 해외에선 전염병 전파 과정을 익힐
수 있는 유용한 시뮬레이터로 평가받고 있으며, 위생과 보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주는
순기능을 인정받아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연계한 업데이트를 진행한데다, 한국에서도
콘텐츠진흥원을 통해 기능성 게임으로 분류됨(20.11)
- 미국, Level EX
·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자 의료진을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담긴
콘텐츠를 구글플레이에 출시된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을 소재로 하는 기존 기능성 게임
2종(Pulm Ex, Airway Ex)에 추가함(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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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Mojang
· 마인크래프트 교육용에 코드 빌더가 설치되어 프로그래밍 교육과 교사를 대신해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NPC, 칠판, 카메라 등을 활용한 학생 지도가 가능하고, 산의 등고선을 직접 그리며
지리학을 가르치거나 동물 세포 모형을 만들어 생물을 배우는 등 다양한 과목에 응용(17.05)
[현실가상융합콘텐츠]
¡ (디지털 가상 훈련시스템 평가 표준) 캐나다 Serious Labs 사는 가상현실 기반의 중장비
훈련시스템을 개발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PIXO VR 사는 XR 기반의 교육, 훈련
콘텐츠들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음.
- 캐나다, Serious Labs
· 캐나다 가상현실 기반 중장비 교육 훈련 콘텐츠 개발 및 제공. 고고도 등 위험이 동반하는
작업 환경을 가상 현실로 구현하고 개별 장비의 시뮬레이터를 연동하여 체험 및 교육이
가능하도록 함.(2021)
- 미국, PixoVR
· 미국 미시건 주의 픽소 VR 사는 다양한 XR 기기들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고 있음. 자동차 딜러의 체험, 제작 라인, 교육, 의료, 건설, 관광 등 다양한 영역의
가상 체험을 제공함.(2021)
· 여전히 관련하여 시스템의 효과 등을 평가하는 척도는 알려진 바 없음
¡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표준) 블록체인이나 클라우드를 활용한 사물의 정보 저장
및 처리 서비스 제공 혹은 개발 중. 블록체인을 이용한 미디어 및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거래를 위한 서비스 등 장
- IMT, 프랑스
·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개발 중이며 특히 의료정보
교환 및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 방법에 대해 연구 진행 중 (2021)
- Microsoft, 미국
· 사물들을 클라우드에 연결하여 저장, 검색, 처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Azure 서비스 제공 중 (2021)
- Ujo Music, 미국
· 블록체인 기반의 음원 제공 플랫폼. Bugs나 Apple music 등 기존의 음원 플랫폼과는 달리
소비자와 음원 저작자 간의 1대1 커뮤니티를 통해 음원 저작자의 수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음원 소비자는 음원의 구매나 금액 후원을 통해 아티스트에게 수익을 제공
(2021)
- Monegraph, 미국
· 비트코인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Monegraph에서는 음악, 사진, 동영상 등 모든 미디어 콘텐츠를
다루며, 미디어의 라이선스, 지불 처리 등 미디어 저작권에 목적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 (2021)
- niftygateway, 미국
· 디지털 자산이나 미술품 등에 대한 블록체인 NFT를 이용한 저작권 및 소유, 소유건 거래를
주관. NFT 미술품 거래로 이름을 높였으며, 앞으로 음악, 동영상, 사진,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NFT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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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사물 컴팩트 데이터포맷 표준) 블록체인을 이용한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거래를
위한 서비스 등 장
- IMT, 프랑스
· 의료 서비스를 위한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데이터포맷 표준 개발
중. 아울러 이종 블록체인 간 스마트컨트랙트 자동 변환을 위한 서술방법 표준화 진행 중(2021)
- 미국, Google
· ALAX는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ALAX의 사용자가 구매한
게임의 비용은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을 통해 게임 개발자에게 직접 전달됨. 하나의 게임
개발에 공동 참여한 개발자에게 공정한 수익이 배분되도록 ALAX 플랫폼을 통해 설정이
가능. 또한, 게임 플레이어에게 게임 클리어 보상 등의 명목으로 토큰을 제공하여, 마케팅이나
게임 이용자 확보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
- 미국, Ujo Music
· 블록체인 기반의 음원 제공 플랫폼. Bugs나 Apple music 등 기존의 음원 플랫폼과는 달리
소비자와 음원 저작자 간의 1대1 커뮤니티를 통해 음원 저작자의 수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음원 소비자는 음원의 구매나 금액 후원을 통해 아티스트에게 수익을 제공
- 미국, Monegraph
· 비트코인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Monegraph에서는 음악, 사진, 동영상 등 모든 미디어 콘텐츠를
다루며, 미디어의 라이선스, 지불 처리 등 미디어 저작권에 목적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
¡ (미디어사물 자율협업 데이터포맷 표준) 사물의 등록, 사물 간의 태스크를 정의한 서비스를 제공 중
- 미국, Amazon, Microsoft
· 클라우드와 사물 간의 원활한 소통 및 협업을 위해 AWS에서는 Kubernetes, Docker 등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YAML등을 이용하여 사물의 등록, 사물 간 필요 데이터
전송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제시. Azure도 유사한 서비스 제공 중 (2021)
¡ (현실세계 센서 데이터 및 센서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대공간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서로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작업을 할 수 있는 센싱 기술 및 햅틱 장비를 통해 가상세계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센서 정보 전달 기술의 상용화
- 미국, AustececR
· 미국 AustececR의 사내 교육 환경 개선 목적의 가상현실 교육 솔루션 제작. 각종 VR장비와
조건에 맞는 햅틱 컨트롤러를 제작하여 실감 시뮬레이션 콘텐츠 제작 (2021)
- 미국, PixoVR
· Pi.GroupMulti-Particance 교육 시뮬레이션. 최대 5명의 사용자가 서로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며 작업 공정에 대한 실습 진행함. 5명의 움직임, 동선, 모션 등을 정밀 센싱하여 이를
가상세계 공정 시각화에 적용 (2021)
¡ (현실세계 액추에이터 구동명령어 및 액추에이터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사용자가 햅틱 장비를
통해 가상현실 객체를 움직이고 햅틱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술 상용화
- 캐나다, Serious Labs
· 캐나다 Serious Labs의 중장비 조작 시뮬레이터 콘텐츠 제작. 포크레인, 지게차 등의 중장비 조작법
훈련 목적으로 제작함. 중장비와 같은 조건의 물리 햅틱 장비를 활용하여 조작의 실감을 극대화함 (2021)
초연결 신산업 육성 _ 메타버스 콘텐츠 363

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메타버스 콘텐츠 분과의 ‘MR/XR’, ‘VR’, ‘오감미디어 콘텐츠’, ‘홀로그래픽 콘텐츠’,
‘현실가상융합 콘텐츠’ 5개 표준화 항목의 중점 표준화 항목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분석을 진행
- (분석 범위) 본 분석에서는 한국·미국·일본·유럽·PCT 총 5개 특허청에 공개/등록된
특허데이터를 대상으로 추출하되, 특허의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하여 2001.01.01. 이후
출원된 8,183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9년 말부터 출원된 특허는 미공개 정보를 포함
<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01.01.∼2021.06.30.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KR)
일본(JP)
미국(US)
유럽(EP)
PCT(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MR/XR’ 기술을 비롯한 총 5개 기술에 포함된 표준화 항목별 핵심
키워드를 담당 분과위원으로 제공받았고, 키워드 확장을 통한 특허 검색식을 작성하여 분석을
진행
<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항목

핵심키워드

§

MR/XR

§
§

VR

§

검색식

XR 콘텐츠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기준
표준
MR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
스크린 리더용
멀티포인트 제스처
표준

((혼합 확장 가상 증강 실감* 이머시브 mixed extended virtual augment*
immersive MR XR) N/2 (현실 세계 공간 환경 체험 경험 영상 미디어
미디아 world realit* spac* environment* video media experience*
multimedia)) AND (((인터랙션 인터액션 상호* 인터페이스 interaction
interface UI) N/5 (평가 측정 점수 스코어 만족* 테스트 검사 체크
레벨 정도 수준 진단 test evaluat* estimat* assess score satisf*
measure* check level degree diagnos*)) OR ((프레임 A/1 (웍 웤 워크))
OR ((개발 디벨롭 develop*) N/2 (키트 킷 소프트웨어 도구 툴 시스템
인터페이스 kit software tool system interface))) OR (((입력 리더 리딩
키보드 마우스 키패드 패드 포인터 커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호*
인터액션 인터랙션 인식 트래킹 트랙킹 트래킹 추적 input read* mouse
keyboard keypad pad pointer cursor user interface UI interact* recongni*
track* cogni* aware*) N/2 (제스처 제스쳐 제스춰 동작 몸짓 몸동작
손짓 손동작 행동 모션 gestur* action body hand motion movement
interface activity UI)) AND (((멀티 다중 복수 multi plural* several) N/2
(포인트 지점 위치 입력 piont position location input)) 다중점)))

3D 가상 자산 생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가상 버추얼 버츄얼 증강 실감* 이머시브 360 전방위 virtual
augment* immersive VR AR omnidirection*) N/2 (현실 세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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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항목

핵심키워드

MTP Latency 표준
가상훈련 시스템 표준

환경 체험 경험 영상 미디어 멀티미디어 world realit* spac*
environment* video media multimedia experience*)) 사이버 싸이버
cyber) AND ((멀미 메스* 메슥* 울렁* 어지* 현기증 시크니스 식니스
sick* dizz* nausea vertigo gidd*) OR ((((모션 움직임 동작 행동 제스처
제스쳐 제스춰 motion move* action gesture) N/3 (영상 비디오 무비
화면 screen image video output 전환 포톤 포튼 포턴 업데이트 출력
convert* photon update output)) MTP) AND (지연 지체 응답 딜레이
latency response delay defer)) OR (뇌파 (brain A/1 wave) brainwave
electroence* 뇌전도 대뇌 cerebral 뇌전위 ((뇌 brain) A/1 (전위
potential))) OR (((양적* 수량* 수치* 정량* 퀀트* 퀀터* 퀀티* quanti*
amount*) N/3 (평가 측정 테스트 검사 체크 진단 test evaluat* estimat*
assess measure* check diagnos*))))))

후각 스크리닝
휴먼팩터 데이터 구조
및 시험 절차 표준
연결된 이미지 미디어
포맷 표준
비디오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표준
햅틱 기술 표준

((후각* 악취* 발향* 감각* 냄새* 향기* smell* sensory* scent* exhale*
olfact*) AND (콘텐트 컨텐트 콘텐츠 콘텐츠 스크린 스크리닝 미디어
미디아 영상 이미지 비디오 content screen media image video) AND
((휴먼 인간 개인 감성 인지 지각 감각 민감 장애 human person*
emotion* recogni* cogni* sens* fault) N/3 (요소 요인 팩터 인자
element* factor*))) OR (((연결* 링크 계층 link* hierachica*) A/1 (이미지
영상 픽처 픽쳐 사진 image video picture)) AND (포맷 형식 구조
format structur*)) OR ((미디어 영상 이미지 비디오 media image
video) AND (((휴먼 인간 개인 human person* priva*) N/3 (요소 요인
팩터 인자 element* factor*)) N/3 (평가 측정 테스트 검사 체크 진단
test evaluat* estimat* assess measure* check diagnos*))) OR ((햅틱*
촉각* 촉감* 감촉* 택틸* 질감* 포스피드* 반력* 근감각* 택타일*
촉각적피드* tactile* force* tactil* haptic* volatileorganic* kinesthesi*
actuat*) AND (콘텐트 컨텐트 콘텐츠 콘텐츠 스크린 스크리닝 미디어
미디아 영상 이미지 비디오 무비 content screen media image video)
AND ((가상 증강 실감* 이머시브 360 전방위 virtual augment*
immersive VR AR omnidirection*) N/2 (현실 세계 공간 환경 체험
경험 영상 미디어 멀티미디어 world realit* spac* environment* video
media multimedia experience* multimedia)))

§

디지털 홀로그램 정보
표현 기준

((홀로그램 홀로그래* hologra* ((플렌 플랜 plen) A/1 (옵틱 광학 optic))
플렌옵틱 플랜옵틱 plenoptic ((라이트 light) A/1 (필드 field)) 라이트필
드 lightfield ((포인트 point) A/1 (클라우드 cloud)) “포인트클라우드”)
N/1 (디지털 디지탈 digital 아날로그 아널로그 애널로그 analog* 이머
시브 실감 immersive 컨텐트 콘텐트 콘텐츠 콘텐츠 content 영상
비디오 이미지 image video 3D 3차원 삼차원 ((three 3) A/1 dimension*)
프린트 프린팅 인쇄 print ((컴퓨터 computer) A/1 (생성 generate*))
컴퓨터생성 ((공간 spatial) A/1 (((광 light) A/1 (변조* modulat*)) 광변조
기 lightmodulat*) 공간광변조기 메타물질 메타렌즈 ((메타 meta) A/1
(물질 렌즈 material lens)) metamaterial metalens))) AND (물체광 참조
광 기준광 ((object reference) A/1 (beam light)) 광원 ((light beam)
A/1 source) 스테레오그램 스테레오그래* 입체경 stereogra* 도파로
도파관 waveguide 호겔 hogel ((아이 눈 시선 eye sight) A/1 (추적
트래* 트랙 track*)) eyetrack*)

§

미디어사물의
자율협업을 위한
태스크 표현
데이터포맷 표준

((((사물 기기 thing device) N/1 (인터넷 통신 internet communicat*
미디어 media)) IOT) AND (에지 엣지 가장자리 클라우드 ((데이터
data) A/1 (센터 center)) 데이터센터 datacenter 오케스트* 컨테이너
콘테이너 edge cloud orchestrat* container) AND (협동 합동 콜라보*
자율 autonomous federat* cooperat* collaborat* join*))

§
§

§

오감미디어
콘텐츠

§
§
§

홀로그래픽
콘텐츠

현실가상융
합 콘텐츠

검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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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 특허 출원연도별 동향

<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 전체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출원은 200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2011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16년 이후 출원 건수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메타버스 콘텐츠 관
련 장비(e.g., HMD)의 초기 보급 시점을 기점으로, 국내·외 기업 간 적극적인 특허권 확보
를 통한 시장 및 기술선점 경쟁이 심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분석 대상범위가 공개일 기준이나, 특허출원 추세를 고려할 때 2019년부터 2021년에도 최
소 직전년도 만큼의 출원이 이루어 졌을 것으로 추정됨

<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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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발행국별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에 출원된 특허가 3,885건(4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한국(1,915건, 23%), PCT(885건, 11%) 순으로 나타남
- 출원연도별 동향을 보면, 미국 특허청에 발행된 특허는 타 발행국에 비해 꾸준히 많은 특허가
출원되었고, 다수 국가에서의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PCT 특허는 2016년 이후 출원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로부터,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어 온 것과, 앞으로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 한국 출원 동향이, 미국 특허 출원 흐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미국시
장을 목표로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및 권리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출원 동향
<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특허분석 항목
MR/XR

VR

오감미디어
콘텐츠

홀로그래픽
콘텐츠

현실가상융
합 콘텐츠

총합계

2001

27

33

83

88

21

252

2002

31

20

70

90

54

265

2003

34

16

74

69

20

213

2004

43

6

67

90

20

226

2005

37

10

96

135

22

300

2006

41

26

113

109

20

309

2007

58

19

94

100

18

289

2008

45

27

83

124

14

293

2009

51

20

78

84

24

257

2010

65

24

87

74

37

287

2011

80

47

113

111

34

385

2012

87

39

105

138

30

399

2013

80

58

111

123

51

423

2014

78

60

122

161

63

484

2015

100

67

130

129

51

477

2016

138

121

185

152

56

652

2017

149

143

236

198

67

793

2018

165

145

211

184

78

783

2019

149

143

214

163

75

744

2020

64

62

66

80

54

326

2021

7

8

5

2

4

26

합계

1,529

1,094

2,343

2,404

813

8,183

출원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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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는 ‘홀로그래픽 콘텐츠’, ‘오감미디어 콘텐츠’, ‘MR/XR’, ‘VR’, ‘현실가상융합
콘텐츠’ 순으로 다수의 특허가 출원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한 분야로 확인됨
- 특허정보 미공개 기간을 고려하면, 2011년부터 10년 간 출원된 전체 특허는 지난 2001년부터
10년 간 출원된 전체 특허대비 약 2배(2,691건→5,492건+α)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MR/XR’, ‘VR’ 기술은 2016년 이후 출원양이 증가하고 있고, ‘오감미디어 콘텐츠’, ‘홀로그래픽
콘텐츠’ 기술은 2001년부터 꾸준이 특허 출원이 진행되다가 2015년을 전후로 출원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현실가상융합 콘텐츠’ 기술은 타 기술 대비 출원양이 다소 적으나,
2013년부터 꾸준히 50건 이상의 출원 규모가 유지되고 있음
-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디바이스 보급 확대, 통신 등 관련 기술의 발달 및 언택트 산업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메타버스 콘텐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므로, 향후 이와 관련한 출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 출원 현황 >
특허분석 항목

구간A
(2011년~2013년)

구간B
(2014년~2016년)

구간C
(2017년~2019년)

MR/XR

247

316

463

VR

144

248

431

오감미디어 콘텐츠

329

437

661

홀로그래픽 콘텐츠

372

442

545

현실가상융합 콘텐츠

115

170

200

- 2010년부터 최근까지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출원연도 기준 3년 단위로 구분한 구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기술분야에 대해, 특허출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오감미디어 콘텐츠’, ‘홀로그래픽 콘텐츠’ 기술은 전반적으로는 타 기술에 비해 많은 특허가
출원된 분야로 연구개발 역량을 가진 기업이 많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것으로 예상됨
- ‘MR/XR’, ‘MR’ 기술은 C 구간에서 출원양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를 통해, 해당 기술 분야가
기업들의 주요 관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최근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는 꾸준하고 활발하게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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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특허분석 항목
MR/XR

VR

오감미디어
콘텐츠

홀로그래픽
콘텐츠

현실가상융
합 콘텐츠

총합계

한국특허(KR)

335

265

760

532

23

1,915

미국특허(US)

828

587

937

978

555

3,885

국제특허(PCT)

126

50

274

327

108

885

일본특허(JP)

142

74

145

260

6

627

유럽특허(EP)

98

118

227

307

121

871

합계

1,529

1,094

2,343

2,404

813

8,183

출원연도

-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특허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미국에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한국, PCT, 유럽, 일본 순으로 출원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
-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에서 기업들의 글로벌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PCT특허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은 ‘홀로그래픽 콘텐츠’(37%), ‘오감미디어 콘텐츠’(31%)로 나타남
- 한국에 출원된 특허 현황은 ‘오감미디어 콘텐츠’(40%), ‘홀로그래픽 콘텐츠’(28%)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MR/XR, ‘VR’ 기술도 다출원 양상을 보임
- 미국 출원 현황을 보면, 모든 기술분야에 대해 다출원이 이루어졌고, 이 중, ‘홀로그래픽
콘텐츠’(25%), ‘오감미디어 콘텐츠’(24%) 기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현실가상융합 콘텐츠’기술의 경우, 미국에서의 출원 점유율이 68%에 다다르고 있는 바,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주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홀로그래픽 콘텐츠’(41%), ‘오감미디어 콘텐츠’(23%) 및 ‘MR/XR’(22%)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실가상융합 콘텐츠’ 기술에 대해서는 출원 실적이 저조함
- 한편, 유럽은 ‘홀로그래픽 콘텐츠’(35%), ‘오감미디어 콘텐츠’(26%)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MR/XR’ 기술에 대해서는, 타국가에 비해 출원 점유율이 낮은 양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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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한국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MR/XR

VR

오감미디어
콘텐츠

홀로그래픽
콘텐츠

현실가상융
합 콘텐츠

총합계

삼성전자

16

13

69

62

0

16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1

8

26

37

2

94

위니아전자

3

0

4

65

0

72

LG 전자

7

8

32

13

0

60

시리얼 테크놀로지즈

0

0

0

28

0

28

MICROSOFT

16

1

6

1

0

24

SONY

3

2

11

8

0

24

한국전자기술연구원

3

2

6

9

2

2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

2

8

7

0

21

LG 디스플레이

0

1

3

16

0

20

출원인

-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주요 출원인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위니아전자, LG 전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LG 디스플레이 등의 국내 대기업
및 연구소가 출원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시리얼 테크놀로지즈, 마이크로소프트, SONY 등 일부 해외 대기업도 출원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상위 10개 출원인의 뒤를 이어 광운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다수의 대학이 랭크된 점에 비추어, 산학연 연계를 통한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기술 개발도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 항목별 다출원 상위 기업을 확인한 결과, ‘MR/XR’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VR’은 삼성전자,
‘오감미디어 콘텐츠’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홀로그래픽 콘텐츠’는 위니아전자, 삼성전자로
확인되고, ‘현실가상융합 콘텐츠’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의 출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 ‘현실가상융합 콘텐트’기술에 대한 출원량이 매우 적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내에서는 아직
위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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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해외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MR/XR

VR

오감미디어
콘텐츠

홀로그래픽
콘텐츠

현실가상융
합 콘텐츠

총합계

SONY

38

30

67

51

5

191

Samsung Electronics

8

17

22

96

6

149

MICROSOFT

61

18

38

16

11

144

SEEREAL
TECHNOLOGIES

0

85

0

85

5

82

IBM

37

17

16

7

5

82

DAI NIPPON
PRINTING

1

1

68

1

71

63

GOOGLE

28

14

15

0

6

63

INTEL

10

9

16

3

14

52

IMMERSION

5

4

42

0

0

51

Magic Leap

8

6

27

1

0

42

출원인

- 해외(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의 주요 출원인은 SONY(일본), 삼성전자, MICROSOFT(미국),
SEEREAL TECHNOLOGIES, IBM(미국) 순으로 대부분 해외 기업이었으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국내 기업은 순위권 밖으로 확인됨
- 상위 10개 출원인의 뒤를 이어, Apple(미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INTENDO(일본), CANON(일본),
Panasonic(일본), Amazon(미국) 등이 랭크됨
-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 출원의 양적 수준이 매우 높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출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미국과 일본에 비해, 특허출원을 활발히 진행하는 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 다출원 상위 기업을 확인한 결과, ‘MR/XR’은 MICROSOFT, SONY, ‘VR’은 SEEREAL
TECHNOLOGIES, SONY, ‘오감미디어 콘텐츠’는 DAI NIPPON PRINTING, 삼성전자,
‘홀로그래픽 콘텐츠’는 삼성전자, SEEREAL TECHNOLOGIES, ‘현실가상융합 콘텐츠’는 DAI
NIPPON PRINTING으로 확인됨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메타버스 콘텐츠 기술은 융복합 시대의 중요한 기반기술 및 응용 기술로서,
전반적으로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추세를 보이는 바, 향후 특허 기반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외 기업 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은 일부 대기업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특허권을 확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해외
시장에서 특허출원 키 플레이어의 수가 상대적으로 열세한 편이므로,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시장 경쟁력 확대 및 전략적 대응을 위해 보다 많은 국내 산·학·연의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특허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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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3.8%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IEC

ISO

TC110

(WG6-3D Display Devices) 3D 디스플레이 전반에 대한 용어 정의에 대한
문서(홀로그래피 포함)가 배포되었고,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 대한 특성에
대한 문서가 배포되었고, 광학적 특성 및 무안경식 디스플레이에서의 영상
품질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진행 중
(WG12-Eyewear display) 안경형태의 디스플레이에서 광학 소자나 VR
및 AR 타입의 영상 품질에 대한 표준이 아이템으로 도출되는 중

TC159
SC4

(WG9-Tactile and haptic interaction) 햅틱 인터랙션 평가 관련 ‘ISO
9241-940:2017 - Part 940: Evaluation of tactile and haptic interaction’
표준안 완료(2017)
(WG12-Image safety) VR과 HMD를 포함한 Electronic display에서 Visually
induced motion sickness 경감에 대한 표준안 완료(ISO 9241-394:2020)

SC24

(WG6-Augmented reality continuum presentation and interchange)
Khronos group의 glTF표준을 ISO 국제표준으로 개발 중
(WG9-Augmented reality continuum concepts and reference model)
MAR 관련 표준안 개발
(WG11-Health, safety, security and usability of Augmented & Virtual
Reality) 의료용 표준 포맷 개발 예정

SC29

(WG1-Coding of digital representations of images) JPEG Pleno에서는
Point cloud, Light field, holography의 adhoc이 있으며, 각 adhoc그룹에서는
표준문서가 작성 중. 또한 JPEG Linked Media Format이 System subgroup에
part7 으로 추가 되어서 표준 진행 중이고, JPEG System subgroup에서
Snack이라는 것도 새롭게 추가 될 예정
(WG7-MPEG 3D Graphics Coding)
- 오감정보 및 콘텍스트 표현 기술(햅틱/후각 포함)관련, MPEG-V(ISO/IEC
23005) 제4차 개정판이 2019년 말 IS 완료되었으며, VR 및 360도 VR
콘텐츠에 적합한 오감정보 표현 방법에 대한 표준이 추가된 5차 개정판이
시작될 예정. 아울러 exploration 단계로 MPEG-haptic에 대한 표준화가
2020년부터 시작된 상황임
- 미디어사물인터넷 기술은 MPEG-IoMT(Internet of Media Things) (ISO/IEC 23093)
2019년 말 IS 완료 및 승인 단계이며, 파트 4가 현재 FDIS 문서 승인 중. 2차
개정판을 시작하여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및 데이터포맷, 고속 이진
데이터 포맷, 스마트 콘트랙트를 위한 데이터포맷을 추가할 예정

SC34

(JWG7) EPUB3 Preservation(1부 : 원리, 2부 : 메타데이터요구사항) 표준과
EPUB 형식의 전자책을 위한 DRM 기술 표준(1부 : 개요, 2부 : 사용자 키
기반 보호, 3부 : 기기 키 기반 보호) 개발 진행 중

SC35

(WG9-Natural user interfaces and interactions)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서
시스템 제어 및 가상/현실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제스처 인터페이스
시리즈 표준이 개발 중

국제
(공적)

JTC1

표준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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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ITU

표준화 현황

WG12

(3D Printing and Scanning) 3D 프린팅 및 스캐닝에 대한 ICT 관점에서의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표준화 추진

SG16

(ITU-T SG16, Q24/16, 휴먼팩터s related issues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rough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인간과
기계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새로운
ICT 기술의 인간공학적 측면 표준 개발
(HTML WG/CSS WG) 웹 기반 콘텐츠 표현을 위한 기반이 되는 HTML5 후속
표준 및 웹문서에서 활용될 수 있는 components 등의 표준 개발 및 HTML
문서의 스타일 및 레이아웃을 위한 CSS 개정 작업이 활발히 진행
(RDF Data Shape WG) 서비스 간 데이터 연동 및 시맨틱 웹 환경 지원을
위한 데이터 자원 표현 및 연동을 위한 표준 개발
(JSON LD WG) 데이터 연동시 해당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고
해당 데이터의 연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이터 연동 표준 개발
(DID WG) 탈중앙 기반의 데이터 연동을 위한 자기주권인증(Self Soverign
ID) 표준 개발
(Web of Things WG) 사물 간의 연동을 웹 환경에서 지원하기 위한 웹기반
IoT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WebVR CG) JTC1 SC24 와 함께 WebVR 표준안 개발
(Webize Everything CG) JTC1 SC24와 함께 Webizing MAR 표준안 개발
(EPUB3 CG) EPUB3.2 표준안 개발

W3C

1918

(WG1-Tactile Internet) 인터넷에서 원격 시스템 및 원격 터치 응용을
위해 실시간(1ms)으로 터치(촉각) 정보 전달을 위한 Tactile Internet의 표준
개발 중

3079

(Standard for Head Mounted Display (HMD) Based Virtual Reality (VR)
Sickness Reduction Technology)
- 우리나라에서 제안하여 신설된 최초의 3D 분야 워킹그룹으로 인체
안전성(휴먼팩터) 표준화 추진. 고려대, 서강대 및 ETRI 등 국내 12개
기관과 HTC, 하버드 대 의과대학 등 해외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여
표준화를 진행
- 표준 개발 및 제정을 목표로 2016년 12월 12일에 승인 발족되었고,
우리나라가 의장을 담당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
- HMD 기반의 가상현실 콘텐츠 서비스 멀미 저감을 위한 국제 표준안의
2021년 5월 출간

3079.1

(Motion to Photon (MTP) Latency in Virtual Environments) IEEE 3079
WG 산하 Task Group으로 사용자의 헤드 모션에 따른 가상현실 영상
콘텐츠의 해당 화면을 제시하기까지의 지연시간을 측정하고 사용자
휴먼팩터 관점의 기준 개발을 목적으로 함
- VR 기기와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MTP Latency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사용자의 멀미 정도 측정방법 표준화를 진행 중
- 2020년 4월에 한국에서 주도하여 제안되었으며, 2020년 8월에 승인되어
본격적인 표준화가 진행 중

3079.2

(Mixed Reality Standard Framework for Motion Learning)
- IEEE 3079 WG 산하 Task Group으로 동작인식 기반의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모션러닝을 위한 혼합현실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목적으로 함
- 2020년 4월에 한국에서 주도하여 제안되었으며, 2020년 8월에 승인되어
본격적인 표준화가 진행 중

국제
(사실)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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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2888

국내

표준화 현황
(Interfacing Cyber and Physical World)
- 우리나라에서 제안하여 2019년 신설된 워킹그룹
- 가상세계와 물리세계의 융합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이 목표
- 센서, 구동기 등의 가상화와 입력/출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물리세계를
가상세계에 표현하고, 가상세계의 입력을 통하여 물리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 포맷, API 등의 개발 진행
- 가상세계와 물리세계의 융합에 기반한 응용들의 표준화된 구축을 위한
아키텍처 표준 개발
- 재난 대응 가상 훈련 시스템 표준 및 성능 척도 표준 개발 예정

Khronos Group

- (OpenGL, Vulkan) 3차원 그래픽스 및 컴퓨팅 표준 API
- (OpenCL) 이종 병렬처리를 위한 언어 표준
- (Open XR) VR 및 AR 응용 개발에 필요한 표준 디바이스 인테페이스
및 응용 인터페이스 표준. 잠정표준안을 공개
- (glTF) JSON에 기반하여, 바이너리 형식 등을 사용하여 3D 어셋을
교환하기 위한 표준으로, 웹에서 실감 콘텐츠 등을 압축 및 스트리밍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포맷 표준
- (3D Commerce) 3차원 상거래를 위한 표준 제정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탐색 그룹이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ETRI, 경북대, 아주대 등이
참여하여 활동 중(TTA는 포럼을 통해 가입할 예정)

EMV

(EMV)
-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가상 표현 기술을 채택하여
VR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실제 지불 경험을 재현

PG605

(웹)
- HTML5 후속 버전에 대한 트래킹 및 기술 이슈 분석
- WoT 표준에 대한 국내 준용 표준 제정 추진(2019)
- Activitypub, Webmention 등 탈중앙 기반 표준들에 대한 준용 표준 개발 완료(2018)

PG608

(전자출판)
- 2017년에 인터랙티브 3D 전자책 표준 개발 완료
- 2018년에 EPUB DRM 상호 운용 기술 표준 개발 완료
- 2019년∼2020년에 독서 취약자를 위한 전자책 접근성 인증 기준 표준
개발 진행 중

PG610

(디지털콘텐츠)
- 홀로그래픽 데이터 포맷과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 파면 프린팅 제작 지침
표준 도출을 완료하였고, 홀로그래픽 콘텐츠 생성을 위한 표준안 진행 중
- 혼합현실 환경에서 서비스요구의 인지상태에 따른 공간 구조 구축 모델에
대한 인지단계 레벨과 공간 모델링에 대한 표준 진행
- 혼합현실 상의 개인 얼굴 인식과 동작 인식을 위한 안면 영상 서술 체계와
골격 정보 표현 포맷에 대한 표준 개발
- 기능성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게임성 측정을 위한 게임성 측정 지표 및
평가 절차에 대한 표준 개발 중
- AR 및 VR 기술을 이용한 3차원 상거래 개발을 위한 데이터 포맷 표준인
glTF2.0 과 3차원 그래픽스 화면 출력을 위한 C 언어 API 표준인 Vulkan
1.1에 대한 표준 개발 중

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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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PG415

표준화 현황
(지능형디바이스)
- 증강현실 현실캐릭터 표현 참조 모델 표준 개발
- ‘증강현실 연속체에서 현실캐릭터 표현을 위한 참조모델’ 표준안을 추진 중
- 차세대PC 플랫폼의 사용자인터페이스(접근성, 증강현실, 동작 및 오감정보
기반 등)으로 표준화 진행 중
- 2017년에는 발향장치와 콘텐츠 상호연동 참조 모델(제1부 : 참조 모델의
구조), 발향장치와 콘텐츠 상호연동 참조 모델(제2부 : 발향 API 함수),
발향장치와 콘텐츠 상호연동 참조 모델(제3부 : 향 코드), 발향장치와
콘텐츠 상호연동 참조 모델(제4부 :발향장치 설계 요구사항) 제정

MPEG뉴미디어포럼

- JTC1 SC29 WG11 국제표준화 대응을 주도하며 국제표준의 국내 준용을
위한 부합표준 작성 등을 진행

웹표준기술융합포럼

- HTML5 표준 기술에 후속 작업 진행 및 탈중앙 기반의 소셜 서비스 기술
현황 보급 확산
- 웹 기반 환경에서 보안, 인증 등의 표준 기술 이슈 점검 및 표준 보급
- 산업계 내의 웹 표준 기술에 대한 기능 요구 취합

실감형혼합현실
기술포럼

- 사용자 동작 인식 기반의 혼합현실 기술과 HMD 기반의 가상현실 기술,
그리고 홀로그래피 기술 등과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표준안 발굴 추진

-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와 ‘기능성 게임 성과 측정 및 평가 절차’
표준을 공동제안 하여 표준안 개발 예정
- 홀로그램 생성과 프린팅을 위한 딥러닝 네트워크 학습 데이터셋 및 콘텐츠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
스트리밍 포맷에 대한 표준을 추진
포럼
- AR 및 VR 기술을 이용한 3차원 상거래 개발을 위한 데이터 포맷 표준인
glTF2.0 과 3차원 그래픽스 화면 출력을 위한 C 언어 API 표준인 Vulkan
1.1을 포럼 표준으로 제정하고, TTA 단체표준으로 개발 중

디지털가상화포럼

- 2019년 9월에 신규 위원회 승인
- IEEE-SA의 Computer society 내에서 WG을 신설하고 새로운 PAR를
제안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
- IEEE-SA의 Computer society 내에서 2019년 9월에 신규 위원회 (2888
WG)의 승인을 받고 단체 표준을 IEEE 표준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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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MR/XR]
¡ (XR 콘텐츠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기준 표준) 5G 환경에서 AR 콘텐츠 대한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인터랙션 만족도 평가 기준의 정량화를 위한 평가
절차에 대한 표준안 개발 추진 중
-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
· 5G 기반 저지연 인터랙션 환경에서 AR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에 대한 평가 기준
정립을 위해 연세대, 카이스트 등의 학계와 ETRI 및 이통 3사가 참여하는 표준화 아이템
발굴 착수 및 ICT 표준화 중점 항목 도출 진행(‘21.1.)
-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
· AR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의를 위해 ㈜맥스트,
㈜에스피텍, 연세대, 카이스트, ETRI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구축하여 표준화 이슈
발굴 진행(’21.1.)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121-P1802, 확장현실 콘텐츠의 사용자 상호작용 품질 평가 프레임워크

2021

TTAK.KO-10.1259, 혼합현실 콘텐츠의 상호작용 만족도 정량화 절차

2020

IITF_01.0006/R0, 혼합현실 콘텐츠의 상호작용 만족도 정량화 절차

2020

TTA PG610
실감형 혼합
현실기술포럼

¡ (MR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용, 군사용 등의 다양한 산업 목적으로
수요처가 증가하면서 표준화 이슈가 대두되는 중
-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
· 웹 기반의 증강현실과 혼합현실의 표현 방식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
-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
· 동작인식 센서의 사용자 제스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기술 표준이
진행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610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P1801, 깊이 카메라를 활용한 실시간 사용자 추적 시스템

2021

2021-P1800, RGB 이미지 기반 사용자 동작 교정 지시 제공 시스템

2021

2021-P1799, 콘텐츠 원격 조정을 위한 JWT와 QR코드를 이용한 WebRTC 연결 지침

2021

TTAK.KO-10.1286, 혼합현실 동작인식을 위한 골격 정보 표현 포맷

2021

TTAK.KO-10.1287, 혼합현실 개인인식을 위한 안면 영상 서술 체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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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1251, 사용자 정보 기반의 동작 출력 인터페이스 제작 참조 모델

2020

TTAK.KO-10.1252, 동작인식 센서를 이용한 동작 교정 정보의 화면 표시 인터페이스

2020

TTAK.KO-10.1263, 깊이 카메라를 이용한 프로젝터의 인터페이스 맵핑 지침

2020

TTAK.KO-10.0869/R1, 콘텐츠와 사용자간 입출력 상호작용 지침(개정)

2020

TTAK.KO-10.1191, 3차원 캐릭터 기반의 사용자 동작 검증 시스템 아키텍쳐

2019

TTAK.KO-10.1029, 혼합현실 콘텐츠 제공 장치의 좌표계 자동 보정 절차

2017

IITF_01.0012/R0, 깊이 카메라를 활용한 실시간 사용자 추적 시스템

2021

IITF_01.0011/R0, RGB 이미지 기반 사용자 동작 교정 지시 제공 지침

2021

IITF_01.0010/R0, JWT와 QR코드를 이용한 WebRTC 연결 지침

2021

IITF_01.0009/R0, 혼합현실 개인인식을 위한 안면 영상 서술 체계

2021

IITF_01.0008/R0, 혼합현실의 동작인식을 위한 골격 정보 표현 포맷
실감형
혼합현실기술 IITF_01.0007/R0, 콘텐츠와 사용자간 입출력 상호작용 지침
포럼
IITF_01.0005/R0, 깊이 카메라를 이용한 프로젝터의 인터페이스 맵핑 지침

2021
2020
2020

IITF_01.0004/R0, 깊이 카메라와 프로젝터를 이용한 프로젝션 맵핑 지침

2020

IITF_01.0003/R0, 사용자 정보 기반의 동작 출력 인터페이스 제작 참조모델

2020

IITF_01.0002/R0, 동작인식 센서를 이용한 동작 교정 지시 인터페이스

2020

IIITF_01.0001/R0, 3D 캐릭터 기반의 사용자 동작 검증 시스템 아키텍쳐

2019

¡ (스크린 리더용 멀티포인트 제스처 표준) 혼합현실, 가상현실 등의 메타버스 콘텐츠에 활용될
제스처 인터페이스 표준이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에서 개발 중
-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
· 2011년 마우스 제스처 표준 개발을 시작으로 제스처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 싱글포인트
제스처, 핸드 제스처 등, 제스처 인터페이스에 관한 정보통신 단체표준을 제정 및 개정 예정
- RRA

· 제스처 인터페이스에 관한 국제표준의 부합화 표준을 사용자 인터페이스 전문위원회를 통해 개발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415

RRA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0995, 시스템 공통기능을 위한 싱글포인트 제스처

2017

TTAK.KO-10.0734, 제스처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제2부: 제스처 정의 지침

2014

TTAK.KO-10.0685, 제스처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제1부: 프레임워크

2013

KS X ISO/IEC30113-1, 정보기술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 제1부: 프레임워크

2016

KS X ISO/IEC30113-11,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 — 제11부: 시스템 공통 동작을
위한 싱글 포인트 제스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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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 (3D 가상 자산 생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국내에서는 3D 상거래 관련 표준화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포럼을 통해 Khronos Group의 국내 대응이 예상
-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
· 2020년 12월 표준총회에서 단체표준 제정 예정. glTF는 JTC 1의 PAS로 제출될 예정임. PAS로
제정된 후 국내 표준으로 부합화 표준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 가상 및 증강 현실 표준인
OpenXR에 대한 TTA 표준화를 추진이 필요
-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포럼
· Khronos Group의 3D Commerce 관련 표준에 대한 포럼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610
다차원영상기술
표준화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2019-1161, 3차원 디지털 콘텐츠 자산 표현 방법(Khronos Group glTF)

2020

XDFE_01.0001/R0, 3차원 디지털 콘텐츠 자산 표현(glTF2.0)

2019

¡ (MTP Latency 표준) 평면 및 곡면 모니터, HMD 화면의 여러 파라미터(Pitch, yaw, roll,
zoon-in, zoom-out 등)에 의해 발생되는 사이버 멀이에 대한 측정 방법 표준화 작업 진행 중
-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
· 다양한 디스플레이 형태 및 VR화면 콘텐츠 파라미터에 따라 사용자가 느끼는 사이버
멀미 측정 표준화 작업 진행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실감형
IITF_02.0016/R0, MTP Latency
혼합현실기술 포럼

완료연도
진행중
(2022)

[오감미디어콘텐츠]
¡ (후각 스크리닝 휴먼팩터 데이터 구조 및 시험 절차 표준) ‘18년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에서 가상현실에서의 향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콘텐츠와 후각 인식
장치간 상호작용 참조 모델 등의 표준을 진행한 이후, 후각 관련 국내 표준화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21년 현재 국제표준단체인 ITU-T SG16 Q24에서 인간과 기계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user interface 및 휴먼팩터 표준을 개발 중이며, ’22년에 후각 장애 스크리닝을 위한 후각
검사 시스템의 휴먼팩터 데이터 구조 및 시험 절차 표준으로 국내표준을 추진 할 예정
-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
· 2022년에는 후각 장애 스크리닝을 위한 후각 검사 시스템의 휴먼팩터 데이터 구조 및
시험 절차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제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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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1071, 호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자코 시험 및 데이터 처리 방법

2018

TTAK.KO-10.0511, 콘텐츠와 후각 인식 장치간 상호작용 참조 모델

2018

TTAK.KO-10.1072, 가상현실에서의 향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2018

TTAK.KO-10.0100, 향 디스플레이 기술의 현황과 미래 응용기술

2018

TTA PG415

¡ (연결된 이미지 미디어 포맷 표준) 연결된 이미지 미디어 포맷 표준에 대한 표준활동은 관련
국내표준 개발 계획은 없으나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에서 KS부합화 혹은 TTA 준용
표준 개발이 예상되고, 백남준 전시관을 중심으로 전시관들은 표준안을 이용한 전시를 검토
중이고 또한 농촌진흥청은 농기구 조립 매뉴얼을 만드는 것을 검토중
¡ (비디오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표준) 비디오 휴먼팩터 가이드라인에 대한 표준활동은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와 국내 학·연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진행 중이며, 산업 진출 및 시장
확보의 편의성, 기술 호환성을 고려하여 국제표준을 순응적으로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
· 비디오 휴먼팩터 기술은 최근 영상 시청 시에 시각 피로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조절력
측정을 통해 시각 피로 유발에 대한 표준 개발이 완료, 디지털 홀로그램 객관적 화질 평가 방법
표준 개발 완료, 안경 타입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화질 평가 표준 개발 고려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1197, 디지털 홀로그램 객관적 화질 평가 방법

2019

TTAK.KO-10.1025, 3차원 영상 관찰 시의 조절력 측정 및 비교 방법

2017

TTA PG610

[홀로그래픽콘텐츠]
¡ (디지털 홀로그램 정보 표현 표준)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를 중심으로 디지털 홀로그래
픽 디바이스에 대응이 가능한 데이터 표현 및 구조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
· 디지털 홀로그램 기술의 점진적 활성화를 위해 용어 정의 및 시각 피로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였고, 홀로그래피의 저변 확대 차원에서 오픈소스 활성화 방안으로 open holo library
파일 포맷 표준과 디지털 홀로그래픽 테이블탑형 디스플레이 성능 측정 및 평가 표준, 디지
털 홀로그램 객관적 화질 평가 방법 표준, 포인트클라우드 기반 홀로그래픽 파면프린팅 제
작지침 표준을 완료하였으며, 홀로그래픽 콘텐츠 생성에 관한 표준안 제정 추진(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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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610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2160, 홀로그램 생성과 프린팅을 위한 딥러닝 네트워크 학습 데이터셋
및 콘텐츠 스트리밍 포맷

2021

TTAK.KO-10.1256, 포인트클라우드 기반 홀로그래픽 파면프린팅 제작 지침

2020

TTAK.KO-10.1197, 디지털 홀로그램 객관적 화질 평가 방법

2019

TTAK.KO-10.1193, 디지털 홀로그래픽 테이블탑형 디스플레이 성능 측정 및 평가

2019

TTAK.KO-10.1192, 오픈홀로 라이브러리 기반 홀로그램 데이터의 파일 포맷

2019

TTAK.KO-10.1025, 3차원 영상 관찰 시의 조절력 측정 및 비교 방법

2017

TTAK.KO-10.1022, 컬러 홀로그램의 복셀 크기 및 색상 측정 절차

2017

[웹 기반 콘텐츠 플랫폼]
¡ (브라우저 내 콘텐츠 표현 표준) TTA 웹 PG(PG605)를 중심으로 W3C 준용 표준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웹표준기술융합포럼을 통해 표준 기술에 대한 보급 및 산업계 표준 수요 발굴이
진행 중
- TTA 웹 PG(PG605)
· HTML5 후속 표준인 HTML5.1에 대한 준용 표준 제정 완료, CSS 등의 HTML 관련 표준에 대한
표준 제정 진행
- TTA 전자출판 PG(PG608)
· 웹 브라우저에서 폰트 표현에 대한 CSS를 전자책에 표현하기 위한 W3C 준용 표준 제정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OT-10.0449, 웹 기반 차량 정보 서비스 인터페이스

2020

2021-0690, 타임드 텍스트 마크업 언어 2(TTML2) - 과제 제안

2021

TTAK.OT-10.0368/R1, HTML5 웹 메시징

2018

TTAE.OT-10.0384/R1, HTML 5.1

2017

TTAK.OT-10.0407, CSS 폰트 모듈 레벨 3

2020

TTA PG605

TTA PG608

¡ (웹기반 콘텐츠 데이터 연동 표준) TTA 웹 PG(PG605)를 중심으로 W3C 준용 표준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웹표준융합기술 포럼을 통해 표준 기술에 대한 보급 및 산업계 표준 수요
발굴이 진행
- TTA 웹 PG(PG605)
· 탈중앙 서비스를 위한 기반 표준인 액티비티스트림 코어, 액티비티 스트림 용어, Activitypub
등의 준용 표준 개발 완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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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표준기술융합포럼
· 탈중앙 소셜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DID 등에 대한 주요 포럼 표준
제정 및 관련 표준에 대한 다양한 이슈 및 표준 보급 활동 진행(2021)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605

웹표준기술
융합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I.OT-10.0361, 사물웹 사물 기술

2019

TTAR-11.0073 분산식별자 입문서

2020

TTAI.OT-10.0360, 사물웹 아키텍처

2019

TTAE.OT-10.0435, 소셜활동 게재

2018

WSTF2020-0001, Decentralized ID

2020

[게임]
¡ (기능성 게임의 성과 측정 및 평가 절차 표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융합한 형태의 응용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메타버스 콘텐츠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환경이 요구되는 교육, 학습, 훈련,
치료 등의 기능성 게임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기능성 게임의 분류와 평가 절차를 포함하는
인증에 대한 표준화 이슈가 커지는 중
-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
·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포럼’,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과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가 상호
협력하여 ’기능성 게임 분류’, ’성능 측정과 평가 방법’ 등의 기능성 게임 관련 표준을 2018년에
제정하였고 인증 표준을 만들기 위한 ‘평가 무결성 요구사항 표준’을 TTA 단체표준으로 추진 예정
-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포럼
· 기능성게임의 인증 표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평가 무결성 요구사항 표준‘을 포럼표준으로
개발한 후, TTA 단체표준으로 개발 예정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1106, 효과성 중심의 기능성 게임 분류 방법

2018

TTAK.KO-10.1107, 기능성 게임 충족 평가를 위한 기능적 요구사항

2018

TTA PG610

[현실가상융합콘텐츠]
¡ (디지털 가상 훈련시스템 평가 표준) 물리세계와 가상세계의 동기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디지털 가상객체의 제어 및 동기화를 위한 인터페이스 중심의 표준을 개발 중
-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
· ‘디지털가상화포럼’ 주도로 ’동기화된 가상세계와 물리세계의 가시화 인터페이스 용어 정의’,
’동기화된 가상세계와 물리세계의 가시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등의 디지털 가상객체의 동기화
관련 표준을 2019년에 제정하였고 구체적인 실용을 위한 표준으로 2020년 ‘대공간 인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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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인터페이스 규격‘등의 표준 제정. 2021년 ’대공간 인지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규격‘ 개정.
2021년 디지털 가상 훈련 시스템 평가 표준 제정 추진
- 디지털가상화포럼
· 물리세계와 가상세계의 동기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규격인 ’가상세계와 물리세계
인터페이스 용어 정의‘와 ’가상세계와 물리세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등을 2019년 포럼 표준으로
제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TTA 표준 제정을 추진. 2020년에는 구체화된 응용 표준으로 ’대공간
인지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규격‘, ’가상세계와 물리세계의 동기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등의 제정. 2021년에는 ’디지털 가상 훈련 시스템 평가 표준‘에 대한 표준화 추진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디지털가상훈련시스템평가표준(안)

(진행중)
2022

디지털가상화
디지털가상훈련시스템평가표준(안)
포럼

(진행중)
2022

TTA PG610

¡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표준) MPEG-IoMT(ISO/IEC 23093) 국제표준이 개정되는
시점으로 국내표준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미디어사물 컴팩트 데이터포맷 표준) MPEG-IoMT(ISO/IEC 23093) 국제표준이 개정되는 시점으로
국내표준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미디어사물 자율협업 데이터포맷 표준) MPEG-IoMT(ISO/IEC 23093) 국제표준이 프로젝트가
새롭게 제안되는 시점으로 국내표준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실세계 센서 데이터 및 센서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메타버스 콘텐츠, 디지털트윈, 가상훈련시스템을
위한 현실세계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 중
-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
· ‘디지털가상화포럼’ 주도로 ’동기화된 가상세계와 물리세계의 가시화 인터페이스 용어 정의’,
’동기화된 가상세계와 물리세계의 가시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등의 디지털 가상객체의 동기화
관련 표준을 2019년에 제정하였고, 구체적인 실용을 위한 표준으로 2020년 ‘대공간 인지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규격‘등의 표준 제정. 2021년 ’대공간 인지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규격‘ 개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610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_KO_10_1260_R1 대공간 인지를 위한 센서 데이터 포맷‘ 개정

2021

TTAK_KO_10_1260 대공간 인지를 위한 센서 데이터 포맷‘ 제정

2020

¡ (현실세계 액추에이터 구동명령어 및 액추데이터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메타버스 콘텐츠,
디지털트윈, 가상훈련시스템을 위한 구동기 명령어 및 특정 정보 표현을 위한 데이터포맷
표준화가 진행될 예정이나 국내 표준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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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MR/XR]
¡ (XR 콘텐츠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기준 표준)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실/가상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메타버스 콘텐츠 서비스를 사용자는 인터랙션 기반 XR 콘텐츠 상에서
사용자 인터랙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체험하게 되며, 이때 사용자가 의도한 인터랙션 반영
결과의 만족 수준에 대한 정량화 절차 표준을 위한 신규 표준화 워킹그룹 활동 및 표준안
기고 활동 진행 중(‘21.7.)
- IEEE 3079
· VR 콘텐츠의 멀미 저감 표준 체택 및 발간(’21.4) 이후, XR 콘텐츠의 휴먼팩터 연구 분야로
표준화 분야를 재정립하고, XR 콘텐츠 안전 체험을 위한 모션투포톤 지연 측정 분야(IEEE
3079.1) 및 모션 인식 기반 XR 콘텐츠 프레임워크 분야(IEEE 3079.2)로 확대하여 체계적인
표준화 작업 진행(’21.7.)
- IEEE 3079.2
· 모션 정보 센싱을 통한 거실용 개인 피트니스 콘텐츠 솔루션 제작 업체인 ㈜조이펀과 5G
저지연 인터랙션 기반 AR 콘텐츠 기술을 개발하는 ETRI 간의 협력을 통한 MR 콘텐츠
제작 프레임워크 기준을 마련 중(’21.7.)
- ISO/IEC JTC1/SC24/WG11
· 증강 현실 및 가상현실 환경에서 헬스, 안전, 보안 및 사용성에 대한 표준화를 위한
워킹그룹을 결성하고, XR 콘텐츠 체험과 관련된 안전 환경, 사용자 인터렉션 등 휴먼팩터
요소 등을 다룰 예정임(‘21)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EEE 3079

IEEE 3079-2020 – IEEE Standard for Head-Mounted Display(HMD)-Based
Virtual Reality(VR) Sickness Reduction Technology

2020

AR Content Production Framework based Low-latency Interaction on the 5G
Mobile Edge Computing

진행중
(2023)

Monitoring and Measuring Procedures of the Quality of User Interaction on the
Extended Reality Content

진행중
(2023)

Health, safety, security and usability of Augmented & Virtual Reality(AR/VR)

진행중
(2024)

IEEE 3079.2

JTC1 SC24
WG11

¡ (MR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 증강현실 표현은 JTC1 SC24 WG6에서, 증강현실 참조모델은
JTC1 SC24 WG9/WG11에서 혼합현실은 JTC1 SC24에서 동기화된 혼합현실 표현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 중
- IEEE 3079.2
· 동작학습을 위한 혼합현실 표준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을 위하여 2020년 4월에 PAR가
제안되었으며, 2020년 8월 승인 후 표준화가 시작되었고, 2024년까지 표준 제정이 진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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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EEE 3079.2

표준(안)명
Mixed Reality Standard Framework for Motion Learning

완료연도
진행중
(2024)

¡ (스크린 리더용 멀티포인트 제스처 표준) JTC1 SC35에서는 2012년 제스처 인터페이스에 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30113 시리즈의 국제표준을 개발 중
- JTC1 SC35 WG9
· 제스처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위한 새로운 WG9이 신설됨(컨비너십을 한국이 확보), 스크린
리더용 제스처 설계 지침(ISO/IEC 30113-60) 및 스크린 리더용 싱글포인트 제스처(ISO/IEC
30113-61) 개발 완료, 스크린 리더용 멀티포인트 제스처(ISP/IEC Project 30113-62) 개발예정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30113-62, Gesture-based interfaces across devices and methods - Part 61:
Multi-point gestures for screen readers

완료예정
(2023)

ISO/IEC 30113-60, Gesture-based interfaces across devices and methods - Part 60:
Guideline of gestures for screen readers

2021

ISO/IEC 30113-61, Gesture-based interfaces across devices and methods - Part 61:
Single-point gestures for screen readers

2021

ISO/IEC 30113-12, Gesture-based interfaces across devices and methods - Part 12:
Multi-point gestures for common system actions

2020

ISO/IEC 30113-5, Gesture-based interfaces across devices and methods - Part 5:
Gesture markup language

2019

ISO/IEC 30113-11, Gesture-based interfaces across devices and methods - Part 11:
Single-point gestures for common system actions

2017

JTC1 SC35

[VR]
¡ (3D 가상 생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상거래를 위한 표준으로서 Khronos Group은 3차원
기하 데이터의 표준화 및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바이스 및 인터페이스 표준, 상품정보와 3차원
데이터를 연결하는 표준을 개발 중
- Khronos Group
· (OpenXR) AR 및 VR을 위한 디바이스 및 응용 계층의 인터페이스 표준 제정 중. 국내외 관련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 플랫폼이 발표
· (glTF) 웹에서의 3차원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한 파일 포맷 표준(glTF)으로 기본적으로
JSON 포맷으로 되어 있으며, 바이너리 데이터를 포함하여 사용. 3차원 데이터의 압축 및
스트리밍에 활용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지원 중.
· (3D Commerce) 3차원 상거래에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표준화
워킹그룹으로서 2019년 8월 정식발족. 이케아, Target, Amazon 등의 주요 소매 기업들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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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삼성 비롯한 기관이 참여 중. 2022년에 관련 3차원 상품 메타데이터,
콘텐츠 저작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2022), 뷰어 인증을 위한 표준 제정완료(21.7)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Khronos
Group

표준(안)명

완료연도

3D Commerce - Metadata, Validation

2022

OpenXR - AR VR API Standards

2019

glTF - gl Transformation Format (Version 2.0)

2019

¡ (MTP Latency 표준) VR 기기와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MTP Latency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사용자의 멀미 정도 측정방법 표준화를 진행 중
- IEEE 3079.1
· 2020년 6월에 한국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주도로 제안된 MTP Latency 측정 방법에 대한
표준 위원회로 2020년 9월에 SASB 승인을 받아 표준화가 진행 중 MTP Latency 측정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머팩터 등에 대한 표준 개발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EEE 3079.1

표준(안)명

완료연도

Motion to Photon(MTP) Latency in Virtual Environments

진행중
(2022)

[오감미디어콘텐츠]
¡ (후각 스크리닝 휴먼팩터 데이터 구조 및 시험 절차 표준) ITU-T SG16 Q24에서 인간과 기계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user interface 및 휴먼팩터 표준 개발 중
- ITU-T SG16
· 후각 장애 상태를 검사하는 시스템에 대한 휴먼팩터 기반 데이터 구조와 테스트 방법 표준이
‘21년 4월 30일 Consent 단계 진입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6

표준(안)명

완료연도

Proposal for a new work item on framework for ICT olfactory function test

2022

¡ (연결된 이미지 미디어 포맷 표준) 2D 이미지 포맷 뿐이 아니고, 360 이미지, 홀로그램,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트 필드등 모든 이미지 영상의 포맷을 단일화 하는 것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legacy JPEG이미지 미디어 포맷도 단일화 하는 것에 대한 표준기술로 확대될 전망
- JTC1 SC29 WG1
· ISO/IEC 19566 JPEG Systems의 파트7 CD ballot이 진행 되었고 DIS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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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JTC1 SC29
WG1

표준(안)명
ISO/IEC19566-7, JPEG Linked Media Format(JLINK)

완료연도
진행중
(2022)

¡ (비디오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표준) IEC TC110에서 무안경식 및 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이, 체적형
디스플레이, eyewear display, holographic display 등에서 발생되는 시각 피로나 영상 품질 등의 측정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
- IEC TC110 WG6/WG12
· 안경식 양안 디스플레이와 Eyewear display에서 발생되는 시각 피로에 대한 특성 정량화 평가
방법과 시각 피로의 요인에 대한 표준화 연구가 진행 중
· Aerial display, 체적형 디스플레이, eyewear display 등에서 발생되는 시각 피로나 측정 요인,
영상 품질, durability test, optical component에 대한 PWI 진행 중
· Eyewear display - Part 1-2: Generic - Terminology(ACD, IEC 63145-1-2 ED1)
· Eyewear display - Part 21-20: Specific measuring methods for VR type - Image quality(ACD,
IEC63145-21-20 ED1)
· Eyewear display - Part 22-20: Measurement methods for AR type - image quality(ACD,
IEC 63145-22-20 ED1)
- ISO TC159 SC4
· 안경식 양안 디스플레이에서 시각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분류하고 디스플레이 기술, 특히
Luminance angular distribution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ISO/DIS 9241-333)하였으며, VR과
HMD를 포함한 Electronic display에서 visually induced motion sickness(VIMS) 경감에 대한
표준안 제시(ISO 9241-394:2020)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EC TC110

ISO TC159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TR 62629-51-1:2020, 3D display devices(ED1.0) - Part 51-1: Generic
introduction of aerial display

2020

IEC 63145-22-10:2020, Eyewear display(ED1.0) - Part 22-10: Specific
measurement methods for AR type - Optical properties

2020

IEC 62629-12-2:2019, 3D display devices (ED1.0) - Part 12-2: Measuring methods
for stereoscopic displays using glasses - Motion blur

2019

IEC 63145-20-10:2019, Eyewear display(ED1.0) - Part 20-10: Fundamental
measurement methods - Optical properties

2019

IEC 63145-20-20:2019, Eyewear display(ED1.0) - Part 20-20: Fundamental
measurement methods - Image quality

2019

IEC TR 63145-1-1:2018, Eyewear display(ED1.0) - Part 1-1: Generic introduction

2018

ISO 9241-333:2017, Ergonomics of human-system interaction - Part 333: Stereoscopic
displays using glasse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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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래픽콘텐츠]
¡ (디지털 홀로그램 정보 표현 표준) IEC TC110에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위한 광학적 특성
정량화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
- IEC TC110 WG6
· 디스플레이의 광학적 특성 정량화 평가 방법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이 진행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EC TC110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62629-1-2, 3D display devices - Part 1-2: Generic - Terminology and letter
symbols (ED2)

진행중
(2022)

PWI 110-17 ED1, Measurement method of holographic display - optical

진행중
(2023)

IEC TR62629-41-1:2019, 3D Display devices(ED1.0) - Part 41-1: Generic
introduction of holographic display

2019

[웹 기반 콘텐츠 플랫폼]
¡ (브라우저 내 콘텐츠 표현 표준) 브라우저 내의 콘텐츠 표현을 위한 가장 기반이 되는 HTML5
표준 및 CSS 표준에 대한 후속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
- W3C
· HTML5.2 버전이 2018년에 공표된 이후 WHAT WG과 W3C가 공동으로 HTML 워킹그룹을
다시 조직하여 HTML5.3 표준 개발을 진행 중. 아울러 CSS 3에 대한 레벨별 표준작업은
CSS 워킹 그룹에서 진행(2021)
- Khronos Group
· 크로노스 그룹에서는 OpenGL ES에 일대일로 대응하여 웹브라우저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WebGL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WebGL 은 브라우저에서 3D 그래픽스를 처리하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2020)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W3C

표준(안)명

완료연도

HTML5.3

2020

CSS Level별 표준

2020

HTML5.2

2018

Khronos Group WebGL 2.0

2020

¡ (웹기반 콘텐츠 데이터 연동 표준) 서비스 간의 데이터가 연동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있는 표준으로 시맨틱 웹 기반으로 데이터의 의미를 제공해 주기 위한 JSON LD, 탈중앙
기반의 사용자 인증을 위한 Decentralized ID 등의 표준이 진행 중
- W3C
· 소셜데이터의 연동을 위한 소셜 웹 표준은 2018년 초반에 대부분 완료 되었고, JSON LD
워킹 그룹이 JSON LD 1.1 표준 작업을 진행 중. 탈중앙 기반으로 사용자 인증을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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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ed ID 워킹그룹이 2019년에 결성되어 현재 활발하게 표준 작업 진행 중
- DID
· DID 1.0 표준 개발을 완료(2021)
- JSONLD WG
· JSON LD 워킹 그룹은 JSON LD 1.1을 완료 (2020)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W3C

표준(안)명

완료연도

DID 1.0

2021

JSON LD 1.1

2021

WOT Architecture

2019

Activitypub

2018

Webmention

2018

[게임]
¡ (기능성 게임의 성과 측정 및 평가 절차 표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와 융합한 형태의 응용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메타버스 콘텐츠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환경이 요구되는 교육, 학습, 훈련,
치료 등의 기능성 게임 개발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표준들이
JTC1 SC35에서 진행 중
- JTC1 SC35 WG1
· 기능성 게임을 위한 사용자 인터랙션과 관련된 표준들 중 기능성 게임을 위한 GIML, 멀티
포인트 제스처 표준, 스크린 리더를 위한 싱글 포인트 제스처 관련 표준이 제정되었고
다중접속 환경에서 필요한 동시통역 시스템과 NUI의 실제 적용 가능한 사용적합성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표준을 개발 중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ISO/IEC WD 4944, Framework for evaluating usabilty of natural user interfaces
ISO/IEC WD 23773-3,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ystem - Part 3: System
architecture
ISO/IEC WD 23773-2,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ystem - Part 2: Requirements
and functional description
ISO/IEC WD 23773-1,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ystem - Part 1: General

JTC1 SC35
WG1

완료연도
진행중
(2024)
진행중
(2024)
진행중
(2024)
진행중
(2023)

ISO/IEC 30113-61, Gesture-based interfaces across devices and methods Part 61: Single-point gestures for screen readers

2020

ISO/IEC 30113-60, Gesture-based interfaces across devices and methods Part 60: General guidance on gestures for screen readers

2020

ISO/IEC 30113-5, Gesture-based interfaces across devices and methods Part 5: Gesture Interface Markup Language(GIML)

2019

ISO/IEC 30113-12, Gesture-based interfaces across devices and methods Part 12: Multi-point gestures for common system action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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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가상융합콘텐츠]
¡ (디지털 가상 훈련시스템 평가 표준) 대공간 재난 대응 가상 훈련 시스템의 표준 아키텍쳐
표준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 진행 중. 2021년 가상 훈련 시스템의 성능과 효과의 평가를
위한 표준 제정 추진.
- IEEE 2888
· 2019년 관련 워킹그룹을 형성. 2020년 말부터 대공간 재난 대응 훈련 시스템 아키텍처 표준화
진행 중. 2021년 가상 훈련 시스템의 성능과 효과의 평가 표준 프로젝트 표준화 추진.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EEE 2888

표준(안)명

완료연도

IEEE 2888.1, Specification of Sens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

진행중
(2022)

IEEE 2888.4 Standard on Architecture for Virtual Reality Disaster Response
Training System with Six degrees of Freedom (6 DoF)

진행중
(2023)

IEEE 2888.5 Standard on Metrics of Virtual Reality Training System

제안예정
(2024)

¡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표준) JTC1 SC29 WG07에서 MPEG-IoMT(23093 2차 개정판)
표준이 2021년 DIS 승인되어 진행 중
- JTC1 SC29 WG07
·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표준을 포함한 2차 개정판(DIS)을 2021년 상반기부터
진행
- IEEE 2888
·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표준 API가 IEEE 2888 환경에서 쓰일 방안에 대하여 2022년 초반
회의부터 소개 기고서 제안 예정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JTC1 SC29
WG07

IEEE 2888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23093-4, 2nd, ed. Reference software and conformance

진행중
(2023)

ISO/IEC 23093-1, 2nd ed. Architecture

진행중
(2022)

ISO/IEC 23093-2, 2nd ed. Dicovery and communication API

진행중
(2022)

ISO/IEC 23093-3, 2nd, ed. Media data formats and API

진행중
(2022)

IEEE 2888.1, Specification of Sens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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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사물 컴팩트 데이터포맷 표준) JTC1 SC29 WG07에서 MPEG-IoMT(23093 2차 개정판)
표준이 2021년 DIS 승인되어 진행 중
- JTC1 SC29 WG11
·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데이터포맷 및 이진 데이터포맷 표준 개발을 포함한 2차
개정판(DIS)을 2021년 상반기부터 진행
- IEEE 2888
· 미디어사물 간 거래 및 고속 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이터포맷이 IEEE 2888 환경에서 쓰일 방안에
대하여 2022년 초반 회의부터 소개 기고서 제안 예정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JTC1 SC29
WG07

IEEE 2888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23093-4, 2nd, ed. Reference software and conformance

진행중
(2023)

ISO/IEC 23093-1, 2nd ed. Architecture

진행중
(2022)

ISO/IEC 23093-2, 2nd ed. Dicovery and communication API

진행중
(2022)

ISO/IEC 23093-3, 2nd, ed. Media data formats and API

진행중
(2022)

IEEE 2888.1, Specification of Sens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

진행중
(2022)

¡ (미디어사물 자율협업 데이터포맷 표준) JTC1 SC29 WG07에서 미디어사물 태스크 표현을 위한
기술 기고의 발표가 진행 중
- JTC1 SC29 WG07
· 2021년 말 MPEG-IoMT(23093) 내 별도의 신규 표준 프로젝트 추진 예정 (23093-5)
- IEEE 2888
· 미디어사물의 자율협업을 위한 태스크 표현 데이터포맷 표준이 IEEE 2888 환경에서 쓰이는
방안에 대하여 2022년 초반 회의부터 소개 기고서 제안 예정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JTC1 SC29
WG07

IEEE 2888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23093-4, 2nd, ed. Reference software and conformance

진행중
(2023)

ISO/IEC 23093-1, 2nd ed. Architecture

진행중
(2022)

ISO/IEC 23093-2, 2nd ed. Dicovery and communication API

진행중
(2022)

ISO/IEC 23093-3, 2nd, ed. Media data formats and API

진행중
(2022)

IEEE 2888.3 Standard on Orchestration of Digital Synchronization between
Cyber and Physical World

진행중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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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세계 센서 데이터 및 센서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현실세계 센서 데이터포맷 및 센서
특성 정보 데이터포맷, 센서 특성 파라미터 조정을 위한 데이터포맷의 표준화 진행
- IEEE 2888.1
· 대공간 가상 훈련시스템을 위한 센서 데이터포맷 및 특성 정보에 대한 표준 제안 예정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EEE 2888

표준(안)명

완료연도

IEEE 2888.1 Specification of Sens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

진행중
(2023)

¡ (현실세계 액추에이터 구동명령어 및 액추데이터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현실세계 액추에이터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명령어의 데이터포맷 및 액추에이터 특성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포맷
표준 기고 진행
- IEEE 2888.2
· 대공간 가상 훈련시스템을 위한 엑추에이터 구동명령 데이터포맷 및 특성 정보에 대한
표준 제안 예정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EEE 2888

IEEE 2888.2 Specification of Actuat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

진행중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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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 Libplanet
- 게임제작 플랫폼 시장의 6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유니티 기반 게임과 통합을 위해
유일하게 C# 기반으로 만들어진 C# 기반 유일한 블록체인 툴킷으로 컨트리뷰터가 36명에
달하는 유니티 기반 싱글 게임을 서버리스 MMO 게임으로 확장시켜주는 오픈소스임
- 오픈소스를 공개한 플라네타리움은 립플래닛 기반 플랫폼 검증을 위해 직접 방대한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한 탈중앙 RPG인 ‘나인 클로니클’이라는 일종의 레퍼런스 게임으로 만들었고 프로덕션
레벨 게임 네트워크로 이미 400일 이상 구동 중
¡ 옴니아(Omnia)
- HPC, AI 및 데이터분석 워크로드의 관리 및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하여 싱글 풀을 생성하여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다양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HPC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아 '델 테크놀로지스 HPC & AI 이노베이션 랩'이 인텔과 협력하여 개발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임
- 옴니아 소프트웨어 스택은 앤서블(Ansible) 플레이북의 오픈소스 셋으로서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쿠버네티스(Kubernetes) 및 슬럼(Slurm)에 컨버지드
워크로드를 빠르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
- HPC 시뮬레이션, AI를 위한 뉴럴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메모리 그래픽 처리 등의
사례에 맞춰 각 서버에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자동으로 각인시켜, 수 주에 걸리는 배치 작업을
몇 분 이내에 완료 가능
¡ Decentraland
- 메인 스트림이 3D CG 일러스트인 Ethereum 기반의 분산형 오픈소스 가상세계 프로젝트로
블록체인의 여명기인 2015년에 시작하였고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도 시각적으로
세계를 만드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세계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구매하여 세계를 구축하는 데 참여
- 개발 운영 체제는 Decentraland가 기업으로서 개발이 진행하고 가버넌스 부분에서는,
Decentraland는 독자적인 토큰 MANA의 보유자에 의한 분산형 가버넌스를 실현하여 독자적인
토큰 MANA을 사용 중
¡ Cryptovoxels
- 2018년 메인 스트림이 레고 블록을 쌓아 올린 복셀아트 형식인 Ethereum 기반의 분산형
오픈소스 가상세계 프로젝트로 처음 Cryptovoxels의 세계를 보면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아트에 주력함으로써 독자적인 노선을 개척하여, 사용자는 이미지 작품 및 동영상 작품뿐
아니라 복셀 파일을 연결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발행하여,
가상세계에서 전시하거나 이용 가능
- 개발ㆍ운영 체제는 Nolan Consulting Limited의 Ben Nolan이 중심이 되어 개발이 진행하고
가버넌스 부분에서는, Decentraland와 같은 분산형 가버넌스 구조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Nolan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예전에는 Cryptovoxels에도 독자적인 토큰
$COLR가 있었지만, 대부분 사용되지 않았기에 폐지되고 Ethereum을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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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ulkan 1.2
- Windows, Android, Linux, macOS 와 iOS 등 이미 거의 대부분의 GPU 플랫폼에 탑재된
GPU 가속의 정밀 제어를 위한 차세대, 이종 플랫폼 표준으로 Unreal, Valve 의 Source 2, id
Tech, CroTeam 의 Serious Engine, CryEngine, Xenko 등의 주요 게임 엔진에서도 폭넓은
지원을 받는 크로노스 그룹 표준과 동시에 표준 인증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
- 글로벌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삼성을 포함한 기업 및 연구소, 대학교
들이 참여 중
¡ SPIR-V Tool project
- Vulkan 쉐이더의 중간 표현언어의 기능을 확대되어, 서브그룹 연산을 지원하며 개선된 최적
컴파일을 지원
- SPIR-V 도구의 생태계는 GLSL 과 HLSL 모두 지원하는 프론트엔드 컴파일러를 통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 또한 다양한 하위 계층도구들이 오픈소스로 제공
¡ glTF™ 2.0 Draco Code
- glTF ™ 2.0표준의 확장판으로서, Google의 Draco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크기를 크게 줄일

glTF 모델과 장면

기하 데이터 압축 표준을 발표하였는데, Draco 확장판 표준은

최적화된 압축 및 압축풀기 라이브러리를 오픈 소스 코드로 Draco Github 에 공개
- Draco 코드는 glTF Pipeline, FBX2glTF, AMD Compressonator 의 오픈소스 버전, three.js
등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협력
¡ Monado
- AR 과 VR 를 통칭한 XR 로 표현되는 장치와 플랫폼에 대한 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Khronos
Group의 OpenXR 표준을 Collabora 에서 오픈소스로 구현
¡ OpenXR runtime
- Microsoft의 MR 헤드셋 플랫폼을 위해 AR 과 VR 를 통칭한 XR 로 표현되는 장치와 플랫폼에
대한 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크로노스 그룹의 OpenXR 표준을 Microsoft에서 구현한 런타임
라이브러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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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S)

약 점 요 인(W)

- 가상현실 디바이스 핵심요소(모바일,
- VR 및 UWV 콘텐츠 제작환경 및
디스플레이, HMD등) 글로벌 경쟁력
워크플로우 부족
시 보유
시
- 스마트폰 산업에서 들어난 플랫폼
장 -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장 부재에 따른 취약
제공하기 위한 ICT, 5G 환경 세계
- 글래스/HMD 등 단말 시장 미성숙
국내역량요인
최고 수준 인프라

국외환경요인

기
회
요
인
(O)

- 방송, 휴대폰, 모바일 응용 기술 인프
기
기
라 우수
술 - 게임 기획/서비스 기술 우수
술-

360도 전방위 방송 등 실감방송
통합 기술청사진에 따른 부작용
우려
자율협업디바이스에 대한 기반
기술개발 미흡
- JTC 1 SC 29, SC 24, SC 35 등 국
- 원천 IPR 미흡
제표준의 적극적 참여
- VR 콘텐츠 제작 및 안전시청 가이드
표
표
- 차세대방송표준포럼과 TTA를 통한
라인 등의 시각피로에 대한 가이드
준 국내/국제표준화 수행
준 라인 저조
- IEEE 2888, 3079 등 국내 연구진 주도
- 일부 사실 표준등은 경쟁 표준 존재

【SO전략】

【WO전략】

시 - 고품질의 콘텐츠 부족, 시각피로, 【ST전략】
장 제품/콘텐츠 인증

【WT전략】

- 언택트 상황으로 메타버스 콘텐츠
응용 시장의 확산
시
- 비대면 기술 및 관련 시장의 개화 - (시장) 글로벌 가상현실 시장이 확대됨에 - (시장) 스마트폰 산업에서 플랫폼
장 - 언택트와 AI 등 4차산업 기반기술 따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부재 경험을 토대로 가상/증강현실
시장 진출 확대
플랫폼 확보에 집중
융합을 통한 서비스 신시장 창출
- (기술) 미래 시장가치가 높은 분야를 - (기술) 다양한 표준 특허 선 확보를
-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중심으로 중심으로 선제적 표준화 및 IPR 확보 통한 시장 방어 및 대응을 하고
추진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기 VR 콘텐츠 확산
(표준)
단말
연계
및
융합
콘텐츠
제
IPR 및 기술 포트폴리오 개발 대응
술 - 5G 등 대용량 데이터 전송 기술
작 기술 등 강점 기술을 활용한 기 - (표준) 표준 특허 확보가 어려운
개발
술의 국제표준화 선행/병행 추진
기술은 개방형 표준전략으로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제품에 대한 IPR
- 전방위 360도 VR, UWV 및 자유
확보 추진
표
시점 서비스를 위한 MPEG/ JCT-VC,
- (표준) 다양한 유사 표준화 작업에
준 DVB 표준화 추진 중
동시 참여로 실용화 표준 확보
가능성 증대

- (시장)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시각 - (시장) 취약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
- HMD에 의존적인 플랫폼 확장 피로효과 최소화 기술을 확보 후 수용 기반의 선도적 상용화 시도를
기 개발 미비
통한 신규 시장 창출 시도
표 술 - 시각피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HMD 세계기준에 맞춘 제품 출시
- (기술) 국내 기업의 국제표준화 참여 - (기술) 현재 HMD에 의존적인
준
디스플레이 및 단말 개발
유도를 통한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플랫폼을 탈피한 360 전방위 방송
플랫폼 기술을 확보
-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조직적 기술 연대 추진
표
(표준)
융
합
영
상
콘
텐
츠
분
야
신
규
표준
화
(표준)
국제표준 선도국가 및 기업과의
대응 및 핵심 보유기술국(미국, 유럽,
준 일본 등)들의 표준화 선도
이슈 선 발굴 및 선제적 표준화를 통한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술/표준 취약점
차별화 시도
극복 시도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시장 표준 중심으로 이루어진 VR/AR 기술의 표준화가 시급하며, JTC1 SC24/SC29, IEEE 등을 중심으로
기술 및 휴먼팩터 표준화가 시급
- 공식표준의 시장 장악력 감소로 사실 표준의 적극적 참여 필요
- 시장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표준화 및 기술 개발 동력 발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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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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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XR 콘텐츠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기준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국
내

TTA 디지털
콘텐츠 PG,
실감형혼합
현실기술
포럼

표준화 국
기구/ 제
단체

IEEE 3079/
3079.2,
JTC1 SC24
WG11

국
내
참
여
업
체/
기
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Microsoft, 미국/Facebook

기술
수준

ETRI,
EBS,
연세대,
카이스트,
한기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Microsoft, 매직립, Qualcomm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신규) → 선도경쟁공략(Ver.2022)
유무선 저지연 인터랙션 기반 XR 콘텐츠의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콘텐츠,
디바이스, 구동환경 및 사용자 휴먼팩터 관점에서 정립하고 이와 관련된 XR 콘텐츠 제작 기술
개발하여 기술 표준 제안과 표준안 성안 작업을 전년도 대비 년차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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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 저지연 인터랙션 환경에서 XR 실감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의 정량적 평가 절차 및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기고서 제안 추진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산학연 연계 추진) IEEE 3079 의장단 수임. VR 멀미 저감 기술에서
XR 콘텐츠의 휴먼팩터 연구 분야로 IEEE 3079 WG의 표준화 분야 및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립을 통하여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평가 분야 등을 포함한 XR 콘텐츠 안전 운영에
대한 표준화 활동 추진

<표준화 계획>
- XR 콘텐츠의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에 대한 정량적 평가 절차에 대한 신규 표준을 제안하고,
또한 표준안을 기반으로 교육용 XR 콘텐츠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통하여 표준안의 활용성 및
사업화 방안을 제시
<대응방안>
- (산학연 연계 추진) 5G 상용망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5G MEC 기반 저지연 인터랙션 기술을
접목한 XR 콘텐츠의 시범서비스 및 실증 서비스를 통한 표준안의 상호운용성 검증을 진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산·학·연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에 대한 정량화 방법의 표준특허
조기 확보 전략을 통하여 국제 표준 및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 기술개발 병행) 5G MEC 인터랙션 테스츠베드 환경 구축을 기반으로 XR 콘텐츠의
통합 시험 단계를 거쳐 메타버스 콘텐츠 서비스 기반 XR 콘텐츠 제작을 통하여 사용자의
인터랙션 만족도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기술과 표준의 병행 개발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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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MR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EEE 3079.2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조이펀,
동덕여대,
쓰리비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디지털
콘텐츠 PG,
실감형혼합현실
기술포럼

(미국)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독일) 픽스퍼몬스

기술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한국) 조이펀, ETRI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국내의 경우 혼합현실 기반의 피트니스와 같이 특정 산업군에서 해당 기술의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화 이슈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국외에서는 Microsoft가 애저 키넥트를
발표하고, 페이스북은 재택근무 솔루션을 출시하는 등 실감형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한 기술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음. 원천 기술은 해외 산업계에 비교하여 뒤처진 것은 사실이나, 응용분야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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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혼합현실 표현분야에 있어서는 상용화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상용화 할 수 있는 산업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상용화 서비스와 연관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플랫폼과 다양한 센서, 인터페이스 등의 기술 표준을 개발이 필요
<대응 전략>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대표적인 표준화기구인 IEEE
3079.2 TG가 신설되고, 국내 기관들이 주도함으로써 매우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의 IEEE 3079.2 TG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

<표준화 계획>
- 국제표준화 작업을 선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관련된 국내표준화 작업을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일관된 표준화 역량 집중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대응 전략>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활동) 실제 시작품을 중심으로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유용한 표준이 개발 될 수 있도록 진행. 국제표준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형태로 적극적인 표준 개발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사실표준화 기구인 IEEE
3079.2에서 핵심 표준으로 진행되고 있음. 일부 상용화가 진행되었으나 지속적인 R&D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업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선도적인 표준 필수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설계전략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표준화 후기술개발) 실제 기술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서비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표준화 후기술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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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후행) 스크린 리더용 멀티포인트 제스처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단계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JTC1 SC35
WG9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NIA,
건국대 등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Microsoft, Apple
한국/삼성전자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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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A, 건국대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2011년 2월 JTC1 SC35에서 제스처 인터페이스가 신규과제로 승인되어 프레임워크, 싱글 포인트
제스처, 제스처 마크업 언어, 스크린 리더용 제스처 등의 세부 표준을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이끌어 가고
있음. 제스처 인터페이스는 IT 접근성을 지원하는 기술분야이며, VR/AR 기술의 기반 기술로서,
대한민국이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목으로 판단되어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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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제스처 인터페이스 분야는 한국이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스크린리더용 멀티포인트
제스처 등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국제표준화기구 신규과제 제안) 스크린 리더를 위한 멀티포인트 제스처
신규 제안 예정(ISO/IEC 31113-62)

<표준화 계획>
- 제스처 인터페이스에 관한 국제표준들을 국가표준으로 부합화 예정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를 통해 제스처 인터페이스에 관한
표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 (국제표준의 준용부합화) 대한민국 주도로 개발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부합화 작업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표준 초중기 단계로서, 신규
과제 제안 및 표준안 작성을 주도하고, 스크린 리더용 제스처 인터페이스의 길목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위한 동작 인식 관련 기술을 개발과
동시에, 연관된 부분을 국제표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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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3D 가상 자산 생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Khronos Group,
표준화
국제
JTC1 WG12,
기구/
SC24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다차원영상기술
표준화포럼

(미국) 오토데스크, (스웨덴) 이케아

기술
수준

삼성전자,
경북대,
서울대,
아주대,
ETRI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오토데스크, (스웨덴) 이케아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Khronos Group에서 정식 WG으로 표준 개발 중인 프로젝트로 3차원 제품 정보를 이용하여 상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을 추진. 국내의 관련 기술 수준이 높고, 전자 상거래 이용률이 높으며, 최근
감염성질병(COVID-19 등)으로 인한 비접촉 상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쇼핑이 될 가능성이 높아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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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glTF의 공식표준(IS) 추진
- 3D Commerce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가 필요
- glTF 을 활용한 MPEG, PDF, 3D Scanning에 대한 표준화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 준용 추진) Khronos Group의 glTF를 JTC1 국제표준으로
채택(JTC1 SC24와 Liaison A 체결)을 추진. glTF에 기반한 응용 표준을 ISO 혹은 JTC1의
공식표준으로 제정 - ISO TC171 SC2의 3D PDF, JTC1 WG12의 스캐닝 데이터 혹은 Point
Cloud 데이터 포맷 표준, JTC1 SC29의 MPEG 3D 데이터의 표준화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활동(적극대응)) Khronos Group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ETRI 및 대학과 협력하여 3D Commerce 및 glTF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
<표준화 계획>
- Khronos Group의 3D Commerce 표준 개발과 동시에 단체표준(TTA) 추진
- 기반이 되는 glTF, WebGL, OpenGL 등의 표준을 단체표준(TTA) 및 국내표준(KS)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포럼을 통해 Khronos Group에 가입하고, 대표단을
파견하고 국내 기업의 이익이 되도록 대응
- Khronos Group의 표준을 TTA 표준으로 제정하고 국내 기술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 기업에 보급하는 활동을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Khronos Group의
표준은 원천특허의 표준 적용을 허용하지 않으나, 구현 과정에서의 다양한 독자적인 특허를
통한 효율성 제고는 허용.
- 표준 개발과 동시에 제품, 플랫폼 및 솔루션을 빠르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표준에 원천 특허를 포함할 수는 없으나, 구현 방식과 응용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특허 기술을 개발 가능. 따라서 표준이 개발되었을 경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 분야 및 효율적인 구현 방법에 대한 기술 개발에 집중이 필요. 또한
3D 스캐닝을 통한 제품 정보 개발, AR 기술을 이용한 의류 피팅, 가구, 가전제품 분야에서의
응용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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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후행) MTP Latency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오큘러스, (홍콩) HTC Vive,
(중국) PiMAX, (한국) 삼성전자

기술
수준

실감형혼합현실
기술포럼

IEEE 3079.1

KRISS,
ETRI,
서강대,
조이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오큘러스, (홍콩) HTC Vive,
(중국) PiMAX, (한국) 삼성전자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신규) → 선도경쟁공략(Ver.2022)
MTP Latency 표준은 국내외 기술 수준의 격차가 크지 않으며, HMD 기반 VR 산업에 있어서
해당 기술의 중요성은 매우 크게 강조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기술의 표준화 부분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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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사이버 멀미를 저감하기 위한 표준화는 국제적으로 진행되어 상용화 가능한 수준으로
이루어졌고, 다양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으나 아직 MTP Latency 에 대한
표준개발 필요. HMD를 사용시 MTP Latency에 의해 야기되는 멀미에 대한 정량적 측정법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산학연 연계 추진) VR 기기와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MTP
Latency를 의도적으로 설정하여 사용자의 멀미 정도 측정방법 표준화를 추진. 특히 IEEE
3079.1 TG가 신설되어, 국내 산·학·연 기관들이 주도 중인 상황

<표준화 계획>
- 국제표준화 작업에 필요한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고, 관련된 국내 표준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일관된 역량집중이 요구되며, 국가 정책의 적극적인 지원도 매우 필요. 포럼을
통한 의견수립을 계획 중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선행연구에서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체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표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며,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을 중심으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표준 개발 추진과 더불어 관련 시험법 절차서 및
표준문서를 작성하고 국제 표준화 선도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표준화는 초중기 상태에
있으며, R&D는 중후기 상태. 해외는 산업체를 중심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확보
연구 및 제품화가 성숙단계에 진입한 곳도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표준 및 사업화를 연계시켜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VR 콘텐츠 및 장비가 가지고 있는 원래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준 서비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표준화와 기술개발의 동시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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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후각 스크리닝 휴먼팩터 데이터 구조 및 시험 절차 표준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
국내
사용자인터페이
스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ITU-T
SG16

국내
ETRI, 연세대,
참여
강원대, KAI
업체/
Lab, Acryl Inc.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한국 ETRI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한국 ETRI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후각 분야는 2009년부터 국내 전문가들이 국내 표준화와 병행하여 JTC1 SC29 WG11(MPEG) 회의에서
MPEG-V(Media Context and Control) 부분에 후각 인터랙션 모델에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활성화되었고, 후각을 이용한 후각 검사 스크리닝 분야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급속히 부각되고 있는
치매를 후각 장애로 나타나는 전조증상 선별검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메타버스 시장의 감각 표현 및
재현을 위해 선도적이며 지속적인 표준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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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TU-T에서 추진 중인 인간과 기계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새로운 ICT 기술의 인간공학적 측면 표준 개발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 SG16, Q24/16, 휴먼팩터
related issues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rough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분야에서 후각 장애 스크리닝을 위한 후각 검사 시스템의 휴먼팩터 데이터 구조 및 시험
절차 표준 개발

<표준화 계획>
-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인터랙션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종류의 호기 샘플링 데이터를
호환하기 위한 호기 데이터의 수집, 처리, 그리고 분석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를 현실/가상
세계에서 표현하기 위한 SOP(Standard Operation Protocol) 기술과 관련된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활동) 후각 장애 조기 스크리닝 발향인식 시스템
표준을 국제 표준단체에서 먼저 표준화 후 ‘22년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에서
국내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표준화는 한국의 주도로 후기
상태에 있으며, R&D는 한국에서 시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제품화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 후기
상태. 해외는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아, 선도적인 제품화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한국이 기 확보한 원천기술 및 국제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표준 필수특허를
발전시키는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과기정통부의 가상증강현실콘텐츠원천사업의 ‘비접촉식 치매
선별 시스템 및 인지 재활 증강 콘텐츠 기술개발(표준화 연계)’ 과제의 R&D 연구결과물을
표준화와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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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후행) 연결된 이미지 미디어 포맷 표준

TTA 디지털 콘
텐츠 PG,
국내
다차원영상기술
표준화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JTC1
SC29 WG1

국내
참여
업체/
기관/
대학

PJ factory,
단국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미국) Google, Adobe, (한국) PJ factory, 단국대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Adobe, (한국) PJ factory, 단국대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이미지 응용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향후,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VR 등의 표준과 결합하여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 영역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량의 이미지 정보화 및 관리를 위한
차세대 이미지 컨테이너 기술에 대한 핵심 원천기술과 이에 대응하는 국제표준을 확보함으로
시장선점 및 국제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여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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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 이미지 컨테이너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 컨테이너 내의 리소스의 IPR 관리
지원을 위한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JPEG Security & Privacy와 JUMPF, 360도 메타데이터
표준을 비롯하여 IPTC 등 이미지의 접근권한 관리 기술을 조사하고 분석 추진
- 표준화전략 주제인 ‘Standardization Development of Image Container for 360 Degree Images
Focusing on Structurization and Defining Relations’에 관련하여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
10여명으로 구성된 국제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연결하여 우리한테 이득이
되도록 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공식표준화 기구인 JTC1 SC29
WG1의 System subgroup의 part 7에서 CD를 진행하였고, 현재 DIS 진행중이며, IS를 목표로
진행 중. ‘다중이미지 연결 포맷’의 표준화를 위해 JTC1 SC29 WG1 회의 사이에 일본의
CIPA(Camera & Imaging Products Association)과 의견수렴 회의를 계속 할 예정

<표준화 계획>
- 별도의 국내 포럼을 통해 간접 지원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대응)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포럼을 중심으로 (주)PJ factory와 단국대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포럼을 통해 대응할 계획
- (표준적용 서비스 활성화) 국내 멀티미디어 서비스 업체들의 사용성과 국내표준 활용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여 상용화될 수 있도록 표준 역량을 강화할 계획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표준관련 특허 조사 및 표준특허를 내는 방향으로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표준과 기술의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표준과
기술개발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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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후행) 비디오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표준

TTA 디지털
콘텐츠 PG,
국내
다차원영상기술
표준화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IEC
TC110,
JTC1 SC29
WG1,
ISO TC159

삼성디스플레이,
국내
KETI, ETRI,
참여
서울대, 인하대,
업체/
충북대, 세종대,
기관
서울과기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구글, nVidia, (일본) Sony, (벨기에) Woopix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구글, nVidia, (일본) Sony,
표준
기업 (한국) 인하대, 세종대, 서울과기대, 충북대, KETI, ETRI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ISO/IEC에서 안경식/무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이, 체적형 디스플레이, Eyewear 디스플레이 등에서
발생되는 시각 피로나 모션 블러 등의 측정 및 영상 품질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다수의 PWI가
올해 예정되어 있어관련 기술의 선 개발 후 국제표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으로 판단.
IEC TC110 WG6/WG12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의장)을 하고 있어 차세대공략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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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다수의 국내 전문가들이 IEC TC110 WG6/WG12 등에 포진되어 있으며 주로 안경식/무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이, 체적형 디스플레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서의 영상 품질 평가 방법이나
시각 피로 측정 방법에 대한 PWI 및 ACD 추진 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국내에서 의장단을 확보한 IEC TC110
WG6/WG12에서 홀로그래피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장치에서의 시각 피로 요인에 대한 표준안
도출 및 Eyewear Display 등 다양한 application에서 표준안을 진행 중

<표준화 계획>
- IEC TC110 WG6/WG12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한국 표준 전문가가 추진하는 표준
아이템을 디지털콘텐츠 PG(PG610)와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 포럼 등에서 시각 피로 및
홀로그램 표준 아이템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대응) 시각 피로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영상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협업하여 대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비디오 휴먼팩터 분야는
시각 피로에 대한 요인과 영상 품질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그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아직 정립된 체계가 확고하지 않고 그 접근 방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를
보완하여 출원 및 기고 전략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기술개발 후표준화) 선 기술개발 후 국내 특허 추진 및 TTA 표준 제안하여 이를 연계하여
국제 표준 활동 및 기술 경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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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후행) 디지털 홀로그램 정보 표현 표준

TTA 디지털
콘텐츠 PG,
국내
다차원영상기술
표준화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IEC
TC110,
JTC1 SC29
WG1

국내
ETRI, KETI
참여
세종대
업체/ 충북대, 경북대
기관
인하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Facebook, Digilens, Microsoft, Magicleap,
(한국) SAIT, ETRI, KETI (일본) NICT

기술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벨기에) IMEC, (미국) nVidia,
(한국) ETRI, KETI, 충북대, 인하대, 세종대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2015년부터 국내 ETRI, KETI 및 학계에서 홀로그래피 전문가들이 표준화에 착수하고 있으며,
디지털 홀로그래픽 콘텐츠 분야의 선도적인 기술 표준을 위해 디지털 홀로그래픽 정보 표현 및 품질
평가 등에 대한 표준안 개발이 진행 중이며, JPEG&MPEG 및 IEC TC110 WG6 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41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정량적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화 활동과 'Generic introduction
of holographic display' 1.0 문서가 배포되었고 2021년 10월 기준 prePNW 진입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JTC1 SC29 WG1의 JPEG Pleno
서브그룹의 홀로그래피 adhoc chair 수임을 통한 홀로그래피 표준화 활동 추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국내에서 의장단을 확보한 IEC
TC110 WG6/WG12 표준화 활동을 통한 홀로그래픽 콘텐츠 전반에 대한 표준화 활동
추진

<표준화 계획>
- 홀로그래픽 콘텐츠 생성 및 응용을 위한 홀로그래픽 콘텐츠 포맷에 대한 내용을 TTA
PG에서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포럼에서 초기 생태계 구현을
위한 표준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위원회 PG 활동, 표준화포럼 활동)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와 다차원영상기술
표준화포럼에서 국내표준 마련 이후 JTC1 SC29 및 IEC TC110 WG6에서의 국제표준 대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홀로그래픽
콘텐츠 분야는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고, 활발한 연구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특허로
측정 권고안을 선출원 후 국제적으로 기술 경쟁에 참여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경우 국제 특허 및 IPR을 확보하는 것으로 방안을 마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후행추진) 국내에서는 ETRI, KETI 등의 연구 기관과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홀로그래픽 기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기술 공유 및 기술간
연동을 위한 콘텐츠에 대한 표준화 추진 전략도 병행하여 발굴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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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브라우저내 콘텐츠 표현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웹 PG,
웹표준기술
융합포럼

국제

W3C,
Khronos Group

국내
ETRI, 삼성전자,
참여
LG전자,
업체/
플레이키키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구글, 모질라, 마이크로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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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애플 (중국)바이두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2014년 HTML5 공표된 이후 현재 HTML5.3 표준이 후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웹브라우저 상에서
메타버스 콘텐츠를 표현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서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응용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으므로 2022년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계속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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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W3C를 중심으로 HTML5 후속 표준 및 CSS 기능별 표준에 대한 기고 및 표준화 추진
- HTML5 기반 기술을 VR AR 등으로 확장하는 콘텐츠 표현 기술에 대한 표준 참여 추진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W3C 내의 표준에 대하여 국내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화 동향 파악 및 기고 등의 활동이 필요

<표준화 계획>
- HTML5 후속 표준 및 CSS 표준, 웹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표현 기술을 검토하고 표준화
현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국내 준용 표준 제정 추진
- 국내 산업계 중심의 관련 표준화 이슈 발굴 및 해당 기능에 대한 표준 기고 예정
<대응방안>
- (관련 정책기반 대응)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도록 비표준 기반의 플러그인 기술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W3C 내의 HTML5 표준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
-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반영) 국내 기업들의 웹 관련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국내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으로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웹 표준 기술에 대한 국내
기술 수준은 높은 편이나, 로열티 프리 기반의 웹 표준 자체에 대한 특허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기술을 구체적으로 웹 상에서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요소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디지털콘텐츠가 웹으로도 원활하게 표현되도록 개발함과
동시에 해당 기술을 브라우저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요소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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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웹기반 콘텐츠 데이터 연동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TTA 웹 PG,
웹표준기술
융합포럼

W3C DID,
JSON LD
WG

국내
참여 ETRI, 삼성전자,
업체/
플레이키키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digital bazaar (한국)삼성
기업
전자, SK Telecom

표준화
단계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digital bazaar (한국)ETRI
기업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 메타버스 콘텐츠 데이터를 웹을 통해 연동하고자 하는 표준 개발이 W3C 내에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 중. 2014년에 이기종 서비스간에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 연동을 위한 표준인
JSON LD 공표되었고, 현재는 JSON LD 1.1 버전 개발이 진행 중. 또한 탈중앙 기반의 신원
인증을 위한 Decentralized ID 표준이 개발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시장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2년 지속/확산공략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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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데이터 연동 표준은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막고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으로 W3C 에서는 소셜 데이터를 먼저 연동하기 위한 소셜 웹 표준이 2018년
완료되었고, 이후 DID 등과 연계된 후속 표준 추진
- 이후 추가적인 기능 보완을 위해 JSON LD 1.1 버전과 탈중앙 사용자 인증을 위한
Decentralized ID 표준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계의 이슈를 반영하여
해당 표준에 대한 기고 예정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국내 데이터 관련 서비스 시장이
글로벌 표준이 아닌 기업 표준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상당히 파편화 되어 있고, 국제
수준에도 상당히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각 서비스 간의 연동에 대한
니즈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
- 국내 데이터 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W3C 표준의 소개와 병행하여 표준 수요 발굴까지
진행하고 이를 국제표준으로 기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웹 PG(PG605)를 중심으로 W3C 데이터 연동 관련 표준에 대한 준용 표준 추진
- 웹표준융합기술포럼을 중심으로 산업계의 데이터 연동 관련 표준 이슈 발굴 예정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기반 서비스 개발 추진) 국내에도 다양한 소셜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사용자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들이 존재하지만, 각각의 기업 표준에 따라 개발되어 서비스 연동이나
데이터 이동이 불가능. W3C 소셜 표준이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바,
국내 기업들에게 해당 표준들을 소개할 뿐 아니라 기업들의 표준 수요를 확인하여
국제표준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활동이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웹 표준 기술은 표준 자체에
대하여 IPR을 주장할 수 없으나, 해당 기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부분 특허가 가능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디지털 콘텐츠가 웹으로도 원활하게 표현되도록 개발함과
동시에 해당 기술을 브라우저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요소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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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후행) 기능성 게임의 성과 측정 및 평가 절차 표준

TTA 디지털
콘텐츠 PG,
국내
다차원영상기술
표준화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Write Brothers, Final Draft, Google

기술
수준

JTC1 SC35

㈜조이펀,
㈜엠포러스,
ETRI, 서일대,
동덕여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네덜란드) &RANJ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비대면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교육, 훈련,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기술과 기능성 게임의
필요성 증대와 기능성 게임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관련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고려할 때,
제품화와 일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능성 게임 기술에 비해 뒤처진 국내외 표준화 활동을 위해
국내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JTC1 SC35에서 핵심 기술인 인터랙션 표준들이 대한민국 주도로 시리즈
표준으로 추진되는 등 표준화 인프라가 높은 우리나라가 표준화를 주도한다면 시장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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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인터랙션이 중요한 기능성 게임의 핵심 요소인 센싱(제스처, 터치, 촉각, 3D 모션 인식 등) 기술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MR/VR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안들을 도출하고, 관련 국제표준화기구와
공조하여 기능성 게임 관련 표준안들을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JTC1 SC35 국내위원회에서
기능성 게임과 관련된 제스처 인터페이스 관련된 표준안을 도출하여, 이를 JTC1 SC35에서
추진 중인 ISO/IEC 프로젝트 30113 ‘Gesture-based Interface across devices and methods’
시리즈 표준의 세부 파트 표준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기능성 게임 개발을 위한 MR/VR
HMD 기반의 표준안들을 도출하여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예정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다양한 기능성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나, 스크린 리더 등에 필요한 제스처 인터페이스 표준을 도출하고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예정
<표준화 계획>
-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교육, 의료 분야 등에서 MR/VR 디바이스 등을 활용한 기능성
게임 등 비대면 접촉 방식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확대됨으로써 기능성 게임의 표준화의
필요성이 증대. 관련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게임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기능성 게임 요구사항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사용상의 성능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사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므로 시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국내표준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제조업체의 표준화 협력이 필요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활동)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와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포럼
등 관련 포럼이 연계하여 국제표준으로 추진 중인 제스처 인터페이스 시리즈 표준에 추가
가능한 세부 표준안들과 기능성 게임 평가와 인증을 위한 표준안들을 도출하여 국제표준에
반영할 계획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기능성게임 기술에 비해 국내외
표준 개발이 후행되고 있기 때문에 표준을 활용한 기술의 개발 과정에서 인터랙션에 필요한
센싱(제스처, 터치, 촉각, 3D 모션 인식 등) 기술에 대한 표준 필수특허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기술개발 후표준화) MR/VR 기술 기반의 기능성 게임 기술 개발과 연계하여 인터랙션에
필요한 센싱(제스처, 터치, 촉각, 3D 모션 인식 등) 관련 표준 필수특허 기술을 개발한 후, 해당
기술에 대하여 국제표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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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디지털 가상훈련 시스템 평가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픽소VR, 캐나다/시리어스랩, 프랑스/다쏘,
독일/지멘스

기술
수준

TTA 디지털
콘텐츠 PG,
디지털가상화포럼

IEEE 2888

KETI,
건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조이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GE, 프랑스/다쏘, 독일/지멘스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신규)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2021년 IEEE에서 신규 PAR 를 제안하여 디지털 가상훈련시스템 평가 표준 제정을 추진할 예정. 국내
주도로 TG을 창설하고 진행할 예정이므로 미래 핵심 기술인 디지털트윈 및 메타버스 콘텐츠와 관련된
응용의 평가 표준으로 시장과 표준 선점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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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디지털 가상화 표준을 위하여 IEEE 2888 WG 설립 및 의장 수임 완료
- IEEE 2888.5 Standard on Metric for Virtual Reality Training System 2021년 표준 과제 제안
승인, 2024년 표준 제정 예정
- 관련 신규 PAR 제안 및 TG 의장 수임 추진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EEE 2888 내에서 지속적 신규 표준화
과제 제안을 통하여 TG를 신설하고 주요 의장단 수임을 통하여 표준화 주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타국/외국기업과의 제휴) 유관 외국기업/단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표준화
진행에 지원을 받으며, 기술교류를 통하여 표준화 역량 강화를 추진

<표준화 계획>
- 디지털가상화포럼을 통하여 표준화 전략과 요구사항을 도출
- 이를 기반으로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를 통한 표준 제정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활동) 디지털가상화포럼 활동을 통하여 표준화 전략과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 활동으로 국내표준도
동시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다양한 기술개발과
서비스 제공은 진행되고 있으나 객관적/주관적 성능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관계로 표준 진행의 주도와 함께 표준화의 방향에 맞추어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기고
하는 전략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현재 충분한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함께 진행하는 표준화-기술개발 병행 추진. 특히
IPR은 표준화와 함께 진행 추이에 맞추어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IPR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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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선행)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표준

TTA 디지털
콘텐츠 PG,
국내 MPEG뉴미디어
포럼, 디지털
가상화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JTC1 SC29
WG07,
IEEE 2888

국내
ETRI, KETI,
참여
건국대, 명지대,
업체/
인시그널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프랑스) IMT, (한국) 명지대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프랑스) IMT, (한국) 명지대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2016년부터 국내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는 분야로서 산업체, 학계 및 연구소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을 이용한 미디어사물 간 자율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API 표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이미 기본적인 거래 API가 표준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메타버스 콘텐츠
가상객체와 미디어사물 간 정보 교환, 자원 이용, 기능 이용 등의 거래를 위한 API가 추가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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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29 WG7 내 MPEG-IoMT(ISO/IEC 29093) 개정판이 2022년 IS 제정 예정
- 미디어사물 간의 교환 데이터포맷 및 API 국제표준화는 JTC1 SC29 WG7이 유일하나, 향후
IEEE 2888 내 가상객체와 미디어사물을 위한 동기화를 위한 기술 표준화로 확대할 예정
- JTC1 SC41 WG5 내 미디어사물인터넷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TR 추진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미디어사물 간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를 가능케 하는 API 표준을 포함하는 MPEG-IoMT 개정판 작업(FDIS) 추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과제 제안) 미디어 사물 간 자원, 기능, 정보
교환 및 거래를 위한 API 신규 표준안 검토 및 수정 보완

<표준화 계획>
- 각 기관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기반으로 채택 및 확정된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으로 도입하는 방식의 국내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활동) 국제표준으로 추진 중인 미디어사물 용 거래
인터페이스 기술을 국내에서 선개발하여 국제표준에 반영. MPEG뉴미디어포럼이나
디지털가상화포럼을 통한 연관 포럼 표준 및 국내표준 제정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권리범위 확대 전략) 미디어사물 분석기, 미디어사물
센서, 미디어사물 구동기 거래 기술에 대한 표준 정합을 통한 표준 필수 특허 설계 및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미디어사물 거래 API 관련 표준 기술을 개발과 동시에 연관된
부분을 국제표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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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선행) 미디어사물 컴팩트 데이터포맷 표준

TTA 디지털
콘텐츠 PG,
국내 MPEG뉴미디어
포럼, 디지털
가상화 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JTC1 SC29
WG07,
IEEE 2888

국내
ETRI, KETI,
참여
건국대, 명지대,
업체/
인시그널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프랑스) IMT, (한국) 명지대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프랑스) IMT, (한국) 명지대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2016년부터 국내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는 분야로서 산업체, 학계 및 연구소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을 이용한 미디어사물 간 자율 거래를 가능케 하는
스마트계약에 대한 추가적인 데이터포맷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미디어사물 간 고속 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이터포맷의 이진 표현 표준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어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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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29 WG7 내 MPEG-IoMT(ISO/IEC 29093) 개정판이 2022년 IS 제정 예정
- 미디어사물 컴팩트 데이터포맷 국제표준화는 JTC1 SC29 WG7이 유일하나, JTC1 SC41
WG5에 미디어사물 유스케이스 구현 가이드라인 기술보고서(TR)를 제안 예정
- IEEE 2888 내 가상객체와 미디어사물 간 고속 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이터포맷 방안 제안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미디어사물 간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를 가능케 하는 스마트계약 서술구조 및 데이터 고속 전송을 위해 기존 데이터포맷을
이진 표현하는 MPEG-IoMT 개정판 최종표준안 (FDIS) 추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기 채택된 스마트계약 서술구조
및 고속 이진 데이터포맷 표준안 검토 및 수정 보완

<표준화 계획>
- 각 기관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기반으로 채택 및 확정된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으로 도입하는 방식의 국내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활동) 국제표준으로 추진 중인 미디어사물용 스마트계약
및 이진 데이터포맷 기술을 국내에서 선개발하여 국제표준에 반영. MPEG뉴미디어포럼이나
디지털가상화포럼을 통한 연관 포럼 표준 및 PG 국내표준 제정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표준 필수 특허 설계 및 확보) 미디어사물 분석기,
미디어사물 센서, 미디어사물 구동기 간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거래 기술에 대한 표준 필수 특허
설계 및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스마트계약 서술구조, 고속 이진 데이터포맷 표준 기술을
개발과 동시에 연관된 부분을 국제표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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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미디어사물 자율협업 데이터포맷 표준

TTA 디지털
콘텐츠 PG,
국내 MPEG뉴미디어
포럼, 디지털
가상화 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JTC1 SC29
WG07,
IEEE 2888

국내
참여
ETRI, KETI,
업체/ 건국대, 명지대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한국) 명지대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한국) 명지대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2016년부터 국내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는 분야로서 산업체, 학계 및 연구소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미디어사물(기기) 202간 자율협업을 통한 미디어 서비스 구축을 위한
미디어사물 태스크 서술 표준에 대한 필요성 및 미래 핵심기술 확보, 유망 미디어 서비스 창출 가능성이
높아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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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JTC1 SC29 WG7 내 MPEG-IoMT(ISO/IEC 29093) 개정판이 2022년 표준제정 예정
- 미디어사물 자율협업을 위한 태스크 데이터포맷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ISO/IEC 23093-5)를
2021년 말부터 시작 예정
- IEEE 2888을 통하여 가상객체와 미디어사물 간 자율협업 및 동기화를 위한 표준 기술 기고 예정
(IEEE 2888.3)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미디어사물 간 자율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미디어사물 태스크 서술구조 표준에 대한 MPEG-IoMT 신규 프로젝트 제안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각 기관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기반으로 채택 및 확정된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으로 도입하는 방식의 국내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활동) 국제표준으로 추진 중인 미디어사물 자율협업기술을
국내에서 선개발하여 국제표준에 반영. MPEG뉴미디어포럼이나 디지털가상화 포럼을 통한 연관
포럼 표준 및 PG 국내표준 제정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미디어사물 분석기,
미디어사물 센서, 미디어사물 구동기 간 자율협업 표준기술에 대한 핵심특허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미디어사물 자율협업 용 태스크 서술구조 표준 기술 및 표현
변환 방법을 개발과 동시에 연관된 부분을 국제표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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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후행) 현실세계 센서 데이터 및 센서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TTA 디지털
콘텐츠 PG

IEEE 2888

국내
ETRI, KETI,
참여 건국대, 명지대,
업체/
스코넥
기관 엔터테인먼트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AustececR, Optitrek, Pixo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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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 (프랑스)다쏘, (독일)지멘스,
(한국) 명지대, 건국대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 (Ver.2022 신규)
2019년부터 국내 기관들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콘텐츠, 디지털트윈, 가상훈련시스템에 필요한 센서
데이터포맷과 센서 특성 정보 표현에 대한 표준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국제표준(IEEE
2888)의 주도권을 가지고 서비스나 시스템별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어, 메타버스 콘텐츠와 관련된
응용의 평가 표준으로 시장과 표준 선점 가능성이 크므로 선도경쟁공략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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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EEE 2888.1 센서데이터 인터페이스의 표준이 작업안(WD) 단계임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EEE 2888.1 표준에 메타버스 콘텐츠
서비스, 디지털트윈 시스템, 가상훈련시스템, 스마트-x 응용 등의 구체적 항목별 센서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화 활동 실시

<표준화 계획>
- 각 기관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기반으로 채택 및 확정된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으로 도입하는 방식의 국내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활동) 국제표준으로 추진 중인 메타버스 콘텐츠 환경을
위한 센서 데이터 및 특성 정보 표현 표준을 국내에서 선개발하여 국제표준에 반영. 디지털가상화
포럼을 통한 연관 포럼 표준 및 PG 국내표준 제정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메타버스 콘텐츠
서비스, 디지털트윈, 가상훈련시스템 등의 특정 응용 분야에서 필요한 센서 데이터 표현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 선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현실세게 센서 데이터 및 특성 정보 표현 방법을 개발과 동시에
연관된 부분을 국제표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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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후행) 현실세계 액추에이터 구동명령어 및 엑추에이터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TTA 디지털
콘텐츠 PG,
디지털
가상화 포럼

IEEE 2888

국내
참여
ETRI, KETI,
업체/ 건국대, 명지대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AustececR, PixoVR, (캐나다) Serious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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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 (프랑스)다쏘, (독일)지멘스,
(한국) 명지대, 건국대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국내 기관들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콘텐츠, 디지털트윈, 가상훈련시스템에 필요한 액추에이터
데이터포맷과 액추에이터 특성 정보 표현에 대한 표준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국제표준(IEEE 2888.2)의
주도권을 가지고 서비스나 시스템별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어, 메타버스 콘텐츠와 관련된 응용의 평가
표준으로 시장과 표준 선점 가능성이 크므로 선도경쟁공략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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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EEE 2888.2 현실세계 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의 표준이 작업안(WD) 단계임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EEE 2888.2 표준에 메타버스 콘텐츠
서비스, 디지털트윈 시스템, 가상훈련시스템, 스마트-x 응용 등의 구체적 항목별 액추에이터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화 활동 실시

<표준화 계획>
- 각 기관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기반으로 채택 및 확정된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으로 도입하는 방식의 국내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활동) 국제표준으로 추진 중인 메타버스 콘텐츠 환경을
위한 액추에이터 데이터 및 특성 정보 표현 표준을 국내에서 선개발하여 국제표준에 반영.
디지털가상화 포럼을 통한 연관 포럼 표준 및 PG 국내표준 제정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메타버스
콘텐츠 서비스, 디지털트윈, 가상훈련시스템 등의 특정 응용 분야에서 필요한 액추에이터
데이터 표현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 선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현실세게 액추에이터 데이터 및 특성 정보 표현 방법을
개발과 동시에 연관된 부분을 국제표준에 반영

초연결 신산업 육성 _ 메타버스 콘텐츠 431

3.3.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 메타버스 콘텐츠 중 MR/AR/그래픽스 분야의 오픈소스는 대부분 GitHub 프로젝트에서
개발중. Khronos Group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표준 개발과 함께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MR/AR/그래픽스 분야 오픈소스의 국내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오픈소스
대응전략

Khronos Group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장려
- Khronos Group 회원사가 아닌 중소기업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실용화하려는
구현 기술에 대해 공유 및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이는
ICT 표준화 포럼이 지원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차원영상기술표준화포럼은
Khronos Group 회원사가 아닌 중소기업들의 Khronos Group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활용한
실용화 기술 구현을 지원할 예정

- 국내외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의 기술 개발 활동의 결과물을 포럼표준, TTA 단체표준 등
국내표준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포럼과 TTA 610 PG를 중심으로
표준화
연계전략

오픈소스 기술 등에 대한 활발한 표준 발굴과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함
(오픈소스 → 표준화)
- Khronos Group 이 표준 개발과 함께 오픈 소스를 공개하듯이 국내에서 개발되는 표준들 같은
경우에도 표준 확산과 저변 확대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오픈소스 프로젝트 공개와
함께 국제 표준화 활동을 병행 추진하여야 함 (표준화 → 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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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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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3D

3 Dimension

4D

4 Dimension

AD

Architecture Document

AHG

Ad-Hoc Group

AM

Audience Measurement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R

Augmented Reality

ARAF

Augmented Reality Application Format

ARC

Augmented Reality Continuum

ARRM

Augmented Reality Reference Model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S

Conditional Access System

CD

Committee Draft

CDC

Cloud Data Center

CDG

Cloud Data Governance

CDMI

Cloud Data Management Interface

CDVS

Compact Descriptor for Visual Search

CG

Community Group

CGH

Computer Generated Hologram

CIF

Cloud Industry Forum

C-P-D-N

Content-Platform-Device-Network

CPNS

Converged Personal Network Service

CSA

Cloud Security Alliance

CSI

Client Server Interoperability

CSV

Comma-Separated Values

CTN

Cellular Telephone Number

CTP

Cloud Trust Protocol

DaaS

Desktop as a Service

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DAP

Device API

DASH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DCAN

Digital Copyright Asia Network

DERS

Depth Estimation Reference Software

DID

Decentralized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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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

Draft of International Standard

DM

Device Management

DMD

Digital Micromirror Device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TF

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

DOOH

Digital Out-Of-Home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EC2

Elastic Computer Cloud

EPUB

Electronic Publication

FDIS

Final Draft of International Standard

FFP

Fixed-Function graphics Pipeline

FGCC

Focus Group Cloud Computing

FN

Free-Navigation

FPP

Fully Programmable graphics Pipeline

FTV

Free-viewpoint Television

GLD

Government Linked Data

GLI

Gaming Laboratories International

GPU

Graphic Processing Unit

GSA

Gaming Standards Association

GSAPI

Game Services API

H-Anim

Human Animation

HDR

High Dynamic Range

HMD

Head Mounted DIsplay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

HTML5

Hypertext Markup Language 5

HUD

Head Up Display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IDPF

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GA

In Game Advertising

IoMT

Internet of Media Things

IP

Internet Protocol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S

International Standard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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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R

ITU Radiocommunication Sector

ITU-T

ITU Telecommunication Sector

JAMMA

Japan Amusement Machinery Manufacturers Association

JPEG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JSON

JavaScript Object Notation

JTC1

Joint Technology Committee 1

KIG

Korea Interest Group

KMIP

Key Management Interoperability Protocol

LCoS

Liquid Crystal on Silicon

LDP

Linked Data Platform

LTI

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M2M

Machine-to-Machine

MAC

Media Access Control

MAF

Multimedia Application File Format

MAN

Mezzomedia Mobile Ads Network

MAR

Mixed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MDS

Multimedia Description Scheme

MEC

Mobile/Multi-access Edge Computing

MGCF

Mobile Game Centric Function

MIH

Media Independent Handover

MobAR

Mobile Augmented Reality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MSPT

Multimedia Service Platform Technologies

MTP

Motion to Photon

MVD

Multi View plus Depth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S

Multi View plus Surface

NaaS

Network as a Service

NAS

Network Attached Storage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WI

New Work Item

NWIP

New Work Item Proposal

OATH

Open Authentication

OCCI

Open Cloud Computing Interface

OC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OCM

Open Cloud Manifesto

OCR

Oculus Rift CV1

ODCA

Open Data Center Alliance

ODPF

Open Digital Publishing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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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F

Open Grid Forum

OMA

Open Mobile Alliance

OMG

Object Management Group

OSP

Online Service Provider

P2P

Peer-to-peer

PCC

Point Cloud Compression

PG

Project Group

POI

Point of Interest

PP

Peer Protocol

PPI

Program Protection Information

PPSP

Peer to Peer Streaming Protocol

PS

Play Station

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QA

Question Answering

QoE

Quality of Experience

QPI

Quamtum Photonic Imager

QTI

Question and Test Interoperability

SC

Sub Committee

SDO

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

SMPTE

Society of Motion Pictures and Television Engineers

SMV

Super Multi-View

SNew

Social Network Web

SNS

Social Network Service

TP

Tracker Protocol

TR

Technical Report

UC

Unified Communications

UD

User Description

UDID

Unique Device Identifier

UHD

Ultra High Definition

UI

User Interface

UX

User eXperience

VSRS

View Synthesis Reference Software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WG

Working Group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YAML

YAML Ain’t Markup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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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지능형 로봇(intelligent service robot)은 시각·청각 등 감각 센서를 통해 외부 정보를 입력받아
스스로 판단해 적절한 행동을 하는 로봇으로, 외부 환경을 인식(Perception)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Cognition)하여 자율적으로 동작(Mobility & Manipulation)하는 로봇이며 교육 의료 실버 국방
건설 해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로봇기술의 융 복합화를 통해 지능화된 서비스를 창출하는
로봇의 개념임. 인공지능과 고도의 센서가 두뇌역할을 하는 로봇(일반적으로 시각, 촉각, 청각
등으로 자기 판단과 그에 대응하는 작동 가능)기술로 구성된 로봇임.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 일의
효율성과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지능형 로봇은 모든 행동이 인간에 초점을 맞춤. 따라서
지능형 로봇의 핵심기술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의 정확성, 속응성, 내구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는
기술보다는 로봇지능, 호환성, 안전 및 성능과 연관된 기술임

< 지능형 로봇 기술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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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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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지능형 로봇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핵심 동력으로서 기술 및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표준 선점이 이루어짐. 지능형 로봇 국제표준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국내 표준전문가가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을 진행 중.
지능형 로봇 원천기술의 국내 기술경쟁력이 선진국대비 부족하나, 다양한 지능형 로봇
기술을 상용화 및 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및 표준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표준 확산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로봇 이동지능 기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기술 중 Part A: 레퍼런스 모델에 대한 표준화를 위한 WG 구성
· 실내외 환경에서의 내비게이션을 위한 자율로봇 지도 개요, 적용 시나리오, 시맨틱 맵 요구사항
및 참조 구조에 대한 표준화 논의 시작
-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클라우드 환경에서 로보틱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기술
확보 추진
· ITU-T SG13에서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로보틱스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 로봇 지능 증강 모델
등의 표준기술이 논의되고 있으며, 로봇 개발, 운용, 지능 증강, 모니터링 등 요소기술에 대한 요구
사항을 한국 주도로 표준화 진행 중
- (로봇 정보 모델 표준) 로봇 모듈화를 지원하는 모듈의 공통 정보 모델 표준기술 확보 추진
· ISO TC299 WG6에서 개발된 서비스 로봇의 모듈화를 지원하는 서비스 로봇 모듈의 공통 정보
모델 표준 제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 주도로 표준화 진행 중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HRI 모듈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정보 모델
및 서비스 표준 기술 확보 추진
· ISO TC299 WG6에서 서비스 로봇 모듈화를 위한 공통 정보 모델의 표준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정보 모델의 표준화가 진행 중. ITU-T SG13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로보틱스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안전이 확보된 머니퓰레이터 조작
지능 평가방법 표준 기술 확보 추진
· 안전 머니퓰레이터 조작지능 평가표준 기술 확보 및 KOROS/TTA 단체 표준으로 개발 추진
-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밀집군중 환경에서의 이동로봇 주행안전지능 요구
사항/평가방법 표준 기술 확보 추진
· 밀집환경하 이동로봇 주행안전지능 평가표준 기술 확보 및 KOROS/TTA 단체 표준으로 개발 추진

∼ 2024년

-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로봇 이동지능 기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기술 중 Part A: 레퍼런스 모델에 대한 표준화 추진
· 실내외 환경에서의 내비게이션을 위한 자율로봇 지도 개요, 적용 시나리오, 시맨틱 맵 요구사항
및 참조 구조에 대한 표준 진행
-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클라우드 환경에서 로보틱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표준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참조구조 도출
· ITU-T SG13에서 개발 진행 중인 클라우드 로보틱스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의 패밀리 표준으로
로보틱스 서비스의 상세 기능 컴포넌트(Functional components) 및 참조구조 관련 신규 표준안 제안
및 개발 추진
- (로봇 정보 모델 표준) 로봇 모듈화를 지원하는 모듈의 공통 정보 모델 국제 표준 추진
· ISO TC299 WG6에서 개발된 서비스 로봇의 모듈화의 후속 표준으로 서비스 로봇 모듈의 공통
정보 모델 표준을 한국 주도로 제정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HRI 모듈을 위한 정보 모델 표준화 추진
· ISO TC299 WG6에서 서비스 로봇 모듈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통 정보 모델 표준화가 진행 중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안전이 확보된 머니퓰레이터 조작
지능 평가방법 표준화 추진
· ISO TC299 WG4 서비스 로봇성능 분과에서 개발된 조작성능 표준 ISO 18646-3 개정안에 안전이

초연결 신산업 육성 _ 지능형 디바이스 - 지능형 로봇 451

구분

주요내용
담보된 머니퓰레이터 조작지능에 대한 표준반영 추진
-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밀집군중 환경에서의 이동로봇 주행안전지능 요구
사항/평가방법 표준화 추진
· ISO TC299 WG2 서비스 로봇안전 분과에서 추진 중인 ISO 13482 표준개정안에 실내외 이동로봇의
주행안전지능 관련 표준반영 추진

∼ 2026년

-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로봇 이동지능 기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기술 중 Part B: 프레임워크, Part C: 응용에 대한 표준화를 순차적으로 추진
· Part B: 프레임워크에서는 먼저 시맨틱 맵 프레임워크, 시맨틱 데이터 모델, 자율이동로봇 간 맵
데이터 교환 포맷에 대한 표준을 진행하고 Part C: 응용에서는 응용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 응용
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 및 응용 개발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 진행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HRI 모듈을 위한 정보 모델 표준화 완료
· ISO TC299 WG6에서 서비스 로봇을 위한 HRI 모듈을 위한 정보 모델 표준화 완료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국내 지능형 로봇 제품 중심의 시험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국제표준에 적용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강화
· 국제 기술교류 협력 프로그램 운영, 한국의 지능형 로봇 홍보 제품관 등을 통한 국제공동
연구 해외 진출 기반 확충
· 변화하는 글로벌 로봇 트렌드에 적합한 수출촉진 및 시장진출 활성화 전략 수립하여 수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로봇기술의 사업화율 제고 및 기술의 공익적 확산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 창업 활성화 및 연관기업의 로봇기업화를 통해 로봇기업 저변 확대
· 품질(Quality), 원가(Cost), 납기(Delivery) 개선을 위한 로봇분야 금형 및 디자인 전문
서비스 기업 육성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녹색사업 및 융복합 신규 사업에 대한 산업적 요구, 웰빙 지향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 및 기술융합과 인간-로봇 공존에 따른 기술적 변화
· 스마트 환경과 연계하여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로봇 시스템으로 인명중시를 통한 복지
사회 구현의 수단으로 활용
· 국민 편의 증진 등 안전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신개념 서비스의 매개체 역할로 인간
친화적인 다양한 로봇 킬러앱(Killer application)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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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지능형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성능, 안전, 지능 등의 여러 부분이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야 함. 기존에 로봇지능, 안전 및 성능, 호환성으로 중분류를 했었으나, 최근 지능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사람/물체 인식지능을 포함하는 로봇지능을 위주로 중분류를
정리함. 이에 따라서 안전과 성능을 제외하고, 기존에 따로 있던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다른
로봇지능 관련 중점표준화 항목에 통합함으로써 로봇지능 위주로 개편함. 따라서 본 표준화
전략맵 지능형 로봇 소분과에서의 중분류 범위는 지능 인프라와 로봇지능을 중심으로 구분
< 지능형 로봇 Ver.2022 표준화항목 >
표준화 항목

표준화 내용

로봇 자율주행에 필요한 지도체계의 구조, 지도의 데이터
포맷, 지도 저장방법과 응용에 대한 표준(Semantic Map
for Autonomous Robots(SMART))
- 실내외 환경에서의 내비게이션을 위한 자율로봇
로봇 이동지능
지도 개요, 적용 시나리오, 시맨틱 맵 요구사항 및
기반의 시맨틱
시맨틱 맵의 참조 구조
맵데이터 표현
- 표준 시맨틱 지도 작성 프레임워크, 데이터 모델
표준
및 자율 로봇 간의 지도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
- 응용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 응용 시스템 개발 지침
및 인터페이스 표준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하여 다수의 로봇간 지능을 공유,
배포,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
- 로봇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참여자(Stakeholder)를
클라우드 기반
정의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로봇 프레임워크 제공을
로보틱스 서비스
위한 시스템 구조 제공
표준
-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로봇 시스템의 특징인 실시간
증강지능/군집지능, 로봇 데이터 수집 등의 유즈
지능
케이스 제공
인프라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특성으로 된 로봇 모듈의
재구성을 위한 로봇용 모듈의 공통사항인 정보모델
명세표준
로봇 정보 모델 - 모듈식별을 위한 일반적 정보
표준
- 재구성에 사용되는 모듈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특성 정보
-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듈이 제공해야하는 안전
및 보안 정보
로봇이 환경을 감지·인식하고 해석하는 기능을 구현한
인식 지능 모듈의 재사용성과 상호운용성을 위한 정보
모델 표준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의 분류
감지 및 인식 지능
- 클라우드/로컬/임베디드 환경의 지능 모듈 응용을
모듈을 위한
위한 정보 모델 표준
상호운용성 표준
- HRI 지능 공유 및 증강을 위한 정보 모델 표준
- 로봇의 인식지능에 대한 정의 및 분류체계에 대한 표준
- 로봇 인식지능에 대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에 대한 표준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IEEE
RAS

④

O

ITU-T
SG13,
JTC1
SC42,
ISO
TC299

②

O

ISO
TC299

⑤

O

ISO
TC299

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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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인간과 로봇이 한 공간에서 협동하는 경우, 로봇이
인간과 로봇의
인간의 안전 확보와 동시에 임무 수행을 효율/효과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하게 하는 지능 표준
협동을 위한 조작 - 협동작업 로봇의 안전과 조작 지능의 평가를 위한
지능 표준
시스템 요구사항
- 안전 조작지능 성능평가 모델 및 기법

ISO
TC299

②

O

밀집군중 환경에서 이동로봇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하는 지능의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
- 이동로봇 자율주행 모듈의 성능/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
- 이동로봇의 자율주행 지능 수준 평가 모델
- 동적 장애물 환경 하에서 로봇 이동지능의 안전
주행성능 평가 기법 등

ISO
TC299

②

O

로봇의 자율성/지능에 대한 프레임워크, 분류체계 등에
대한 구조/구성요소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
로봇 지능체계 및
- 로봇의 자율성에 대한 정의 및 분류체계에 대한 표준
평가방법 표준
- 로봇 지능(인식/주행/조작 등)에 대한 성능을 평가
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에 대한 표준

IEEE
RAS,
ISO
TC299

③

X

사람과 지속적이고 원활한 감정 교류를 가능케 하는
지능
- 사용자 감정 교류의 장시간 기억 가능 지식체계 표준
인간-돌봄 로봇 간
- 사용자 감정 변화/원인 파악 기능의 성능평가 표준
지속적 감정
- 사회적 맥락 파악에 기반한 공감 및 분위기 인식에
교류를 위한 소셜
대한 성능 평가 표준
지능의 평가 표준
- 로봇의 음성 및 행동에 대한 감성/개성 랜더링 기술
체계에 대한 표준
- 로봇의 감성/개성 표현에 관한 성능 표준

IEEE
RAS

②

X

인간의 로봇 이용 또는 상호작용 시 발생 가능한 윤리적
사람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표준
인공지능·로봇과 - 인공지능 및 로봇과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한 프레임
IEC
상호 작용 시
워크 표준
SEG10
필요한 윤리 표준 - 인공지능 및 로봇 활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 유즈
케이스 분석에 대한 표준

①

X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소독약 분무, UV 조사
방식의 방역 활동에 대한 성능평가 표준
감염병예방
- 방역 유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분사 제어 정밀도,
방역로봇 성능평가
UV 조사장치 성능평가, 로봇 주행성능 등에 대한
표준
표준
- 방역로봇의 실현장 적용 등을 위한 안전 지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안전성 요구사항 표준

②

X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로봇
지능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ISO
TC299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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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지능형 로봇 소분과에서는 ISO, ITU-T 등 공식표준화기구와
OMG, IEEE 등 사실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 가능성이 높은 기술 기반으로
산업적 파급효과 및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항목 중 지능 인프라 및 로봇지능과 관련된
중점 표준화 항목 위주로 선정
-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로봇주행기술은 로봇의 이동지능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 예상되며 로봇주행과 관련하여 2차원 공간을 나타내는 지도체계의
표준화가 완료되었고, 이를 확장하여 3차원 공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음. 공간 정보의 확장은 이동지능의 핵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시맨틱 정보에 대한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준 시맨틱 프레임워크는
산업계의 다양한 고수준 운영시나리오 대응, 이동기반 작업지시, 성능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ITU-T SG13에서는 클라우드 환경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를 위한 신규 표준안인 Y.RaaS-reqts가 개발 승인되었음. 해당 표준은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로봇 개발자, 로봇 제조사, 로봇 서비스 제공자 등 산업생태계 내 이해당사자 간의
공통이해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서비스 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특히 딥러닝 기반
로봇 지능 모델 개발을 위한 서비스형 로보틱스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로봇 정보 모델 표준) 로봇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모듈화가 국제표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로봇 모듈 개발자가 모듈의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하이브리드적 측면을 고려된 정보 모델을 로봇 및 응용 디자이너 및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기술이
감지, 인식, 해석 등 인간 로봇 상호 작용 기술 구현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단일
플랫폼 로봇 및 클라우드 기반 로봇의 인간 로봇 상호 작용 지능 공유와 서비스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로봇 개발자와 인공지능 개발자가 개발한 다양한 지능 모듈의 재사용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인식 지능 모듈화 표준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협동로봇의 보급 확대와
서비스분야에서의 로봇활용 시도 증가로 인간과 로봇의 안전한 공간 공유 및 협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 특히 인간과 로봇이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더불어 성능평가 체계가 관련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로봇의 이동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로봇을 실제
서비스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장, 창고
등에서만 활용되던 이동로봇이 건물 내 소화물 이송, 도심 공간 내 배달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일상공간에 활용됨에 따라 안전하게 움직이기 위한 로봇 이동 지능의
필수요소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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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지능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사람/물체 인식지능을 포함
하는 로봇지능을 위주로 중분류를 정리함. 이에 따라서 안전과 성능을 제외하고, 기존에
따로 있던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다른 로봇지능 관련 중점 표준화 항목에 통합함으로써 로봇
지능 위주로 개편
- Ver.2021(2020년)에서는 지능형 로봇 제품의 확산과 더불어 관련 로봇지능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국제 표준화 회의 ISO TC299내에서 사회적 수요에 맞춰 여러 WG으로 나뉘어져
활발하게 진행 중. 또한 IEEE, IEC 등도 지능형 로봇에 대한 표준 대응이 활발히 진행 중. 따라서
지능형 로봇 표준의 국제적 관심에 따라 지능과 관련된 중점 표준화 항목을 반영. 로봇 이동
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지능 생성/재구성을 위한 모듈간 상호운용성 표준 항목은 유지하고,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과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을 신규로 추가
- Ver.2022(2021년)에서는 ICT 융합서비스 내의 지능형 디바이스와 지능형 로봇 간의 관계를
고려하고, 로봇지능의 중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지능과 관련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집중해서
개발함. 또한 국제 표준화 회의 ISO, IEEE, IEC 등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표준 과제를 같이
고려함.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은 유지하고, 로봇 정보 모델 표준,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을 신규로 추가
<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구분

Ver.2020

Ver.2021

Ver.2022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

-

로봇 정보 모델 표준*

-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지능 생성/재구성을 위한
모듈간 상호운용성 표준

지능 생성/재구성을 위한
모듈간 상호운용성 표준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사람과 로봇의 상호 작용을
위한 인식지능 평가 표준

-

-

로봇 지능체계 및 평가방법
표준

-

-

사람이 로봇과 상호작용시
로봇을 신뢰할 수 있는 로봇
윤리 평가 표준

-

-

지능인프라

로봇지능

* Ver. 2022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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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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정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2020.2)
-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여 4차 산업 혁명의
핵심기술로 로봇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중(2019.8)
·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돌봄, 의료, 물류, 웨어러블 등
4대 서비스 로봇 분야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및 실증 보급을 지원하여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집중 육성 추진
·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실증보급 및 사용자 교육
등을 추진하되 뿌리, 섬유, 식 음료 등 3大업종 표준모델 우선 개발
· 후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핵심부품 및 SW를 선정하고, 차세대 3대 핵심부품
및 4대 SW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실증보급 추진
- 대통력 직속 4차 산업 혁명위원회에서 로봇 지원정책을 발표(2018.12)
-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구축 추진(2018.11)
· 자율주행차(2018.11), 드론(2019.10), 수소·전기차(2020.4), VR·AR(2020.8), AI(2020.12)와
함께 로봇 분야 로드맵 수립(2020.10)
· 산업, 상업, 의료, 공공 등 4개 분야에서 22건, 안정성, 데이터, 기반 구축 등 공통분야
에서 11건

미국

- 제조업 부흥을 위한 ‘첨단제조 파트너십(AMP, 2011.6)’의 일환으로 다부처 협력 ‘국가로봇
계획(NRI 3.0)’를 통해 로봇 R&D를 지원 중(2021.5)
· 2017년부터 NRI 2.0을 추진하며 ‘Ubiquitous Co-Robot’ 실현을 목표로 헬스, 물류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며 학계, 산업계, 기술, 통합 시스템에 초점을 맞춤
· 2019년 NRI 예산은 3,500만 달러에 달하며 미 국방부와 화성 탐사 프로그램을 추진,
국방과 우주 분야 로봇 개발에 적극 지원 중
-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는 협동로봇 개발에 초점을 맞춘 NRI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협동로봇의 확장성(Scalability)을 중심으로 연구주제를 확대 중(2014.9)
· 목표 : ‘Ubiquitous Co-Robot’ 실현으로 컴퓨터와 같이 인간생활에 일상화 된 로봇활용
및 구현
· 다수의 인간-로봇 협업 실현,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 가능한 로봇 설계, 로봇전문 교육
과정 확립 및 인력 양성 등 협동로봇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 정부는 2011년 6월 발표한 ‘첨단제조업 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로봇산업 육성정책 시행(2011.6)
· 목표 : ‘Co-Robot’ 개발·활용을 통한 미국의 로봇산업 리더십 제고
· 차세대 로보틱스 기술 개발, 관련 시스템과 제품의 역량 및 활용가능성 제고, 로봇
분야 커뮤니티의 관심을 혁신적 적용 분야로 전환 등 기초연구부터 개발-제조-확산
까지 전주기 포함

일본

- 전자상거래 발달, 운전자 고령화 심화 등으로 물류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증대하는 가운데
자율주행로봇에 의한 라스트마일 배송 주목(2019.9)
· 2019년 9월 자율주행로봇을 배송작업에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를 목적으로 민관
협의회 구성
· 2020년 4월부터 공공도로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량 운행 허용
- 경제산업성은 ‘커넥티드 인더스트리(2017)’를 발표하여 제조혁신을 위해 로봇·IoT 융합,
스마트팩토리 확대 등을 추진 중(2017.10)
- 내각부는 2050년까지 AI와 로봇의 공통화를 통해 스스로 학습·행동하며 인간과 공생하는
로봇 실현을 목표로 설정(2015.1)
· 2030년까지 일정한 규칙 하에 함께 행동하고 90%이상의 사람들이 위화감을 갖지 않는
AI로봇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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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2050년까지 사람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율적 판단과 활동으로 성장하는 AI
로봇 개발
- 정부는 2015년판 성장전략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정책의 최우선 분야로 지정했으며,
로봇 강대국의 위치 선점을 위한 다양한 로봇관련 정책지원 실시(2015.1)
· 기본개념 : 경쟁우위에 있는 로봇기술을 활용, 일본형 4차 산업혁명 개척
· 기본전략 : 로봇기반 산업생태계 혁신 및 사회적 과제 해결을 선도하고 로봇화를 기축으로
사물인터넷(IoT),사이버물리시스템(CPS) 혁명을 주도
· 향후 5년간을 로봇혁명 집중 실행기간으로 지정
· 2020년까지 민·관에서 총액 1,000억 엔 규모의 로봇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 로봇 시장
규모를 현재의 6,600억 엔에서 2조 4천억 엔으로 확대, 후쿠시마에 새로운 로봇 실증
필드 설치 등 추진
· 제조업 현장에서 로봇 활용, 간병·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을 통해 데이터 축적
후 인공지능 기술까지 강화
· 로봇 초기도입비용을 2020년까지는 20% 삭감, 로봇도입을 지원하는 인재를 3만 명으로
증가(아베 총리 미래투자회의)

유럽

- ‘EU Horizon 2020’의 성과와 성공을 기반으로 ‘Horizon Europe’ 발표(2021.1)
· 로봇 관련 연구개발 혁신(R&D&I) 프로젝트는 제조 및 건설 부문의 디지털 전환, 작업자
지원용 자율 솔루션, 인지력 향상 및 인간-로봇 협동에 초점
· 로봇 관련 워크 프로그램 2021-2022 진행. 2년간 2억 4,000만 달러 지원
- (덴마크) 협동로봇 분야에 세계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협동로봇 허브를 설립(2020),
2025년까지 로봇산업 인력 총 2만5,000명 고용 전망(2020.2)
- (독일) 회사, 대학, 연구기관 간 파트너십을 촉진해 전문성을 결합시키는 ‘하이테크 전략
2025’를 통해 연구 개발 및 혁신 프로그램 운영(2018.9)
· 로봇 관련 프로그램인 ‘Together Through Innovation’(2020∼2026)에 연간 8,400만 달러
(약 940억) 지원
- (독일) 전통 제조업용 로봇 뿐 아니라 인공지능연구센터를 통한 ‘스마트공장시스템’ 개발
등 Industry 4.0 전략 추진(2013.4)
- EU에서 Horizon 2020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의 사회·경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로봇에
대한 투자를 추진(2014∼2020)
· EU Horizon 2020은 ‘Europe 2020 전략’ 가운데 R&D 투자증대를 목적으로 계획된 혁신
연합(Innovation Union)을 중심으로 한 실행 프로그램
· 전 유럽을 단일 연구지대(ERA)로 구축하고 이에 대한 연구 재정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중 8번째 프로그램
· 추진배경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촉발된 유럽의 경기침체 해소와 경제 시스템의 안정화,
미래를 위한 경제적 기회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
· 7년(2014년～2020년), 786억 유로의 투자 추진
* EU Horizon 2020 로봇분야 실행 계획
· (ICT 항목 중 로봇분야) 로봇은 산업자동화를 통해 보급 되었지만 더 많은 분야로 확산
되고 있으며, 새로운 분야로 도입을 위한 문제점 해결 및 보급을 과제로 인식
· 우선순위 : 헬스케어, 인프라의 검사 및 유지 관리, 농식품, 신속 제조 4가지
· 연구범위 : ① 연구 및 혁신을 통한 유망 로봇 활용, ② 혁신 활동 - 인프라 검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로보틱스, ③ 로봇 경진 대회
· (로봇공학 핵심연구 분야) 로봇 시스템의 자율성은 인공지능과 인지기술, 인지메카트로
닉스, 사회적으로 협조적인 인간-로봇 상호작용, 모델 베이스 설계 및 구성도구와 같은
핵심 기술의 조합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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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과학기술부는 ‘로봇산업 발전계획’(2016～2020, 5개년 계획) 구체화를 위한 ‘스마트 로봇
프로젝트 가이드’ 발표(2017.8)
- 공업신식회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합동으로 로봇산업 발전계획 발표(2016)
· 중국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2016년 3월 공동으로 제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 기간, 로봇산업 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향후
5년간의 로봇산업 육성 로드맵을 발표, 계획에서는 5년간 로봇산업의 발전 목표와
구체적인 임무를 제시하고 정부의 시행조치 등을 언급
· 종합 목표 : ① 2020년까지 중국 국내 브랜드의 연간 제조용 로봇 생산량 10만대 달성,
그 중 6축 이상 다관절 로봇 생산 비중 50% ② 서비스 로봇 연간 매출액 300억 위안
이상 ③ 국제경쟁력 보유한 중점기업 3개사 이상 육성
· 핵심 추진 분야 : ① 핵심부품 ② 첨단상품, 이를 바탕으로 품질, 시장점유율, 주요
중국 국내 기업의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방침
· 주요 내용 : 로봇 관련 부품 및 고수준의 제품 확보, 대규모 로봇 기업의 육성, 로봇
시장에서의 점유율 향상, 인터넷 기업과 로봇 관련 기업과의 융합, 로봇 관련 중소기업
육성, 연구, 검사기간 및 인프라 강화, 인재 육성과 확보, 휴먼로봇, 간병 등 10대 로봇
분야 육성, 보조금 및 세제혜택 등의 금융 지원, 산학연 로봇 연구 개발 가속화
- ‘Smart manufacturing’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산업의 Smart Factory화 및 디지털 작업현장
건설을 추진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년까지 운용비용, 생산주기, 불량률 30% 감축 목표(2015.5)
- 제조업 핵심기술 부품의 높은 대외 의존도와 낙후 생산설비 문제, 에너지 효율 저조
문제 해결 목적으로 제조공정 스마트화 및 로봇 활용 지원(2015.5)
· 중국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9년까지 총 3단계의 목표를 달성하여 제조 강국으로서의
지위 강화를 도모할 계획(3단계 계획)

중국

단 계

목 표

추 진 내 용

1단계
(∼2025년)

제조강국 반열
진입

기본 공업화 실현
중점 분야의 핵심기술 보유, 우위 분야의 경쟁력 실현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 신산업군 형성

2단계
(∼2035년)

제조강국 세계
중간수준 진입

주요 영역에서의 중요성과 달성
전체적인 경쟁력 강화
비교우위 산업의 전 세계 산업 주도
전면 산업화 실현

3단계
(∼2045년)

세계 제조업
선도 국가

제조 강국으로서의 지위 강화

· 2019년 지능형 로봇 개발에 5억 7,700만 달러의 정부 자금을 투자
· 중국 정부는 목표 달성위해 10대 로봇*, 5대 핵심부품*을 선정. 이를 집중 육성 계획
구분

세부항목

10대 로봇

용접로봇, 프로그래밍 스마트 산업용 로봇, 양팔 로봇, 협동 로봇,
청소 로봇, 중량급 AGV, 소방구조 로봇, 수술 로봇, 지능형
공공서비스 로봇, 지능형 간호 로봇

5대 핵심 부품

고정밀 감속기, 고성능 로봇 전용 모터, 고성능 제어기,
감응기(센서), 단말 작동기

- 중국 제조산업 생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 정책을 발표. 이 중 ‘첨단
로봇 분야’를 10대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선정해 프로젝트를 추진(2015.5)
· 10대 핵심 산업 : 차세대 IT기술, 첨단 로봇, 항공우주설비, 해양공정설비, 선진궤도 교통설비,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
- 과학기술부에서는 2012년부터 서비스 로봇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 2016년에는 로봇
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서비스 로봇 발전에 대한 5개년 계획을 발표(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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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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8%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지능인프라]
¡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로봇주행을 위한 정확한 위치정보, 맵핑,
장애물 발견 및 회피와 같은 기능적 공간정보처리에서 공간과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기반으로 주행상황을 추론하고 로봇행동계획을 지원하는 시맨틱 맵에 대한 기술개발이
가속화. 주로 인지기술관점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로봇이동지능과 관련한 경로, 공간구조나
의미론적 추론 등 behavior레이어 단계의 이동지능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며, 산업계의 경우
시맨틱 맵 본연의 정의에 따른 기술수요보다는 현장의 운영 시나리오 대응, 작업변경,
레이아웃 변경 등 다양한 작업 공간 내에서의 주행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현하는데 관심을
두고 기술개발이 진행 중. 물류 자동화를 위한 다중로봇 작업 스케줄링, 이송을 위한 다중 로봇
동작계획 등 지능제어관련 metric 지도개발의 비중이 높지만 숙련 작업 지원, 생산성 향상
등의 이유로 시맨틱 맵 개념의 이동지능에 대한 수요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 KAIST
· 영상기반 위치인식, 데이터융합기반 경로인식 및 판단 등 로봇이동지능과 관련된 원천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의 SLAM기반의 이동지능연구를 기반으로 시맨틱 맵 요소기술
연구비중이 점차 확대
· 실외환경 영상위치인식과 관련하여 영상의 밝기 변화를 고려한 영상특징추출기술을 개발
· 위치정보 융합기반 경로인식 및 판단과 관련하여 엔트로피가 고려된 파티클 필터를 이용하여
도로 환경에서 획득한 멀티센서 융합 연구를 수행
- ETRI
· Metric지도와 위상지도를 지원하는 재구성 가능한 범용 로봇주행 라이브러리(uRON)기술을
개발하였고, 관련 Metric지도 포맷을 IEEE RAS MDR 표준으로 제정. MDR 표준의 3차원
확장표준규격에 참여 중
- 성균관대
· TOSM을 이용한 시맨틱 지도 작성 및 이를 이용한 시맨틱 주행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
- 충북대
· 센서 융합 기반의 시맨틱 3D MODT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확장하여 시맨틱 SLAM
연구를 수행 중
¡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국내의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는 다수의 로봇을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초기 단계임. 향후 로봇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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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로봇 제어 등의 복잡한 업무를 클라우드에서 수행하기 위한 기술연구가 진행 중
- LG CNS
· 기업의 IT시스템과 통합하여 로봇 서비스를 손쉽게 기획, 구축, 운영, 모니터링 가능한 ‘오롯’
플랫폼을 개발. 오롯은 통합 사업자 관점에서의 로봇 관리 솔루션으로 공항의 안내로봇
에어스타(AIRSTAR)에 적용되어, 공항 내 혼잡 정보를 이용한 출국장 안내, 위치 정보
기반의 로봇 내비게이션 기능 등에 적용
- 클로봇
·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 솔루션 기업인 클로봇은 이기종 로봇을 손쉽게 통합 관리, 모니터링,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인 '크롬스(CROMS, Cloud Robot Management System)'를 개발,
로봇 도입, 개발 및 관리를 원하는 기업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
· ‘카멜레온(Clobot Autonomous Navigation Solution)'은 클로봇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솔루션으로 물류, 보안, 딜리버리 등의 산업영역에서 국내 도로환경을 기반으로 한 국산
솔루션 제공을 지원
- LG전자/ETRI/커먼컴퓨터/서울대/성균관대/GIST 등 산학연 연합
· 2020년 국내 국책 과제로 ‘다수 로봇의 지능을 통합 고도화하는 클라우드 로봇 지능 증강
공유 및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이 LG전자를 중심으로 산학연에서 수행 중. 로봇이 요구하는
복합인공지능 개발에 클라우드의 이점을 활용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
- 네이버
· 2020년 11월 클라우드 기반의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인 ARC(AI-Robot-Cloud)를
공개, 클라우드 상에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
¡ (로봇 정보 모델 표준) 국내의 기업 및 연구기관의 자체 기술 및 연구 결과물을 위해서
모듈화가 적용된 시기는 오래되었으나 시장 출시용 모듈화된 제품은 초기 단계임.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모듈 간 재구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연구 필요
- ETRI
· 로봇에 활용될 수 있는 인식기술을 모듈화하고 개발도구를 통하여 로봇 서비스의 구성 시
모듈로써 연동이 되는 기술을 개발
- 로보티즈
· 전문가용 로봇용으로 자사 내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모듈을 적용한 기술을 보유
- 강원대/경희대
· 서비스 로봇용으로 사용되는 하드웨어 모듈 및 소프트웨어 모듈의 정보모델화 기술을 개발 중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인간 로봇 상호 작용을 위한 음성 및 비전
기반 인식 기술에 대한 국내 원천 기술 확보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 로봇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필요
- ETRI
· 비전 기반 개인 식별 정보 인식 기술은 딥러닝 기술의 적용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름
· 얼굴의 시간 변화에 따른 다중 프레임의 비디오 기반 실환경 얼굴인식 기술 개발이 최근
활발하게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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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표정, 포즈에 강인한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얼굴 및 성별, 연령 인식기를 개발하였으며,
얼굴 외형 특징 정보로서 머리카락 정보 및 립스틱 색상 정보 인식기를 개발 중
· 고령자 케어 로봇 서비스를 위해 로봇 카메라를 통해 얻어진 고령자의 외형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딥러닝 기반 다중 속성 모델 개발 중
- KAIST
· LFW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개인 식별 및 얼굴 특징(성별, 인종, eyes open 등)을 검출하는 기술
개발(2015). 약 92~93%의 정확도를 보임
· 이미지 내의 모든 객체의 상호 의존성을 모델링하여 장면 그래프 생성을 개선하는 방법 제안.
여러 객체 간의 관련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임베딩 모듈과 검출 모델인 Faster-RCNN을 결합하여
구현
· 컬러 채널과 열 채널을 고려하여 어두운 화면에서도 동작하는 이미지 및 동영상에서 보행자를
검출하는 기술 개발
- POSTECH
· Discriminative 방법과 generative 방법을 결합한 얼굴 특징점 검출 및 추적 기술 개발,
LBP, LGP, HOG에서 선별적으로 특징을 학습하여 검출하는 얼굴 검출 기술 등 얼굴 영상
관련 분야를 꾸준히 연구 중
· 물체 검출 및 추적, 이미지 캡셔닝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0년 메타
러닝을 이용한 물체 추적 기술 발표
· 비디오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 내의 문맥을 포착하는 모듈, 영상 및 음성에서 추출된 특징을
결합하여 학습하는 방법,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행동 인식 및 장면 인식 기술 개발
- 서울대
· 3D 모션 캡처를 통해 사람의 걸음걸이를 분석하여 대상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
· 물체 검출 기술인 가우시안(Gaussian) YOLO v3를 2019년에 발표. YOLO의 바운딩 박스를
특정 값이 아닌 가우시안의 파라미터 형태로 추정하여 KITTI 데이터 셋에서 3%의 성능
향상을 보여줌
· 비디오 내 영상과 자막 데이터에 대한 의미론적 정보를 포착하는 이중 어텐션(dual attention)
모듈을 제안하고 영상 질의응답(visual question answering) 태스크에 적용해 좋은 연구
성과를 발표
[로봇지능]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물체 파지, 조립 등을 위한
조립지능의 경우 다양한 물체를 인식하고, 제한된 상황에서 이들을 조립하는 수준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옷과 같이 유연성이 매우 높은 대상물에 대한 조작기술은 다소 부족한
편이며, 사용자와 안전하게 협업하여 고난도의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은 부재. 2020년부터는
산업부 신규 사업의 고난도 조립작업에 대한 직접교시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효율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기술 연구를 지원 중이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 작업을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 2021년 3월에는 과기부-산업부가 공동주최한 물품조립 AI 로봇 경진대회를 통해 설명서를
보고 가구를 조립하는 수준의 로봇 기술이 경연된 바 있음. 물류창고의 피킹작업 및 제조현장의
물품조립에 지능형 조작로봇의 활용이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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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 카메라와 로봇팔을 이용하여 레고 조립, peg-in-hole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로봇 조작기술을 개발하는 중이며, 서울대, 한양대, 부산대와 함께 WRS 2018 Partner
robot real space 대회에도 참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물체 조립작업을 하는 사람 동작 인식기술로, RGB-D 영상을 활용하여 16개 관절에 대하여 87%의 인식
성공률을 보이며, 이를 활용하여 8가지 도구 사용하는 파지방법에 대하여 95%의 인식 성공률 달성하는
등 높은 기술력을 통해 2021년 개최된 물품조립 AI로봇 대회에서 로봇부문 우승의 성과를 거둠
- 성균관대
· 상기 물체조립작업에 있어서, 25종의 물체에 대하여 98%의 인식 성공률과 1.5mm/0.1°의
위치/자세 인식 정밀도를 제공
- KAIST
· 제조 작업에 사용되는 20개 단위행동 인식률 94.72%, 10개 단위작업 인식률 94.80%, 10프레임
당 0.1초의 인식 속도 성능을 제공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축적된 학습데이터를 통해 기계가 물체를 정확히 인지해 낼 뿐만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다른
물체가 있어도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피킹 기술을 개발. 12종의 학습물체와 10종의 미학습
물체가 섞인 환경에서 인식률 96.5%, 피킹 성공률 82.6%를 달성한 바 있으며, 이를 물품조립
기술로 확장하여 2021년 개최된 물품조립 AI로봇 대회에서 AI부문 우승의 성과를 거둠
¡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2019년부터 과기부-산업부
협업과제의 일환으로 밀집군중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이동로봇 기술 및 관련
표준을 함께 개발 중. 수년 내 근거리 음식 배송 및 택배차량과 연동한 라스트마일 배송이 로봇을
통해 무인화 서비스될 전망
- 로보티즈
· 2019년 국내최초로 보행자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배달로봇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여 강서구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실외자율주행 로봇 실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20여대의
로봇을 이용하여 상용화 수준의 시범서비스를 개시
- 언맨드솔루션
· 2020년 과기부의 배달로봇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고 상암 문화광장일대에서 무인택배 로봇
실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와 현대오일뱅크 충남 서산 공장에서 5G 기반
실외 자율주행 경비로봇을 실증 중
- LG전자
· 2020년 병원이나 식당 매장 등에서 물품을 운반할 수 있는 클로이 서브봇을 정식 출시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우아한형제들과 서빙로봇 업무협약을 하는
등 실내배송로봇 출시를 본격화
- 고려대
· 2016년부터 ‘환경변화에 강인한 실내외 통합 자율주행을 위한 학습형 로봇이동지능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실내외 환경에서 동적객체를 회피하여 자율 주행할 수 있는 학습형 주행제어
기술을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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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지능인프라]
¡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로봇주행을 위한 정확한 위치정보, 맵핑,
장애물 발견 및 회피와 같은 기능적 공간정보처리에서 공간과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기반으로 주행상황을 추론하고 로봇행동계획을 지원하는 시맨틱 맵에 대한 제안, 데이터셋 개방
등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 시맨틱 맵은 자율주행과 지능적 물체 조작 분야의 핵심기술로
인식되며 많은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수의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공유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와 더불어 관련 연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미국, Google
· 심층강화학습을 이용하여 사람과 유사하게 Google Street View 영상만 이용하여 길 찾기
학습이 가능. 이미지를 기반으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의 분기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분기점에서 어디로 향할지를 강화학습을 통하여
학습하였지만, 로봇관점이 아닌 미리 획득한 센싱 데이터에 기반 한 시뮬레이션으로 환경변화
대응이 부족하고 길의 위상학적 구조가 미리 결정되어 있는 등 실세계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제한적
- 미국, MIT
· 목적지까지의 경로가 대략적으로 주어진 맵(Route map)에서 영상만을 이용하여 분기점에서의
이동판단을 Variational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로봇에 직접 적용은 어렵지만 공간추론을 이용한 시맨틱 맵 기술을 구현한 점에서
유의미한 기술
- 프랑스, INRIA/미국, Stanford University
· 영상 특징은 사람이 정의한 모델이 아닌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모델 학습을
구현함. 딥러닝 기반의 실외환경 영상기반 위치인식기술은 프랑스의 INRIA가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Google Street View기반의 데이터셋(Tokyo24/7)에 대해 Recall rate가 약
80%내외의 수준임. 특히 스탠포드대학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상 특징을 추출하는
딥러닝 모델학습방법을 제안하였는데, 환경이 변화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인식하는 수준의 성능
- 미국, CMU
· 공간의 연결 관계를 이용한 위치인식 기법과 기존 미터단위 위치인식기법을 베이지안 필터를
통해 융합한 Topometric기법을 제안. 또한 부엌, 거실 등 실내 공간의 색상 특징을 위치단서로
이용하고 투표(voting)방식을 통해 로봇 위치를 결정하는 연구를 발표
- 스위스, ETH
· 대형 3차원 지도에서 영상 특징점을 위치단서로 활용하고 이를 투표(voting)방식으로
융합하여 로봇의 위치를 결정
- 캐나다, Clearpath Robotics
· Visual-Teach-and Repeat(VTR)라는 모방학습기법을 이용한 실외로봇주행 기술을 상용화
성공하여 판매 중
- 미국, UC Berkeley
· 로봇이 가본 적 있는 길을 재방문할 때 주변 환경이 다소 변했더라도 경로를 잘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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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기능을 시각적 메모리 기반 강화학습을 통해 구현
- 이탈리아, Sapienza University
· 시맨틱 맵핑의 벤치마킹을 위한 시맨틱 맵 표현(representation)과 평가체계를 제안함. 또한
시맨틱 맵데이터 셋을 구축하는 표준체계를 제안
- 스페인, Madrid University
· MiNERVA라는 로봇 주행을 위한 Toposemantic Navigation 모델을 제안.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환경에 대한 완전한 지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 표현 모델을 기반으로 사람과
공존하는 환경에 대한 정보 표현 체계를 제시
¡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국외에서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업인 Amazon, Google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로서의 로봇(Robot as a Service, RaaS)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기존
로봇 관리 시스템에 기계학습 기술을 통합하여 다수 로봇에 지능을 제공하는 멀티 로봇
플랫폼으로 확장 전망
- 미국, Amazon
· 로보틱스 애플리케이션을 대규모로 시뮬레이션 및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인 RoboMaker를
AWS를 통해 서비스 제공. RoboMaker는 멀티 로봇 시뮬레이션을 위한 로봇운영체제(ROS),
로봇 어플리케이션 및 관련 라이브러리 제공뿐만 아니라 로봇 지능을 위한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등 자사의 기계하습 솔루션을 통합하여 제공
- 미국, Google
· 2018년부터 자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GCP를 통해 로보틱스 개발 플랫폼인 ‘Google
클라우드 로보틱스 플랫폼(GCRP)’을 출시 준비하여, 2019년 Kubernetes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로봇 어플리케이션과 기계학습 플랫폼 등을 통합 제공하는 Cloud Robotics Core 서비스를
제공
- 기타
· 클라우드로 관리되는 로봇 임대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형태의 서비스 시장이 성장 중.
클라우드 로봇 서비스 시장의 주 분야는 물류, 배송, 청소, 보안 등이 있으며 주요 기업으로
6 River, Fetch Robotics, InVia Robotics, Locus Robotics(이상 공장 물류), Aethon, Kiwibot,
Savioke, Starship Technologies(배송), Peanut Robotics, Maidbot(청소), Cobalt Robotics,
Knightscope, SMP Robotics(보안) 등이 존재
¡ (로봇 정보 모델 표준) 국외 로봇 기업 및 연구기관의 관리적 생산성을 위한 모듈화에서
상품적 모듈화로 관심이 확산되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로봇 제조사뿐만 아니라 로봇 테스트
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로봇 모듈화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될 것으로 전망
- 독일, Fraunhofer/Pilz
· 플랫폼기반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로봇 연구 기술개발에 적용 중
· 제공하는 서비스를 로봇 하드웨어 테스트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트로 확장하고 있으며,
모듈화된 소프트웨어의 안전 테스트를 중심으로 연구 중
- 일본, JISC/Kawasaki Heavy Industry/IDEC
· OMG에서 개발한 RTC 표준의 이력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모듈화에 관심을 보임
· 기업 내에서 많은 모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내부에 쌓인 모듈화 기술과 제품에 적용될
46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모듈화 표준의 간극에 관심을 보임
· 모듈화된 부품의 재구성으로 인한 안전 수준 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중국, SAC
· 하드웨어 모듈화에 매우 관심이 많으며, 모듈화 기술을 산업 내에 적용하려 적극적으로
노력
- 인도, UPES
· 웨어러블 보행 보조로봇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모듈화에 적극 노력 중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딥러닝 기술이 음성, 얼굴 인식 및 추적,
개인 및 서비스에 대한 맥락 이해, 주행, 조작 등의 인식 모듈에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능의
모듈화에 대한 효용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모듈화에 대한 표준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지능 모듈의 사용성과 상호 운용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지 지능 모듈에 대한 정보 모델
표준화 작업 추진이 필요
- 미국, Amazon Rekognition
· Amazon AWS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기계 학습을 통한 이미지 및 비디오 분석 가능. 이미지
및 비디오에서 객체, 사람, 텍스트, 장면 및 활동을 식별하고 부적절한 콘텐츠를 탐지하는
다양한 API를 제공. 얼굴 탐지, 분석 및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얼굴 분석 및 얼굴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다양한 사용자 확인, 사람 수 계산, 유명인 검출, 보호 장구 검출, 공공 안전
서비스 등에 활용
·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개발 환경인 아마존 RoboMaker와 연동하여 활용 가능
- 미국, Microsoft
· 얼굴 사진으로부터 개인 외형을 인식하고 비교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Face API”
서비스를 제공. 인식되는 얼굴 외형 특징으로는 얼굴 크기, 얼굴 요소의 위치 정보 등과
더불어 나이, 성별, 웃음 여부, 수염, 안경 착용 여부 등이 있음
- 미국, SRI International
· 얼굴의 외형 특징을 추출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함. 신경망의 일종인 RBM(Restricted
Boltzmann Machine)과 고전적 분석 방법 중 하나인 PCA(Principle Component Analysis)를
결합하여 사용했으며, 입·코, 립스틱 색, 달걀형 얼굴, 회색 머리, 성별 등 총 40가지의
얼굴 특징 정보를 제공
- 미국, Univ. of South Florida
· 물체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입력으로 로봇의 다음 행동을 정하고 물체의 다음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네트워크인 FOON(Functional Object-Oriented Network)을 소개
· 조리 중인 식재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Inception 기반의 인식 알고리즘을 소개
- 중국, Baidu/미국, Northwestern Univ
· 2019년 불완전한 데이터에서 물체의 부분과 그 상태를 추론할 수 있는 Concept Sharing Network
방법을 소개. 각 부분 위치 검출에 대한 모듈과 패턴에 대한 모듈을 별도로 학습시킴으로써
서로 분리되어서 학습될 수 있도록 함
- 스위스, University of Zurich/미국, NVIDIA
· 영상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혼합함으로써 영상의 이후 프레임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이들은 영상의 각 픽셀에 대해서 과거의 맥락을 인식시킬 수 있는 Parallel Multi-Dimen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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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M을 이용한 아키텍처에 사람의 행동, 차량의 이동에 대한 영상을 학습 및 예측하였으며,
다른 방법에 비해서 빠르면서도 높은 예측 성능을 보여줌
- 싱가포르,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장면 그래프 및 시각적 Q&A와 같은 시각적 추론 작업들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진 안의 시각적
맥락을 학습할 수 있는 동적 트리 구조를 제안. 이 방법은 트리 구조를 위한 강화학습과 최종
과제를 위한 감독 학습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학습 과정을 사용함
[로봇지능]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로봇이 작업물을 인식하고
스스로 작업하는 기술, 로봇의 조작성능을 평가하는 기술 등이 개발 중. 특히 일본에서는
2020 올림픽과 함께 대규모 로봇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2018년 World Robot Summit 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올림픽연기로 2021년 9월 및 10월에 분야별 본 대회를 개최할 예정. WRS의
주요 경쟁내용은 산업 및 서비스분야의 조작 지능을 구현하는 것으로 편의점 매대 정리,
방 정리 등 사람수준의 조작 지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수년
내에 실생활에 응용될 것으로 전망
- 미국, UC Berkeley
·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로봇이 스스로 물체를 집는 지능을 개발하는 대표적 연구기관으로 3D
모델(Synthetic data)을 이용하여 물체에 대한 Grasping 포인트를 계산, 파지점을 지정하고
가상의 카메라의 포즈를 변경하여 다량의 학습데이터를 생성하여 물체를 파지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으며, Mask R-CNN과 Siamese CNN을 이용하여 타겟 물체를 한 번에 인식하고
파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
- 미국, NASA
· 우주정거장 및 우주탐사에서 다양한 위험한 작업을 우주비행사 대신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인간 상반신 형 로봇을 위하여 인간형태의 5지형 로봇손을 개발. 스크류 드라이버,
스트리퍼, 핀셋, 가위, 전동드라이버, 모종삽, 펜 등 사람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도구를
실제 사용하는 demonstration을 공개한 바 있고 이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테스트
- 미국, NIST
· 로봇그리퍼/로봇손 등을 이용한 물체 파지조작 성능을 계량화하기 위하여 잡는 기능,
잡는 힘, 손에서 물체를 조작하는 기능(In-hand manipulation), 물체포즈 추정 기능 등에
대한 표준 평가 방법과 평가 지표를 개발 중
¡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국외에서는 실외배달을 목표로 다양한 실외
배송로봇 플랫폼 개발 및 안전 주행기술이 개발 중. 주행가능영역 판단, 다중동적장애물 검출 및
추적 기술 등을 포함. 자율주행무인차와 배달로봇을 이용하여 배달 전 과정이 무인화 수준으로
발전할 전망
- 미국, Starship Technologies
· 상용화수준의 로보틱 배달 서비스로는 세계최초로 2018년부터 영국 밀턴 케인즈 지역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자율주행 상품배송 서비스를 개시
- 미국, Amazon
· 2017년 아마존사는 자율주행 배송로봇 스타트업인 Dispatch사를 비밀리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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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에는 자율주행 배송로봇 ‘스카우트’를 공개
· 2020년 조지아주와 테네시주에서 시범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사의 물류인프라의 로봇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중국, Alibaba
· 카메라 기반 시스템보다 정밀한 레이저 가이던스를 사용한 로봇을 테스트를 진행. 특히,
이 로봇은 MEMS 거울을 사용하여 거울을 회전시키는 시스템을 대체
- 독일, KIT
· 칼스루헤공대는 주행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선도 중. KITTI Road Estimation
benchmark 등을 이용하여 주행환경에서 취득한 영상을 기반으로 도로 영역을 검출해내는
알고리즘 평가를 전 세계에서 참여 중이며, KITTI Tracking Dataset을 사용해 동적 물체
검출 및 추적 성공률을 평가하는 Challenge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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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지능형 로봇 관련 표준 중에서 현재 특허 이슈가 높은 6개의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함
*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로봇 정보
모델 표준,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지능 표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 (분석 대상 및 범위) 본 분석에서는 keywert 특허분석 DB를 활용하여 한/미/일/유럽/WO
총 5개국에 공개/등록된 특허데이터를 대상으로 추출하되, 특허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하여 2001.01.01. 이후 출원된 864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9년 말부터 출원된 특허는 미공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을 비롯한 총 6개
기술에 포함된 표준화 항목별 핵심 키워드를 담당 분과위원으로부터 제공 받아 키워드를
참고하여 특허 검색식을 작성 후 분석을 진행함
<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핵심 키워드

특허 검색식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영문] Robot,
Autonomous Robot,
Mobile Robot, Mobile
Intelligence, Semantic,
Map data representation,
Reference Model,
Framework, Application,
SMART(Semantic Map for
Autonomous Robots),

(로봇* or 이동로봇* or “이동 로봇*” or “자율주행 로봇*” or
“자율 로봇*” or 이동지능* or “이동 지능*” or robot* or
“autonomous robot*” or “autonomous mobile robot” or “moving
robot*” or “driving robot*” or “mobile robot*” or “guiding robot*”
or “guidance robot*“ or ”mobile intelligen*“ or “robotic vehicle*”
or “self moving robot*” or “self-moving robot*”) N/3 (“지도
생성*” or “맵 생성*” or “레퍼런스 모델” or 프레임워크 or
어플리케이션 or 에플리케이션 or 애플리케이션 or “지도
데이터*” or “지리 데이터*” or “맵 데이터” or “맵 관리” or “위치
데이터” or “지도 데이터 표현*” or “지도 데이터 표기*” or “맵
데이터 표기*” or “맵 데이터 표현*” or “map creat*” or “map
generat*” or “map build*” or “map data representation” or “map
data” or “map manag*” or “map construct*” or “positioning data”
or “geographical data” or “reference model” or “reference
architecture” or framework* or application or “SMART” or
“semantic map*”)

[국문] 로봇, 자율주행
로봇, 모바일 로봇,
시맨틱 맵데이터,
맵데이터 표현, 레퍼런스
모델, 프레임워크,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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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핵심 키워드
[영문] Cloud-based,
Robotic service, Platform
service, Remote service,
Stake Holders, Robot
Framework, Real-time
AR/Grouping Intelligence,
Robot Data collection,
User Case Service
[국문]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원격
서비스, 로봇 프레임워크,
참여자, 실시간 증강/
군집지능, 로봇 데이터
수집, 유저케이스 제공

로봇 정보 모델
표준

[영문] Robot, Software,
Sensor, Operator, Navigator,
Manipulator Module
Modeling, Information
model, module property
profile, modularity, software
modules, hardware
modules, execution life
cycle, composability,
integrality, interoperability,
module granularity, Platform
independence, reusability,
self-configuration, module
properties, modular robots,
robot middleware, robot
platform, OPRoS, ROS,
OpenRTM
[국문] 로봇 소프트웨어
모듈, 센서 모듈, 구동기
모듈, 네비게이션 모듈,
매니퓰레이션 모듈 정보
모델링, 정보 표준 모델링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영문] Robot,
Environment, Recognition,
Sensing, Module,
Reusing, Interoperability,
Information Modeling,
cloud/local/embedded,
Safety/Security Modeling
[국문] 로봇, 환경 감지/
인식 정보 모듈 모델링,
안전/보안 정보 모델링,
클라우드/로컬/임베디드
환경, 정보분류

특허 검색식

(로봇* or robot*) and ((클라우드* or “클라우드 서비스*” or
클라우딩) N/4 (플랫폼* or “플랫폼 서비스*” or 원격제어* or
“원격 제어*” or “원격 서비스*” or “로보틱 서비스*” or
프레임워크* or “실시간 증강*” or “실시간 그룹*” or “유저
케이스*” or 유저케이스 or “사용자 케이스*” or “데이터 수집*”
or “데이터 저장*” or “데이터 분류*” or framework or platform*
or “stake holder*” or participant* or “real-time augment*” or
“real-time group*” or “data collect*” or “data stor*” or “user
case* suppl*” or “user case*” or cloud* or “cloud robot manag*”
or “cloud robot” or “robot platform” or platform* or “robotic
service*” or “remote servic*”))

(로봇* or robot*) and ((소프트웨어 or 어플리케이션 or
애플리케이션 or 센서 or 센싱* or 주행 or 드라이빙 or
네비게이션 or 동작 or 모션* or 작동 or 정보* or 조작* or
매니퓰레이션 or 추상* or “추상 레이어” or 추상층 or “하드웨어
추상*” or 교환* or 호환* or 블랙박스* or “블랙 박스*” or
인터페이스* or “인터페이스 스펙*” or 아키텍쳐* or 자가구성
or “자가 구성” or 플르그앤플레이 or “플러그 앤 플레이” or
“플러그-앤-플러그” or 재구성* or 구성* or 하드웨어* or
엑츄에이터 or 엑추에이터 or 통신* or 입력* or 출력* or 안전*
or 프로세싱* or 수퍼바이저* or 감시* or “오픈 플랫폼*” or
software or application* or sens* or driving or navigat* or
manipulat* or motion* or operat* or information or “*abstraction
layer” or “hardware abstraction layer (HAL)” or “component” or
“software component” or “hardware component” or “software
aspects “ or “hardware aspects” or “black box” or “interface”
or “interface specification” or “interchangeability” or “mechanical
interface” or “modular architecture of robot” or “plug-and-play”
or self-configurable or “module property” or reconfigurat* or
“self-reconfigurat*” or “self-re-configurat*” or “software
aspects” or “software aspects of data interfaces” or “software
execution life cycle aspects” or composit* or actuat* or
communicat* or comput* or “device access” or infrastructure or
input* or output* or process* or “safety-related” or supervis* or
“user interface” or “OPROS” or “Open Platform for Robot
Services”) N/2 (모델* or 모듈* or model* or module))

(로봇* or robot*) and (((소프트웨어* or 모듈* or 플랫폼* or
지능* or 어플리케이션* or 애플리케이션* or 클라우드 or “지능
모듈” or 지능모듈 or software* or module or platform* or
function or application or “open platform*” or “open software”
or information or cloud* or embedd* or “information module*”)
N/2 (감지* or 인식* or 식별* or detect* or sens* or recogni*))
and (상호운용 or “상호 운용*” or 상호동작* or “상호 동작” or
상호작동* or “상호 작동*” or 상호운용* or “상호 운용*” or
상호호환* or “상호 호환*” or 호환* or 인터워킹* or “인터
워킹*” or 재사용 or compatib* or interoperab* or “inter-work*”
or 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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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지능 표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핵심 키워드

[영문] Robot and human,
Between robot and
human, collaboration,
Performance Intelligence
[국문] 인간과 로봇, 협동,
안전 평가, 조작지능
성능평가

[영문] Robot,
Autonomous Robot,
Mobile Robot, Mobile
Intelligence, Platoon
[국문] 로봇, 자율주행
로봇, 모바일 로봇

특허 검색식
(“작업자 로봇*” or “사용자와 로봇” or “인간 로봇*” or
“인간-로봇” or “로봇 인간*” or “로봇-인간” or 맨머신* or “맨
머신” or “맨-머신” or 협동로봇* or “협동 로봇*” or “robot
human cooperat*” or “between robot and human” or “between
human and robot” or “between a robot and a human” or
“between a human and a robot” or “human robot” or
“human-robot” or “robot-human” or “robot human” or “human
and robot” or “robot and human” or “human collaborative robot”
or “collaborative robot”) N/4 (안전* or 지능* or 수행* or 평가*
or 성능* or 협동* or 협업* or safe* or perform* or achiev* or
intelligen* or collaborat* or cooperat* or test* or evaluat* or
assess*)
(이동로봇* or “이동 로봇*” or “자율주행 로봇*” or “자율 로봇*”
or 군집중행* or “autonomous robot*” or “autonomous mobile
robot” or “moving robot*” or “driving robot*” or “mobile robot*”
or “guiding robot*” or “guidance robot*“ or “robotic vehicle*”
or “self moving robot*” or “self-moving robot*” or platoon*) N/3
(안전운행* or “안전 운행*” or 안전주행* or “안전 주행*” or
안전경로* or “안전 경로*” or 경로계획* or “경로 계획*” or “safe
mov*” or “move safe*” or “drive safe*” or safe* or “safe driv*”
or “safe track*” or “tracking safe*” or “safe navigat*” or
“navigating safe*” or “path plan*” or “planning path”)

¡ 지능형 로봇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로봇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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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로봇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지능형 로봇 분야 전체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범위인 2001년에는
출원 활동이 없다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미미한 출원을 유지하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출원이 증가하며, 이후 2015년부터 최근까지 출원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임
- 지능형 로봇 분야 출원이 단계별로 증가하는 것은, 2000년도 초기에는 단일 로봇에 지능을 적용한
로봇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무인화, 자동화 및 복수의 로봇간의 협업 등
한층 고도화 된 지능 분야에 대한 융복합 기술개발이 이뤄진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출원 활동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은 특허 공개제도의 특징으로 인한 것이며, 현재 출원 증가 경향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출원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개별국 출원이 발생하지 않은 최근 30개월(2년6개월)에
해당하는

국제출원(WO)이

전체

특허출원의

약

11%를

차지하므로,

이중

일부가

개별국진입(재출원) 활동이 발생하면 출원건수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허 발행국별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에 출원된 특허가 332건(3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제특허 203건(24%), 한국 145건(17%), 일본 111건(13%) 그리고 유럽 73건(8%) 순임
- 발행국별 동향을 보면, 모든 발행국의 출원이 분석범위에서 일정 주기를 간격으로 증감을
반복하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미국은 2015년, 국제출원(WO)는 2016년,
한국은 2018년, 일본은 2015년, 유럽은 2017년부터 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발행국에서 2015년도에 출원이 급증한 이유는, 2015년부터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기술과 2016년부터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기술 그리고
2018년부터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기술에 대한 출원 활동의
지속적인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국제출원(WO)의 출원 활동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기술과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기술이 출원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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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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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분석 항목의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과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기준 표준의 출원 활동이 매우 활발하며, 각각 2016년과 2017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출원 활동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증감하였고,
이후 2012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초기 출원 증가는 주로 이동로봇의 네비게이션
관련 맵데이터 관련 기술이었고, 최근에는 자율주행 이동체에 적용된 맵데이터 표현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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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이동 중 센서 등으로 수집한 정보로 맵데이터를 표현하는 표준 기술 관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음
-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의 출원 증가는 주로 스마트공장, 무인 돌봄 서비스 그리고
무인배송 서비스 등에 적용된 특허가 출원되고 있어 향후 적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출원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추정됨
- 로봇 정보 모델 표준 기술은 2006년부터 출원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호환 가능한
하드웨어 모듈 관련 표준기술에 출원 활동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주로 로봇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의 모델링 표준기술과 자가(재)구성 모듈 관련 기술에 출원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은 지능형 로봇 표준 기술 중에서 출원 활동이
가장 낮은 분야로 조사되었으며, 이종 플랫폼 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상호운용이 가능한
표준 관련 기술에 출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지능 표준은 초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출원에서 로봇의 동작에 대하여 인간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하여 집중하였고, 이후
출원에서는 인간과 로봇 사이의 협업 안전을 유지하며 효율성을 향상하는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
-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기술은 분석구간 전구간에 걸쳐 출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며 최근에는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기술 표준에 대한 출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
¡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 출원 현황 >
특허분석 항목

구간A
(2011년∼2013년)

구간B
(2014년∼2016년)

구간C
(2017년∼2019년)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15

22

63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20

73

126

로봇 정보 모델 표준

3

18

76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1

6

32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지능
표준

5

25

50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18

30

97

- 특허 미공개기간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를 3년 단위의 3개 분석구간으로 설정
-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 증가율이 약 47%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은 186%임. 2019년 마지막 3개월의 미공개 특허를 고려하면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준은 구간B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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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매우 활발하게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 증가율이 약 265%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은 약 73%로 구간B부터 급격히 출원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구간까지 지속적으로 출원이 증가
- 로봇 정보 모델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 증가율이 약 500%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은 약 322%로 나타났으며, 증가율은 높으나 출원 활동으로 인한
출원건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출원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 증가율이
약 500%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은 약 433%로, 로봇 정보 모델 표준과 유사하게
출원건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출원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직지능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
증가율이 약 400%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는 약 100%임. 초기구간 대비에서는 구간A에서
출원건수가 적어 출원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출원건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최근 구간B부터 지속적으로 출원이 증가
-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 증가율이 약
67%이며,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은 약 223%로, 최근 C구간에서 출원 활동이 급격히
증가
¡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로봇 정보
모델 표준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
운용성
표준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지능
표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합계

39

19

4

9

41

145

57

98

51

18

33

75

332

일본특허
(JP)

37

21

18

0

9

26

111

유럽특허
(EP)

12

18

11

6

7

19

73

국제특허
(WO)

23

62

29

16

34

39

203

합계

162

238

128

44

92

200

864

특허분석
항목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한국특허
(KR)

33

미국특허
(US)

특허
발행국

- 지능형 로봇 분야에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출원을 집중한 분야와 국가는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으로 미국에 가장 많이 출원하였고, 다음으로는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으로 역시 미국에 출원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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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출원된 특허를 살펴보면,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기술에 가장
많이 출원하였고, 다음으로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그리고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기술 분야 순으로 출원이 집중되고 있음. 한국에 출원된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은 주로 이동로봇의 안전경로 계획 및 스케쥴링
관련 표준 기술임
- 미국에서의 출원 현황은,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등의 순으로 출원이
집중되고 있음.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은 2019년에 출원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에 출원이 집중되어, 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시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유럽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그리고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에 출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관련 기술에 대한 시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국제출원(WO)은 다른 표준에 비하여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에 약 2배에
해당하는 출원 활동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출원인은 해외시장 선점 기술로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분야가 가장 유망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다음으로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그리고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지능
표준 순으로 출원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됨
¡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한국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지능
표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합계

1

0

0

13

1

0

0

4

13

2

2

0

2

2

8

3

0

0

0

0

3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

1

0

0

1

4

6

현대모비스

0

0

0

0

0

5

5

기타

20

31

11

3

6

23

94

합계

33

39

19

4

9

41

145

특허분석
항목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LG전자

2

5

5

삼성전자

8

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0

고려대학교

출원인

감지 및
인식 지능
로봇 정보
모듈을
모델 표준 위한 상호
운용성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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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지능형 로봇 분야에 대한 주요 TOP5 출원인은 LG전자, 삼성전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려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대모비스 순이며, 주요 TOP5 출원인이 모두 한국국적
출원인이고 외국국적 출원인은 없음
- LG전자는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에 출원 활동을 집중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동 로봇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과 로봇 정보 모델 표준에 집중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동 로봇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에 출원 활동을 집중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기술에 출원 활동을 하고 있음
- 한국에서의 지능형 로봇 분야 주요 TOP5 출원인에는 기업,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활발하게 출원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지능형 로봇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해외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지능
표준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합계

0

3

0

36

0

0

0

31

31

4

9

1

15

0

29

12

4

0

0

0

9

25

삼성전자

12

0

0

0

0

8

20

Google

0

16

2

0

0

Hitachi

13

0

1

0

0

3

17

iRobot

2

8

0

0

0

7

17

X DEVELOPMENT
LLC

0

13

3

1

0

0

17

Tata Consultancy

0

14

0

0

0

0

14

ABB RESEARCH

0

7

2

0

3

0

12

GuangDong BONA
Robot

8

0

0

0

0

4

12

기타

82

100

92

38

62

97

471

합계

129

199

109

40

83

159

719

특허분석
항목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CloudMinds

0

33

0

Peloton Technology

0

0

Fanuc

0

Toyota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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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로봇 정보
모델 표준 위한 상호
운용성
표준

18

- 해외 국가(미국, 일본, 유럽, 국제특허(WO))에서의 지능형 로봇 분야에 대한 주요 TOP10
출원인은 CloudMinds, Peloton Technology, Fanuc, Toyota, 삼성전자, Google, Hitachi
그리고 iRobot 등의 순이며, 한국국적 출원인으로는 삼성전자가 주요 TOP10 출원인에
포함됨
- 주요 TOP10 출원인인 CloudMinds는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에 출원 활동을
집중하고 있고, Peloton Technology는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기술에
출원 활동을 집중하고 있으며, Toyota는 로봇의 이동과 관련된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과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기술에 출원을 집중하고,
삼성전자도 Toyota와 동일한 표준 기술 분야에 출원을 집중하고 있음
- Fanuc은 일본의 공작기계 주요 생산 업체로 로봇을 적용한 공작기계 자동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능형 로봇 관련하여서는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지능
표준에 출원 활동을 집중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표준에도 관심을 가지고 출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지능형 로봇 분야 6개 표준 기술에 관련된 한국의 특허경쟁력은 해외 주요
기업에 비해 국내 경쟁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외 경쟁력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특허분석 결과에 나타난 것과 같이 주요 출원인의 관심이 집중된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과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기술에서 해외
주요 출원인에 비해 국내 출원인의 특허권 확보 활동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지능형 로봇 최근 연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이에 기초한 특허권 확보
그리고 국제표준화의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국제표준 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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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1.0%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ITU-T

국제
(공식)

SG13

(WP2/Q17-Future Networks: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for Computing
including Cloud Computing and Data Handling)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로보틱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운용 및 로봇지능 배포를 위한 기능 요구사항 관련 표준이 개발 중

TC110

(Industrial Trucks) 수동의 핸드카트부터 트레일러, 산업용 트럭까지 다양한 산업용
운반체를 다룸. AGV, AMR을 포함하는 무인 운반체에 대한 표준화도 진행 중
- (SC2-Safety of powered industrial trucks) 산업용 운반체에 대한 안전 표준
개발

TC299

(Robotics) 기존의 ISO TC184 SC2(Robot and Robotic Devices)에서 TC299로
승격되어, 로봇에 관한 표준화 진행 중
- (WG3-Industrial safety) ISO 10218-1, 2 개정안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및
요구조건 변화 등에 ISO 15066 안전요구사항 반영 등을 포함한 표준 개정논의 중
- (WG4-Service robots) 머니퓰레이터를 갖는 서비스 로봇의 성능평가
방법(ISO 18646-3)을 표준으로 개발
- (WG6-Modularity for service robots) 개발된 서비스 로봇용 모듈의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모듈이 제공해야 할 정보를 계층적 관점에서 제시한
정보모델을 표준화 진행 중

ISO

ANSI/RIA

국제
(사실)

(R15.08-Industrial Mobile Robots) 이동로봇에 머니퓰레이터가 부착된 산업용
이동로봇의 안전 요구사항을 2020년도에 표준 개발 완료

RAS

(P2751-3D Map Data Representation for Robotics and Automation)
로봇작업에 필요한 표준 공간데이터 모델 개발. 2차원 실내외 공간지도 표준은
2015년도에 완료. 3차원 실내외 공간지도 표준 진행 중

SA

(P7001-Transparency of Autonomous Systems) 자율시스템의 투명성 관련 표준이
2020년 6월 말 P7001 1차 드래프트를 작성하여 IEEE SA의 리뷰 프로세스 진행 중
(P7009-Standard for Fail-Safe Design of Autonomous and SemiAutonomous Systems) 자율 및 반자동 시스템의 오류방지설계 관련 표준이
2021년 12월까지 드래프트 작성 완료 목표로 진행 중

PG413

(지능형 로봇) S/W 프레임워크, 모듈화, 안전성 기술, 인간-로봇 상호작용, 응용
서비스 분야에 대한 130종의 단체표준 개발(개정11건, 폐지30건 포함)하였고,
6종의 신규 표준이 개발 중

PG415

(지능형 디바이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보 서비스의 성능 평가 항목 및
절차를 개발한 표준 진행 중

IEEE

TTA

국내

표준화 현황

스마트로봇표준포럼

-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화 표준의 후속 표준인 서비스 로봇을 위한 공통정보 모델
및 서비스 로봇을 위한 소프트웨어 모듈의 정보모델 표준안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
- 청소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로봇 표준, 로봇 안전 표준, 성능평가 표준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160여종의 단체표준을 개발완료 또는 개발
중으로 표준 제정 및 활성화, 보급화 등을 위해 활발히 활동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이 참여한 ISO 22166-1, Modularity for service robots – Part1: General
requirement KS표준 심의를 완료하여 부합화 표준으로 제정 예정
- 다양한 서비스로봇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 시험방법 등 로봇 전반에
걸쳐 68종의 국가표준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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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지능인프라]
¡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SLAM기반의 로봇이동지능에 대한 연구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 시맨틱 맵에 대해 연구가 시작단계에 있어 관련 표준화 활동이
미흡한 상태. 향후 다중로봇 작업지시, 최적 작업경로 설정 등 산업계 요구가 있기 때문에
수용한 시맨틱 맵 관련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 스마트로봇표준포럼
· 실내 서비스 로봇의 주행성능평가방법이 2014년도에 제정되었고, 2018년에 IEEE MDR
표준을 번역한 ‘주행용 로봇지도데이터 표현’이 제정. 로봇 시맨틱 맵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관련 표준화 과제도 시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 WG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KOROS 1135:2018, 주행용 로봇 지도 데이터 표현

2018

¡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클라우드 환경과 관련하여 ‘KS X ISO/IEC17788/
17789-클라우드 컴퓨팅-개요 및 용어/참조 아키텍처’ 등의 표준이 있으나,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에 관한 국내 표준개발은 현재 미진행 단계임. 향후 기존 클라우드 표준을
기반으로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이 진행 필요
¡ (로봇 정보 모델 표준) ISO 표준화 활동에 한국 전문가들의 기술을 반영하고자 단체표준을
통하여 현재 국제 표준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항목을 먼저 국내 표준으로 개발 필요
- 국가기술표준원 로봇 및 로봇 장치 표준전문위원회
· 로봇 정보 모델 표준의 기저 표준인 ‘서비스 로봇 모듈화–일반요구사항’을 ISO 22166-1 부합화
표준으로 심의 준비 중
- 스마트로봇표준포럼
· ISO TC299 WG6에서 ‘Modularity for service robots–Part201-common information model
for modules’가 NWIP를 통과하고, 2021년 10월에 CD 제출을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선제
표준개발로써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제2-1부: 모듈을 위한 공통 정보 모델’을 제정
· ISO TC299 WG6에서 ‘Modularity for service robots–Part202-software information model for
modules’의 NWIP를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선제 표준개발로써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제2-2부: 소프트웨어 모듈을 위한 정보 모델’ 표준을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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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국가기술
표준원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KS xxxx,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화 - 1부 일반요구사항

진행중
(2022)

KOROS xxxx,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 - 제2-2부: 소프트웨어 모듈을 위한 정보 모델

진행중
(2022)

KOROS 1148:2020,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 - 제2-1부: 모듈을 위한 공통 정보모델

2020

KOROS 1149-1:2020,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 - 제1부 일반요구사항

2020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ISO TC299 WG6의 서비스 로봇 모듈화
그룹에서 HRI를 위한 모듈화 표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그룹이 생성되고 이에 상응하여
스마트로봇표준포럼(KOROS) 및 TTA 지능형 로봇 PG(PG413)를 통해 감지/인식 지능의
재사용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 스마트로봇표준포럼
· 서비스 로봇에 사용되는 비전 기반 인식 지능 모듈의 특성을 명시하는 정보 모델을 정의하고
모듈의 인식 지능 서비스 혹은 메소드 호출과 응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으로 2021년
5월에 제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KOROS 1148-2:2021,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 - 제2-3부: 비전 기반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정보 모델

2021

[로봇지능]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로봇의 조작 지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로봇과 협업 등 물리적 상호작용의 안전 확보와 지능 평가에 대한 객관적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시스템 및 컴포넌트 레벨의 로봇 지능 표준 개발 추진이 요구되나
아직까지 관련 표준의 개발은 미흡
- TTA 지능형 로봇 PG(PG413)
· 로봇의 접촉 안전성 평가 방법을 표준으로 제공
-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
·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보 서비스의 성능 평가 항목 및 절차를 개발한 표준을 참고 필요
- 국가기술표준원 전문위원회(KATS)
· 작업자와 공간 공유가 가능한 협동로봇에 대한 표준을 수립(KS B ISO TS 15066)
- 스마트로봇표준포럼
· SC6 로봇지능 분과와 SC8 산업용 로봇 분과, SC2 서비스 로봇안전 분과가 관련활동이
가능하나, 아직까지 조작 지능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
SC8 산업용 로봇 분과에서 물리적 상호작용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로 로봇의 정적·
동적 접촉 물리량 측정 및 평가 방법과 활용증가가 예상되는 모바일 머니퓰레이터에 대한
성능 시험방법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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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 PG413

TTAK.KO-10.1137, 로봇의 정적·동적 접촉 물리량 측정 및 평가 방법

2019

TTA PG415

TTAR-10.0096, 인공지능 서비스의 성능 평가 항목 및 절차

2018

KS B ISOTS15066, 로봇 및 로봇 장치–협동로봇

2017

KOROS 1154:2020, 모바일 머니퓰레이터 로봇 시스템 - 성능항목 및 시험방법

2020

KOROS 1141:2019, 로봇의 정적·동적 접촉 물리량 측정 및 평가 방법

2019

국가기술
표준원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이동로봇의 장애물 회피와 관련된 기본 성능
평가 표준은 기 개발된 바 있으며, 도심환경과 같이 밀집군중환경에서의 안전 주행과 관련된
표준개발의 진행이 필요
- TTA 지능형 로봇 PG(PG413)
· 실외 보도 환경에서의 이동로봇 장애물 회피 성능평가 방법을 표준으로 제공 중
- 스마트로봇표준포럼
· 이동형 로봇의 대인 충돌 안전성 평가방법, 실내 이동로봇의 보호 정지 평가 방법 등 이동
로봇의 충돌 안전 확보를 위한 평가방법을 표준으로 제공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1223, 이동형 로봇의 대인충돌 안전성 평가방법

2020

TTAK.KO-10.1067, 이동로봇 장애물 회피 성능평가 - 실외 보도 환경

2018

KOROS 1145:2019, 이동형 로봇의 대인충돌 안전성 평가방법

2019

KOROS 1134:2018, ISO 13482 기반 실내 이동 로봇의 보호 정지 평가방법

2018

KOROS 1128:2017, 이동로봇 장애물 회피 성능평가 - 실외 보도 환경

2017

TTA PG413

스마트로봇
표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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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지능인프라]
¡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IEEE RAS에서 후원하여 MDR 표준을
2015년도에 제정 완료. 상기 MDR표준은 2차원 실내외 로봇주행지도표준에 관한 것으로 이를
확장한 3차원 실내외 로봇주행지도 표준화(3D-MDR)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2021년 중으로
Sponsor Ballot 진행을 계획하고 있음. ‘Semantic Map for Autonomous Robots(SMART)’에 대한
표준 개발을 위해 2020년 Study Group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Working Group 구성을 위한 PAR
제안 작업 중. 국내 스마트로봇표준포럼을 중심으로 시맨틱 맵 표준을 국제 3D-MDR표준
후속으로 계획 중
- IEEE RAS
· 3차원 실내외 로봇주행지도 표준화(3D-MDR)에 대해 P2751을 통해 표준을 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EEE RAS

표준(안)명
IEEE P2751, 3D Map Data Representation for Robotics and Automation

완료연도
진행중
(2022)

¡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클라우드 환경에서 로봇 어플리케이션 및 로봇 지능을
개발, 배포, 운용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요구되는 클라우드 기능 및 요구사항 표준 개발 중.
클라우드 관련 신규 역할(role) 및 기능 등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
- ITU-T SG13 WP2 Q17
· 2020년 이종 및 다수의 로봇을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제어, 개발하려는 수요와 필요성이
제시되어 서비스형 로보틱스(RaaS, Robotics as a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 개발 중
· 로봇 산업생태계를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초기 구조가 논의 되었으며, 로봇 지능
증강, 로봇 제어 등을 위해 필요한 요소 기술 등이 유즈케이스와 함께 논의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TU-T SG13
WP2 Q17

Y.RaaS-reqts, Cloud computing - functional requirements for robotics as a
service

진행중
(2023)

¡ (로봇 정보 모델 표준) ISO 22166-1의 후속 표준을 5단계로 계획하여 재구성을 위한 정보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하여 파급력 있는 표준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ISO TC299 WG6
· ISO 22166-1을 제정하고 후속표준을 5단계로 계층적으로 개발할 계획 수립: 2단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듈의 정보 모델, 3단계 머니퓰레이션, 이동, 인지, 의사결정, HMI 모듈의
정보 모델, 4단계 웨어러블 및 이동형 도우미 로봇의 정보 모델, 5단계 의료로봇의 정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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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22166-201 모듈을 위한 공통 정보 모델, 22166-202 소프트웨어 모듈을 위한 정보모델,
22166-203 하드웨어 모듈을 위한 정보모델이 선두로 개발 계획
· ‘Modularity for service robots–Part201–common information model for modules’가
NWIP를 통과하고, 2021년 10월에 CD 제출을 계획 중
· ‘Modularity for service robots–Part202–software information model for modules’의
NWIP를 계획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TC299
WG6

ISO 22166-201, Modularity for service robots - Part201: Common information model
for modules

진행중
(2024)

¡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ISO TC299 WG6에 HRI를 위한 모듈화
프로젝트 그룹이 생성되어 관련 표준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은 국내 표준 개발을 기반으로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정보 모델의 국제 표준을 추진할 예정으로 중국, 일본, 영국, 이태리
등 주요국의 관심으로 표준 개발이 확대될 전망
- ISO TC299 WG6
· HRI를 위한 모듈화 표준의 프로젝트 그룹이 생성되어 관련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구체적 대상 제품과 분야는 논의 중
[로봇지능]
¡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ISO TC299 WG3 Robotics
에서는 ISO 10218-1, 2 개정안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및 요구조건 변화 등에 ISO 15066 안전
요구사항 반영 등을 포함한 논의가 지속중이며, 머니퓰레이터가 이동로봇과 결합된 모바일
머니퓰레이터에 대하여 2020년 RIA에서 표준 개발. 향후 안전이 담보된 머니퓰레이터의
조작지능 성능평가에 대한 표준개발이 필요
- ISO TC299 WG3
· 산업용 로봇 및 로봇시스템 안전 요구사항 표준 ISO 10218-1, 2의 개정이 진행 중
- ISO TC299 WG4
· 머니퓰레이터를 갖는 서비스 로봇의 성능평가 방법(ISO 18646-3)을 표준으로 개발
- ANSI/RIA R15.08
· 이동로봇에 머니퓰레이터가 부착된 형태를 포함한 산업용 이동로봇의 안전 요구사항을
표준으로 개발
- IEEE SA
· 사람과 물리적 상호 작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을 포함한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P7000시리즈를 통해 표준을 개발 중으로 로봇분야 표준개발 시 참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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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10218-1.2, Robotics - Safety requirements - Part 1: Industrial robots

진행중
(2022)

ISO 10218-2, Robotics - Safety requirements for robot systems in an industrial
environment - Part 2: Robot systems, robot applications and robot cells integration

진행중
(2022)

ISO TC299
WG4

ISO 18646-3, Robotics - Performance criteria and related test methods for
service robots - Part 3: Manipulation

2021

ANSI/RIA
R15.08

ANSI/RIA R15.08-1-2020,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Industrial Mobile
Robots - Safety Requirements - Part 1: Requirements for the Industrial Mobile
Robot

2020

IEEE P7009, Standard for Fail-Safe Design of Autonomous and Semi-Autonomous
Systems

진행중
(2022)

IEEE P7001, Transparency of Autonomous Systems

진행중
(2022)

ISO TC299
WG3

IEEE SA

¡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이동로봇 안전관련 국제표준은 주로 산업용
트럭에 대한 것들이 수립되었으며, 1997년에 개발된 표준은 AGV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면,
2020년 ISO의 표준은 AMR까지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진행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동로봇은 실내외, 계단, 인도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 가능하므로 이와 관련된 안전관련
표준의 수립은 필요한 상황임
- ISO TC110 SC2
· 2020년 개발된 무인이동체 안전 관련 표준으로 ‘automated guided vehicle’, ‘autonomous mobile
robot’, ‘bots’, ‘automated guided cart’, ‘tunnel tugger’, ‘under cart’ 등을 그 적용범위로 함
- DIN EN 1525
· AGV 분야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표준으로, 안전 표준은 AGV뿐 아니라 ‘AGV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모바일 로봇, 충전 스테이션, 적재부, 작업 환경, 주변 장치 등을 포괄함.
이동로봇의 주행안전 평가 표준개발 시 참고 필요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TC110
SC2

ISO 3691-4:2020, Industrial trucks - Safety requirements and verification Part 4: Driverless industrial trucks and their systems

2020

DIN

DIN EN 1525:1997, Safety of Industrial Trucks - Driverless Trucks and Their
System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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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로봇 관련 오픈소스 프로젝트로는 로봇 미들웨어의 확산이 최근 주요 사안으로 부상. 로봇
미들웨어는 하드웨어의 추상화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설계를 단순화,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
시키는 목적이며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 모음을 칭하는 용어임. 대표적인
로봇 미들웨어로는 2000년대 Player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일본의 OpenRTM, 한국의 OPRoS,
유럽의 OROCOS, 미국의 ROS가 있음. 이중 오픈 커뮤니티 형성에서 강한 면모를 보인 ROS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사용되는 중이며 2017년 이후 ROS2가 보급되고 있는 중이며, OpenRTM,
OROCOS, ROS 등은 실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컨테이너 기술을 적용하여 Docker
Hub을 통해 Docker 이미지로도 배포 중
¡ ROS/ROS2
- 2007년의 스탠포드의 Switchyard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어 현재에는 Open Robotics에서 개발/운영
중. 하드웨어 추상화, 이기종 간 메시지 전송, 패키지 관리, 디바이스 제어용 드라이버 등과 같은
운영체제 서비스를 갖춘 메타-운영체제임. OpenRTM 및 OPRoS가 컴포넌트 기반인 반면
ROS는 일반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의 API 호출형 방식으로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사하여 접근성이 높음. 오픈 커뮤니티의 활성도가 제일 높아 가장 많이 사용.
최근에는 OMG 표준의 DDS기반의 ROS 2.0을 개발하여 2017년 말에 공개되어 급속히 보급 중
- License: BSD license
- ROS 1: https://wiki.ros.org
- ROS 2: https://github.com/ros2, http://docs.ros.org/en/rolling
¡ OpenRTM
- 2002년도부터 일본 산업기술연구소(AIST)에서 개발된 LGPL 라이선스 기반의 OpenRTM은
액추에이터, 센서, 지능화를 위한 알고리즘 등을 로봇 기술 요소로 간주하고 이를 RT
컴포넌트(RTC)라고 부름. 이 RT 컴포넌트간의 통신 지원 및 개발 도구를 지원함, 특징으로는
OMG에서 정의한 규격인 공통 객체 요구 매개자 구조(CORBA)를 사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가능. 일본에서 주로 사용
- License: LGPL or individual contract dual license
- https://www.openrtm.org/openrtm, https://github.com/OpenRTM
¡ OPRoS
- 2007년도부터 시작하여 한국 ETRI와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개발된 LGPL 라이선스 기반의
로봇 미들웨어임. 컴포넌트 모델, 통합 개발 도구, 컴포넌트 실행 엔진을 갖춘 지능형 로봇
개발을 위한 공통기반 플랫폼으로 개발됨. 국내의 다수 로봇(테트라, KOBOT, iRobiQ,
로보샘, 퓨로 등)에서 채용, 매년 OPRoS 창작 로봇 경진대회를 통해 보급 활동을 추진,
국내에서 주로 사용
- License: LGPL and Individual Commercial License
- https://github.com/opros-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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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OCOS
- 2001년 유럽 연합의 벨기에 K.U.Leuven, 프랑스 LAAS Toulouse, 스웨덴 KTH Stockholm 등이
연합하여 개발. 기구학·동역학 라이브러리, 실시간 제어를 위한 도구 등 미들웨어 보다는 도구
모음에 가까움. 이후 단독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ROS와 연동되어 사용
- License: LGPL, GPL+ runtime exception
- https://github.com/orocos, https://docs.orocos.org
¡ Google Cloud Robotics Core(GCRC)
- Kubernetes, Federation, 응용 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자동화를 위한 로봇
솔루션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오픈 소스 플랫폼으로 개발자,
통합자 및 운영자가 응용 프로그램의 패키징 및 배포, 양방향 로봇 클라우드 통신, 머신
러닝, 로깅 및 모니터링과 같은 Google 클라우드 서비스에 액세스 가능
- License: Apache 2.0
- https://github.com/googlecloudrobotics
¡ RoboEarth Cloud Engine(Rapyuta)
- 2010~2014년까지 수행된 RoboEarth EU 프로젝트에서 개발. RoboEarth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전 세계 로봇이 객체, 환경 및 동작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오픈 소스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목적으로 하며 KnowRob, RoboEarth Cloud Engine,
RoboEarth database, RoboEarth를 이용한 객체 모델 저장과 물체 인식, WIRE 등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제공함. RoboEarth Cloud Engine는 로봇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설계된
오픈 소스 Paas(Platform-as-a-Service) 프레임워크로 ROS와 연동되는 사용자 맞춤형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을 제공하여 컴퓨팅 오프로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RoboEarth 지식
저장소에 쉽게 액세스 가능. 과제에서 파생된 기업으로 변신하여 활동 중
- License: Apache 2.0
- https://github.com/rapyuta-robotics/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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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시 -

장

-

국내역량요인

-

국외환경요인

기
술 -

표
준 - 세계적으로 시작단계인 서비스
로봇 필요성 및 시장성 확대
- 소득수준 향상, 고령화, Wellbeing추구, 고품질 의료서비스
시 및 라이프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
기 장 - 녹색성장, 저출산, 고령화, 도시화
회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요
농업의 로봇기술 적용 가속화
- 감염성 질병(COVID-19 등)으로
인
인한 비대면 서비스 요구 확대
(O)

상용화 경험보유
실질적인 1가구 1로봇 시대도래
글로벌 경제 위상(G20)
높은 로봇 수용도(ex, 청소로봇,
다빈치 보급률 등)
자동차, IT, 전기전자부품 등 연관
산업 발달
IT 기술의 고도화, 융합화, 스마트화
등 핵심 연구인력 및 역량의 잠재적
경쟁력
타선진국 대비 정부정책 및 지원
우수
세계적인 IT 인프라 및 융합기술
표준 우수
국제표준기구, 단체의 표준화
활동에 조기 참여 및 대응

【SO전략】

약 점 요 인 (W)
- 좁은 내수, 높은 수출의존율
시 - 로봇산업은 약 90%가 중소기업의
산업구조로 전문화․대형화 되는
장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중견기업
부족
기술-

기초 원천 기술 약함
SW, 콘텐츠 약함
R&D 및 생산 전문인력 부족
중소기업위주로 자본력 취약
및 단기투자성향

표 - 산학연 역량의 분산
- 산업계의 표준화 기반 기술
준 및 전문 인력 확보 미흡
【WO전략】

- (시장) 협력네트워크 중심의 선진국 - (시장) 대·중 로봇산업 상생협력을
및 개도국간 수출 등 차별화 추진
강화하고, 로봇전문기업 지정제 운영 등
- (기술) 첨단 중소 제조로봇 제품 중소중견기업 육성. 타 산업과 연계한
및 기업육성과 인력양성하고, 교육, 수요중심의 로봇 인력양성 체계 강화.
의료·재활, 사회안전 등 타산업 융합 서비스분야별 로봇 인정기준 제정 및 개정
서비스 로봇 개발. 5G 통신 인프라를 등을 통한 로봇 공공수요 창출. 국제협력
활용하여 비대면 서비스 로봇기술 R&D 및 수출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
- (기술) H/W, S/W, 컨텐츠 등 로봇
조기 확보
- (표준) 로봇지능의 표준은 초기 단계로 생태계 조성 및 산학연 협업 강화
국내의 우수한 표준기구와 단체 표준 - (표준) 표준화 필요성에 반해 초기
기 - 로봇, IT 융합 기술의 진화
활동에 투자하고, IT 인프라와 융합 단계이며, 표준화 선도의 기회가 있지만,
술 - 제조업 중심의 개도국 수요증가 기술을 활용
아직 국내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산학연 역량이 분산되어, 추후 인력
표
확충을 위한 투자와 분산된 산학연 간
- 표준초기단계로 선도 기회
준
협력 체계 강화

【ST전략】
【WT전략】
- Google의 공격적 투자
시
- 중국의 빠른 추격
장 - 타 연관 산업의 기업진출로 시장선점 - (시장) 개방형 SW/HW 플랫폼 공급으로 - (시장)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한
- 선진국의 로봇연관 산업의 집중
위
협 기 투자 및 후발국가의 국가적 지원
요 술 확대
- 선진국의 로봇지능 관련 표준
인
선점에 의한 기술 종속화
(T)
- 유럽, 일본의 인증 주도

표 - 국제표준 수용 요구 높아짐
준 - 일본과 미국, 유럽의 활발한
표준화 활동

중소기업 아이디어 구현을 활성화와
대규모 해외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로봇 시장 진출 가속화
(기술) 우수 제조기반을 연계한 Co
-Robot화를 통한 제조공정 개선
(표준) 초기 단계인 로봇지능의 표준화 선도의 기회가 있지만, 유럽과 일본이
범정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활동으로
주도 중. 이에 대응하고자 부처별 로봇 활용
제도 개선 및 글로벌 표준화 선점 강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

G20을 대상으로 한 로봇 신시장
선점을 위한 수출전략 구사
(기술) R&D에서 연구성과물까지
비즈니스 중심의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산학연 연구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표준) 국제협력을 통한 부족한
원천기술 조기 확보하여,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국가의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산학연 기관과 협력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초기 기술개발 단계인 지능형 로봇 분야는 표준화 추진상 선도의 기회가 있지만, 유럽과 일본이 범정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국제표준화 영역에서 주도하는 중. 개도국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로봇 시장의
기술 및 표준 선점을 위해서는 기술 투자와 인력 확충이 주요한 현안 사항
- 따라서 지능형 로봇의 국제표준 선도를 위하여 미래 핵심기술 및 유망서비스 관련 선행적 표준화 분야에서 국제
표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기반을 확보하고 국제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교류
등 지능형 로봇 해외진출 기반 마련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국제표준 대응체제와
지원을 강화하며, 첨단 중소 제조로봇 제품 및 기업육성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대·중 로봇산업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로봇전문기업 지정제 운영 등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타 산업과 연계한 수요중심의 로봇 인력양성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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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TTA 지능형
로봇 PG,
국내
스마트로봇표준
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Google/CMU

기술
수준

IEEE RAS

ETRI, KITECH,
충북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NIST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IEEE RAS를 통해 3D MDR 표준화 작업이 Sponsor Ballot 준비로 마무리 단계이며,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관련 Semantic Map for Autonomous Robots(SMART) 표준은 2020년 Study Group 승인 후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PAR 제안을 통한 Working Group 제안을 준비 중. 따라서 지능형 로봇
서비스에 핵심역할을 하는 시맨틱 맵의 경우 국내에서 표준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국내 연구개발과 병행하여 해당 표준을 기획 단계부터 주도함으로써 국제표준화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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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3D MDR for Robotics and Automation 표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기 국내도입
추진(2021년 내외)
- 2020년 10월 ‘Semantic Map for Autonomous Robots(SMART)’의 표준을 위한 SG을 제안,
승인을 받아 활동 중이며, 올해 PAR 제안을 통한 WG을 제안할 예정(2021년 하반기 예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신규과제 제안) 시맨틱 맵 연구개발 뿐 만 아니라
산업계 요구사항 분석을 포함한 초기 표준화 항목 선정 및 기획 추진(학계 및 연구소
주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SG/WG신설) 스마트로봇표준포럼 및 TTA를
통한 국제표준화 대응 위원회를 활용하여 표준작업 추진(표준제안 공동대응, 국내 산업계
의견수렴)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EEE RAS를 통한 시맨틱 맵 표준
SG 및 WG의장단 진출을 통해 시맨틱 맵 표준화 주도
<표준화 계획>
- 스마트로봇표준포럼, TTA를 통해 시맨틱 맵 워킹그룹을 조직하여 주요 표준화 항목도출
추진(～2021)
- 국내 연구개발 (유사)과제와 연계하여 시맨틱 맵 응용기술 확보 추진(～2022)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2D/3D IEEE RAS 표준안의 국내 보급 및 시맨틱 맵 응용사례
구축을 위한 중소형 서비스 시나리오 시범개발(로봇 서비스를 위한 시맨틱 맵은 2D/3D
공간맵과 연동 운영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
- (표준화 포럼 활동) 시맨틱 맵 등 관련 표준용어의 국내 vocabulary 체제 정비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시맨틱 맵은 국제적으로도
연구개발 초중기에 해당하지만 산업계 환경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임. 따라서,
국내에서도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주요 특허를 우선확보한 후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맨틱 맵 프레임워크, 로봇주행 및 작업계획 모델링
표준, 기존 2D-3D MDR 인터페이스 규격을 포함
- 3D MDR의 경우 이미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Sponsor Ballot 단계를 준비 중에 있으며,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의 경우 현재 표준화 과제를 통한 연구개발을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현재 ‘Semantic Map for Autonomous Robots(SMART)’의 표준을 위한 SG 활동 중으로
개발자, 스마트로봇포럼 및 TTA 표준화위원회가 연계하여 핵심기술 특허의 발굴 및 국제
표준화를 공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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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Amazon/Google/Microsoft

기술
수준

TTA 클라우드
컴퓨팅 PG/
인공지능
기반기술 PG,
스마트로봇표준
포럼

ITU-T SG13,
JTC1 SC42,
ISO TC299

ETRI, KITECH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Microsoft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로보틱스 서비스는 Amazon, Google 등의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ROS 기반의
로봇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표준안이 ITU-T SG13에서 개발 중.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로보틱스 서비스 요소 기술 개발 및 국내 산업 환경을 고려한 표준 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선점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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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13의 클라우드 그룹 활동을 통해, 서비스로서의 로보틱스 서비스(RaaS)의 정의와
생태계 제공을 위한 표준 개발 추진(∼2022)
- RaaS의 유즈케이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 등을 개발 예정이며, 관련 용어
및 개념 등을 업무연락문을 기반으로 ISO TC299 및 JTC1 SC42와 협업(～2022)
- RaaS 표준을 기반으로 로봇지능 관련 학습 기술 및 유즈케이스를 JTC1 SC42에서 개발
중인 표준에 반영 예정(∼2022)
- RaaS 기능 요구사항 분석 기반의 상세 기능 컴포넌트(Functional components) 및 클라우드
참조구조를 위한 표준안 제안 및 개발 추진(∼2024)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 SG13은 ‘미래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 그룹으로 5G네트워크와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하여 로보틱스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RaaS 표준 개발이 진행 중. 표준 개발 리더십 유지를 위한 표준화
활동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 복합 지능 관련 프레임워크 관련 표준안을 TTA 클라우드 컴퓨팅
PG(PG1003),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 등의 활동을 통해 신규 개발 추진(～2022)
-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 프레임워크의 유즈케이스 및 참조 구조 도출 예정(～2022)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클라우드 컴퓨팅 PG(PG1003),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
스마트로봇표준포럼(KOROS)에서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적 요구사항 및 요소 기술의
표준화 진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는
현재 관련 표준초안이 개발 진행 중이며, 시장에서는 AWS, 구글, 네이버 등이 관련 서비스를
구현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 기존 클라우드 특허의 권리범위 보완 혹은 재설계가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TTA 클라우드 컴퓨팅 PG(PG1003), 인공지능기반기술 PG (PG1005) 등의 국내 표준 그룹과
RaaS 서비스 개발 업체를 중심으로한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기술 개발 내용을
ITU-T SG13 표준 기술 규격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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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로봇 정보 모델 표준

TTA 지능형
로봇 PG,
국내
스마트로봇표준
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독일) SHUNK, (일본) KHI/IDEC

기술
수준

ISO TC299

ETRI, 경희대,
강원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일본) JISC, (독일) DIN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로봇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모듈화가 국제표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로봇 모듈 개발자가
모듈의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하이브리드적 측면을 고려된 정보 모델을
로봇 및 응용 디자이너 및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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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299 WG6는 서비스 로봇 모듈을 위한 공통 정보 모델 표준의 표준개발을 시작하고
있으며, 서비스 로봇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위한 정보 모델의 표준 제안(2021년), 서비스
로봇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위한 정보 모델의 표준 제안을 계획(2022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SO TC299 WG6의 서비스 로봇
모듈을 위한 공통 정보 모델 표준안 개발 및 서비스 로봇을 위한 소프트웨어 모듈의 정보
모델 표준 제안에 한국 전문가가 프로젝트 리더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업 및
기술이 반영되도록 표준안 개발에 적극 추진

<표준화 계획>
- 스마트로봇표준포럼의 서비스 로봇 모듈을 위한 공통 정보 모델 표준 개정
- 스마트로봇표준포럼의 서비스 로봇을 위한 소프트웨어 정보 모델 표준 제정
- 스마트로봇표준포럼의 서비스 로봇을 위한 하드웨어 모듈정보 모델 표준 제정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스마트로봇표준포럼의 서비스 로봇 모듈을 위한 공통 정보 모델 표준이
대응되는 국제 표준안을 국내 전문가와 검토를 통하여 국제표준 개발에 국내전문가의
의견이 반영 모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의 정보 모델은 표준안 개발 중인 단계로, 실제 사용 방법의 제시 등을 통하여 누락된
표준아이템 발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제 표준의 모듈화 주제가 상세화되어, 하드웨어 및 응용 단위로 또는 서비스 단위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관련 표준화 그룹과 연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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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TTA 지능형
로봇 PG,
국내
스마트로봇표준
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Amazon/Google/Microsoft/IBM, (중국) UBTech,
(일본) AIST/SoftBank

기술
수준

ISO TC299

ETRI, KIST,
KAIST, KIRO,
강원대,
LG전자,
클로봇, 네이버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NIST, (독일) Fraunhofer IPA/DIN,
(영국) CLAWAR, (중국) RIAMI/UBTech/Bozhon,
(일본) AIST/NTT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서비스 로봇 모듈화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이 국제 표준화되고 현재 ISO TC299에서 서비스 로봇
모듈화를 위한 공통정보 모델 표준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비스 로봇을 위한 HRI 모듈 표준은 신규
프로젝트로 과제 기획 단계임. HRI 핵심 요소인 감지 인식 모듈에 대한 표준 아이템을 발굴하고 표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표준 선점에 기여할 계획이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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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299 WG6 과제 기획 단계로 연구 개발과 연계하여 감지 및 인식 지능 정보 모델에
대한 신규 표준 제안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ISO TC299 WG6의 Part 303
sensing and perception related modules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표준 아이템 기고 및 NP
제안 필요

<표준화 계획>
- 스마트로봇표준포럼을 통해 인식 지능 모듈의 정보 모델 표준 제정 완료 및 신규 표준
아이템 발굴하여 표준화 진행 예정
- TTA 지능형 로봇 PG(PG413)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지능 공유 및 증가 모듈 운용과
관련한 표준화 추진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지능형 로봇 PG(PG413)와 스마트로봇표준포럼(KOROS)을
통해 표준화 완료하고 KS 표준 추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클라우드 로보틱스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을 통해 지능 모듈의
공유와 증강을 위한 표준 아이템을 발굴하여 표준화 진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 전략) 인간로봇상호작용에
응용되는 다양한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 관련 특허를 반영하여 관련 특허 선점과 표준
반영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정부지원 기술 개발 과제와 연계하여 핵심 기술 특허를 발굴하고 개발자와 TTA 표준화
위원회 및 스마트로봇표준포럼을 연계하여 국제 표준화 활동을 공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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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TTA 지능형
로봇 PG,
국내
스마트로봇표준
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SO TC299

국내
참여 ETRI, 세종대,
업체/ 경희대, KETI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Google, (독일) KUKA, (덴마크) Universal Robots
기업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독일) KUKA, (덴마크) Universal Robots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인간-로봇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은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 국가에서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은 R&D 표준화 연계사업을 기반으로 국내 단체표준을 개발해나가고 있는 상황.
ITU등에 온톨로지 관련 표준은 있지만 로봇과 관련된 국제표준은 ISO TC299에서 모듈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관련 표준 및 조작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표준이 개발 중으로
국내표준전문가들의 참여도가 높아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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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간-로봇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2021년 6월 ISO TC299 WG4
성능분과에서 서비스로봇의 조작성능에 관한 표준(ISO 18646-3)이 개발된 바 있으며, 향후
안전이 담보된 머니퓰레이터 조작지능에 대한 성능 기준 등의 표준개발이 필요할 전망
- 안전과 관련해서 WG3에서 ISO 10218-1, 2 개정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진행 중. 위험성
평가는 모든 산업용 로봇의 필수절차로 진행 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SO TC299 WG3 ISO 10218-1,
2개정안에 대해 안전을 고려한 조작지능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주도적으로 표준화
추진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KOROS SC8에서 로봇의 물리적 접촉 안전에 관련된 평가방법(KOROS 1141:2019)과 모바일
머니퓰레이터 로봇 시스템 - 성능항목 및 시험방법(KOROS 1154:2020)이 개발되는 등 최근
사람과 로봇의 협동에 대한 중요도가 국내외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게 진행 중으로 신규로 추진 중인 기술개발 과제와 연계한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에서 조작 성능과 안전에 관한 표준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PG 활동하여 선제적으로 표준에 대응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정부과제의 지원이 필요. 또한 정부의 표준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
- (표준화 포럼 활동) TTA 지능형 로봇 PG(PG413)와 지속적으로 협력이 필요. 또한 연구
개발-표준기술-제품-시험기관을 연계한 표준 기술의 검증된 기술 제공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인간-로봇의 협동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성능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전지능이 구현과
관련된 R&D를 통해 표준공백분야를 도출하고 스마트로봇표준포럼 등을 통하여 핵심기술
특허를 발굴 및 표준 아이템화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연계
방안

- 정부지원과제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기술들에 대하여 개발자, 스마트로봇포럼 및
TTA 표준화위원회가 연계하여 핵심기술 특허의 발굴 및 국제표준화를 공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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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TTA 지능형
로봇 PG,
스마트로봇표준
포럼

ISO TC299

국내
ETRI, LG전자,
참여
세종대, 경희대,
업체/
KETI, KAIST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Starship Technologies/Amazon, (독일) KIT,
(중국) Alibaba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Starship Technologies/Amazon, (독일) KIT,
(중국) Alibaba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도심환경 이동로봇 서비스를 위한 밀집군중하 이동로봇의 안전주행지능은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 국가에서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은 R&D 사업을 기반으로 국내 단체표준을
준비해나가고 있는 상황. 아직 밀집군중 환경의 이동로봇 안전지능과 관련된 국제표준은 진행이
전무하며 ISO TC299에서 관련표준 개발이 필요한 상황으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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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개발이 진행과 함께 실공간 로봇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밀집군중하 이동로봇의 안전 이동지능 성능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ISO TC299 WG2 안전분과 및 WG4 성능분과 등에서 ISO 13482 개정
등에 대비한 국내 표준개발 필요
- 범용의 무인이동체 안전표준과 관련 ISO TC110에서 ISO 3691-4:2020으로 무인이동 트럭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및 평가방법을 표준화한 바 있으나, 인도 및 횡단보도, 실내복도 등
환경에서도 주행이 필요한 이동로봇에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어 이와 관련된 안전성 시험
평가 방법 등의 개발이 필요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SO TC299 WG2 또는 WG4에
관련 표준을 개발하여 제안할 필요 있음. 밀집군중하 이동로봇의 충돌회피 전략 및 충돌 시
안전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주도적으로 표준화 추진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KOROS 이동형 로봇의 대인충돌 안전성 평가방법(KOROS 1145:2019) 등이 개발되는 등
최근 사람과 이동로봇이 공존하는 환경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중요도가 국내외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게 진행 중. 국제 표준대응을 위한 표준개발
추진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에서 안전이동 성능과 안전에 관한 표준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PG 활동하여 선제적으로 표준에 대응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정부과제의 지원이 필요. 또한 정부의 표준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
- (표준화 포럼 활동)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와 지속적으로 협력이 필요. 또한
연구개발-표준기술-제품-시험기관을 연계한 표준 기술의 검증된 기술 제공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인간-이동로봇의 공간공유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관련 특허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카테고리의 청구항목들을
포함하도록 작성한 특허 선점과 표준 반영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정부지원과제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기술들에 대하여 개발자, 스마트로봇포럼 및 TTA
표준화위원회가 연계하여 핵심기술 특허의 발굴 및 국제표준화를 공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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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

- 로봇 분야 오픈소스 SW의 국내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국내 개발자들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로봇 기술규격 내용과 동향을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고,
개발자들의 참여도 확대하여, 국내 개발자들의 오픈소스에 대한 친화도를 높이고, 나아가
오픈소스 전문가 양성 필요
- ROS/ROS2가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로봇과 관련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오픈소스
대응전략

신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국내 업체 및 개발자의 참여 확대가 매우 중요. ROS/ROS2 및
로봇 관련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동향 공유 및 기술 전파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참여를 우선 추진
- 국내 주도의 오픈소스인 OPROS에 대한 후속 지원이 종료되어 현재는 해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개인별로 참여하여 대응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오픈소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주도하거나 국내 주도의 오픈소스를
시작하는 대응전략이 필요

- 클라우드 로봇 서비스와 컴포넌트의 모듈화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를 진행하면서 시범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시도 필요(표준화 → 오픈소스)
표준화
연계전략

- 표준화와 오픈소스의 병행을 통해 국내 현실을 반영한 표준화-오픈소스 프로젝트 모델의
발굴 및 플랫폼화가 필요(표준화 ↔ 오픈소스)
- 다양한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오픈소스에 적용한 국내기술을 표준화의
주제로 제안. 국내 개발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및 확산을 통해 세계 시장 선점을 기대
(오픈소스 →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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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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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지능형 반도체 기술은 인식·추론·학습·판단 등 인공지능 서비스에 최적화(지능화, 저전력화,
안정화)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반도체가 융합된 반도체 기술로써, 개인형 인공지능 디바이스,
자율이동체, 지능형 헬스케어, 빅데이터 처리, 차세대 통신 서비스, 스마트 시티, 증강현실,
인간형 지능로봇, 신약개발, 에너지 등 사회, 경제, 국방 등 전 분야에 응용되는 지능형
반도체들을 포괄하는 기술

<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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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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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핵심 기반기술로서 기술 및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표준 선점이 이루어짐에 따라 세계 1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우위를 지속화하려면 선도 표준을 먼저 도출하고 이를 통한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을 통한
표준기술 확보 추진
· JTC1 SC42에서 스파이킹 신경망 인터페이스 표준 관련 NP 제안 추진
-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기반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을
통한 표준기술 확보 추진
· JEDEC JC42에서 PIM 인터페이스 표준화 진행 중
-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자율주행 기술 국제 표준화 대응
및 반도체 안정성 평가 기술 및 신뢰성 향상 설계 표준화 추진
· 자율 주행 차량 안정성 관련 국제 표준을 바탕으로 국내 표준화 문서가 완료되어 이를 기반으로
지능형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정량적 모델 수립 및 표준화 진행 중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소프트웨어 기반 GPU 반도체 표준 및 DNN 뉴로모픽 표준
개발 추진
· 소프트웨어 기반 GPU 소자 및 소재 표준과 DNN 뉴로모픽 소재 및 측정 표준을 IEC TC47/ TC113에서
진행 예정

∼ 2024년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스파이킹 신경망을 제어 및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화 추진
· JTC1 SC42에서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 IoT 뉴럴 디코딩 표준화 개발 추진
-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기반 인터페이스 제어 및
연결 표준화 추진
· JEDEC을 통한 고대역폭 메모리 인터페이스 고도화 표준화 예상
-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데이터 보안 및 CPS 안정성 향상
표준화 추진
· AI 기반 지능형 연산 및 신호처리 시스템의 핵심인 데이터 보안 및 기존 CPS 표준의 확장성 강화를
통한 회로 설계 및 기능 안정성 표준화 예상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뉴로모픽 소자 신뢰성 기술 표준 및 신경세포 모방 회로기술
표준 개발 추진
· IEC TC47에서 신뢰성 측정 방법 및 IEC TC113에서 부동게이트 시냅스 기술 표준화 예상

∼ 2026년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스파이킹 신경망을 제어 및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화 추진
· JTC1 SC42에서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 IoT 뉴럴 디코딩 표준화 제정 추진
-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기반 인터페이스 제어 및
연결 표준화 추진
· JEDEC을 통한 데이터 중심 지능정보 처리를 위한 인-메모리 프로세싱 인터페이스 표준화 예상
-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연계 기반의
고안정성 AI 반도체 설계 및 생산 기술 표준화 추진
· 자유 주행 차량 및 미래 AI 기반 신기술에 적용 가능한 소자-회로-시스템 레벨의 다중 안정성 설계
및 검증 기술과 소프트웨어 연동을 통한 초고안정성 반도체 설계 표준화 예상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멤리스터 뉴로모픽 소자 표준 및 신경세포 모방 회로기술
표준 개발 추진
· 뉴럴 프로세싱 엔진용 디자인 표준, 멤리스터 제작 기술 표준, 멤리스터 소자 측정 기술 표준, 현
CMOS 기반 램을 활용한 신경세포 모방 회로기술 표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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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개인형 인공지능 디바이스, 자율이동체, 지능형 헬스케어, 빅데이터 처리, 차세대 통신
서비스, 스마트 시티, 증강현실, 인간형 지능로봇, 신약개발, 에너지 등 사회, 경제, 국방
등의 지능형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핵심 국제표준의 선점과 표준화 리더십 확보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지능형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표준기술을 보급하여 국내 지능형 반도체 산업을
선도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관련 제품의 수출 확대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지능형 반도체 기반의 제품의 공급을 통해 생활안전, 국민 안전 및 편의가 향상된 다양한
지능형 반도체 제품의 설계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민행복 증진을 도모

51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인공지능기기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뉴로모픽 소자
기술과 인공지능기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프로세서에 대한 인터페이스 기술과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기술이 필수로 요구되며 차세대
지능화 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스파이킹 신경망의 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요. 본 표준화전략맵
지능형 반도체 소분과에서의 중분류 범위는 지능형 반도체를 구성하는 필수 단위 기술을
중심으로 지능형 프로세서와 지능형 소자로 구분
< 지능형 반도체 Ver.2022 표준화항목 >
표준화 항목

표준화 내용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표현 포맷 표준 기술
스파이킹 신경망
- 뉴럴 인코딩 표준 기술
기반의 인터페이스
- 뉴럴 인터페이스 표준 기술
표준
- 학습 인터페이스 표준 기술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JTC1
SC42

⑤

O

⑤

O

①

O

초저전력 및 초경량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한 차세대
IEC
지능형 프로세서의
AI반도체 기술
TC47/
저전력 고성능
- 저전력 외부 메모리 접근 최소화 인공지능 병렬 TC113,
고용량 메모리
연산기 표준 기술
JTC1
반도체 기술 표준
- 내장형 메모리 통합형 지능형 프로세서 표준 기술
SC42

①

X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심층 연결망 기반의 뉴로
IEC
모픽 소자 표준
TC47/
지능형 인공지능 기기 탑재 - 심층 연결망 포맷(DNN) 관련 기술
TC113,
소자 뉴로모픽 소자 표준 - 소프트웨어 기반 CPU, GPU, NPU를 이용한 반도체
JTC1
기술
SC42
- 뉴로모픽 소자의 신뢰성 기술

①

O

고성능·고효율·고신뢰성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ISO
인터페이스 표준 기술
TC22
인공지능 프로세서 -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저전력·고속·고대역폭 메모리 SC32,
인터페이스
메모리 인터페이스
JTC1
데이터
중심
지능정보
처리를
위한
인-메모리
프로
표준
SC42,
세싱 인터페이스
JEDEC
- 인공지능 반도체 기능안전 인터페이스
JC42
지능형
프로
JTC1
세서
시스템 수준 RAS(Reliability, Availability, Serviceability) SC42,
지능형 프로세서
및 안정성 보장 반도체 표준 기술
JEDEC
기반 시스템 반도체
- 지능형 반도체 안정성 표준 기술
JC14,
안정성 고도화 설계
ISO
- 데이터 양자화 및 보안 기술
표준
- 진단 및 오류 검출 기술
TC22
SC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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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다중 지능형
프로세서 칩 간
인공지능 데이터
송수신 반도체 기술
표준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다중 지능형 프로세서 고효율/저지연 초고속 인터
페이스 반도체 통신 표준
- 광대역 데이터 입출력 표준 기술
- 다중 지능형 프로세서 표준 기술
- 데이터 송수신 저지연 표준 기술

지능형 프로세서
보안 시스템 반도체 관련 표준
연산 데이터 보안
- CPU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표준화 기술
시스템 반도체 기술
- NPU 연산의 SoC 내에서의 보호 관련 표준 기술
표준

JTC1
SC42

⑤

X

IEC
TC47,
JTC1
SC42

①

X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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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지능형 반도체 기술이 적용되는 인공지능기기에 향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로모픽 소자기술과 인공지능기기의 두뇌의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프로세서
기반의 시스템 반도체 안전성을 보다 고도화 하고 인공지능 프로세서와의 상호 인터페이스
기술을 비롯하여 차세대 지능화 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스파이킹 신경망의 인터페이스 기술력을
보유할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는 딥러닝
기반의 신경망의 문제점인 메모리 대역폭의 한계점과 전력소모의 문제점을 뇌 동작과
유사한 스파이크 신경망 기반의 구조로써 이를 해결하는 새로운 기술로써 IoT, 엣지컴퓨팅
분야 등 관련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의 선점이 필요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빅데이터 기반의 고신뢰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전력·고성능의 효율적인 인공지능 프로세서 반도체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학습/추론을 위한 방대한 데이터 전송에 따른 데이터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의 광대역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고성능·고효율·고신뢰성 인공지능 프로세서-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지능형 프로세서 및 시스템의
응용 분야가 개인화, 다변화, 자립화 및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사용 환경을
반영한 기초 소재 및 소자 신뢰성 확보 및 학습 데이터 및 AI 구현의 보안성과 안정성
증대가 중요해짐. 특히, 의료, 건강, 군사 및 차량 응용의 경우 시스템의 신뢰성·안정성이
생명 및 생존과 직결되므로, 이를 지능형 반도체 설계의 핵심 요소로 포함해야 함.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사회적 이슈인 인공지능을 통한 딥러닝과 미래
산업인 지능형 반도체를 연관시켜 응용한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관련이 빠른
시일 내에 주목받는 연구 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어 체계적인 연구 진행이 필요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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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Ver.2021(2020년)에서는 1조 96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10년간)이 시작이 되었고 아직까지
표준화에 대한 고려 없이 기술개발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국제표준의
선점화가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위 국책사업과 표준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고자 함. 그 내용으로는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등이 있으며 관련
표준화를 추진 할 예정
- Ver.2022(2021년)에서는 지능형 반도체 관련 국제 표준화 진행 현황이 크게 변경되지 않아
Ver.2021의 중점 표준화 항목들을 유지하고 AI 구현 보안성과 안전성 증대에 따라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
<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 Ver. 2022 신규항목
구분

Ver.2020

Ver.2021

Ver.2022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

-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지능형 프로세서

지능형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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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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 부처 합동으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 발표(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K-반도체 벨트 구축, 10년간 반도체 인력 3.6만 명 육성)(202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반도체 육성에 10년간 1조 96억 원 투자하여 장기 기술 개발과
투자 리스크가 큰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서 산·학·연·관이 서로 연계한 기술 개발 및 실증
발표(202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사업’(‘20∼’22년 460억 원/‘20년 90억 원)을
신규 추진하여 글로벌 CPU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슈퍼컴퓨터 원천기술 확보 계획(2020.3)
-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에서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AI 시대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 ‘AI 국가전략’ 발표(2019.12)
-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5대 중점대책 수립(2019.4)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파운드리 세계1위, 2) 팹리스시장
한국

점유율 10% 달성, 3) 2.7만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계획(2019.3)
-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핵심원천기술개발 및 인프라 지원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부처별 중장기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관계부처협동,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2018.5)
-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으로 관계부처 합동 4차 산업혁명대응을 선도할 혁신 성장동력 13대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는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을
주축으로 지원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2018.5)
- 인공지능(AI) R&D 전략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 및 R&D
생태계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2018.5)
-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① 저전력 초경량 초고속 반도체 설계기술 확보, ② 반도체
수요 공급 협력, ③ 반도체 설계 생산 컨소시엄 구성 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2017.3)
- 국가인공지능위원회(NSCAI)는 AI 등 미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종합 진단 및 정책제언 보고서
제시(AI를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팅, 5G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범용기술로
구분하고 중국을 최대 경쟁국으로 모사)(2021.3)

미국

- 미국 백악관은 AI 분야의 개발과 투자확대를 통해 인공지능에서 미국의 리더십 가속화를
위한 행정명령 ‘American AI Initiative’에 서명하고 R&D최우선 투자, AI 관련 리소스 및 인프라
개방, 거버넌스 표준화, 전문인력확충을 위한 교육,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전략 제시(2019.2)
- DARPA는 그간 마이크로 시스템 기술실(MTO)에서 반도체 R&D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2016년 산·학 컨소시엄 ‘JUMP’ 공동 R&D 프로젝트를 추진(2016)
- ‘2021년 통상백서’에서 반도체 산업 부활을 경제안보 핵심 과제로 설정(2021.7)
- 문부과학성은 AI 전략 2019 등 산업 활력 제고 및 저성장·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AI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AI 인재양성에 주력(2019.3)
- 문부과학성은 IoT 시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엣지용 AI 반도체(자율차·로봇·산업기계·의료

일본

등) 차세대 기술 확보 추진(2018-2027)
- 문부과학성은 19년에는 16.8억 엔 지원을 통해 국립 연구소, 대학 공동으로 중소팹리스 등의
AI 칩 개발환경(설계툴, 표준 IP 등) 지원 거점(도쿄대학) 구축(2018∼2022)
- 문부과학성은 신형 반도체 개발 거점을 구축하여, 산학연협력 기반으로 설계 작업부터
시제품까지 개발에 필요한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PC나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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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비해 처리 속도가 10배 이상 빠르면서도 소비 전력은 100분의 1 이하인 자율주행 차량용과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개발할 계획(2018)
- 문부과학성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MIRAI,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ASUKA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반도체 개발 거점 구축을 통한 산학연협력 기반 연구개발
지원 추진(2001∼2011)
- 프랑스 고등교육부는 적극적인 국가 주도 정책 및 관련 분야 추자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ICT 분야의 혁신을 끌어내고자 지속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 왔으며, AI 산업육성을 위해 ‘22년까지 약 1조 9,500억 원을 투자 계획 발표(2019.5)
- 독일연방정부는 AI 기술력 향상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역량 강화를 촉진하고 각

유럽

산업 분야에 AI 개발과 이용 활성화가 목표이며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그리고 정부 행정
분야까지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AI를 위한 독일 관측소를 만들어 AI 분석, 평가를
중점 지원 세계 최고의 AI 국가 건설을 목표로 2025년까지 약 4조 원을 투입할 계획(2018.11)
- EC에서 R&D, 교육, 윤리 등 EU의 중장기 AI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AI 분야에서 EU 회원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공동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럽 AI 얼라이언스’ 협력 선언(2018.4)
- HBP의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추진(2012)
- 시진핑의 중국몽에 따라 ‘중국 제조 2025’가 진행 중이며, 반도체 자급률을 2020년 40%에서
2025년 70%로 증진시킨다는 목표 하에 2020년 자급률은 15.7%임(2020.10)
- 중국과학원은 미중 통상 분쟁 이후, 중국 정부는 IT 분야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관련 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AI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선점을 위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2019.7)
- 상하이시는 ‘상하이시 인공지능 혁신센터 건설에 관한 통지’를 통해, AI 반도체, 알고리즘,
오픈 소스 등 AI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표준체계 구축 등의 추진을 발표(2019.12)
- 중국 정부 연구기관 중 하나인 중국과학원은 인공지능 영역 R&D를 주도하는 조직자동화

중국

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2018.9)
- 중국과학원 산하 자동화연구소는 난징에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성과 도출을 위한 핵심
기지로서 ‘인공지능혁신연구원’을 설립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영역의 핵심 인재 육성
등 계획 발표(2018.9)
-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 발전 3개년 행동계획
(2018∼2020)’을 발표(2017.12)
- 중국 국무원은 2017년 7월 첫 국가 수준 AI발전계획으로 오는 2030년까지 단별로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화 육성을 추진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12월 14일 중국산업정보성 공업정보화부는 새로운 세대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3개년 추진계획(2018∼2020)을 발표(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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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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지능형 프로세서]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IoT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인지로봇 및 모바일 단말 분야 등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스파이킹 신경망기반 뉴로모픽 하드
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산학연이 협력 중이며,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oT기반 엣지
컴퓨팅 초저전력 인공지능 프로세서 개발 중. 인공지능 학습의 두뇌역할을 하는 NPU(Neural
Processing Unit)의 인터페이스 기술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
- SK Hynix
· 미국 스탠퍼드대학과 강유전체 물질을 활용한 ‘인공신경망 반도체 소자 공동 연구개발’
협약 체결(2016.10) 하였으며 다양한 신호를 저장할 수 있는 유기물질 강유전체를 사용해
뉴로모픽 반도체 개발 추진 중
- KIST/KAIST/서울대/포항공대/UNIST/국민대/어바인 캘리포니아대
· 7개 기관이 연구단을 구성하여 2021년까지 자가 학습이 가능한 뉴로모픽 반도체 ‘네오
(NeO)2C’ 개발을 목표로 연구 추진 중
- SKT/ETRI/고려대/인하대/넥스트칩
· 5개 기관이 연구단을 구성하여 2021년까지 스마트 모바일 및 IoT 디바이스를 위한
뉴럴셀(Spiking Neural Cell)기반 SNP SoC 원천기술 개발을 진행 중
¡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서비스 시장의 외형이 기존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기반에서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서비스로 이동함에 따라 디바이스 자체에서
저전력·고속 AI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고대역폭 정보처리가 가능한 저전력·고성능의 인공지능
프로세서 반도체와 저전력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및 메모리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진행 중.
향후 메모리에 직접 프로세서를 탑재하는 기술 개발이 될 것으로 전망
- 삼성전자
·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탑재한 ‘엑시노스(Exynos)’ 시리즈를 개발하는 등 독자적인 AI
반도체의 지속적인 개발을 진행 중이며, 모바일 AP ‘엑시노스990(Exynos 990)’은 2세대 자체
NPU코어 2개와 DSP를 탑재하여 10 TOPS(초당 1조회) 이상의 AI 연산성능을 확보
· 2018년 세계 최초로 LPDDR5 메모리 제품을 발표하였고, 2019년에는 데이터 전송속도가
표준 규격인 6.4Gbps를 상회하는 7.5G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가지는 LPDDR5 메모리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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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UX팩토리
· 회선 신경망(CNN)과 재귀 신경망(RNN)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인식 대상별로 에너지
효율과 정확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모바일용 AI 반도체 UNPU칩을 개발
- ETRI
· 1.2GHz@28nm, 40TFLOPS 급의 고성능·저전력의 시스톨릭 어레이 구조의 매니코어 아키텍처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복합 인공지능 프로세서 반도체 칩인 AB9과 0.45W급의 모바일
딥러닝 추론(inference)용 초저전력 인공지능 프로세서 반도체 칩 VIC2를 개발
·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성능향상을 위한 고대역폭의 데이터 전송 및 AI 인지프로세서
기술이 내장된 저전력 LPDDR5 규격의 컨트롤러 및 PHY 기술을 개발 중
- SK Hynix
· 2019년 8월 업계 최고속 ‘HBM2E’ D램 개발에 성공, HBM2E는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HBM D램의 차세대 제품으로, 이전 규격인 HBM2 대비 처리
속도를 50% 향상시킴
- 삼성전자/SK Hynix
· 온 디바이스 AI 서비스를 위해서 디바이스 자체에서 보다 빠른 광대역 정보처리를 위해
메모리 반도체의 적층 설계를 바탕으로 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High Bandwidth Memory)
기술개발 및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통합하는 방식인 인 메모리 프로세싱(In-Memory
Processing) 기술 개발 진행 중
¡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국내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기술은 AI 프로세서의 새로운 아키텍쳐 개발 및 자율 주행 시스템 응용에 대한
안정성 기준 확보를 중점으로 진행. 최근 산학연 대형 과제 개시 및 본격적인 투자 확대로
인해 IoT, 의료 및 자동차 분야 안정성 고도화 기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삼성전자
· 2019년 8개의 CPU 코어와 12개의 GPU 코어를 탑재한 Exynos Auto 8890 출시를 시작으로
차량용 프로세서 시장 진출 본격화(아우디 A4 모델 탑재). ISO 26262 FSM 인증, 자동차 품질
경영시스템 IATF 16949,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평가 규격인 AEC-Q100 획득 등을 통해
기능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차량용 반도체 개발 및 보급
- 넥스트칩
· 2019년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기반의 ADAS 엣지 프로세서 APACHE4를 출시하였으며,
자율주행전용 NPU와 CNN 기반 AI 를 탑재한 APACHE5를 2024년 양산 계획으로 보안성
및 안정성이 확보된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지속 투자 계획
· 2020년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기술개발사업 엣지 인공지능 프로세서 플랫폼 기술 과제에
총괄주관기업으로 선정
- KAIST
· 2020년 Fast Online Learning을 위한 65-nm CMOS 기반의 DF-LNPU 프로세서를 발표
· 이화여대, SK Hynix, 실리콘 웍스, ETRI 등과 함께 2025년까지 사업비 5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반도체시스템(AISS) 연구센터를 주관 운영하며 AI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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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소자]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뉴로모픽 반도체
소자 및 소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선진
기술 동향을 파악하며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 중. 현재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뉴로모픽 반도체는
기존의 실리콘 기반 CMOS 트랜지스터 기술만으로 구현되었으며. 이를 1세대 뉴로모픽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차세대 뉴로모픽 반도체는 2세대 방식으로서 생물학적 시냅스의 핵심적
특성을 높은 집적도를 위하여 하나의 소자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내 연구진도
이러한 전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기술개발이 이뤄질 전망
- SK Hynix
· 2016년 10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과 강유전체(Ferroelectrics) 물질을 활용한 ‘인공신경망
반도체 소자 공동 연구개발’ 협약 체결하고, 전하 유입 여부를 통해 0과 1을 구분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전압 크기로 다양한 신호를 저장할 수 있는 유기물질인 강유전체를 사용하여
뉴로모픽 반도체 개발을 추진 중
- KIST
·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 공동연구팀은 소용돌이 모양의 나노 스핀 구조체인 ‘스커미온
(Skyrmion)’을 이용하여 차세대 저전력 뉴로모픽 컴퓨팅 소자의 핵심 기술을 개발
- KIST/KAIST/서울대/포항공대/UNIST/국민대/어바인 캘리포니아대
· 2021년까지 자가 학습이 가능한 뉴로모픽 반도체 ‘네오(NeO)2C’ 개발을 목표로 7개 기관이
연구단을 구성하여 연구 중. ‘네오(NeO)2C’의 반도체 집적도는 55㎚, 소모전력은 56㎽
수준으로 코어당 뉴런 수는 1,024개로 ‘로이히’와 유사하지만 로이히는 128개 코어이며
네오(NeO)2C는 단일코어라는 차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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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지능형 프로세서]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IBM, Qualcomm, Intel을 중심으로 IoT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인지로봇 및 모바일 단말 분야 등에 핵심 부품인 뉴로모픽
칩 개발 중으로 향후 뉴로모픽 분야의 핵심 기술로 발전 전망
- 미국, IBM
·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주도하는 ‘인공두뇌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트루노스’(TrueNorth)‘라는 뉴로모픽 반도체 개발 완료
- 미국, Qualcomm
· 세계 최초로 뇌에서 영감을 얻어 신경세포처럼 스파이크 형태의 신호를 주고받고 시냅스
연결 강도를 조절해 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인 ‘제로스(Zeroth)’ 개발 완료
- 미국, Intel
· 사람이 입력 데이터와 함께 정답을 알려 주는 지도학습 대신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정보를
받아들여 스스로 학습하는 뉴로모픽 반도체 ‘로이히(Loihi)’를 개발 완료
¡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가 최근 주목을 받으면서
글로벌 기업과 연구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개발 중이나 인공지능 응용 알고리즘의 연산 특성 상 프로세서 반도체의 과도한 메모리
액세스로 인해 기존의 메모리 대역폭으로는 성능 향상에 제약이 있으며, 이러한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디바이스 자체에서
보다 빠른 광대역 정보처리를 위해 고대역폭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통합하는 방식인 인메모리
프로세싱(In-Memory Processing) 기술이 주목받는 중
- 미국, Google
· AI 연구책임자 제프 딘(Jeff Dean)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SSCC 2020’에서 AI를 활용한
AI 반도체 개발 진행 중
- 미국, Intel
· 2019년 Intel에 인수된 하바나랩스(Habana Labs) 엔비디아보다 3배 뛰어난 성능을 지닌
추론프로세싱 역할의 AI칩 ‘고야(Goya)’와 데이터센터 적용을 위한 서버용 AI 훈련용
반도체 ‘가우디(Gaudi)’를 개발
- 미국, Facebook
· 2019년 AI 반도체 개발 조직을 설립하고 AI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SoC, ASIC
개발에 착수
- 미국, Apple
· 차세대 아이폰에 자사의 AP와 함께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10나노급 8기가비트 LPDDR5
메모리를 집적하여 A11 바이오닉스 칩에 추가한 머신러닝 기능을 향상시킴
-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Neurocube라는 DRAM의 3D 구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접근 및 제어하는 구조를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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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Micron
· 인메모리프로세싱 기법으로 DRAM 공정을 이용해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하나의 칩에
집적하여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연구 진행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MIT
· SRAM 혹은 차세대 메모리를 프로세서와 하나의 단위로 구성해서 DRAM 공정 기반의
인메모리 프로세서 기술에서 발생하는 성능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진행
- 일본, Panasonic, Mythic/미국, UPMEM 등
· NVM 소자를 연산 소자로 활용하여 개발된 신경망 연산 프로세서를 발표하고, UPMEM에서는
DRAM 공정으로 개발된 인메모리 프로세싱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발표하였나, 아직 프로토타입
수준이고 상용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
¡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국제 표준에 기반 한 차세대
지능형 프로세서 제품 및 안정성 향상 칩 설계가 대형 반도체·IT 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개발되고 있음. 특히 자율 주행 자동차 응용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자동차 기업의 자체
프로세서 개발 및 최적화와 함께 광범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신, 소프트웨어 통합 솔루션
원천 기술 확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 Tesla
· 기존 제품 대비 80% 비용으로 21배의 성능을 갖는 자율주행차에 최적화된 자체 AI 칩 개발.
특히,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각 컴퓨터에 두 개의 AI 칩을 사용하고, 이러한
중첩(redundancy) 설계를 통해 개별 chip 독립 판단과 상호 동의에 의한 제어 동작 수행
- 미국, Qualcomm
· 가상현실 및 액션 카메라 기계 학습 엣지 컴퓨팅을 위한 Vision Intelligence 400 Platform을 출시.
10 나노 SoC 공정을 제작되었으며, 최첨단 ISP, DSP, CPU, GPU, 카메라 처리 소프트웨어 및
통신 기능을 포함하여 최적의 AI 성능 및 보안성, 안정성 설계 구현
- 영국, Arm
· Arm Cortex-A78AE 등 자체 CPU, GPU, ISP를 통한 자율 주행 기술 통합 솔루션 제공. ISO
26262 및 IEC 61508 표준에 부합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ADAS) 및 Safety
Integrity Level(SIL) and Automotive Safety Integrity Level(ASIL) 위험 분류 기준에 대한
향상된 안정성 설계 구현
[지능형 소자]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주로 미국의 Intel, Qualcomm, IBM을 중심으로
지능형 반도체 칩, 인공지능 뉴로모픽 칩, 인공 두뇌 반도체 칩을 개발하였으며 인공지능이
구현된 뉴로모픽 소자 기술을 선도하여 지능형 반도체 기술의 핵심 기술로서 개발 중. 현재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뉴로모픽 반도체는 기존의 실리콘 기반 CMOS 트랜지스터 기술만으로 구현
되었으며, 이를 1세대 뉴로모픽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차세대 뉴로모픽 반도체는 2세대
방식으로서 생물학적 시냅스의 핵심적 특성을 높은 집적도를 위하여 하나의 소자로 구현할
수 있도록 메모리와 가변 레지스터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멤리스터(Memristor)
소자를 활용하는 방식이 연구되고 있음. 현재까지 대부분 단위 기능 블록 수준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시스템 수준에서의 구현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방향으로 발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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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ntel
· 총 13만 개의 뉴런과 1억 3000만 개 시냅스로 구성된 0.47㎟ 크기의 코어 128개, 반도체
집적도는 14㎚(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수준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뉴로모픽 반도체이며, 인간의 뇌신경세포를 실리콘에 구현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뉴로모픽
칩인 로이히(Loihi)를 2017년에 개발
- 미국, IBM
· 1993년 최초의 뉴로모픽 아키텍처 ZIS36 발표
· 2014년 S램 기술을 활용하여 미국 DARPA의 SyNaps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트루노스
(TrueNorth) 뉴로모픽 칩 개발. 트루노스 칩은 약 54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내장한 4,096개의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회로 소자들이 인간 두뇌의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인간 두뇌 활동을 모방한 칩임
· 2016년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가 IBM의 뇌 기반 슈퍼컴퓨팅 플랫폼을 구매
- 일본, TOSHIBA
· 2016년 초저 전류 소비 뉴로모픽 반도체 회로를 사용하는 TDNN를 개발. TDNN은 딥러닝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존의 TOSHIBA 아날로그 기술도 활용 중
- 영국, University of Manchester
· 컴퓨터 엔지니어인 스티브 퍼버(Steve Furber)는 20년 전 SpiNNaker를 고안하여 10년 이상
설계를 지속하여 인간 지능을 강화하는 850억 개의 뉴런 장기의 전체 모델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며 개별 뇌 영역과 달리 일종의 사고 시스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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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지능형 반도체 관련 표준 중에서 현재 특허 이슈가 높은 4개의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함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 (분석 대상 및 범위) 본 분석에서는 keywert 특허분석 DB를 활용하여 한/미/일/유럽/WO
총 5개국에 공개/등록된 특허데이터를 대상으로 추출하되, 특허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하여 2001.01.01. 이후 출원된 735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9년 말부터 출원된 특허는 미공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지능형 반도체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을 비롯한 총 4개 기술에
포함된 표준화 항목별 핵심키워드를 담당 분과위원으로부터 제공 받아 키워드를 참고하여
특허 검색식을 작성 후 분석을 진행함
< 지능형 반도체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핵심 키워드
[영문] Spiking neural network,
Spiking deep neural network,
Neuromorphic, Neural encoding,
Neural interface, Neuromorphic
learning, Learning interface
[국문] 스파이킹 신경망,
스파이킹 신경모방, 뉴럴
인코딩, 뉴럴 인터페이스, 학습
인터페이스
[영문] Artificial Intelligence
processor, Processor memory
interface, High bandwidth
memory interface, CPU-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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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검색식
(“신경모방 스파이킹*” or “스파이킹 신경망*” or
“스파이킹 심층 신경망*” or “심층 스파이킹 신경망”
or “뉴럴 인코딩*” or “뉴럴 인터페이스*” or “학습
인터페이스*” or “뉴로모픽 러닝” or “뉴로모픽 학습*”
or “스파이크 뉴론*” or 뉴론* or “spiking neural network*”
or “spiking deep neural network*” or “spiking deep
neural*” or “neural encod*” or “neural interfac*” or
“learning interfac*” or “neuromorphic learning” or “spike
neuron*” or neuron* or “SNN”) and (인코딩* or 엔코딩*
or 코딩* or “공간 이미지 코딩*” or 인터페이스* or encod*
or cod* or interfac* or “spatial image cod*”)
((“인공 지능*” or 인공지능* or “기계 학습*” or
기계학습* or 머신러닝* or “머신 러닝*” or 신경망분석*
or “신경망 분석*” or “신경망 학습*” or “뉴럴
네트워크*” or 딥러닝* or “딥 러닝*” or “계층 학습*”

특허분석 항목

핵심 키워드

특허 검색식

interface, In-memory interface,
Processor function safety
[국문] 인공지능 프로세서,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고대역 메모리, 인-메모리
인터페이스, 프로세서 기능안전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영문] System Semiconductor,
System Integrated Circuits,
System IC, System on a Chip,
RAS, Reliability, Availability,
Serviceability, IC design
[국문] 시스템 반도체, 집적회로,
시스템 온 칩, 신뢰성, 이용성,
가용성, 사용성, 안정성, 설계

[영문] Artificial Intelligence,
Neuromorphic material, Deep
neural network, Software-based
CPU and GPU
[국문] 인공지능용 반도체,
신경모방 소자, 뉴로모픽 소자,
심층 연결망 포맷, 소프트웨어
기반 GPU-CPU

or 계층학습* or 강화학습* or “강화 학습*” or 자가학습*
or “자가 학습” or “artificial intelligence” or
“super-intelligence” or “machine learning” or
“machine-learning” or “neural network” or “deep
learning” or “deep-learning” or “hierarchical learning”
or “deep belief network” or “convolution learning” or
“supervised learning” or “unsupervised learning” or
“reinforcement learning” or “reinforced learning” or “self
learning” or “semi-supervised learning”) n/2 (프로세서*
or 처리장치* or CPU or process* or “central processing
unit*”)) and (“메모리 인터페이스*” or “CPU 메모리
인터페이스*” or “고대역 메모리 인터페이스*” or
“고대역 메모리*” or “광대역 메모리*” or “저전력
메모리 인터페이스*” or “인-메모리 프로세서*” or
“프로세서 기능안전*” or “프로세서 안전*” or “memory
interfac*” or “CPU memory interface*” or “high
bandwidth memory interfac*” or “in-memory interfac*”
or “low power interfac*” or “low power consum*” or
processor function safe*“)
((semiconductor or “semiconductor system*” or
“integrated circuit*” or “integrated-circuit*” or “system
on chip” or “system on a chip*” or “system-on-chip”
or “system-on-a-chip*” or 반도체* or 집적회로* or
“집적 회로*” or “시스템온칩”) N/4 (설계 or 디자인
or 회로설계 or “회로 설계” or design* or architect*))
and (reliab* or availab* or service* or stable or stability
or verif* or 사용* or 안정* or 신뢰* or 가용* or 검증*)
(“인공 지능*” or 인공지능* or “기계 학습*” or
기계학습* or 머신러닝* or “머신 러닝*” or
신경망분석* or “신경망 분석*” or “신경망 학습*” or
“뉴럴 네트워크*” or 딥러닝* or “딥 러닝*” or “계층
학습*” or 계층학습* or 강화학습* or “강화 학습*” or
자가학습* or “자가 학습” or “artificial intelligence” or
“super-intelligence” or “machine learning” or
“machine-learning” or “neural network” or “deep
learning” or “deep-learning” or “hierarchical learning”
or “deep belief network” or “convolution learning” or
“supervised learning” or “unsupervised learning” or
“reinforcement learning” or “reinforced learning” or
“self learning” or “semi-supervised learning”) and
(소자* or 재료* or 반도체* or “반도체 소자*” or
“반도체 재료*” or “뉴로모픽 소자*” or “뉴로모픽
재료*” or 컨턱터* or 컨덕션* or material* or device*
or “neuromorphic semiconductor*” or “neuromorphic
device*” or semicoductor* or “semiconductor device*”
or “semiconductor material*” or conduct* or
“software-based GPU and CPU” or “software-based
CPU and 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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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반도체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반도체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지능형 반도체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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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반도체 분야 전체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출원 활동이
시작되었고 2011년까지는 다소 미미하다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하다 2018년부터
급격히 상승함. 특히, 2018년을 포함하여 일부 미공개특허가 존재하는 2019년도에 출원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분석됨
- 지능형 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 활동이 시작된 2009년경을 시점으로 최근까지 출원 활동
경향은, 2000년대 초의 인터넷 발전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데이터양의 급격한 증가로 고도화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지원할 반도체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추정됨
- 공개되지 않아서 분석대상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2019년도에 출원 활동이 가장 활발하며,
이전 구간 대비 최근 분석구간까지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미루어 보아
미공개특허 분석구간의 특허 공개가 완료되는 시점에도 출원 활동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분석시점을 기준으로 30개월 이전 출원된 국제특허(WO)의 개별국 진입
(재출원) 활동이 발생한다면 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특허 발행국별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에 출원된 특허가 445건(61%)으로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국제특허 141건(19%), 한국 97건(13%), 유럽 34건(5%) 그리고 일본 18건(약 2%)
순임
- 특허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미국 발행국에서 특허출원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제특허(WO), 한국, 유럽 그리고 일본 순으로 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됨.
지능형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 활동에서 국제특허(WO)의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지능형 반도체의 사용 가능성이 출원인의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사용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발행국별 출원 활동을 보면, 한국에 출원된 특허는 2010년도부터 출원이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허공개가 완료되지 않은
분석구간에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이전 출원 활동을 감안하였을 때 공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에 출원된 특허는 2009년부터 출원 활동이 시작되어 2015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허공개가 완료되지 않은 일부
미공개특허가 존재하는 2019년도에 특허출원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후에도
출원 활동은 매우 활발할 것으로 추정됨
- 일본과 유럽에 출원된 특허는 2013년과 2012년에 각각 특허출원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2018년과 2017년에 다소 증가한 이후 증가한 출원 활동을 유지하는 정도로 나타나, 출원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됨
- 국제출원(WO)의 출원 활동을 보면, 2009년부터 출원 활동이 시작되어 2018년부터 출원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미공개특허가 포함된 2019년에 특허출원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조사됨.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출원 활동 추세를 고려하면
이후에도 출원 활동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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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반도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반도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2001

0

0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0

2002

0

0

2003

0

2004

특허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합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5

0

0

0

0

0

2006
2007
200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9

0

2

2

0

4

2010

0

0

1

2

3

2011

8

0

1

0

9

2012

19

0

0

4

23

2013

19

5

3

3

30

2014

26

2

4

4

36

2015

23

4

8

6

41

2016

17

19

15

8

59

2017

24

27

23

13

87

2018

36

61

21

65

183

2019

44

50

33

57

184

2020

12

20

20

19

71

2021

0

3

2

0

5

합계

228

193

133

181

735

분석
항목
출원연도

- 특허분석 항목의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분야는
2011년부터 출원 활동이 시작되어 최근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분야는 2013년부터 출원 활동이 시작되어 2018년 출원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며 일부 미공개특허가 포함된 2019년에도 유사한 출원 활동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분야는 2010년부터 출원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미미한 상태였고 비교적 최근인 2016년부터 본격적인 출원 활동이 시작되어
미공개특허가 포함된 구간인 2019년에 출원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분야는 2010년부터 출원이 시작되었으나 출원 활동은 미미하였고
최근 분석구간인 2018년에 출원 활동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공개특허 분석구간인
2019년에도 유사한 특허출원 활동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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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은 초기에 신경망의 유연성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술 분야에 특허를 출원하였고 최근에는 스파이킹 신경망 리소스 관리 그리고 스파이킹
신경망 네트워크를 이용한 신호 감시 분야 등에 출원을 집중하고 있음
-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은 초기에 가상 또는 공유 메모리와 인공지능
프로세서 간의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에 출원하였고, 최근에는 고대역(또는 광대역, High
Bandwidth)으로 인터페이싱하는 기술과 저지연(Low-latency) 관련 기술에 출원하고 있음
-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은 초기에는 설계 관련 룰체크와
결함 검증 관련 기술에 출원하였고, 최근에는 설계에 신경망 네트워크 기술, 머신러닝 기술
등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안정성 기반의 설계 고도화 기술에 출원이 증가하고 있음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은 초기 단층 구조의 소자 관련 기술에 출원하였고,
최근에는 다층 구조 및 고속 처리를 위한 소자 관련 기술에 출원을 집중하고 있음
¡ 지능형 반도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지능형 반도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 출원 현황 >
특허분석 항목

구간A
(2011년∼2013년)

구간B
(2014년∼2016년)

구간C
(2017년∼2019년)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46

66

104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5

25

138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4

27

77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7

18

135

- 특허 미공개기간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를 3년 단위의 3개 분석구간으로 설정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43%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은 58%로 다소 증가함
-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400%
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출원증가율은 약 452%로 전체 구간에서 출원증가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 분석구간인 구간A에서의 출원건수가 적어 나타난 현상이며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출원증가율은 구간B에서의 출원건수를 반영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575%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출원증가율은 약 185%로 최근 분석
구간에서 다소 출원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 분석구간인 구간A에서 출원
건수가 적어서 나타난 현상이며, 최근구간 비교에서의 출원증가율은 구간B의 출원건수를
고려하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됨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157%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 약 650%로 최근 구간에서 출원증가율이 급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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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반도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반도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합계

한국특허(KR)

11

24

10

52

97

미국특허(US)

132

118

98

97

445

일본특허(JP)

0

8

8

2

18

유럽특허(EP)

11

8

7

8

34

국제특허(WO)

74

35

10

22

141

합계

228

193

133

181

735

특허
분석
항목
특허
발행국

- 지능형 반도체 분야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출원을 집중한 분야와 국가는
지능형 반도체 모든 분야에 대하여 미국에 출원이 집중되어 있음
- 전체 발행국에 출원된 특허를 살펴보면,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그리고 인공지능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순으로 미국에 출원이 집중됨
-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출원(WO)의 출원 집중도를 보면,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에 출원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그리고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순으로 출원이 집중됨
- 한국에 출원된 특허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에 대하여 출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그리고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순으로
출원이 집중됨
- 일본에 출원된 특허는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과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에 동일한 출원 집중도를 보이고 다음으로 인공지능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순으로 출원함
- 유럽에 출원된 특허는 일본과는 다소 상이하게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에
출원이 가장 많고,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과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에 유사한 규모로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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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지능형 반도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한국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합계

삼성전자

1

19

7

5

32

서울대학교

1

0

0

11

12

한양대학교

0

0

0

8

8

한국과학기술원

0

0

0

7

7

포항공과대학교

0

0

0

5

5

SK하이닉스

0

1

1

3

5

기타

9

4

2

13

28

합계

11

24

10

52

97

특허분석
항목
출원인

- 한국에서의 지능형 반도체 분야에 대한 주요 TOP5 출원인은 삼성전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그리고

SK하이닉스이며,

주요

TOP5

출원인은

모두

한국국적이며 출원인 구성은 기업과 대학교인 것으로 조사됨
- 삼성전자는 지능형 반도체 분야에서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에 출원을
집중하며,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과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에도 출원 활동을 하고 있음
- 삼성전자를 제외한 국내 주요 TOP5 출원인인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등은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에 출원을 집중함
- 서울대학교는 최근 3차원 적층 구성과 재구성 가능한 뉴로모픽 소자 관련 기술에 출원을 집중하고,
한양대학교는 복수의 적층 구성을 갖는 뉴로모픽 소자 관련 기술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은
최근에 트랩층을 가지는 뉴로모픽 관련 기술에 출원함
- 한국에서 주요 TOP5 출원인 이외의 출원인에는 광운대학교, Qualcomm 그리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구.한국전자부품연구원) 등의 순으로 출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광운대학교는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에 출원 활동을 집중하고 있고, Qualcomm은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분야에 출원 활동을 집중하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구.한국전자부품연구원)도
Qualcomm과 동일한 분야인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분야에 출원를 집중하고
있음
- 광운대학교, Qualcomm 그리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구.한국전자부품연구원) 이외의 한국
출원인은 주로 국내 대학교가 중심을 이뤄 출원 활동을 하며, 다수의 출원인이 소수의 출원을
하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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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지능형 반도체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해외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출원인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지능형
인공지능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프로세서
메모리
반도체
인터페이스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
표준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합계

IBM

27

0

16

44

87

Qualcomm

54

0

0

0

54

Intel

19

29

3

1

52

삼성전자

3

24

6

13

46

Synopsis

0

4

16

0

20

Micron Technology

7

13

0

0

20

HRL Laboratories

15

0

0

3

18

TDK

0

0

0

13

13

Google

3

10

0

0

13

Brain Co.

11

0

0

0

11

기타

78

89

82

55

304

합계

217

169

123

129

638

- 해외 국가(미국, 일본, 유럽, 국제특허(WO))에서의 지능형 반도체 분야 주요 TOP10 출원인은
IBM, Qualcomm, Intel, 삼성전자, Synopsis, Micron Technology, HRL Laboratories, TDK,
Google 그리고 Brain Co. 순이며, 기업 중심으로 출원이 이뤄짐
- 국내 출원인으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주요 TOP10에 포함되었고, 한국에서와 동일 분야인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에 해외 출원을 집중하여 해외시장 선점을
추진함
- IBM은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순으로 출원을 집중함
- Qualcomm은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에 모든 출원을 집중하며, Intel은
삼성전자와 동일 분야인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에 출원을 집중하고
있어 삼성전자와 해당 분야 경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인 Synopsis는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에 출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나노 공정에서 결함 검증과 관련된 기술에 출원을
집중함
- Micron Technology는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과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순으로 출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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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는 최근 저지연(Low-latency) 인터페이스와 복수의 채널을 가지는 고대역(High
bandwidth)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에 출원함
- 일본 국적인 TDK는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분야에 출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주요 기술 분야는 복수의 페로마그네틱 레이어(feromagnetic layer) 관련 기술이고,
적극적인 해외출원을 통하여 해외시장 선점에 매우 적극적임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지능형 반도체 분야 4개 표준 기술에 관련된 한국의 특허경쟁력은 해외 주요
기업에 비해 국내 경쟁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외 경쟁력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특허분석 결과에 나타난 것과 같이 국내 주요 출원인의 관심은 주로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과 일부는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에 집중되어 있고,
두 분야 모두 강력한 해외 경쟁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지능형 반도체 최근 연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이에 기초한 특허권 확보 그리고 국제표준화의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국제표준 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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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3.7%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ISO

국제
(공식)

TC22 SC32

(Components and general aspects) 자동차의 전기전자(E/E) 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를 다루고 있으며, 와이어 하네스, 커넥터, 자동차용
전장부품, 내환경 및 기능안전성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
- (WG8-Functional Safety) ISO 21448 Road vehicle –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SOTIF), ISO 26262 기능안전과 달리 오작동, 고장,
결함이 아닌 의도된 설계 자체가 안전을 확보하기에 불충분·부적절한
경우에 대한 기능안전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 2019년 1월에 제정된
ISO/PAS 21448을 정식 ISO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2022년 3월 표준제정을
목표로 표준화 진행 중이며, 2020년 말 CD 발행. 자율 주행 차량을 위한
사이버 보안 강화 표준 발표(ISO/SAE FDIS 21434)

TC47

(Semiconductor devices) 뉴로모픽 소자의 패키징과 신뢰성을 다루고
있으며, 뉴로모픽 소자의 상용화를 위해 핵심적인 소자의 신뢰성 표준화를
진행 예정

TC113

(Nanotechnology for electrotechnical products and systems) 뉴로모픽
소자의 나노소재 및 나노기술 관련하여 표준화를 진행 예정
- (WG8-Graphene related materials/Carbon nanotube materials)
그래핀과 같은 최신 2차원 나노물질을 이용한 멤리스터 등 뉴로모픽
소자의 측정법 표준화 진행 예정

SC42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관련 표준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지능형
반도체 관련 WG신설을 목표로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 인터페이스 및 관련
표준화 진행 예정

JC14

(Quality and Reliability of Solid State Products) 반도체 측정 및 평가 정량
분석 방법 제시. 지능형 반도체 안정성에 대한 표준화 진행 예정
- (SC14.1-Reliability Test Methods for Packaged Devices) 기계적 충격,
전력, 및 온도 변화에 대한 제품 테스트 표준화 진행
- (SC14.3-Silicon Devices Reliability) 고체 소자 평가 표준 진행
- (SC14.4-Quality Processes and Methods) 반도체 품질 측정 및 개선
방법 표준 진행

JC42

(Solid State Memories) DDR, HBM, NAND 및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소자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In-Memory Processing 관련 표준화 진행 중
- (TG423B3-High Bandwidth Memory) NVIDIA, AMD, Micron, Intel,
Samsung, SK Hynix, Cadence가 참여하여 고대역폭 메모리 인터페이스
HBM3를 제정
- (TG42_7-Processing Memory) 2019년 12월 Western Digital과 UPMEM의
제안으로 New PG로 채택되었으며, ETRI, Synopsys, ARM, SK Hynix, WDC
등이 참여하여 PIM Interface 표준화 진행 중

IEC

JTC1

표준화 현황

국제
JEDEC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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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PG417

(지능형 반도체)
- 스파이킹 신경망 인터페이스에 관한 정보통신 단체표준을 제정
- 거대 인공신경망 구현을 위한 다중칩 기반의 인공지능 프로세서 구조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현 사례를 기술보고서로 제정

PG604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검증용 데이터 밸런스 기반의 AI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 방법 표준 제정

PG609

(CPS) CPS 사고 분석 모델 기반의 안전 신뢰성 확보 표준 제정

TTA

국내
인공지능반도체포럼

지능형 반도체 표준화를 위한 반도체공학회 반도체표준화 전문연구회에서
산·학·연 전문가를 구성하여 표준안 진행 중

대한전자공학회

(지능형 반도체 뉴로모픽소자)
- 국가기술표준원 COSD 기관으로서 표준위원회에서 IEC 국제 표준의 국내
부합화를 2016년부터 수행
- 지능형 반도체 뉴로모픽 소자 관련 IEC 국제 표준의 국내 표준 부합화
제정을 진행할 예정
- 지능형 반도체 뉴로모픽 소자 관련 국가 표준 기술력 향상 사업을 수주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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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지능형 프로세서]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2019년 지능형 반도체 적용을 위한 스파이킹 신경망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표준으로 제정을 하였으며 표준개발 진행 중이며, 신경망 인터페이스
표준의 필요에 따라 표준화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
- TTA 지능형 반도체 PG(PG417)
· 2019년 지능형 반도체 적용을 위한 스파이킹 신경망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표준을 제정
하였으며 향후 확장을 위한 논의 중이며, 스파이킹 신경망 하드웨어 인코딩 기술 표준을 향후
진행 예정
- 인공지능반도체포럼
· 뉴로모픽 표준화를 위한 인터페이스 및 코어 기술에 대한 논의 및 향후 방향을 위한 논의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417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1144, 지능형 반도체 적용을 위한 스파이킹 신경망 하드웨어 인터
페이스

2019

¡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2019년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기능안전성을 위한
안전성 플랜 및 거대 인공신경망 구축을 위해 다중 칩 구조로 구성된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위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제정하였으며, 향후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대용량
데이터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고대역폭의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 예정
- TTA 지능형 반도체PG(PG417)
·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안전성 플랜에 대한 기술보고서 제정
·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기능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술보고서 제정
· 거대 인공신경망 구현을 위해 다중 칩으로 구성이 가능한 인공지능 프로세서 구조에 대한
기술보고서 제정
· 거대 인공신경망 구현을 위해 다중 칩 구조로 구성된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터페이스 기술보고서 제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R-10.0111,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안전성 플랜

2019

TTAR-10.0112,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기능안전 인터페이스

2019

TTAR-10.0113, 다중 칩 구성이 가능한 인공지능 프로세서 구조

2019

TTAR-10.0114, 다중 칩 기반 인공지능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2019

TTA PG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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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국내 표준의 경우 현재까지는
소프트웨어 기반 데이터 및 구동 신뢰성 평가 표준이 주를 이루었으며, 하드웨어(칩) 구현 기술과
접목된 시스템 수준의 지능형 반도체 표준화 활동은 부족한 상황임. 기존의 차량용 및 전력
반도체 관련 기술 표준을 일부 반영하여 어플리케이션 통합형 AI 프로세서 안정성 표준 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 TTA 지능형 반도체 PG(PG417)
·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안전성 플랜 및 기능안전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각각 제정하여 기능안전 설계가 적용된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구조를 제시하고,
기능안전 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설정 정보 및 규격을 제시
- TTA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PG(PG604)
· 검증용 데이터세트의 밸런스 기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 방법 표준을 제정하여
평가용 데이터세트의 입력 데이터 조건에 따른 밸런스 수준을 측정하고, 밸런스가 충분히
확보된 데이터세트를 구축함으로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신뢰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 및
절차 정의
- TTA CPS PG(PG609)
· CPS 안전 신뢰성 확보 지침 표준을 제정하여 동작 환경에서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CPS 사고 분석 모델을 제시하고,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한
제거, 예방 등 대책 수립을 통한 안전 신뢰성 확보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R-10.0111,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안전성 플랜

2019

TTAR-10.0112,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기능안전 인터페이스

2019

TTA PG604

TTAK.KO-11.0280-Part1, 검증용 데이터세트의 밸런스 기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 방법 - 제1부: 방법론 및 체계

2020

TTA PG609

TTAK.KO-11.0268-part1,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의 안전 신뢰성 확보 지침
제1부: CPS 사고분석모델

2019

TTA PG417

[지능형 소자]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연구개발의 신규성으로 인해 관련 본격적인 국내외
표준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본 표준 개발과 관련하여 뉴로모픽 소자의 핵심 나노소재
및 소자 측정법의 국내 표준화 추진 예정
- 대한전자공학회 표준위원회
· 뉴로모픽 소자의 측정법 관련 국내 표준화를 위하여 2020년 나노물질의 접촉과 코팅
비저항 측정법 표준(KS C IEC TS 62607-4-3:2015)의 표준부합화 진행 중
· 부합화가 진행된 2건(KS C IEC TS 62607-4-1, KS C IEC TS 62607-4-5)의 국내표준은
향후 뉴로모픽 소자의 핵심 나노소자 및 소자의 기본 물성을 측정하는 표준으로 사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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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대한전자
공학회
표준위원회

표준(안)명

완료연도

KS C IEC TS 62607-4-3,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3부: 나노 활용
전기 에너지 저장 - 나노물질의 접촉 저항률과 도포 저항률 측정

진행중
(2022)

KS C IEC TS 62607-4-1,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1부: 나노화된
전기에너지 저장을 위한 양극 나노물질 - 전기화학적 측정, 2-전극 측정법

2019

KS C IEC TS 62607-4-5,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5부: 나노화된
전기에너지 저장을 위한 양극 나노물질 - 전기화학적 측정, 3-전극 측정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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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지능형 프로세서]
¡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하드웨어에 대한 표준 안에
대한 논의가 JTC1 SC42 산하 WG신설을 통해서 표준 안으로 진행 예정이며, 국내표준과
연동하여 스파이킹 신경망 기술평가를 통한 인터페이스 및 핵심 응용 아이템 발굴 및 관련
표준화 추진 예정
¡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JEDEC에서 2020년 말 HBM3 표준이 제정되고
PIM 인터페이스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ISO 26262의 자동차 안전성 표준에서도 반도체가
포함된 개정판이 2018년에 발행된 후 프로세서 메모리에 대한 표준화도 포함하는 것을 의제로
하는 회의를 제안 중. 향후 인공지능 반도체 기능안전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필요
- ISO TC22 SC32 WG8
· ISO 26262 Road vehicle – Functional safety(2nd edition): 2018년 12월 자동차의 전장시스템의
오작동, 고장 결함에 대한 기능안전성 보장을 위한 시스템 수준의 안전 메커니즘 설계와
HW/SW의 구현기술에 대한 기능안전 표준 제2판이 제정
· ISO/PAS 21448 Road vehicle –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SOTIF): 2019년 1월
ISO 26262에서 다루지 않는 자동차 전장시스템의 성능 한계, 예측 가능한 사용자의 오용
및 자동차 주변 영향 등에 따라 비고장에 대한 기능안전 표준이 제정
· ISO 21448 Road vehicle –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SOTIF): 2019년 3월부터
ISO/PAS 21448 SOTIF로 제정된 표준을 정식 ISO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2022년 3월 ISO 제정을 목표로 진행 중
- JEDEC JC42 TG423B3
· NVIDIA, AMD, Micron, Intel, Samsung, SK Hynix, Cadence가 참여하여 2020년 말
고대역폭 메모리 인터페이스(HBM3) 표준 제정
- JEDEC JC42 TG42_7
· 2019년 12월 Western Digital과 UPMEM의 제안으로 새로운 TG로 채택되었으며, ETRI,
Synopsys, ARM, SK Hynix, WDC 등이 참여하여 PIM 인터페이스 표준화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ISO 21448, Road vehicle -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ISO TC22
SC32 WG8

완료연도
진행중
(2023)

ISO/PAS 21448,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2019

ISO 26262, Road vehicles - Functional safety(2nd edition)

2018

JEDEC JC42
TG423B3

HBM3(High Bandwidth Memory)

2020

JEDEC JC42
TG42_7

PIM(Processor in Memory) Interface

진행중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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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최근 국제 표준화 동향은
ISO를 중심으로 차량 기능 안정성 및 사이버 보안 관련 표준이 자율주행차량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으며, JEDEC 반도체 소자 신뢰성 평가 및 사용 환경 테스트 표준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음. 향후 요소 기술이 연계된 시스템 레벨의 지능형 프로세서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 설계 표준화 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
- ISO TC22 SC32 WG8
· ISO/SAE FDIS 21434: 기존 차량 사이버 보안 관련 주요 표준인 SAE J3061- Cyber security
Guidebook for Cyber-Physical Vehicle Systems를 개선함과 동시에 최근 자율 주행 기술
상용화 이슈를 반영하여 FDIS 버전 표준 발행
· ISO/PAS 21448: ISO 26262에서 다루지 않는 자동차 전장시스템의 성능 한계, 예측 가능한
사용자의 오용 및 자동차 주변 영향 등에 따라 비고장에 대한 기능안전 표준이 제정
· ISO 26262: 자동차의 전장시스템의 오작동, 고장 결함에 대한 기능안전성 보장을 위한 시스템
수준의 안전 메커니즘 설계와 HW/SW의 구현기술에 대한 기능안전 표준 제2판이 제정
- JEDEC JC14 SC14.1
· JESD22-A105D: Dwell time, ramp rate, duty cycle 등 온도·전력 주기 파형에 대한 테스트
조건을 명시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구동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고신뢰성 지능형 반도체
시스템의 정량적 기준 제시
· JESD22-B110B.01: 독립 소자 및 인쇄 보드에 탑재된 sub-assembly 반도체의 기계적 충격
저항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 기기 및 데이터 추출·해석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반도체
신뢰성과 안정성 개선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 JEDEC JC14 SC14.3
· JEP143D: 측정 시간 단축을 위한 가속 인자와 전기적 스트레스 조건에 대한 기준 함수를
포함하여 최신 개별 표준을 인용 및 종합하는 고체 반도체 소자 신뢰성 평가 및 정량화
가이드라인 발표
- JEDEC JC14 SC14.4
· JESD671D: 전기, 기계/형태, 행정 3개 분야에 대한 반도체 품질 문제를 각각 항목별로
체계화하고 생산자, 소비자, 승인된 공급자의 주체별 수정 행동(corrective action) 및 문제
해결에 대한 표준 제시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SAE FDIS 21434, Road vehicles - Cyber security engineering

2021

ISO/PAS 21448,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2019

ISO 26262, Road vehicles - Functional safety

2018

JESD22-A105D, Power and Temperature Cycling

2021

JESD22-B110B.01, Mechanical Shock - Device and Subassembly

2019

JEDEC JC14
SC14.3

JEP143D, Solid-State Reliability Assessment and Qualification Methodologies

2019

JEDEC JC14
SC14.4

JESD671D, Device Quality Problem Analysis and Corrective Action Resolution
Methodology

2018

ISO TC22
SC32 WG8
JEDEC JC14
SC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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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소자]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IEC TC113에서 한국 주도로 뉴로모픽 소자 나노
소재 중 하나인 탄소 나노 구조체를 이용한 에너지 소자 국제 표준이 진행 중. 기술의
최첨단성과 신규성으로 인해 국제 표준화는 최근 1∼2년 동안 눈에 띄는 발전이 보이지
않으며, 전 세계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 표준화에 눈에 띄는 발전에는 3∼4년간의
기간이 더 필요
- IEC TC113
· 나노구조체 탄소의 하이브리드 슈퍼 커패시터 제작과 측정법을 규정한 국제 표준이 진행 중
· 전기화학적 뉴로모픽 소자가 학계에서 활발히 연구 중이며, 전기화학에너지 소자인 슈퍼
커패시터에 관한 본 국제표준은 향후 관련 국제 표준을 개발에 활용 예정
· IEC TC113의 표준개발과 병행하여 IEC TC47(반도체 신뢰성 및 패키징)을 통해 뉴로모픽
소자의 신뢰성 평가 표준을 개발을 준비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EC TC113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TS 62876-4-x, Nanomanufacturing - Reliability assessments - Part 4-x:
Quantum dot materials used in Q-LCFs

진행중
(2024)

IEC TS 62565-5-1 ED1,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 - Part
5-1: Nanoporous activated carbon for electrochemical capacitor - Blank
detail specification

진행중
(2022)

IEC TS 62565-5-2 ED1,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 - Part
5-2: Nano-enabled electrode of electrochemical capacitor - Blank detail
specification

진행중
(2022)

IEC 62565-3-1 ED1,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s - Part 3-1:
Graphene - Blank detail specification

진행중
(2022)

IEC TS 62565-3-2,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s - Part 3-2:
Graphene - Sectional blank detail specification for nano-ink

2021

IEC TS 62565-1 ED1,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s - Part 1:
Basic concept

2021

IEC TS 62565-3-3,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s - Part 3-3:
Graphene film - Sectional blank detail specification: Monolayer graphene

2019

IEC TS 62565-3-4,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s - Part 3-4:
Graphene film - Sectional blank detail specification: Bilayer graphene

2019

IEC TS 62565-3-5,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s - Part 3-5:
Graphene - Sectional blank detail specification for graphene powd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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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국내역량요인

국외환경요인

약 점 요 인 (W)

시
장

- DRAM 시장을 세계 최선두에서
- 지능형 반도체의 근간을 이루는
시
이끌고 있어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SoC 시장에의 영향력은 매우
장 약함
막대함

기
술

- DRAM 기술이 세계 최선두에
기 - SoC 및 지능형 반도체의 설계
있으며 이에 따른 지능형 반도체
술 및 소자 기술에서 취약
공정기술은 확보되어 있음

표 - 반도체 표준에서도 메모리 부분은 표 - 지능형 반도체 표준은 세계를
준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
준 선도하고 있지 못함

【SO전략】
【WO전략】
시 - IoT, 자율주행차, 지능형반도체
장 등의 시장이 확대일로에 있음 - (시장) 조기 상용화, 기술진화 전략 - (시장) 지능형 반도체의 설계기술을
기
- 지능형 반도체의 기반기술인
회 기 SW 및 시스템 기술의 플랫폼 요 술 화에 따른 기술개발 확대일로에
인
있음
(O)
표
준

- 반도체IP 표준, JEDEC표준의
기 제정된 표준을 기반으로
지능형 반도체 관련 국제표준화
시작

구체화를 통한 시장 중심 기술 확보 이루는 소자 간 인터페이스 중심의
및 표준화 주도
IPR 및 표준 개발
(기술) 미래시장가치가 높은 분야 - (기술) 전략분야(지능형 프로세서,
중심의 선제적 표준화 및 IPR 확보 신경망 분야, 뉴로모픽 소자)의
추진
새로운 지능형 반도체 기술에 대한
(표준) 전략분야(지능형 프로세서, IPR확보
신경망 분야, 뉴로모픽 소자)에 기술 - (표준) 전략분야(지능형 프로세서,
개발과 표준화 중점 추진
신경망 분야, 뉴로모픽 소자)의
새로운 지능형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표준 개발

【ST전략】

위
협
요
인
(T)

【WT전략】

- SoC 시장의 점유율이 외국에
시
편중되어 있는 현실이 더 심화 - (시장) 지능형 프로세서 및 뉴로모픽 - (시장) 취약기술 분야에서 국제
장
될 우려가 있음
분야 신규 표준화 이슈 발굴을 통한 표준 수용 기반의 선도적 상용화
선제적 표준화 시도
시도를 통한 신규 시장 창출 시도
- (기술) 국내 기업의 국제표준화 참여 - (기술) 국제 표준 선도국가 및
유도를 통한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술
기 - 지능형 반도체 원천기술인 설계 표준화 연대 추진
표준 취약점 극복 시도
- (표준) Intel, 인피니트 등 지능형 - (표준) Intel, 인피니트 등 지능형
술 기술은 국내 기술이 미흡
반도체 선도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반도체 선도업체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산·학·연 협력관계 구축
전략적 산·학·연 협조체계 구축 및
- 영향력 높은 국외 선도 표준
정부지원
(IEEE 등)의 사실표준화 기술
표 급증
준 - 지능형 반도체 관련 표준 개발
에서도 이미 뒤떨어진 출발이
되고 있음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지능형 반도체 원천기술(설계기술, 소자기술 등)의 국내 기술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부족하고, 종래
SoC 기술개발의 경험이 축적되었다고는 하나 국제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는 실정임
- 인공지능 국제표준화가 JTC1 SC29/SC42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지능형 반도체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국내 국제표준 전문가와 TTA 지능형 반도체 표준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지능형 반도체 표준화에
전략적 참여 및 소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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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행)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TTA 지능형
반도체 PG,
국내
인공지능반도체
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JTC1 SC42

국내
참여
ETRI, SK Hynix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IBM/Qualcomm/Intel, (스위스) Inilabs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IBM/Qualcomm/Intel, (스위스) Inilabs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위한 핵심을 기술을 확보하고 과제기획을 통해서 버전
첫 규격 완료. 특히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기술의 과제 기획을 통해서 과제승인을 통한
개발 및 표준화에 이어 인공지능 반도체를 이용한 자율주행, 에지컴퓨팅 기술에 대한 표준 개발이
필요하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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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스파이킹 신경망 기술평가를 통한 인터페이스 및 핵심 응용 아이템 발굴 및 표준화 추진
- 국내 인공지능반도체포럼과 TTA 지능형 반도체 PG(PG417)와 연계한 표준화 아이템
및 표준화 활동 예정
- 향후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 뉴로모픽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SG/WG 신설) 지능형 반도체 기반 스파이킹 신경망
표준을 위한 국내 인공지능반도체포럼 활동과 연계하여 JTC1 SC42의 WG 신설을 추진

<표준화 계획>
- 2019년 지능형 반도체 적용을 위한 스파이킹 신경망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표준이 TTA 지능형
반도체 PG(PG417)에서 TTAK.KO-10.1144으로 제정하였으며 향후 기 표준을 기반으로 한
국제표준 확장 및 추가 표준을 개발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기존 지능형 반도체 기반의 스파이킹 신경망 표준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인터페이스 및 적합한 응용분야의 확장을 위한 표준화 포럼 활동이 필요
- (표준화 포럼 활동) 반도체 표준화 포럼 활동을 위한 정부, 산업체, 연구소에서 필요한
고려사항 및 대응 방안을 정기적인 표준화 포럼 활동을 통한 스파이킹 신경망의 인터
페이스에 고려 사항을 도출 전략이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스파이킹 신경망
인터페이스 표준을 활용하여 뉴론 및 시냅스의 초저전력 코어 기술을 표준 특허 기술로
추진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IoT기반 엣지컴퓨팅 초저전력 인공지능 프로세서 기술개발 과제를 통한 스파이킹 신경망
뉴론 및 시냅스의 핵심 기술 개발 후 표준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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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TTA 지능형
반도체 PG,
국내
인공지능반도체
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ISO
TC22 SC32,
JTC1 SC42,
JEDEC JC42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KAIST,
삼성전자,
SK Hynix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Synopsys/Uniquify/Cadence/INNOSILICON/
MYTHIC/UPMEM, (일본) Panasonic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Synopsys/Uniquify/Cadence/INNOSILICON/
NVIDIA/AMD/Micron/Intel/WDC/UPMEM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위한 고대역 메모리 인터페이스 및 PIM 인터페이스 표준화가 본격 진행되어
HBM3의 경우 2020년 말 표준화가 완료되었으며, PIM의 경우 2020년 표준 개발이 본격화 되고 있음. 국내
팹리스의 인공지능 프로세서-메모리 인터페이스 기술은 선도기업과 다소 격차가 있으나, 삼성전자와 SK
Hynix가 선도하고 있는 메모리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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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EDEC JC42 고대역폭 메모리 인터페이스 TG(TG423B3), 인 메모리 프로세싱 TG(TG42_7)에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평가기준 표준 개발 예정
- JTC1 SC42 내 인공지능 반도체 WG 신설 및 JEDEC JC42와 인공지능 프로세서-메모리
인터페이스 핵심기술 연계 표준 개발 예정
- ISO 21448 SOTIF 표준 및 인공지능 프로세서-메모리 기능안전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SW/WG 신설) JTC1 SC42 산하에 인공지능 반도체
WG 신설 추진 및 인공지능 프로세서-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신규과제 제안 추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기 진행 중인 ISO 21448 SOTIF
표준화 활동 참여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의 기능안전 플랜 개발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JEDEC JC42 산하의 HBM3, PIM
TG 내의 산업체 중심의 적극적인 표준화 대응을 통해 기술개발 및 표준개발 병행 추진
<표준화 계획>
- 2019년 TTA 지능형 반도체 PG(PG417)에서 기술보고서로 제정된 ‘다중 칩 구성이 가능한
인공지능 프로세서 구조(TTAR-10.0113)’ 및 ‘다중 칩 기반 인공지능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TTAR-10.0114)’를 기반으로 ‘다중 칩 기반 인공지능 프로세서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예정
- JEDEC JC42의 HBM3, PIM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동향에 따라 인공지능 프로세서-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및 향후 국제 표준으로 확장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지능형 반도체 PG(PG417) 활동을 통해 JEDEC JC42 및
ISO 21448 SOTIF 연계한 국내 표준화 과제 추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인공지능 프로세서 및 고대역폭 메모리 인터페이스와 인메모리
특화 프로세서 기술 개발 과제와 표준화 과제를 연계 개발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위한
프로세서-메모리 인터페이스(PIM) 기술개발 내용을 바탕으로 JEDEC JC42의 PIM 인터페이스
표준 특허 개발을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JEDEC JC42의 PIM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참여와 병행하여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을 통한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위한 인메모리 프로세서 개발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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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전성 고도화 설계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지능형
반도체 PG,
인공지능반도체
포럼

국제

JTC1 SC42,
JEDEC JC14,
ISO TC22
SC32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SK Hynix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NVIDIA/Tesla/Apple/Qualcomm/Google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NVIDIA/Tesla/Apple/Qualcomm/Google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2 신규)
ISO 26262, ISO/SAE FDIS 21434 등 주로 차량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안정성 설계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국제 특허가 채택된 시점에서, 국내 반도체 설계 및 생산 기업의 첨단 AI 프로세서(NPU 등) 및
신호 처리 기술을 활용한 의료, IoT,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연동 안정화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이 지속될 것이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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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42에서 ISO/IEC CD 23894.2(AI 위험 관리), ISO/IEC AWI TR 5469(AI 기능 안전성) 등
AI 시스템 전반에 대한 포괄적 표준화 추진 및 기술 로드맵 제공
- JEDEC JC14에서 JC14.1-JC14.3 등 반도체 소자, 웨이퍼, 및 패키지 신뢰성 소분과 중심으로
지능형 하드웨어 안정성 평가 모델 및 측정 방법에 대한 표준화 추진
- ISO TC22 SC32에서 ISO/AWI TS 5083, ISO/DPAS 5112 등 자동차 기술에 특화된 지능형
시스템 안정성 설계, 입증, 평가, 및 사이버 안전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JTC1 SC42 및 ISO TC22 SC32 내
AI 자율 주행 시스템 안정성 설계에 대한 신규 표준 제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SG/WG 신설) JEDEC JC14 지능형 반도체 소자 및
프로세서 신뢰성 평가에 대한 신규 SG/WG 신설 제안
<표준화 계획>
- TTA 지능형 반도체 PG(PG417)에서 지능형 반도체 소자 및 프로세서의 신뢰성·안정성
향상 설계 표준 개발 및 국제 표준화 대응 및 평가 활동 수행
- 인공지능반도체포럼에서 전기·자율주행차량용 지능형 반도체 등 미래 산업 중점 기술 대한
안정성 고도화 비전 수립 및 국내 기술 개발 전략 수립
<대응방안>
-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TTA 지능형 반도체 PG(PG417), 학계, 및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능형 반도체 프로세서의 안정성 고도화에 대한 기술적 수요를 파악하고 안정성, 신뢰성
및 보안 설계를 관련 표준화 활동의 중점 요소로 선정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RFP 참여 및 과제, 학회 활동을
통해 연구 개발 활동과 연계된 지능형 반도체 안정성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현재 자율
주행 자동차에 치우친 특허 및 기술 방향성을 변경하여 AI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연계
기반의 지능형 반도체 안정성 및 데이터 보안성 고도화 범용 설계 표준 기술로 재설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초고속, 저전력, 차세대 지능형 프로세서의 성능 향상 기술과 함께 지능형 소자/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대한 평가 및 검증 기술이 포함된 설계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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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TTA 지능형
반도체 PG,
국내
대한전자공학회
표준위원회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Intel/Qualcomm/IBM

기술
수준

IEC
TC47/TC113,
JTC1 SC42

ETRI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Intel/Qualcomm/IBM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의 표준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과제기획을 통해서 규격화
완료되었으며, 뉴로모픽 소자의 표준화로 인한 국내 연구성과 비교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여 뉴로모픽
소자의 기술 과제 기획에 이어 과제승인을 통한 기술개발 및 응용한 분야 확대로 인공지능 반도체를
이용한 자율주행, 카메라의 초고해상도 이미지 생성 방법과 같은 기술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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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의 표준화를 위한 핵심을 기술을 확보하고 표준에서
필요한 요구사항 및 평가기준 설정 추진
-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를 응용 가능한 분야 확장 및 표준 개발 예정
- JTC1 SC42(지능형반도체 관련), IEC TC47(반도체 신뢰성 위원회 내 인공지능 기기 뉴로모픽
소자 관련), IEC TC113(뉴로모픽 나노소재 관련)에서 WG 신설 예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WG 신설) JTC1 SC42, IEC TC47/TC113에서
신규 WG 신설을 통해 뉴로모픽 소자 나노소재 및 측정법 관련 표준화 추진 필요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WG 신설) IEC TC47은 반도체 신뢰성 및 패키징
위원회이므로 뉴로모픽 소자(Neuropmorphic devices) WG8을 신설 추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WG 신설) IEC TC113에서는 나노전기전자
위원회로서 이미 진행 중인 나노탄소관련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회원국에 나노소재의
뉴로모픽 소자에의 응용성을 설명 후 WG12(Nanomaterials for neuromorphic devices)
신설 추진
<표준화 계획>
- 국내에서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표준화 진행된 것은 없으나, 뉴로모픽과 관련된
기술들의 표준개발을 진행하여 향후 발전될 기술들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활동) 국제표준화 추진과 동시에 대한전자공학회 표준위원회를 통해 뉴로모픽
소자 관련 국내 표준화 신설 및 국제표준의 국내제정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관련 국내외표준이
없으므로 국제 유수 저널에 게재된 논문결과들을 중심으로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표준
특허를 개발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내외표준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므로 인공지능 탑재 뉴로모픽 소자 개발 국책과제를
중심으로 기술을 선점 개발하면서 핵심 기술의 국제 및 국내 표준 개발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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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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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AI

Artificial Intelligence

ASIC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PS

Cyber-Physical Systems

CPU

Central Processing Unit

DDR

Double Data Rate (DRAM)

LPDDR

Low Power DDR

DNN

Deep Neural Network

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EC

European Commission

EU

European Union

FDIS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FinFET

Fin Field-Effect Transistor

GPGPU

General-Purpose Graphics Processing Units

GPU

Graphics Processor Unit

HBM

High Bandwidth Memory

HBP

Human Brain Project

HPC

High Performance Computing

HW

Hard Ware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oT

Internet of Things

IPU

Intelligence Processing Unit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T

Information Technology

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Telecommunication

JC

Joint Committee

JEDEC

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

JTC1

Joint Technology Committee 1

JUMP

Joint University Microelectronics Programme

MTO

Microsystems Technology Office

NPU

Network Processing Unit

NVM

Non-volatile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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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PC

Personal Computer

PG

Project Group

PHY

Physical Layer

PIM

Processing in Memory; Processor in Memory

R&D

Research and Development

RISC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C

Sub Committee

SG

Study Group

SNP

Spiking Neuron Processor

SoC

System on Chip

SW

Soft Ware

TC

Technical Committee

TG

Task Group

TPU

Tensor-Processing Unit

TSV

Through Silicon Via

UNPU

Unified Neural Network Processing Unit

VIC2

Visual Intelligence Chip 2

WG

Work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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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스마트시티 기술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정의(스마트도시법, 2020.06.09. 개정)
¡ 스마트도시법에서 스마트도시를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
¡ ITU와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지속가능 스마트시티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요구를 보장하면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 도시 운영 및 서비스
효율성,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과 기타 수단을 사용하는 혁신적 도시’로 정의
¡ ISO는 스마트시티를 ‘도시와 관련된 사람들(거주자, 기업, 방문객)에게 서비스와 삶의 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탄력성의 향상 속도를 극적으로 향상하고, 도시가
시민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협력적 리더십 수단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도시 운영
구성요소들과 도시 시스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데이터와 통합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도시’로 설명

< 스마트시티 기술 개요도 >
SOC 디지털화 Part.1 _ 스마트시티 5

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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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스마트시티는 도시 기능을 효율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을 ICT로 관리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 선점이 이루어짐에 따라 u-City
구축 등 다른 국가보다 앞서 개발된 우리나라의 기술 및 표준 우위를 확보하고, 표준 확산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경쟁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과 연계한 기술표준 개발 및 스마트시티 관련 표준화 그룹 활동 참여
및 인지도 확보를 통한 국제표준화 기반 마련
· ITU-T SG20 등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표준화 기구에 참여하는 국내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 2024년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 관련 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 및 국제표준화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

∼ 2026년

- 디지털 트윈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국제표준화 추진 및 도시 문제 해결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표준 기반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표준화 기구의 활동 참여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인지도 확보
등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대규모 비용 소요 등으로 민간의 선제적 투자가 어려운 스마트시티 핵심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구축 지원을 통한 기업 투자환경 조성 및 이를 민간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민간 투자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다양한 서비스 창출 환경을 조성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기존도시 및 노후도심을 대상으로 주민체감이 높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및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통해 재난 대응 및 시설물 관리 등이 가능한 국민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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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시 플랫폼은 인프라, 인프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데이터 허브),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안기술로 구성.
본 표준화전략맵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인프라 기술, 플랫폼 기술, 서비스 기술 및 보안기술로
중분류를 정의
< 스마트시티 Ver.2022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시스템
표준

표준화 내용

Target
SDOs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IoT 기술을 사용하여 도시 인프라의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된 센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ITU-T SG20
시스템의 요구사항 및 참조구조를 정의

②

O

5G 기반
스마트시티
5G 기술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유즈케이스 도출
3GPP
서비스
및 요구사항 정의
RAN/SA/CT
요구사항 표준

②

O

스마트 가전
JTC1 SC25
에너지 관리 스마트시티의 전력수요 관리를 위한 스마트 가전
WG1,
시스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및
IEEE
인프라
상호운용성
참조모델 정의
PLCSC
기술 참조모델 표준

③

O

전기버스 배차
ISO TC204
및 전력관리 스마트시티 내 전기버스의 효율적 전력수요 관리를
WG8, WG19/
시스템
위한 전기버스 배차 및 전력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TC268 SC1
요구사항 표준

②

X

인프라 데이터
스마트시티 인프라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 및
요구사항 및
ITU-T SG20
참조모델을 정의
참조모델 표준

②

X

물리적 자산
관리 요구사항 도시의 물리적인 자산 관리를 위한 인프라의 요구사항
ITU-T SG20
및 기능 구조 및 기능 구조를 정의
표준

③

X

②

O

⑤

O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
플랫폼
기술

스마트시티의 실시간 이벤트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
ITU-T SG20
플랫폼 요구사항 정의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이 외부 시스템 및 서비스/응용과
데이터 플랫폼
연동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및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및
바인딩 정의
프로토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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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I ISG
CIM,
oneM2M
WG2(SDS)

표준화 항목

Target
SDOs

표준화 내용

oneM2M
WG1(RDM),
기존 데이터 모델 연계 및 웹 기반 데이터 모델을
TM Forum,
고려한 스마트시티의 도메인별 센서 및 서비스 관련
ITU-T
데이터 모델 정의
SG20,
ISO TC268

④

O

oneM2M
WG3(TDE),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ITU-T
데이터 플랫폼 모델의 표준 적합성과 상호운용성 검증을 위한
SG20,
시험 표준
시험규격 정의
ETSI ISG
CIM

⑤

O

스마트시티
다양한 스마트시티 도메인별로 확장해서 사용 가능한
oneM2M
온톨로지 표준 스마트시티 공통 온톨로지 정의
WG1(RDM)

④

X

ITU-T
SG20,
ETSI ISG
CIM,
oneM2M
WG2(SDS)

③

X

공개 대상 데이터 식별, 가공, 공개 및 유지관리로
ITU-T
스마트시티
구성되는 스마트시티 공공 데이터 관리의 각 단계에서
SG20,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ISO TC268
품질관리 표준
정의

⑥

X

3차원
도시공간객체
모델 및 공유
인터페이스
표준

다양한 유형의 3차원 도시공간객체들에 대한 데이터
OGC,
모델, 인코딩 스키마와 이들을 활용 및 공유하고자
ISO TC211
하는 인터페이스를 정의

④

O

휴대폰의 GPS 정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방문자
감염병 확진자
등록 기록 등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의 정보통신
동선 추적
JTC1 WG11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기술표준
확진자의 동선 추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의

⑥

O

탄소중립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비 자원
효율 측정 및
평가 표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운영
ITU-T SG5,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운영지침 및 세부 설비의 에너지효율
JTC1 SC39
측정지표 정의

③

O

주택 전력
에너지
사용량(AMI)
빅데이터 및
정보 모델
표준

전력 AMI 데이터 수집시스템 및 체계, 사업자별 MDMS
데이터 모델, CIM 표준 분석 등을 통한 정보(프로토콜,
Open API 등) 및 데이터 모델

ITU-T
SG20,
IEC
TC13/TC57

③

O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표준

스마트시티
이종 시스템과 연동하여 도시 데이터를 수집, 가공,
데이터 플랫폼 분석 및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의 구조 및 기능
아키텍처 표준 정의

서비스
기술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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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Target
SDOs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시스템
상호운용
프레임워크

스마트시티를 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및 디지털 인프라 관점의 ITU-T SG20
상호운용성 지원 프레임워크를 정의

③

X

도시모델
패키징 명세
표준

다양한 유형의 도시공간객체들을 인덱싱 가능한
OGC,
시계열 형태로 패키징하고 교환 및 공유할 수
ISO TC211
있도록 하는 명세를 정의

⑤

X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에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에 사용하는 공간정보의 종류와
OGC,
공간정보 분야 특성을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기 위한
ISO TC211
활용가이드
지침 표준
표준

⑥

X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를 위한 서비스 및 응용, 플랫폼, 기반 시설,
공통 요구사항 보안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및 기능을 ITU-T SG20
표준
정의

②

X

스마트시티의 거버넌스, 데이터 관리, 위험 관리,
JTC1 SC27
엔지니어링 및 시민 참여 절차에서 필요한 프라이버시
WG5
가이드라인을 정의

①

O

주거지역의 안전, 편리 생활을 위한 스마트 플랫폼
기술
스마트
ITU-T SG17
- 스마트 주거사회의 위협과 위기
주거사회
정보보호 표준 - 스마트 주거사회의 정보보호 요구사항
- 스마트 주거사회의 정보보호 플랫폼 기술

③

X

스마트시티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표준
보안

표준화 내용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표준화전략맵 스마트시티 분과에서는 ITU-T, JTC1 등 공식
표준화기구와 oneM2M, IEEE 및 OGC 등 사실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 산업적 파급효과 및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있는 항목 위주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
-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 도시 인프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주요 인프라에 다양한 센서를 부착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센서의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필요. 또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에서 진행 중인 국내 기술개발 결과를 ITU-T SG20
에서 진행 중인 관련 표준에 반영이 필요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5G 기술 기반의 새로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별 네트워크 성능 요구사항, KPI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
페이스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요구사항 도출이 필요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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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가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상호운용성 참조모델 표준) 스마트시티의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 스마트가전에 적용되는 다양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표준 개발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응용 서비스 상용화에 중요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 ITU-T에서 선개발된 스마트시티 플랫폼 표준은 가장 상위
레벨의 플랫폼 프레임워크와 요구사항만 정의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구축사례를 바탕
으로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의 기능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여 국제표준화 추진
-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이
다양한 응용 서비스 및 이종 시스템과 상호 연동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
적용을 통해 솔루션 파편화를 방지하고 표준 기반 솔루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표준) 다양한 응용에서 도시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맨틱 수준의 호환성 보장이 필요하며, 표준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불필요한 데이터
변환처리 없이 데이터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이나 서비스에서 활용하여 다양한
도메인 간의 융합 서비스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시티 도메인별 데이터
모델 구축 및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시험 표준)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의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의
적합성 및 표준 데이터 모델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기 개발을 위한 시험 표준 필요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3차원 도시공간객체 모델 및 공유 인터페이스 표준) 3차원 도시공간객체를 실내를 포함하여
모델링하고, 인코딩 및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은 스마트시티 및 관련 응용서비스의
구축에 있어서 공통적이고도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에 대한 관련 표준의 제·개정 논의가 지속적
으로 진행되고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 표준)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K-방역모델이라고
부르는 한국의 3T(Test, Trace, Treat) 방역모델 중 감염병 확진자의 동선 추적을 이용한 접촉자
분리와 검사를 통해 N차 감염을 방지하는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극복에 기여를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탄소중립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비 자원 효율 측정 및 평가 표준) 스마트시티 내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AI 및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에 따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규모 및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효율 향상을 위한 표준 개발로
데이터센터 산업의 탄소중립 실현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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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전력 에너지 사용량(AMI) 빅데이터 및 정보 모델 표준) 한전, 민간 등으로 상이한
데이터 수집체계를 고려, 상호운용성 확보 및 전력 에너지 사용량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전력 수요관리 효과 제고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스마트시티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표준) 스마트시티에서 프라이버시는 다양한 민간과
공공의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표준들(프라이버시 표준, 스마트시티 표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표준, 사물인터넷 표준, 빅데이터 표준 등)을 고려해 정의되어야 하며,
특히 스마트시티 환경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을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분야로 이관하고,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에서 진행 중인 사항을
반영하여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과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시험 표준을 추가
- Ver.2021(2020년)에서는 스마트시티 성능평가 지표 표준 증 개발이 완료된 항목을 제외하고, 에너지,
교통 등 스마트시티 내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프라 기술 및 서비스 기술과 관련된 표준을 추가
- Ver.2022(2021년)에서는 스마트시티 승강기 원격 관리 표준 등 개발이 완료된 항목을 제외하고,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및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을 추가함.
또한, K-방역 관련 표준 및 탄소중립 관련 표준,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및
스마트시티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표준을 추가
<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 Ver.2022 신규항목
구분

Ver.2020

Ver.2021

Ver.2022

-

-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

-

-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인프라 기술

스마트가전 에너지 관리
스마트가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상호운용성 참조모델 시스템 상호운용성 참조모델
표준
표준
인프라 데이터 요구사항 및
참조모델 표준

-

-

전기버스 배차 및 전력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표준

-

스마트시티 ICT 참조구조
표준

-

-

스마트시티 성능평가 지표
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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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플랫폼 기술

서비스 기술

보안

Ver.2020

Ver.2021

Ver.2022

-

-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표준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표준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표준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시험 표준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시험 표준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시험 표준

스마트시티 온톨로지 표준

스마트시티 온톨로지 표준

-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 표준

스마트시티 디지털 플랫폼
참조구조 표준

-

-

3차원 공간객체 모델 및
공유 인터페이스 표준

3차원 도시공간객체 모델 및
공유 인터페이스 표준

-

-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 표준*

-

-

탄소중립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비 자원 효율
측정 및 평가 표준*

-

-

주택 전력 에너지
사용량(AMI) 빅데이터 및
정보 모델 표준*

도시행정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표준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시스템 참조구조 표준

-

-

스마트시티 대중교통 수단
접근성 표준

-

-

스마트시티 승강기 원격
관리 표준

-

-

-

스마트시티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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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의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5G+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5G+ 산업생태계 정책협의체’를 발족(2021.3)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에 활용하기 위한 2021년～2025년 공간정보표준로드맵을 작성,
작동하는 표준, 연결하는 표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디지털 트윈 국토를 위한 데이터 모델,
제품사양,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적극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202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전략의 추진동력을 정비하고 주요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5G+
산업생태계 정책협의체 7개 분야 회의를 논의. 스마트시티 분야를 포함하여 5G+ 융합 서비스
관련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2021.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년 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2021년에는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발표(2021)
-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교통·방범 등 CCTV 연계 통합플랫폼 구축,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및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 통합플랫폼 기반 데이터허브 확대 구축 및 AI·IoT
연계·활용방안 연구 등을 추진 예정(2020.7)
-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국제표준화 기반조성사업 추진(2020～2024)
· 스마트시티 표준화 전략 프레임워크 개발 및 표준 거버넌스 구축, 스마트시티 도메일별 표준지침
및 서비스 시험 표준 개발, 스마트시티 표준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및 국제표준화 활동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년 3개년 추진 계획에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언급(2020)
- 국토교통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0.5)
- 국토교통부, 기존도시를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새롭게 출범(2020.1)
-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2019～2023)
· 부산시범도시는 디지털도시 플랫폼, 증강도시 플랫폼, 로봇도시 플랫폼을 중심으로 10대
혁신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 중
· 세종 시범도시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과 일자리,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문화 및 쇼핑,
생활과 안전 구현에 최적화된 도시공간 계획하고 개발을 추진 중
- 국토교통부·과기정보통신부에서 국가차원의 전략사업으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18∼’22)’ 국가R&D사업 시행(2018.6∼]
·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 연구 추진을 위해 2개소의 실증도시(대구, 시흥)를 선정(2018.7)
· 스마트시티 기술표준 개발 중(2018.6∼)
-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시스템) 표준 인증 시행(2018.5)
- 대통력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2018.1)
-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2018～ )
· ‘스마트챌린지’는 2016년 미국에서 진행한 ‘챌린지 사업’에 착안해 도입한 경쟁방식의
공모사업으로,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2021년에는 ‘시티 챌린지’, ‘타운 챌린지’,
‘캠퍼스챌린지’,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추진 중이며, 28개 도시에서 125개
서비스를 실험 중
-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시티법’ 시행(2017.9.22.)
- 부산시는 2030년까지 ‘산업공간 중심 스마트시티’ 등 추진(2017.8)
- 2017년 스마트시티가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스마트시티와의 연계를 위해 국토교통부
R&D과제 ‘U-City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반기술 개발’을 ‘지능형 도시정보관리시스템 개발’으로
과제명 변경(2017.4)
-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만 적용되던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 관리 등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017.3)
- 서울시는 ‘디지털 서울 2020’ 계획 수립(2016.2)
-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개발(2013∼) 및 지자체 보급(2015∼)(2015)
- 국토교통부 2단계 R&D과제 ‘U-City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반기술 개발(2013～2019)’을 통해
기술개발 추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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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미국

- 바이든 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교통과 통신인프라 보강 및 탄소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분야 RD&D 펀딩을 향후 4년간 2조 달러 수준으로 증가, AI기술을 국가수준에서 접목하기
위하여 시범구축, 실험, 운영, 최적화, 완전 변환을 단계 전략을 마련함(2021)
- 향후 50년간의 도시 인프라의 개선계획을 발표하여 기존 20대 도시의 시설물 개선과 신도시
개발을 동시에 추진(2021)
- 라스베이거스의 가속화 스마트 프로젝트에 Bob Baskin Park와 Rotary Park, Stupak Park로 추가
확장한 뒤 2020년 연말에 6개 공원을 추가할 계획(2020.5)
- 트럼프 정부는 기존 오바마정부의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강화하여, 2019 국정연설을 통해
5G, AI, 첨단제조, 양자정보과학 등 4개 우선순위 분야의 집중 투자를 발표(2019)
- 스마트시티 챌린지로 최종 선정된 콜럼버스시는 교통부, Vulcan Inc. 및 민간분야가 공동으로
총 1.4억 달러를 투자하여 커넥티드 교통네트워크 구축 및 공유 데이터 통합활용, 대중교통
이용자 서비스 개선,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2016)
- 미국교통부(DOT)에서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Smart City Challenge’를 추진, 각 주정부와 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였고 1차 선정된 7개 도시에게 10만 달러, 최종우승도시(Columbus시)에
4,000만 달러 지원(2015.12)
-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시티 팀 챌린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 문제
솔루션을 제시하고 참여한 도시들로부터 실증한 후 전 세계의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도시들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 15% 단축, 대기오염 20% 감축 등의 성과
측정 방식을 목표로 설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사업화 수행(2015)
-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9월 ‘Smart Cities Initiative’를 선언한 이후, 미국 전역에 걸쳐
스마트시티에 대한 R&D프로젝트에 대한 관심 급증(1.6억 달러 R&D 투자 추진)
- 미국 에너지부는 총 45억 달러(4조 9천억원) 규모의 스마트 미터, 전력 데이터 송신 등 스마트
그리드 사업 추진(2012)
-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환경·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추진

유럽

- 스페인 스마트국토 국가계획(2018～2020)은 에너지관광디지털부(MINETAD)에 의해 2017년
수립되었으며, 기존의 스마트도시 국가계획에 비해 지역적 범위와 대상, 의사결정체계가
확장했으며, 1억 7,000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
- 스마트도시 국가계획(2015～2017)은 에너지관광디지털부(MINETAD)에 의해 2015년 수립
- 스페인은 2015년부터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도시 플랫폼 개발착수(바르셀로나 시티 os 2015)
· 바르셀로나시티 OS 플랫폼 개발 및 산탄데르에 리빙랩 조성
-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통해 CO2 배출량 감소를 추진, 2013년 3.6억
유로(4,500억 원)를 투자
- EU는 유럽의 스마트시티 도입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2012년 8,100만 유로(1,000억원), 2013년
3억 6,500만 유로(4,500억 원) 규모의 적극적인 R&D투자 및 사업화정책을 실행 중
- 영국은 스마트시티 세계시장 10% 점유를 목표로 ‘Open Data, Future Cities Demonstrator’ 정책
추진(2012년～), 기술표준에 집중 투자
· 밀턴킨즈와 캠브리지는 도시 인프라에서 수집되는 각종 정보로 시민 수요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2011년 스마트시티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효율적 도시모델’로 규정하고 EIP-SCC(스마트시티
및 커뮤니티 혁신 파트너십, The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Smart Cities and
Communities)를 출범시킨 이후, 유럽 내 스마트시티 구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온실가스
감소, 에너지, 환경 문제해결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국가별로 추진 중(2011)

일본

- 도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슈퍼시티법’ 제정(’20.5)에 따라, 슈퍼시티로 선정된 도시는 자율주행차 개발과 이용 등 의료,
교육, 에너지, 범죄예방, 교통 등에 AI와 빅데이터를 투입할 수 있게 되며 슈퍼시티 당국은 지역의
서비스와 기술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스마트시티 건축가'를 임명 가능(2020.5)
- ‘데이터 활용 형 스마트시티 추진 사업’으로 삿포로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요코하마시 민관
응급 데이터 활용 시나리오 사업, 가코가와시 데이터를 활용 한 안전 스마트마을 만들기 사업,
다카마스시 데이터 활용형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아이즈와카마스시 시민중심형 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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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사업, 사이타와시 우라와미소지구 데이터 활용형 ‘스마트시티 사이타마모델' 구축 사업 등 총
6개의 사업이 선정(2018)
일본은 신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에너지 관리에 중점을 둔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약 680억엔 투자),
자국 내 스마트시티 건설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기술 수출을 진행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4개 스마트시티 시범지역에 집중 투자
중(요코하마, 교토, 토요다, 키타큐슈 등)
총무성은 재해 방지 도시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ICT 스마트 타운’ 정책 도입(2012)
경제산업성 주도로 효율적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마트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2011)

영국

- 스마트 런던 플랜의 뒤를 이은 ‘스마터 런던 투게더(Smarter London Together)’ 계획을 발표하여
도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세계적인 스마트도시 구축을 계획(2018)
- ‘스마트 런던 플랜(Smart London Plan)’의 수립 시작으로 런던 스마트도시화를 계획(2013)
- 미래도시 프로젝트에 글래스고, 브리스톨, 런던, 피터버러가 선정되어, 각각 2,400만, 300만,
300만, 300만 파운드를 지원받음
- 우수 지방정부에 최고 4,500만 파운드를 지원하는 ‘미래도시(Future of Cities) 프로젝트’ 착수(2013)

중국

- 중국은 IT 관련 산·학·연을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국가사업으로 시행 중
-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2012년 12월 5일 ‘국가 스마트시티 시행지역 공지’(12.5규획)를 통해
2015년까지 5천억 위안 규모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신규계획(13.5규획, 2016～2020)을
통해 수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본 사업을 시행 예정
- 중국은 2015년 신형도시화계획에 따라 500개 스마트시티 사업계획발표, 스마트시티 R&D
투자에만 500억 위안(10조원) 투자 계획(～2020년)

인도

- 인도 45개의 스마트시티의 첨단 지휘통제센터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의 확산을 막기 위한
중추신경 ‘긴급대응실’ 기능 담당(2020.4)
- 노이다국제공항이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5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중 하나로 노이다 공항 인근의
부지를 선정(2020.3)
- 2022년까지 인도 전역에 걸쳐 100개의 스마트시티 건설계획 발표(2014)

싱가포르

- 조직의 재개편을 통해 ‘스마트 네이션 이니셔티브’를 본격적으로 추진(2017.5)
- ‘스마트 네이션 이니셔티브’ 출범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세계 최초의 스마트 국가 건설과 국제
경쟁력 선점을 위한 네트워크화된 정보화 능력 확충 의지 밝힘(2014.11)
- 싱가포르는 ‘Smart Nation’의 일환으로 R&D 다수 투자, 센서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 분석 공유
플랫폼(스마트네이션 플랫폼) 개발 진행(2014)

베트남

- 베트남 정보통신부(MIC)는 스마트시티 건설에 필요한 참조 프레임워크(Reference Framework)를
발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2019.6)
- 다낭, 하노이, 호찌민, 껀터가 스마트시티 핵심도시로 지정되어 2025년까지 6개 분야, 53개, 약
3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세부과제 추진 예정(2019)

- 총사업비 40조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건설 프로젝트(2021～2024)(2019.11)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스마트시티(JSC) 프로젝트 도입하여 앱을 통한 도시관리와 대중교통 통합 결제 시스템
구축 시작(2014.12)

기타

- 미얀마 건설부는 네피도, 양곤, 만달레이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착수(2019.12)
- 아세안은 싱가포르에서 역내 26개 도시의 스마트화를 목표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출범(2019.11)
- 호주 정부는 80여 개의 스마트시티 시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총 5,000만 호주 달러를 투입(2017)
· 총 32개 프로젝트에 2,100만 호주 달러 지원하여 2단계까지 마무리(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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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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8%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인프라 기술]
¡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 상수, 하수, 가스 등의 배관망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영 중이며, 대형 시설이나 지하 시설물 등 도시 기반 시설물에
센서를 설치하여 진동, 기울어짐, 침수, 균열 등의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기술 개발 완료
- 경북소방본부
· 도시 대로변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과 주택 밀집 지역 소화전의 누수 상태, 동결 여부 및
방수 압력 정보 등을 소방본부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관리하는 기술 보급 중
- ETRI
· 공공시설 공동구의 열화상, 온도, 습도, 산소,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을
관측하면서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
¡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상용화하였으며,
국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5G 기반 스마트 서비스를 기획 중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시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 시민체감형 교통서비스, 드론 및 무인자동차, 증강도시 플랫폼 및 로봇도시 플랫폼 등
5G 기술을 활용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SPC 공모 중
- 5G 포럼 스마트시티 위원회
·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수 있는 10대 5G 기반 서비스를 도출하고, 이를 위한 요소기술을
정의하는 5G 기반 스마트시티 백서 발간
- ETRI
· 5G 기반 드론 관제 서비스 솔루션과 5G CCTV 기반 지능형 도로안전지원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여, 2020년 대전시와 대구시에서 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
¡ (스마트가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상호운용성 참조모델 표준) 전력수요가 높을 때 피크(Peak)전력
절감을 위해 수요반응을 지원하는 스마트가전 제어 플랫폼 기술은 국내 가전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스마트가전 제어 플랫폼을 전력수요반응서비스와 연계하여 잉여전력의 거래
및 운용을 위한 전력거래서비스의 인프라 구축 및 운용기술은 아직 부족한 수준
- 삼성전자
·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LTE통신 기능을 탑재한 에어컨과 냉장고 등 스마트가전을 이용
하여 수도권 100가구를 대상으로 전력 피크 관리 사업을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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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 삼성전자와 스마트가전 및 에너지 IoT 협력사업 MOU체결을 통하여 삼성전자의 실증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피크전력 절감을 위한 스마트가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
[플랫폼 기술]
¡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 국토교통부 주도로 지자체에 보급된 통합플랫폼의 기능
고도화 추진 중
- 스마트도시협회
· 도시환경 변화, 클라우드․IoT․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응하여 사용자 편의 및 위변조,
보안기술 고도화 추진 중
· 사용자 요구사항 파악을 통해 시스템 환경개선 추진 중
¡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의
데이터 허브의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개발 중
- KETI
· NGSI-LD API 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 코어 모듈 개발 중
· NGSI-LD는 기존 NGSI 인터페이스에 Linked Data 개념을 확장하였으며, JSON-LD 포맷을 지원
· 데이터 코어 모듈은 NGSI-LD API 뿐만 아니라 데이터셋 관리 등 추가적인 기능 인터페이스 제공
- ntels
· oneM2M 표준을 활용하여 도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NGSI-LD 표준 기반으로 데이터 저장하고
제공하는 플랫폼 개발 중
¡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표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에서는 데이터 허브에 적용하는
서비스 도메인의 데이터 모델을 개발 중이며 다른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도 분야별 데이터 모델
개발 중
- KETI, ntels, KAIST, 파인씨앤아이
·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로 구현하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예: 재난재해, 모빌리티, 환경,
에너지)의 데이터 모델링 수행 중
- ETRI
· 소방활동 분야에서 화재 안전 정보의 상호 호환성을 위한 데이터 모델 개발 중
¡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시험 표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에서 데이터 허브 플랫폼
시험 규격 개발 중
- TTA
· 데이터 허브 플랫폼의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모델 시험 규격 개발 중
· 인터페이스 적합성 시험기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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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술]
¡ (3차원 도시공간객체 모델 및 공유 인터페이스 표준) 위성영상, 드론, 라이다, 차량영상 등을
이용하여 주요 3차원 도시공간객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모델링 및 구축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웹에서 구축된 3차원 도시공간객체를 가시화 및 공유하기 위한
확장 기술들을 개발 중
- ETRI
· 차량영상 및 드론영상 등을 이용하여 건물 및 도로 등에 대한 주요 3차원공간객체 반자동화
구축기술 개발 중
- 네이버
· 실내 로봇 등을 이용하여 실내공간에서의 주요 공간객체 등에 대한 자동화 구축기술을 확장 개발 중
- 가이아3D
·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주요 3차원 도시공간객체를 가시화 및 활용하기 위한 응용 기술을 개발 중
- ICTWAY
· 위성영상, 차량영상, 지도 등과 같은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특정 3차원 공간객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 중
- 올포랜드
· 건물 등과 같은 주요 3차원 도시공간객체의 모델링 및 가시화 기술을 확장 개발 중
¡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 표준)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KETI를 중심으로 개발한
EISS(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를 질병
관리청에서 운영
- KETI, 디토닉, N2M, 파인씨엔아이, NHN
· EISS는 시티 데이터 허브(City Data Hub) 플랫폼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기능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파악에 활용 중
¡ (탄소중립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비 자원 효율 측정 및 평가 표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내 설비(냉방, 공조, IT 장비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필요성 증대
- ETRI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전체의 운영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 기반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운영 효율성 측정 모델을 개발
- 어니언소프트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내 IT 장비의 자산 정보, 전력 소비량(추이), 자원 이용률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 및 감시함으로써 IT 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을 개발 중
- 삼성 SDS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재해상황에 대비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안전성 관리, 유사상황 발생
이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안전성 관리 지침 개발 및 기술개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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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전력 에너지 사용량(AMI) 빅데이터 및 정보 모델 표준) 주택 에너지 사용데이터
(AMI)를 실시간 수집, 공유하는 지능형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중
- 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
· 공동주택 개별세대 AMI 15만 호 데이터를 가공·분석하여 10여 종의 데이터 상품을 개발,
KT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유통 추진 중
·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참여사업자의 서비스 설계 및 개발 중
- 누리플렉스
· 전력 AMI 빅데이터 플랫폼과 사업자 운영시스템 연동 개발 중
- 엑셈
· 전력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기술 및 참조
모델 개발
- 한국에너지공단
· 한전의 전기·가스 이용 데이터와 5천여개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서 추출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지능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추진 중
- SKT
· SKT Cloud EMS 서비스는 기업 및 건물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에너지 현황
분석 시스템을 제공하고, 에너지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컨설팅까지 전주기의 서비스를
제공 중
- GS EPS
· 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합리적인 전력시장을 예측하고, 전력수요 및
SMP(Standard Market Price) 예측, 사업계획 수립 및 통합 DB 구축을 위하여 솔루션을
개발하여 전력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전력 수요량 예측
[보안]
¡ (스마트시티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표준) ETRI, SKT, 충남대 등은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을 이용한 프라이버시 보호형 ID 관리기술을 개발 중
- ETRI
· ISO/IEC 20008-2 표준그룹 서명을 기반으로 선택적 노출이 가능한 익명 그리덴셜 기법
개발 중
- SKT
· Hyperledger 오픈소스를 이용한 다양한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 서비스 개발
- 충남대
· 사용자 친화영 입출력 처리를 제공하는 영지식 증명 기반 크리덴셜 기법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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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인프라 기술]
¡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 국외에서는 스마트 가로등에 다양한
센서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
- 미국 샌디에고시
· GE 및 AT&T와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으면, 스마트 가로등에 설치된 센서를 활용하여
스마트 주차, 환경 감시, 치안 서비스 등을 제공 중
- 일본
· 스마트 가로등에 하천 측을 향한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하여 홍수 상황을 파악하고, 산을
따라 설치된 가로등에는 토사 붕괴를 모니터링하는 센서를 설치하여 재해에 대응한 피난
정보를 제공 중
¡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여러 도시들이 5G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한 유즈케이스 연구 및 데모를 진행 중
- 유럽(영국 브리스톨, 이탈리아 루카, 스페인 바르셀로나), 5G PPP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GCity 프로젝트를 통해 5G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및 유즈
케이스 연구를 진행
¡ (스마트가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상호운용성 참조모델 표준) 스마트홈 솔루션을 활용한
에너지 관리시스템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능만을 갖추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
저장, 거래의 기능까지 포괄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개발 중
- 미국, GE
· AMI 미터와 연동한 Peak 연동 가전제품 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 미국, NEST
· 수요반응 스마트 온도조절기를 적용하여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한 지역에
PEAK연동을 통한 전력수요를 감축하여 전력 절감량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소비자에게
배분
- 미국, OhmConnect
· 수요 반응(Demand Response) 플랫폼을 사용해 소비자들의 전력 수요가 높아질 때 사용자가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며, 사용자가 OhmConnect를 통해 절약한 만큼의 전기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함
- 일본, 미츠비시전기
· 스마트미터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 ZEB(Zero
Energy Building), 신재생 및 축전지 등에 적용하기 위한 직류배전시스템 실증 중
- 이탈리아, Enel
· ‘Open Meter’라는 2세대 스마트미터 모델을 자체 개발하고, 2017년부터 2031년까지 4,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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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술]
¡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 유럽,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지역은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아시아 지역은 교통, 인프라 구축, 환경 및 행정 분야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
- 중국, 화웨이
· 새로운 ICT 기술과 데이터의 통합을 최적화하여 서비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서비스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보 흐름을 전송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사용 임계값을 줄이고
통합을 더 쉽게하는 "HiCity" 지능형 도시 솔루션을 출시
- 미국, Cisco
· 2020년 영국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Hull 기반 기술 회사인 Connexin과
파트너십 체결, 필수 고속도로 유지 보수 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도로 자산의 상태를 작업자에게 알리기 위해 Connexin의 CityOS 플랫폼을 제공
- 미국, Infosys
· Qualcomm과의 파트너십을 체결, 도시, 지방자치단체, 국영 기관 및 기업을 Qualcomm
Technologies의 생태계와 연결하여 효율성, 비용 절감 및 스마트 도시 문제 해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
¡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 유럽의 ICT 표준 개발 기관인
ETSI에서 NGSI-LD API 표준화 진행 중이며 멤버사에서 오픈소스 제공
- 독일, NEC
· NGSI-LD API 표준 개발을 담당하는 ETSI ISG CIM 그룹 의장사로서 오픈소스 구현인
Scorpio 브로커 오픈소스 제공
- 독일, FIWARE Foundation
· NGSI-LD 표준의 이전 버전인 NGSI 표준의 오픈소스 Orion 브로커에 이어 NGSI-LD를
지원하는 Orion-LD 브로커 오픈소스 제공
- 프랑스, EGM
· ETSI ISG CIM 그룹 부의장사로 Stellio 브로커 오픈소스 제공
- 프랑스, Sensinov
· oneM2M 오픈소스 OM2M을 개발했던 Sensinov는 NGSI-LD API 오픈소스인 djane 제공
¡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표준) 스마트시티 실증으로 검증한 데이터 모델을 단체 표준으로
개발 중
- 독일, FIWARE
· Front-runner Smart Cities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에서 검증한 데이터 모델을 github으로
제안을 받고 선정된 모델을 Smart Data Models 웹사이트1)에 개시 중이며, 향후 TM
Forum 단체 표준으로 발간 예상

1) https://smartdatamodel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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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시험 표준)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에 사용된 API 표준에 대한
시험 규격 개발 중
- 프랑스, ETSI
· ETSI ISG CIM의 STF를 통해 NGSI-LD 표준 인터페이스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동작 가능한 테스트 케이스 개발하여 배포 중
· Robot 프레임워크에서 동작 가능한 테스트 케이스를 API 업데이트에 따라 지속 개발 및 배포 중
[서비스 기술]
¡ (3차원 공간객체 모델 및 공유 인터페이스 표준) 인공지능 기법 등을 활용하여 위성영상, 2D/3D
지도, 차량영상, 드론영상 등을 이용하여 주요 공간객체를 반자동으로 추출 및 구축하고, 웹 등을
통해 구축된 도시공간객체를 가시화 및 공유하는 기술개발이 진행 중
- 미국, Google
· Street View 영상, 2D/3D 지도 등의 매핑을 통해 3차원 공간객체들을 추출하고, 이를
Google Earth 등을 통해 웹 페이지 상에서 보다 사실적으로 가시화 및 서비스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 및 적용 진행 중. 또한, 위성영상 등으로부터 주요 3차원 도시공간객체의
모델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 및 일부 적용 중
- 미국, ESRI
· 기존의 2D/3D 지도 및 위성, 차량영상, Point Cloud 등의 매핑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3차원
공간객체들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확장 개발 및 일부 적용 진행 중이며, 이들을 편집 및
활용하는 ArcGIS 등의 SW를 상용화하여 서비스 중
¡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 표준) 국외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동통신서비스 및 관제용 CCTV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 인프라 기술과 생활패턴(신용
카드 사용) 등의 차이에 따라 감염병 확진자의 동선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동선 추적은 확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루어짐
- 홍콩
· 손목밴드를 자가격리자에게 부착시키고, 격리장소에 대한 Wi-Fi, Bluetooth, GPS, 이동통신
신호들의 패턴을 기록한 후에 이동 동선에 따라 패턴과 맞지 않을 때 격리 장소 이탈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 적용
- 대만
· “Digital Fence”로 불리는 격리자 관리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동통신 신호를 통해 격리자의
이동 상황을 관리 중
¡ (탄소중립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비 자원 효율 측정 및 평가 표준) 표준에 기반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관리 솔루션이 출시되어 꾸준히 버전업되고 있는 등 클라우드 자원관리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이 가시화
- 핀란드, Yandex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폐열을 재활용하여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부속 설비에 활용하는
기술개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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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ntel
·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 없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내의 IT 장비의 물리적 운전 상태를
관리하는 SW를 개발하였고, Schneider Electric과 HP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의
운용 현황을 감시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개발
- 프랑스, Schneider Electric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자원사용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한 DCIM 기술 개발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DCIM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건물, 전력, 공조, IT 장비 등
전반적인 시설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시각화) 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더
나아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관리를 자동화 하는 기능 보유
¡ (주택 전력 에너지 사용량(AMI) 빅데이터 및 정보 모델 표준) 데이터 공유 형태의 표준화를
통한 정보의 접근을 위해 웹사이트나 앱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개발 중
- 미국, bidgely
· 플러그에 센서를 장착하지 않고 AMI 빅데이터만을 분석·활용하여 고객에게 가전제품별
소비량과 전기요금을 제공
· 가전제품의 개별 전력소비량과 요금을 상세히 알려주는 S/W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영국, centrica
· AMI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기소비량 확인, 전년·전월 소비량 비교분석 등
정보 제공
- 미국, Gren Buton
· 미국 에너지부 주도로 소비자가 자신의 전력 소비 정보를 쉽고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플랫폼
· 데이터 공유 형태의 표준화를 통한 정보의 접근 및 변화가 용이해 Gren Buton에 가입한
유틸리티의 웹사이트나 앱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소비자 및
유틸리티는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제공받아 에너지 절약에 활용
- 미국, Opower
· 날씨, 전력 소비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최적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미국, Currant
· 소비자의 에너지 소비패턴을 파악하고, 기상정보, 요금제, 보유 가전제품 정보를 활용해
에너지 효율 향상 개인화 스마트 홈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
[보안]
¡ (스마트시티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표준)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선택적 노출 기능 및 프라이
버시 보호를 제공하는 기술을 활발히 개발 중
- 미국, Microsoft
· 효율적인 영지식 증명 기반의 검증가능 연산을 적용한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기술 및 성능
개선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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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신규 특허분석이 필요한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표준,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 표준, 주택 전력 에너지 사용량(AMI) 빅데이터 및
정보 모델 표준을 포함하는 총 5개의 중점 표준화 항목을 스마트시티 분과에서 특허분석
대상기술로 결정
- (분석 대상 및 범위) 본 분석에서는 Keywert 특허분석 DB를 활용하여 한국/미국/일본/유럽/국제
총 5개국에 공개/등록된 특허데이터를 대상으로 추출하되, 특허의 권리존속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을 고려하여 200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출원되어 공개·등록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국제특허를 대상으로 앞서 제시한 중점 표준화 항목별로 검색/추출된 총 201건의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
< 스마트시티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DB

분석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01.01.～ 2021.06.30.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특허분석 대상 중점 표준화 항목별 담당 위원을 통해 수집한 핵심
키워드를 조합하여 특허분석 항목별 검색식을 마련
< 스마트시티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

도시, city, 인프라, infra, infrastructure,
모니터링, 감시, monitoring, 센서,
센싱, sensor, sensing, 통합 센싱,
integrated sensing, 재난감지, disaster
monitoring, sensing and data collection
system. 도시 플랫폼, city platform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유시티* 유-시티*
(smart* 스마트* ubiquitous* u 유비쿼터스*
intelligen* 지능* 인텔리*) a/1 (city* cities*
시티* 도시*)) and (모니터링* 감시* 통제*
monitor*) and (센서* 센싱* sensor* sensing*
통합센싱* (통합* integrated*) A/1 (센싱*
sensing*) 재난감지* (재난* disaster*) A/1
(감지* monitor*) (데이터* data*) A/1 (수집*
collect*) 도시플랫폼* 도시플렛폼* (도시*
시티* city*) A/1 (플랫폼* 플래폼* 플렛폼*
플레폼* platform*))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스마트시티, smart city, 5G, new radio,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network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유시티* 유-시티*
(smart* 스마트* ubiquitous* 유비쿼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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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표준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 표준

주택 전력 에너지
사용량(AMI)
빅데이터 및 정보
모델 표준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interface

intelligen* 지능* 인텔리*) A/1 (city* cities*
시티* 도시*)) and (5G* "new radio",
"new-radio", "five generation mobile", "fifth
generation mobile", "3GPP 5G", "IMT2020",
"IMT-2020") and (인터페이스* interface*)

스마트시티 플랫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플랫폼, Smart City
Platform, Smart City Integrated
Platform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유시티* 유-시티*
(smart* 스마트* ubiquitous* u 유비쿼터스*
intelligen* 지능* 인텔리*) a/1 (city* cities*
시티* 도시*)) and (플랫폼* 플렛폼* 플래폼*
플레폼* 통합플랫폼* 통합플래폼* 통합플렛폼*
통합플레폼* 관제플랫폼* 관제플래폼*
관제플렛폼* 관제플레폼* 관리플랫폼*
관리플래폼* 관리플렛폼* 관리플레폼*
(통합* 관제* 관리* integrated*) a/1 (플랫폼*
플래폼* 플렛폼 플레폼 platform*))

위치추적, 이동통신 위치추적,
WIFI/무선랜 위치추적, CCTV
인식기술을 이용한 위치추적,
전자결제 위치추적, 익명성 보장
정보노출,
Location tracking, Cellular location
tracking, WIFI location tracking, CCTV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payment
location tracking,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contact tracing, location
tracing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유시티* 유-시티*
(smart* 스마트* ubiquitous* u 유비쿼터스*
intelligen* 지능* 인텔리*) A/1 (city* cities*
시티* 도시*) 감염병* 확진자* 감염자*
전파자* 펜데믹* 팬데믹* 유행병* infectious*
a/1 disease* confirmed* a/1 case* index* a/1
patient* spreader* pandemic*) AND
(위치추적* 위치확인* 위치파악* 동선추적*
동선확인* 동선파악* 익명성* A/2 노출*
personal* A/2 exposure* (위치* 동선*
location* contact*) A/1 (추적* 확인* 파악*
tracking* tracing*) (이동통신* cellular* 무선랜*
와이파이* wifi* 씨씨티브이* 씨씨티비* cctv*
전자결제* electronic* A/1 payment*) A/1
(위치추적* 위치확인* 위치파악* 동선추적*
동선확인* 동선파악* (위치* 동선* location*
contact*) A/1 (추적* 확인* 파악* tracking*
tracing*)))

전력 데이터 수집, 전력 에너지
빅데이터, 원격검침, 데이터 품질,
AMI, MDMS, Smart metering,
CIM(Common Information Model),
Energy Management, Electricity
metering data exchange,
DLMS/COSEM, Power Systems
Management, Power bigdata, Energy
Bigdata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유시티* 유-시티*
(smart* 스마트* ubiquitous* u 유비쿼터스*
intelligen* 지능* 인텔리*) A/1 (city* cities*
시티* 도시*)) and (전력수집* 전력관리*
에너지수집* 에너지관리* (전력* 파워*
에너지* 전기* power* energy* electric*) a/1
(빅데이터* 수집* 관리* 매니지먼트*
bigdata* collect* manage* meter*) 원격검침*
자동검침* 스마트미터* 스마트미러* (원격*
자동* 스마트* remote* automatic*) a/1
(검침* 미터* 미러* meter* reading*) AMI
MDMS CIM DLMS/CO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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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스마트시티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특허분석 항목의 출원년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2014년까지 큰 폭의 증감 없이
꾸준히 출원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뚜렷한 증가 추이를 보임
- 다만, 특허제도상 특허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특허가 공개되므로 출원년도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구간에 존재하는 미공개 상태인 출원특허는 본 IPR 현황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스마트시티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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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분석 항목의 특허발행국별(한국, 미국, 일본, 유럽 및 국제) 특허출원은 한국특허 96건(48%),
미국특허 46건(23%), 국제특허 34건(17%), 유럽특허 17건(8%), 일본특허 8건(4%) 순으로
출원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한국에서만 특허출원이 나타나고, 2015년 이후
5개 발행국의 특허출원이 대체로 활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허출원양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한국에서만 특허출원이 뚜렷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미국을 포함한 4개 발행국의 특허출원은
등락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임
¡ 스마트시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스마트시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 표준

주택 전력
에너지
사용량(AMI)
빅데이터
및 정보
모델 표준

합계

2006

1

0

4

1

0

6

2007

3

0

0

0

1

4

2008

2

0

0

0

0

2

2009

2

0

2

0

2

6

2010

2

0

2

0

0

4

2011

1

0

0

0

0

1

2012

2

0

0

0

2

4

2013

2

0

0

0

0

2

2014

0

0

0

3

0

3

2015

5

4

3

2

4

18

2016

8

5

5

3

5

26

2017

6

18

2

2

2

30

2018

11

10

2

5

8

36

2019

8

13

1

5

4

31

2020

4

14

0

2

3

23

2021

1

1

0

3

0

5

합계

58

65

21

26

31

201

특허분석
항목
출원년도

- 특허분석 항목별 특허출원은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65건),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58건), 주택 전력 에너지 사용량(AMI) 빅데이터 및
정보 모델 표준(31건),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 표준(26건) 순으로 특허출원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은 꾸준하게 특허출원이 나타나고,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은
최근 들어 점차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 항목은 특허출원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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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스마트시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 출원 현황 >
특허분석 항목

구간A
(2011년∼2013년)

구간B
(2014년∼2016년)

구간C
(2017년∼2019년)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

5

13

25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0

9

41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

0

8

5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
표준

0

8

12

주택 전력 에너지 사용량(AMI)
빅데이터 및 정보 모델 표준

2

9

14

- 2011년부터 최근까지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출원년도 기준 3년 단위로 구분한 구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구간A(2011년~2013년) 5건, 구간B(2014년~2016년) 13건, 구간C(2017년~2019년)
25건을 보이는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은 모든 구간에서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구간 이동에 따라 점차 증가 추이를 보이는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과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 표준 및 주택 전력 에너지 사용량(AMI) 빅데이터 및 정보
모델 표준의 특허출원은 구간C에서 가장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의 경우, 최근 특허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스마트시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스마트시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특허분석
항목
특허발행국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 표준

주택 전력
에너지
사용량(AMI)
빅데이터 및
정보 모델
표준

합계

한국특허(KR)

29

14

16

21

16

96

미국특허(US)

11

23

0

3

9

46

일본특허(JP)

4

0

2

1

1

8

유럽특허(EP)

2

13

0

0

2

17

국제특허(WO)

12

15

3

1

3

34

합계

58

65

21

26

31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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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특허발행국별(한국, 미국, 일본, 유럽, 국제)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특허의 경우,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29건),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 표준(21건),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16건) 순으로 나타남
- 미국특허의 경우,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23건),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11건), 주택 전력 에너지 사용량(AMI) 빅데이터 및 정보 모델
표준(9건) 순으로 나타남
- 국제특허의 경우,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15건),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12건) 순으로 나타남
¡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스마트시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 >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 표준

주택 전력
에너지
사용량(AMI)
빅데이터 및
정보 모델
표준

합계

삼성전자

1

14

0

7

3

25

KT

3

0

6

0

0

9

한전KDN

1

0

1

0

3

5

인천광역시

0

0

3

1

0

4

넥스모어시스템즈

1

0

1

1

0

3

누리플렉스

2

0

0

0

1

3

한국전기안전공사

1

0

0

0

2

3

한국과학기술원

1

0

1

0

0

2

서울시립대학교

2

0

0

0

0

2

아이리얼

0

0

0

2

0

2

합계

12

14

12

11

9

58

특허분석
항목
출원인

-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을 살펴보면, 삼성전자(25건), KT(9건), 한전
KDN(5건) 순으로 특허출원양이 매우 적어서 항목별 특허출원 동향이 뚜렷하지 않음
- 삼성전자는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14건)에서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KT는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6건)에서 특허활동을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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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스마트시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 >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 표준

주택 전력
에너지
사용량(AMI)
빅데이터 및
정보 모델
표준

합계

Samsung Electronics

7

50

0

1

11

69

SHENZHEN
SHINYO ENERGY

5

0

1

0

0

6

CHENGDU
QINCHUAN IOT

0

0

2

0

3

5

CONTINENTAL
AUTOMOTIVE

3

0

0

0

0

3

HITACHI LTD

2

0

0

0

0

2

SAMSUNG SDS

1

0

1

0

0

2

AT&T

0

1

0

0

0

1

BOULMAKOUL
AZEDINE

1

0

0

0

0

1

Champion Optical
Network

1

0

0

0

0

1

David McMakin
Wheeler

1

0

0

0

0

1

합계

21

51

4

1

14

91

특허분석
항목
출원인

-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을 살펴보면, 삼성전자(69건), SHENZHEN
SHINYO ENERGY(6건), CHENGDU QINCHUAN IOT(5건) 순으로 특허출원양이 매우
적어서 항목별 특허출원 동향이 뚜렷하지 않음
- 삼성전자는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50건)에서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SHENZHEN SHINYO ENERGY는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5건)에서 특허활동을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스마트시티 특허분석 항목의 전체 특허출원 동향은 2015년부터 뚜렷한 출원
증가 추이를 보이고, 한국과 미국특허가 전체 대비 71%의 특허점유율을 갖으며,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과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의 특허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국내외 상위 다출원인은 특허분석 항목별 특허출원 동향이 뚜렷하지
않은 점에서 향후 표준특허 선점을 위해 국내 기업, 연구소에서 적극적인 특허활동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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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4.7%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TC211

(Geographic Information)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실상 표준기구인 OGC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될 수 있는 3차원 도시공간객체의 모델,
인코딩 및 인터페이스 관련 표준들을 제개정 논의 중

TC268

(SC1-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인프라 데이터 공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TC13

(WG14-Data exchange for meter reading, tariff and load control) 스마트미터
검침 제어를 위한 데이터 교환(PT 62056 시리즈)표준 개발 중

TC57

(WG13-Software interfaces for operation and planning of the electric grid)
전력망 운영 및 계획을 위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표준(IEC 61970 시리즈) 개발 중

PC118

(Smart grid user interface) 수요측 장비 및 시스템을 전력망과 연계하고
수요반응을 위한 정보교환 영역의 표준 개발

SG5

(Q6-Environmental efficiency of digital technologies) 데이터센터 및 ICT
설비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표준 개발 중

SG17

(Q7-Secure application services) 스마트 오피스 서비스 위치 정보 보호 조치,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을 위나 보호 조치, 스마트 거주 공동체를 위한 보호
조치 등의 국제표준화가 추진 중

SG20

(Q1-Interoperability and interworking of IoT and SC&C applications and
services) 도시 인프라를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Y.infra), 통합 센싱 및 관리
시스템 프레임워크(Y.isms) 및 통합 센싱 및 관리 시스템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Y.nmm-isms) 표준 개발 중

WG11

(Smart cities) 스마트시티의 ICT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한 공중보건비상사태(PHE,
Public Health Emergency, 예: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한 표준화 추진 중

SC25

(WG1-Home electronic system) 가정 및 소규모 비즈니스 환경에서 전기 및
전자 장치의 상호 작용 및 제어를 위한 전자 시스템 표준화를 추진 중

SC27

(WG5-Identity management and privacy technologies) 스마트시티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TS로 개발완료했고,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JTC1
SC42와 협업하여 개발 진행 중

SC39

(WG1-Resource Efficient Data Centres) 데이터센터 설비의 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측정지표 표준화 진행 중

ISO

IEC

국제 ITU-T
(공식)

JTC1

국제
(사실)

표준화 현황

ETSI

(ISG CIM)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NGSI-LD API 및 테스트
케이스 개발 중
(SmartM2M) SAREF 및 SAREF4City 온톨로지 개발

OGC

(CityGML, IndoorGML, 3DIM SWG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실내외 공간에서
정의 및 활용되는 주요 3차원 도시공간객체를 정의하고, 주요 공간객체에 대한
부분을 웹을 기반으로 공유 및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표준을 논의 중. 또한,
관련 웹 기반 인터페이스 표준들을 모듈화하여 여러 파트로 재구성하기 위한
표준화 논의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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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oneM2M

(WG1-RDM(Requirements and Domain Modeling)) oneM2M 시스템 상
스마트시티 지원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요구사항 개발,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및 온톨로지 개발 중
(WG2-SDS(System Design and Security)) 스마트시티 지원 인터페이스표준
개발 중
(WG3-TDE(Testing and Developers Ecosystem)) oneM2M 표준에 대한 시험
인증 체계와 상호운용성 및 적합성 테스트 규격 개발 중

TM Forum

오픈소스 단체인 FIWARE Foundation과 도시에서 실증 검증한 데이터 모델을
단체 표준으로 개발 중

IEEE PLCSC

(DC PT&C to DC Loads WG-DC Power Transmission and Communication
to DC Loads) P2847을 통해 DC전원에서 여러 DC부하로의 전력선을 통한 전원
공급 및 통신에 대한 물리 계층 및 매체 액세스 제어 사양 정의가 표준화 중이며,
P2030은 전력계통(EPS)을 이용한 에너지 기술, 정보 기술 동작의 스마트 그리드
상호운용성과 최종 용도 응용 및 부하를 위한 드래프트 가이드를 개발

PG409

(공간정보) OGC 및 ISO TC211에서 논의 중인 주요 3차원 도시공간객체(실내공간
포함)의 구축 및 활용과 관련된 국제 표준화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관련 국내 기관들과 함께 이들에 대한 프로파일링 표준들을 개발 중

PG424

(스마트 에너지/환경)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센터 탑재 서버의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표준 개발 중

PG502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개인정보보호와 분산 신원증명을
포함한 블록체인 보안 관련 표준 개발 중. 특히 스마트시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며, 2021년 12월에 단체표준으로 추진 예정

PG903

(특수통신) 자기장 통신 네트워크 기반 지하 시설물 관리 응용 프로토콜 표준
개발

PG1001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 등 표준 개발

PG1004

(빅데이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해 메타데이터, 데이터 라벨링,
오픈데이터 등 빅데이터 관련 표준 개발 중

PG1104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다양한 응용 분야에 대한 5G 이동통신 요구사항
표준 개발

TTA

국내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고도화 및 연계서비스 개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된 기존 포럼 표준 개정 및 신규 포럼 표준개발 중

5G포럼

(스마트시티위원회) 5G 기반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표준 개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된 백서를 발간함.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관련
표준화를 검토 중

(에너지관리에이전트 WG) JTC1 SC25 및 IEEE PLCSC에 대한 국제표준화
에너지데이터프로슈머
대응과 스마트가전 관련 EMS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 프로토콜 표준화
포럼
추진 중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

발전/분산자원위원회에서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분산전원의 계통 연계 기술 표준화 추진 중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내 포럼 표준 개발 및 표준 동향 파악을 위한 활동 추진.
구체적으로 데이터 가명처리 국내 표준 개발 중

3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인프라 기술]
¡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센서 네트워크
프로토콜 표준이 주로 개발되어 있으며, 적용 분야를 확대하여 다양한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의 개발이 진행 중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한 센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개발
· 소방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을 개발 중
- TTA 특수통신 PG(PG903)
· 자기장 통신 네트워크 기반 지하 시설물 관리 응용 프로토콜을 개발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1001

TTA PG903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728,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 제1부: 요구사항

진행중
(2022)

2021-0727,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 제2부: 참조구조

진행중
(2022)

2021-0726,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 제3부: 레거시 화재수신
기용 데이터 모델

진행중
(2022)

TTAK.KO-06.0345, 시설물안전 관리를 위한 센서 네트워크 프로토콜

2013

TTA.KO-06.0316, 자기장 통신 네트워크 기반 지하 시설물 관리 응용 프로토콜

2012

¡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다양한 응용 분야에 대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 표준 개발
-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
· 5G 기반 스마트시티 영상 정보 수집 및 지능형 분석 시스템 표준을 개발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1104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1266-Part1, 5G 기반 스마트시티 영상 정보 수집 및 지능형 분석
시스템 - 제1부 요구사항

2020

TTAK.KO-10.1266-Part2, 5G 기반 스마트시티 영상 정보 수집 및 지능형 분석
시스템 - 제2부 참조구조

2020

TTAK.KO-10.1266-Part3, 5G 기반 스마트시티 영상 정보 수집 및 지능형 분석
시스템 - 제3부 인터페이스

2020

TTAK.KO-06.0539, 무인 비행 시스템을 위한 5G 이동통신 요구사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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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가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상호운용성 참조모델 표준) 에너지데이터프로슈머포럼, 한양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가전과
스마트 홈을 위한 제어 플랫폼과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너지 관리 및 상호접속 서비스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가고 있어 조기에 표준 개발 추진될 것으로 예상
- JTC1 SC25 전문위원회
· JTC1 SC25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공유하고 표준화 활동 대응을 위한
국내 의견수렴
- 에너지데이터프로슈머포럼
· 에너지관리에이전트 WG 신설을 통해 관련 기술 및 표준 전문가 중심의 표준화 그룹을
운영하고 JTC1 SC25 전문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포럼표준 및 국제표준 개발 추진 중
-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
· 국내 스마트그리드의 국내외 표준화 대응 및 협력방안 수립을 통한 표준화 추진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JTC1 SC25
KS x 4520, 수요반응 연계형 스마트가전 인터페이스
전문위원회
에너지데이터
EDPF-TS0003, 스마트가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상호운용성 참조모델 표준
프로슈머포럼
SGSF-043-1, 에너지관리에이전트(EMA)

통신 요구사항

SGSF-TR-053-3, 온라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스마트그리드
표준화포럼 SGSF-053-1-2(Ed1.0:2014-06), 주거 공간 에너지관리시스템 - 제2부: 정보교환
요구사항
SGSF-05-2012-04, 스마트그리드 가정용 에너지관리시스템 참조모델 - 제1부:
가정용 에너지관리 서비스 일반 요구사항

완료연도
2016
2021
2017
2014
2014
2012

[플랫폼 기술]
¡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요구사항에 관한 단체표준은 기술
및 시장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 및 추가 개발 중
-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 플랫폼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데이터 교환규격, 스마트도시안전망서비스 확충과 플랫폼
고도화 내용을 반영한 시험규격 2.0 개발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스마트도시
표준화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SSF-ST-T-0023,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능 및 상호연동 시험규격 2.0

2021

SSF-ST-T-0022-R1,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연계를 위한 데이터 교환규격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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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스마트도시
표준화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SSF-ST-T-0010-R3,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2020

SSF-ST-T-0021,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 서비스 이벤트간의 데이터 교환

2020

SSF-ST-T-0016-R1, 스마트시티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능 및 상호연동 시험규격 1.0

2019

SSF-ST-T-0014-R1, 112 긴급출동 지원서비스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간 연계규격

2019

SSF-ST-T-0012-R1, 긴급재난상황 지원서비스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간 연계규격

2019

SSF-ST-T-0005-R1,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플랫폼 데이터 교환 표준

2018

SSF-ST-T-0015, 112종합상황실 긴급영상 지원서비스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간 연계규격

2017

SSF-ST-T-0013,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간 연계규격

2017

SSF-ST-T-0011, 119 긴급출동 지원서비스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간 연계규격

2017

¡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의
데이터 허브 설계 및 구현 기반 국내 단체 표준 및 국가 표준 개발 중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단 내에서 개발한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기술 문서를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전문가 검토를 통해 국내 단체 표준 및
보고서로 개발 진행 중
- 국가기술표준원
·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표준 제정 예정
· TTA의 스마트시티 플랫폼 및 ICT 표준 전문가를 통해 개발·검증한 단체 표준을 공청회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국가 표준으로 제정 예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0-0595,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진행중
(2022)

2020-0595,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HTTP 바인딩

진행중
(2022)

KS X NEW 2020 2203,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진행중
(2022)

KS X NEW 2020 2204,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HTTP 바인딩

진행중
(2022)

TTA PG1001

국가기술
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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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표준) 스마트시티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에서 실증 검증한 데이터 모델 등 표준화 추진 중이며, ETRI, KICT 등
각 도메인별 연구과제를 통해 데이터 모델 표준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 스마트시티 데이터 관리를 위한 카탈로그와 데이터세트에 대한 메타데이터 항목을 기술
보고서로 개발 완료하였고,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을 단체 표준으로 개발 중
· 도메인별 데이터 모델 또는 웹 기반 데이터 모델에 대한 표준을 일부 진행 및 완료하고
있으며, 추후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한 상황
- TTA 빅데이터 PG(PG1004)
· 빅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정의 및 플랫폼 간 연계 규격 등
관련 표준을 개발 중
- 국가기술표준원
· TTA 단체 표준을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 표준으로
제정 예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진행중
(2022)

2021-1857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 데이터 모델
TTA PG1001

TTA PG1004
국가기술
표준원

TTAR-10.0131,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시스템 데이터 세트/카탈로그
메타데이터(기술보고서)

2020

2019-0330,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정의 및 플랫폼 간 연계 규격

진행중
(2022)

KS_X_NEW_2020_2205,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진행중
(2022)

¡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시험 표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의 데이터 허브 검증
위한 시험 표준 개발 진행 중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 향후 데이터 허브 플랫폼 인증 프로그램을 위한 적합성 시험 규격 개발 진행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19-1361,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인터페이스 적합성 시험규격

진행중
(2022)

2019-1362,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데이터모델 적합성 시험규격

진행중
(2022)

TTA PG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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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술]
¡ (3차원 공간객체 모델 및 공유 인터페이스 표준) 실내외 공간에 대한 주요 3차원 도시공간객체의
데이터 모델 및 활용관련 표준은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 국제표준을 수용하고, 일부 국내 R&D,
현황 및 서비스 등에 적합하도록 프로파일링하는 형태로 표준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
- TTA 공간정보 PG(PG409)
· 주요 3차원 도시공간객체의 모델과 관련하여, CityGML 등의 표준이 수용되어 있으며,
실내공간 피쳐모델에 대한 단체표준을 개발 중
· 도시공간객체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국내의 R&D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국제표준 등을
프로파일링하여 국내 단체표준화 하는 논의들이 진행 중
- 국가기술표준원 지리정보표준전문위원회
· ISO TC211의 주요 공간정보표준화에 대응하며, OGC 표준화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도시
공간객체관련 표준화 활동들을 진행 중
· 더불어, 주요 3차원 도시공간객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반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관련 ISO TC211 표준들을 국내 KS 표준들로 수용 중
- 기타
·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안양대, 국토지리정보원 등과 같은 국내
다양한 국내외 기관에서 R&D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3차원 공간객체와
관련된 데이터 모델 등을 프로파일링 진행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진행중
(2022)

2021-0011, 실내 공간 데이터 모델
TTA PG409

국가기술
표준원

TTAK.KO-10.12183, 3차원 격자 인코딩 명세

2020

TTAR-10.0129, 3차원 건물 데이터 모델을 위한 도시 지형 마크업 언어 프로파일링

2020

TTAK.KO-10.1219, 3차원 도로 데이터 모델을 위한 도시 지형 마크업 언어 확장

2020

TTAE.OT-10.0347, 도시 지형 마크업 언어

2013

KS X ISO 19142, 지리정보 - 웹 지형지물 서비스

2018

KS X ISO 19107, 지리정보 - 공간객체 스키마 표준

2014

KS X ISO 19136, 지리정보 - 지리 마크업 언어

2014

¡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 표준)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 표준과 관련한 국내
표준화 활동은 전무한 상태이며, 관련 국제 표준 완료 후 국내 표준화 단체 또는 국가표준으로
준용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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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비 자원 효율 측정 및 평가 표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자원
효율 측정 지표 표준화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비별(IT 장비, 전체 효율, 운영 효율 등)로 표준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공조 설비, 에너지 재활용률 등의 측정 지표 표준화가 추진될 예정. 또한,
자원 효율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한 표준화가 추진 중
- TTA 스마트에너지/환경 PG(PG424)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자원 효율적 운영 지침이 2017년 표준 제정 완료되었으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내 세부 설비인 스토리지와 서버 시스템의 효율 및 성능 측정 방법 표준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 중. 데이터센터 운용 관련하여 그린데이터센터 운영 및 구축지침
표준이 2020년 신규 표준화로 시작되어 표준초안 개발 중
- 국가기술표준원 지속가능IT 표준전문위원회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을 위한 요구사항 및 종합적 판단지표의 국가
표준 제정이 완료되었으며, 세부 설비별 효율 측정 지표의 국가 표준화가 추진 예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2020-0700, 그린 데이터센터 운영 지침
2020-0025, 그린 데이터센터 구축 지침
2021-0655, 서버전력 및 열 향상을 위한 BMC 기능 요구사항

TTA PG424

국가기술
표준원

완료연도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TTAK.KO-10.1156, 스냅숏과 중복제거를 통한 에너지 효율적인 스토리지 용량 최적화 방법

2019

TTAR-10.0116, x86기반 고성능컴퓨팅 서버 성능 측정(기술보고서)

2019

TTAK.KO-10.1079, 데이터센터 서버 전원 관리 인터페이스

2018

TTAK.KO-10.0978, 자원 효율적인 데이터센터 운영 지침

2017

KS X 4151-1, 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 모니터링 시스템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2015

KS X 4151-2, 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 모니터링 시스템 - 제2부: 에너지효율 종합적 판단 지표

2015

¡ (주택 전력 에너지 사용량(AMI) 빅데이터 및 정보 모델 표준) 전력 빅데이터 관리체계 인터
페이스 및 서비스 시스템 표준 개발 중
- TTA 빅데이터 PG(PG1004)
· 유틸리티 사업자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전력 빅데이터와 BTM(Behine the Meter),
xEMS(BEMS, FEMS, HEMS), ESS 등 민수용 전력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전력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력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 개발 중
- 국가기술표준원 IEC TC57(전력계통 및 정보운영) 전문위원회
· 전력계통의 원격제어를 위한 디지털 제어 기술 분야의 요소기술과 제어시스템 통신 프로토콜과
관련된 IEC 국제표준을 적용개발
-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
· 2006년부터 전력 IT R&D 사업 표준화 지원과 스마트그리드 국내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스마트그리드의 국내 표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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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1004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1275-Part2, 전력 빅데이터 서비스 - 제2부: 기능 요구사항

2021

TTAK.KO-10.1275-Part1, 전력 빅데이터 서비스 - 제1부: 개요 및 요구사항

2020

SGSF-041-1-1, 전력 빅데이터 관리 체계 인터페이스 - 제1부: 전력 데이터 군
SGSF－041－1－2, 전력 빅데이터 관리 체계 인터페이스 - 제2부: 환경 및 생활
데이터 군
SGSF/TR-043-2, IEC CIM-OpenADR2.0 연계 인터페이스
스마트그리드 SGSF-053-1-2(Ed1.0), 주거 공간 에너지관리시스템 - 제2부: 정보교환 요구사항
표준화포럼
SGSF/TR-071-1-1 (Ed1.0), 에너지 사용 정보 모델 요구사항 - 제1부: 소매

국가기술
표준원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2017
2014
2014

SGSF/TR-071-1-2 (Ed1.0), 에너지 사용 정보 모델 요구사항 - 제2부: 도매

2014

SGSF-05-2013-05, 개방형 건물 에너지관리 서비스 프레임워크 참조모델

2013

SGSF-05-2012-04, 스마트그리드 가정용 에너지관리시스템 참조모델 - 제1부:
가정용 에너지관리 서비스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1970-301(Ed5.0), 에너지관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
페이스(EMS-API) - 제301부: 공통정보모델(CIM) 베이스
KS C IEC 61968-1(Ed2.0), 전력회사의 애플리케이션 통합-배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 제1부: 인터페이스 구조와 권장사항
KS C IEC61850-7-3,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제7-3부: 변전소와 급전장치의 기본 통신 구조 - 공통 데이터 클래스
KS C IEC61850-7-4,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제7-4부:
변전소와 급전장치의 기본 통신 구조 - 호환 논리 노드 클래스와 데이터 클래스
KS C IECTS62361-102, 전력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교환 - 장기적 상호운용성
- 제102부:CIM - IEC 61850 간의 정합

2012
2020
2020
2020
2020
2018

KS C IEC 62357-1(Ed1.0), 전력시스템 관리 및 관련정보 교환 - 참조 아키텍처

2017

KS C IEC 62056-1-0(Ed1.0), 전기 계량 데이터 교환 - DLMS/COSEM 스위트
- 제1-0부 : 지능형 전력량계 표준화 프레임워크

2017

[보안]
¡ (스마트시티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표준) 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비식별처리 프레임워크를
TTA 단체 표준으로 개발 완료하여, KS로 개발 예정
-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
· 2021년 6월 완료 목표로 ITU-T X.1148(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비식별처리 프레임워크)에
대한 TTA 부합화 표준을 개발 완료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보호기술위원회
· ITU-T X.1148에 대한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 표준 채택이
완료된 이후에 후속 작업으로 KS 부합화 표준화 추진 예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502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IT-X.1148, 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비식별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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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인프라 기술]
¡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 ITU-T SG20에서는 스마트시티 인프라에
설치된 센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들 센서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활용하여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 중이며, ISO TC268 SC1에서는 스마트시티 인프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공유 가이드라인을 개발
- ITU-T SG20
· 도시 인프라를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Y.infra), 통합 센싱 및 관리 시스템 프레임워크(Y.isms)
및 통합 센싱 및 관리 시스템을 위한 메타 데이터 모델(Y.nmm-isms) 표준 개발 중
- ISO TC268
· 에너지, 수자원, 교통, 폐기물 등을 포함하여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로 정의하고,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인프라 데이터
공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TU-T SG20

ISO TC268

표준(안)명

완료연도

Y.infra, Sensing device management system for city infrastructure

진행중
(2022)

Y.isms, Technical framework for integrated sensing and management system

진행중
(2022)

Y.nmm-isms, The node metadata model for integrated sensing and management
system

진행중
(2022)

ISO 37156, Guidelines on data exchange and sharing for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2020

¡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3GPP는 스마트시티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산업
자동화 IoT 관련 표준과 드론을 포함한 위성 관련 표준을 추진 중이며, ETSI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한 ENI(Experiential Network Interface) 표준 WG이 생성되어 활동을
시작
- 3GPP
· 5G Edge computing 지원 강화 표준, Proximity 기반 서비스 및 Industrial IoT 지원
강화를 위한 표준 개발 중
- ETSI
· 5G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과 슬라이스 기술을 기반으로 AI 기술과 context aware 정책
기술을 이용한 인지 네트워크 구조와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용어 정의 및 ENI 구조와
운영시스템 사이의 Mapping, in-situ 플로우 정보, 의도 정책 모델 갭 분석 등의 표준화
활동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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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3GPP

ETSI

표준(안)명

완료연도

23.748, Study on Enhancement of support for Edge Computing in 5GC

진행중
(2022)

23.752, Study on System enhancement for Proximity based Services in 5GS

진행중
(2022)

23.700.20, Study on Enhanced support for Industrial IoT - TSC/URLLC
enhancements

진행중
(2022)

ENI 011, Mapping between ENI architecture and operational systems

진행중
(2022)

ENI 012, Reactive In-situ Flow Information Telemetry to be

진행중
(2022)

ENI 013, Intent Policy Model Gap analysis

진행중
(2022)

¡ (스마트가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상호운용성 참조모델 표준) 스마트가전 에너지 관리 및
상호접속 서비스 프로토콜 표준 개발 추진 중
- JTC1 SC25 WG1
· Home electronic system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하는 위원회로 홈네트워크에 대한
표준개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으며, 한국 주도로 스마트가전 에너지 관리 및 상호접속
서비스 프로토콜 표준 개발 추진 중
- IEEE PLCSC
· 스마트그리드 및 마이크로그리드 환경에 구축되도록 설계된 장치의 구현과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및 IoT 애플리케이션 용으로 설계된 PLC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스마트 에너지 프로파일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표준 등을 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JTC1 SC25
WG1

IEEE PLCSC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15067-3-30: Information technology - Home Electronic System (HES)
application model - EMA functional requirements and interfaces

진행중
(2024)

ISO/IEC 15067-3-3:2019, Information technology - Home electronic system (HES)
application model - Part 3-3: Model of a system of interacting energy management
agents (EMAs) for demand-response energy management

2019

ISO/IEC 10192-3:2017, Information technology - Home electronic system (HES)
interfaces - Part 3: Modular communications interface for energy management

2017

ISO/IEC 15067-3:2012, Information technology - Home electronic system (HES)
application model - Part 3: Model of a demand-response energy management
system for HES

2012

IEEE 1901a-2019, IEEE Standard for Broadband over Power Line Networks:
Medium Access Control and Physical Layer Specifications - Amendment 1:
Enhancement for Internet of Things Applications

2019

IEEE 2030.5-2018, IEEE Standard for Smart Energy Profile Application Protocol

2018

IEEE 1901.1-2018, IEEE Standard for Medium Frequency(less than 12 MHz) Power
Line Communications for Smart Grid Application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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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술]
¡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 ITU-T SG20에서 스마트시티 플랫폼의 요구사항과 참조프레임워크
표준 개발하였으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세부적인 요구사항과 기능을
정의하는 후속 표준을 우리나라에서 제안 중
- ITU-T SG20
· 스마트시티 플랫폼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한 Y.4200, 스마트시티 플랫폼의
개요 및 요구사항과 참조 프레임워크를 정의한 Y.4201이 개발 완료
· 스마트시티 플랫폼의 참조 프레임워크와 요구사항 권고안(ITU-T Y.4201)의 후속 권고안
개발을 위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 이벤트를 모니터링, 관제 및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Y.EMM-Reqts을 새로운 표준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TU-T SG20

표준(안)명

완료연도

Y.EMM-Reqts, Requirements for Real-Time Event Monitoring and Integrated
Management Platforms in Smart Cities

진행중
(2024)

Y.4200, Requirements for the interoperability of smart city platforms

2018

Y.4201, High-level requirements and reference framework of smart city platform

2018

¡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 ETSI는 다양한 시스템으로부터 도시
데이터를 수집하여 Linked Data 기반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NGSI-LD API 표준 개발 중
- ETSI ISG CIM
· NGSI-LD API 기능 추가를 통한 규격 업데이트 및 이 규격에 대한 활용 가이드인
NGSI-LD Primer 기술 보고서 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ETSI ISG
CIM

표준(안)명

완료연도

GS CIM 009, Context Information Management: NGSI-LD API v1.6.1

진행중
(2022)

GR CIM 008, Context Information Management: NGSI-LD Primer v1.3.1

진행중
(2022)

¡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표준) 스마트시티 연합체인 OASC에서 Minimal Interoperability
Mechanisms(MIMs)를 통해 스마트시티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공통 데이터 모델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유럽의 연관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표준화 진행 중이며, 스마트시티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에서 스마트시티 도메인별 데이터 모델 표준화 진행 중
- TM Forum
· IoT/스마트시티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FIWARE와 함께 도시 실증으로 검증한 NGSI 및
NGSI-LD API와 호환되는 데이터 모델 표준 개발 위한 Front Runner 프로그램 런칭
이후 데이터 모델링 정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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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T SG20
· 스마트시티 데이터를 처리 및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및 개념 모델 표준
(Y.DPM-framework), 빅데이터 생태계를 위한 메타메이터 모델의 요구사항 및 개념 모델
표준(Y.3603 Rev) 개발을 진행 중
· 스마트시티 도메인별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스마트시티 도메인별 데이터의 정의 및
형식, 상호운용성을 위한 메타데이터 유형, 기존 데이터 모델 연계를 위한 데이터 모델 표준
(Y.Suppl.69) 개발을 완료
- ISO TC268
· 에너지, 수자원, 교통, 폐기물 등을 포함하여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로 정의하고,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인프라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TU-T SG20

ISO TC268

표준(안)명

완료연도

Y.DPM-framework, Data processing and management framework for IoT and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진행중
(2022)

Y.3603 Rev, Big data - Requirements and conceptual model of metadata for
data catalogue

진행중
(2022)

Y.Suppl.69 (ex Y.Sup.Web-DM) Web based data model for IoT and smart
city systems and services

2021

ISO/DIS 37156, Guidelines on data exchange and sharing for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2020

¡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시험 표준) oneM2M에 추가된 스마트시티 지원 인터페이스 및
ETSI의 NGSI-LD API 테스트 규격 개발 중
- oneM2M WG3(TDE)
· geo-query 기능에 대한 oneM2M 상호운용성 및 적합성 테스트 케이스 추가 개발 완료
및 릴리즈 5 테스트 규격 개발 진행 중
- ETSI ISG CIM
· NGSI-LD API v1.3.1 대응 테스트 케이스 개발 및 검증 완료하고 후속 API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 개발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oneM2M
WG3(TDE)
ETSI ISG
CIM

표준(안)명

완료연도

TS-0013, Interoperability Testing v5

진행중
(2022)

TS-0018, Test Suite Structure & Test Purposes v5

진행중
(2022)

GS CIM 013, NGSI-LD Test Purposes Description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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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술]
¡ (3차원 공간객체 모델 및 공유 인터페이스 표준) 실내외 공간에 대해 구축 및 활용될 수 있는
주요 3차원 도시공간객체 모델 및 활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표준들이 제정되어 있으나, 스마트시티
등과 같은 다양한 수요로 인해 표준을 연계하고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제개정 논의가 진행 중
- OGC CityGML, IndoorGMl, WFS SWG 등
· 주요 3차원 도시공간객체의 모델을 점차 실내공간으로 확장하고, 보다 직관적인 실내 공간
모델을 제안하는 등의 표준 제개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
· 웹 기반의 모듈화된 인터페이스 형태로 기존 표준을 재구성함으로써, 인터페이스 표준을
보다 체계화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 중
- ISO TC211
· OGC와의 표준개발협력을 기반으로 주요 OGC 표준들을 수정 및 확장하여 수용하고 있으며,
OGC 역시 ISO TC211 표준들을 기반으로 기존 표준들을 확장 및 수정보완 논의 진행 중
- 기타
· 영국지리원(Ordnance Survey), 독일 TU Berlin university 등에서는 스마트시티 등을 위한
주요 3D 도시공간객체 모델링, 가시화 등을 위한 표준화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OGC
CityGML/
IndoorGML/
WFS

ISO TC211

표준(안)명

완료연도

OGC API - Common

진행중
(2022)

14-005r5, IndoorGML v2.0

진행중
(2022)

12-019, City Geography Markup Language Encoding Standard v3.0

2021

17-069r3 OGC API - Features - Part1: Core

2020

09-025r2, Web Feature Service 2.0 Interface Standard - With Corrigendum

2014

ISO 19136-1:2020, Geographic Information - Geographic Markup Language Part 1: Fundamentals

2020

ISO 19136-2:2015, Geographic Information - Geographic Markup Language Part 2: Extended schemas and encoding rules

2015

ISO 19142:2010, Geographic Information - Web Feature Service

2010

¡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 스마트시티의 정보통신 플랫폼을 이용하여 공중보건비상사태
(PHE: Public Health Emergency)에 대응하기 표준을 개발 진행 중
- JTC1 WG11
· ISO/IEC 5153 표준은 스마트시티의 정보통신 플랫폼을 이용하여 공중보건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시리즈 표준으로 개요 및 요구사항, 방역물품관리, 확진자 동선 추적 등
으로 구성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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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JTC1 WG11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5153-1, City service platform for public health emergency (PHE) responses
– Part 1: Overview and general requirements

진행중
(2023)

ISO/IEC 5153-2, City service platform for public health emergency (PHE) responses
– Part 2: Management of PHE response resources

진행중
(2023)

ISO/IEC 5153-3, City service platform for public health emergency (PHE) responses
– Part 3: Contract tracing

진행중
(2023)

¡ (탄소중립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비 자원 효율 측정 및 평가 표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내 다양한 설비별 자원 효율을 측정하는
측정지표의 표준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
- ITU-T SG5
· 그린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관리 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 및 프레임워크에 관한
표준, 데이터센터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등의 표준화가 진행되었으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마이크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표준개발 진행 중
- JTC1 SC39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세부 설비 중 서버의 에너지 및 운용 효율 측정지표 개발이 되었으며,
데이터센터의 환경제어, 운영정보 관리 표준이 제정됨. 데이터센터 세부 설비들의 탄소 사용
지표, 물 사용지표, 재생에너지 사용지표 등의 다양한 설비별 상세 지표 표준이 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L.EEMDC, Energy Efficiency in Micro Data Centre for Edge Computing

진행중
(2022)

L.ENERGY_SAV_CLOUD & EDGE, Energy saving design for Data Centre
considering harmonization of Cloud and Edge

진행중
(2022)

L.ESE, Evaluation method of Safety and Energy saving for power supply
system in telecommunication room/buildings

진행중
(2022)

L.SPEC_EDGE DC, Specification of Edge Data Centre infrastructure

진행중
(2022)

ITU-T SG5

JTC1 SC39

L.1471, Guidance and criteria for ICT organisations on setting Net Zero targets
and strategies

2021

L.1381, Smart energy solutions for data centres

2020

L.1305, Data centre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 based on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2019

L.1303, Functional requirements and framework of green data centre energy-saving
management system

2018

ISO/IEC AWI 30134-7, Information Technology - Data centres key performance
indicators - Part 7: Cooling Efficiency Ratio (CER)

진행중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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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JTC1 SC39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DIS 30134-8, Information technology - Data centres key performance
indicators - Part 8: Carbon Usage Effectiveness (CUE)

진행중
(2022)

ISO/IEC DIS 30134-9, Information technology - Data centres key performance
indicators - Part 9: Water Usage Effectiveness (WUE)

진행중
(2022)

ISO/IEC FDIS 30134-6, Information technology - Data centres key performance
indicators - Part 6: Energy Reuse Factor (ERF)

진행중
(2022)

ISO/IEC 23544, Information Technology - Data centres - Application Platform
Energy Effectiveness (APEE)

진행중
(2022)

ISO/IEC 21836:2020, Information technology - Data centres - Server energy
effectiveness metric

2020

ISO/IEC TS 22237-7:2018, Information technology - Data centre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s - Part 7: Management and operational information

2018

ISO/IEC TS 22237-4:2018, Information technology - Data centre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s - Part 4: Environmental control

2018

ISO/IEC 30134-4:2017, Information technology - Data centres - Key performance
indicators - Part 4: IT Equipment Energy Efficiency for servers (ITEEsv)

2017

ISO/IEC 30134-5:2017, Information technology - Data centres - Key performance
indicators - Part 5: IT Equipment Utilization for servers (ITEUsv)

2017

¡ (주택 전력 에너지 사용량(AMI) 빅데이터 및 정보 모델 표준) 광범위한 스마트그리드 영역을
고려하여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및 산업계 지원을 위한 가이드 개발과 데이터 교환 표준, 데이터
모델 및 속성, 로컬 데이터 교환 등 다양한 표준이 개발 중
- ITU-T SG20/SG5
· 전력 빅데이터 관련 응용기술 활용과 스마트시티 빌딩 에너지 데이터 교환, 공유 및 분석을
위한 요구사항과 에너지 서비스를 위한 아키텍처 모델, 데이터 처리 및 운용과 관련된 표준
개발 중
- IEEE
· 전력 및 에너지, IT,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을 개발하고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EES 시스템 통합 및 시험, EV 충전인프라, DR, 마이크로그리드, 61850 기반의
변전소, 스마트 에너지 프로파일, IP 보안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IEEE 2030 시리즈로 표준화가
진행 중
- IEC TC13(전기에너지 측정계측)
· 스마트미터를 중심으로 상위 시스템 간의 연동을 위하여 기능, 통신, 프로파일 등에 관한
표준 개발
· 스마트그리드의 핵심 솔루션인 AMI의 주요 핵심이슈는 AMI에 사용되는 통신 및 정보
모델에 대한 표준으로 현재 스마트미터에 활용되는 DLMS(Device Language Message
Specification)/COSEM(Companion Specification for Energy Metering) 정보모델과 전력
계통 상위시스템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공통정보모델(CIM)에 대한 Harmonization 표준
(IEC 62056-6-9)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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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TC57(전력시스템관리 및 관련 정보교환)
· 전력 자원을 객체클래스 및 속성으로 표현하여 다른 공급업체에서 독립적으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공통정보모델(CIM)을 확장하여 수요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
개발
·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아키텍처의 주요 요소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정의
- IEC PC118(스마트그리드 유저 인터페이스)
· CIM (IEC 61968-9) 및 DLMS/COSEM(IEC 62056 5-3/6-1/6-2) 중심의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여 유틸리티 및 최종 소비자간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서비스 개발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TU-T SG5

L.Suppl.41, Requirements on energy efficiency measurement models and the
role of AI and big data

진행중
(2023)

Y.energy-data, Framework of city-level energy data sharing and analytics
among buildings

진행중
(2023)

Y.DFR-SM, Data format requirements and protocols for remote data collection
in smart metering systems

진행중
(2022)

IEEE 2030-2011, IEEE Guide for Smart Grid Interoperability of Energy Technolog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peration with the Electric Power System (EPS),
End-Use Applications, and Loads

2011

ITU-T SG20

IEEE

진행중
(2022)

IEC PT 62056, Electricity metering data exchange
IEC TC13

IEC TC57

IEC PC118

IEC TS 62056-6-9:2016, Electricity metering data exchange - The DLMS/COSEM
suite - Part 6-9: Mapping between the Common Information Model message
profiles (IEC 61968-9) and DLMS/COSEM (IEC 62056) data models and protocols

2016

IEC 61970-301/AMD1 ED7, Amendment 1 - Energy management system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EMS-API) - Part 301: Common information model (CIM) base

진행중
(2022)

IEC 61970-301:2020, Energy management system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EMS-API) - Part 301: Common information model (CIM) base

2020

IEC 61968-1:2020, Application integration at electric utilities - System interfaces for
distribution management - Part 1: Interface architecture and general recommendations

2020

IEC 61850-7-3:2010+AMD1:2020, Communication networks and systems for
power utility automation - Part 7-3: Basic communication structure - Common
data classes

2020

IEC 61850-7-4:2010+AMD1:2020, Communication networks and systems for
power utility automation - Part 7-4: Basic communication structure - Compatible
logical node classes and data object classes

2020

IEC TS 62939-2:2018, Smart grid user interface - Part 2: Architecture and
requirements

2018

IEC 62746-10-3:2018, Systems interface between customer energy management
system and the power management system - Part 10-3: Open automated demand
response - Adapting smart grid user interfaces to the IEC common information
mode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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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 (스마트시티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표준) ITU-T SG17 및 JTC1 SC27을 중심으로 비식별화
및 스마트시티 보안 관련 표준 개발 중
- JTC1 SC27 WG5
· ISO/IEC CD 27559(데이터 비식별화 프레임워크) 개발 중
· ISO/IEC TS 27560(스마트 시티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2021년 2월 공표
· ISO/IEC 20889(비식별 처리 용어 정의 및 기술 분류)을 2018년 공표
- ITU-T SG17 Q7
· ITU-T

X.1148(데이터

비식별처리

프레임워크)를

2020년

8월

채택하였으며,

ITU-T

X.rdda(데이터 비식별 보증 요구사항)는 개발 진행 중
· ITU-T X.smsrc(스바트 거주 공동체 보안 조치) 2020년 1월 신규 워크 아이템으로 채택되어
표준 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JTC1 SC27
WG5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27559, Privacy enhancing data de-identification framework

진행중
(2024)

ISO/IEC 27560, Privacy technologies - Consent record information structure

진행중
(2024)

ISO/IEC 20889:2018, Privacy enhancing data de-identification 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 of techniques
X.rdda, Requirements for data de-identification assurance

2018
진행중
(2022)

ITU-T SG17
X.1148, Framework of de-identification process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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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 City Data Hub
- 국내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에서 개발한 데이터 허브 플랫폼의 오픈소스 제공
· NGSI-LD API를 포함하는 데이터 코어 모듈뿐만 아니라 데이터 허브를 구성하는 수집,
분석, 보안, 클라우드, 시맨틱 및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모듈을 오픈소스로 제공
·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KETI 및 파인씨앤아이, 디토닉, 엔코아, 바이브컴퍼니, 부산대,
이노그리드, 세종대, N2M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제공
¡ djane
- oneM2M 표준 오픈소스인 Eclipse Foundation 산하 OM2M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Sensinov에서
NGSI-LD API 표준에 대한 최초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djane 2018년 5월 공개
¡ FIWARE Foundation
- OMA NGSI API 오픈소스 S/W인 Orion 브로커를 확장하여 NGSI-LD API 오픈소스인
Orion-LD 공개
- 공통 데이터 모델을 일부 도메인에 대하여 제공해 왔으며, TM Forum과 공통 데이터 모델을
github을 통해 제안받고 단체 표준화 진행 중
¡ OCEAN
- 국내 KETI 주도로 국제 IoT 미들웨어 플랫폼 표준인 oneM2M의 플랫폼, 응용 및 다양한
도구에 대한 오픈소스를 제공
· oneM2M 뿐만 아니라 지능형 IoT 등 IoT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오픈소스 제공 중
¡ Scorpio
- OMA NGSI API 오픈소스를 개발하고 ETSI ISG CIM 의장사를 맡고 있는 NEC 독일
연구소에서 NGSI-LD API를 지원하는 Scorpio 브로커를 오픈소스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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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국내역량요인

약 점 요 인 (W)
시
장

- 표준에 기반을 두지 않은 구축에
의해 추후 상호운용성 문제 발생
가능

기
기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5대
술
술
연계 서비스 기술 확보

- 각 영역별 플랫폼을 통합하는
상위 플랫폼 개념의 통합플랫폼
형태의 기술

시 - 140여개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장 통합플랫폼 확산 추진 중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술 확보

국외환경요인

- ITU-T SG20의 스마트시티 관련

표
표준화 그룹의 의장단 확보
준 - J-SCTF에 전문가로 참여 중

표
- 체계적인 국내 표준 제정 미흡
준

【SO전략】
【WO전략】
시 - 개발도상국 등의 스마트시티
- (시장) 국내 통합플랫폼 기술의 개도국 - (시장) 체계적인 국내표준 정립 및
구현 의지 높음
장
수출 추진

- (기술) 도시의 개별 플랫폼의 연동을 기
위한 솔루션으로 통합플랫폼의 보급
회
기 - 도시 내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의 추진
요
술 연계를 위한 솔루션 미비
- (표준) ITU-T SG20을 중심으로 국제
인
표준화 추진하고, J-SCTF를 활용하여
(O)
IEC 및 ISO의 표준화 추진현황 파악
- ITU-T SG20, IEC TC268 등의

표
국제표준화 초기 단계
준 - J-SCTF를 통한 표준화 협력

기존 국내 표준의 제·개정 추진
(기술) 도시 통합플랫폼 중심의 개별
서비스 연동 기술 개발 추진
(표준) 체계적인 국내표준의 제·개정
추진 및 국제표준 반영 추진

및 대응 추진

추진 중

【ST전략】
【WT전략】
시 - Microsoft, IBM 등의 대표적인
- (시장) 도시 통합 관제센터 구축과 - (시장) 국내 통합플랫폼과 기존
솔루션 존재
장
병행한 통합플랫폼 기술의 수출 추진

- (기술) 도시 통합 관제센터 구축을
위
위한 통합플랫폼 기술의 추가 개발 협
기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술 추진
요
기반의 솔루션 존재
술
- (표준) ITU-T SG20을 중심으로
인
표준화를 추진하고, ISO, IEC 및 (T)
JTC1과 표준화 협력 추진

표 - 국제표준화 활동에 국내 전문가
참여 미흡
준

도시 운영 시스템과의 연동 기술
보급을 통한 적용 분야 확대 추진
(기술) 국내 통합플랫폼과 기존
도시 운영 시스템과의 연동 기술
개발 추진
(표준) 신속한 국내표준 정립 및
국제표준 반영 추진 및 ITU-T SG20
중심의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ITU-T, IEC, JTC1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 국내 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하여, 진행 중인 주요 기반 표준에
국내 기술의 반영이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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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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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협력공략 | 병행)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SG20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플랫폼 PG/
특수통신 PG,
스마트도시
표준화포럼

(미국) GE/AT&T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중국) CMCC/화웨이/ZTE,
(일본) NTT DOCOMO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22 신규)
중국을 중심으로 ITU-T SG20에서 도시 인프라 모니터링 기술, 인프라 관리를 위한 센서 통합 관리
기술 등의 표준화 진행 중에 있으며, 추격/협력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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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TU-T SG20은 도시 인프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센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Y.infra를 2022년 말까지 개발 예정
- ITU-T SG20은 센서 통합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Y.isms를 2022년 말까지 개발
예정이며, 이후 센서 통합 관리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는 Y.nmm-isms의
개발을 추진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중국 주도로 진행 중인 Y.infra와
Y.isms의 중복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주도로 2012년에 개발 완료한 ITU-T
F.744(Service description and requirements for ubiquitous sensor network middleware)와의
차이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내의 USN 관련 기술 반영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는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제1부: 요구사항 및 제2부: 참조구조를 기반으로 제3부: 레거시 화재수신기용 데이터 모델,
제4부: 식별체계, 제5부: 연동 인터페이스, 제6부: 연동방법 및 제7부: IoT 소방시설 등의 표준을
2023년까지 개발할 예정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소방설비 고장 및 사고 예방을 위한 IoT 기반 소방 관리시스템
표준 개발 과제와 연계하여 표준 개발 및 개발된 표준의 검증을 수행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를 통해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을 위한 표준 세트를 개발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실시간 재
난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실시간 화재안전관리시스템 개발 과제를 통해 도출된 특허를
중국 주도로 개발 중인 국제표준에 반영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실시간 재난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실시간 화재안전관리시스템
개발 과제 및 소방설비 고장 및 사고 예방을 위한 IoT 기반 소방 관리시스템 표준 개발 과제를
연계하여 개발된 표준의 검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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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
5G포럼

국제

3GPP
RAN/SA/CT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미국) 퀄컴/인텔,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중국) 화웨이

선도국가/
기업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AT&T/퀄컴/인텔,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중국) CMCC/화웨이/ZTE,
(일본) NTT DOCOMO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5G 이동통신 표준화가 본격 진행되어 Rel-15 첫 규격 완료. 특히 NSA/SA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개방형 무선 액세스망 기술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에 이어 5G SON, 5G 프론트홀, 기지국
가상화, 기지국 슬라이싱, IAB 기술 등에 대한 SI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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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3GPP Rel.17 표준 항목 주제인 ‘5G 버티컬 관련 Industry IoT 기능 강화’ 및 ‘자가망
(Non-public) 지원 기능 강화’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요구사항 논의
- 5G 기반 스마트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익스포저 기능 강화 내용을 3GPP Rel.18 표준
항목 주제로 반영 추진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표준협의체 활동) 5G 포럼 스마트시티 위원회 및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를 통해 국내 통신사 및 사업체 등과 논의하여 3GPP에서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대응 체계 구축 필요
<표준화 계획>
- 5G 포럼 스마트시티 위원회를 통해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요구사항, 네트워크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관련한 국내 및 국제 표준화 논의
-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를 통해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익스포저 기능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사업 과제를 통한 전략 수립) 5G+ 전략 주제인 5G 스마트시티 관련하여 과기
정통부 표준 과제 생성
- (표준화 포럼 활동) 5G포럼 스마트시티 위원회 중심으로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관련 표준화 논의 추진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를 통한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국내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의 실증 및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특허를 발굴하고 해당 특허를 기반으로 표준화 항목 도출 및 표준화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 실증
및 개발 과제와 연계한 표준화 추진 및 IPR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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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스마트가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상호운용성 참조모델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JTC1 SC25,
IEEE PLCSC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력공사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플랫폼 PG,
에너지데이터
프로슈머포럼

(미국) EDISON/Honey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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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SON/Honeywell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스마트 가전 수요관리 서비스 프로토콜 및 시험 평가방법에 대한
국내/국제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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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25 WG1에 스마트가전 에너지 관리 및 상호접속 서비스 프로토콜 표준 개발
완료를 위한 대응 활동 추진
- IEEE PLCSC의 P2030.5 표준을 국내 스마트시티의 HEMS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에너지 프로파일 관련 응용 프로토콜 명세 추가 등 표준화 활동 추진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표준 기술 개발 및 실증 적용을
통해 표준 기술의 고도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규 표준 ITEM 제안 추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스마트가전 에너지 관리 및 상호
접속 서비스 프로토콜 표준 신규 표준 제안 및 개발 추진 등 JTC1 SC25 WG1 표준화에
적극 대응
<표준화 계획>
- JTC1 SC25 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 및 JTC1 SC25를 대응하고 에너지
데이터프로슈머포럼의 산·학·연 전문가 그룹 운영을 통해 국내 확산 추진
- 에너지데이터프로슈머포럼을 중심으로 스마트가전 및 스마트홈의 에너지관리시스템 관련
표준화기구와 표준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개발된 포럼표준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단체표준 개발 추진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스마트 에너지 시티 프로젝트의 피크관리 IoT 가전 기술
실증 및 개발 로드맵 기반으로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 개발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에너지데이터프로슈머포럼에서 개발된 표준에 대한 검증 및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스마트시티에 스마트
에너지 관련 기술의 실증 및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특허를 발굴하고 해당
특허를 기반으로 표준화 항목 도출 및 표준화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스마트 에너지 시티 프로젝트의 피크관리 IoT 가전 기술
실증 및 개발 과제와 연계한 표준화 추진 및 IPR 확보

SOC 디지털화 Part.1 _ 스마트시티 59

(차세대공략 | 병행)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스마트도시
표준화포럼

국제

ITU-T SG20

스마트도시협회,
국내
ESE,
참여
지오멕스소프트,
업체/
이노뎁,
기관
다누시스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기술
개발
단계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한국) ESE, 이노뎁, 다누시스, 지오멕스소프트,
(미국) MS, IBM, Cisco, GE, 퀄컴, AT&T,
(EU) FIWARE,
(중국) 화웨이,
(일본) 히타치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중국) 화웨이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중국을 중심으로 ITU-T SG20에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조와 요구사항 표준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기존 표준의 요구사항 확장을 위한 표준 개발 추진을 위하여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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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TU-T SG20은 Y.4201 개발 후 스마트시티 플랫폼에 대한 추가 표준은 개발되고 있지 않으며,
데이터 플랫폼과 IoT 플랫폼 등 유사 플랫폼 관련 표준 개발 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국내 지자체에 보급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바탕으로 실시간 이벤트 모니터링 기반 스마트시티 통합관제 플랫폼 기능을
정의하는 Y.EMM 개발 예정

<표준화 계획>
-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은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및 서비스 연계 운영을 위한 데이터 교환 규격 등 표준 개발 완료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국제표준화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표준화 국가표준,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표준 개발

표준특허
전략

- 표준특허 이슈 없음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해당 아이템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완료 후 확산단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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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

TTA
사물인터넷/
국내
스마트시티
플랫폼 PG,
국가기술표준원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독일) NEC/FIWARE,
(프랑스) EGM/Orange

기술
수준

ETSI ISG CIM,
oneM2M
WG2(SDS)

KETI,
N2M,
부산대,
세종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독일) NEC/FIWARE,
(프랑스) EGM/Orange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국내의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이 2020년에 v1.0 버전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연계 표준인
NGSI-LD를 제정하고 있는 ETSI를 중심으로 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 가능하므로 지속/확산공략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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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ETSI ISG CIM의 NGSI-LD API 표준을 기반으로 국내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개발하며 추가된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을 ETSI 표준으로 제정하는 작업 진행
- oneM2M 표준에 스마트시티 지원을 위해 시맨틱 쿼리 추가 개발 등 표준화 아이템의
릴리즈 5 진행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표준 기술의 개발 및 실증 적용을
통해 표준 기술의 고도화에 적극 대응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오픈소스 연계))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위한 표준 외 추가 기능에 대한 표준 기술 개발 및 구현 검증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오픈소스로 제공 추진
<표준화 계획>
- 국가기술표준원의 KS 표준으로 데이터 플랫폼의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및 바인딩(예: HTTP)
표준 제정
-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도시 서비스 개발 가이드를 TTA 기술
보고서로 제정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의 데이터 허브 개발 명세를
기반으로 국가 표준 제정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데이터 허브 플랫폼 활용 확대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활용
서비스 개발 가이드 기술 보고서 제정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에 적용된 ETSI 표준 기술 외의 추가 요구사항을 위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특허
확보 전략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데이터 허브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검증을 표준화와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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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표준
TTA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국내
플랫폼 PG,
스마트도시
표준화포럼,
국가기술표준원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기술
개발
단계

(미국) Cisco,
(스페인) Telefonica/Atos,
(독일) NEC/FIWARE/Bosch/Siemens,
(프랑스) EGM/Orange,
(일본) NTT Data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기술
수준

oneM2M
WG1(RDM),
TM Forum,
ITU-T SG20

KETI,
엔텔스,
파인씨앤아이,
KAIST,
KAIA,
KICT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독일) NEC/FIWARE/Bosch/Siemens,
(프랑스) EGM/Orange,
(일본) NTT Data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국내에서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에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에 적용하는 표준 데이터
모델을 개발 중이며, 이를 2021년 실증 도시에 적용 검증하여 확산 중이므로 선도경쟁공략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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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TM Forum은 오픈소스 단체인 FIWARE와 협력하여 도시에 적용 검증한 데이터 모델을
유럽의 여러 연구과제와 협업하여 단체 표준화 진행
- oneM2M은 Smart Device Template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모델
표준도 추가 개발 예상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적극대응)) oneM2M 단체 표준의
ITU-T 이관 논의시 국내외 oneM2M 회원사 및 ITU-T 대표단 간 협력 추진하고, 도메인별
스마트시티 인프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공유를 위한 ISO TC268 SC1의 표준 개발에 적극
대응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데이터 모델링은 기술보다는 상호
운용성의 이슈이므로 국제적으로 공통화 가능한 모델에 대한 국내외 단체 간 협력 추진 필요
<표준화 계획>
- 국내 지자체간 데이터 수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KS 표준으로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 표준 제정
- 국가 표준 스마트시티 데이터 모델의 데이터 타입, 메타 데이터 등을 활용한 데이터 모델
추가 정의 가이드 제정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에서 진행하는 실증 서비스를
중심으로 데이터 모델 국가 표준 제정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향후 추가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데이터 모델의 정의 및 데이터
플랫폼의 적용 위한 가이드를 TTA 기술 보고서로 제정

표준특허
전략

- 표준특허 이슈 없음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과 연계하여 데이터 모델 정의
및 검증을 표준화와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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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협력공략 | 병행)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시험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프랑스) EGM/Sensinov,
(포르투갈) Ubiwhere

기술
수준

TTA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플랫폼 PG

oneM2M
WG3(TDE),
ITU-T SG20,
ETSI ISG CIM,
ISO TC268

TTA,
KETI,
KICT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프랑스) EGM/Sensinov,
(포르투갈) Ubiwhere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추격/협력공략(Ver.2022)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의 데이터 허브 플랫폼의 테스트 항목을 포함한 시험기를 2020년 개발
완료하였으나, ETSI ISG CIM 표준 기구에서 시험 표준 규격을 오픈소스 테스팅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및 시험기를 2021년 공개하여 협력이 필요하여 추격/협력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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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ETSI ISG CIM에서 제정한 시험 표준 항목에 국내에서 개발한 NGSI-LD 시험 항목 반영
위한 표준화 진행
- oneM2M 플랫폼과 NGSI-LD 기반의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연동을 시험하기 위한
표준화 진행 및 향후 oneM2M 표준의 ITU-T 권고 표준으로의 이관을 통한 공적 표준화
진행 예상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oneM2M 단체 표준의 ITU-T 이관
논의시 국내외 oneM2M 회원사 및 ITU-T 대표단 간 협력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의 시험
표준은 시험 대상 표준화 단계에 따라 oneM2M은 국내에서 개발 및 표준화를 선도하고
ETSI ISG CIM은 기존 선도 기관과 협력 추진
<표준화 계획>
- 향후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의 시험인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험 항목의 TTA 단체
표준화 추진 예상
- 국가기술표준원의 KS 표준으로 다양한 데이터 허브 플랫폼 제품을 인증하기 위한 프로파일
표준화 추진 예상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의 데이터 허브 플랫폼 검증 수행 기반
시험 항목 표준 제정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데이터 허브 플랫폼 KS 표준 명세 기준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제품 프로파일 정의

표준특허
전략

- 표준특허 이슈 없음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과 연계하여 데이터 플랫폼 시험
항목 개발, 시험 수행을 표준화와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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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3차원 공간객체 모델 및 공유 인터페이스 표준

TTA
국내 공간정보 PG,
국가기술표준원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OGC
CityGML/
IndoorGML/
WFS SWG,
ISO TC211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안양대,
지인컨설팅,
웨이버스,
씨엠월드 등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미국) ESRI/Google/Digital Globe/Appl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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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ESRI 등,
(영국) Ordnance Survey 등,
(독일) TU Berlin 등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서비스 및 기능에서 3D 공간객체의 구축 및 활용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를
위해 공간정보와 관련된 기존 표준들을 확장 및 제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3D 공간객체 모델 및 공유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신규항목을 도입하고, 표준화 및
기술개발 현황을 고려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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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스마트시티 도메인의 중요성 확대와 함께, OGC CityGML/IndoorGML/WFS SWG, ISO TC211,
Ordnance Survey 등은 3D 공간객체의 모델링 및 공유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표준들을 확장하고,
활용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모듈화 형태로 재정비하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 중
- 표준 모듈화 및 확장을 위한 일부 공통 표준은 제정되었으나, 표준별 연계 모듈들에 대한
표준화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 2021년 이후 일부 표준들이 제정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스마트시티에서의 공간정보 활용에
대해 ISO TC211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 및 기술반영을 위한
협력대응이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OGC 등의 기반표준들을 수용하면서
진행되는 표준 제개정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개발내용 반영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공간정보 PG(PG409) 및 국가기술표준원 지리정보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3D 공간객체의
구축 및 활용 범위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R&D 및 연구과제의 기술개발내용을
기반으로 국제표준들을 확장 및 프로파일링하는 형태로 진행 필요
- 또한, 국제표준에서의 논의와 연계된 스마트시티 공간정보 관련 표준화 항목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국내표준을 추진, 검증 국제표준으로 확장 요구
<대응방안>
- (사실표준 준용) OGC 등의 국제표준기구를 통해 많은 논의가 진행 중으로,
준용 및 확장을 진행하되, 국내의 표준내용이 국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 (표준화위원회 PG활동)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내의 공간객체 구축 및 공유
부분을 확장 및 프로파일링하는 형태로 국내표준화를 추진
- (도메인 연계표준 개발) 스마트시티에서의 공간정보 역할을 고려하여 교통, 건축
도메인과 연관된 주변 연계표준 개발 필요

기존 사실표준
활동확대
환경과 관련된
및 에너지 등의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스마트시티의 중요성 확대로 인해
기존 표준의 확장 및 제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관련된 여러 R&D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허도 이에 맞추어 기존의 관련 특허들을 범위조정, 확장하는 등의 보완
전략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관련 표준의 제개정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참여하며,
동시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관련 R&D 및 연구과제의 내용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IPR 확보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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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후행)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한국) 국토교통부/질병관리청

기술
수준

-

JTC1 WG11

ETRI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한국) ETRI,
(중국) CESI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KETI, 디토닉, N2M, 파인씨엔아이, NHN 등이 개발한 EISS(Epidemic
Investigation Support System)는 시티 데이터 허브(City Data Hub) 플랫폼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기능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파악에 이미 활용 중. JTC1 WG11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의 ICT 플랫폼을 이용한 감염병 대응 표준화 개발이 기획되고 있는 단계이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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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EISS(역학조사지원시스템, Epidemic Investigation Support System)를
바탕으로, JTC1 WG11에서 스마트시티 ICT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 표준개발을 제안,
2021년 제안하여 2024년 국제표준승인을 목표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JTC1 WG11에서 개발 중인 ISO/IEC
5153(Smart City - City Service Platform for Public Health Emergency)을 스마트시티 ICT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공중보건비상(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멀티-파트 표준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제안, 이에 따라 감염병 확진자 동선 추적 기술은 ISO/IEC 5153-3(City service platform
for public health emergency(PHE) responses - Part 3: Contact tracing)으로 개발

<표준화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대응방안>
- (국제표준 준용) 국내 표준화 계획은 없으나, 운영 중인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실무작업반에서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한 로드맵 및 전략 구축 등의 작업을 수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특허 이슈 없음
※ 성공적인 K-방역모델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표준으로 특허 확보를
통한 표준특허 전략과 무관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선기술개발-후표준화 추진) 성공적인 K-방역모델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표준으로 IPR 연계방안과 무관함

SOC 디지털화 Part.1 _ 스마트시티 71

(선도경쟁공략 | 병행) 탄소중립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비 자원 효율 측정 및 평가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핀란드) Yandex,
(미국) 인텔/AMD/MS,
(프랑스) Schneider Electric,
(일본) NTT,
(중국) 화웨이

선도국가/
기업

기술
수준

TTA
스마트 에너지/
환경 PG

ITU-T SG5,
JTC1 SC39

ETRI,
KDCC,
삼성SDS,
성결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AMD/MS,
(프랑스) Schneider Electric,
(독일) VDE,
(중국) 화웨이,
(일본) NTT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 데이터센터 자체 설비 측면에서는 공간사용
효율, 공조 효율, IT 장비 효율 개선 등을 추진 중이며, 데이터센터 부속 설비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온수·열기 등을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시작. 그에 따라 Ver.2022에서 신규항목으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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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39에서는 데이터센터 폐열 재활용률 측정지표, 자원 효율 개선을 위한 운영지침을
개발 중. ITU-T SG5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관리시스템의 요구사항 표준 개발 중
- JTC1 SC39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측정 및 개선 관련 표준화 주력하고
있으며, ITU-T SG5에서는 ICT 시스템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
표준화를 진행 중. 개발된 또는 진행 중인 표준화 과제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신규
표준화 과제 제안을 통한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제정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신규 과제 제안) ITU-T SG5 Q11에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자원
효율적 운영지침, 공조 설비 효율 측정지표, 탄소중립 모범사례 등의 신규 표준화 과제제안을
추진하고, 아울러, JTC1 SC39에서 공간 사용 및 비용 효율 평가 표준 관련 신규 과제제안
필요
<표준화 계획>
- ETRI 및 관련 업체들이 TTA 스마트 에너지/환경 PG(PG424)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효율 측정
및 개선 관련 표준 공동개발 중이며, 데이터센터 공간 및 공조 효율 측정지표의 단체표준 제정
추진 예정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데이터센터 관련 과제를 신규 기획하고 과제와 연계하여
국내표준 개발 추진. 민간 공공부문 데이터센터 활성화 시책 수립을 통한 데이터센터 관련
표준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데이터센터 효율 개선 방안의 국내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데이터센터 전체의 효율 측정 관련
표준은 제정완료 되었으며, 세부 설비별 효율 측정 방법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 표준화 참여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관련
업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IPR을 기반으로 기고서 제출 및 국제표준 반영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데이터센터의 설비 및 IT 장비를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국제/국내 표준화 동시 추진을 통해 관련 IPR 확보
추진

SOC 디지털화 Part.1 _ 스마트시티 73

(차세대공략 | 병행) 주택 전력 에너지 사용량(AMI) 빅데이터 및 정보 모델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bidgely/Gren Buton/Opower/Currant,
(영국) centrica

기술
수준

TTA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플랫폼 PG/
빅데이터 PG,
스마트그리드
표준화포럼

ITU-T SG20,
IEC TC13/TC57

ETRI,
한국전력,
한국스마트
그리드사업단,
누리플렉스,
엑셈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bidgely/Gren Buton/Opower/Currant,
(영국) centrica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한전, 민간 등으로 상이한 데이터 수집체계를 고려, 상호운용성 확보 및 전력 에너지 사용량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전력 수요관리 효과 제고를 위해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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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국내 R&D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과 연동하여 국내 우위기술,
공백기술을 발굴 및 글로벌 호환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국제표준화 추진
- 세계 주요국가와 스마트그리드 표준 프레임워크의 공동 활용을 위한 교류확대 및 정례워크숍
개최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국내기술의 국제표준 제안활동
확대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별 전담전문가 지정, 운영
<표준화 계획>
- 에너지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 사업자간 호환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원별 AMI 데이터 정보모델
및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 개발
- 전력 AMI 데이터 수집 시스템·체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AMI 시스템 아키텍처 표준,
데이터 정보모델 표준, OpenAPI 표준, 빅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 포털간 OpenAPI 표준
개발 추진
- 한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사업자, 소비자, 학·연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AMI 데이터 표준 개발 추진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한전, 민간 등으로 상이한 데이터 수집체계를 고려, 상호운용성
확보 및 신규 요금제 대응이 가능한 데이터 품질 확보전략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500만 호
전력 AMI에 적용 가능한 표준 도출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표준 프레임워크 및 로드맵에 따라 국내 우위기술, 공백기술을
발굴하여 출원 및 기고 전략 실행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국내 R&D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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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스마트시티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IBM/Google/Microsoft,
(중국) 차이나유니콤

기술
수준

TTA 개인정보
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
개인정보보호
표준포럼

ITU-T SG17,
JTC1 SC27
WG5

ETRI,
네이버,
순천향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중국) 차이나유니콤/화웨이/ZTE,
(일본) KDDI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2 신규)
스마트시티 보안과 프라이버시는 매우 중요한 표준화 주제로 ITU-T SG17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
표준화를 추진 중이므로, 국내 실정을 반영한 세부 보안 메카니즘과 프라이버시 메카니즘을 중심으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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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17에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위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을 중심으로 신규 워크
아이템 제안 필요
- 특히 스마트시티 프라이버시를 위한 인공지능 연합학습, 동형 암호, 가명처리 기법 등의
세부 프라이버시 메카니즘에 대한 국제표준화 추진 필요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신규 과제 제안) ITU-T SG17에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위한 세부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의 적용을 위한 신규 표준화 과제 제안 및 채택이 필요하며, JTC1
SC27에 스마트시티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이어서 이를 세부적으로 지원할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에 대한 PWI 제안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PG(PG502)에서 개발 중인 스마트시티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2021년 완료하고, 향후 2025년까지 동형 암호, 가명처리 기술, 연합학습 등의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의 국내 표준화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있는 각 시도의 추진단과 협업과
스마트시티 프라이버시는 사전에 반영되도록 구축 이전에 표준화가 진행 필요
- (타 기술/기업과 제휴(원천기술))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프라이버시
바이 디폴트 원칙이 적용 필요
- (국가전략 추진계획) 범 부처차원에서 2020년 10월에 발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을 고려해 추진 필요
- (표준화 포럼 활동)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을 통해 포럼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보안 관련 기업체와 협력하여 표준화 조사 등을 통해 특허의 지분 확대 사업 추진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기술개발 병행추진) 국내 R&D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과
국제표준화 추진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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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에서 개발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City
Data Hub 커뮤니티를 통해 오픈소스로 공개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허브에 적용하는
표준 데이터 모델 명세 제공하므로 해당 사업 컨소시움 외 업체들도 솔루션 활용 및
검증에 참여 필요
- IoT 오픈소스 협의체 OCEAN은 스마트시티 표준 데이터 모델과 스마트시티 플랫폼 연동
오픈소스
대응전략

S/W의 오픈소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IoT 플랫폼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업체의
활용 검증 필요
- 외국의 경우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을 위한 NGSI-LD API 구현을 djane, Orion-LD,
Scorpio 및 Stellio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거나, 국내
솔루션과의 상호운용성 연동 검증 추진 필요
- OCF 표준을 지원하는 IoTivity에서는 레거시 장비 및 상용 클라우드 환경과 연동하기 위한
브릿지 모듈을 개발 중. 해당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브릿지 모듈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오픈소스를 활용 연동 환경 구축 및 검증이 필요

표준화
연계전략

- 데이터 플랫폼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데이터 모델 모두 표준과 S/W 개발이 병행으로
추진되는 항목으로서 표준화 대응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오픈소스 기반의 시제품
개발 및 제품화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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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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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스마트공장은 제조의 모든 단계가 자동화·지능화되어 소비자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제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능적이고 유연한 공장

< 스마트공장 기술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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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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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의 붕괴로 인해 표준 개발의 시급성이 떨어지고 있으나, 제조업은
국가 경제의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실표준 개발 및 국제 표준화 추진이 매우 중요.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회복력(Resilience) 확보가 필수 요구사항이 됨에 따라 생산 全과정의 무인화와 원재료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디지털 혁신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 제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제조업체 주도의 가치사슬 모델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플랫폼 모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표준 개발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확산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Smart APS 시스템 표준) APS 표준을 활용한 제품화 연계 추진
· APS 표준화가 완성단계에 이르고, 제품화된 APS가 본격 적용
-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제조 분야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표준 기술 확보 추진
· 제조 현장에 CPS/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에 따른 개념 모델, 기능 참조구조, 모델링, 정보교환
등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스마트공장을 위한 On-Site 엣지 표준) 스마트공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공장 내에서 관리
및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 및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화 추진
· 스마트공장을 위한 on-site 엣지 요구사항 정의
- (스마트제조 유연생산 지원 무공장 제조 플랫폼 참조 모델 표준) 다품종 소량 생산의
유연 생산 실현을 위한 제조 플랫폼 기술 표준 개발 추진
· 다품종 제품의 유연 생산을 지원하는 플랫폼 참조 모델 표준화 진행 중
-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스마트공장 IoT 아키텍처 표준 공통 모델링 고정 및
가변 속성 정의 추진
· IIoT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입출력 구조 표준기술 추진을 위하여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신별 타입, 디바이스 타입, ID, Name, 수집주기 등을 모델링하고 고정 속성으로 정의
· IIoT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입출력 구조 표준기술 추진을 위하여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센서의 태그값을 Key, Value, Type(string, byte, number...) 등을 모델링하고 가변 속성으로 정의
-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제 환경 규제에 따른 환경 저감
제조 설비 표준 추진
· 환경 오염 유발 설비 중심의 환경 저감 운용 표준 정의
- (AR/VR 기반 작업자 원격 협업 및 상호작용 지원 기술 표준) AR/VR 기술을 활용한 제품 정보
제공 및 상호작용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 추진
· AR/VR 모델 공유, 원격 협업을 위한 AR/VR 모델과 기기와의 상호연동, 상호작용 정의 및 명세
등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 URLLC, TSN연동 등 5G의 스마트공장 표준의 상용화 추진
및 국내 진행 완료/진행 중인 실증 사업에서 취합된 스마트공장에서의 관련 요구사항을
반영한 5G 스마트공장 지원 표준 개발 추진
· 3GPP Rel.16의 표준화 작업 완료에 따라 스마트공장 지원을 위한 5G 기술에 대한 준비 진행 중
· 3GPP Rel.17의 표준 작업 진행과 Rel.18에 대한 표준 안건 논의 진행 중이며 5G의 산업적용에
대한 표준화 집중 진행 중
- (스마트공장 KPI 분석 표준) 정량화된 생산성과지표에 대한 표준개발을 통한 스마트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기반 마련
· 제조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품질불량, 기계고장, 고객 불만 등의 비가치 창출과정을 최소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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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
·
·

∼ 2024년

제거하기 위한 정량화된 생산성과지표에 대한 표준 개발 필요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 추진
ITU-T에서 진행 중인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을 참조하고, 국내 환경을 파악하여 핵심
표준을 발굴하고 실제 표준화 적용 범위를 정의하고, 각 항목에 대해 표준화 진행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3D 프린팅 출력 서비스에 대한 표준 완료 추진
상위 개념적인 레벨에서 정의된 3D 서비스 프린팅 표준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시나리오별
요구사항 도출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기술 표준) 사설 5G 기반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구축
모델별 보안 요구사항 정의
3GPP의 사설 5G 요구사항 및 시스템 구조 표준을 기반으로 사설 5G 기반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구축 모델별 보안 특징을 분석하고, 각 구축 모델별 보안 요구사항 표준화 추진

- (Smart APS 시스템 표준) 클라우드 및 실데이터 적용 추진
· 대형 클라우드 솔루션에 APS가 탑재되고, 실제 적용 데이터와 개선 사항이 표준화에 유입
-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디지털 트윈 기반 CPPS에서 활용하는 제조 생산
데이터의 표현 및 교환 방법에 관한 표준 기술 확보 추진
· CPPS에서 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 진행 중
- (스마트공장을 위한 On-Site 엣지 표준) 스마트공장의 설비 및 다양한 장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규격을 정의하고 상호연동을 가능하게 하는 규격 표준화 추진
· 공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규격 및 다양한 프로토콜을 위한 상호연동 규격 정의
- (스마트제조 유연생산 지원 무공장 제조 플랫폼 참조 모델 표준) 도메인에 따른 산업적 특성이
반영된 분업화된 생산 프로세스 지원 무공장 제조 플랫폼 표준 개발 추진
· 생산 공정별 서비스화를 통한 무공장 제조 프로세스 및 플랫폼 연동 표준 요구사항 정의
-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이더넷 기반 스마트공장 IoT 아키텍처 통신 정의 및
통신방식 표준화 추진
· IIoT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프로토콜 표준화를 위하여 이더넷 기반 표준통신(OPC, Modbus,
Mqtt, CoAP, Socket, PLC Driver 등)을 정의
· 이더넷 기반 통신에 대한 통신 방식, 수집주기, 수집형태 등을 정의하여 통신방식 표준 개발
-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환경 저감을 지원하는 지능형 센서와 스마트공장 환경
저감 설비 참조 모델 표준 개발 추진
· 환경 저감 설비를 지원하는 지능형 센서와 설비 디바이스 연동 기술과 표준 요구사항 정의
- (AR/VR 기반 작업자 원격 협업 및 상호작용 지원 기술 표준) 확장현실 기반 작업자 원격지원
및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표준 추진
· 확장현실 기반 협업 및 원격지원 플랫폼 및 상호연동 규격 정의
-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 5G의 산업 적용 표준이 3GPP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으로,
국내 5G의 산업 적용을 기반으로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기술 위주의 표준화 반영 추진
· 3GPP Rel.17을 통해 스마트공장 현장 문제 해결 기술 표준 개발
- (스마트공장 KPI 분석 표준) 각 단계 사이의 상호연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개발을 통하여
국내 스마트공장 KPI 표준분야에서 지속적인 주도권 확보 추진
· 제품개발 전주기를 대상으로 각 단계별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개발과 가치사슬 각 단계
사이의 상호연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개발 필요
-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에 따른 하위 기술 표준 추진
·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에 대한 개요를 발전시켜 실제 각 하위 기술에 항목을
정의하고 실제 현장 상황과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최종 표준화 항목 범위를 정의하고, 각
항목에 대해 표준화를 진행하면서 국제 표준과의 협력 추진
-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실제 산업 적용 분야에 따른 3D 프린팅
출력 서비스에 대한 표준 및 파일포맷 개발
· 특정 산업 분야에 적정한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상세 서비스 표준 플랫폼 개발 및 신규
서비스에 따른 메타데이터 파일 포맷 개발
-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기술 표준) 사설 5G 기반의 스마트공장 보안모델 및 참조구조 정의
·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의 취약점 분석을 통해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 보안모델 및
보안 참조구조에 대한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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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 2026년

- (Smart APS 시스템 표준) 타제조 응용과의 통합 및 유연화 기반의 차기 표준화 추진
· APS와 MES, ERP, SCM 등 모든 제조 응용이 유연하게 통합되고 관련 표준화가 진행
-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MR 개념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제조 환경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 기술 확보 추진
· 실제 작업 환경을 가상현실에 구현하여 더욱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MR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환경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화 진행 중
- (스마트공장을 위한 On-Site 엣지 표준) 스마트공장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기능을 정의하고
서비스화하기 위한 엣지 시스템 표준 추진
· 다양한 설비 및 센서에 인공지능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산업용 엣지 시스템 규격 정의
- (스마트제조 유연생산 지원 무공장 제조 플랫폼 참조 모델 표준) 서비스 기반 제조의 단계별
정보 데이터 교환 및 빅데이터 활용한 유연생산 지원 무공장 플랫폼 표준 추진
· 서비스별로 세분화된 제조 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통한 자율적 생산 계획 지원 플랫폼 정의
-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기간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방법 및 인터페이스
예외방안 표준화 추진
· 기간 시스템(MES, ERP 등)과 스마트공장을 위한 IIoT 인터페이스 모델 표준화 추진 방안으로
데이터 구조(Json, xml, rfc 등)와 통신표준(Rest API, JDBC, SAP-Jco 등)을 정의
· 기간 시스템(MES, ERP 등)과의 인터페이스 예외방안으로 네트워크 단절/지연 등으로 인한
데이터 수집 표준 개발
-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친환경 제조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공장 환경 저감
설비 운용 표준 개발 추진
· 스마트공장의 지속가능한 제조를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프레임워크 기반 표준 정의
- (AR/VR 기반 작업자 원격 협업 및 상호작용 지원 기술 표준) 스마트공장에서 5G 및
확장현실을 적용한 홀로그래픽 기반 원격 협업지원 및 상호작용 기술표준화 추진
· 홀로그래픽 기반 협업지원 플랫폼 표준화 추진 및 5G와 확장현실 연동 표준 정의
-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 6G에 대한 표준화 진행 상황에 맞춰 5G에서의 산업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6G 기반 스마트공장 지원 표준 아이템 발굴 추진
· 6G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공장 서비스 분류 정의 및 유즈케이스 표준 개발
- (스마트공장 KPI 분석 표준) 스마트공장 KPI 관련 서비스 발굴과 국제표준 협력 추진을 통하여
국내 스마트공장 기술 글로벌 사업화 기회 확대 및 국제경쟁력 제고 추진
· 기 구축한 스마트공장 KPI의 고도화와 국내 각 산업별 스마트공장 KPI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 AI 기반 스마트공장 표준 확대 및 국제 표준화 추진
· 국내 실정에 맞는 AI 기반 스마트공장 표준을 확대 정의하고, 이를 국제 표준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표준으로 확대 적용
-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다양한 프린팅 방법 및 재질에 범용적인
3D 프린팅 출력 서비스 및 파일포맷 개발
· 3D프린팅 출력 서비스 분야에 적정한 범용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표준 플랫폼 개발 및 신규
서비스에 따른 메타데이터 파일 포맷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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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스마트공장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 미국 등의 선도국가는 다국적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간 협력으로 시범공장구축과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어 표준을 선점할 경우 관련 IPR
확보로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스마트공장의 기술표준개발과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가 필요
·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정책과 함께 국제 표준화 선점 활동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국제 시장을
개척하고 선점하는 등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해 공장 내외부의 다양한 기기 및 사물들의 연결성을
높이고 제조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이 가능한 빅데이터/CPS/AI 등의 신기술 적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표준화 및 업무 표준화를 추진
·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 기업은 표준화된 솔루션 보급을 통해 개발 비용 절감 및 솔루션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수요기업은 솔루션 도입 비용 절감 및 운용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
· 스마트공장 KPI와 MES, 빅데이터 등 생산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현재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운영에 대한 효과성의 투명한 가시화 작업이 가능하며, 향후, 공급기술에
대한 활용성 및 유지보수에 대한 표준화 추진 가능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제조 산업은 타 산업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은 산업분야로써 투자, 생산성, 노동비용 등
제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가경쟁력의 동력인 제조업의 부활 및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들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창업을 통한 제조시장 확대가 가능
· 스마트공장 관련 장비, 디바이스, 플랫폼, 솔루션 등의 표준화를 통해 양질의 인력 양성
및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공장 내의 작업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작업 환경 구축이 가능
· 모든 비즈니스와 기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People Centric), 표준화를 통해 디지털화된
프로세스와 데이터 중심의 생산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시스템과
기술을 도입하며 궁극적으로는 스마트공장에 시간확보와 경제성을 부여하여 국민 행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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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스마트공장은 크게 OT기술의 영역인 생산 환경과 IT기술의 영역인 운영 환경으로 나눔.
생산 환경의 영역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스템 기술, 제조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제어·관리하기 위한 운영시스템 기술, 3D 프린팅 및 보안기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운영
환경의 영역은 제품 기획부터 생산, 판매 및 유지보수까지에 제품 라이프사이클 전주기 지원
서비스 기술이 필요. 본 표준화전략맵에서의 중분류의 범위는 스마트공장을 구성하는 필수
기술 단위를 중심으로 하여 OT와 IT의 영역에 사용되는 플랫폼, OT와 IT를 연결하기 위한
연동, 스마트공장을 위한 서비스, 3D 프린팅, 스마트공장 데이터 보안으로 구분
< 스마트공장 Ver.2022 표준화항목 >
표준화 내용

Target
SDOs

Smart APS
시스템 표준

스마트공장을 위한 APS(Advanced Planning &Scheduling)
시스템의 기능과 데이터 표준을 정의
- APS 시스템의 표준 입출력 데이터
- APS 시스템의 표준 기능 구성
- 기간 시스템(MES, ERP) 등과 APS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모델

ISA 95,
ITU-T
SG20

③

O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디지털 트윈 기반 CPPS(Cyber-Physical Production System)를
구축하기 위한 규격을 정의
-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공장의 참조모델, 정보교환,
유즈케이스 등 정의
- CPPS에서 활용하는 제조 생산 관련 데이터의 표현 및
교환 방법 정의
- 디지털트윈 구현을 위한 몰입형 미디어 요구사항 및
서비스 시나리오 정의

JTC1
SC29,
IEC SyC
SM

②

O

ETSI MEC,
스마트공장의 다양한 설비 및 센서에 인공지능 기능을
스마트공장을
3GPP
부여하기 위한 산업용 엣지 시스템 표준
위한 On-Site
SA2/SA6,
- 스마트 공장을 위한 on-site 엣지 요구사항 정의
엣지 표준
ITU-T
- 설비 데이터 연동 규격 정의
SG11

⑤

O

스마트제조 무공장 제조를 지원하는 유연생산 플랫폼 참조 모델을 정의
유연생산 지원 - 고객 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 지원 유연생산체계 구축
무공장 제조
모델
플랫폼 참조 - 공장 없는 제조기업의 가치사슬 통합 플랫폼 참조
모델 표준
모델

NIST,
ISA 95,
ASME
MBE SC

③

O

스마트공장을 위한 IIoT(Industrial IoT) 아키텍처의 구조와
프로토콜 표준을 정의
스마트공장을
- IIoT의 표준 입출력 구조
위한 IoT
- IIoT의 표준 프로토콜 정의
아키텍처 표준
- 기간 시스템(MES, ERP) 등과 스마트공장을 위한 IIoT
인터페이스 모델

ITU-T
SG11,
ISA 95

②

O

표준화 항목

플랫폼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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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내용

Target
SDOs

IT 기반의 정보시스템과 OT 기반의 실제 제조현장,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CT)의 통합을 위한 수직/수평/상호운용 통합
아키텍처 모델의 정의
- 스마트공장을 위한 국가별 참조 아키텍처와 특징 정의
- 스마트공장을 위한 IT와 OT간 네트워킹 및 공존을
위한 표준

NIST(SME/
F-CPS),
MIIT/SAC
(IMSA),
IVI(IVRA),
IIC(IIRA),
VDI/VDE
GMA 7.20,
OASIS
(MQTT/
AMQP)

③

X

ISO
TC108

③

X

표준화 항목

CPS/IIoT
기반의
스마트공장
참조 아키텍처
표준

자동 재구성을 위한 제조 설비 간 정보 교환 참조 모델 정의
제조설비 자가
- 재구성에 따른 자율 관리
재구성 표준
- OPC-UA 기반 자율네트워킹
제조
시뮬레이션
명세 표준

제조 시뮬레이션 및 데이터 포맷 규격 정의
- 시뮬레이션을 위한 객체 모델 정의
- 상호연동을 위한 적합성

SISO
C2SIM
PDG

④

X

스마트공장
에너지 모델
표준

스마트공장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한 공정 설비 및
운영환경에 대한 에너지 수요모델 및 응용 기술
- 스마트공장에서의 에너지 KPI 정의
- 에너지 수요 모델 정의
- 에너지 효율 최적화 시나리오 정의

ISO
TC301

③

X

⑥

X

ISO
TC207,
ASTM
E60.13

⑤

O

이종 공정
스마트공장
정보서비스
연동 표준

공정 특성(연속/이산/프로젝트 등)에 따라 생성되는
정보서비스와 이종 공정간 연동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정보서비스 연동 기술 규격을 정의
- 제품 생산 방식과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공정(연속/이산/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표현 기술
- 이종 공정 스마트공장에서 발생되는 공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중심의 정보서비스 간 연동 기술

ISA 95,
MESA,
ISO TC8

⑤

X

스마트공장
연동 모델
표준

스마트공장 수직적/수평적/상호운영성 통합 모델 및 데이터
규격 맵핑
- RAMI4.0분석 및 일치 항목 데이터 규격 맵핑
- RAMI4.0모델 누락 항목 처리 방법

IEC SyC
SM,
Platform
Industrie
4.0

③

X

데이터 기반의 제품 자동(최적) 설계 및 정확도 검증을
위한 모델 정의
SISO,
제품 자동설계
- 자동설계가 가능한 모델(제품군) 정의
IEEE 1730
및 검증 표준
- 제품 자동설계를 위한 모델별 파라미터 정의
- 정확도 검증을 위한 비교항목 정의
스마트공장의 환경저감을 위한 설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스마트공장
표준 정의
환경저감 설비
- 스마트공장 환경 감지 모니터링 설비 및 디바이스 규격
운영 표준
-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개발

연동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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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Target
SDOs

표준화 내용

원격 및 확장현실 환경에서 스마트공장작업자에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최적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AR/VR 기반
있는 AR/VR기반 협업 및 상호작용 지원 기술
작업자 원격
- 효과적인 업무 지원할 수 있는 지시 태킹, AR/VR 모델 공유
협업 및
- 상호작용 정의 및 명세, 원격 협업을 위한 통신 및
상호작용 지원
AR/VR 모델과 기기와의 상호연동
기술 표준
- AR/VR 정보모델, 제품정보 가시화 및 상호작용 정의
및 명세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Khronos
Group
OpenXR,
JTC1
SC24,
IEC SyC
SM

③

O

3GPP
SA1/RAN1,
ISO TC299

②

O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효율성과 공급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 지표를 정의
- 각 제조업의 도메인 특성을 반영한 Key Performance
서비스 스마트공장
Index 도출
KPI 분석 표준
- 도메인별/업종별/기업 규모별 KPI 평가 할 수 있는
매트릭 정의
- 스마트공장 공급기술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KPI 도출

ISO
TC154/
TC176/
TC286

②

O

스마트공장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에 대해 AI 기술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작업장, 조립라인, 설비, 제조공정
등에 적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항목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을 정의
AI 기반
- 설비 예측 유지보수를 위한 요구사항 표준
스마트공장 - 조립 라인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표준
요구사항 표준 - AI 분석 기반 결함을 진단하기 위한 설비의 상태 정보 표준
- 제조공정 최적화를 위한 공정 모델링 방법 표준
- 설비 이상 징후 검출을 위한 데이터 통합 인터페이스 표준
- 작업장 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표준
- 경영관리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

ITU-T
SG16

②

O

④

O

①

X

스마트공장에 5G를 적용한 서비스를 정의
5G를 적용한
- 5G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분류
스마트공장
- 서비스 분류에 따른 유즈케이스 정의
표준
- 공장 내 타 통신 방식과의 연동 표준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3D
프린팅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디지털 파일의 3D 외형, 재질
등의 정보 및 프린팅 플랫폼을 위한 표준
- 프린팅 재질, 프린팅 크기 등의 물리적인 출력 정보를
JTC1
포함하는 3D 프린팅 적층제조 전용 파일포맷 표준
- 3D 모델링 데이터의 출력 서비스를 위한 메타데이터
WG12,
ISO
및 플랫폼 관련 표준
TC261,
- 메디컬 프린팅을 위한 CT 영상에 대한 메타데이터 포맷
- 3D 프린팅의 정의, 구성요소(사용자, 디자이너 및 창작소) OMA CD
및 유즈케이스 등을 정의
- 3D 프린팅 서비스의 요구사항, 프레임워크 및 계층별
기능 정의

3D 프린팅을 통한 제조 과정에서 품질 및 생산성에
관여된 데이터에 대한 표준 정의
JTC1
- 3D 프린팅 방식별(FDM, DLP, SLS, SLA 등) 필요 제조
3D 프린팅
공정간 필수 파라미터 수집 방법 정의
WG12,
제조공정,
ISO
- 방식별 지정 파라미터에 관한 공정 평가 방법
품질 및
- 3D 프린팅 장비, 소재, 출력물의 품질 측정 방법 및 TC261,
안전관리 표준
ASTM F42
안정성 관련 항목
- 3D 프린팅의 결과물 품질 신뢰성을 위한 3D 프린팅
공정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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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Target
SDOs

표준화 내용

3D 프린팅에 대한 기본 용어를 정의하고, 응용분야 및
공정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표준
3D 프린팅/
- 3D 프린팅과 스캐닝에 관련된 데이터, 공정 관련
스캐닝 개념
용어의 정의
및 용어 표준
- 3D 프린팅과 스캐닝에 관련된 공정 개념, 응용 분야
및 사용 사례

보안

JTC1
WG12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①

X

사설(Private or Non-public network) 5G 기반의 스마트공장을
사설 5G 기반
ITU-T
구축하기 위한 보안 규격을 정의
스마트공장
SG17,
- 사설 5G 스마트공장 구축 모델 보안 특징 정의
보안기술 표준
3GPP SA3
- 사설 5G 스마트공장 구축 모델별 보안 요구사항 정의

②

O

스마트공장에서의 공정 메커니즘 및 공정 작업에서
ISO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 제공을 위한 표준
TC307,
무결점 공정을
- 무결점 공정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추적 가능한
ITU-T
위한 블록체인
공정 데이터 관리 시스템
SG17/SG20,
표준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콘트랙트를 활용한 공정 IEEE 2144/
오류/변조 탐지
2418.7

③

X

스마트공장
기기 상호
보안인증기술
표준

스마트공장 내 기기의 상호인증을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과
프로파일 규격을 정의
- 기기 상호 보안인증 시스템 요구사항
- 기기 인증서 프로파일 정의

ISA 99

②

X

스마트공장 정보보호 역량 확보를 위한 단계적 인증기준
마련
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 정보보호 프레임워크 수립
정보보호 인증
- 스마트공장 보안등급 기준 마련
기준 표준
- 스마트공장 보안등급별 인증기준 마련
- 스마트공장 분야별 인증기준 마련

JTC1
SC27,
ISA 99

③

X

JTC1
SC27,
ISA 99

③

X

JTC1
SC27,
ISA 99

③

X

스마트제조
공급망 보안
관리 기준
표준

스마트제조 공급망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써드파티 위험평가 및 정보보안 관리 기준 마련
- 스마트제조 공급망 위험평가 관리 기준
- 스마트제조 공급망 정보보안 관리 기준

등

스마트공장
정보보호
프레임워크
표준

RAMI 4.0, Industries 4.0, IEC 62443, ISA 99, NIST SP
800-82 ICS Security 등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보안
프레임워크 정의
- 스마트공장 보안위협 유형 정의
- 스마트공장 보안 요구사항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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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표준화전략맵 스마트공장 분과에서는 기존 제조 산업을 ICT기술을
바탕으로 지능형 제조 산업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 산업적 파급효과
및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항목 위주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
- (Smart APS 시스템 표준) APS는 제조 계획과 실행을 위한 전통적인 생산 운영의 중심
시스템이지만, 수년간 진행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통한 설비/공정의 인공지능화와 누적된
제조 빅데이터와 기존 APS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새로운 표준화 이슈가 활발히
생겨나고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스마트 공장에 구축된 스마트 장비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 공정 과정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 후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거나
실제 객체를 제어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 제품 및 생산시스템의 개선 등을 실현하는 등
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스마트공장을 위한 On-Site 엣지 표준) 엣지 시스템은 공장의 생산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및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고신뢰성을 가진 다양한 초저지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ETSI, ITU-T, 3GPP, IETF
등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라인 全구간을 디지털 기술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시급히 도입이 요구되는 표준임을 감안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스마트제조 유연생산 지원 무공장 제조 플랫폼 참조 모델 표준) 수요자 요구에 대한 빠른
대응과 다품종 소량 생산의 스마트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완결적 생산방식에서
가치사슬 최적 구성을 활용하는 무공장 제조 방식의 확산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스마트공장 기초, 중간 단계인 장비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기간계 시스템과의 I/F에 대한 IoT 표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수행하는 공급기업 자원(인력, 기술, 수행경험)과 수요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원
(인력, 기술)의 수준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
측면에서 표준화가 필요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및 친환경 기술 도입 요구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제조산업의 친환경 설비 및 환경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스마트공장의
환경 저감 설비 및 디바이스 규격에 대한 정의와 표준화된 운영 정책 추진을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AR/VR 기반 작업자 원격 협업 및 상호작용 지원 기술 표준) 확장현실 환경에서 스마트공장
작업자에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최적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AR/VR기반 협업
및 상호작용 지원 기술이 메타버스 기술과 접목되고 있음. 스마트공장 내외에서 작업자에게
효과적으로 작업 및 협업을 도와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로 AR/VR이 주목을 받고 있고, 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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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원격에서도 실시간으로 다양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협업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콘텐츠 중심의 AR/VR 기술에 대한 표준이 논의되고 있지만 스마트공장 내외에서
작업자 원격 협업 지원에 관한 표준은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스마트공장에서 작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업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 5G는 다양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스마트
공장에서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 받음. 생산 현장 모니터링에 활용될
mMTC 관련 기술, AR/VR 및 영상/음성 데이터 전송에 사용될 eMBB 그리고 실시간
제어에 사용되는 URLLC로 구성된 5G 기술은 무선 기술에서의 가상물리 시스템의 지원과
NEF(Network Exposure Function)를 이용한 공장 내 생산 시스템과의 연동을 지원하여
공장 내 통신의 품질 지원 무선 통신과 공장 내 시스템 간 연동을 지원. 최근에는 5G
특화망 정책 발표에 따라 공장에서의 5G 적용에 대한 기대감 증대. NR-U 표준의 완료와
함께 국내 6GHz 대역의 NR-U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되면서 다양한 방식의 5G 공장 적용
가능. 공장 내 통신에서의 5G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스마트공장 KPI 분석 표준) 스마트공장의 경우, 다양한 자원(자재, 에너지, 인력, 기술 등)이
투입되어 원하는 제품과 스크랩, 폐기술과 같은 부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이와 같이
복잡한 제조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다양한 산업과 공정을 고려한 스마트공장 KPI가
필요하며, 향후, 스마트공장 KPI를 활용하는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표준화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KPI이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 최근 하드웨어의 발달과 가격 하락, 5G 통신의 발달,
센서 기기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한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이 수많은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시간과 물량, 정확도 측면에서
어려움이 존재.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특정조건과 분야에서 사람 이상의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서 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분석과 빠른 판단이 가능
하게 됨. 이에 기존 스마트공장에서 수집된 정보를 작업장, 조립라인, 설비, 제조공정 등에
적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ITU-T에서도
SG16에서 이 내용을 점검하고 다루고 있으므로 AI의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는
측면에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다양한 프린터 제조사 및 프린팅 방식과
다양한 프린팅 재료에 따른 프린팅 파일의 해석 방식의 상이성을 극복하고 상호호환성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된 3D 프린팅 파일포맷이 필요하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출력 서비스의
경우 3D 프린팅 서비스의 사용자, 디자이너 및 창작소 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3D 프린팅 서비스 플랫폼을 정의하고, 관련된 유스케이스, 요구사항, 프레임워크 및 계층별
기능을 식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기술 표준) 전통적인 가입자 중심의 이동통신서비스(B2C)와
달리, 스마트공장의 산업별·기업별 환경에 특화된 이동통신서비스(B2B)를 제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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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Private 또는 Non-public network) 5G 기반의 스마트공장 서비스 도입이 불가피하며,
정부에서도 5G 특화망 도입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또한, 산업 도메인용 5G 설계를 위한
글로벌 포럼인 5G-ACIA에서는 사설 5G 구축 모델을 발표한 바 있음. 안전한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보안 규격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스마트공장에 우선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표준화를 선행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표준화 항목을 수요자 요구에 맞춰 조정하고 스마트공장 분야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IT기술인 디지털트윈, AI 등을 다루는 표준화 항목을 추가
- Ver.2021(2020년)에서는 5G, 에지컴퓨팅, 친환경 등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시급히
추진해야할 표준 항목을 추가하였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안 항목을 중분류에 추가
- Ver.2022(2021년)에서는 스마트공장 KPI 분석 및 요구사항 등 중소 제조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표준을 중심으로 기존 항목을 조정하였고, 사설 5G, 머신러닝, 클라우드 등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표준화 항목을 추가
<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 Ver. 2022 신규항목
구분

플랫폼

Ver.2020

Ver.2021

Ver.2022

CPS 기반의 스마트공장
참조 아키텍처 표준

CPS/IIoT 기반의 스마트공장
참조 아키텍처 표준

-

Smart APS 시스템 표준

Smart APS 시스템 표준

Smart APS 시스템 표준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5G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표준

5G 기반 스마트공장 협업
로봇 표준

-

-

스마트공장을 위한
On-Site 엣지 표준

스마트공장을 위한
On-Site 엣지 표준

-

스마트제조 유연생산 지원
무공장 제조 플랫폼 참조
모델 표준

스마트제조 유연생산 지원
무공장 제조 플랫폼 참조
모델 표준

-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품
생산 및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정보 모델 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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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Ver.2020

Ver.2021

Ver.2022

-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

스마트공장을 위한 MEC
연동 표준

-

프로젝트 공정 분야
스마트공장 정보서비스
연동 표준

-

-

AI 기반 설비 이상 징후
검출 표준

제조설비 이상 징후 검출
표준

-

AR/VR 기반 유지·보수
지원 기술 표준

AR/VR 기반
작업수행·유지·보수 지원
기술 표준

-

-

AR/VR 기반 작업자 원격
협업 지원 기술 표준

AR/VR 기반 작업자 원격
협업 및 상호작용 지원
기술 표준

-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

-

-

스마트공장 KPI 분석
표준*

-

-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

-

3D 프린팅 제조공정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표준

-

3D 프린팅 파일포맷 표준

-

연동

서비스

3D 프린팅

보안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3D 프린팅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

-

무결점 공정을 위한
블록체인 표준

-

-

-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기술 표준*

스마트공장 기기 상호
보안인증기술

-

-

-

-

-

스마트공장 정보보호 인증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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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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금형, 식품, 자동차/기계/전자, 섬유, 의약품, 화학, 화장품 등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보급 확산 지원 사업 추진(2021.5)
- 제1차 기본계획 만료에 따라 ‘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20∼2022)‘ 수립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2021.3)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5G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 적용 사업의 일환으로 5G 스마트공장
사업 시작(2021.3)
- 과기정통부, 5G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로써 타 산업과 융합되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5G 특화망(B2B) 정책 방향 발표. 28㎓ 대역 600㎒와 함께 sub 6㎓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 예고(2021.1)
- 기가코리아 사업단, SKT와 함께 5G의 스마트공장 적용 실증 사업 추진 종료. AMR, AR/VR, AI
비디오 불량 탐지, 모듈형 생산 체계 등 유즈케이스 발굴(2020.12)
-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후관리 등 정책 전반을 ‘양적 보급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을 발표(2020.11)
- 환경부는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모델로 전환할 11개 기업을 스마트
생태공장 대상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추진(2020.10)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분석·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화(化)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 구축하는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추진(2020.7)

한국

- 중소벤처기업부는 표준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을 효율적으로 보급해 중소기업이 제조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표준기술자문위원회’를 발족(2020.6)
- 과기정통부, 비면허대역(6㎓)의 스마트공장 활용을 위한 주파수 공급을 통해 5G NR-U의 6㎓
적용을 허용(2020.6)
- 정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 제조업을
포함하는 1, 2, 3차 全산업에 5G 및 AI기술을 융합·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2020.6)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관계부처합동으로 감염병 충격으로 경제위기와 경제·사회구조 변화
동시발생, 코로나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디지털 인프라
구축)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을 구축 △5G 인프라 조기에 구축 △AI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비대면 산업 육성)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을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SOC 디지털화) △노후 국가기반시설을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를
구축(2020.5)
- 중소벤처기업부, 세계 최강의 DNA Korea 구축을 위한 스마트화 예산에 집중 편성(2019.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라는 인프라 위에 만물을 연결하는 첨단 디바이스와 혁신적 서비스를
더해 글로벌 5G 시장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5G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5G+ 전략을
발표. 특히, 스마트공장 등 5G 전략산업(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 육성을 통해 2026년
5G 세계시장 15% 점유, 생산액 18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함(2019.4)
-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 5G 상용화(2019.4)와 함께, ‘5G+ 전략(2019.3)’을 발표하며, 5G 기반의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확산 추진(2019.4)
· ‘5G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1,000개 중소 중견 기업 공장에 보급(민 관 매칭)(～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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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산자원부 등, 2018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으로 중소기업 제조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전략”을
발표(2018.12)
-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12월 우리경제의 근간이자 성장엔진인 제조업의 당면위기를 극복하고
제조업 혁신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2018.12)
- 산업통상자원부, 5G기반 스마트 공장 구축 상생협력으로 세계시장 선도(2018.12)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계획(2018.1)
· 스마트공장 선도업체 및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공장 추진단 등이 협력해 1.5조원의 연관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생테계를 조성할 계획 발표
- 스마트제조혁신센터(SMIC), 5G 기반 데모공장 운영(2017.6)
· 5G 기반 제조혁신 솔루션·제조공정, 단말 등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실제공장과 유사한
‘데모공장’ 운영
- 3D 프린팅 산업 진흥 1차 기본계획(2017-2019) 수립 및 관계 부처 3D 프린팅산업 발전전략으로
‘2019년 3D 프린팅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 비전 제시(2016.12)
- 2021년 연방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14대 과학기술 분야 중 하나로 ‘첨단 제조업’을 선정하고
(OSTP, 2019)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NNMI, Manufacturing USA) 및 스마트 제조 선도기업 연합
(SMLC) 등 산·학·연 주도의 통합 정책 추진을 통해 HPC, M&S, IoT/IIoT, 클라우드 등 디지털
트윈 관련 기술 개발 및 제조업 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 강화(2021.6)
- “4T(Tax, Talent, Technology, Trade)s” 정책 추진(ITIF, 2020.10)
· “Manufacturing USA”를 기반으로 새로운 R&D 투자와 인력개발 및 비즈니스 참여를 결합하여
50개 이상의 커뮤니티들을 기술 허브로 제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첨단 제조업 리더십 확보 전략’을 발표(2018.10)
· 제조업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국가안보 및 경제번영을 위한 미국의 범 산업적 첨단
제조업 리더십 확보’의 비전을 수립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를 제시함
① 새로운 제조기술의 개발 및 이전 ② 제조업 노동력의 교육, 훈련 및 연계 ③ 국내 제조업
공급사슬 역량 확충

미국

· 빅 데이터 분석, 첨단 센서 및 제어 기술을 통해 제조 부분의 디지털화 촉진
· 생산 기계, 공정 및 시스템의 실시간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지원을 우선으로 하여 제품 성능
및 안전성을 예측하고 개선
· 스마트 제조 구성요소와 플랫폼간의 완벽한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 개발
-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제조기술 개발 및 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계획 발표(2016.11)
· 연구소 형태의 첨단제조혁신 육성을 위한 산학연 기술협력 컨소시엄으로써 총 45개의 공공-민간
파트너 연구소 네트워크를 구축해 스마트제조 혁신을 목표로 함
- 미 상무부(DOC) 주도 아래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에 첨단제조 국가 프로그램 사무국(AMNPO)을
설치하고, NIST의 주도로 전세계 220개 기업들이 참여해 만든 컨소시엄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를 통해 산업 인터넷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표준화 작업 및 사례 공유 등을
진행(2016.8)
- 미국 국방부 산하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3D 프린팅을 통한 제조 확대를 위해 ‘개방형
제조 프로그램(Open Manufacturing Program)’의 일환으로 이니셔티브 추진(2015.6)
- 中, 인도 등 저임금 국가로 이전된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3D 프린팅 기술개발 및 인프라 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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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집중 투자․오바마 대통령은 3D 프린팅산업육성을 위해 10억 달러 투자발표(2012.10)
- 미국은 2009년부터 ‘Remaking America’를 슬로건으로 ‘국가 첨단 제조방식 전략계획’등 제조업
부흥정책을 강력히 추진(2012.2)
-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의 권고로 첨단 제조 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프로그램을
발족(2011.6)
- Local 5G 할당을 통한 생산 현장에서의 독자적인 5G 네트워크 구축 허용. 2019년 28.2-28.3㎓
할당에 이어, 2020년 12월 28.3-29.1㎓, 4.6-4.9㎓의 추가 할당(2020.12)
- 과학기술 4대 전략 발표(2020.6)
·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을 향한 사회 변화 대응
- American Makes는 2020년 방산 산업 내 3D프린팅 활용 확산을 위해 공군 연구소와 7년 규모의
협정발표(2020.1)
- 기업의 자가진단을 위한 DX 추진지표 제정(2019.7)
· 제조업DX 가시화 지표 및 기업의 자가진단제도 구축
- 일본조사회는 2018 일본 3D프린팅(적층 제조) 기술개발 전략과 시장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일본

정부 주도의 3D 프린팅 지원책 발표(2018.9)
-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기 위한 ‘신산업 구조비전’ 발표(2017.5)
· 2030년을 목표로 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다양한 기술을 통합하여 첨단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일본 정부는 스마트공장 도입을 산업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2016.4)와 산업간 융복합(Connected Industries)
등의 정책비전을 제시(2017.3)
· (초스마트 사회) 전체 생산공정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개별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혁신적 제품
생산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를 바탕으로 초스마트 사회를 구현
· (산업간 융복합) IoT 등의 기술을 통해 모든 사물이 서로 연계되어 정보를 주고받고 이로부터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구조 구축
- EU는 Vision 2030 위원회를 통해 유럽 산업의 기술변화를 이끌 기술로 3D프린팅 기술을 언급하며
정책지원 계획 수립(2021.3)
- 독일, Local license 기반의 5G 주파수 할당. 생산 현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5G의 스마트공장
적용 진행 중. 3.7-3.8㎓(2019)에 이어 24.25-27.5㎓ 추가 할당(2021.1)
- 유럽, “Industrie5.0” - EU 집행위원회에서 논의(2020.7)
· 유럽 기술 리더들이 워크숍을 통해 5차 산업혁명(Industry5.0)의 개념, 기반기술, 과제 등에

유럽

대한 논의하고 정리함
- 독일과 영국 등은 제조업체의 특화망 구축을 위한 5G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을 공급 (2019.11)
- 독일, 인공지능(AI) 관련 정책 추진(2019.9)
· 인더스트리4.0 전략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 공정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이어지므로
인공지능 기술 확보 및 관련 지원정책이 중요
- 유럽 산업 활성화 정책인 Horizon 2020을 넘어선 Horizon 2027 전략 프레임을 통해 디지털 제조
기술 육성을 강화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대(2019.9)
- 5G PPP, ‘5G SMART’를 통해 5G 스마트공장 기술 검증 등 시행(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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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5G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의 산학 연계 이니셔티브로 추진 과제의 하나인 ‘5G
SMART’를 통해 5G 스마트공장 기술 검증과 표준화를 연구
· 5G SMART는 실제 제조 환경에서 5G의 잠재력을 시연, 검증, 평가를 위한 프로젝트(2019.6～
2021.11, EU는 총 1,020만 유로 투자)
· 5G 산업용 로봇, 머신 비전 기반 원격 운영 등의 테스트 및 5G 공장 환경 하에서의 주파수
활용 특성과 전자기 호환성 이슈를 검토
- 독일, Platform Industrie 4.0 추진(2019.2)
· 기존 Industrie 4.0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관·학 연계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촉진시키는
Platform Industrie 4.0 추진
· 제조업 디지털화 추진- 사물인터넷 기반 CPS(Cyber Physical System) 스마트공장 구축
· 표준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인력양성 중점
- 영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목적으로 ‘고가치 제조업 전략(HVM, High Value
Manufacturing)’을 시행, ‘HVM Catapult 센터(HVMC)’ 설립을 통해 모델링·시뮬레이션, AR·VR
등에 3년간 2억 파운드 이상 투자(2011.10)
· 2019년, 제3차 산업전략기금(ISCF)을 통해 ‘스마트 제조’ 분야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4대 주요
테마 중 ‘가상 제품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제품 설계·제작·검증 기술’을 제시
- 코로나19 이후 중국 정부는 ‘산업인터넷’을 핵심 디지털 인프라로 포함시키고 대대적인
투자를 장려. 공업정보화부는 ‘산업인터넷 발전가속화를 위한 통지’(2020.3)를 발표하고,
‘산업인터넷 혁신개발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박차(2021.1)
· 제조업의 스마트화는 산업인터넷을 통해 각종 생산설비에서 데이터를 생성 및 공유하며,
AI를 통해 공정 최적화 및 사후 예측을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CPS(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 Physical System)를 통해 가상세계에서 제조 서비스를 제공. 특히, 산업인터넷은
스마트제조를 이룩하기 위한 핵심 기반 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정부는 2018년부터

중국

동 분야의 육성을 강조하기 시작
- 국무원, 제조강국 진입을 목표로 중국제조 2025 발표(2015.5)
· 중국이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 30년을 목표로 3단계로 나눈 계획 중 1단계 계획인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산업 핵심 부품 및 자재의 국산화율을 7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중국의 성장 동력이 되는 10대 중점 육성사업으로 스마트 디자인·시뮬레이션 등 산업용 SW
기술 개발을 제시
· 2025년까지 중국 제조기업 내 산업용 SW 국산 점유율 50% 이상 달성을 포함하여 디지털
R&D 설계 도구 보급률 84% 달성이라는 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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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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3%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플랫폼]
¡ (Smart APS 시스템 표준) 수년간 진행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통해 설비/공정의 인공
지능화와 제조 빅데이터의 누적을 이뤘으며, 다음 단계로서 기존 APS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
- 삼성전자
· 기존 ERP 시스템(SAP)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 속에서 SCM체계 내에서 생산 계획과
스케줄링 업무를 새롭게 체계화하고 신속하고 빠른 의사 결정 지원이 가능한 신기술 도입이
추진 중
- SK Hynix
· SmartFactory를 위한 대규모 컨설팅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준정보 체계 표준화 마련,
Master Production에 대한 위상 정립, 제조 데이터에 대한 지능적 확용과 분석에 SK C&C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투자 진행 중
- VMS Solutions
· 국내 중소 제조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이 고도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APS에 대한
수요가 증가. MES 솔루션과 더불어 중소 제조업을 위한 APS 솔루션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APS 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
- KSTEC
· 최적화 솔루션 싱크플랜 APS를 통해 생산 규칙과 정책 위반을 조기 포착하여 사전에
대응할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적시 적량 생산을 달성하여 제조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발 진행 중
¡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CPPS 기반 스마트공장/디지털 제조 플랫폼 솔루션은
ICT 솔루션 업체 주도로 공급되고 있으며,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07.14.)’에 따라
디지털트윈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전망
- 삼성 SDS
· 플랜트 설계/시공, 제조, 물류/Facility의 모든 자원을 IT 기술로 연결하고 데이터 분석으로
자율 제어하며, 3D/AR/VR 기반 시각화를 통해 관리/제어가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플랫폼
Nexplant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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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CNS
· 스마트공장 플랫폼 팩토바(Factova)를 통해 제조 정보화·지능화 솔루션을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개발 및 운영환경 제공
- SK C&C
· 빅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시각화를 통해 산업 현장 별 맞춤형 빅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
아큐인사이트 플러스(Accuinsight+)로 생산 양품 불량 판별부터 회귀 분석 기반의 각종 거래
가격 예측,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 등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
- 한컴MDS
·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과 저장, 가시화를 통해 설비 모니터링, 생산공정 감시, 에너지관리
등의 산업용 IoT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씽스핀(ThingSPIN)으로 최적의 데이터 수집과
통합 기능,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및 분석 서비스 제공
- 이삭엔지니어링
· 다양한 센서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빠르고, 손쉽게 수집 및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전용 IoT 플랫폼 얼티비스(Ultivis)를 통해 데이터 분석 솔루션과 타 서비스(ERP, MES,
PLM, SCM 등)과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
- SKT
· AI와 클라우드 서버 기반의 스마트공장 솔루션인 메타트론 그랜드뷰(Metatron Grandview)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의 이상치 및 고장 전조의 알람, 설비 유지 보수 기록 및 DB화,
AI 분석 모델링 등의 서비스 제공
- KT
· 5G, 클라우드, AI, 빅데이터로 구현된 스마트공장 플랫폼 팩토리메이커스(FactoryMakers)
솔루션을 기반으로 협동로봇, 머신비전 서비스 제공
¡ (스마트공장을 위한 On-Site 엣지 표준) 공장 설비와 장비 구축을 간소화하기 위해 공장 내에
엣지 서버를 배치하여 기업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On-Site 엣지 기술을 개발 중이며,
향후 인공지능 기능을 공장에 제공하기 위한 지능형 엣지 서버로 발전될 전망
- ETRI
· 가혹한 산업현장(온도, 습도, 분진 등)에서도 운용이 가능하고 서비스 상황과 수요처
요구에 따라 확장 및 재구성이 가능한 엣지 서버 기술 개발을 추진 중
- SKT
· SKT 5G, MEC, 영상 분석 솔루션을 결합하여 실시간 원격 로봇 관제 시스템을 구성하여
초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 KT
· KT 5G망 기반 Edge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여 IaaS(Server, N/W 부가서비스 등)와
CDN 서버를 제공하며 저지연 서비스 수용, 네트워크 비효율성 문제 개선을 위해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로컬 엣지 형태의 서비스 개발을 추진
- LG CNS
· 스마트공장 내의 조명을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CNS IoT Gateway’를 서비스. 향후
공장 내 위치추적 및 센서를 통한 데이터 취합 등의 분야로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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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제조 유연생산 지원 무공장 제조 플랫폼 참조 모델 표준) 대규모 제조시설 없이 아이디어
기반의 빠르고 유연한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무공장 제조에 대한 성장으로 주요 기술 발전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밀한 제조 서비스 제공이 전망
- 크리에이터블
· 3D 프린터와 CNC 가공 위주로 제조업체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제조 플랫폼을 개발하여,
제조 솔루션, 견적, 업체 안내 및 품질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
- 위너스랩
· MakerHub 플랫폼을 개발하여 디자인, 시제품, 제조 양산 업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시작부터 제품 납기 후 만족도 평가까지 제조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 중
- 씨티케이코스메틱스
· 씨티케이코스메틱스는 무공장 방식의 사업모델을 도입하여 화장품과 관련된 브랜드 기획부터
원료 개발, 패키지 디자인, 마케팅, 생산, 물류까지 모든 부분을 제공하는 글로벌 뷰티 풀
서비스(BEAUTI-FULL SERVICE PROVIDER) 디지털 플랫폼 CTK 클립을 론칭하여 운영 중
¡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IoT 플랫폼을 엣지 컴퓨팅으로 계속 확산하고 이를 수집하여 AI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통합 패키지 형태로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
- 삼성 SDS
· Brightics IoT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센서, 설비, 장비 등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사물인터넷 플랫폼이며, 2020년 가트너
매직쿼드런트(MQ)에 등재함. SDK(Java, C) 제공 및 IoT 프로토콜(MQTT, WebSocket), IoT
보안(SEAL, OAuth, SSL)을 지원
- SK C&C
· SCALA는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통합 솔루션으로 상호운용성, 유연성, 확장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I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반 기술과 공정최적화 알고리즘,
공정 제어 및 분석 솔루션 세공을 통해 글로벌 톱 수준의 자동화·지능화된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지원. 고객이 시뮬레이션과 플랫폼 기반의 분석/예측 기법을 적용해 스마트 제어가
가능하도록 시뮬레이션, 플랫폼, LCS, MSS, MCS, FCT, Automation 등 통합 패키지를 제공
- LG CNS
· IoT 플랫폼인 INFioT는 디바이스 및 다양한 IoT 환경을 고려하여 대용량 센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전달 및 관리하고, IoT 서비스 개발 편의도구를 통해 지능화 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고객가치 생성이 가능한 플랫폼이며, 표준, 비표준 포함 24종 통신 프로토콜
제공 및 확장 기능이 포함됨. 자사 AI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솔루션(DAP)과의 연계 서비스 지원
- 포스코 ICT
· PosFrame(포스프레임)은 생산현장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데이터에
기반 한 분석과 AI를 활용하여 최적으로 제어 할 수 있는 스마트 플랫폼이며, IoT, Big Data,
AI 등 IT 신기술 기반의 실시간, 무중단 스마트팩토리 통합 플랫폼을 제공함. 주요기능은
Interface Middleware, Real Time Platform, Time & Length based Alignment, Big Data
Platform 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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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스마트싱스(SmartThins), 아틱(ARTIK), 삼성 커넥트(Samsung Connect) 등 자사의 모든 IoT
제품과 서비스들을 ‘스마트싱스’로 통합한 토탈 IoT 서비스를 제공. 스마트싱스를 통해
원격제어, 알림, 전력량 확인, 모드실행, AI 관련 기능을 제공
- 에어릭스
· ‘ThingARX IoT 플랫폼’은 IoT 기술을 활용한 독자적인 스마트공장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 개선에 활용
[연동]
¡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환경설비 구축 증가로 대기방지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나, 주요 적용 업종인 조선, 정유, 제철, 발전소 등은 기존 생산
설비 등과 이원화하여 관리 중. 환경저감 설비는 구축비용뿐 만이 아니라 운영에 따른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므로 스마트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EMS)과 연동이 요구되며 탄소배출 및 미세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인증 모델이 필요
- 현대중공업
· 환경저감 설비를 공동 개발하여 2018년부터 도장 공장에 저감 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체 스마트공장 플랫폼에 연동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관리,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저감
설비 운영 솔루션을 개발 중
- 에코프로
· Microwave 타입의 VOC설비 개발 이후 대기방지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추가 개발을
진행 중.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표준모델 개발이 요구
- 포스코
·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소결공장에서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산소로 분해하여
배출시키는 친환경 설비인 소결기 선택적 촉매환원(SCR)을 구축하여 최대 80%까지 질소산화물
농도를 낮추는 활동을 진행 중
- LG전자
· 2023년을 완공 목표로 경남 창원시의 창원 1사업장에 태양광 패널, 에너지저장장치(ESS),
고효율 공조시스템 등의 여러 친환경 설비를 갖춘 친환경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 중
[서비스]
¡ (AR/VR 기반 작업자 원격 협업 및 상호작용 지원 기술 표준) 확장현실 환경에서 VR/AR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에서 스마트공장 작업자에게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한 작업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5G/WLAN,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협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 이를 위한 시스템들이 개발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메타버스 기술과 접목되어
보다 현실감 있는 협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확장될 것으로 전망
- ETRI
· 스마트공장을 위한 모델링/시뮬레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 산업용 디지털트윈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AR/VR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모듈 가시화 및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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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 스마트공장의 작업자 지원을 위한 AR/VR Live Manual 기술 개발을 추진. 또한, 상황에
맞도록 딥러닝기반 AR/VR 기반 원격협업 및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 진행 중
- KAIST
· AR/VR를 활용하여 CT나 디지털 콘텐츠를 상호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
- Maxst
· AR SDK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AR협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
- 버넥트
· AR 및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산업현장 작업자 지원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AR 핵심 기술인 트래킹 및 정합기술 보유
- 경희대
· AR/VR기술 중 촉감 전달 기술을 이용한 상호작용 지원 기술 개발 중
¡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 스마트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5G 기술은 mMTC, eMBB,
URLLC 측면에서 1차 개발 완료. 2020년 URLLC와 산업 적용을 보강한 Rel.16의 표준 및
비면허대역에 5G를 적용할 수 있는 NR-U 표준 개발 완료. 5G 측면에서의 개발된 기술을
공장에 적용하는 유즈케이스의 개발과 실증 작업이 진행 중. 정부 주도 사업의 경우 중소/
중견 기업의 스마트공장에 5G를 적용하는 측면, 대기업 주도의 사업에서는 자체 공장에 5G를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1월/6월 5G 특화망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 구체화된 특화망 주파수 신청 방법 및 사업 방법에 대한 발표
예정. 향후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은 사업자 주도의 실증 사업과 산업 주체가 자체적으로
5G 특화망 주파수를 할당받아 직접 구축/운영하는 실증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진화 예정
- 기가코리아/SKT
· 반도체/자동차/전기전자부품 제조사를 대상으로 5G 연동 머신러닝기술을 통한 실시간
생산부품 품질검사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공장을 대상으로 5G 연동 자율주행 AMR
/Picking Robot을 활용한 물류관리 서비스를 개발
- LG전자
· LGU+, LG CNS 등과 협력하여, LG전자 평택, LG화학, LG이노텍 등에서 5G를 활용한
다양한 공장에서의 유즈케이스를 개발 중
-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안산 지역 공장들과 함께 5G를 적용한 제조 혁신을 시연
- KISA/KETI
· 스마트공장 보안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NIA
· 2021년 5G 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공장 실증 사업 시작
- NIPA
· 2021년 5G기반 디지털트윈 제조 산업 적용 실증 사업 시작
- 삼성전자
·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반도체공장에 삼성전자의 5G 무선장비와 AT&T의 네트워크 장비를
결합한 ‘5G 이노베이션 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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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U+
· LG전자 소재 생산 기술 적용 공장 구축경험, LG U+의 5G망, LG CNS의 플랫폼 기술 등이
연계하여 BM 개발 중
· 두산인프라코어 등과 중공업 건설 분야 협력을 통한 5G망 기반 플랫폼을 건설현장과
무인자율작업 가능한 생산로봇에 적용
¡ (스마트공장 KPI 분석 표준) 스마트공장 KPI에 특화된 기술개발 및 기술 확보는 미미한
상황이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해 필요한 제조 데이터에 대한 기술개발 연구가
수행 중.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사업의 경우, 2022년 3만개 제조 기업에
보급 확산의 목표가 달성 예정이며, 구축된 스마트공장 시스템의 활성화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방안으로 시스템 활용 및 Data Transaction 측정을 위한 KPI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 KETI
· ‘제조 빅데이터 공동 활용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하여 제조
데이터 활용 체계 연구
¡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 국내도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등 정책을 추진 중이나 아직
기초 단계인 공장 정보화 정도의 수준으로 AI 융합으로 퀀텀 점프가 필요한 시점. 스마트공장의
핵심 역량은 제조현장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진단, 예측과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애널리틱스(DA: Data Analytics)이며,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 KPI)의 기준을 잡고, 멀티 스케일의 실시간적 진단, 예측 및 최적화 모델의 개발과
더불어 스마트공장 운영 최적화(Optimized Control)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 필요
- ETRI
· ICT 기술이 제조 산업에 쓰이기 위해서는 어플라이드 엔지니어링(Applied Engineering)이 꼭
필요한 것으로 전망. 이를 기반으로 ‘제조 작업환경 인지 기술’, ‘협업작업 자율 계획 기술’,
‘유연생산 분산협업 실행제어 기술’ 등의 연구를 진행 중
- 기타
· 정부는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을 중심으로 ‘5G+AI 스마트공장’을 1,000개
보급하는 등 제조혁신 선도 사례를 증심으로 확산 계획. 중소기업이 제조과정상 문제를
AI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 데이터를 기반으로 핵심
설비·공정별 AI 표준모델을 50개 구축한다는 목표. AI 활용 가능성과 산업 파급효과가
큰 뿌리기업 대표설비부터 우선 구축·착수
[3D 프린팅]
¡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표준 파일을 지원하는 3D 프린팅 기술과
다양한 형태의 3D 프린터를 통해 의료, 제조 등의 기업용 시장에 특화된 프린팅 기술 개발
중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항공 영역 등에 대한 3D 프린팅 기술 개발 가속화 전망
- 윈포시스
· 메탈 3D 프린팅의 제품 물성치에 관한 시뮬레이터 개발을 통한 최적화 솔루션 개발하고
자회사인 메탈쓰리디는 부품 제조 양산이 가능한 금속 프린터(MetalSys 500) 개발, 이를 통한
금속 프린팅 서비스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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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리코리아
· 면 터짐 현상이 거의 없는 3D 프린터용 모델링 SW인 Cadian3D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지원하며, 산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3D 프린팅/AM 표준파일 포맷 지원
·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운영
- 링크솔루션
· SLA 방식의 3D 프린팅 제조 과정에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통해
아모레퍼시픽, 항공, 자동차 대형 내외장 부품 제조 등의 분야에서 고객 맞춤형 제조 서비스
사업을 추진
- KITECH
· 메탈, 플라스틱 소재에 따른 3D 프린팅 방식에 따른 필수 파라미터 도출 연구를 진행하고
최근 인공 흉곽을 제작하고 식품의약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실험계획을 승인
- 한국기계연구원
· 정밀(±15μm/200mm급) 3D프린팅 기술 개발 및 공정 제어 및 3D 프린팅 출력물 물성 분석·평가
관련 기술 개발
- KETI
· 자체 형상 최적화 및 경로 최적화 엔진을 통한 맞춤형 슬라이서 SW, 출력 전략(Build Strategy)
영역의 자체 형상 최적화(Shape Optimizer) 및 출력 공정(Build Processor) 영역의 경로
최적화(Path Optimizer) 기술 개발
- 서울대
· 보드마카 잉크에 철가루를 첨부하여 펜으로 입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4D
프린팅 기술 개발을 통해 STEM 교육 등에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출력 서비스 지원
- 로킷
·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재생치료 플랫폼을 만드는 의료 전문 프린팅 서비스 회사로 최근 당뇨발
재생을 위한 무릎 연골 프린팅 기술을 개발하여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임상 승인 획득
[보안]
¡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기술 표준)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 기술에 대한 원천핵심
기술 확보는 미미한 상황이나, 정부출연연구소·이동통신사업자·보안기업 및 대학을 중심으로 5G
보안 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산업현장 취약점 분석을 통해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모델 개발 및 기기·서비스 보안성 시험을 위한 보안리빙랩 구축·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음. 특히, 최근 5G 특화망 활성화 정책에 따라 특화망 환경에서의 보안기술 개발로 확대될 전망
- ETRI
· 5G 융합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무선 액세스 및 엣지 네트워크의 보안 상황을
분석하여 위협을 탐지 차단할 수 있는 지능형 5G 엣지 보안 기술 연구 진행 중
- KISA
· 5G NSA/SA 코어망에서의 비정상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능형 5G 코어망 보안
기술에 관한 연구 진행 중
- HFR
· 기업이 5G 특화망을 신속히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5G 특화망 솔루션인
my5G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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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플랫폼]
¡ (Smart APS 시스템 표준) SCM 솔루션 공급사로 글로벌 마켓을 주도했던 JDA의 후속으로
O9, KINEXIS 등의 신생 회사들을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과 기업 간 데이터 교환에 필요한
부분적인 interface 표준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며, 향후 SAP, Applied
Materials, Siemens 등 제조 응용 솔루션과 연계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독일, SAP
· 전통적인 ERP기반의 planning 시스템을 운영하던 SAP는 인 메모리 기반의 ERP를 선보이면서
기존 APO를 종료하고 IBP 시스템을 통하여 Smart Factory를 위한 APS 시스템을 제안 중
- 독일, SIEMENS
· Industry 4.0 수준의 생산 계획과 스케줄링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출시하고 있으며, 특히
Opencenter APS는 전통적인 단독 실행뿐만 아니라 ERP, MES, 데이터 수집, 예측 관련
소프트웨어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제공
- 미국, Applied Materials
· MES를 근간으로 로컬 영역에서 스케줄링 업무를 담당하는 RTD(Real Time Dispatching)를
기반으로 전공정의 작업 스케줄을 관장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발전하여 중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보급 사업을 전개 진행 중
- 미국, o9
· AI 기반 통합 계획 및 운영 솔루션 제공업체로서 실시간 운송 중 화물 추적, 화물 중단에
대한 사전 알림을 통해 민첩한 제조 계획 및 시나리오 관리를 구현하여 종단 간 공급망에
대한 이러한 중단의 영향을 완화하는 기술 개발 중
- 캐나다, Kinaxis
· 가입자 방식의 공급망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대표 솔루션인 RapidResponse는 세계 유일의
동시성 계획 플랫폼으로서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존 ERP와 연계를 지원 중
¡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미국 GE를 선발주자로 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 제조 기술 강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 제조 상용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데이터 공유와 디지털 트윈의 성능 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미국, GE
· IoT 기반의 산업인터넷 플랫폼으로 제조업 분야의 디지털 응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발된 디지털트윈 개발/운영 플랫폼 프레딕스(Predix)를 통해 플랜트 운영관리 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정보 수집, 처리, 저장, 분석 지원
- 미국, Ansys
· 디지털 트윈 구축, 검증, 배포하기 위한 개방형 솔루션 트윈빌더(Twin Builder)를 통해 사용
중인 여러 물리 모델들을 연계하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 미국, Microsoft
·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인 Azure 플랫폼을 활용하여 IoT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리적 환경의
종합적 디지털 모델을 만드는 Azure Digital Twins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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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BM
· IBM Watson IoT 플랫폼의 데이터 모델링 기능을 활용해 디지털 모델로 구현된 현장 지식과
내부 시스템, 장비 등을 통합해 각 업체에 맞춤형 솔루션 제공
- 독일, SIEMENS
· 공장 설비의 센서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디지털 트윈과 연결하여 분석/관리/
제어하는 공장 자동화 IoT 플랫폼인 Mindsphere 솔루션 제공
- 독일, SAP
· SAP Leonardo IoT를 활용해 실제 자산을 디지털 트윈으로 모델링하고, 물리적 장치와
디지털 트윈 간의 기술적 연결을 함으로써 모니터링 및 분석 서비스 제공
- 프랑스, Dassault Systems
· 제품의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를 동적 3D 모델로 구현하여 생산/운영/관리/제어하는 3D
EXPERIENCE 플랫폼 제공
¡ (스마트공장을 위한 On-Site 엣지 표준) 엣지 시장의 주요 업체는 HPE, ZTE, Huawei, Altran
Technology, Cisco, Deutsche Telekom, Saguna, Nokia 등으로 초기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국방,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경량형 서버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
- 일본, NTT DOCOMO
· IoT를 활용한 고장 예측 및 이미지 검품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솔루션으로 데이터 검색에서
활용까지 하드웨어의 설계·구축·유지보수를 원스톱으로 제공
- 일본, KDDI
· Wavelength 환경에서 각종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제조 설비 고장 사전 예측”
실증을 실시
- 스페인, Telefonia
· 로봇 용접 셀과 같은 공장의 물리적 요소를 5G를 통해 연결하고 MEC의 컴퓨팅 기능을 통해
이러한 장비들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독일, Deutsche Telekom
· Ericsson과 함께 자회사 T-Systems를 통해 기업에 5G 스몰셀과 5G Core, 엣지 클라우드(MEC)를
공급/설치하고 공중망 서비스와 사설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Industrial Campus
Network 모델을 제공
- 이스라엘, Saguna Networks
· 엣지 클라우드 플랫폼과 엣지 응용의 개발, 설치, 유지 보수 및 자동화를 통해 사물 인터넷,
인더스트리 4.0, AR/VR, 커넥티드 카, 드론 제어, 4K 비디오 전송 등에 활용 가능한 솔루션
개발
- 프랑스, Altran
· 자동차, 의료, 항공 등 엔지니어링 기업으로서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 기업 Ori Industries와
개발자 중심의 Federated MEC 솔루션 제공
- 미국, Verizon
·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아마존 AWS Wavelength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3의 사업자들과 응용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Microsoft Azure와 협업하여 On-premise MEC도 테스트 중
11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미국, HPE
· 엣지 환경에 최적화된 운영 데이터 획득, 제어 시스템, 산업 네트워크,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급
IT 성능 및 원격 시스템 관리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제공
- 미국, Dell EMC
· 산업 현장의 다양한 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전송할 수 있는 엣지 컴퓨팅 솔루션인
파워엣지(PowerEdge) 서버 출시
¡ (스마트제조 유연생산 지원 무공장 제조 플랫폼 참조 모델 표준) 글로벌한 네트워크 생산
모델의 확대와 함께 등장한 무공장 제조는 Apple, Nike 등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극단적인
분업화의 새로운 제조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R&D에 대한 집중과 높은 혁신성을 제공하며,
제조 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
- 미국, Xometry
· 발주사가 요구 견적을 업로드 하면 제품 및 공정에 적절한 제조사가 이를 열람하고, 자체 견적
엔진으로 도출된 가격 및 리드타임에 맞춰 제작 가능한 제조사가 이를 수락하면 협업을
진행하는 시스템 개발
- 일본, Transaction
· 일본의 잡화 전문기업으로 제품의 기획,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고,
제조/생산은 국내외 공장에 위탁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 중
¡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글로벌 업체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와 솔루션
기반으로 스마트공장을 위한 산업에 진출 중이며,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예측 분석이 가능한
모듈 제공으로 공장 운영 최적화에 초점을 맞춘 제품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춘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
- 미국, Amazon
· AWS를 중심으로 AI, ML, 자동화, 로봇 공학 기반의 포괄적인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조 작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 독일, SIEMENS
· 제품 개발, 공정 설계, 생산, 품질, 운영과 자동화를 위한 솔루션인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스위트’를 기반으로 통합 솔루션을 제공
· 클라우드 기반의 오픈 IoT 플랫폼인 MindShpere를 개발하여 디지털 트윈 기술 제공
[연동]
¡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따라 공기 질, 이산화
탄소, 온도, 습도, 수질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의 개발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점차적인 제조 생산성 향상을 통한 환경 저감을 통한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독일, SIEMENS
· 독일 SIEMENS AG는 베를린과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독일 대기업이며 해외 지사를
두고 있는 유럽 최대의 엔지니어링 회사로써, Evoqua는 수도 및 폐수 처리, 해수 담수화
및 물 네트워크 및 파이프라인 관리 솔루션을 위한 통합 자동화 솔루션 및 드라이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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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트폴리오를 제공. SIEMENS는 통합 엔지니어링을 통해 플랜트 설계자와 운영자는
계획 단계부터 자동화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응용 프로그램 계획, 분산 제어 시스템 및
장치 구성의 최적화된 조합을 통해 최대 데이터 일관성을 제공
- 인도, ERM Ltd.
· 인도 ERM Ltd.는 대기 질 및 기후변화, 오염부지 관리, 리스크 평가, 인수합병에 필요한
환경컨설팅, 안전, 기업의 지속가능전략 수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인도, SGS India
· 인도 SGS는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 Storage; CCS), 환경,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SGS에서 제공하는 환경 서비스에는 토양 관련
서비스가 포함되며 토양 샘플링, 분석, 모델링, 토양환경 평가 및 관리, 리스크 평가 등을
통해 고객사의 환경관리 및 해당 국가의 관련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 독일, 벤츠
· 2020년 9월 메르세데스 벤츠는 친환경 스마트 공장인 팩토리56의 가동을 시작하여, 태양광
모듈을 통해 약 5000MW급의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약 25%의 에너지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메인 공장 건물은 100% 재활용된 콘크리트로 건설했으며, 공장 옥상의
옥상녹화를 통해 오염된 물과 빗물을 분리하여 빗물을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변지역의
용수를 해결하고 새로운 녹지 공간 조성에도 이용될 예정
[서비스]
¡ (AR/VR 기반 작업자 원격 협업 및 상호작용 지원 기술 표준) 확장현실 환경에서 작업자에게
협업을 통하여 설비나 기계의 유지·보수 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고,
학계와 기업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 하지만, 기술 표준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임. 미국의 IT 기업을 중심으로 AR/VR 기반 원격협업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고, Spatial, Microsoft, Facebook, Google 등을 중심으로 HW/SW가 개발되었으며, 추후
보다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
- 미국, Spatial
· 가상모델, 영상 등을 공유하여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개인의 인물사진으로 아바타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업의 직관성을 높임
- 미국, Microsoft/Facebook
· 비록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직접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AR/VR용 스마트 글래스 및 모바일 디바이스가 필수. Microsoft의 HoloLens2는 AR 글래스,
Facebook Oculus의 Quest2 VR 기기를 개발 및 시판 중. 현재 메타버스 기술 테스트 기기로
가장 많이 활용 중
- 미국, Google/Apple
· Google은 ARCore, Apple은 ARKit이라는 AR Toolkit을 개발함.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AR 개발용 Toolkit임
- 미국, PTC
· Vuforia를 인수한 후 Vuforia AR suite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스마트공장이나 작업자
지원 시스템 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장. 최근에는 Vuforia Chalk를 출시하여, 원격협업을
효과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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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SIEMENS
· 제품과 생산 설비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출시하고 있으며, Teamcenter와 같은 PLM 솔루션과 연계된 AR/VR 가시화
솔루션을 개발 중
- 독일, Dassault Systemes
· 3D Experience AR 협업시스템을 출시하였으며, 데이터 공유, 3D 콘텐츠 재생, 플랫폼
기반 대시보드 생성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협업을 지원
¡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 5G는 스마트공장에서 eMBB 특성의 물류, 모니터링 기능,
eMBB 특성의 음성 및 영상 기반의 통신과 AR/VR을 활용한 장비 관리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로봇 제어, AMR 운영, 사람과 로봇의 공존 등 URLLC 특성 기반의 서비스도 시험 적용 중.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지난 3~4년 간 개념 적용을 위한 시험 운영이 진행되었으며, 최근
Mercedez-Benz Factory56, AUDI, BMW, e-GO 등의 생산 현장에 상용 적용 시작.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을 시작으로 5G 특화망 주파수의 할당이 진행되었으며, mid band와 high
band를 활용한 산업 적용(주요 적용 산업은 생산 공장)이 시작. 상기 자동차 공장의 상용
생산 현장 적용의 상당 부분이 5G 특화망을 통해 이루어짐. 생산 공장이 5G 특화망을 주로
신청하는 독일과 달리 일본에서는 지자체의 5G 특화망 신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5G 특화망이
활용되고 있으며, 5G 특화망의 시장 성장 예측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존 플레이어인 통신
사업자, 통신 장비 회사 이외에 SI 업체의 시장 참여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유럽, 5G-ACIA
· 2018년 4월 5G의 제조업 적용을 위해 SIEMENS, Bosch, Intel, Ericsson, Nokia, Huawei,
Deutsche Telekom, Vodafone, 독일 인공지능 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얼라이언스 구축.
5G 표준 및 규제 설립과정에 참여하고 활용사례 및 산업 요구사항을 확인 분석
- 일본, Robot Revolution Initiative
· 2015년 5월 일본이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표준을 반영하기 위해 설립한 민관협력기구로
가동 중인 워킹그룹은 3개로 IoT에 의한 제조 비즈니스 변혁, 로봇 활용추진, 로봇 이노
베이션 등. Bottom-up 방식으로 제조업의 IoT화 관련과제 도출, 국제표준화, 중견 중소기
업지원, 유즈케이스 창출, 산업 사이버보안에 주력
- 일본, IoT 추진 컨소시엄(ITAC)
· 2015년 10월, 일본 경제산업성과 일본 총무성이 민관협력 하에 IoT 분야 투자촉진 환경조성을
위해 설립한 민관협력기구로서 2016년 10월 미국의 IIC 및 오픈소스 컨소시엄과 IoT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중국, 징둥 물류
· 2019년 물류시장 선도를 위해 차이나모바일과의 협업을 통해 5G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물류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와 오픈랩 등의 연구개발 추진
- 미국, IIC
· 2014년 3월 산업인터넷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설립, 세계 260여개 이상의 멤버가 활동 중.
주요기능은 ① 새로운 유즈케이스 및 테스트베드 혁신 촉진, ② 호환성 확보에 필요한 참조
아키텍처 프레임 정의, ③ 글로벌 표준에 영향력 발휘, ④ 오픈 포럼 운영, ⑤ 보안활동
신뢰구축 등이며, 에너지, 제조, 수송, 헬스케어, 공공 등이 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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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프라운호퍼
· 2018년 11월 스마트공장 파트에서는 ‘초저지연’ 특성을 가진 5G가 기존 공장에 적용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테스트베드 제공
- 영국, 우스터셔 5G 컨소시엄
· 영국 정부는 전국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총 4,100만 파운드(정부 2,500만 파운드) 규모의
5G 테스트 프로그램인 5GTT(5G Testbeds and Trials)를 개시
· 
‘5G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지역으로 선정된 ‘우스터셔’는 약 480만 파운드(한화 약 7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실증 프로그램 운영
· ‘우스터셔 5G 테스트베드’에서는 참여기관별로 5G 특성에 따라 산업보안, AR, 비주얼
모니터링, 설비 유지보수 등 6개의 프로젝트(Phase 1)를 진행 중
- 핀란드, 비즈니스핀란드
· 2019년 4월 비즈니스핀란드(舊 TEKES)의 5G VIIMA는 산업용 5G의 잠재성 연구를 위해
4곳의 지역(오울루, 탐페레, 오타니에니, 에스포)에서 13개의 프로젝트 추진
- 일본, FANUC
· 일본의 제조용 로봇, 로봇 머신, 공장 자동화 설비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로봇 및 공작기계
등 생산 현장 시설의 가동 현황을 IoT 기반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엔트리급 모델로 공급
¡ (스마트공장 KPI 분석 표준) 전통적인 글로벌 MES 전문 기업을 중심으로 재공재고수준(WIP),
장비가동률, 생산능력, 품질 등의 측정을 위한 KPI 관리를 위한 기능이 추가되고 있으며,
향후 MES 시스템의 경우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확장될 예정이며 KPI 항목과 Dashboard
시스템의 연동을 통한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
- 독일, MPDV
· 전 산업을 대상으로 MES 솔루션을 공급하는 전문기업으로 설비활용율(OEE), 품질 등의
KPI 관리를 포함하여 리포팅 기능, 품질예측과 같은 AI 기능의 연동을 진행 중
¡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 최근 스마트 공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을 더욱 강화한 플랫폼 기술도 등장하고 있고,
이에 더해 딥러닝, GANs 등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일부 스마트공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인간 친화적 AI 체계가 2030년에는 약 30조 원의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미국, GE
· GE의 프레딕스는 일종의 PaaS(Platform as a Service, 서비스형 플랫폼)로, 스마트 공장
작업현장 장비인 센서나 디바이스로부터 산업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각종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
- 미국, Rockwell Automation
· Rockwell Automation의 개발자들은 프로젝트 셜록 AI의 분석 기능을 FactoryTalk 플랫폼과
통합시켜 공장 현장의 데이터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전략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데이터
연결 역량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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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3D 프린팅 표준 파일에 기반 한 모델
생성 기술과 모델 최적화, 재질 최적화 등을 지원하는 산업용 및 개인용 3D 프린팅 출력
서비스 개발 중이며 대기업 위주로 개인용 보다는 산업용에 적당한 금속, 플라스틱 등을
이용한 프린터 및 재질에 대한 기술 개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미국, Autodesk
· 3D 프린팅 재질정보를 포함하는 국제표준 파일 포맷(AMF)을 저작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를 이용하여 3D 프린팅 콘텐츠를 저작하는 저작
도구 개발, 개인용 및 산업군에서 사용되는 3D 파일 저작 기술 다수 개발
- 벨기에, Materialise
· 3D 프린팅 소프트웨어의 최고 기업인 Materialise는 3D 프린팅 파일 자동 수정, 재료
최소화 등 산업용 출력서비스의 전 분야에 걸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 네덜란드, Shapeways
· 산업용 및 개인용 프린팅 서비스 모두를 지원하며, 3D 파일 수정 및 개인화 등 개인
맞춤형에 최적화된 3D 프린팅 출력 서비스 기술 개발
- 미국, Stratasys
· 세계 최대의 3D 프린터 제조 회사로 FDM과 폴리젯 방식의 3D 프린팅 핵심기술 개발 중이며,
특히 최근 회전 프린팅 플랫폼을 이용한 풀컬러 3D 프린터 개발
[보안]
¡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기술 표준) 사설 5G 서비스를 허용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사설
5G 서비스나 솔루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보안 서비스를 포함한 토털 솔루션 형태로
상용 솔루션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
- 독일, 5G-ACIA
· 5G-ACIA는 독일전자산업협회(ZVEI)가 업계 파트너들과 산업 도메인용 5G 설계를 위해
설립·발족한 글로벌 포럼으로서, 4가지 유형의 사설 5G 구축 모델을 발표
- 미국, Verizon
· AWS Outpost와 협력하여 공장, 물류 회사, 대기업, 학교 등에 사설 5G 망과 사설 MEC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출시
- 일본, NTT Communications
· 일반 기업이 스스로 사설 5G 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설 5G
망의 기획, 설계, 구축, 운용, 유지보수까지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
· 일본의 장비 제조사인 NEC, Fujitsu 등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
- 핀란드, Nokia
· 5G 장비 제조사인 Nokia에서 기업용 사설 5G 네트워크 솔루션인 NDAC(Nokia Digital
Automation Cloud)를 출시
- 독일, Bosch
· 2020년 8월부터 자사 반도체 공장에 이동통신사 5G 망과 독립적인 사설 5G 망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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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스마트 공장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기존 제시된 항목 중에서 1개, 신규 제시된
항목 중에서 6개의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함
*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기술 표준

- (분석 대상 및 범위) 분석 대상은 한국,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 및 국제특허로 한정하였고,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2001년 1월 1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등록 또는 공개된 특허로
한정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별로 검색 및 추출된 총 1713건2)의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함
< 스마트공장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DB

분석구간

검색범위

한국
일본
미국

keywert

유럽

2001.01.01.～ 2021.06.30.*
(출원일자 기준)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WO
* 선정된 항목 중에서,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항목은, 2020년도에 분석한 바 있어,
2020년도 분석 구간 중에서 상기 분석 구간과 중복되는 구간 내에 출원된 148건 및 중복되지
않는 구간(2019.06.30. ∼ 2021.06.30.)의 특허를 더 포착하여 분석함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특허분석 대상 중점 표준화 항목별 담당 위원을 통해 수집한 핵심키워드를
조합하여 특허분석 항목별 검색식을 작성함
< 스마트공장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국문] 디지털트윈, CPS, CPPS,
스마트팩토리, 스마트공장,
스마트제조, 가상팩토리, 가상공장,
가상제조시스템, 모델링, 시뮬레이션,
제조플랫폼, 제조 디지털 트윈, 디지털
제조 트윈, RAMI4.0

((스마트* 지능형* 자동화* smart*
intelligent* automat*) N/2 (공장*
팩토리* 제조* 산업* 생산* factory*
manufactur* industry*)) and ("디지털
트윈" 디지털-트윈 (디지털 N/1 트윈*)
digitaltwin* "digital-twin" "digital twin"
가상제조* "가상 제조" "virtual
manufacturing" 가상물리* 가상-물리
"가상 물리" "CPS" "CPPS" (cyber N/1
physical) "cyber-physical" 모델링*

[영문] Digital Twin,
CPS(Cyber-Physical System),
CPPS(Cyber Physical Production

2) 우선권 주장 제도를 통해 하나의 발명을 여러 국가에 출원할 수 있고, 우선권 주장 제도로 묶인 특허 출원들(소위
패밀리 특허)은 하나의 특허 출원으로 보고 계산함. 패밀리 특허를 이루는 개별 특허들의 합은 5747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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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System), Smart Factory, Smart
Manufacturing, Virtual Factory, Virtual
Manufacturing System, Modeling,
Simulation, Manufacturing Platform,
Manufacturing Digital Twin, RAMI4.0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국문] 엣지컴퓨팅, 포그컴퓨팅,
이더넷, 사물인터넷*인터페이스,
사물인터넷*프로토콜, 메시징, 브로커,
모드버스, 설비자동화,
사물인터넷*센서, 사물인터넷*플랫폼,
소켓, 사물인터넷 센서
[영문] MQTT, RestAPI, iiot*interface,
kepware, edge, fog, iiot*protocol,
ethernet, messaging, broker, RTU,
CoAP, Modbus, OPC, OPC UA, OPC
DA, JCO, Json, IoT Platform, Socket,
PLC, IoT Sensor
[국문] 친환경 공장, 환경 저감 장치,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오염 감시
장치, 친환경 설비, 온실가스 배출
감지 장치, 환경 경영 시스템,
온실가스 저감 설비, 질산 설비
시스템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

[영문] Eco-friendly factory, Green
factory, Smart Monitoring,
environmental reduction device,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pollution monitoring, eco-friendly
equipment, green factory, greenhouse
gas emission detection devic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국문] 인더스트리얼 이더넷 무선
대체, 디지털 트윈, 통합 무선망, 실내
측위, 특화망, 관제, 운영, 유지보수,
공동망, 릴레이, 산업적용, 사업지원,
네트워크 슬라이스, 네트워크
익스포저, 엣지 컴퓨팅, 엔터프라이즈
코어, 실내용 라디오, 실내 측위
[영문] critical IOT, URLLC, mMTC,
eMBB, AGV, AMR, AR/VR, digital twin,
private network, local license, NR-U

특허 검색식
modeling* 시뮬레이션* 씨뮬레이션*
simulation* 가상팩토리* "가상
팩토리" 가상공장* "가상 공장"
"virtual factory" 제조플랫폼* "제조
플랫폼" "manufacturing platform"
제조디지털 트윈* 디지털제조트윈*
"RAMI4.0")
ab:(((엣지 edge fog 포그) N/1 (컴퓨팅
computing))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사물 N/1 인터넷) “iot"
"iiot") N/2 (프로토콜 메시징 플랫폼
센서 소켓)) 브로커 모드버스
(설비자동화 (설비 N/1 자동화))
”MQTT" restapi (("iot" "iiot") N/1
(interface protocol socket sensor
platform)) "PLC" "RTU" broker
messaging "CoAP" modbus "OPC"
("OPC" N/1 ("DA" "UA")) "JCO"
"JSON") AND IPC:(G05B-019/05
G06F-017/50 H04L-029/06)

((환경, 친환경) N/1 (공장, 저감,
모니터링, 설비, 경영)), ((오염, 온실,
(온실 N/1 가스), 온실가스) N/2 (배출,
감시, 감지, 검지, 탐지, 저감, 절감,
감축)), ((질산*, 아질산*) N/2 (설비,
장비, 장치)), ((eco*, green,
greenhouse) N/2 (factory, emission,
equipment, device)), (environment*
N/1 (management, monitoring,
detection))

(critical N/1 "IOT") , "URLLC",
"mMTC", "eMBB", "AGV", "AMR",
"AR", "VR", (digital N/1 twin) , (private
N/1 network) , (local N/1 license) ,
"NR-U", ((사물, 산업, 인더스트리*)
N/1 (인터넷, 이더넷)) , (디지털 N/1
트윈) , (통합 N/1 무선) , (실내 N/1
(라디오, 측위)) , ("3gpp", "NR",
((new) N/1 (radio))) , (네트워크 N/1
(슬라이스, 익스포저)) , ((엣지, 에지,
edge) N/1 (컴퓨팅, computing)) ,
(엔터프라이즈 N/1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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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기술 표준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국문] 딥러닝 기반 결함 분류, AI 기반
품질관리, 고급 공정 제어, 이상 감지
기술, 통계적 공정 관리, 분산 분석,
(인공지능, "AI", (artificial N/1
주성분 분석, 공정 이상 진단,
intelligence)) and (품질, 공정, 이상,
선형판별분석 LDA, 불량 분류를 위한
고장, 공정, defect, "QA", "APC",
앙상블 모델
(advanced N/1 process), "FDC", (fault
N/1 detection), "SPC", (statistical N/1
[영문] Image-based defect
process), "ANOVA", (analysis N/2
classification, QA based on AI,
variance), "PCA", (principal N/2
APC(Advanced Process Control),
(analysis, component)), (process N/1
FDC(Fault Detection & Control),
abnormality), (linear N/1 discriminant),
SPC(Statistical Process Control),
(ensemble N/3 (model, defect,
ANOVA(Analysis of Variance),
classification)), 선형판별, “주성분”,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n
(불량 N/1 분류), (앙상블 N/1 모델))
AI, Process Abnormality diagnosis,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Ensemble
model for defect classification
[국문] 3D 프린팅, 적층제조, 파일포맷,
데이터 포맷, 메타데이터, 쓰리디,
3차원, 출력, 서비스, 구조, API,
모델링, 메티컬, CT, 재질, 머터리얼,
클라우드, 플랫폼
[영문] 3D print, printing, 3 dimensional,
additive manufacture, file format, data
format, data representation, service,
API, structure, modeling, medical, CT,
material, cloud, platform
[국문] 사설 5G, 로컬 5G, 5G 특화망,
5G 보안,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보안, 모바일 엣지 컴퓨팅 보안,
스마트 공장 보안, 스마트 제조 보안,
융합 보안,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
산업 네트워크 보안, 5G 사물인터넷
보안
[영문] private 5G, non-public network,
local 5G, 5G security, MEC security,
multi-access edge computing security,
smart factory security, OT security,
operational technology security, ICS
security, industrial control systems
security, industrial networks security,
5G industrial IoT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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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3차원, 삼차원, 쓰리디,
“3-dimensional",
"three-dimensional",
"threedimensional") N/1 (printer,
print*, 프린터, 프린팅, 인쇄)),
3차원프린*) and ("적층제조",
((additive, 적층) N/1 (manufacturing,
제조)), 서비스, 모델링, 메디컬, ”CT",
재질, 머터리얼, 클라우드, 플랫폼,
platform, medical, cloud, platform,
format, representation, file, data,
service, "API", structure)

dsc:((스마트* 지능형* 자동화* smart*
intelligent* automat*) N/2 (공장*
팩토리* 제조* 산업* 생산* factory*
manufactur* industry*)) and (((사설
로컬 보안 특화 "IoT" 사물 private
security private local (non n/1 public))
n/1 ("5G" "NR" (new a/1 radio))) or
((보안 security) n/1 ("MEC" ((멀티
multi) n/1 (액세스 억세스 access))
공장 팩토리 factory 제조 produc*
manufcatur* 산업 industr* 네트워크
network)))

¡ 스마트공장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스마트공장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스마트공장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3) >
3) 패밀리 특허를 구성하는 개별 특허 출원을 대상으로 집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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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 분야 연도별 특허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2013년까지 큰 폭의 증감 없이
출원이 이루어지다가, 201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 가장 크게 증가함
- 스마트공장 분야의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 및 국제 특허 누적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미국 특허청(43%)을 대상으로 주된 특허 출원이 이뤄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한국 특허청
(17%), 유럽 특허청(15%), 국제 특허(13%) 및 일본 특허청(12%)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특허 출원은 출원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1) 자국에 먼저 출원하는 동향 및 (2) 라이센스
전략 및 사업 대상 국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하나 이상의 타국에 출원하는 동향을
나타냄. 이러한 동향에 기반 할 때에, 스마트공장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출원인은 최다
출원국인 미국을 주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2013년 이후의 출원 성장세는 모든 국가에서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한 출원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스마트공장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스마트공장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스마트
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스마트
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5G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 표준

AI 기반
스마트
공장
요구사항
표준

3D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사설 5G
기반
스마트
공장
보안기술
표준

합계

2001

10

0

2

0

0

0

3

15

2002

6

1

4

0

3

0

3

17

2003

7

0

1

0

0

0

3

11

2004

7

1

7

0

1

0

5

21

2005

7

1

6

0

2

0

4

20

2006

9

1

3

0

1

0

2

16

2007

4

1

12

0

0

0

3

20

2008

8

1

13

0

0

0

1

23

2009

10

6

8

0

0

0

2

26

2010

10

1

10

0

0

1

2

24

2011

9

3

10

0

0

0

2

24

2012

9

3

9

0

0

2

2

25

2013

4

4

9

0

0

9

6

32

2014

8

6

22

0

4

20

16

76

2015

9

11

18

0

1

51

6

96

2016

12

14

28

6

3

87

17

167

2017

14

15

27

35

9

156

9

265

2018

5

34

30

73

26

142

16

326

2019

6

43

25

77

75

94

19

339

2020

6

17

6

47

24

46

13

159

2021

0

1

0

7

0

0

3

11

합계

160

164

250

245

149

608

137

1,713

특허분석
항목
출원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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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분석 항목별 특허 출원을 살펴보면,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608건),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250건),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245건),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164건),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160건),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149건),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기술 표준(137건)
순으로 특허 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누적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분야는, 그 출원 건수가 201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던 다른 분야(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분야 및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분야)를 제치고
최다 출원이 이루어진 분야로 결정됨
- 이 외에도, 5G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7년을 기점으로,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 분야가 새롭게 등장함. 해당 분야는 5G 상용화된 2020년 직전까지 활발히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 스마트공장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스마트공장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 출원 현황 >
특허분석 항목

구간A
(2011년∼2013년)

구간B
(2014년∼2016년)

구간C
(2017년∼2019년)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22

29

25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10

31

92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28

68

82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

0

6

185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

0

8

110

3D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11

158

392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기술
표준

10

39

44

- 2011년부터 미공개 구간을 제외한 최근(2019년)까지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출원연도 기준
3년 단위로 구분한 구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구간A에서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분야가, 구간B 및 구간C에서 3D 프린팅 파일 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분야 특허 출원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구간A에서 구간C로 진행됨에 따라, 특허 출원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구간A→B에서 가장 크게 출원 건수가 증가한 항목은 3D 프린팅 파일 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분야(147건↑) 및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분야(40건↑)로 나타
났으며, 구간B→C에서 가장 크게 출원 건수가 증가한 항목은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 분야(179건↑) 및 3D 프린팅 파일 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분야(102건↑)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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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스마트공장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4) >
특허분석
항목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스마트
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스마트
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5G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 표준

AI 기반
스마트
공장
요구사항
표준

3D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사설 5G
기반
스마트
공장
보안기술
표준

합계

한국특허
(KR)

45

105

292

83

140

252

52

969

미국특허
(US)

74

404

187

331

133

1074

245

2,448

일본특허
(JP)

6

17

136

60

122

286

49

676

유럽특허
(EP)

12

60

108

177

26

412

95

890

국제특허
(WO)

24

43

76

196

48

311

66

764

합계

161

629

799

847

469

2335

507

5,747

특허
발행국

-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특허발행국별(한국, 미국, 일본, 유럽, 국제)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및 한국에서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특허청에 대하여,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292건),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252건),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140건),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105건),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83건),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기술 표준(52건),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45건) 순으로 특허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특허청에 대하여,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1074건),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404건),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331건),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기술 표준(245건),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187건),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133건),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74건) 순으로 특허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유럽 특허청은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412건),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177건),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108건),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기술
표준(95건),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60건),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26건),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12건) 순으로 특허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4) 패밀리 특허를 구성하는 개별 특허 출원을 대상으로 집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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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스마트공장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상위 다출원인 동향 >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스마트
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AI 기반
스마트
공장
요구사항
표준

3D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사설 5G
기반
스마트
공장
보안기술
표준

합계

XYZPRINTING, INC.

-

-

-

-

-

50

-

50

UNIVERSAL
DISPLAY
CORPORATION

-

-

23

-

-

-

-

2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1

-

-

16

6

-

23

XEROX
CORPORATION

-

-

-

-

-

21

-

21

LG ELECTRONICS
INC.

-

9

-

9

1

1

-

20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2

5

-

1

6

2

4

20

QUALCOMM
Incorporated

-

-

-

15

-

-

-

15

Samsung Electronics
Co., Ltd.

-

-

-

8

4

1

2

1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

-

12

-

-

-

-

1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10

-

-

-

-

10

합계

2

15

45

33

27

81

6

209

특허분석
항목

출원인

스마트
5G를
공장
적용한
환경저감
스마트
설비 운영
공장 표준
표준

- 한국특허청의 상위 TOP10 출원인은 전체 출원 건수(969건) 중 21.5%(209건)를 출원했으며,
대만의 XYZprinting(New Kinpo group의 자회사)가 50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남
- 상위 TOP10 출원인은 전반적으로 3D 프린팅 파일 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분야
(81건) 및 스마트 공장 환경 저감 설비 운영 표준 분야(45건)에 과반 수준(60.6%)으로 집중
출원하고 있음
- 이외에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AI 기반 스마트 공장 요구 사항 표준 분야에, LG전자는
스마트 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분야 및 5G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 표준 분야에 집중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 특허청에는 주로 국내 기업·기관이 출원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으로는 XYZ printing,
XEROX, Qualcomm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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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스마트공장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상위 다출원인 동향 >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스마트
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스마트
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5G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
표준

AI 기반
스마트
공장
요구사항
표준

3D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사설 5G
기반
스마트
공장
보안기술
표준

합계

XYZPRINTING, INC.

-

-

-

-

-

310

-

310

QUALCOMM
Incorporated

-

-

-

248

-

-

3

251

Strong Force IoT
Portfolio 2016, LLC

-

134

-

-

34

-

22

190

Fisher-Rosemount
Systems, Inc.

-

-

-

-

136

-

10

146

XEROX
CORPORATION

-

-

-

-

-

112

-

112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 L.P.

-

-

-

-

-

104

-

104

CAUSAM ENERGY,
INC.

-

89

-

-

-

-

-

89

Stratasys Ltd.

-

-

-

-

-

78

-

78

UNIVERSAL
DISPLAY
CORPORATION

-

-

74

-

-

-

-

74

LG ELECTRONICS
INC.

-

30

-

33

3

3

-

69

합계

0

253

74

281

173

607

35

1,423

특허분석
항목

출원인

- 한국 특허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 및 PCT 국제특허 출원 건의 상위 TOP10
출원인은 전체 출원 건수(5,747건) 중 24.8%(1,423건)를 출원했으며, XYZprinting Inc.,이
310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QUALCOMM Incorporated(251건), Strong Force IoT Portfolio 2016, LLC(190건),
Fisher-Rosemount Systems, Inc.(146건), XEROX CORPORATION(112건),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 L.P.(104건), CAUSAM ENERGY, INC.(89건), Stratasys Ltd.(78건),
UNIVERSAL DISPLAY CORPORATION(74건), LG ELECTRONICS INC.(69건) 순으로 나타남
- 상위 TOP10 출원인은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에 607건,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에 281건,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에 253건,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에 173건,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에 74건,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기술 표준에 35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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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Qualcomm은 5G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 표준 분야에 집중 출원하고 있음. 이외에도
Strong Force intellectual capital이 스마트 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분야 및 AI 기반
스마트 공장 요구 사항 표준 분야에 집중 출원하고 있음
- 국내 기업으로 LG전자가 스마트 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분야 및 5G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 표준 분야에서 활발히 해외 출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분야의 경우, 국외 상위 다출원인에 정렬되지 않았지만
Rockwell Automation(8건), Taiwan Semiconductor(7건), IBM(6건)이 포착되었음
¡ 결론
- 스마트공장 분야 특허 출원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미국
특허청의 출원이 크게 증가하였음
- 3D 프린팅 파일 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분야의 출원이 활발하며, 2015년을
기점으로 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스마트공장 분야 전체의 출원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함.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분야 및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 분야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한국의 기업·기관은 한국특허청에는 활발하게 출원하고 있으나, 한국 특허청 외의 출원 상위
TOP10에 1개 기업만 포함되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해외 출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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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79.3%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TC184 SC4

(WG12-STEP product modelling and resources)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할
때 서로 다른 자동화 시스템 간의 제품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표준을 제공
(WG15-Digital Manufacturing)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조환경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제조 디지털 트윈 표준(ISO 23247)을 제공

TC184 SC5

(WG12-Convergence of informa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제조기업의
정보통신기술 적용에 대한 수준진단 평가 프레임워크 및 평가지표 관련
표준 개발
(WG13-Equipment Behaviour Catalogue) 제조 장비의 성능을 포함하는 기능을
모델링하여, 가상의 공장에서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장치의 동작을 표현하기
위한 카탈로그(ISO 16400, Equipment Behaviour Catalogue(EBC))’ 표준을 제공

TC261

(Additive manufacturing) 프로세스, 용어 및 정의, 파일포맷, 프로세스 체인(HW/SW),
시험절차, 품질 변수 공급계약 등 모든 적층제조 관련 분야의 표준화 진행 중
(JG64-Additive Manufacturing File Format) 3D 프린팅 파일 포맷 ver 1.2
개발 완료
(JG70-Optimized medical image data) 메디컬 프린팅 응용 표준 개발
(JG73-Digital product definition and data management) 미래의 제조 기술과
현 제조 기술 연동에 필요한 데이터 교환 및 포맷을 포함하는 프레임워크 표준을
제안

ISO

국제
(공식)

(WG3-Industrial safety) 서비스 로봇 위주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TC299

TC207 SC1

서비스 로봇 모듈화(ISO 22166), 서비스 로봇 성능과 테스트 방안(ISO 18646)
표준을 제공
(WG11-Applying ISO 14001 framework to environmental aspects by topic
areas) 기업의 환경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환경 관리 시스템(ISO
14001) 구축을 위한 표준 개발

IEC

TC207 SC7

(WG11-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기후 변화 적응과 관련된 취약성,
영향 및 위험 평가에 대한 표준 개발

TC65

(WG23-Smart Manufacturing Framework and Concepts for industrialprocess measurement, control and automation) 산업 공정 측정, 제어 및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제조 프레임워크 및 개념 표준을 제공
(JWG21-Smart Manufacturing Reference Model(s)) 산업 공정 측정, 제어 및
자동화와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는 IEC TC65와 ‘자동화 및 통합’과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는 ISO TC184가 스마트제조 참조모델 표준을 공동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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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JWG5-Enterprise-control system integration) 기업용 제어 시스템 통합을
위해 시스템 계층별 모델과 인터페이스를 주요 표준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TC65 SC65E
시스템 통합 기반의 서비스를 위해 계층별 모델과 인터페이스 기반의 서비스
표준을 개발

JTC1

SyC SM

(Smart Manufacturing) 스마트제조에서 사용하는 개념 및 참조 구조 모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참조 모델의 기능 및 도메인 정의, 유즈케이스 도출, 유즈케이스에
해당하는 IEC TC 및 SC 확인을 통한 신규 표준화 항목 도출 기능 제공

SC24

(WG6-Augmented reality continuum presentation and interchange) 컴퓨터
그래픽스, 영상처리 및 환경데이터 표현 분야에 대한 표준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정보의 상호작용을 위한 시각적 표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

SC29

(WG3-MPEG Systems) 실감미디어 및 몰입형 미디어 획득, 저장 및 전송 기술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
(WG7- MPEG 3D GRAPHICS CODING) 미디어 사물인터넷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

SC38

(WG3-Cloud Computing Fundamentals(CCF), WG5-Data in Cloud
Computing and Related Technologies) 클라우드 컴퓨팅 관점에서의 엣지 컴퓨팅
표준 개발

SC41

(Internet of things and digital twin) 사물인터넷 관점에서의 엣지 컴퓨팅 표준
개발

WG12

(3D Printing and scanning)
- Additive Manufacturing Service Platform 구성요소 및 워크플로우에 따른
3D 프린팅 서비스 플랫폼 정의
- 메디컬 프린팅 응용 표준 개발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영역분할에 대한
구체적이 요구사항 표준 개발
(WP3/Q7-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for network attachment
including mobility and resource management for future networks and
IMT-2020)

SG11

- 통신사업자간 연동을 위해 2022년 완성을 목표로 ‘연합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표준 제정을 추진 중
- 에지에 위치한 장비들이 단순한 데이터 수집 및 전송의 역할만을 수행하던
것을 인공지능 기능을 부여하여 다양한 AI응용을 지원할 수 있게 IEC(Intelligent
Edge Computing) 작업을 진행 중

ITU-T
SG13

(WP1/Q22-Upcoming network technologies for IMT-2020 and Future
Networks) 미래인터넷 표준에서 엣지 영역을 포괄하는 분산 클라우드 표준을
개발

SG16

(WP3/Q5-Artificial
intelligence-enabled
multimedia
applications)
스마트공장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에 대해 AI 기술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작업장, 조립라인, 설비, 제조공정 등에 적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항목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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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ETSI

표준화 현황

SG17

(WP2/Q2-Security architecture and network security) IMT-2020/5G 네트워크를
포함한 통신 환경에서의 표준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보안 구조 및
프레임워크 표준을 개발

SG20

(WP1/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architectural frameworks across
verticals enhanced by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IoT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미터링 프레임워크, 엣지 컴퓨팅 게이트웨이 표준 개발

ISG MEC

(Multi-access Edge Computing)
- MEC 개념을 정리하고 MEC관련 서비스 시나리오, 용어, 참조표준, API 등
약 35종 이상의 표준화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기존 표준의 업데이트 및
새로운 활용 시나리오 등을 개발 중
- 2019년 2월에 DECODE(Deployment and Ecosystem Development) 워킹그룹을
신설하여 MEC APIs 표준을 사용하는 서비스와 MEC 정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구현 및 시장 채택을 가속화하는데 필요한 표준을 개발
(SA1-Services)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mMTC, eMBB, URLLC 유즈케이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 도출. Cyber physical 시스템 유즈케이스와 성능
요구사항 정의(TS22.104). Rel.17에서 요구사항에 대해 업데이트 진행 중

SA
3GPP

국제
(사실)

ISA

ASME

(SA2-System Architecture and Services) 5G 네트워크 구조에 있어서
사설 5G와 MEC 개념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조 표준을 개발
(SA3-Security) 5G 시스템의 보안 구조와 주요 절차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면서, 사설 5G에 대한 보안 절차에 대한 표준을 개발
(SA6-Mission-critical applications) 5G 응용 표준으로 5G네트워크와 엣지
응용 플랫폼 연동 구조 표준을 개발

RAN

(RAN1-Radio layer 1) NB-IoT와 Cat-M 기반 mMTC 지원 기술 개발 완료.
URLLC 기반을 Rel.15에서 표준화 완료. Rel.16의 표준화를 통해 기능 향상
표준화 완료하였으며, Rel.17에서 표준 진화를 계획 중

95

(Enterprise-Control System Integration) 공급업체와 제조업체, 비즈니스
시스템과 제조 시스템 간의 일관된 정보 모델 제공 및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일관된 운영 모델을 제시하며, 기업 시스템 계층 간 정보 교환을
위한 프로파일 표준을 개발

Y14

(SC41-Digital Product Definition Data Practices) 제품에 대한 디지털
및 디지털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정의와 디지털 형식의 도면을 사용하기
기존의 ASME 표준에 대한 예외 및 추가 요구사항 표준을 정의
(SC47-3D MODEL DATA ORGANIZATION SCHEMA) 모델
엔터프라이즈(MBE) 실현을 위한 제품 정의와 3D 모델 및 기타 관련
구성하기 위한 스키마와 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표준을 정의

표현
위한
기반
정보

ASTM

(E60.13) 지속가능성 결정과 향상을 위해 프로세스 및 장비 성능에 따른
산업 제조 프로세스를 특성화하는 표준 개발을 진행 중

Khronos Group

(OpenXR WG) AR/VR 응용 개발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으로서 디바이스
계층과 응용 계층으로 분리하여 인터페이스를 개발

OMASpecWorks

(Contents Delivery) 출력서비스 표준 플랫폼으로 모바일 3D 프린팅 명령
전송을 위한 DWAPI-3DP(Device Web API - 3D Printing) 표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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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PG413

(지능형 로봇) S/W 프레임워크, 안전성 기술, 인간-로봇 상호작용, 응용
서비스 분야에 대한 111종의 단체표준 개발

PG415

(지능형 디바이스) 지능형 디바이스 및 응용 기술 분야 표준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네트워크 등 개발

PG504

(응용보안/평가인증) 사설 5G에서의 URLLC 융합서비스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개발 중

PG606

(메타데이터) 모바일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상에서 증강현실 콘텐츠 가시화
및 공유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를 제안하고 실제 활용 예시로서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제시

PG609

(CPS) 사이버물리생산시스템 및 ICT를 활용한 제조 스마트화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실-가상 공장 연동, 실-가상 공장의 테스트 베드, ICT 기반 공장
지능화, 제조 융합 전개 모델, 스마트공장 에지 시스템을 위한 참조 아키텍처,
초저지연 사이버-물리 시스템 아키텍처 표준 정의, 조선 분야에서의 APS 표준
등을 개발 중

PG610

(디지털콘텐츠) 3D 프린팅 파일포맷, 슬라이스 포맷, 스캐닝 포맷, 출력 서비스
표준 등 다양한 표준을 개발

PG1005

(인공지능기반기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분야에 대한 용어, 모델
표준 정의

PG1104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5G의 스마트공장 지원을 위한 표준 및 보급
확산 진행 중

국가기술표준원

스마트공장 분야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업무 및 산업화 지원을 수행하고,
산·학·연의 스마트공장 개념 정립과 산업계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KS
국가표준을 개발 중이며, ISO TC261 표준 일부에 대해 국내표준 부합화 작업
완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KOIIA)

(Korea Industry Intelligentization Association)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통해
중소 중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민간 부문의 역할을 주도하고,
스마트제조 분야(IEC TC65 및 ISO TC184 SC5) 표준 개발(구: KOSMIA,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TTA

국내

3D프린팅창의융합
표준화포럼

5G-SFA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및 의견 수렴(정기적 3D
프린팅 기업 간담회 진행)활동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화 동향 파악
및 국내 대응 활동 수행 중
(5G Smart Factory Alliance) 5G 스마트팩토리 규격 표준화 주도 및 확산을 위한
단체로 제조와 5G 융합기술 및 성공 유즈케이스에 대한 논의하고, 상호연동
규격을 만드는 공급기업 협의체

5G기반 스마트공장
표준 포럼

5G 스마트공장 적용 실증 사업을 통한 활용 가능 사례 및 ROI 등 5G의 스마트공장
적용에 필요한 표준 작업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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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플랫폼]
¡ (Smart APS 시스템 표준) 국내 APS 시스템은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단계의 대상 시스템으로
보급 초기단계이며,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발이 미흡한 수준
으로서 국제 표준화 진행에 따라 후속 진행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
- KOIIA
· (사)한국산업지능화협회에서 매년 ‘스마트제조기술 발전 동향’에 관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보급사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표준화 방향을 논의 중
- TTA CPS PG(PG609)
· 조선 업종의 선박 생산 계획의 최적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생산 계획 시스템 참조 모델을
정의를 통해 선박 건조 공정에서 Smart APS 적용을 위한 필요 기능 제시
· CPS 기반 기술로 범용 제조 현장을 고도화하기 위한 표준과 레거시 응용과 APS의 연계에
관한 다양한 표준 개발을 계획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KOIIA

TTA PG609

표준(안)명

완료연도

SPS-X KOSMIA 0001-xxxx, 제조 응용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통합 - 제2부:
관리체계

진행중
(2022)

SPS-C KOSMIA 000X-X-XXXX:2019-xxxx, 가변 재구성 유연 생산시스템 - 제2부:
부품 조립 라인 구성 데이터 교환 절차

진행중
(2022)

SPS-C KOSMIA XXXX-X-XXXX:2019-xxxx, 가변 재구성 유연 생산시스템 – 제1부:
부품 조립 라인 구성 참조모델

진행중
(2022)

TTAK.KO-11.0254, 조선업종 스마트 생산계획시스템(APS) 참조모델

2018

¡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디지털 제조 플랫폼 구축을 위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거나 초저지연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을 정의하는 표준과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용을 위해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의 안전 신뢰성 확보 지침 표준이 진행 중이며, 향후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 새로운 응용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서비스 등을
정의하는 표준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
- TTA CPS PG(PG609)
·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시스템 표준, 초저지연 CPS에 대한 표준,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의 안전 신뢰성 확보에 관한 표준화를 진행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609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699,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의 안전 신뢰성 확보 지침 - 제3부:
CPS 안전·신뢰성 프로필 개념 모델

진행중
(2022)

2020-0717, 초저지연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 제3부: 제어 루프

진행중
(2022)

TTAK.KO-11.0284-Part1,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유즈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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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1.0284-Part2,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요구사항

2020

TTAK.KO-11.0270-Part2, 초저지연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 제2부: 사이버 요소

2020

TTAK.KO-11.0268-Part2,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의 안전·신뢰성 확보 지침
- 제2부: CPS 안전 신뢰성 프로필 저장소 참조 모델

2020

TTAK.KO-11.0270-Part1, 초저지연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 제1부: 정의 및
시스템 구조

2019

TTAK.KO-11.0268-Part1,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의 안전 신뢰성 확보 지침
제1부: CPS 사고분석모델

2019

¡ (스마트공장을 위한 On-Site 엣지 표준) 스마트공장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표준을 해외 표준을 참조하여 개발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대규모 서비스 구축·실증이 지연되고 있어 빠르고 안정적인 보급·확산을 위한 서비스
모델 표준 개발이 예상
- TTA CPS PG(PG609)
· 스마트공장의 지능형 디바이스를 위한 에지 컴퓨팅 인터페이스 표준과 스마트공장을 위한
On-Site 엣지 표준화를 논의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609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1.0285, 제조 가상화 에지 시스템 서비스 인터페이스

2020

TTAK.KO-10.1141, 지능형 디바이스들을 위한 엣지 컴퓨팅 관리 인터페이스

2019

TTAK.KO-11.0269, 초저지연 스마트공장 서비스를 위한 제조 가상화 에지
시스템 성능요소 평가 지침

2019

TTAK.KO-11.0270-Part1, 초저지연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 제1부: 정의
및 시스템 구조

2019

TTAK.KO-11.0242, 스마트팩토리 초저지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지 시스템
참조 아키텍처

2017

¡ (스마트제조 유연생산 지원 무공장 제조 플랫폼 참조 모델 표준) 유연생산 기반의 무공장
제품 제조를 지원하기 위한 제조 자원 공급 기업과 발주사간의 데이터 교환 모델 및 다양한
제조 시나리오 개발이 요구
- TTA CPS PG(PG609)
· 맞춤형 제품 제조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었으며, 기업 단위의 제조 자원
관리 및 데이터 연동을 위한 표준화 개발 필요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609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1054, 맞춤형 제품 제조 서비스 시나리오

2018

TTAK.KO-11.0202, 사이버-물리 생산 시스템 연동 미들웨어 명세 언어 정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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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국내 스마트공장을 위한 표준 IoT Architecture에
대한 공식적인 표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각 산업군에서는 Edge Computing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구성된 Architecture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스마트
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이 필요
[연동]
¡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국내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국내외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저감 요구사항 및 설비 운영 표준
개발이 필요
- TTA CSP PG(PG609)
· 스마트팩토리 관련 용어 정의를 통해 CFS 5대 원칙을 제시하고, 초연결(Hyper Connectivity),
서비스화(Servitization), 지능화(Intelligence), 인간중심(Humanity), 친환경(Green)에 대한
정의를 통해 친환경적인 생산 공정 구축과 시스템 간의 연동에 제안될 예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609

표준(안)명
TTA.KO-11.0207, 스마트팩토리 용어

완료연도
2016

[서비스]
¡ (AR/VR 기반 작업자 원격 협업 및 상호작용 지원 기술 표준) 콘텐츠 중심의 AR/VR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스마트공장 내외에서 원격 협업 및 상호작용을 통한
작업자 지원에 관한 AR/VR 기술과 관련된 표준화 활동은 초기 단계이거나 미비. 하지만,
스마트공장 표준화와 관련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표준 활동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
- TTA 메타데이터 PG(PG606)
· 증강현실 콘텐츠 가시화 및 공유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 활동. 모바일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상에서 증강현실 콘텐츠 가시화 및 공유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를 제안하고
실제 활용 예시로서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제시
- TTA CPS PG(PG609)
· 스마트공장에서 Cyber-Physical Systems(CPS) 기술과 관련된 표준화를 진행 중
-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
·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에서, 서버 또는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영상이나 이미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글래스와 다중 서버 간 통신 미들웨어 QoS 관리 기법을 기술하는 표준 제정
- 5G-SFA
· 5G 스마트공장 규격 표준화 및 생태계 확산을 위해 19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5G
스마트공장 얼라이언스(5G-SFA)'가 출범하여, 다양한 규격 표준화가 진행될 예정. 특히,
5G 환경 하에서 AR/VR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유지 보수 지원 기술 표준관련 연구도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나, 아직까지 표준 활동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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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 PG606

TTAK.KO-10.0851/R2, 증강현실 콘텐츠 가시화 및 공유를 위한 메타데이터

2018

TTA PG609

TTAK.KO-11.0166, 사용자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제어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2015

TTA PG415

TTAK.KO-10.0823, 스마트글래스와 다중 서버간 통신을 위한 QoS 관리

2015

¡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 스마트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5G 표준은 1차 준비된 상황으로,
스마트공장의 보급 확산에 주력해야 하는 시점. 따라서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에서는 5G의 공장에서의 유즈케이스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으며, 5G의
기능과 성능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음. 병행하여, 스마트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 개발을 병행 중
-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
· 3GPP TS22.104 표준에 기반 한 사이버물리 시스템을 위한 성능 요구사항 표준 작성
· 5G의 스마트공장에서의 적용 유즈케이스, 시장 동향, 기술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 발행
· 5G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엣지 컴퓨팅의 3GPP 표준 현황을 소개하고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산업 적용 과정을 설명하는 보고서 발행. 2차로 네트워크 익스포저 기능에 대한
보고서 준비 중
- TTA CPS PG(PG609)
· 스마트공장 제조 가상화 시스템 도메인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의
유스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제정
· 제조 가상화 에지 시스템 서비스 인터페이스 표준 제정
·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시뮬레이션, 안전/신뢰성 확보 지침에 대한 표준 제정
- TTA 지능형 로봇 PG(PG413)
· 이동형 로봇의 대인 충돌 안전성 평가 방법 표준 제정
-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
· 내추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용성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표준 제정
- 5G기반 스마트공장 표준 포럼
· 5G의 스마트공장 적용에 필요한 표준 작업을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설립됨. 2021년 현재
까지 진행된 5G 스마트공장 적용 실증 사업의 결과를 취합하여 생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용 사례와 이때의 ROI 등에 대한 내용을 취합한 보고서 작업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1104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R-06.0222, 5G 산업 지원 기술 - 에지 컴퓨팅(기술보고서)

2020

TTAK.KO-06.0515/R1, 산업 분야의 5G 사이버 물리 제어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2020

TTAR-06.0207, 스마트공장을 위한 5G 시스템 구조(기술보고서)

2019

TTAK.KO-11.0284-Part1,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1부 유스케이스

2020

TTAK.KO-11.0284-Part2,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2부 요구사항

2020

TTA PG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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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1.0285, 제조 가상화 에지 시스템 서비스 인터페이스

2020

TTAK.KO-11.0270-Part2, 초저지연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 제2부: 사이버 요소

2020

TTAK.KO-11.0287-Part1, 서비스로서의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시뮬레이션 제1부: 정의 및 참조 아키텍처

2020

TTAK.KO-11.0268-Part2,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의 안전·신뢰성 확보 지침 제2부: CPS 안전·신뢰성 프로필 저장소 참조 모델

2020

TTA PG413

TTAK.KO-10.1223, 이동형 로봇의 대인충돌 안전성 평가방법

2020

TTA PG415

TTAK.KO-10.1227, 내추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용성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2020

¡ (스마트공장 KPI 분석 표준) 국내 스마트공장 KPI 분석 표준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국내외 제조 산업의 가치사슬 변화, 기업 간 협업 환경 도래 그리고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등을 고려한 스마트공장 KPI 분석 표준 개발이 필요
¡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 IEEE, ISO, IEC 등 여러 표준 기구에서 스마트공장
표준을 위한 로드맵 및 기술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는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이며 AI
관련 표준은 적극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음. 국내 또한 AI에 대한 선진국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재는 초기 단계이며, AI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 표준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요구사항 도출 필요
-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
· 인공지능 표준화 동향, 윤리 가이드라인, 지능형 질의응답 시스템을 위한 메타데이터,
질의응답 서비스 프레임워크, 경량 지능형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등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1005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IT-Y.4475, 경량 지능형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2021

TTAR-10.0108, 인공지능 - 표준화 동향 분석

2019

TTAR-10.0107,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동향(기술보고서)

2019

TTAE.IT-F.746.7, 지능형 질의응답 시스템을 위한 메타데이터

2019

TTAE.IT-F.746.3, 지능형 질의응답 서비스 프레임워크

2019

[3D 프린팅]
¡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3D 프린팅 파일포맷, 스캐닝 파일포맷,
슬라이싱 파일포맷 등 다양한 표준이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관련 표준화 활동이 미비하나,
의료 등의 산업 프린팅 관련 요구사항, 안정성 등에 대한 표준 추진 예상
- TTA 디지털콘텐츠 PG(PG610)
· 3D 콘텐츠를 원거리에서 웹 환경을 통해 3D 프린팅 할 수 있도록 제정된 OMA Spec
Works의 디바이스웹 API(Device Web API) 표준 인용하여 국내표준화 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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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음식 재료를 기반으로 음식을 프린팅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다중 슬라이스 기반의
파일 포맷과, 비교적 단순하고 두꺼운 음식을 프린팅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일 슬라이스
기반의 파일 포맷을 정의
· 스캐닝 기반 3D 프린팅 파일 생성 시 사용될 수 있는 멀티패치 기반 3D 스캐닝 파일
포맷 제정
· 4D 프린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매개 변수를 정의하며, 4D 프린팅 응용 소프트
웨어 개발을 위한 동적 컴포넌트 API 표준 제정
- 3D프린팅창의융합표준화포럼
· 3D 프린팅 모델을 실제 제조 공정과 연결할 때 필요한 모바일 환경의 슬라이싱 파일에
대한 표준 포맷 정의
- 국가기술표준원
· ISO/ASTM 52915 AFM 1.2:2016에 대한 국가표준 부합화 작업 진행
· ISO/ASTM 52910:2018에 대한 국가표준 부합화 작업 진행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610

3D프린팅
창의융합
표준화포럼
국가기술
표준원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OT-10.0443, 지능형콘텐츠 디바이스웹API 인터페이스 - 3D프린터

2019

TTAE.OT-10.0442, 지능형콘텐츠 디바이스웹API 요구사항 및 기술구조 모델 3D프린터

2019

TTAK.KO-10.1127, 다중 재료를 지원하는 음식용 3D 프린팅 파일포맷

2019

TTAK.KO-10.1128, 다중 패치로 구성된 스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압축 파일포맷

2019

TTAK.KO-10.1112, 4D 프린팅 시뮬레이션을 위한 동적 컴포넌트 API

2018

3DPRO_17.0001/S1, 모바일 프린팅을 위한 바이너리 슬라이스 파일포맷

2017

KS D ISO/ASTM52910, 적층제조 - 설계 - 요구사항, 지침 및 권고사항

2019

KS D ISO/ASTM52915, 적층제조 파일 형식(AMF) 버전 1.2

2018

[보안]
¡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기술 표준) 국내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 기술에 대한
공식적인 표준화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사설 5G에서의 초저지연(URLLC) 융합
서비스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개발이 진행 중. 단, 최근 설립된 5G 보안 포럼을 중심으로
5G 보안 분야의 국내 표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 5G 비공용 네트워크에서 URLLC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표준 개발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 PG504

2020-0711, 5G 비공용 네트워크에서 URLLC를 지원하는 버티컬서비스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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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플랫폼]
¡ (Smart APS 시스템 표준) 스마트공장을 위해 IIoT 관점에서 시스템 특성 및 참조모델을
기술하고, 장비 계층 정의 및 제조 공정을 모델링하기 위해 정보 교환 방법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이며, MES, ERP 등 기존 제조 응용과의 연계 영역과 엣지 컴퓨팅 등 제조 영역의
컴퓨팅 장치 적용으로 표준화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
- ISA 95
· APS와 MES, ERP 등과의 통합과 이를 실제 사업 영역에 적용하는 방법 및 사례에 관한
표준 개발 중
- ITU-T SG20 WP1 Q2
· IoT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미터링 프레임워크, 엣지 컴퓨팅 게이트웨이에 대한
요구사항 및 프레임워크 등에 대한 표준 개발
- IEC TC65 SC65E JWG5
· ISO TC184 SC5와 IEC TC65/SC65E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ISA 95 표준을 수용하여 IEC
62264시리즈를 발간. MOM(Manufacturing Operation Management)의 객체 모델, 액티비티
모델, 정보 교환, 트랜잭션 모델, 메시징 모델, 서비스 모델 등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ANSI/ISA 95에서 추가 파트를 개발 완료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SA 95

ITU-T SG20
WP1 Q2

표준(안)명

완료연도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NSI/ISA-61511-1-2018

2020

ANSI/ISA-95.00.08-2020, Enterprise-Control System Integration - Part 8:
Information Exchange Profiles

2020

Y.4122,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edge computing-enabled
gateway in the IoT

2021

Y.4419,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Smart Utility Metering (SUM)

2021

Y.4003, Overview of smart manufacturing in the context of the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2018

IEC 62264-6, Enterprise-control system integration - Part 6: Messaging Service Mode

2020

IEC 62264-3, Enterprise-control system integration - Part 3: Activity models of
manufacturing operations management

2016

IEC 62264-5, Enterprise-control system integration - Part 5: Business to
IEC TC65
manufacturing transactions
SC65E JWG5
IEC 62264-4, Enterprise-control system integration - Part 4: Objects models
attributes for manufacturing operations management integration

2016
2015

IEC 62264-1, Enterprise-control system integration - Part 1: Models and terminology

2013

IEC 62264-2, Enterprise-control system integration - Part 2: Object model attribut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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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제조 분야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및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데이터 표현 및 교환에 관한 표준이 개발 중이며, 시장의
요구에 따라 미디어 관련 표준이 개정되고 있어 관련 기술이 디지털 트윈에 접목될 것으로 전망
- ISO TC184 SC4 WG12
· 서로 다른 산업 자동화 시스템 간에 제품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데이터 표현 및 교환에
관한 표준을 개발 중
- ISO TC184 SC4 WG15
· 제조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의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정의하는 제조 분야의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표준을 개발 중
- ISO TC184 SC5 WG13
· 가상 제조 시스템(Virtual Production System)에서 장치의 동작을 표현하는 EBC(Equipment
Behaviour Catalogues) 표준을 개발 중
- IEC TC65 WG23
· 가상 생산시스템 구성을 위한 디지털 공장에 관한 표준인 IEC 62832와 스마트 제조를
위한 용어 정의, 유즈케이스, 사이버 보안 관련 표준인 IEC TR 63283이 개발 중
- IEC TC65 JWG21
· ISO TC184(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와 IEC TC65(산업 프로세스 측정, 제어 및 자동화) 간에
설립된 공동 위원회로써 스마트 제조를 위한 통합 참조 모델 관련 표준인 IEC 63339 개발 중
- IEC SyC SM
· 스마트 제조에서 제품, 생산, 공급망, 산업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표준 및 표준
프로젝트를 매핑할 수 있도록 스마트 제조 표준맵 표준이 개발 중
- JTC1 SC29 WG3
· 디지털트윈에서 AR/VR/MR 구현을 위한 몰입형 미디어(오디오, 비디오 등) 기술 표준인
ISO/IEC 23090 시리즈 표준이 개발 중
- JTC1 SC29 WG7
· 미디어 사물인터넷에서 미디어 관련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미디어 사물인터넷 표준인
ISO/IEC 23093 시리즈 표준이 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SO TC184
SC4 WG12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10303-2,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 - Part 2: STEP Vocabulary

진행중
(2022)

ISO 10303-15,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 - Part 15: Description methods: SysML XMI to XSD
transformation

진행중
(2022)

ISO 10303-16,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 - Part 16: Description methods: SysML XMI to
EXPRESS transformation

진행중
(2022)

ISO 10303-17,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 - Part 17: EXPRESS to SysML CXMI transformation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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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ISO TC184
SC4 WG15

ISO TC184
SC5 WG13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10303-59,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 - Part 59: Integrated generic resource: Quality of
product shape data

진행중
(2022)

ISO 10303-209,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 - Part 209: Application protocol: Multidisciplinary
analysis and design

진행중
(2022)

ISO 10303-239,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 - Part 239: Application protocol: Product life cycle
support(PLCS)

진행중
(2022)

ISO 10303-243,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 - Part 243: Application protocol: For modelling and
simulation information in a collaborative systems engineering context (MoSSEC)

진행중
(2022)

ISO 10303-1847,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 - Part 1847: Application module: Assignment object
relationship

진행중
(2022)

ISO TS 10303-1848,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 - Part 1848: Application module: Annotated 3d
model data quality criteria

진행중
(2022)

ISO 10303-1849,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 - Part 1849: Application module: Annotated 3d
model data quality inspection result

진행중
(2022)

ISO 10303-1850,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 - Part 1850: Application module: Triangulated shape
data quality

진행중
(2022)

ISO 10303-1851,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 - Part 1851: Application module: PMI data quality

진행중
(2022)

ISO 10303-1852,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 - Part 1852: Application module: Retention period

진행중
(2022)

ISO 10303-1853,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 - Part 1853: Datum and datum systems

진행중
(2022)

ISO 10303-4000,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 - Part 4000: Core Model

진행중
(2022)

ISO 23247-1,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1: Overview and
general principles

진행중
(2022)

ISO 23247-2,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2: Reference
architecture

진행중
(2022)

ISO 23247-3,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3: Digital
representation of manufacturing elements

진행중
(2022)

ISO 23247-4,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4: Information
exchange

진행중
(2022)

ISO/AWI 16400-2,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Equipment behaviour catalogues
for virtual production system - Part 2: Formal description of catalogue template

진행중
(2022)

ISO/AWI 16400-3,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 Equipment behaviour
catalogues for virtual production system - Part 3: Guideline for construction of
equipment instance model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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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IEC TC65
WG23

IEC TC65
JWG21

IEC SyC SM

JTC1 SC29
WG3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TR 63283-1, Industrial-process measurement, control and automation –
Smart Manufacturing – Part 1: Terms and definitions

진행중
(2022)

IEC TR 63283-2, Industrial-process measurement, control and automation –
Smart Manufacturing – Part 2: Use cases

진행중
(2022)

IEC TR 63283-3, Industrial-process measurement, control and automation –
Smart Manufacturing – Part 3: Challenges for Cybersecurity

진행중
(2022)

IEC 62832-1, Industrial-process measurement, control and automation - Digital
factory framework - Part 1: General principles

2020

IEC 62832-2, Industrial-process measurement, control and automation - Digital
factory framework - Part 2: Model elements

2020

IEC 62832-3, Industrial-process measurement, control and automation - Digital
factory framework - Part 3: Application of Digital Factory for life cycle management
of production systems

2020

IEC 63339, Unified reference model for smart manufacturing

진행중
(2022)

ISO/IEC TR 63306-2 ED1, Smart manufacturing standards map(SM2) - Part 2:
Catalogue

진행중
(2022)

ISO/IEC TR 63306-1:2020, Smart manufacturing standards map(SM2) - Part 1:
Framework

2020

ISO/IEC TR 23090-1, Information technology -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1: Immersive media

진행중
(2022)

ISO/IEC 23090-7, Information technology -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7: Immersive audio metadata

진행중
(2022)

ISO/IEC 23090-9, Information technology -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9: Geometry-based Point Cloud Compression

진행중
(2022)

ISO/IEC 23090-10, Information technology -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10: Carriage of video-based Point Cloud Compression data

진행중
(2022)

ISO/IEC 23090-11, Information technology -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11: Network-based media processing implementatio guidelines

진행중
(2022)

ISO/IEC 23090-12, Information technology -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12: Immersive Video

진행중
(2022)

ISO/IEC 23090-13, Information technology -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13: Video decoding interface for immersive media

진행중
(2022)

ISO/IEC 23090-14, Information technology -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14: Scene description for MPEG media

진행중
(2022)

ISO/IEC 23090-15, Information technology -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15: Versatile video coding conformance

진행중
(2022)

ISO/IEC 23090-16, Information technology -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16: Versatile video coding reference software

진행중
(2022)

ISO/IEC 23090-17, Information technology -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17: Reference software and conformance for OMAF

진행중
(2022)

ISO/IEC 23090-18, Information technology -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18: Carriage of Geometry-based Point Cloud Compression data

진행중
(2022)

ISO/IEC 23090-19, Information technology -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19: Reference Software for V-PCC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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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JTC1 SC29
WG7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23090-20, Information technology -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20: Conformance for V-PCC

진행중
(2022)

ISO/IEC 23090-21, Information technology -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21: Reference Software for G-PCC

진행중
(2022)

ISO/IEC 23090-22, Information technology -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22: Conformance for G-PCC

진행중
(2022)

ISO/IEC 23090-2, Information technology -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2: Omnidirectional media format

2021

ISO/IEC 23090-3, Information technology -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3: Versatile video coding

2021

ISO/IEC 23090-5, Information technology -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5: Video-based point cloud compression

2021

ISO/IEC 23090-6, Information technology -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6: Immersive media metadata

2021

ISO/IEC 23090-8, Information technology -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8: Network-based media processing

2020

ISO/IEC 23093-1, Information technology - Internet of Media Things - Part 1:
Architecture

진행중
(2022)

ISO/IEC 23093-2, Information technology - Internet of Media Things - Part 2:
Discovery and communication API

진행중
(2022)

ISO/IEC 23093-3, Information technology - Internet of Media Things - Part 3:
Media data formats and APIs

진행중
(2022)

ISO/IEC 23093-4, Information technology - Internet of Media Things - Part 4:
Reference software and conformance

2020

¡ (스마트공장을 위한 On-Site 엣지 표준) ETSI, ITU-T, 3GPP 등에서 엣지 시스템을 위한
플랫폼 구조 표준 및 엣지 시스템 간 상호연동을 위한 표준 개발을 추진 중
- ETSI MEC
· MEC 개념을 정리하고 MEC 관련 서비스 시나리오, 용어, 참조표준, API 등 약 35종 이상의
표준화를 완료하였으며, 기존 표준의 업데이트 및 새로운 활용 시나리오 등을 개발 중
- 3GPP SA2/SA6
· 이동통신 서비스 표준에서 MEC개념을 5G아키텍처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 중
- ITU-T SG11 WP3 Q7
· 통신사업자간 연동을 위해 2022년 완성을 목표로 연합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표준
제정을 추진 중
- ITU-T SG13 WP1 Q22
· 미래인터넷 표준에서 엣지 영역을 포괄하는 분산 클라우드 표준을 개발
- JTC1 SC38 WG3/SC41
· 클라우드 컴퓨팅 관점에서의 엣지 컴퓨팅 표준(SC38)과 사물인터넷 관점에서의 엣지
컴퓨팅 표준(SC41)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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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ETSI MEC

ITU-T SG11
WP3 Q7

ITU-T SG13
WP1 Q22

표준(안)명

완료연도

GS MEC 003 V2.1.1, Multi-access Edge Computing(MEC); Framework and
Reference Architecture

2020

GS MEC 011 V2.1.1, Multi-access Edge Computing(MEC); Edge Platform
Application Enablement

2020

GS MEC 009 V2.1.1, Multi-access Edge Computing(MEC); General principles for
MEC Service APIs

2020

GS MEC 010-2 V2.1.1, Multi-access Edge Computing(MEC); MEC Management;
Part 2: Application lifecycle, rules and requirements management

2020

GS MEC 002 V2.1.1, Multi-access Edge Computing(MEC); Phase 2: Use Cases
and Requirements

2020

GS MEC 017, Mobile Edge Computing(MEC); Deployment of Mobile Edge
Computing in an NFV environment

2018

GS MEC 009, Mobile Edge Computing(MEC); General principles for Mobile Edge
Service APIs

2017

Q.FMEC-SRA, Signalling requirement and architecture for federated MEC

진행중
(2022)

Q.IEC-PRO, Protocols for microservices based intelligent edge computing

진행중
(2022)

Q.5001, Signalling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of intelligent edge computing

2018

Y.LSMEC, Local shunting for multi-access edge computing in IMT-2020 networks

진행중
(2022)

Y.3076, Architecture of ICN-enabled Edge network in IMT-2020

2020

JTC1 SC38
WG3

ISO/IEC TR 23188:2020, Information technology - Cloud computing - Edge
computing landscape

2020

JTC1 SC41

ISO/IEC TR 30164, Internet of things(IoT) - Edge Computing

2020

TR 23.748, Study on enhancement of support for Edge Computing in 5G Core
network(5GC)

2020

TR 28.803,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Study on management aspects of
edge computing

2019

TR 23.758, Study on application architecture for enabling Edge Applications

2019

TS 22.261, Service requirements for next generation new services and
markets(Version 16.8.0 Release 16)

2019

TR 23.742, Study on Enhancements to the Service-Based 5G System Architecture

2018

3GPP
SA2/SA6

¡ (스마트제조 유연생산 지원 무공장 제조 플랫폼 참조 모델 표준) NIST를 중심으로 유연생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분산 제조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ASME MBE SC에서는 분산
제조 데이터에 대한 시스템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모델 기반 제조 표준 개발이 진행 중.
점차 산업 도메인 특성이 반영된 제조 모델 표준 개발이 진행 될 것으로 전망
- ASME Y14 SC47
· 모델 기반 엔터프라이즈(MBE) 실현을 위한 제품 정의와 3D 모델 및 기타 관련 정보 구성
하기 위한 스키마와 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표준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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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E Y14 SC41
· 제품에 대한 디지털 표현 및 디지털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정의와 디지털 형식의 도면을
사용하기 위한 기존의 ASME 표준에 대한 예외 및 추가 요구사항 표준을 정의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ASME Y14
SC47

Y14.47-2019, Model Organization Practices - Engineering Product Definition and
Related Documentation Practices

2019

ASME Y14
SC41

Y14.41-2019, Digital Product Definition Data Practices

2019

¡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ITU-T를 중심으로 에지컴퓨팅, 사물 인터넷(IoT)
분야의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차세대 이동 통신의 신호 방식 및 시험 기술에 대한 표준과
방법론 개발이 진행 될 것으로 전망
- 3GPP SA2
· 5G에서 전체적인 아키텍처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특히 하위 시스템(UTRAN, CN, Terminal,
USIM)에 기능 및 상호 작용을 포함된 전체 아키텍처의 표준 개발
- ITU-T SG11 WP1 Q2/Q4/Q5
· IMT-2020/5세대(5G), 이동통신, 에지컴퓨팅, 사물 인터넷(IoT) 분야의 신호방식 및 시험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중
· 사물인터넷과 응용 및 식별 시스템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중
· 프로토콜 및 네트워크 프레임워크 및 방법론 표준화를 추진 중
· 위조 또는 변조된 통신/ICT 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 증
- ISA 95
· MES 등에서는 제조 산업 지원을 위해 정보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활용 정보모델 및 운영
모델 표준화를 추진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23.501, Architecture for the 5G System(Release 16)

2020

TS 23.501, Architecture for the 5G System(Release 15)

2019

ITU-T SG11
WP1 Q2

Q.3313, Signalling protocols and procedures relating to flow state aware QoS
control in a bounded subnetwork of a next generation network

2018

ITU-T SG11
WP1 Q4

Q.3316, Interface and signalling requirements and specification for cross
stratum optimization

2018

Q.3309, QoS coordination protocol

2018

Q.3315, Signalling requirements for flexible network service combination on
broadband network gateway

2018

IEC 62264-6:2020, Enterprise-Control System Integration

2020

3GPP SA2

ITU-T SG11
WP1 Q5
ISA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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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ISO TC207에서는 환경관리시스템에 대한 원칙 및
지침을 통해 각 조직의 환경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ASTM에서는 sustainable
제조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 관리에 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규제 중심의 표준
연구에서 친환경 제조 기반 설비 운영 표준 연구가 필요
- ISO TC207 SC1 WG11
· 환경관리 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주도하고 있으며, 환경 규제를 위한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정의, 지침 및 각 조직 내부의 환경 연관도 등의 관리 표준화 작업을 수행
- ISO TC207 SC7 WG11
· 환경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규제 및 관리에 대한 표준화 개발 작업을 수행
- ASTM E60.13
· Sustainable 제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환경 측면의 정의, 핵심 성능 지표와 특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논의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SO TC207
SC1 WG11

ISO TC207
SC7 WG11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14006:2020,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 Guidelines for incorporating
ecodesign

2020

ISO 14005,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 Guidelines for a flexible approach
to phased implementation

2019

ISO 14064-3, Greenhouse gases - Part 3: Specification with guidance for the
validation and verification of greenhouse gas assertions

2019

ISO 14064-2, Greenhouse gases - Part 2: Specification with guidance at the
project level for quantification, monitoring and report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s and removal enhancements

2019

ISO 14064-1, Greenhouse gases - Part 1: Specification with guidance at the
organization level for quantification and report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removals

2018

E3096-18, Standard Guide for Definition,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Key
Performance Indicators for Environmental Aspects of Manufacturing Processes

2018

E3012-16, Standard Guide for Characterizing Environmental Aspects of
Manufacturing Processes

2016

ASTM E60.13

[서비스]
¡ (AR/VR 기반 작업자 원격 협업 및 상호작용 지원 기술 표준) 일반 가상 및 증강현실 환경을
구성, 정합,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일반적인 표준은 제정이 많이 진행이 되었지만, 스마트공장
지원 기술에 대한 표준은 미비함. 콘텐츠 중심의 AR/VR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스마트공장 내외에서 원격 협업을 통한 작업자 지원에 관한 AR/VR 기술 표준은
활발히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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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ronos Group OpenXR WG
· AR/VR 응용 개발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으로서 디바이스 계층과 응용 계층으로 분리하여
인터페이스를 개발. HMD, 컨트롤러, 위치 추적기 등의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 마련
- JTC1 SC24 WG6
· 컴퓨터 그래픽스, 영상처리 및 환경데이터 표현 분야에 대한 표준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가상현실, 혼합/증강현실, 정보의 상호작용을 위한 시각적 표현에 대한 표준 개발 중
- IEC SyC SM
· Cyber-physical 및 인간 영역에서 프로세스 및 자원을 통합적이고 지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하여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내에서 다른 영역과 협업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작업 수행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Khronos Group
OpenXR1.0, XR-platforms and devices
OpenXR

JTC1 SC24
WG6

IEC SyC SM

완료연도
진행중
(2022)

ISO/IEC 3721-2, Information model for mixed and augmented reality

진행중
(2022)

ISO/IEC 23488, Information technology - Computer graphics, image processing
and environmental data representation - Image based Object/ Environmental for
Virtual/Mixed and Augmented Reality(VR/MAR)

진행중
(2022)

ISO/IEC TS 23884, Information technology - Computer graphics, image processing
and environmental data representation - Material Property and Parameter
Representation for Model based Haptic Simulation of Objects in Virtual, Mixed
and Augmented Reality(VR, MAR)

진행중
(2022)

ISO/IEC 23763, Information technology - Computer graphics, image processing
and environmental data representation - Display device interface for mixed and
augmented reality

진행중
(2022)

ISO/IEC 18039, Information technology - Computer graphics, image processing
and environmental data representation - Mixed and augmented reality(MAR)
reference model

2019

ISO/IEC 18520, Information technology - Computer graphics, image processing
and environmental data representation - Benchmarking of vision-based spatial
registration and tracking methods for mixed and augmented reality(MAR)

2019

ISO/IEC TR 63306-1 ED1, Smart Manufacturing Standards Map(SM2) Part 1 :
Framework

진행중
(2022)

¡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 3GPP SA1에서는 eMBB, mMTC, URLLC 구분에 따른 산업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이후 URLLC는 유선 네트워크
지원과 함께 가상 물리 시스템 지원 산업 요구사항을 산업별 적용 사례 분석에 따라 도출.
5G의 공장 적용 요구사항은 유선 네트워크 지원 사례와 가상 물리 시스템 요구사항 모두에서
다루어졌으며, Rel.16, Rel.17의 표준화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유즈케이스가 지속 추가되어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도 지속 중. SA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에 따라 RAN1에서는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Rel.15에서는 저지연 통신의 틀을 구성하고
Rel.16에서 기본 기능 및 Rel.17에서 향상된 기능을 개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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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GPP SA1
· Rel.14에서 5G를 적용할 다양한 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mMTC, eMBB, URLLC의
유즈케이스 별로 정리
· Rel.15에서 서비스 별 성능 요구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이 내용을 기반으로 5G 기술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
· Rel.16에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가상물리 시스템의 적용 사례와
성능 요구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이 내용은 Rel.16의 URLLC 기술을 개발하는데 활용
· Rel.17에서는 주요 아이템으로 기존 아이템의 진화 기능인 IIoT와 URLLC 지원, 위치기반,
sidelink, RAN slicing 등의 URLLC 기능과 inactive state에서의 저용량 데이터 전송과
같은 mMTC 기능이 있으며 신규 아이템으로 XR 지원과 같은 고용량 데이터 전송과 낮은
전송 지연을 동시에 요구하는 응용에 대한 지원과 NB-IoT와 NR 데이터 전송 속도의 중간
속도 급 IoT 통신 기능의 지원을 위한 reduced-capability NR devices항목이 존재
- 3GPP RAN1
· Rel.15에서는 eMBB의 성능에 주안점을 두어 표준화가 진행되었으나, URLLC와 mMTC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구조를 표준에 반영
· Rel.16에서 본격적인 URLLC 지원을 위한 기술에 대해 표준화가 진행되었으며, 대표적인
저지연 기술로는 주파수에 따른 numerology, grant free, short transmission, pre-emption
등이며, 신뢰성 관련 기술로는 PDCP duplication, multi-antenna, automatic repetition,
TSN의 지원 등이 개발
· Rel.17에서는 RAN 관점에서 URLLC enhancement, sidelink 성능 향상, inactive state에서의
저용량 데이터 전송 등이 개발 중
- ISO TC299 WG3
· 서비스 로봇에 대한 성능 및 테스트 방안(Part 2: Navigation)에 대한 표준 개발
· 서비스 로봇의 모듈화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표준 개발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3GPP SA1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22.104, Service requirements for cyber-physical control applications in vertical
domains

2019

TS 22.261, Service requirements for the 5G system

2019

TR 22.804, Study on Communication for Automation in Vertical Domains

2018

TR 22.821, Feasibility Study on LAN Support in 5G

2018

TR 22.861, Feasibility Study on New Services and Markets Technology Enablers
for Massive Internet of Things

2018

TR 22.862, Feasibility study on new services and markets technology enablers
for critical communications

2018

TR 22.863, Feasibility study on new services and markets technology enablers
for enhanced mobile broadband

2018

TR 38.824, Study on physical layer enhancements for NR ultra-reliable and low
latency case(URLL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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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28.201, NR; Physical layer; General description

2020

TS 23.501, System Architecture for 5G System

2020

ISO 22166-1:2021, Robotics - Modularity for service robot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2021

ISO 18646-2:2019, Robotics - Performance criteria and related test methods for
service robots - Part 2: Navigation

2019

3GPP RAN1

ISO TC299
WG3

¡ (스마트공장 KPI 분석 표준) ISO TC184에서 스마트공장 KPI 관련 표준작업을 진행하고 있
으며, 기업 간 협업을 고려한 KPI 표준작업의 추진이 필요
- ISO TC184 SC5 WG12
· 기존 IEC 62264의 계층 모델 상에서 3계층인 제조 운영 시스템에서의 정보화 및 산업화
융합 수준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 및 방법을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된 방법론을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지침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SO TC184
SC5 WG12

표준(안)명
ISO 22549-2, Assessment on convergence of informa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for industrial enterprises - Part 2: Maturity model and evaluation questionnaires

완료연도
2020

¡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 ITU에서 2020년부터 ‘AI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에
대한 개요 절에 대한 제안을 진행하고 있으며, AI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정립을 주도하는
대표적 표준화 그룹은 JTC1 SC42는 일반적인 인공지능 관련 표준들의 개발을 진행 중이며,
AI에 대한 정의부터 관련 기술 분류 등 국가를 초월한 국제적인 기준 정립이 표준기구를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어 관련 활동들은 AI 기술의 공유와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 ITU-T SG16 WP3 Q5
· AI 기술을 스마트공장과 접목하고 산업 향상을 촉진하는 핵심기술로 정의하며, 아래 항목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Asset predictive maintenance(설비 예측 유지보수): 예측 유지보수(Predictive Maintenance) 기술은 노이즈, 진동, 온도,
압력과 같은 센서에 의해 수집되는 장비운영 데이터에 기반. AI 기술을 통해 가능한 결함 포인트를 분석하고 예측하
며, 대응하는 유지보수 제안을 제공
* Assembly line management(조립 라인 관리): 조립 라인 관리에서 AI 기술은 결함 발견 구현, 객체 인식과 다른 응용
을 통해 조립라인의 효율성을 향상
* Workshop management(작업장 관리): 공장 관리 시나리오에서, 작업자의 작업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기 위해 공장에서
작업자들의 근무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며, AI 기술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안전 위해요인을 식별하는 것이
필요
* Management Decision(경영 판단): 경영 판단 시나리오에서, 공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AI 기
술을 통해 차후의 공장 운영에 대한 판단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 Manufacturing process optimization(제조 공정 최적화): 제조 공정 최적화 시나리오에서 AI 기술은 생산 효율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제조 공정에서 다양한 공정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고 분석하는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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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TU-T SG16
WP3 Q5

표준(안)명

완료연도

F.AI-SF, Requirements for smart factory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진행중
(2022)

[3D 프린팅]
¡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XML 형태의 다양한 재질을 지원하는
3D 프린팅 파일포맷을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메디컬 응용을 위한 파일 생성 관련 표준
개발 및 출력 서비스 표준 플랫폼 개발 중이며, 추후 범용 프린팅 응용 영역에 대한 상세
시나리오를 지원하는 서비스 플랫폼 개발 예정
- ISO TC261
· 메탈 방식, 폴리머 방식 등의 다양한 재질을 이용한 출력 서비스에서 주로 재질 정의 및
파일 형상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등의 표준 제정
· 3D 프린팅 피일 포맷과 연관되어 출력 제품 디자인과 연관된 요구사항, 가이드라인 등
제공, 단 재질, 제조 공정 등에 특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을 다룸
· 메디컬 프린팅 응용을 위한 파일 형식 및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 진행
· 3D 모델의 출력을 위한 프린팅 파일 포맷, 디스플레이 등의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XML형
확장 가능한 표준 제정
- JTC1 WG12
· 3D 프린팅 서비스 플랫폼(AMSP : Additive Manufacturing Service Platform)을 위한
프레임워크 정의 완료. 구성요소(사용자, 디자이너, AM 센터), 워크플로우, 유즈케이스,
요구사항(사용자 관리, 제품 디자인 등), 프레임워크 및 계층별 기능 개발
· 의료영상 기반 3D 의료용품 출력에 필요한 파일의 생성을 위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과 영역분할이라는 특별한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사항, 영역 분할 결과 측정을
위한 표준 측정 방법 정의
- OMASpecWorks
· CD(Contents Delivery)그룹에서 출력서비스 표준 플랫폼으로 모바일 3D 프린팅 명령
전송을 위한 DWAPI-3DP(Device Web API - 3D Printing) 표준 개발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SO TC261

JTC1 WG12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ASTM 52910, Additive manufacturing - Design - Requirement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진행중
(2022)

ISO/ASTM DTR 52916, Additive Manufacturing for Medical - Data - Optimized
medical image data

진행중
(2022)

ISO/ASTM 52915, Specification for additive manufacturing file format(AMF) Version 1.2

2020

ISO/IEC 3532-1, 3D Printing and Scanning - Medical Image-Based Modelling
- Part 1: General Requirement

진행중
(2022)

ISO/IEC 3532-2, 3D Printing and Scanning - Medical Image-Based Modelling
- Part 2: Segmentation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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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OMA
SpecWorks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23510, 3D Printing and Scanning - Framework for Additive Manufacturing
Service Platform(AMSP)

진행중
(2022)

OMA-ER-Device_WebAPIs_3DP-V1_0-20181021-A, Device Web APIs for 3D
Printer

2018

[보안]
¡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기술 표준) 3GPP는 5G-ACIA가 제시한 사설 5G 구축 모델을
바탕으로 산업 도메인용 5G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사설 5G 망에서의 보안 기술
표준 규격 개발 중에 있으며, 사설 5G 환경에서의 보안 이슈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5G 보안기술 표준이 업데이트될 전망
- 3GPP SA1
· Re.16에서 5G 서비스 요구사항 규격을 추가로 사설 5G를 지원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업데이트 함
- 3GPP SA2
· Re.16에서 5G 시스템 구조 규격에 사설 5G를 지원하기 위한 규격을 업데이트 함
- 3GPP SA3
· Re.16에서 일반적인 5G 시스템의 보안 구조와 절차에 관한 표준을 업데이트하여, 5G
공중망과 다른 사설 5G를 위한 보안 절차에 대한 규격을 추가로 개발
· Rel.17에서 사설 5G에서의 보안 이슈와 적용 가능한 해결 방안에 대한 분석 연구를
진행 중
- ITU-T SG17 WP2 Q2
· 사설 5G 환경에서의 초저지연·고신뢰(URLLC) 융합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을 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3GPP SA1

TS 22.261, Service requirements for the 5G system

2021

3GPP SA2

TS 23.501, System architecture for the 5G System(5GS)

2021

3GPP SA3

TR 33.957, Study on enhanced security support for Non-Public Networks(NPN)
TS 33.501, Security architecture and procedures for 5G system

ITU-T SG17

X.5GSEC-VS, Security requirements for vertical services supporting URLLC in the
5G non-public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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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2022)
2021
진행중
(2022)

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 제조 산업에 ICT기술의 접목이 활발해짐에 따라 제조시스템에 오픈소스 SW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실적용 사례 구축을 통한 국내 표준 기술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다양한 사실표준기구 및 커뮤니티에 국내 표준 반영을 시도하여 국내 개발 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글로벌 시장 선점·확산 추진
¡ Akraino Edge Stack
- LF Edge재단에서 AT&T, SKT, Dell, Ericsson, Intel, Nokia, ARM 등과 협력하여 네트워크
분야 오픈소스와 상호 협력을 추진 중(ONAP, Kubernetes, O-RAN, StarlingX 등)
¡ Apache
- BSD, 리눅스 등 유닉스 계열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HTTP
웹 서버를 제공
¡ Ditto
- Eclipse 재단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 패턴을 구현하는 IoT 프레임
워크 기술
- 물리적 사물이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반영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물리적
사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쉽고 빠른 IoT 솔루션 개발을 지원함
¡ EdgeX Foundry
- LF Edge재단에서 Dell, Vmware, Cavium 등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공장 자동화,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산업용 IoT 시장을 지원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제공
¡ Free OPC-UA(Open Platform Communication Unified Architecture)
- OPC Foundation에서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 정의한 통신 프로토콜.
Free OPC-UA는 LGPL을 따른 C++, Python 기반의 OPC UA 프로젝트로 Client를 위한 UI를
제공하며 데이터 모델을 위한 XML 기반의 모델러를 지원
¡ Google ARCore
- 다중 플랫폼에서 Markerless 및 Floor 추적 기반 증강현실 주요 기능들을 제공하는 Apache
Licence 기반 프로그래밍 API
¡ Hadoop
- 대량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컴퓨팅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리웨어 자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 IoTivity
- 수십억 개의 디바이스를 다양한 운영체제와 프로토콜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연결(OIC 표준)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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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beEdge
- Huawei 주도하에 쿠버네티즈 기반 엣지노드, 응용기기, 클러스터 관리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 Kubernetes
-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자동 배치, 오토스케일링 등을 제공하는 관리시스템
¡ Kura
- Eclipse 재단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Java/OSGi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오픈소스 IoT 엣지
프레임워크를 제공
¡ Mosquitto
- Mosquitto는 MQTT 프로토콜 버전 5.0을 구현한 메시지 브로커로서, 저전력 설비부터
산업용 엣지 서버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 가능
¡ MTConnect
- 제조 장비, 부품, SW 간의 상호 운용성 제공을 위한 표준으로 미국 제조기술협회에서 2006년
표준화를 시작. 특히 MTConnect Institute에서는 MTConnect 사용을 위한 오픈 소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net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MTConnect의 핵심이 되는 서버, 어댑터, 클라이언트 등을 제공
¡ MySQL
-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오픈 소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 OASIS AMQP 지원 오픈 소스
- AMQP(Advanced Message Queuing Protocol)는 미들웨어를 통한 메시징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로서, 클라이언트와 메시징 미들웨어 간의 기능적 상호
운용성을 지원
- AMQP를 지원하는 오픈소스로서 RabbitMQ, OpenAMQ, StormMQ, Apache Qpid 등이
있으며, RabbitMQ는 사용하기 쉽고 Cloud 규모에 적합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오픈소스
¡ OpenStack
-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오픈소스 솔루션
¡ Pytorch
- Python기반 오픈소스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로 간단한 절차와 그래프 제공으로 손쉬운 사용이
가능
¡ StarlingX
- 산업용 IoT, 이동통신사 등의 초저지연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가상화 플랫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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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sorflow
- 딥러닝 프로그램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 방식을 사용하여 풍부한 표현력을 제공하고 코드 수정 없이도 CPU/GPU
모드로 동작이 가능
¡ UCEF(Universal CPS Environment for Federation)
-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동작하는 도구들을 통합하는 공동의 실험 및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오픈 소스 도구 키트
- 광범위한 CPS 시뮬레이션 및 실험에 유용하며, 이기종 시스템과 개발 프로세스 간의 상호
운용성 등을 확인
¡ 오픈엣지 컴퓨팅
- 모든 엣지 노드가 개방적이고 표준화된 메커니즘을 통해 근접한 모든 사용자에게 컴퓨팅 및
스토리지를 제공하기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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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약 점 요 인 (W)

-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확보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국내역량요인 시 노력 증대
시 수준이 낮음
장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장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및 영업
정부의 의지

이익 감소

- 5G를 활용한 통신 및 운영시스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큰 기술

기 기술의 글로벌 선도
기
격차
AI,
IoT,
CPS,
클라우드
등
스마트
술
술 - 핵심 플랫폼 기술의 해외 의존
공장을 위한 ICT 기술 선도

국외환경요인

- 국내에서 선도하는 ICT표준을

- 단기성 사업으로 인한 장기적인

표 활용한 스마트공장 표준화 추진 표 표준화 미흡
준 - TTA를 통한 핵심 원천 기술의 준 - 사실표준화를 통한 해외 선진
선도적인 표준화 추진

기업의 시장 장악

【WO전략】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SO전략】
시
재편성
장 - 비대면, 언택트 경제 활성화로 - (시장) 대중소기업의 역량을 고려한 - (시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급히

가치사슬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생태계 구성
기
(기술)
세계
최고
ICT
기술을
활용한
- 다양한 산업의 제조 운영 기술,
회
스마트구축 플랫폼 개발을 통해
기
숙련인력 노하우 보유
요
글로벌 시장 점유 추진
인 술 - IC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5G, - (표준)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주도할
AI 등을 손쉽게 적용 가능
(O)
수 있는 ICT기반 스마트공장 표준
분야를 발굴
- 국내에서 선도하는 ICT기술의
표
공장 적용으로 인해 국제 표준화
준
기회 확대
인한 스마트공장 요구 증대

시 -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에 따른 【ST전략】
대응 미흡
장
- (시장)

대중소

필요한 스마트공장 기술 개발 지원
(기술) 국내 제조 노하우의 스마
트화를 통한 한국형 스마트공장
플랫폼 개발
(표준) 국내 기술의 사실표준화를
위해 장기적인 지원 체계 마련

【WT전략】
상생형

가치사슬 - (시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가치
사슬 참여를 위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역량 강화 지원
(기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적극
참여 추진
- (표준) 국내 선도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사실표준화에 적극 참여

구축을 위한 스마트공장 모델 개발
위
- 중국과의 공급기술 수준 격차 - (기술) 5G, CPS, IoT 등 강점있는
협
기
감소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의 성장 지원 요
술 - 일부 스마트공장 기술의 높은 - (표준) 표준을 선점한 기관과의
인
해외 의존
밀접한 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을
(T)
국제표준에 적극 반영

표 - 선진국 및 다국적 기업의 표준
선점 심화
준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의 붕괴로 인해 표준 개발의 시급성이 떨어지고 있으나, 제조업은 국가 경제의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실표준 개발 및 국제
표준화 추진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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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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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수용 | 병행) Smart APS 시스템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CPS PG,
KOIIA

국제

ISA 95,
ITU-T SG20

LG CNS,
국내
SK C&C,
참여 VMS Solutions,
업체/
큐빅테크,
기관
엑센솔루션,
TIPA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독일) SAP/SIEMENS,
(미국) Applied Materials/o9/Kinaxis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독일) SAP, (미국) Applied Materials

표준
수준

7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전략적수용(Ver.2022)
APS 시스템들은 개별 솔루션으로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으나 국내 표준은 국제표준에 비해 거의
진행된 바가 없는 상태이며, 전략적 수용으로 국내 표준을 만들고 엣지/클라우드 등 제조 IT 인프라와
통합된 국제 표준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전략적수용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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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A 95에서는 기존의 MOM 표준을 구체화하여 생산 운영에 필요한 MES/ERP/APS 등
표준과 기업용 제어 시스템과 통합하는 표준을 지속 개발 계획 중
- ITU-T SG20에서는 스마트 미터링 프레임워크, 엣지 컴퓨팅 게이트웨이에 대한 요구사항
및 프레임워크 등에 대한 표준 개발 계획 중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국내 솔루션 기업의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전문 교육 기관 및 대학과 연계하여 연구 수행 결과 발표 및 대응 체계 구축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신규 정부 R&D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 개발 목표에 표준에서 제시되는 요구사항 및 프레임워크 반영 유도

<표준화 계획>
- TTA CPS PG(PG609), KOIIA 등에서 제조 응용시스템 업무 프로세스와 가변 재구성 유연
생산 시스템 표준을 제안하고 있으나, 표준화 완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CPS PG(PG609)를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의 대상
기술로서 제조 산업 밀착형 APS 솔루션 표준화 개발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APS가 기존 제조 시스템 및
엣지/클라우드 컴퓨팅 및 새로운 구조와 연계 시 발생되는 신규성 항목에 대한 권리범위를
보완한 특허 전략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내 솔루션 보급사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전개하여 성공 사례를 발굴하는
동시에 TIPA 지원 R&D 사업 등을 활용하여 표준화를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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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플랫폼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CPS PG

국제

JTC1 SC29,
IEC SyC SM

국내
ETRI, 삼성전자,
참여
LG전자, KT,
업체/
SKT, KAIST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GE/Ansys/Microsoft/IBM/PTC,
(독일) SIEMENS/SAP, (프랑스) Dassault Systems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NIST/Intel,
(독일) VDI/VDE/Bosch/Deutsche Telekom,
(영국) Vodafone, (스웨덴) Ericsson,
(일본) Mitsubishielectric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2019.06.19.)’에 따라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CPPS 기반 디지털 제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트윈 제조 프레임워크 표준(ISO 23247)의 후속 표준, 틈새 표준 등을 발굴
하는 노력이 요구되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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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29에 디지털트윈에서 AR/VR/MR 등을 지원하는 몰입형 미디어 관련 요구사항,
서비스 시나리오, 기반 서비스 등의 표준 제안
- IEC SyC SM에 디지털 트윈 제조에 대한 참조모델, 인터페이스, 유즈케이스 등에 대한
표준 제안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표준 기술 선점을 위해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조 환경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트윈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을 제안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참여하여 활동

<표준화 계획>
- TTA CPS PG(PG609)에 5G 기반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스마트 제조 환경 디지털 트윈
제조 관련 표준화 및 제조 현장의 자원(Asset)과 컴퓨팅 환경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에서의 안전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5G 및 SW안전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협력을 통해 디지털 제조
분야의 5G 관련 상세 기술 및 안전 신뢰성 요구사항 개발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디지털 트윈
제조 프레임워크 표준(ISO 23247) 기반으로 설계되는 기술 및 적용 방법에 대해 특허 출원
및 기존 특허 재설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제적으로 디지털트윈 기술의 발전 및 확산이 가속화 되고 있어 핵심 기술 및 응용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병행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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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스마트공장을 위한 On-Site 엣지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TTA CPS PG,
KOSMIA,
5G SFA,
MEC포럼

ETSI MEC,
국제 3GPP SA2/SA6,
ITU-T SG11

국내
ETRI, 삼성전자,
참여
KT, SKT,
업체/
LGU+, 5G SFA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Amazon/Microsoft/Google/IBM/HPE,
(이스라엘) Saguna, (독일) MobileEdgeX/SIEMENS,
(중국) Huawei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Amazon/Microsoft/Google/IBM/HPE,
(이스라엘) Saguna, (독일) MobileEdgeX,
(중국) Huawei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무선네트워크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기술로써, ETSI, 3GPP, ITU-T등에서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임. 기본적인
표준은 제정되어 있으나 통신망연동, 상호운용, 유즈케이스 등 실제 공장에서 활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및 활용방안에 대한 표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높은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한 후속/개정
표준화 주도 및 추가적인 틈새표준 발굴이 필요하여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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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TU-T SG11에서는 인공지능을 위한 지능형 엣지 컴퓨팅 표준화 및 통신사업자간 연동을
위한 연합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표준화 진행 중
- ETSI MEC에서는 플랫폼 및 API표준 제/개정을 추진 중이며, 3GPP에서 제안하고 있는
MEC연동 표준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분야 요구사항 및 적용 사례 표준화를 계획
- 3GPP SA에서는 Release17에서 5G 통신망에 MEC를 적용하기 위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 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 SG11의 지능형 엣지 컴퓨팅
표준 및 연합멀티 엑세스 엣지 컴퓨팅 표준을 리딩하며 ETSI MEC의 플랫폼 및 스마트공장
참조모델 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 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SA 등에서 개발하는 5G
기반 엣지 컴퓨팅 서비스 표준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적용 사례를 사실표준화 추진
<표준화 계획>
- TTA CPS PG(PG609)에서 국내 산 학 연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표준화된 On-site 엣지
성능요소 평가 지침 및 참조구조 표준화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에 창설된 MEC
포럼에서 스마트공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모델을 개발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CPS PG(PG609)에 스마트공장 및 엣지 컴퓨팅 관련 산 학 연
전문가를 참여시켜 MEC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및 참조모델 표준 개발
- (표준화 포럼 활동) MEC 국내외 동향에 기반한 기술 표준 개발 및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MEC기반 서비스의 연관산업 확산을 위한 실증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확산에 적극 참여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엣지 기반 스마트
공장의 유즈케이스 및 실시 사례를 수집하여 미흡한 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향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특허 발굴 및 출원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내에서 확보한 IPR을 활용하여 on-stie 엣지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및 참조모델 표준화를
TTA, MEC포럼 등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ITU-T SG11 및 ETSI MEC 등을 대상으로 국제
표준화 연계를 추진

SOC 디지털화 Part.1 _ 스마트공장 165

(차세대공략 | 병행) 스마트제조 유연생산 지원 무공장 제조 플랫폼 참조 모델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CPG PG

국제

NIST, ISA 95,
ASME MBE
SC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Xometry/GE, (독일) SAP,
(프랑스) Dassault Systems

기술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NIST, (독일) Fraunhofer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제조업의 서비스화 실현을 통해 고객 요청에 따른 맞춤형 다품종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유연생산
기술 요구 증대와 함께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장 없는 무공장 제조 실현을
지원하는 플랫폼 기술 개발의 확산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국제 호환성 확보와
표준화된 플랫폼 추진이 필요한 단계로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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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NIST의 System Integration Division에서는 분산 제조를 기반하는 공급망 구성과 유연생산
지원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 중
- ASME MBE SC에서는 모델 기반의 제조 및 엔지니어링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 개발을
추진 중
- ISA 95에서는 제조산업 지원을 위해 정보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활용 정보모델 및 운영 모델
표준화를 추진 중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무공장 제조 플랫폼 참조 모델을
구성하는 세부 관련 기술 분류를 통해 우선 개발 과제에 대해 사실표준화기구에 표준 제안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유연생산 지원을 위한 무공장 제품 제조에 대한 산업별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TTA CPS
PG(PG609)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공장 세부 기술 표준화 및 정보서비스 연동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중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CPS PG(PG609)를 통해 유연 생산 및 무공장 제조를 위한
플랫폼 참조 모델 표준 개발
- (틈새표준 개발) 사실표준화기구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제조 화경 변화에 대한 시장 요구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틈새 항목에 대해 집중 개발 및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전략) 기술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규모와 도메인 특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참조 모델 표준을 개발하고, 세부
기술에 따른 특허망을 구축하는 특허 전략을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다품종 제품의 유연생산을 지원하는 무공장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플랫폼 활용에 따른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사례 중심의 참조 모델 표준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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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아키텍처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CPS PG

국제

ITU-T SG11,
ISA 95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SDS,
LG CNS,
포스코 ICT,
SK C&C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Amazon/Intel/ARM/Google, (독일) SIEMENS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NIST/IIC/OASIS, (독일) VDI/VDE,
(중국) MIIT/SAC, (일본) IVI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스마트공장 아키텍처는 다양한 제조 산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아키텍처를 수립 중. 또한 미국/독일에서는 제정된 국제 표준과 이를 상업화한 플랫폼 솔루션들을
출시 중. 국내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높은 IT 역량을 통해 개발이 진행 중. 국제 표준에 대한 수용과
이를 국내 산업을 위한 표준으로 구성이 필요한 단계로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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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TU-T SG11에서는 IoT, 빅데이터 등을 연계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스마트공장을
위한 통합 참조 표준 개발이 계획 중
- ISA 95에서는 MES 등의 제조 산업 지원을 위한 정보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활용 정보
모델 및 운영 모델 표준화 작업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멀티 에지 간 신뢰도 있는 연결/
수집을 위한 연동 표준 및 IEC기능 표준 수립 주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제조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시스템 계층 간 정보 교환을 위한 프로파일
표준 수립 주도

<표준화 계획>
- TTA CPS PG(PG609)에서는 스마트공장 관련 주요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COS 및
IIoT 기반의 스마트 공장 참조 아키텍처 표준화를 진행 중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CPS PG(PG609)를 통해 산업 도메인별 스마트공장 지원
IoT 아키텍처 표준 제안 추진
- (표준화 연계 기술 개발) 국내 산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엣지 기반 초저지연 CPS 컴퓨팅 등의
기술 개발과 병행한 국내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스마트공장의
특성에 맞는 세부 성능 지표 및 데이터 측정 및 적용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 및 기존 특허
재설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IoT 기반 국내 스마트공장 외 성공 사례 분석 및 기술 수준을 파악하여 개발 기술이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병행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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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CPS PG

국제

ISO TC207,
ASTM E60.13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독일) SIEMENS/BENZ/BMW/Bosch, (영국) Bentley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NIST, (독일) Fraunhofer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제조산업의 친환경 설비 및 환경 관리 시스템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스마트공장에 적합한 환경 저감 디바이스 표준 및 설비 운영에 대한 표준의 개발이 미진한
상황. 친환경 스마트공장의 미래 핵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의 빠른
국내표준 개발을 위해 국제표준화에 대한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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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207에서 기업 환경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도출과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표준 개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성과 평가 및 온실 가스 관련 표준 개발
계획
- ASTM E60.13에서는 제조업체의 프로세스 및 개별 제조 공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환경적
측면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제조 지원 표준 개발 진행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대한
선제적인 기술 적용과 병행한 국제표준화기구 참여를 통한 표준화 주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산업 도메인별로 요구되는 환경저감
설비 및 센서 장치 특성에 따른 요구사항 및 유즈케이스 개발을 통한 표준화 주도
<표준화 계획>
- TTA CPS PG(PG609)에서는 산업 도메인별 요구되는 환경저감 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환경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저감 설비 및 관련 디바이스 운영에 대한
표준화 추진 필요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CPS PG(PG609)를 통해 스마트공장을 위한 환경저감 설비 및
센서 디바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및 설비 운영 참조 모델 표준 개발
- (타 기술/기업과 제휴(상호지지)) 에너지, 경제, 사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환경저감 및 친환경 기술과 관련 표준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전략) 환경 규제 시급성에 따른
기술적용 분야에 대한 산업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한 스마트공장 환경저감 설비 운영 표준을
개발하고, 세부 기술에 따른 특허망을 구축하는 특허 전략을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설비, 센서 디바이스 등의 장치 및 운영 기술 개발 및 빠른
도입과 함께 강화되는 환경규제를 반영한 표준 개발 병행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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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AR/VR 기반 작업자 원격 협업 및 상호작용 지원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
CPS PG/
디지털콘텐츠
PG

국제

Khronos Group
OpenXR,
JTC1 SC24,
IEC SyC SM

국내 ETRI, 삼성전자,
참여 LG전자, KAIST,
업체/ 전남대, 경희대,
기관
인하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Spatial/PTC/Google/Microsoft/Facebook/Apple,
(독일) SIEMENS, (프랑스) Dassault Systemes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Spatial/PTC/Google/Microsoft/Facebook,
(독일) SIEMENS, (프랑스) Dassault Systemes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5G 등 이동통신 표준화가 본격 진행되고, 메타버스 환경 하에서 비대면 협업이 중요한 이슈도 등장.
스마트공장 내 혹은 공장 간의 협업 및 상호작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AR/VR 기기의 상용화 및
협업관련 플랫폼이 개발 및 보급 중. 따라서, 기존의 표준화와 스마트공장 표준과의 연계를 통한 AR/VR
기반 원격 작업자 지원 관련 기술 표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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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Khronos Group의 OpenXR에서 AR/VR/XR 장치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술 표준 계획.
추후 홀로그래픽기반 표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IEC Syc SM에서 스마트공장 참조모델 표준을 활용한 작업자 지원 표준화 수립 예상
- JTC1 SC24의 컴퓨터 그래픽스, 이미지프로세싱 등 표준을 활용한 XR 기반 원격 협업
지원 표준 예상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IEC SyC SM의 RAMI 4.0과
OPC-UA, JTC1 SC24 연계 및 협력을 통한 AR/VR 기반 작업자 원격 협업 지원 기술
표준화 대응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OpenXR을 Target SDO로 설정
및 스마트공장 내에서 XR 기반 작업자 원격 협업 지원 및 상호작용 기술 표준화를 위한
상호작용 및 인터페이스 참조모델 및 협력방안 모색
<표준화 계획>
- TTA CPS PG(PG609)에서 5G 기반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화 계획
-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 및 디지털콘텐츠 PG(PG610)에서는 5G와 XR을 지원하는
표준화 추진 예상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CPS PG(PG609)를 중심으로 XR을 활용한 원격 협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표준화에 적극 참여가 필요. 또한, TTA 지능형 디바이스 PG(PG415)의
스마트글래스와 다중 서버간 통신을 위한 QoS 관리도 고려
- (표준화위원회 포럼 신설) TTA CPS PG(PG609)/디지털콘텐츠 PG(PG610)를 중심으로 XR
+5G 기술 기반 스마트공장을 위한 다양한 표준 관련 포럼 구성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AR/VR/XR기반
작업자 원격지원 및 상호작용 관련 국내외 표준 기반으로 설계되는 기술 및 적용 방법에
대해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이 필요함.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특허 출원
및 기존 특허 재설계가 요구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스마트공장 내에서 작업자를 위한 AR/VR 기반 원격 협업 지원 기술(AR/VR 공유모델, 플랫폼,
원격 상호작용 정의). 스마트공장 참조모델(예, RAMI 4.0) 적용 및 검증(기기와 AR/VR 모델
연동, 서비스 기능 정의, 설비와 AR/AR 모델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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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5G를 적용한 스마트공장 표준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
워크 PG/
CPS PG,
국내
5G포럼, 스마트
로봇표준포럼,
5G기반 스마트
공장 표준 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SA1/RAN1,
ISO TC299

국내
ETRI, 삼성전자,
참여
LG전자, KT,
업체/
SKT, LGU+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Qualcomm,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기업
(중국) Huawei, (독일) Bosch/SIEMENS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미국) Qualcomm,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기업
(중국) CMCC/Huawei, (독일) Bosch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5G 이동통신 표준에서 스마트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은 URLLC를 중심으로 활발한 표준화 진행
중으로, Rel.16에서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후 Rel.17에서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추진 예정.
한국은 5G 등 ICT 분야에서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 국가이며, 국가 전략적으로
restoring을 추진 중이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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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3GPP에서는 NR light, IIoT and URLLC enhancement 등 5개 아이템에 대해 Rel.17에서
추진 중이며 2021년 Q3 프리징 예정
- ISO TC299에서는 서비스 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로봇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확대하는 중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표준 대응은 두가지 방향이
있음. 국내의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생산 현장에서의 5G 통신 요구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3GPP 표준의 요구사항에 반영하는 방향. 두 번째는 3GPP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무선 기술과 코어네트워크 기술의 개발 및 표준 반영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ISO TC299의 경우 로봇에 대한
표준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공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표준화 계획>
- 5G포럼의 스마트공장위원회, 생태계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장에서의 주파수를 포함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유즈케이스 발굴 작업 추진
-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에서 스마트공장의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지원 기술 및 활용 사례를 정리하여 표준화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내 다양한 공장을 논의(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 5G포럼, 스마트로봇표준포럼, 5G기반 스마트공장 표준 포럼)에 참여 유도하고,
5G의 적용을 시도하면서 유즈케이스와 요구사항을 지속 개발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표준 5G 기술과
국내 생산 현장에서의 융합을 실시하면서 발생되는 요구사항을 3GPP를 비롯한 표준화
과정에 반영. 현장에서의 5G 표준 기술 적용과 관련된 특허 선 확보가 필요하며, 5G 통신
자체 표준보다 5G 통신 기술을 생산 현장에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응용 기술에 대한 특허
공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5G의 스마트공장 적용은 실시 초기 단계로, 새로운 유즈케이스와 이에 따른 요구사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표준이 필요해 지는 분야임. 따라서 기술개발 및 현장에서의 적용과 표준화를
병행 추진하되, 둘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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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스마트공장 KPI 분석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CPS PG,
KOIIA

국제

ISO TC154/
TC176/TC286

국내
참여 ETRI, UNIST,
업체/ 한국생산성본부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NIST, (독일) MPDV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NIST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스마트공장 KPI 분석 표준은 제조기업 평가지표와 스마트공장 ICT 기술에 대한 평가지표로 확장이
가능한 표준으로 스마트공장의 미래 핵심기술이며, 신규 표준 제안을 통해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는
분야임. 현재, 국내 표준은 국제표준에 비해 거의 진행된 바가 없는 상태이며,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KPI 기술의 국제표준화 발판 마련을 위해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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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154는 제조기업의 공정, 데이터, 문서와 관련된 표준을 추진 중
- ISO TC176는 제조기업의 품질관리 관련된 표준을 추진 중
- ISO TC286는 기업 간 발생될 수 있는 협업 관리 표준을 추진 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높은 산업군을
대상으로 표준 주도가 필요하며, 국내 여건에 맞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술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KPI 정의 표준 제안 추진

<표준화 계획>
-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의 시작 단계보다 다소 스마트공장 KPI 분석 표준 활동은 다소
저조한 실정으로 2022년 스마트공장 보급이 완료된 이후, TTA CPS PG(PG609)에서 관리
목적으로 KPI 시스템 적용 표준을 계획 중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2022년 3만개 스마트공장 보급이 완료된 이후, 적용된 스마트공장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KPI 도출이 필요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의 개발이 필요함.
또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한 국제 표준 연계 활동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전략) 스마트공장 KPI
표준의 경우, 전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산업별로 KPI 항목, 가중치, 평가방법
등에 대한 특허와 관리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특허 선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스마트공장 KPI 분석 표준의 경우 ICT 기술의 산업 내 적용 후 KPI 도출 및 평가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ICT 기술과 융합을 통한 표준화 진행이 필요하고 향후 KPI관리를 위한
플랫폼의 IPR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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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인공지능
기반기술 PG

국제

ITU-T SG16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포스코,
현대자동차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GE/Rockwell Automation,
(독일) SIEMENS/SAP SE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Fisher-Rosemount Systems, Inc./
Strong Force IoT Portfolio 2016, LLC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IoT와 빅데이터 등의 수집 기술의 발달과 5G를 통한 통신/네트워크의 발달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가 이루어짐, 이 수집된 빅데이터를 AI 기술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작업장, 조립라인, 설비,
제조공정 등에 적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AI 기반 스마트공장이 글로벌 기업 및 국내 기업들
사이에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며, 대폭적인 성장이 예상되므로 AI 기반 스마트공장에 대한 표준화
작업 항목을 식별하고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표준화 제정 필요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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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TU-T SG16에서 진행 중인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을 기반으로 설비 예측,
조립 라인 관리, 제조공정 결함 진단, 경영관리, AI 분석 정보모델 표준화가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설비 예측 유지보수, 조립 라인
관리, 작업장 관리, 경영관리 결정, 제조 공정 최적화관련 국내 여건에 맞는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도록 추진

<표준화 계획>
-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에서 AI에 대한 기준정립 표준화를 진행 중이므로, AI
기반 스마트공장 요구사항 표준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LG전자,
포스코 등 국내 산업체 연구진들과 함께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 대응하여 인공지능 분야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AI 기반 스마트공장 분야의 표준화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국제
표준화 흐름에 발맞추어 AI 기반 표준화를 추진하되, 국내 여건에 맞는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국제 특허에 대응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스마트공장 특허 분야에 적극 대응하고 참여
지분을 확대하여, 향후 권리를 확보하거나 표준특허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현재 AI 기반 표준화 활동 및 지식재산권(IPR) 관련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미국, 중국
등이며, 뒤를 이어 한국, 일본 등이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 AI 기반 스마트공장 분야는
계속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로 국내기업이 진출 가능한 세계 시장을 고려하여
표준과 특허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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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3D 프린팅 파일포맷 및 출력 서비스 플랫폼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디지털콘텐츠
PG,
3D프린팅창의
융합표준화포럼

국제

JTC1 WG12,
ISO TC261,
OMA CD

국내
ETRI, KETI,
참여
연세대, 아주대,
업체/
건국대, 한성대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Stratasys/Autodesk, (벨기에) Materialise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독일) EOS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2 신규)
한국은 JTC1 WG12(3D Printing and scanning)을 ETRI 주도로 설립하고 컨비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 3D 프린팅 서비스 등 ICT 관점의 3D 프린팅 표준화를 추진 완료. 현재 메디컬
프린팅 요구사항 표준의 완성단계에 있으며 후속표준 및 틈새 표준 등이 예상됨으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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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의 WG12는 메디컬 이미지 프린팅에 대한 평가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
준비 중
- ISO TC261은 메디컬 3D 프린팅과 안전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 중
- OMA CD는 기존 온라인 프린팅 서비스 프로토콜을 완성하였고, 추후 프린팅 서비스
표준이 예상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의장단 수임) 국내에서 주도하는
JTC1 WG12에 적극 참여하여 산업의 성장 가치가 높은 의료 프린팅에 대한 표준 주도
필요, 국내 3D 프린팅 관련 조합 및 기관과의 협력(요구사항,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현재 표준 그룹 내의 명시적인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표준기구의 활동을 주시하며, 산학계의 필요에 따른 전략적 접근 필요
<표준화 계획>
- 최근 표준 활동은 부진하나, 향후 의료 등의 고부가 제품에 대한 안정성 등의 요구사항,
품질측정, 제조 공정 참조모델 등에 대한 표준 개발 예상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3D 프린팅 기술별 중요 공정 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관련 산업에서 필요한 표준화 요구사항 분석, 이후 국내외 표준화 추진
-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3D 프린팅의 주요 산업분야를 파악하고, 3D 프린팅의 기술수준을
확인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후 국제 표준 연계 활동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실 산업 현장에서 의료 프린팅 데이터 등을 확보 및 면담 조사하면서 발생되는 이슈를
정리하여 특허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다양한 산업 현장(의료, 뷰티. 프로토 타이핑 등)의 기술 한계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기술 개발 아이템과 표준 및 특허 아이템 분류 후 필요한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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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기술 표준

TTA
사이버보안 PG/
국내 응용보안/평가
인증 PG,
5G보안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SG17,
3GPP SA3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KISA,
IITP, TTA,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독일) 5G-ACIA/Bosch, (미국) Verizon,
기술
기업 (일본) NTT Communications/NEC/Fujitsu, (핀란드) Nokia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독일) 5G-ACIA, (중국) Huawei/ZTE, (핀란드) Nokia,
(스웨덴) Ericsson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2 신규)
3GPP 주도의 5G 이동통신 표준화가 Rel-15/Rel-16 규격이 완료되면서 공중망과 다른 사설 5G를
위한 보안 절차 규격을 개발한 바 있으나, 보다 개선된 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 개발이 계속
진행 중. 국제 표준에 대한 수용과 국내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 기술 표준 개발이 필요한
단계로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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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TU-T SG17에서는 사설 5G 환경에서의 초저지연·고신뢰(URLLC) 융합서비스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화가 추진 중이며, 향후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등 융합서비스에 특화된
보안 요구사항 및 참조모델 표준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
- 3GPP SA3에서는 5G 네트워크 구조의 진화에 따라, 사설 5G 구축 모델에 기반 한 산업
도메인용 5G 보안 구조 및 절차에 대한 표준 개발이 지속될 전망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 SG17에서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 요구사항 표준 및 참조모델 표준 개발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SA 등에 사설 5G 네트워크
및 보안 구조에 대한 표준화 현황 및 보안 요구사항/이슈 등의 표준 분석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사이버보안 PG(PG503) 및 5G 보안 포럼 등에서 5G 보안 분야의 국내 표준화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 요구사항 등의 국내 표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사이버보안 PG(PG503),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에
5G 보안 및 스마트공장 보안 관련 산·학·연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 요구사항 표준 및 참조모델 표준 개발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 관련 표준에 적용 가능한
기술 발굴 및 표준화 연계 기술 개발 과제 발굴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사설 5G 기반 스마트
공장 특성(산업 분야별, 규모별, 구축 모델별 등)에 따른 보안모델 표준 개발, 사례 수집
및 이들을 포함한 특허 발굴 및 출원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5G보안포럼, TTA 표준화위원회와 연계하여 사설 5G 기반 스마트공장 보안 기술을 위한
핵심 특허 발굴 및 국제 표준화 공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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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

오픈소스
대응전략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ICT기술을 제조시스템에 접목하는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오픈소스
SW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오픈소스를 활용하면 미래형 제조시스템을 위한
빠른 시스템 구축이 가능
- 특히 ICT기술은 스마트공장의 IT환경과 OT환경의 수직적 연동과 가치사슬 단계의 수평적
연동이 필요한 분야에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사실표준 및 오픈소스 등 적정기술
활용이 매우 중요한 상황
- 사실표준으로 인정받는 기술의 경우 빠르고 유연한 개발을 위해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오픈소스를 표준에 반영하고 활용하기 위해 오픈소스
전문가를 활용하여 제조산업 적용을 고려
- 국내 스마트공장 SW개발자의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오프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스마트공장 기술규격 내용과 동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며,
개발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빠르게 변화하는 오픈소스를 표준에 반영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전문가 양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 오픈소스는 소스코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 폐쇄적 형태로 제공되는 특정 외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종속성을 벗어나게 해주므로 표준화를 통한 국내 기업의 솔루션 개발
및 자체 인력의 효율적 양성에 활용
- 오픈소스를 활용하면 ICT최신 기술을 제조시스템에 도입하기 용이하나 오픈소스의 경우
보안 및 기술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표준화 추진

표준화
연계전략

- 다양한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 사실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사용되는 SW를
국내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활용 가능한지 검증하고 국내 표준에 반영 시도
(오픈소스 → 표준화)
- 오픈소스를 활용하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CPS,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제조
시스템에 도입이 쉬워지므로 미래형 제조시스템을 위한 표준화 추진(표준화 ↔ 오픈소스)
- 글로벌 오프소스 단체 및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오픈소스 프로젝트 모델의 발굴 및 표준화를 추진(표준화 → 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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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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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5G-ACIA

5G Alliance for Connected Industries and Automation

AMQP

Advanced Message Queuing Protocol

APS

Advanced Planning & Scheduling System

AR

Augmented Reality

ASME

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is

CPPS

Cyber-Physical Production System

CPS

Cyber-Physical Systems

DDS

Data Distribution Service

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GMA

Gesellschaft Mess- und Automatisierungstechnik

HMD

Head Mounted Display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IC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IIRA

Industrial Internet Reference Architecture

IMSA

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 Architecture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oT

Internet of Things

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T

Information Technology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R

ITU Radiocommunication Sector

ITU-T

ITU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IVI

Industrial Valuechain Initiative

IVRA

Industrial Value Chain Reference Architecture

JTC

Joint Technical Committee

KITECH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PI

Key Performance Index

M2M

Machine to machine

MBE

Model Based Enterprise

MEC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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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A

Manufacturing Enterprise Solutions Association

MIIT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MTC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s

MOM

Manufacturing Operations Management

MQTT

Message Queuing Telemetry Transport

MR

Mixed Reality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PN

Non-public Network

NSA

Non-Standalone

OASIS

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Gi

Open Applications Group Inc.

OEE

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

OMA

Open Mobile Alliance

OT

Operational Technology

PdM

Predictive Maintenance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RIST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

SA

Standalone

SAC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SC

Subcommittee

SM

Smart Manufacturing

SyC

System Committee

TC

Technical Committee

URLLC

Ultra Reliable Low Latency Communications

VDE

Verband der Elektrotechnik 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VDI

Verein Deutscher Ingenieure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VR

Virtual Reality

WIP

Work in Process

XR

Extende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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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스마트팜 기술은 농축수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유통물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농축
수산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융합기술로 정의하며, 특히 시설원예, 노지과수, 축산,
수산양식 및 농축수산 유통물류 분야들을 대표 적용 분야로 고려

< 스마트팜 기술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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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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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스마트팜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융합기술로 농 어가의 소득 증대와 생산성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주요한 기술임. 최근 세계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음에 따라
해외에서도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스마트팜 관련 산업체들의 영세성과 융합 표준의 부족으로 인한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임.
본 전략맵에서는 스마트팜 서비스의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하여 농축수산업과 유통물류분야에 D.N.A 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관련 동향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표준화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국내 시장 활성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스마트팜 관련 표준화의 중요성이 주목받음에 따라, 기술 개발과 함께 국내외 관련
표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공략으로 추진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엣지-IoT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관제서비스 표준
기술 확보 추진
· 엣지-클라우드 구조 기반의 스마트팜 환경관리를 위한 관제 플랫폼 서비스 구조에 대한
프레임워크 표준화 진행 중
· 다양한 스마트팜 기술과 서비스 도출을 위한 스마트팜 유즈케이스 및 시나리오 표준화 진행 중
-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스마트팜 데이터 상호운용
표준 기술 확보 추진
· 엣지-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데이터 모델 요구사항 및 데이터 상호운용을 위한
프레임워크 표준화 진행 중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트랙터 등 농업기계전반에 전장부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확보 추진, 무인항공방제의 항공방제시간을
늘리기 위한 기술 개발 및 M2M 활용을 위한 데이터 교환 관련 표준기술 확보 추진
· 전자기 호환성 및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기능안전 추가 요구사항 표준화 진행 중
· 항공방제에 대한 안전성, 성능시험 방법 및 비산에 관한 측정방법 등 표준화 진행 중
-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노지, 시설원예, 축산 분야
기자재 및 데이터 단체표준 제정 기반 국제 표준화 추진
· 노지 작물 스마트 농업 분야의 데이터 표준, 시설원예 ICT 융복합 장비규격 및 서비스
기준, 축산 ICT 장비 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 표준화 진행 중
-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환경 정보 수집을 위한 IoT 기반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표준 추진
· 축사 내외부 환경 및 가축 상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화 진행 중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스마트축산 메타데이터 표준
확보 추진
· 스마트축사 개발 관련 축종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표준화가
진행 중
-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환경 정보 수집 기술을 반영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표준 추진
· 양식장 스마트화를 위한 기자재 개발과 수온, 용존산소, pH, 온도, 습도 등 환경 정보
수집하기 위한 기술 표준화 추진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현장 어가를 위한 빅데이터
요구사항 및 메타데이터 표준 확보 추진
· 종자-양식(어업)-운반-가공-유통 등 수산 전주기 단계에서 데이터 수집, 분석, 서비스
활용에 요구사항 및 데이터 규격 등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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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농축수산 이력 추적 모델 표준
추진
· EPCIS 2.0와 EDI 기반의 Global Traceability Standards 표준 및 농축수산 분야 이벤트
모델링 표준화 추진
-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유통물류 어휘, 데이터모델, API 개정 표준 추진
· 생산, 유통물류, 소비 데이터 공유를 위한 EPCIS 2.0/CBV2.0 기반의 어휘, 데이터 모델,
API 표준 개정
-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차세대 바코드 기반 기술 표준 추진
· 차세대 바코드 표준 포맷, 데이터 캐리어 및 라벨링, 리졸버 기능 표준 추진

∼ 2024년

-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엣지-IoT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관제서비스 표준
확보 추진
· 엣지-클라우드 구조 기반의 스마트팜 환경관리를 위한 관제 플랫폼 서비스 구조 및
요구사항, 기능구조 등에 대한 프레임워크 표준화 진행 중
-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스마트팜 데이터 상호운용
표준 확보 추진
· 엣지-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환경, 생육 및 관제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상호운용 프레임워크 및 API 정의를 위한 표준화 진행 중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자율주행 트랙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레벨2∼3 등급의 제품 상용화 기술 확보 추진, 제초로봇 및 과일수확로봇 상용화를 위한
기술 확보 추진
· 부분적 또는 준 자율주행 농기계의 등급별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전기트랙터의 물리적 인터페이스, 안전요구사항, 제어 통신, 시스템 통합 등 표준화 진행 중
-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노지 분야 스마트 농업 기술
단기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표준 기술 확보 추진
· 공간정보 센서 등 핵심기술 국산화 및 트랙터용 통신 프로토콜 표준화, 데이터 활용 노지
디지털농업 선도모델 개발 및 실증 추진
-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환경 정보 수집을 위한 IoT 데이터 수집 및 통합
관리 표준 추진
· 축사 내외부 환경 및 가축 상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통합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스마트축산 데이터 운용관리
표준 확보 추진
· 스마트축사 운영시스템의 개발과 관련하여 축사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개념 모델, 인터페이스 구조 등의 서비스와 관련된 표준화가 진행 중
-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최적 양식 환경 정보 분석을 위한 표준화 추진
· 양식장 스마트화를 위한 기자재 개발과 수온, 용존산소, pH, 온도, 습도 등 최적 양식 환경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 표준화 추진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클라우드 기반 수산양식
빅데이터 서비스 표준 기술 확보 추진
· 수산 전주기 단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오픈 서비스 API 및 수산양식 엣지컴퓨팅
활용을 위한 표준 추진
-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이력추적 모델의 블록체인화 표준
추진
· EPCIS 2.0와 EDI 표준 데이터 모델에 기반한 블록체인 트랜잭션 모델링 표준화 추진
-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농축산 유통물류 데이터 플랫폼 및 특화 모델 표준
추진
· 농축산업의 특화된 생산, 유통물류, 소비 데이터 공유를 위한 EPCIS 2.0/CBV2.0 기반의
어휘, 데이터 모델 표준 개정 추진
-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차세대 바코드 농축수산 서비스 모델 표준 추진
· 차세대 바코드 리졸버 시스템에 기반한 농축수산 서비스 모델 및 어휘 표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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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 2026년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농업과 관계되는 다양한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데이터 교환과 관련된 통합 농장관리정보시스템 기술 확보 추진
· 농작업 프로세스 모니터, 제어 및 작업 실행 상태에 대한 실시간 정보, 모바일 장치를
농장 작업 프로세스에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농장 관리 정보 시스템 데이터
인터페이스(EFDI) 표준화 진행 중
-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수집된 축사 환경 및 가축 정보를 이용하여 축사
환경 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분석 기술 확보 추진
· 다양한 축사 환경 관리 시뮬레이션의 입출력 정보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스마트축산 데이터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기술 확보 추진
· 스마트축사 운용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를 운용하기
위해서 축종별 수집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표준화가 진행 중
-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양식 환경 최적 제어를 위한 표준화 추진
· 양식장 스마트화를 위한 기자재 개발과 수온, 용존산소, pH, 온도, 습도 등 환경정보를
최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술 표준화 추진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최적화를 위한 AI 기술의 서비스 표준 확보 추진
· AI활용 서비스 제공, 디지털 가상화, AI를 통한 전주기 연결, 메타데이터 등 관련 표준화
추진
-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글로벌 이력추적 연계 모델 표준
추진
· 블록체인 트랜잭션 데이터를 활용한 농축수산식품 안전 서비스용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표준화 추진
-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수산양식 유통물류 데이터 플랫폼 및 특화 모델
표준 추진
· 수산양식업의 특화된 생산, 유통물류, 소비 데이터 공유를 위한 EPCIS 2.0/CBV2.0 기반의
어휘, 데이터 모델 표준 개정 추진
-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차세대 바코드 리졸버 연결 표준 추진
· 차세대 바코드 리졸버 서버간 연결 및 서비스 검색 기술 표준화 추진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스마트팜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ITU-T SG13 및 ITU-T SG20을
기반으로 국제표준화를 진행 중. GS1 사실표준화기구를 통한 식별체제, 데이터 모델,
서비스 공유에 대한 국제표준화에 지속 기여하고 있으며, 농업용 기계류 전반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ISO TC23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표준화 추진을 기대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스마트팜 표준을 통하여 기존의 표준이 기계 장비의 ‘성능’과 ‘안전’ 중심에서 ‘데이터’와
‘정보통신’중심으로 전환되어, 단위 기계장비를 넘어 시스템 중심으로, 안전과 호환성을
넘어 경영효율성 향상으로 전환
· 제조사별, 국가별로 상이한 기술 등 표준의 제정으로 호환성 확보, 무역장벽 제거, 자원의
선순환, 규모의 경제, 상업화 촉진, 비용절감, 제품 개선, 공공안전 등 다양한 효과 제공
· 표준화를 통한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기술현황을 공유하고 및 방향성을 제시하며, 합의된
요구사항을 도출함에 따라, 기술발전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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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프로세스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도입하여 품질경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으며, 생산제품에 대한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적합성활동을 통한 품질향상 및
세계 무역 촉진
· 세계적으로 수산물 친환경 관련 국제인증은 시장에서의 상품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나 데이터 기반의 증명 없이는 인증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에서 표준화 기술 기반의
데이터셋 마련으로 국내 친환경수산물 인증 및 수산관련 국제인증(ASC, MSC 등)을
획득하기 용이해짐
· ICT 융복합 사업 추진상의 비표준화로 인한 문제점 해결 및 업체 기술개발 발판 마련
· 스마트팜 관련 표준요소 발굴, 기 제정된 단체 및 국가표준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기 제정 표준이 적용된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제품이 국제 스마트팜 시장의 진입을 수월하게
하여 선점 가능성 확대
· 스마트팜혁신밸리사업 등에 표준적용제품 활용 및 실증 확대로 정책 효과 배가
· 센서, 구동기 등 표준대상 범위 확대의 기회로 활용
· 첨단영농을 위한 농업환경제어 빅데이터 구축 기반조성으로 활용
· 표준 선도 기업에게는 자사 기술 활용한 시장 우선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후발 기업에게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통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 기술 집약적 농어업 실현을 통한 국내 식량 자급률 향상
· 농어업의 식량 안보 증진과 더불어 환경적 가치 증진을 통한 비시장 가치 확산에 부합하는
농어업의 선진화 유도
· 규격화 및 표준화된 스마트팜 ICT 부품 및 장비 활용에 따른 정교한 정밀제어를 통한
농수산물, 가축의 질병예방 및 생산량 증대에 기여
· 표준기반의 이력추적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며, 포스트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 스마트 APC, 데이터기반의 정밀 농축수산업 등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함
· 기존 농수축산업 기자재 업체뿐만 아니라 타 산업분야의 기자재 업체의 시장 진입의
용이성으로 농수축산업 전반의 외연 확대를 통한 농수축산업 관련 기자재 산업 활성화
· ICT 기자재 간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제품 탐색 비용 절감 및
농업인 편익 증진 기여
·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의 다양한 생산관리 활용 및 생산량 등 성능 축적 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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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기존 농축수산업 분야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국제 공식표준화기구나 사실
표준화기구들에서 현재 표준화로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나, 비록 현재는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머지않아 표준화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로 시설원예, 노지과수,
축산, 수산양식, 농축수산 유통물류 분야를 중분류로 선정
< 스마트팜 Ver.2022 표준화항목 >
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시설원예의 작물 생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환경을 조성하기 ITU-T
위한 IoT 기반 데이터 수집 및 관제 프레임워크 표준
SG13/
- 시설원예 환경 관리를 위한 IoT 기반 기능 요소, 유즈 SG20,
IoT 기반의
케이스,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
oneM2M,
시설원예 환경
- 스마트팜 환경제어를 위한 통신 기술 표준(유선, 무선, OCF,
관리 표준
PLC 등)
W3C,
- 엣지-IoT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시설원예) 관제서비스
ISO
플랫폼 표준
TC23

O

작물의 생육 환경, 생육 상태 등에 관한 데이터의 표현
방법과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
- 스마트팜(시설원예) 데이터 항목 표준
- 스마트팜(시설원예) 관제 및 생육 데이터 모델 표준
- 스마트팜(시설원예) 데이터 개방을 위한 클라우드·빅데이터·
Open API 기반의 스마트팜 데이터 서비스 표준

ITU-T
SG20

②

O

시설원예의 작물 병해충 관리를 위한 데이터 및 서비스
시설원예 병해충 표준
관리 표준
- 시설원예 작물의 병해충 관리 요구사항
- 시설원예 작물 병해충 관제 프레임워크 표준

ITU-T
SG13

②

X

스마트팜 실내 작업 관리(접목, 방제, 수확 등)를 위한
농작업자동화기기(또는 로봇)의 기능 요구사항 및 통신
인터페이스 표준
스마트팜
- 농작업자동화기기(또는 로봇)의 기능 요소
실내(온실, 원예)
- 농작업자동화기기(또는 로봇)의 안전 기능 요소
로봇 운용 표준
- 실내 작업을 위한 농작업자동화기기(또는 로봇)와 운영
시스템(또는 온실통합제어기) 간 통신 인터페이스 표준
- 농작업자동화기기(또는 로봇)간 통신 인터페이스 표준

ITU-T
SG20,
JTC1
SC41,
ISO
TC23

⑤

X

시설원예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 ICT 기자재의
상호운용성 시험 표준
- 시설원예 환경 센서 및 구동기 시험항목 표준 기술
- 시설원예 환경 센서 및 구동기 시험방법 표준 기술
시설원예
- 시설원예 온실통합제어기 호환성 및 안전성 시험항목
상호운용성 시험
표준 기술
및 인증 표준
- 시설원예 온실통합제어기 호환성 및 안전성 시험방법
표준 기술
- 스마트팜 농작업자동화기기(또는 로봇)와 시설원예 온실
통합제어기 간의 안전성 및 성능 시험 표준

ITU-T
SG11

⑥

X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시설
원예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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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노지
과수

표준화 내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스마트팜 실외 환경(수도작, 밭작물, 과수 생산)에 필요한
로봇의 농작업 데이터와 통신 프로토콜, 안전성 및 성능
시험을 위한 표준
- 농업용 로봇과 모바일 장치를 포함한 타 시스템과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 및 데이터 교환을 위한 요구
스마트팜
사항 표준
실외(과수,
- 농작업 모니터링, 관리, 진단 및 사고 데이터 표준
밭작물 등) 로봇 - 농작업 로봇 간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표준
운용 표준
- 자동화 및 자율주행관련 수준 정의, 설계 원칙 및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
- 전기트랙터 관련 일반사항 및 물리적 인터페이스, 안전
요구사항, 제어통신 등의 표준
- 농업용 드론에 대한 환경요구조건 및 살포 시험방법
표준

ISO
TC23,
OECD

②

O

노지과수 환경, 생육 및 제어와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과
빅데이터 기반의 제공을 위한 서비스 표준
노지과수 데이터 - 스마트팜(노지과수) 생산 단계 데이터 항목 정의
수집 제공
- 스마트팜(노지과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
빅데이터·Open API 기반 스마트팜 데이터 제공 서비스
프레임워크

ITU-T
SG20,
W3C

①

O

⑤

X

ITU-T
노지 작물의 생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환경을 조성하기 SG20,
IoT 기반의
위한 IoT 기반 데이터 수집 및 관제 프레임워크 표준
oneM2M,
노지과수 환경 - 노지 환경 관리를 위한 IoT 기반 기능 요소, 인터페이스, OCF,
관리 표준
데이터 및 프로토콜
W3C,
- 스마트팜 환경제어를 위한 통신 기술(유선, 무선, PLC 등)
ISO
TC23

축산

노지 작물의 병해충 관리를 위한 데이터 및 서비스 표준
노지과수 병해충
- 노지 작물의 병해충 관리 요구사항
관리 표준
- 노지 작물의 병해충 관제 프레임워크 표준

ITU-T
SG13

②

X

스마트축사의 환경 및 질병 관리를 위하여 축사 내·외부로
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 운영 및 관리
하기 위한 표준
IoT 기반의
- 축사 내·외부 환경 정보 수집 인터페이스, 데이터 분석,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표준
관리 표준
- 동물 질병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이상행동, 소리
정보, 환경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등의 표준

ITU-T
SG20

⑤

O

스마트축사 생산 단계에서의 데이터 수집 제공 방법에 대한
빅데이터 서비스 모델 표준
빅데이터 기반의 - 스마트축사의 생산 단계에서 수집을 필요로 하는 가축
스마트축사
생장, 환경 등에 대한 데이터 항목 정의 표준
데이터
- 양돈, 양계, 낙동 및 한우 등에서 사용되는 급이/급수기,
수집 제공
생산출하, 번식 등의 장비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 표준
제어하기 위한 표준
-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빅데이터·
Open API 기반의 스마트팜 데이터 서비스 표준

ITU-T
SG20

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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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농장동물을 위한 동물복지 시스템은 데이터 수집, 연계
및 인증 등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
동물복지 인증 -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관리를 위한 동물복지 농장 인증
관리 표준
절차
- 동물복지 농장 정보 수집 및 운용 방법
- 동물복지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

ITU-T
SG20

⑤

X

스마트축사 기자재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시험 요구
스마트축사
사항, 절차 및 평가 관련 표준
상호운용성 시험
- 스마트 축사용 센서 및 구동기노드 시험항목 표준 기술
및 인증 표준
- 스마트 축사용 센서 및 구동기노드 시험방법 표준 기술

ITU-T
SG11

⑥

X

농업 및 축산분야 탄소배출 정보의 수집, 분석, 절차 및
평가 관련 표준
- 농 축 자원순환 모니터링 표준 기술
- 주기별 탄소배출 정보수집 인터페이스 표준 기술
- 농축산 탄소저감 관리 서비스 표준기술

ITU-T
SG20/
SG11

⑤

X

축산질병의 사전 차단, 예방, 운영, 이상 감지, 현장 진단,
축산감염병 대응
확산 차단, 교육 관련 표준
지능 플랫폼
- 축산 감염병 무인 지능화 표준 기술
표준
- 축산 감염병 대응 디지털 농민 교육 플랫폼 기술

ITU-T
SG20/
SG11

⑤

X

⑤

X

ITU-T
SG20,
ISO
TC234

⑤

O

종자-양식(어업)-운반-가공-유통 등 수산 전주기 단계에서
ITU-T
데이터 수집, 분석, 서비스 활용에 대한 데이터 및 API 표준
SG20,
빅데이터 기반의 - 수산양식 데이터 정의 표준
ISO
수산양식 데이터 - 수산양식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오픈 서비스
TC234,
수집 제공
API 표준 등
GS1
서비스 표준 - 수산양식 디지털트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오픈 서비스
MSWG,
API 표준 등
GDST
- 수산양식 엣지컴퓨팅 활용을 위한 표준

④

O

농축산
탄소배출저감
그린ICT 표준

축사 디지털
트윈 표준

생물, 시설, 환경, 기후, 에너지 및 작업 등의 복합 데이터의 ITU-T
지능화된 분석, 예측,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관련 표준 SG13/
- 스마트축사 디지털 트윈 요구사항 표준
SG20,
- 스마트축사를 구성하는 객체 표준기술
oneM2M,
- 디지털트윈 기반 환경, 사양, 에너지 관리 축사 인터 OCF,
페이스 표준 기술
ISO
- 디지털트윈 무인 서비스 표준 기술
TC23

양식장 환경 데이터의 수집, 제공, 관리 및 시설 제어를
위한 표준
- 양식장 내/외부 환경정보(수온, 용존산소, pH, 온도, 습도
IoT 기반의 양식
등) 및 사육정보(먹이공급 시간, 공급량 등) 관리를 위한
환경 관리 표준
데이터 및 통신 프로토콜 표준
- 양식 환경제어를 위한 데이터 및 통신 프로토콜 표준
- 양식 시설(사료공급장치, 급수밸브, 산소발생장치, 히트
펌프 등) 제어를 위한 데이터 및 통신 프로토콜 표준
수산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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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농축
수산
유통
물류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수산양식 기자재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시험 요구사항,
절차 및 평가 관련 표준
수산양식 기자재 - 수산양식장 내 센서노드, 구동기노드, 제어기, 사료공급
상호운용성 시험 장치, 펌프, 여과기, 살균기 등의 ICT활용 기자재간 상호
및 인증 표준
운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 요구사항, 절차 및
평가 표준
- 수산양식 기자재 규격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

ITU-T
SG11

⑥

X

가상의 양식장과 실제 양식장과의 데이터, 제어 연동을
통해 환경 및 양성 관리를 위한 아쿠아 트윈 통합 프레임
5G 기반 아쿠아 워크 표준
디지털 트윈 - 아쿠아 트윈 시뮬레이션을 위한 5G 기반 데이터 동기화
표준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등의 표준
- 아쿠아 트윈 환경 및 양성 시뮬레이션 입출력 인터
페이스 및 데이터 규격 표준

ITU-T
SG20

⑤

X

농축수산물의 신뢰성 있는 이력 데이터 수집 및 이력추적,
GS1
농축수산 이력 블록체인 기반의 위조방지 표준
MSWG,
데이터, 추적, - 생산 유통, 물류, 소비 중요 이력 데이터 수집 및 이력
JTC1
위조방지(블록체
추적 프레임워크 표준
SC31,
인) 표준
- 생산, 유통, 물류, 소비 이력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GDST
블록체인 표준

④

O

GS1
농축수산물의 생산지부터 소비자까지의 유통물류 흐름에서
농축수산
MSWG,
발생하는 이벤트 데이터 공유 모델 표준
유통물류 데이터
JTC1
- 생산, 유통, 물류, 소비 이벤트 데이터 모델 및 API 표준
공유 표준
SC31,
- 생산, 유통, 물류, 소비 제3자 인증 데이터 표준
GDST

④

O

농축수산 분야 온/오프라인의 생산자, 유통 물류, 소비자
GS1
간의 서비스 공유를 위한 서비스 모델링, 등록, 검색,
농축수산 스마트 접근을 위한 표준
MSWG,
서비스 표준 - 농축수산물의 차세대 바코드인 디지털 링크 표준
JTC1
SC31
- 서비스 공유 프레임웍인 서비스 리졸버 기능 표준
- 비대면 유통물류를 위한 서비스 식별 및 모델링 표준

④

O

GS1
농축수산물, 농축수산 기업, 물류 및 유통기업 등을 글로벌 MSWG,
하게 식별 및 분류하기 위한 코드 체계 표준
JTC1
농축수산 식별
- 농축수산물 단위별 상품 식별자 및 농축수산 관련 기업 SC31,
분류 체계 표준
GDST,
등의 위치 및 자산 식별 표준
ISO
- 농축수산물 품종에 따른 분류 체계 표준
TC234

④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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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전략맵 스마트팜 분과는 앞서 선정한 시설원예, 노지
과수, 축산, 수산양식, 농축수산 유통물류 분야 중, IoT, 데이터, 생장관리, 로봇, 시험·인증과
관련한 주요 기술들을 중심으로 ITU-T, JTC1, ISO 등의 국제 공식표준화기구나 oneM2M,
OCF, W3C, GS1, GDST 등의 사실표준화기구들에서 현재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거나 표준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중점항목으로 선정
-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ITU-T SG20에서는 작물의 생육 환경과 생육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조절하기 위한 표준이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팜 분야의 다양한 유즈케이스를 도출하고 보다 효율적인 생육 환경 관리를
위해 클라우드, 엣지 등 진보된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화가 추진 중. 또한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에서는 스마트팜 장치들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팜
장치들의 기능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 웹기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환경 관리 및 제어 프레임워크 표준이 개발되고 있음. 국내 스마트팜 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제 스마트팜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내 스마트팜 기술의 국제
표준화가 요구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국내외적으로 스마트팜 보급의
활성화와 스마트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사항 다변화에 따라 스마트팜을 위한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급증하고 있어 스마트팜 장치의 유형이나 제조업체에 따라 상이한
형식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화가 요구되고 있음. 개별 농가의 이기종 스마트팜 시스템을
통합·운용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으로 진화하면서 데이터의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기술이 되고 있으며 빅데이터 처리 기술과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데이터의 수집과
제공을 위한 표준화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관련 국제 표준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새롭게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ISO TC23에서는 스마트팜 실외 로봇
운용에 관련된 시험평가(SC2), 안전 및 편의성(SC3), 방제(SC6), 관배수장비(SC18), 농용
정보통신(SC19) 표준 개발 진행 중. 특히 농기계 분야에서는 안전성과 자율주행에 관한
산업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자율주행 농업기계에 대한 레벨 정의와 텔레매틱스 기술
및 이력데이터에 관한 국내 요구사항을 국제 표준화로 반영이 시급하기 때문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현재 스마트팜은 대부분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내부에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단순히 환경을 제어하는 기술로 구성. 반면 한국
농경지 면적의 95%는 시설이 아닌 노지로 노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농업 ICT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팜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노지와 시설 구분 없이 적용할 수 있고, 농작물
재배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센싱, 분석해 실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사전 대비
또는 사후 대응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밀 농업 솔루션 도입이 고려되고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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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스마트축사 제공을 위해서는 축사의 실내외 환경
정보(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외부기상정보 등)를 수집하고 목적에 따라 분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ITU-T SG20을 중심으로 스마트축사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제한적으로 진행 중. 따라서 환경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수집, 운영과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 분석을 위하여 해당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표준이 시급하기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NIA)은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을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양돈, 양계, 낙농 및 한우 등 산업동물을
대상으로 내 외부 환경, 사양, 영양, 백신, 번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제어, 서비스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는 아직 표준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 않아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
종류, 데이터 획득, 데이터 정제, 데이터 가공, 데이터 활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화 선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수산양식 시설에서 양식 환경과 생육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식장의 수온, 용존산소, pH, 온도, 습도 등 환경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수집, 제공,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사료공급장치, 급수밸브, 산소발생
장치, 히트펌프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임.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들의 인터페이스, 데이터 및
프로토콜에 관한 국제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본 항목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사실국제표준기구인 GS1과
IFT(국제식품기구)/WWF(세계자연기금)가 주도하는 GDST 국제연합은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해양자원보호를

위해

어업/양식부터

가공,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데이터

수집·제공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의 감독기구, 그리고 글로벌 수산양식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빅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 관련 기술의 국내 적용 가능성과 표준화
초기단계에 따른 표준의 상세화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표준의 확장이 필요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GS1에서는 농축수산물의 글로벌한
이력추적과 블록체인 기반의 이력추적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Global Traceability 2.0
표준 패밀리와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상호호환성 표준화가 진행 중으로, 농축수산물의 생산
이력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위변조 방지 기술들이 필수이나 표준화되지
않은 위변조 방지 기술을 사용할 경우 생산-유통물류-소비의 정보흐름이 단절될 수 있음.
먹거리 안전과 유통물류 효율성, 그리고 해외의 식품안전법 대응을 위하여 아직 국제 표준화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기술 기반으로 농산물의 이력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표준화 추진을 통해 국내 표준의 국제 표준화가 선결을 추진하기 위해 이 항목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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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GS1과 JTC1에서는 농축수산물의 글로벌한 유통물류
구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공유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데, 상품, 박스, 팔레트, 운송수단,
농가 및 유통물류업체의 식별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 표준을 위한 어휘 및 표준 포맷,
API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 FDA는 Smarter Food Safety Era를 선언하고 유통물류 데이터
표준화 적용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GS1 표준기반의 파일롯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 가능한 생산 정책과 유통물류의 선진화와 빅데이터 및 AI 적용을
위해 국내 표준의 국제 표준화가 선결되어야 하나 아직 국제 표준화는 초기 단계이며,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유통물류를 위한 마스터, 트랜잭션, 이벤트 데이터 모델링, API 등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GS1에서는 농축수산물, 장소, 자산, 사람 등의 국제표준
식별자를 인덱스로 하여, 원산지, 리콜, 구매, 성분정보, 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Digital Link, ONS 표준화를 진행 중. 국내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가 준비되고 있으며, 민간을 중심으로 QR 기반의 다양한 정보 제공서비스가
비표준화 방식으로 제공되기 시작함. 관련 국제 표준화 적용이 아직 시작 단계이므로 스마트
생산, 유통, 물류, 소비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모델링, 등록, 검색 및 접근 방법 등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스마트팜을 스마트X 분야로 분류하고, 이전 버전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환경/생산/유통/클라우드 표준화 항목을 표준기술의 현장 적용과 유사 표준기술의
회피를 위하여 그 영역을 생산/유통/자동화(로봇)/서비스/시험 항목 분야로 변경
- Ver.2021(2020년)에서는 수산양식 항목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표준화 항목을 산업군 별로
재구성하였음. 이를 통해 시설원예/노지과수/축산/수산양식/유통·물류 분야로 영역을 확장.
특히 자동화(로봇)관련 표준화는 주로 실외 스마트팜(과수, 밭작물 등)에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따라 로봇 운용 표준 기술을 노지과수 분야에서 다룸
- Ver.2022(2021년)에서는 4차산업 핵심기술과의 융합 관점에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였음.
이를 위해 Ver.2022에서도 스마트팜의 적용 분야를 Ver.2021에서와 유사하게 시설원예/
노지과수/축산/수산양식/농축수산 유통물류로 영역을 유지하고, IoT 기술 적용과 데이터
관점에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하였음. 노지과수분야에서는 IoT 표준기술보다는 자동화
(로봇)관련 표준화 이슈가 매우 크기 때문에, 노지과수분야의 표준화 항목은 IoT 보다는
자동화와 관련된 항목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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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 Ver. 2022 신규항목
구분

Ver.2020

Ver.2021

Ver.2022

스마트팜 환경 관리 표준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

-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시설원예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등) 로봇 운용 표준

노지과수
-

-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축산

축사 사양 관리 표준

-

동물복지 인증 관리 표준

동물복지 인증 관리 표준

-

-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

수산양식 환경 관리 표준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식별 분류 체계 표준

-

-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

유통물류 데이터 표준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

스마트 소비 서비스 표준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스마트팜 운영 로봇 통신
인터페이스 표준

-

-

스마트팜 작물생산 표준

-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관리·운영 서비스 표준

-

-

농축수산
유통물류

서비스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

수산양식

농업 로봇 SW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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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GS1 국제표준 기반의 포스트코로나 비대면 유통을 위한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자동화와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 공유를 채택한 스마트 APC등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정책을 기획(2021.4)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디지털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의
제도적 기반 마련(2021.4)
· (데이터 수집 활용) 데이터 수집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활용,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
· (기반 조성)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산업 육성, 스마트농업 선도거점단지
및 특구 지정(특례), 중앙단위 지원기관 설립 등
· (전문인력 양성) 빅데이터 AI 전문가 양성, 스마트팜 청년 육성 및 자격증 신설, 전문
교육기관 육성 및 국내외 교육 협업 등
· (기술 개발 및 표준화) 핵심기술 개발 지원, 기자재 표준화 및 표준 보급 및 자재 실증
검정 및 판로 지원 등
· (보급 및 확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조성(인허가 특례), 스마트농업 기자재
서비스 사후관리, 해외 수출 활성화 등
-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진흥청, 과기정통부 공동 ‘(재)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 출범(2020.12)
· 일원화된 스마트팜 연구개발 체계를 통한 연구 효율성 증대,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의 확장성, 경제성 및 안정성 등의 실증
연구와 사업화 추진, K-Fram 모델의 세계 시장 진출 확대 모색
- 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재)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은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 개발사업’ 추진(2021∼2027, 4+3년)하고, 산출되는 연구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수집, 분석 및 활용하여 농업분야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 촉진
계획(2020.12)
·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분야(26개 과제, 189.6억 원)로 2세대 스마트팜 모델의 확립 및
품목(작목, 축종)별 실증, ICT 기자재 고도화 추진
·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분야(22개 과제, 216.3억 원)에서 생육정보의 자동계측과 환경·
농작업· 경영정보 등의 통합준석, 지능형 의사결정 모델 개발, 온실 그린에너지 이용
기술 개발
- 코로나 19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2020.7)
·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을 통해 전 산업에
지능화 혁신을 촉진
· 농축수산 분야로는 지능형 스마트팜(토마토, 파프리카) 데이터, 지능형 수직농장(딸기,
엽채류) 데이터, 정밀농업 노지작물 데이터, 정밀농업 농기계 자율주행 데이터, 식물병
유발 데이터, 작물 디지털 피노타이핑 데이터, 식의약용 자생식물 데이터, 지능형
스마트축사(한우,양돈, 육계, 산란계, 젖소) 데이터, 지능형 스마트양식장(뱀장어, 굴,
가리비) 데이터 등의 지능형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함
- 정부는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으로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도록
다양한 업종(온실 시공업체, IT업체, 기자재 업체 등) 기업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많이 제시된 성능, 호환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표준
확산 사업(2020∼2024)을 진행(2020.1)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 계획에서 ‘ICT를 활용한 농산업 분야에
대한 첨단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 분야 미래기술 발굴 및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계획(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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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2019 타운홀 미팅 ‘더 스마트한 농어업’, VIP, “스마트기술 수산확산, 중소어가까지 적용,
어업경쟁력 및 어른신들의 편의를 높이겠음”(2019.12)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아쿠아팜 4.0 추진전략’, 수산양식 산업에 4차 산업 기술 융합
R&D 지원, 강점인 ICT 역량 접목, AI 딥러닝 활용한 가치사슬 연계(2019.9)
- 해양수산부,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2019.2)
·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 비전 제시
· 수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화, 예방양식으로의 혁신, 친환경 고부가
가치 스마트 양식 체계 구축
- 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계획(2019∼2023), 수산분야 대표과제로 아쿠아팜 4.0 사업 포함
(2019.1)
- 농업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스마트팜의 보급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확산
방안(2018)을 통해 시설원예 7,000ha, 스마트축사 5,750호의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제도개선을 추진(2018.4)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2018～2022)에서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산업 기반 강화,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등을 선정(2018.2)
- 2018년∼2019년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개발 시범사업 추진(2018.1)
· 시설원예 중심에서 노지로 확대하여, 데이터 기반 스마트영농 확산
· (2018년) 노지 양념채소 분야에 시범추진(5개 시·군 59호 자동관수 적용)
· (2019년) 노지작물을 다양화하고 10개 시·군으로 확대
- 산업부 ‘유통 산업공해 융합 얼라이언스’(2017.11)
·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유통산업 혁신을 위해 5년간 170억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
· 유통산업의 혁신을 위해 AI, VR/AR, 표준화 3개의 분과로 나누어 유망 과제를 발굴
- 정부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고 생태 친화적 미래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를 주요 농정공약을 제시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2017.7)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농업 산업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무인화·
과학화로 친환경 정밀 농업 실현을 제시
·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에서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의 세부목표로 스마트팜 보급 확산,
농업로봇 혁신 등을 제시
· 혁신성장 정책에서 공통 추진하는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의 우선 적용 분야로
스마트팜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현 정부 혁신성장동력 과제로 스마트팜을 후보과제로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확대 노력 추진
- 5대 국정목표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3대 국정전략에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
어촌”이 포함(2017.7)
·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업의 첨단화·규모화 실시
· 2018년 ICT 첨단양식기술 개발계획 수립, 2021년부터 스마트양식장 구축 등으로 2022년
양식 생산량 230만 톤 달성 목표

미국

- FDA는 “Smarter Food Safety 시대”의 선언을 통해, 농축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안전현대화 계획 지속(2019.4)
· 새로운 기술과 진보된 이력추적 표준 기술을 통해, 2011년 공표된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식품안전현대화법안)을 구현
- 4차 산업혁명 대응하여 농무부(USDA)에서 위험관리 방향에서의 사업을 추진(2019.2)
· 고비용의 기반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최근 민간이 농업용 로봇
분야에 진출하고 있어 공공 지출 R&D는 축소
· 자율주행 및 위치인식기술 결합 농업용 로봇에 대한 상용화는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의사결정 시스템과 운송로봇에 대한 투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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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NOAA Fisheries 는 SIMP(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15개 어종 및 어군에 대해 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2018.1)
- 미국은 지속되는 가뭄 및 농작물 생산 악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른 스마트 농업전략을
발표(2017.1)
- 미국 로보틱스 로드맵(2016)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밀농업
및 정밀 목축업 방향을 제시(2016.11)
- 양식산업발전 10개년 계획, 수산양식 연구전략(2016～2020)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달성과 수산양식에 대한 연구,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계획 추진(2015.2)
- 중점 투자분야에 농수산식품분야 ICT 융합기술을 포함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주도로 원천 상용화 기술 투자 확대(2012.2)
· ICT 융합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2002, 18억 달러 → 2012, 37억 달러)

일본

- 2020년까지 명목 GDP 600조 엔(円) 달성을 목표로 한 아베 정권의 2단계 성장전략
(2016.6)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일본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10개 전략적
민관합동 프로젝트 추진을 선언
- 스마트농업 확대 대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로봇 등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강조,
‘인공지능 미래농업 창조프로젝트’ 등의 시책 추진을 계획(2016.6)
· 궁극적으로 농가의 수익구조 개선, 신규 농업주체의 확대를 통해 일본 농업·농촌의
급속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
·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
- 일본재흥전략(2016)을 통해 ‘선제적 농림수산업 촉진과 수출 강화’를 목표로 두고 농업·
농촌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2016.5)
- 아베 정부는 근간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업 농지 소유제한을 대폭
풀어 기업형 농업프로젝트를 확대할 방침(2016.3)
· 전략특구지역에서 기업형 농지 소유·경작 효율성이 입증되면 기업형 농업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
· 대기업들(Toshiba, Panasonic, Fujitsu 등)이 반도체, 정보기술(IT) 제품을 생산했던 공장을
식물공장으로 변경하여 차세대 농업성장 사업으로 집중 개발
- 농림수산업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세계 최첨단 IT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부가가치 창출 투자 확대(2014.3)
· 수산업은 과학기술현식종합전략(2014) 등을 통해 민관의 R&D 투자 확대, 제3차 수산
기본계획(2012～2022)을 통해 수산업 회복을 위한 전략 마련

유럽

- (프랑스) 데이터기반의 영농 최적화 및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2019.3)
- (네덜란드) 농업생산 및 유통·소비부문의 강점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농업
시스템 구축 연구(2018.1)
- (독일) 트랙터 및 무인기 활용 데이터 수집, 영상판독, 기상이변 모니터링 등을 기반으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및 최적화 투입, 병해충 예찰 관련 프로젝트 추진(2018.1)
-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각종 산업에 디지털 서비스를 접목한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2018.1)
-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2020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논의가 등장(2017.12)
· 디지털 기술(혁명)에 기반 한 농업과학기술 연구·혁신 활동 증가는 4차 산업혁명의
여파가 농업 성장전략에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
· 유럽집행위원회(2016)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우선순위 의제를 설정하고,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다분야·다국적 연구 협력을 강조
* 유럽진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유럽 통합과 관련된 조약을 수호하고 유럽
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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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유럽의 16개 국가와 71개 기관이 참여한 EU H2020 IoF2020(Internet of Food and Farm
2020)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농업, 축산업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5개 분야 19개 세부 농축산 산업분야에서 기술 개발과 표준 적용 사업을 진행
(2017∼2021)
- 노르웨이 등 양식 선진국들은 양식업의 첨단화 규모화, 전후방산업 육성 및 수산물 품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2016.10)
- 4차 산업혁명 대응 EU 농업 성장전략은 정보통신기술(LEIT-ICT) 등과 융복합되는 방식으로
폭넓게 반영·전개(2016.1)
- 북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은 ‘Horizon 2020’의 양식분야 일환으로 ‘아쿠아 스마트
(aqua-smart) 프로젝트’를 추진 중(2014∼2020)
· EU 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양식환경 변수(수온, 용존산소 등), 먹이형태, 사료 배합도,
사료 공급방식, 생산관리 방식 등과 생장률, 폐사율, 생육기간, 품질 등 생산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양식 산업에 제공하는 것임
- EU는 IUU 규정(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regulation)을 통해서 불법 수산물의 획득
및 유통을 금하고, 유럽 외부로부터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음(2010.1)

중국

- 중국의 북경은 콜드체인 이력추적 플랫폼의 개통을 통해, 자국으로 수입되는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시행(2020.10)
- 중국 국무원은 ‘전국 농업현대화 계획(2016～2020)’에서 농업 기술 장비와 정보화 수준
제고를 위해 IoT, 지능형설비 보급 확대 목표를 제시(2019.12)
·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정보기술 응용 비율과 농민 인터넷 보급률을 각각 17%와 52%까지
올리고, 농촌 가정에 정보 도입을 80%이상 확대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로 농업기계
설비 분야에 대한 계획을 마련(2019.1)
- 어업혁신 현대화 계획을 통해 어업의 산업화, 첨단화, 인력양성 등을 추진(2017.8)
-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법 개정(2015.10)
· 중국정부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식품 위생관리조례를 강화하여 식품
안전법으로 관리
· 2015년 10월부터 강화된 개정안을 통해 식품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점진적
으로 관리방안을 보완
· 중국 CFDA, GS1 CHINA, Auto-ID Labs Fudan은 장수성, 광동성을 테스트베드로 하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의 이력추적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식품안전법의 강화 추세에 따라 17개 성으로 확대
- 공업정보화부는 농기계의 성장 방향으로 스마트화와 전체 공정의 기계화를 추진(2015.5)
· 동시에 기술 집약형 하이테크 농업 기계의 연구 개발 추진
- 농기계 분야에 대해 산업정보화부는 2020년까지 핵심 기능 부품 등의 개발 능력을 쌓고
국내 농기계 시장 점유율을 90%로 확대(2015.5)
· 대형트랙터, 목화수확기 등 하이테크 제품 시장 점유율을 30%로 확대 목표
- 국가첨단기술연구발전계획(863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863 사업’을 통해 중국내 수산
연구소에 연구를 지원 중에 있으며, 전 세계 첨단기술 변혁 및 경쟁에 발맞추어 중국의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촉진(1986.3)

SOC 디지털화 Part.1 _ 스마트팜 215

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기술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기술
수준

80.9%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시설원예]
¡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IoT 장치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와 AI를 접목하여 최적
생육 환경 조성 및 생산-소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IoT 기반 스마트팜 환경관리기술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로 환경정보 기반의 모니터링이나 제어기술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생육정보를 활용한 최적의 환경제어 모델 개발이 요구됨
- 농촌진흥청
·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정의하고, 국내 업체들과의 상호연동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모델의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19년 현장 적용 추진
· 2021년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 시범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농업 혁신모델 육성과
경제성 있는 실내 농장 시범모델 발굴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의 지하철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실내농장(수직형 스마트팜) 시범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의 확산을 통하여 국내 스마트팜 ICT기자재간 상호호환성을
꾀하고 이를 통해 국산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ICT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
· 스마트팜에 사용되는 센서와 구동기의 전기적·기계적 규격을 국가표준(시설원예 222종,
축산 19종)으로 제정, 스마트팜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한 컨설팅 및 자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검정비용 등을 지원
-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
· 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등 3개 부처의 다부처 공동사업을 주관하여
스마트팜의 실증 및 고도화 연구사업과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연구사업 수행
· 고생산성 디지털 재배관리, 현장 맞춤형 스마트팜 최적화, 완전 자율형 스마트온실 통합
제어 플랫폼 개발과 온실의 무인·자동화 및 그린 에너지 순환·이용 기술 개발 추진
- 스마트팜 융합연구단
· 비닐하우스 내부의 환경관리를 위한 저가형 통합제어기와 생육 센서 기술 연구(2016~2018)
- ETRI
· 엣지-IoT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신규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관제를 위한
스마트팜 환경·관제 데이터 모델, 데이터 상호운용 프레임워크, 엣지-IoT 클라우드 기반
관제 서비스 플랫폼 구조 및 API 개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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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스
·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하여, oneM2M 기반의 IoT 노드 및 허브, 스마트팜 제어 등
통신 인터페이스와 물리적 가상화 중심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 우성하이텍
· 연동 온실 내외부에 설치된 각종 센서를 활용하여 환경상태를 인식, 분석 및 예측하여 다양한
환경 제어장치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키고 최적의 재배환경을 유지하는 시스템 개발
- 그린랩스
· 날씨정보, 종자와 농약정보, 각종 기자재 정보와 도매시세와 같은 유통정보 등 스마트팜 경영을
위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 앱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 개발
- 기타
· 스마트팜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센서와 제어기간 통신은 비표준화된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온실내 일부 센서의 교체, 작물품종의 견경에 따른 센서의 추가 설치 시 전체 시스템을 교체하지
않을 수 있는 규격화된 통신 시스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효과적인 생산/소비
예측, 물류 및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과 소비를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신
환경에 관한 기술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기존에 독자적으로 운용되던
스마트팜은 빅데이터, AI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 창출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형태로 진화되고 있으며, 작물 생장을 위한 최적 환경 조건 조성 목적을 넘어
농장 자율화, 병해충 방제나 야생동물 퇴치 등의 영농 서비스의 융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이 부각되고 있으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적
알고리즘 개발, 로봇 등과 연계된 자동화 기술은 현재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농촌진흥청
· 2016년부터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기술 연구를 추진하고 환경, 생육, 경영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체계와 활용 모델 수립은 물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가의 현장 컨설팅 사업 수행
·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트랩과 트랩 안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채소 작물을 재배하는 온실에
발생한 해충의 밀도와 종류를 영상으로 진단, 스마트폰 등을 통해 방제 시기와 방법 등을
농장주에게 제시하는 ‘해충 통합 진단 시스템’ 개발
· 2021년, AI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팜(지능형 농장)의 온실 환경 데이터와 작물 생육 데이터를
분석하고 재배 시기와 생육상태에 적합한 조건을 알려주는 플랫폼 개발
· 농업 현장을 데이터로 진단하고 AI 분석을 통해 작목추천, 정밀재배, 스마트 유통 및 판매로
편의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디지털농업추진단을 출범(2020)하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업을 노지 및 시설 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의 빅데이터 활용으로 확대 계획
- 나래트랜드
· IoT와 AI를 활용한 원격제어, 관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클라우드에 탑재하여 클라우드
기반 환경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용화
- 유비엔
· 시설원예 환경 감시와 제어를 위하여, 400MHz대역의 RF와 PoE 기술을 활용함. 또한 SaaS
기반의 스마트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산처리형 클라우드 스마트팜인 팜링크 개발 및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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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과수]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노지농업용 로봇은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등
전통 농기계와 로봇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로봇 농기계 형태로 진화해 가고 있으며, 글로벌
농기계 시장에서 비중 확대 진행 중. 정부는 농업기계정책 수립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이력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표준화
연계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과수 방제와 관련하여 GPS성능이 과수에서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스피드스프레이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개발 중이며, 텔레매틱스를 장착한
농기계에 원격고장진단, 원격제어, 실시간 위치정보 기술 등 노지 자율 작업 로봇 운영 관제 시스템
개발이 될 것으로 전망
- 국립농업과학원
· 5cm이내 오차로 모 사이를 자율주행하며 잡초를 제거하는 궤도형 벼농사 제초 로봇 개발완료.
레이저 센서만으로 과수원 자율주행 가능한 과원용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개발하였으며 현재는
지능형 무인 스마트 방제기 개발 중
- 대동공업
· 실시간 이동 측위(RTK)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이앙기 개발 및 상용화함. 자율주행 이앙기는
직진유지, 모 간격유지, 정밀 비료 살포 기능이 탑재. 2021년 레벨1 수준의 자율주행 트랙터를
상용화하여 시장에 출시
- LS엠트론
· 5G기반의 원격제어와 무인 경작 기능 탑재한 트랙터 개발하였으며 2021년 양산이 목표
- 동양물산
· 트랙터, 이앙기 및 기타 승용 농업기계 범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동 선회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완료. KT와 자율주행 농업기계 연구 중
- 긴트
· 농업기계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원격제어 및 자율주행 가능한 농업기계 지능화,
무인화 서비스 플랫폼 개발하였으며 국내 농업기계 제조사들과 협업하여 트랙터용 플랫폼을
2020년 양산 완료하며 콤바인, 이앙기, SS기로 확대적용 예정. 노지 자율 작업 로봇 운영 서비스
플랫폼 개발 진행 중
¡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노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과학적 생산 계획 및 관측·수급관리, 기술개발 촉진 기반
마련 중. 우리나라는 시설농업 중심의 편리성과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어, 노지작물 등
농업전반으로 데이터 수집·확대가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
·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 할 수 있도록 노지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
· 농정원-지자체간 협업체계를 구축,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수집 방법, 주기, 처리 형태 등을
정형화하여 데이터 품질 확보
· IoT, 드론, 농기계, 유통시설 등에서 작물 생육, 병해충 관측, 분야별 다양한 형태(수치, 이미지,
동영상)의 데이터 수집
· 수집된 데이터는 농가 노지생산 영농지원(생육, 방제 등)서비스, 지자체·연구기관·기업 등에서
유통혁신·수급관리·기술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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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지 스마트농업 데이터 유형 >
구분

데이터 유형

생산

·
·
·
·

경영정보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
:
:
:

유통

· 이력정보 : 재배이력, 생산이력, 유통이력 등
· 도매정보 : 실시간 경락 가격, 거래물량 정보
· 가격정보 : 도소매시장 조사가격 정보

소비

· 판매정보 : POS 정보, 수입가격(거래량), 소비트렌드
· 인증정보 : 친환경, GAP 인증 현황 정보

관련기관

농가명, 품목, 면적, 시설형태, 용수(지하수)
온·습도, 토양정보, 기상정보 등
급수기, 양액기, 방상팬, 드론, 트렉터 등
수확량, 착과량, 병해충 및 재해 발생 정보 등

농업경영체
지자체
농진청
농정원
농관원
농정원, aT
소비자보호원
농협, 유통업체
농관원

< 데이터기반 생산·유통의 스마트화 >

[축산]
¡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가축에게 최적의 사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축사
내 다양한 센싱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며 데이터
수집, 분석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기술 개발 예정
- 유라이크코리아
· 가축 모니터링 시스템인 ‘라이브케어’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가축 질병 모니터링 서비스로
축우에 바이오캡슐을 경구 투여해 생체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
수집된 데이터는 딥러닝 기술을 통해 분석되며, 구제역을 비롯한 소의 식체, 괴저성
유방염, 유행열, 일본뇌염, 폐렴 등 다양한 질병의 예방과 조기치료가 가능하고 건강상태
외에도 발정 시기와 출산 시기까지 예측이 가능
- ETRI
· ICT 기술을 활용, 스마트축사를 구축하기 위하여 축사 내·외부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최적의 사육환경 제공과 질병 상시 안전감시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축사 요소 기술을 개발 중
· 디지털 트윈 개념을 활용하여 가상의 축사를 구축, 다양한 환경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사육환경을 도출하고, 가상과 실제 축사 간의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스마트축사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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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미지를 이용하여 가축의 움직임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함으로써 가축의
활동성을 바탕으로 건강도를 분석
·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구제역 등의 예찰, 사람과 비인가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관리,
질병검사를 위한 센서 등의 개발을 통해 국가적 가축질병 대응 시스템을 개발 중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스마트 축사 데이터 구축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해 국내에서는 국가 예산을 투자하여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노력하는 중
- NIA
· 지식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사업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AI
학습용 데이터와 국내외 기관/기업 및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취득한 보유한 농업/축산/수산
분야의 AI학습용 데이터를 공유
- EPIS
· 축산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한우, 낙농, 양돈, 양계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진행
· ICT기업 50개사, 110호 농가, 기관·협회 10개를 대상으로 축산 빅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데이터 수집 및 분석정보 생성, 축종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 개발. 경영 관리, 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 기능을 구축
- (주)이지팜
· 양돈관리 프로그램인 ‘피그플랜’을 통해 웹 기반의 양돈생산경영관리 SW와 돈사 내
설치된 다양한 ICT 융합시설 장비 간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
· 양돈장의 번식돈, 육성돈을 관리하고, 방역관리를 통해 농장의 사양관리와 질병관리를
지원하며, 농장의 번식성적과 함께 사료업체, 도축장 등 타 업체와 연계를 통한 사료거래내역
및 출하내역을 이용해 개별농장의 전반적인 경영상 태를 분석·비교하여 해당 농가의
경영개선을 지원 중
- (주)인포밸리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피그지오”를 개발하여 사업화 중이며, ICT장비의 연계,
농장 간 추적, 사용자별 대시보드 제공, 실시간 지원팀 운영 중, 팜스코 등 현장에 적용하여
사용 중
- 나래트랜드
· 사물인터넷 및 ICT 기술을 농·축산 분야에 적용하여 원격 제어관리가 가능한 ‘반딧불이
스마트팜’을 SK텔레콤과 전국에 보급 중이며, 농장/축사/양식장 등의 시설물 및 재배작물
가축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원격제어 관리 운영 중
- 서울대
· 돼지, 닭 등 다양한 축종을 대상으로 환경 빅데이터 기반으로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I 기술을 활용하여 축산시설 내부 및 외부에서의 질병 확산 거동 및 전파 경로를
분석하고 이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진행 중
- ETRI
· 디지털트윈과 AI기술을 활용하여 영상, 음성의 분석을 통한 사양관리 기술을 개발 중. 특히
Triplet-SPACE플랫폼을 통해 딥러닝 기반의 돼지의 행동인식, 음성인식을 통한 호흡기
질병과 사양관리의 연결 등의 기술 개발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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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양식]
¡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양식장의 스마트화를 위한 기자재 개발과 수온, 용존산소,
pH, 온도, 습도 등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분석, 관리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 진행 중이며,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완료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 비디수산
· 국내 최초로 900MHz 대역의 SUN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술과 원거리 무선(LTE/3G)
기술을 이용하여 수조 별로 수온, 용존산소량(DO), pH 센서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수조의
상태를 감시 및 양식관리 시스템. 센서 별로 상 2단계, 하 2단계 알람의 설정이 가능하고
웹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알람기능을 제공
- 조인영어조합법인
· 뱀장어RAS 양식장 수질환경 모니터링 제어시스템 구축. 국내 최초로 “제어시스템”을
상업용 양식장에 성공적으로 실현하여 운영 중인 사례로, 각 수조별로 모니터링 되는
DO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산소공급/차단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적정산소농도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운영함으로서, 리스크 예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또한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노동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복지향상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
- 해양수산부
· 2021년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5개소 및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2개소 조성 추진,
중소 양식어가에 스마트시설 보급(연 10개소)
· (클러스터) 기추진 3개소(부산, 고성, 신안) + 신규 2개소/(내수면) 기추진 1개소(괴산) +
신규 1개소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 지능화한 스마트 양식장과 대량생산단지, 가공
유통수출단지,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연관 산업이 집적된 대규모단지로서 양식 산업의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국립수산과학원
· 2016년부터 스마트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해상 스마트양식장 플랫폼(2018년, 경남
하동)과 육상 스마트양식장 플랫폼(2019년, 경남 진해)을 구축하고 실증화 연구를 진행 중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정부 사업 주도의 영상, 이미지,
환경, 수질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구축 중이며, 이를 활용한 시뮬레이터, AI, 장치, 통합
시스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ETRI
· 디지털트윈과 AI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양식장에 대한 디지털 공간상에 복제를 통하여
양식장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수처리, 양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식장을 자율 제어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 중
- NIA
· 수산 분야의 AI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넙치, 돔, 굴/
가리비, 뱀장어 등 다양한 양식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 이미지, 환경, 수질 정보 등을
수집하여 활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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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과학원
· 아쿠아팜 초기모델인 수온, 용존산소, PH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사료를 공급하는 스마트
양식 모델을 개발하였고, 주요 핵심기술 4종(인공지능 먹이공급, 어류 성장 측정, 수중드론
활용, 사육환경 제어)을 스마트양식에 적용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데이터 중심의 빅데이터
구축은 미미한 수준임
- ㈜에쓰시에이치 아라
· 미얀마 등 글로벌 수산양식기지 확보를 위한 모델 구축 및 사업화 진행하고 있으며 내수면
수산양식 기술 현황 및 품종 분석, 종묘 생산 양성기술 등 개발
- 전남대
· 페트리넷을 이용한 어류양식 환경 정보 모델러 및 시뮬레이터 등을 개발하며 질병 및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반영한 양식 환경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부경대
· 광기술 기반으로 양식장의 기본 환경(수온, 염도, DO, 영양염), 클로로필-a 및 유기물 농도를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
· 원격 통신과 GPS를 이용하여 양식장의 위치 및 깊이별 3차원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
- ㈜글로비트
· 장기간 사용에도 부유물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하는 고내구성 센서 구동장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개발
[농축수산 유통물류]
¡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안전한 먹거리와 신뢰성 있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위해 생산 및 유통물류 정보에 대한 이력추적, 위변조 방지 및 분산 원장기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글로벌 이력추적 데이터 연결을 위해 표준화된 기술 개발 필요
- 삼성 SDS
· 블록체인 플랫폼 간 연계를 지원하는 국제 무역 플랫폼 ‘딜리버(DELIVER)’ 시스템 개발.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이더리움의 연계뿐만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과의 연계 기술도
개발 중
- SK C&C
· SKT의 사물인터넷 전용망인 LoRa를 활용해 화물의 위치정보, 온도, 습도 등 실시간 정보를
물류 관계자들에게 공유하는 서비스를 개발. 한국-상하이 구간의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실험 운영 완료
- 관세청
· 개인 통관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2019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통관 관련 정보를 관세청과 쇼핑몰, 특송업체가 공유하기 때문에 실시간 수입
신고가 가능
- 한국과학기술원
· Auto-ID Labs에서 IFT와 WWF가 주관하는 GDST 국제수산물이력추적 구축 프로젝트의
DAG에 참여하며, 국내 기업들의 GS1 국제표준 기반 유통물류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참여를 통해
표준화 및 시스템구축 사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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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개인 통관 시스템 >

¡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업 디지털전환 사업과 해양
수산부의 유통물류 데이터 표준화 관련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 공유 표준화에 대한 기술
개발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유통물류진흥원과 TTA를 통해서 국제표준인 GS1 EPCGlobal
규격에 따라 생산-유통물류-소비에 이르는 전 생애 주기 데이터를 수집 및 공유하기 위한
표준 플랫폼 기술 개발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스마트 APC, 농축산업 디지털전환 계획, 그리고 수산물의 신선유통
표준화 사업을 통해서 유통물류 데이터의 국내 표준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
- 유통물류진흥원
· 대한상공회의소 소속이며, 유통물류산업 진흥을 위한 시장연구 및 정책개발을 추진하는
유통물류 전문기관이자 국제상품코드 표준화 기구인 GS1의 한국 대표기관으로서 GS1
국제표준식별자 및 무선인식기술(RFID/EPC) 표준을 국내에 보급 중. GS1 식별자 및 상품
데이터 표준을 통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보건의료산업, 코리안넷, 신선식품, 바코드
정보제휴, 유통시장분석 정보서비스, ECR/SCM 활성화, 바코드 검증서비스를 포함하는
사업을 진행 중
·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식약처, 환경부, 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의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K코리안넷’으로
전송하면 유통업체에 즉시 전달돼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가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
· ‘보건의료산업’은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포장 단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2015년 1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GS1 국제표준식별자를 모든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및 유통이력(공급내역) 보고함으로써 미국, EU,
중국 등 GS1 국제표준을 도입하거나 도입예정 중인 나라 간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유통을 실현
· ‘코리안넷‘은 유통표준코드(바코드) 생성에서 상품정보 등록까지 원스탑으로 가능한 바코드
관리 시스템으로, 표준바코드(EAN-8/13/14, UPC-A/E)가 부착된 상품의 상세정보를
표준화시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이를 제고, 물류, 유통업체가 인터넷 및 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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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
정보 전자카탈로그
-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통합 포럼을 통해서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표준화된 유통 데이터 구축사업을 시작
- 한국과학기술원
· Auto-ID Labs에서는 GS1 국제표준기구의 EPCGlobal 관련 WG에서 EPCIS, CBV 표준화
활동을 진행 중이며, 표준 규격에 대한 레퍼런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각 스텍별로 OLIOT
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였으며, 국내 완주로컬푸드, 유럽의 IoF2020 프로젝트 등에서
활용 중
¡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생산자, 유통물류기업, 소비자를 위해서 상품의 다양한 데이터와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연결해주는 표준 차세대 바코드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농축수산식품을 포함하는 상품, 장소, 자산, 사람 등의 표준 식별자(차세대 바코드)를 키로
하여 원산지, 리콜, 구매, 알러지/영양/성분정도, 요리법, 보관방법 등 다양한 표준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표준 기술 개발 필요
- 유통물류진흥원
· 생산자, 물류 및 유통기업, 소비자등의 산업 구성원들의 식별 및 물리적 위치 식별을 위한
국내 지자체, 부서 등의 글로벌 식별자를 부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
- 한국과학기술원
· 생산자, 물류 및 유통기업, 소비자등의 산업 구성원들의 식별 및 물리적 위치 식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고도화된 주소(도로명주소, 지점번호, 사물주소)를 GS1 GLN으로 매핑 후
표준 차세대 바코드 기술을 통해 위치기반 서비스 및 스마트시티에 시범 적용 중
- 데이터릭
· 차세대 바코드 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디지털링크와 리졸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리사이클링, 다양한 상품에 대한 표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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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시설원예]
¡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기존 하드웨어 기반의 환경관리 제어 시스템 기술과 함께
소프트웨어 기반의 작물별 제어시스템 기술 개발로 발전하는 추세
- 독일, Bosch
· 자동차 부품회사로 유명한 독일의 Bosch사도 그동안 축적된 IoT 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팜
분야에 뛰어들었으며, IoT 플랫폼을 이용한 딸기 재배 솔루션 제공
- 미국, FarmMobile
· 농기계에 IoT 장치를 설치하고,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함으로써 실시간 및 과거 경작
이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하나의 모바일 스크린을 통해 다수 농기계간의 상호 동작을
표시
- 일본, MIDORI
· 입문형과 프로형으로 상용 서비스 진행 중에 있으며, 입문 버전의 경우 초기 비용이 89,000엔,
월 클라우드 사용 비용은 2,260엔 수준으로 카메라/온습도, 일사량 센서 등 최소한의 센서를
지원, 프로 버전은 노지 재배와 대규모 생산 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초기 비용이
128,000엔, 월 클라우드 사용 비용은 2,260엔 수준이며, 최대 6종류 16개까지-온습도 센서,
일사량, CO2, 토양복합 센서(수분/지온/EC) 등의 지원이 가능한 형태이나 센서를 활용한
생산량, 병해 예측 등 핵심 알고리즘의 지원은 미비
- 네덜란드, HortiMax
· 다양한 센서와 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시설의 환경을 예측하고 시설 내의 온도 편차를
최적화하는 솔루션을 제공 중. 또한 인공과일 센서, 적외선 온도센서, 이산화탄소 센서 등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작물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과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어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제어 옵션을 지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네덜란드, PRIVA
· 온실 환경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센서와 모니터링 장치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원예시설 내부의 다수의 블록을 동일 조건으로 제어 가능한 기술을
확보
¡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IoT 기술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소비 예측, 물류·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경작도구와
데이터를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발전
- 일본, Fujitsu
· ICT에서 농업 경영을 비약적으로 효율화시켜 언제라도 안전한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농부 개개인의 경험 대신 관련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통한 과학적 농산물 관리 시스템인 “Akisai”솔루션을 개발. 스마트팜 관련 모든
데이터의 축적과 분산, 공유 및 활용을 통해 생산 관리 서비스, 환경 제어 서비스 등을 제공
- 일본, OPTiM
· AI·IoT·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미있고 멋있고, 스타 농업” 지원을 목표로 진행. 작업
부담의 경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OPTiM 정보 관리, Cloud IoT OS에 의한 시각화,

SOC 디지털화 Part.1 _ 스마트팜 225

수확시기 및 수확량 예측, 농사기록지원, 원격 지원 등 노동력 최소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주목적,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안심 등을 위한 기술도 개발 중
- 일본, Agri Field Manager
· 드론이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한 농장이나 농작물의 영상 및 이미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작물의 생육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다양한 분야의 센서 정보를 융합하여
고급 생육 분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무인 항공기 이미지에
의한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한 병해충 탐지기술을 개발. Agri Assistant는 자동 음성 입력에
의해 쉽게 농사 기록을 학습하여 GAP 취득에 필요한 농사 정보의 공유가 가능
- 포르투갈, FarmCloud
· 축산용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실시간 관리 솔루션 기반으로 다른 제조업체의 Climate 및
Feeding Controller와의 플러그 앤 플레이 통합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
실시간으로 팜에 액세스하고 FarmCloud에 연결된 모든 타사 룸 컨트롤러의 모든 정보를
동시에 관리가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제어 가능. 또한 FarmCloud Reports
Wizard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기록 데이터의 비교 및 분석이 가능하며 별도의 API 제공을
통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의 추가 개발 및 스마트 단말용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 미국, Google
· 환경 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종자나 비료, 농약 살포 등을 위한 AI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업체인 루커를 인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강화 추진
- 미국, IBM
· ‘지역 밀착형(hyperiocal)’ 일기예보를 제공하는 딥썬더를 기반으로 작물의 재식, 재배, 추수,
운송 등 농업 전반에서 수확량 증가, 품질개선 지원 시스템을 개발
- 미국, Blueriver Technology
· 레터스 봇(Lettuce Bot)을 활용, 작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작물과 잡초를 즉시 구분하여
잡초를 제거하고 작물만을 선별하여 비료를 살포
- 이스라엘, Netafim
· 재배환경 모니터링 분야의 선두주자로 작물의 생육 정보의 자동 측정, 급수량의 자동 조절
등을 통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농작물의 스트레스 감지 센서를 개발하여
생산량을 40% 이상 증대함
- 이스라엘, Cropx
· 토양의 상태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저장함으로써, 유무선 단말이 언제 어디서나
저장된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
- 네덜란드, PRIVA
· 하드웨어 기반으로 축적한 수십 년간의 데이터와 재배환경 최적화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제공
[노지과수]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자율주행, 무인 트랙터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텔레매틱스를 이용한 스마트 시스템과 결합하여 영농관리 시스템과 경영 개선 서비스를
개발 중. 2021년 6월 제81차 ISO TMB(기술위원회)에서 독일(DIN)과 미국(ANSI)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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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에 관한 ISO 전략자문 그룹(SAG SF)창설 결의 후, 스마트농업 관련 혁신적인 기술
측면과 농산물생산 및 가치사슬의 지속가능성 및 개선된 효율성을 포괄한다는데 동의하여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와 관련된 현재 및 잠재적 미래 기술개발 로드맵을 구축 할 것으로
전망
- 미국, John Deere
· 작물 열 감지 자율주행, 자동선회, 작업기 지능제어 등 모듈기술 상용화 하였으며 AMS(Agricultural
Management Solutions) 스마트 시스템과 결합된 영농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정밀파종, 경운,
방제 등의 변량작업 기술 보급 중
- 영국, CNH
· Case IH Concept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 트랙터로써 운전석이 없음. Lidar, Radar 센서,
전후방 카메라가 장착된 컨셉 단계이며 시험 중
- 일본, Kubota
· 소형 농기계 산업을 주도하는 쿠보다(Kubota)는 GPS 위성의 위치정보를 농기계에 보급
가능한 수준으로 제작비를 절감하는 통합형 센싱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앙기와
같은 제품에 우선적으로 장착 보급 중. KSAS(Kubota Smart Agri System)과 연동
- 독일, Deepfield Robotics
· 이동 플랫폼에 다양한 작업 모듈을 부착하여 농작업을 수행하는 BoniRob을 개발 중
- 프랑스, Macon
· 자동 가지치기 로봇, 토양데이터, 수확한 과실 데이터 저장 및 관리
- 프랑스, Naïo Technologies
· RTK GPS를 통해 2cm 정밀 범위에서 동작하며 비전 기술을 통해 고정밀 제초 로봇을
개발. 와인전용 제초로봇, 채소작물 제초로봇 등 작물에 따른 전용 로봇을 개발
¡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미국, 유럽 등 농업 선진국에서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들이 빠른 성장과 ICT 기업들의 농업 진출이 활발한 반면, 우리나라
관련기업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노지분야 진출은 더딘 상황임. 글로벌 농업 기업들은 특히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데이터 확보와 관련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농업
빅데이터 활용은 시설원예에 국한된 걸음마 수준으로 관련 기술 개발 필요
- 미국, Climate Corporation
· 미국 전역 250만 개의 농지(2018년 기준)에서 센싱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작물의 생육·
생리상태, 수확량 예측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
- 미국, Bayer
· GPS 데이터 바탕으로 미국 전체 농경지 면적의 70% 이상(2억5천만 에이커에 해당하는
농가에 품종 선택, 종자·비료·농약 등 투입 최적화, 작황 예찰 및 수확량 예측 등 정보 제공
- 미국, Microsoft
· 클라우드 컴퓨팅을 비롯해 AI, IoT 등에 대한 자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농업 관련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인프라, 알고리즘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이며, 이외에도
벤처펀드,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다양한 R&D를 수행 중(2019년 초분광 기술로 비료, 물,
살충제를 어디에 살포해야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솔루션을 보유한 호주의 FluroSat社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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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Netafim
· 재배환경 모니터링 분야의 선두주자로 작물의 생육 정보의 자동 측정, 급수량의 자동 조절 등을
통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농작물의 스트레스 감지 센서를 개발하여 생산량을
40% 이상 증대함
- 이스라엘, Cropx
· 토양의 상태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저장함으로써, 유무선 단말이 언제 어디서나
저장된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
[축산]
¡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축사 내·외부에 설치된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축사의
환경 및 가축 상태 정보를 수집, 축적함으로써 가축에게 최적의 사육 환경 제공과 질병관리,
에너지 효율화 등 축사의 경영을 예측하는 기술 개발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 또한, 기존의
경험 중심의 축사 운영을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 중심의 축사 환경 및 사양 관리를
통한 지능화로 탈바꿈함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사람의 인지 능력을 초월하고 예측되지 않는
다양한 기술의 적용을 통해 생산성의 극대화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술개발 수준으로 진화
- 네덜란드, Fancom
· 돈사에 소리 센서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돼지의 기침소리를 감지 및 분석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Pig Cough Monitor 장치를 개발. 특정 돈사 및 돈방의 이상 기침 정보에 관리자의
관찰이 더해져 돼지 호흡기 질병을 초기에 대응할 수 있으며 아울러 치료효과를 높이고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음
- 네덜란드, eYeSCAN
· 8대의 카메라를 통해 돼지 활동성 및 출하 체중을 분석, 사료 급이기를 통한 사료 효율의
분석 등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 네덜란드, Sparked
· 센서를 소의 귀 안에 삽입, 실시간으로 상태를 측정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가축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고기나 우유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질병을 조기에
예방 가능
- 덴마크, SEGES
· 양돈 농가의 중앙 서버와 돈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휴대용 단말기를 연결하여 돈사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그 데이터들을 활용, 향후 경영에 대한
예측을 제시. 돼지의 짝짓기에서부터 임신, 분만, 이유식, 질병 치료, 비육돈 사육, 사료,
출하 등까지 양돈 경영 전반의 문제의 처리가 가능하며, 자돈, 모돈, 사료 최적화, 모돈
분석, 생산 계획, 비육돈, 자돈, 모돈 핵심 관리, 집중포인트 분석, 모돈육성 및 번식 등의
기능을 포함
- 미국, Cargill
· 아일랜드 영상인식 소프트웨어 회사 케인서스와 손잡고 암소 표정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은 소가 여물을 먹는 자리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움직임이나 먹는 모습을
확인해 농부에게 소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제공
- 스웨덴, DeLaval
· 낙농목장에서 사용하는 착유용 장갑 및 앞치마부터 급이시스템, 냉각장치, 유질개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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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설비, 로봇착유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목장의 생산효율과 수익을 증가시키면서
환경적인 영향은 감소시키고 동물 및 목장주의 더 나은 삶을 추구
- 스코틀랜드, Glasgow
· 소에게 ‘디지털 목줄’을 걸어 움직임을 추적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개발, 번식
시기가 되면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는 점을 포착해 특정 소가 짝짓기 할 준비가 됐다고
판단되면 목장주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 제공
- 스코틀랜드, SRUC
· 젖소가 세균 감염으로 유방염을 앓으면 우유 생산량이 줄고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큰 비용을 초래함. 이를 막기 위해 스코틀랜드 농가들은 외양간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열이 나는 소를 찾아내 치료, 소를 3D 카메라로 찍은 뒤 기존데이터를 활용해 무게와 육질
등급을 추정
- 오스트리아, smaXtec
· 자사의 축우 모니터링 시스템은 센서가 내장된 소형기기를 젖소의 체내에 삽입하여 질병과
건강상태 등을 개체별로 모니터링하면서 데이터를 축적 및 분석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내 측정은 통하여 젖소의 사료섭취, 움직임, 체온, pH 등 양질의 데이터
획득 가능
· 4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삽입 센서를 통해 젖소의 사료섭취, 움직임, 체온, pH 등 데이터
수집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역별, 규모별, 축종과 품종별로 최적의 사육관리 시스템을
제공하여 건강상 특이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이스라엘, Afimilk
· 낙농기술회사로써, 이 기술을 인수한 뒤 소의 질병을 감지하는 장치로 발전. 소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평균 시간을 체크해 이 시간이 줄어들면 알림
- 이탈리아, Zoetis
· 양돈개체관리 프로그램 ‘피그와이즈(PigWise)’는 RFID 인식기와 카메라를 이용하여 돼지
개체별 성장과 복지, 개체 모니터링 등을 수행 중. 프로그램의 체계는 양돈축사 내 동물
행동 탐지, 스마트 사료섭취행위 모니터링, 농가 조기알람시스템으로 구성
- 이탈리아, PigWise
· RFID 및 CCTV를 통해 돼지 축사 내 동물 행동탐지, 사료섭취감시, 알람 시스템을 통해
돼지의 건강, 성장 등과 관련한 문제 발생을 예측하는 긴급 알람 기능을 제공
- 일본, Fujitsu
· 개발 보급하고 있는 우보시스템은 1천여농가에 보급되고 있으며, Fujitsu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여 소 발목에 만보계 장비를 채워 소의 발걸음수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농장
주에게 이상탐지 결과를 알려주고 있음
- 중국, Alibaba
· RFID를 대신해 AI와 머신비전이라는 영상인식,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돼지 육질이 가장
좋은 사육 환경과 도살 시점을 분석. 핵심인 머신비전은 자동화 공장이나 농장에서 사람을
대신해 카메라와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알아내는 원리로써,
축사 천장에 달린 카메라로 돼지 몸에 새긴 번호 문신을 인식해 추적하는 방식. 이 기술은
돼지 개체 수와 새끼 돼지를 구별하는 수준이며, 향후 AI를 활용해 이보다 훨씬 정확한
분석을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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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스마트 축사 데이터 구축과
관련하여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일관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
- 네덜란드, WUR
· WUR의 Farm digital은 간편한 인증 데이터 교환을 위한 오픈 아키텍쳐 플랫폼으로 농업
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 정부, 고객 등 식품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등록 및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 호주, FARM TABLE
· Farm Table 플랫폼은 생산자를 농업 정보, 기회 및 서로 연결하기 위한 전국적인 교차 부문
통합 지식 플랫폼
· AgLibrary는 농민들이 농장에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호주 전체의 자원을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
- EU, Farm Accountancy Data Network
· 가축 생산과 관련하여 가축의 평균 가축 수, 모든 농가의 가축 거래 데이터, 구매 및 판매
데이터 등을 수집
· FADN에서는 농장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품질 검사 및 데이터의 일관성 테스트를
수행하여 데이터 품질을 균일성 있게 관리
[수산양식]
¡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2011년 기준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약 40%가 양식
수산물이며, 2030년에는 전체수산물생산량의 50%를 양식수산물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FAO,
FISH TO 2030(Prospects for fisheries and aquaculture)). 양식업은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미래 식량 산업으로 양식업에 주목하고 투자를
강화 중.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을 가지는 기술 중심으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
- 일본, NEC
· 양식업 현장에 IoT기술을 활용하여 어류의 무게를 신속히 측정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2019년 이후 서비스 개시 목표
· 양식어장에 특수카메라를 넣어 동영상을 촬영, NEC가 자체 개발한 화상인식 기술과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통해 측정에 적합한 생선과 그 특징들을 자동적으로
추출하여 몸길이와 무게를 정확히 측정 가능
* 기존 양식장에서 70마리의 몸길이, 무게를 측정하는데 1시간이 걸렸으나, 이 기술을
활용해 555마리를 단 10분 만에 측정하는데 성공
· 양식장의 전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양식업자는 출하시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먹이를 주는 양도 최적화시킬 수 있어 바다 오염 등 환경 부하 감소가능
- 노르웨이, AKVA
· 양식장 조명과 수온, 산소, 염도 등을 측정하는 센서 시스템, 자외선 살균 시스템, 레이저
유해충 제거 시스템 등이 포함된 육상양식장 개발하고, 각종 환경 센서 및 화상 카메라,
생산제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료 급이 자동화를 구현 중. AKVA사의 CSS 사료공급
시스템은 중앙공급 시스템의 개념으로 각종 환경 센서 및 고급 카메라와 생산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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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가 통합되어 시간과 사료량, 사료와 증강제 비율 등을 자동으로 제어
· 각종 양식용 센서 등과 생산제어 소프트웨어가 통합되어 사료량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양식생산 자동화 기술을 보유하면서 10여 개국에 연어양식시스템을
판매 중
- 노르웨이, Kruger Kaldnes
· 양식장 용수를 재사용하고, 조절하는 기술인 Kaldnes RAS 세계 선도 공급업체로 스웨덴
Hydrotech 드럼필터를 사용한 Moving Bed 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생물학적 수질정화
기술을 활용한 사료 찌꺼기, 배설물 및 과량의 바이오매스 제거하며, 모든 작동과 수질
관리는 자시가업인 SCACA시스템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 아이슬란드, VAKI
· 적외선이 흐르는 통로형 구조물을 수조에 넣어 구조물로 통과하는 연어의 이동속도를
고려하여 크기를 측정하는 장치 개발
- 덴마크, OxyGuard
· Microsoft 사의 cloud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 약 20년간 공급하여 설치를 해놓은
양식장관리시스템 상에 축적된 데이터를 cloud로 통합하여, 데이터분석,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양식기술의 최적화뿐만 아니라, 양식장을 기준으로 전방산업(가공/유통/소비)과
후방산업(사료회사, 약품회사 등)을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
추진 중
· 산소측정 및 제어 솔루션에 관하여 세계 표준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산소측정 및 제어
솔루션을 순환여과양식시스템에 적용
- 덴마크, Billund
· 육상양식시스템인 순환여과양식시스템(RAS)*을 포함한 양식기자재 산업으로 중국 등의
국가에 연간 약 2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음
* 순환여과양식시스템(RAS)은 양식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양식용 물을
순환시스템을 통해 정화하여 배출하고, 환경부하가 적은 배합사료를 개발하여 사용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양식 수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분야에
이르는 전 과정의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통합 솔루션 및 생산, 급이, 유통을 연계하고,
최근에는 모바일 및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
- EU, AquaSmart Horizon 2020 Project
· 빅데이터 기술과 글로벌 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식 환경 변수(수온, 용존산소 등), 먹이형태,
사료 배합도, 공급방식, 생산관리방식 등과 생장률, 폐사율, 생육기간, 품질 등 생산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AquaSmart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
· WASIUP 솔루션은 수산 양식만을 위한 기술은 아니나 농업, 수자원 관리, 스마트시티에까지
적용 가능한 오픈 플랫폼의 형태로 시험운영 중
- 덴마크, Oxyguard
· 전 세계 양식산업 분야에서 수질 모니터링, 컨트롤 분야의 선도업체인 Oxyguard사가
데이터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Microsoft 사의 cloud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 약 20년간
공급하여 설치해놓은 양식장 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cloud로 통합하여, 데이터분석,
서비스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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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argill
· 자신의 연어양식장 고객의 데이터를 아마존웹서비스(AWS)를 활용하여 데이터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 미국, Sound Metrics
· DIDSON SONAR는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하여 수중 정보를 수집하고 수중 정보를
빅데이터화 하여 SW와 연동 후 목표 범위 내 수중 개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특히 이 기술은 수중 탁도에 큰 방해를 받지 않으며 해류의 흐름이 빠르거나 유영이 빠른
어류에 적용 가능
- 노르웨이, AKVA
· 양식 수산물의 생산 관리부터 유통, 판매 분야에 이르는 전 과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 보유. 특히 지능형 생산보고 및 계획 기술을
통해 수중 센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과 생산계획 및 급이 계획 예측
프로그램 기술 보유
- 노르웨이, Aqua Manager
· 통합 양식 경영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경영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온, 용존산소,
pH 센서의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통한 양식장 관리를 제공하지만 비용 및 수익 관련 데이터를
분석 후 생산 과정의 다양한 변수(비용, 품질, 일정 등)을 통합 관리하는 분석 프로그램 및
양식 변수별 모듈화 등 기술을 보유
- 노르웨이, Frøya(Måsøval Fiskeoppdrett AS)
· 실제 양식장의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식장 방문 없이 실제 양식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산계 고등학교의 교육용으로 활용 중
- 노르웨이, SteinSvik
· 거점으로 스코트랜드, 베트남, 스페인, 아이슬란드, 칠레, 터키, 캐나다, 호주 등 10개국에
지점이 있으며, 5개 대륙 9개 국가 65개 회사의 600개의 웹사이트에서 매일 사용되는
Mercatus 소프트웨어(양식어류의 생산 계획, 관리 및 평가), 29년 노하우로 만들어진 필터와
수처리 시스템, 먹이공급시스템, 원거리 제어장치, 수중카메라 등을 제작/판매
- 노르웨이, Aquascan AS
· 양식장의 어류 개체수를 자동인식하고 크기를 측정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1990년에 설립하여 어류와 새우양식장에서 개체수를 자동인식하고 크기를 측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라인은 CSE 시리즈, CSW 시리즈, CSF 시리즈 등이 있음
- 독일, NCT GmbH
· 어류양식의 결정적인 매개 변수(물의 아질산염, 암모늄 및 산소 함량 등)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뒤 수질, 유속, 수온, 용존산소량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30여 종의 비디오 감시
장비, 스마트 센서가 활용된 디지털 양식장을 구축하는 기술을 보유
- 핀란드, Arvotec
· 자동화된 먹이 공급과 재순환 기술을 통해 어장의 생산량을 늘리고 효율적 환경관리가
장점인 기업으로, 웹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 먹이 공급시스템을 조절하며 연결된 장비를
통해 어장의 수질 상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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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유통물류]
¡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미국 FDA는 2019년부터 식품안전현대화법안에
의거해서 Smarter Food Safety Era 실현을 목표로 삼고 농축수산식품에 대한 이력추적 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GS1 US, IBM, SAP 등을 중심으로 유통물류 이력데이터에 대한 기술적인 솔루션과
블록체인을 연계하여 다양한 시범 사업을 전개 중
- 미국, IBM Food Trust
· 2018년 10월 블록체인 기반 식품 추적 플랫폼을 출시. 이 플랫폼은 전세계 식품 도·소매업자,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확장 가능한
규모로 완전히 배치된 첫 사례임. GS1 국제표준인 EPCIS와 CBV기반의 블록체인 이력추적
솔루션임
- 독일, SAP
· 블록체인 기반 식품이력추적 플랫폼을 제공하며, 미국 참치 캔 제조회사인 Bumble Bee
Seafoods와 함께 Ocean to Table 식품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력 추적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음
- 미국, IFT/WWF
· 2017년부터 IFT와 WWF는 세계 경제포럼의 권고를 받아들여, 안전한 수산물 확보와
해양생물보존을 목표를 글로벌 수산 및 유통기업과 함께 GDST 국제수산물 이력추적
연합을 만들었으며, 2020년 3월 GS1 EPCIS와 CBV를 활용하여 GDST 1.0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전세계에 구축하는 사업에 진입함
- 미국, GS1 US
· GS1 US는 2020년 하반기에, FDA의 Smarter Food Safey Era 새로운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Food Industry Association(FMI), United Fresh Produce Association, Produce
Marketing Association(PMA), International Foodservice Distributors Association(IFDA),
Institute of Food Technologists(IFT)와 함께 채소류의 생산, 유통물류 데이터를 GS1 국제
표준(GTS 2.0, EPCIS, CBV)으로 공유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함
¡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데이터 기반의 농축수산식품 생산 및 유통물류 서비스
최적화를 위해 생산 및 유통물류 데이터 기록과 검색, 공유를 위한 국제표준이 필요하며, GS1의
CBV, EPCIS, GDSN 등의 표준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유통물류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진행
중이며, Oracle, SAP 등 다양한 솔루션들이 확산 예정
- 미국, Oracle
· Oracle Pedigree and Serialization Manager(OPSM) 솔루션을 제공. 회사가 시리얼 단위의
제품을 관리하고 공급망 전체에서 시리얼 단위의 제품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으며, OPSM을
구성하는 핵심 DB기술로 GS1의 EPCIS 레파지토리를 사용 중
- 독일, SAP
· Auto-ID Infrastructure 솔루션을 제공하며, RFID를 사용하여 공급망을 관리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때 시리얼 단위의 제품에 대한 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회사에 공유.
Auto-ID Infrastructure에서 이벤트 관리를 위하여 GS1 EPCIS를 사용 중
- 미국, FoodLogiQ
· FoodLogiQ Connect 솔루션을 제공하며, FoodLogiQ Connect API를 사용하여 기존 시스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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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통합하고 상품 이력추적, 식품안전 준수 및 공급망 투명성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실현.
또한, 시리얼 단위의 상품의 생산, 유통 이벤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GS1의 EPCIS를 사용
중이며, 이력추적 기술 개발을 위한 표준으로 GS1의 Traceability를 사용 중
¡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농축수산식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을 디지털 세상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웹 서비스에 연결하기 위한 차세대 바코드 표준의 일환으로써, 상품에 부착하는 디지털링크인
QR 표준화와 서비스 연결 기술을 기반으로 네슬레, 메트로 등 식품 생산기업과 유통기업들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스마트서비스 표준 모델 개선과
표준 서비스 어휘 등의 확대 개발이 필요
- 스위스, Nestle/독일, Metro
· 스위스 Nestle는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독일
Metro는 매장 상품의 향상된 소비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차세대 바코드인 GS1 Digital Link
표준을 적용하기 시작
- 스위스, EVRYTHNG
· GS1 Digital Link 국제표준 기반의 사물과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글로벌 유통시장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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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스마트팜 관련 표준 중에서 현재 특허 이슈가 높은 9개의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함
*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을 특허분석 대상 항목으로 함

- (분석 대상 및 범위) 본 분석에서는 keywert 특허분석 DB를 활용하여 한/미/일/유럽/WO
총 5개국에 공개/등록된 특허데이터를 대상으로 추출하되, 최근 20년 구간인 1,686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 2021년 3월까지 공개된 한 미 일, 유럽, 국제특허를 분석대상으로 본 IPR 분석에서는 미공개 데이터가
존재하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출원된 한 미 일, 유럽, 국제특허들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 스마트팜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제공 표준을 비롯한 총 9개
기술에 포함된 표준화 항목별 핵심키워드를 담당 분과위원으로부터 제공받아 특허 검색식을
작성하여 분석을 진행함
< 스마트팜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스마트팜,
스마트온실,
스마트농업, ICT농업,
시설원예,
그린하우스,
비닐하우스,
클라우드, 빅데이터,
오픈에이피아이, API,
cloud, bigdata, digital
twin, 인공지능*, AI

(실내하우스* or 온실* or 시설원예* or 비닐하우스* or 그린하우스*
or greenhouse* or ((그린* or green*) n/1 (하우스* or house*)) or
((스마트* or 실내* or 시설* or 아이씨티* or ICT* or smart*) n/1
(하우스* or 팜* or 원예* or 경작* or farm* or house*))) AND (경작*
or 작황* or 생육* or 재배* or 키움* or 접목* or 방제* or 제초*
or 파종* or 수확* or grafting* or seeding* or cultivat* 환경* or 온도*
or 습도* or 습기* or environment* or temperatu* or humid* or moistur*)
AND (빅데이터* or 인공지능* or ((인공* or artificial*) n/1 (지능* or
intelligen*)) or ((오픈* or open*) n/1 (api* or 에이피아이*)) or API*
or 클라우드* or cloud* or bigdata* or ((머신* or machin*) n/1 (러닝*
or learn*)) or ((디지탈* or 디지털* or digital*) n/1 (트윈* or t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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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농기계, 수확로봇,
노지과수, 클라우드,
빅데이터,
오픈에이피아이,
API, cloud, bigdata,
digital twin,
인공지능*, AI

(농기계* or ((농사* or 농업* or agricult* or farm*) n/1 (기계* or
머신* or machine*)) or ((과수* or 노지* or 농업* or 농사* or 농작*
or farm* or agricultur* or aquafarm* or cultivat* or 스마트팜* or
스마트농업* or ICT농업* or smartfarm* or 접목* or 방제* or 제초*
or 파종* or 수확* or grafting* or seeding* or harvest* or 정치식*
or 자주식*) n/1 (robot* or 로봇 or 로보트 or 드론* or drone*))
or (((스마트* or smart* or 인텔리전* or intelligent* or 지능* or
"ICT") and (농업 or 농사 or 농작* or farm* or agricultur* or
aquafarm* or cultivat*)) n/1 (robot* or 로봇 or 로보트 or tractor*
or 트랙터 or 트렉터 or 드론* or drone*))) AND (빅데이터* or
인공지능* or ((인공* or artificial*) n/1 (지능* or intelligen*)) or ((오픈*
or open*) n/1 (api* or 에이피아이*)) or API* or 클라우드* or cloud*
or bigdata* or ((디지탈* or 디지털* or digital*) n/1 (트윈* or twin*)))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축산, 축사, 가축,
사육, 돼지, 양돈,
클라우드, 빅데이터,
오픈에이피아이,
API, cloud, bigdata,
digital twin,
인공지능*, AI

(축사* or 축산* or 돈사* or 양돈* or 양계* or 계사* or 우사* or 가축*
or 사육* or 돼지* or 양돈* or (cow* n/1 house*) or (cattle* n/1 shed*)
or livestock* or pigsty* or pigpen* or hogpen* or chickyard* or
((poultry* or chicken*) n/1 (farm*))) AND (빅데이터* or 인공지능* or
((인공* or artificial*) n/1 (지능* or intelligen*)) or ((오픈* or open*)
n/1 (api* or 에이피아이*)) or API* or 클라우드* or cloud* or bigdata*
or ((디지탈* or 디지털* or digital*) n/1 (트윈* or twin*)))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수산, 어업, 양식,
클라우드, 빅데이터,
오픈에이피아이,
API, cloud, bigdata,
digital twin,
인공지능*, AI

(수산* or 어업* or 해양* or 어류* or 해조류* or 물고기* or 바다*
or ocean* or fish*) and ((양식* or aquacultur* or maricultur*) or (fish*
n/1 farm*) or (fish* n/1 cultur*)) AND (빅데이터* or 인공지능* or
((인공* or artificial*) n/1 (지능* or intelligen*)) or ((오픈* or open*)
n/1 (api* or 에이피아이*)) or API* or 클라우드* or cloud* or bigdata*
or ((디지탈* or 디지털* or digital*) n/1 (트윈* or twin*)))

노지, 과수, GIS,
GPS, 자세제어,
자이로, 스마트팜,
드론, 자동 농기계,
농업 로봇, 농기계
자율 주행, 수확
로봇, 주행제어장치,
주행경로, 로봇
위치, 실시간
모니터링, 통신
프로토콜

((농기계* or ((농사* or 농업* or agricult* or farm*) n/1 (기계* or
머신* or machine*)) or ((과수* or 노지* or 농업* or 농사* or 농작*
or farm* or agricultur* or aquafarm* or cultivat* or 스마트팜* or
스마트농업* or ICT농업* or smartfarm* or 접목* or 방제* or 제초*
or 파종* or 수확* or grafting* or seeding* or harvest* or 정치식*
or 자주식*) n/1 (robot* or 로봇 or 로보트 or 드론* or drone*)) or
(((스마트* or smart* or 인텔리전* or intelligent* or 지능* or "ICT")
and (농업 or 농사 or 농작* or farm* or agricultur* or aquafarm*
or cultivat*)) n/1 (robot* or 로봇 or 로보트 or tractor* or 트랙터
or 트렉터 or 드론* or drone*))) AND (프로토콜* or protocol* or
인터페이스* or interfac* or 네트워* or 네트웍* or 인터넷* or 통신*
or network* or communicat* or internet* or 패킷* or packet* or 스위칭*
or switch*) AND (인증* or 관리* or 모니터링* or 암호* or 오류*
or fault* or error* or authent* or identif* or manag* or monitor*))

축산, 축사, 가축,
사육, 돼지, 양돈,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환경,
센싱, 센서, 감지,
검출, 제어, 컨트롤,
콘트롤, 관리,
빅데이터, 데이터,
수집, 분석, 운영,
인터페이스, IoT

(축사* or 축산* or 돈사* or 양돈* or 양계* or 계사* or 우사* or
가축* or 사육* or 돼지* or 양돈* or (cow* n/1 house*) or (cattle*
n/1 shed*) or livestock* or pigsty* or pigpen* or hogpen* or chickyard*
or ((poultry* or chicken*) n/1 (farm*))) AND ((온도* or 습도* or 온습도*
or 이산화탄소* or 암모니아* or 환경* or 축사환경* or temperature*
or humidity* or CO2* or ammonia* or environment*) n/1 (매니지*
or 조절* or 제어* or 컨트롤* or 콘트롤* or 관리* or 수집* or 모니터링*
or 분석* or 운영* or control* or manage* or managing* or collect*
or monitor* or analysis* or analyz* or operat*)) AND (센싱* or 센서*
or 감지* or 검출* or 진단* or sensing* or sensor* or detect* or diagnosis*
or diagnose*) AND (IoT* or 아이오티* or ((사물* or thing*) n/1 (인터넷*
or 인터네트* or internet*)) 프로토콜* or protocol* or 인터페이스*
or interfac* or 네트워* or 네트웍* or 인터넷* or 통신* or network*
or communicat* or internet* or 패킷* or packet* or 스위칭* or switch*)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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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
(블록체인) 표준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수산, 어업, 양식,
환경, 관리, 통신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IoT

(양식* or aquacultur* or maricultur* or (fish* n/1 farm*) or ((fish* or
aqua*) n/1 cultur*)) AND ((수질* or 수온* or 수량* or 온도* or 습도*
or 온습도* or 이산화탄소* or 암모니아* or 환경* or temperature*
or humidity* or CO2* or ammonia* or environment*) n/1 (매니지*
or 조절* or 조정* or 제어* or 컨트롤* or 콘트롤* or 관리* or 수집*
or 모니터링* or 분석* or 운영* or control* or manage* or managing*
or collect* or monitor* or analysis* or analyz* or operat*)) AND (센싱*
or 센서* or 감지* or 검지* or 검출* or 진단* or sensing* or sensor*
or detect* or diagnosis* or diagnose*) AND (IoT* or 아이오티* or
((사물* or thing*) n/1 (인터넷* or 인터네트* or internet*)) or
프로토콜* or protocol* or 인터페이스* or interfac* or 네트워* or
네트웍* or 인터넷* or 통신* or network* or communicat* or internet*
or 패킷* or packet* or 스위칭* or switch*)

유통이력,
농산물이력,
이력추적, 식품안전,
위조 방지, 식품
블록체인,
traceability, EPCIS

(유통* or 물류* or 체인* or ((콜드* or cold*) n/1 (체인* or chain*))
or chain* or retail* or distribut*) AND ((농산물* or 농산품* or
수산물* or 수산품* or 농수산물* or 농수산품* or 해산물* or
해산품* or 축산물* or 축산품* or 농축산물* or 농축산품* or 식품*
or 농식품* or 물고기* or 먹거리* or 푸드* or 소고기* or 돼지고기*
or 한우* or 닭고기* or 치킨* or 야채* or 채소* or 과일* or 생선*
or fruit* or grain* or agriculture* or food* or pig* or livestock* or
fish*)) AND (((블록* or 블락* or block*) n/1 (체인* or chain*)) or
((하이퍼* or 분산* or hyper* or distribut*) n/1 (원장* or ledger*))
or 블록체인* or 블락체인* or 분산원장* or blockchain* or 추적*
or track* or 이력* or traceability* or EPCIS*)

디지털링크, 서비스
식별, 서비스
리졸버, GS1, ONS

((농산물* or 농산품* or 수산물* or 수산품* or 농수산물* or
농수산품* or 해산물* or 해산품* or 축산물* or 축산품* or
농축산물* or 농축산품* or 식품* or 농식품* or 물고기* or
먹거리* or 푸드* or 소고기* or 돼지고기* or 한우* or 닭고기*
or 치킨* or 야채* or 채소* or 과일* or 생선* or fruit* or grain*
or agriculture* or food* or pig* or livestock* or fish*)) AND
(((디지털* or 디지탈* or digital*) n/1 (링크* or link*)) or ((서비스*
or service*) n/1 (공유* or shar* or 리졸* or resolv*)) or ((서비스*
or service*) n/1 (식별* or identif*)) or GS1* or ONS*, ((object*
or 오브*) n/3 (네임* or 이름* or name*) n/3 (서비* or servi*)))

- (표시 기호) 하기부터 특허분석 항목을 기호로 대신하여 표기함
기호

특허분석 항목

A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B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C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D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E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F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G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H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I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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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스마트팜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스마트팜 분야 전체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초반부터 지속적
출원되어 2015년부터 매년 100건 이상의 출원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짐
- 전체적으로 출원량이 많은 기술 분야는 아니며, 기반기술에 최신 기술들이 접목되는 분야로서,
최신 기술 개발 방향에 따라 출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빅데이터 관련 기술, IoT 관련 기술, 위조방지(블록체인) 기술, 서비스 제공 기술, 로봇 운용
인터페이스 기술 등 최신 기술들이 다수 포함되어 최근 특허 활동 비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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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출원연도별 동향을 보면, 한국의 경우 2010년 초반부터 서서히 특허 출원량이 증가하고 있고,
2018년부터 100건 이상의 활발한 특허 출원 활동 중
- 반면 해외 발행국의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20~40건 내외의 출원이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출원되고 있으나, 증가하고 있지는 않음
- 미국의 경우에 2014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스마트팜 분야의 특허분석 항목은 한정된 공간에서 최적의 환경관리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IT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토 크기가 작은 한국과 IT 기술개발이 활발한 미국
등의 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과 유럽특허의 경우, 타 발행국 대비 특허 출원량이 상대적으로 적음
- 특허 발행국별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에 출원된 특허가 83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 359건, WO 289건 순이며, 상대적으로 EP, JP의 출원 비중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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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스마트팜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기호

특허분석 항목

기호

특허분석 항목

A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E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B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F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C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G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D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H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I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특허분석
항목
출원
연도

A

B

C

D

E

F

G

H

I

합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5
1
1
1
3
0
2
0
2
9
2
3
1
6
6
11
19
30
53
14
2
171

0
0
0
0
0
0
0
0
1
4
2
0
1
2
8
11
9
37
51
7
4
137

0
0
0
0
0
0
2
0
0
0
0
0
1
2
10
16
17
41
46
19
0
15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7
3
12
12
0
0
35

3
5
13
5
1
3
7
19
24
12
9
14
31
22
33
24
40
32
32
24
2
355

3
7
6
3
12
5
7
13
13
5
9
15
14
19
32
24
37
60
26
13
0
323

0
1
2
4
6
0
3
3
3
6
1
8
4
9
11
18
25
14
14
3
0
135

7
9
23
18
16
12
14
6
15
10
7
10
9
16
15
14
16
47
50
27
1
342

1
0
2
1
0
1
0
0
5
0
0
0
0
7
0
7
4
1
1
4
0
34

19
23
47
32
38
21
35
41
63
46
30
50
61
83
116
132
170
274
285
111
9
1,686

- 특허분석 항목들에 대한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과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에 대한 특허출원이 매우 활발함
- 세 분야 모두 2015년 이후에 활발히 출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관련 연구개발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냄
-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은 타 분야대비 출원 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은 시설원예 분야가 가장 출원량이 많고, 스마트 축사와 노지과수 관련
기술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수산양식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빅데이터 관련 출원이 활발하지 않음
- 빅데이터 관련 4개 분야 모두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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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스마트팜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 출원 현황 >
기호

특허분석 항목

기호

특허분석 항목

A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E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B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F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C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G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D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H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I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특허분석 항목

구간A
(2012년∼2014년)

구간B
(2015년∼2017년)

구간C
(2018년∼2020년)

A

10

36

97

B

3

28

95

C

3

43

106

D

0

11

24

E

67

97

88

F

48

93

99

G

21

54

31

H

35

45

124

I

7

11

6

합계

194

418

670

- 특허 미공개기간을 고려하여 2019년까지를 분석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
특허출원이 매우 활발한 시설원예/스마트축사 환경관리 기술 분야를 고려하여 2020년까지
최근 구간에 포함하여 분석함
- 구간별 출원 증가량이 1.5배에서 2배 수준으로 지속적 특허활동 분야임
- 스마트팜 분야는 최근 3개년 동안에는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과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을 제외하고는
매우 활발한 출원 활동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이 이전 2개 구간 대비 폭발적인 출원량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SOC 디지털화 Part.1 _ 스마트팜 241

¡ 스마트팜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스마트팜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기호

특허분석 항목

기호

A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E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B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F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C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G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D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H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I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특허분석
항목

특허분석 항목

A

B

C

D

E

F

G

H

I

합계

한국(KR)

89

94

73

21

53

241

94

157

16

838

미국(US)

33

23

36

4

159

40

12

45

7

359

일본(JP)

2

7

3

5

7

6

6

66

2

104

유럽(EP)

9

2

5

2

43

7

2

23

3

96

국제(WO)

38

11

37

3

93

29

21

51

6

289

합계

171

137

154

35

355

323

135

342

34

1,686

특허발행국

- 스마트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야의 기술은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oT 관련 기술에서도 한국의 특허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실외 로봇 운용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장 활발하고 WO 특허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볼 때, 실내 원예, 축사 등은 한국이 활발한 반면, 노지 등의 야외 관련 기술은 미국 등의
해외 국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일본의 경우 빅데이터 관련 기술과 IoT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타 특허 기술에 비해서 출원
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유럽의 경우에도 실외 로봇 운용 기술에 대해서만 일부 출원 활동이 있을 뿐, 타 기술 특허활동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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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스마트팜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한국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기호

특허분석 항목

기호

A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E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B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F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C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G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D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H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I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특허분석
항목

특허분석 항목

A

B

C

D

E

F

G

H

I

합계

(주) 글로비트

0

0

0

2

0

3

12

2

0

19

ETRI

2

1

0

0

8

3

0

3

0

17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

1

2

0

0

8

0

3

0

16

대한민국(농촌진흥청장)

5

1

0

0

2

7

0

1

0

16

KAIST

0

0

0

0

3

0

0

2

9

14

문영실 | 최영희 | 최주형

4

2

0

3

0

0

0

0

0

9

서우엠에스 (주)

4

2

0

0

0

3

0

0

0

9

출원인

(주) 반달소프트

2

2

2

0

0

2

0

0

0

8

(주) 글로비트 | (주) 가오누리

0

0

0

0

0

2

4

0

0

6

박선영 | 박선민 | 박선우

0

0

0

0

0

3

1

2

0

6

합계

19

9

4

5

13

31

17

13

9

120

- 한국에서의 스마트팜 기술 분야에 대한 주요 키 플레이어는 주식회사 글로비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순천대학교, 농촌진흥청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우엠에스
주식회사, 반달소프트 등임
- 전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스마트팜 기술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은 활발하지 않으며, 대기업 위주가
아닌 국내 정부기관·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 출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외 기관은 한국에서 활발한 특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 분야별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한 출원인은 다음과 같음
· 빅데이터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은 농촌진흥청
· 빅데이터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은 LG전자
· 빅데이터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은 주식회사 일루베이션
· 빅데이터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은 개인출원인(문영실, 최영희, 최주형)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은 순천대학교
·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은 글로비트
·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동국대학교
·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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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스마트팜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해외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기호

특허분석 항목

기호

A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E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B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F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C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G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D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H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I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특허분석
항목

특허분석 항목

A

B

C

D

E

F

G

H

I

합계

DEERE & COMPANY

0

1

0

0

30

0

0

0

0

31

CLAAS Selbstfahrende
Emtemaschinen GmbH

0

4

0

0

19

0

0

0

0

23

CNH America LLC

0

1

0

0

20

0

0

0

0

21

The Climate
Corporation

0

3

0

0

12

0

0

0

0

15

SABIC INNOVATIVE
PLASTICS IP B.V.

0

0

0

0

9

0

0

0

0

9

INDIGO AG

5

0

0

0

4

0

0

0

0

9

Performance Livestock
Analytics

0

0

8

0

0

0

0

0

0

8

TIONESTA

0

0

5

0

0

3

0

0

0

8

Microsoft Corporation

0

1

0

0

7

0

0

0

0

8

CYNOMYS S.R.L.

3

0

2

0

0

2

0

0

0

7

합계

8

10

15

0

101

5

0

0

0

139

출원인

- 해외에서의 스마트팜 기술분야에 대한 주요 키 플레이어는 눈에 띄지 않으며,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소규모 출원 활동이 주를 이룸
- 실외 로봇 운용 기술 관련하여 DEERE & COMPANY가 가장 많은 출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CLAAS Selbstfahrende Emtemaschinen GmbH, CNH America LLC, The Climate 순임
- 빅데이터 관련 기술은 INDIGO AG, TIONESTA, Performance livestock analytics 등이 소량의
특허활동 중임
- 전반적으로 IoT, 빅데이터 관련 기술에 대한 해외 출원인의 비중이 낮음
- 분야별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한 출원인은 다음과 같음
·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은 INDIGO AG
·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은 CLAAS Selbstfahrende
Emtemaschinen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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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은 Performance livestock analytics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은 Forever Oceans Corporation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은 DEERE & COMPANY
·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은 URBAN GMBH & CO KG
·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은 RALCO NUTRITION, INC.
·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은 Siemens Aktiengesellschaft
·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은 SCANBUY, INC.임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스마트팜 분야에서의 한국의 특허 출원의 양적 경쟁력은 해외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기업이나 연구소 위주로 특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외 출원인 역시 독점적이거나 주도적인 기업이
보이지 않고, 해당 분야에 속한 기업의 소량 특허 활동만 나타나는 것으로, 한국의 특허
경쟁력은 나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해외 기업의 출원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외 로봇 운용 기술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의 특허
규모로 보았을 때에는,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 집중을 통한 단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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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3.6%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TC234

(Fisheries and aquaculture) 수산양식의 용어, 장비 및 운영에 대한 기술
사양, 양식장 특성화 및 적절한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조건의 유지,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보고, 추적성 표준, 폐기물 처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산양식 표준 개발을 ISO TC34 SC17과 Joint WG을 결성(Aquaculture)

TC23

(SC2-Common Test) 트랙터 및 농업기계 전반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및
호환성 일반요구사항 및 기능안전 추가 EMC 요구사항 표준 개발 중
(SC3-Safety and comfort) 자주식 농기계에 대한 운전자 제어장치,
설계원칙, 제동요건 등 주로 안전과 관련된 표준 시리즈표준을 개발하였으며,
축산과 관련하여 로봇 사료배합기에 대한 안전표준 개발 중
(SC4-Tractors) 농업용 트랙터의 동력취출장치(PTO), 삼점링크, 운전석
치수, 견인차량과 관련한 연결, 유압장치 등의 표준을 제정하였고, 원격
유압전원 서비스 및 제어 코딩에 관한 표준 개발 중
(SC6-Equipment for crop protection) 농작물 보호장비에 대한 표준을
담당하여 농업용 드론, 헬기 등을 이용한 항공방제사용에 관한 환경요구조건과
방제시험방법 및 비산에 대한 표준이 개발 중
(SC18-Irrigation and drainage equipment and systems) 스프링클러의
분사 및 테스트에 관한 표준, 관개에 사용되는 각종 필터에 관한 표준이
개발되었고, 관개시스템의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기술 관련 일반 고려사항,
테스트, 상호운용성, 기능 표준 개발 중
(SC19-Agricultural electronics)
- 트랙터 등 농업기계 장비의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ISO 11783
1∼14)이 일부 개정 중 이며, 농장에서 사용되는 사무용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시스템 간 데이터 전송의 완전한 호환성 보장을 위한 표준화가
진행 중
- 부분자동화 및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안전성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확장된 농장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이 개발(CD) 중이며,
전기트랙터와 관련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SO 23116-1∼6) 표준화 진행 중
- 가축 생산시설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통신 및 제어를 위한 프로토콜
및 실시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정의
-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을 정의

SC31

(SC31-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niques) 사물의
식별 및 분류체계, RFID, 이력정보 공유를 위한 어휘, 메시지 포맷, API
프레임워크 표준화 진행 중(GS1 국제표준 연계 협력)

SG13

(WP3/Q1-Future Networks: Innovative Service Scenarios, including
Environmental and Socio Economical Aspects)
- 네트워크 기반 위험 이벤트 모니터렁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저장 및 분석
서비스 모델을 정의하고 농업정보 기반 융합서비스 모델, u-leaning 환경에서
스마트파밍 교육 서비스 표준 개발
- 무인형 스마트팜, 보급형 스마트팜 서비스 모델 표준 개발 진행 중

ISO

국제
(공식)

JTC1

ITU-T

표준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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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SG20

국제
(사실)

표준화 현황
(WP1/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architectural frameworks
across verticals enhanced by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IoT 기반의
스마트축산 프레임워크(Y.IoT-SLF), 스마트팜 관련 분야에 대한 유즈케이스
(Y.Sup.SmartAgri-use cases) 표준화 진행 중

GS1

(Mission Specific WG/Standards Maintenance Group) 글로벌 생산/유통/
물류/소비 이벤트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위한 EPCIS의 표준데이터 모델
인터페이스 개발 진행 중(EPCIS 2.0 and CBV 2.0)이며, 상품, 자산, 장소,
사람 등의 식별자를 키로 하여 서비스를 등록, 검색,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공유 프레임워크 표준화 진행 중(ONS and Digital Link)
(Blockchain IG) 생산/유통/물류/소비 데이터에 대한 블록체인 데이터
생태계 프레임웍 개발 진행 중이며, 산업표준으로 식품, 의약품, 가축,
수산물 등의 이력추적 가이드라인 표준화 진행 중

GDST

(GDST 1.0) 글로벌 수산 및 양식물 이력추적을 위한 식별체계, 프로세스
모델, 이벤트 및 주요 데이터 엘리먼트를 표준화 함

GAA

(Global Aquaculture Alliance) 생물 보안 영역, 항생제 교육, 기후변화 완화,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전력 사용, 물 사용 재순환, 디지털 루트기반 등 BAP Farm
3.0 인증 체계 마련

W3C

(Agriculture Community Group) 웹 API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존
사용자들의 시나리오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웹 개발자와 농업 이해
관계자에게 지능화된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에 신설된
그룹이나, 아직까지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 않음. 최근 WoT(Web of Thing)
개념과 농업기술의 접목 시도가 추진 중

PG426
TTA

(스마트농축수산) 스마트농축수산 서비스프레임워크, ICT 융합기술, 동물
복지 등 스마트농업의 필수 기술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그룹
- 스마트온실 및 축사 관련 상호호환성 표준, 유통 관련 표준 제정 및
지속적인 표준화를 추진 중
- 2020년에는 빅데이터, AI, 디지털트윈 기술로 확장했으며, 2021년에는
표준 개발 대상을 수산양식까지 확장하여 ICT를 기반으로 한 농축수산
전반에 대한 표준 개발을 추진 중

2014년 6월 신설되어, 스마트농업 전반의 유즈케이스, 시설원예 센서 인터
농식품ICT
페이스, 메타데이터 및 플랫폼, 노지분야 확대, 생산·유통 관련 표준개발을
융합표준포럼
위한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협의체 운영

농업
스마트팜ICT
기술
융합표준화
실용화
포럼
재단

2017년 9월 스마트팜 관련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신설하여,
스마트원예, 스마트축산, 스마트농기계, 국제표준 분과로 나누어 운영 중.
- 스마트온실 양액 공급장치 인터페이스, 스마트축산 사양관리기기 정보
수집 요구사항–제1부 일반요구사항, 스마트축산 사양관리기기 정보수집
요구사항–제2부 돼지는 국가 표준 제정을 진행 중
- 단체표준(FACT)으로 시설원예 스마트팜 수집데이터, 스마트온실 과채류/
엽채류/절화류 생육정보 메타데이터, 스마트축산 사양 환경관리 장치제어
표준 개발 중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

2009년부터 TC23분야 COSD기관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국립농업
과학원과 함께 OECD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가상시험과 관련하여 트랙터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ISO 국제표준 제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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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시설원예]
¡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스마트팜 환경 관리와 관련하여, 국내의 경우 주로
스마트팜 시설 내부의 장치들 간 호환성 및 연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되었으며, RF기반의 스마트관제 프로토콜, 시설원예를 위한 표준 용어, 스마트팜
제어기에 사용되는 스크립트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됨. 개별 농가의 이기종 스마트팜 시스템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및 생육 관리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
- 국가기술표준원
· 농촌진흥청과의 MOU를 통해 ISO TC23 SC19대응을 위한 국내전문위원회를 농촌진흥청
산하에 설치하고 주로 시설원예 또는 노지에서 사용되는 농업용 기계와 관련된 국가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
- 국립전파연구원
· 스마트팜 관련 ICT 국가표준 개발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스마트팜 센서
및 구동기 인터페이스, 메타데이터와 하드웨어 연결 방식 등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
· 2021년에는 RS485 모드버스 기반 노드/디바이스 등록 절차, 온실통합제어기와 양액기
노드 간 인터페이스 국가표준 개발 완료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 시설원예 장비간 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를 개발한 바 있으며, 스마트팜 서비스 프레임
워크 및 시그널링에 관한 표준을 개발
· 2020년부터 CoAP 기반의 스마트팜 관리 및 제어 프레임워크 표준과 센서 및 구동기
프로파일 표준개발을 완료하고 축사의 사양관리기 표준 개발 추진 중
-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 2014년에 신규 설립 이후, 2015년부터 시설원예, 유통 및 축산 분과 운영을 통해 시설원예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표준을 진행 중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 2017년도 농식품 ICT 관련 산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을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TTA 단체
표준으로 채택된 센서/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을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국가표준으로
채택을 완료하고 2021년 표준 개정을 추진 중
· 단체표준(FACT)으로 2021년 시설원예 분야의 센서/구동기와 온실통합제어기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표준 및 이와 관련된 적합성 시험방법 표준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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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국립전파
연구원

TTA PG426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KS-X-xxxx, 모드버스/RS485 기반 스마트 온실 노드/디바이스 등록 절차 및 기술규격

2021

KS-X-xxxx, 스마트 온실의 온실 통합 제어기와 양액기 노드 간 RS485 기반 모드
버스 인터페이스

2021

KS-X-3265, 스마트온실 구동기 인터페이스

2018

KS-X-3266, 스마트온실 센서 인터페이스

2018

KS-X-3267, 스마트온실 노드 및 제어기간 RS485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2018

KS-X-3268, 스마트온실 구동기 메타데이터

2018

KS-X-3269, 스마트온실 센서 메타데이터

2018

TTAK.KO-10.1243-Part1, CoAP 기반 스마트팜 관리 및 제어 프레임워크 - 제1부:
베이스 프로토콜

2020

TTAK.KO-10.1243-Part2, CoAP 기반 스마트팜 관리 및 제어 프레임워크 - 제2부:
센서 프로파일

2020

TTAK.KO-10.1243-Part3, CoAP 기반 스마트팜 관리 및 제어 프레임워크 - 제3부:
창 개폐기 프로파일

2020

TTAK.KO-10.1164-part1, 스마트팜 용어 정의 - 제1부: 온실

2019

TTAK.KO-10.1165, 스마트온실 서비스 제어 프로토콜: 기본 서비스 절차

2019

TTAK.KO-10.1166, 스마트 온실 제어 스크립트 언어 정의

2019

TTAK.KO-10.1167, 경량형 제어프로토콜(LCP)을 위한 IP 적응 계층(IPAL) 동작
요구사항

2019

TTAK.KO-10.1171, 스마트온실에서 온실 통합 제어기와 양액기 노드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2019

TTAK.KO-10.1172, 모드버스/RS485 기반 스마트온실 노드/디바이스 등록 절차 및
기술 규격

2019

TTAK.KO-10.1177, UHF대역 400MHz무선링크기반 스마트 온실 제어 프로토콜

2019

TTAK.KO-10.1178-part1, 스마트온실 설치 지침서 - 제1부: 통신기술

2019

TTAK.KO-10.0945/R1, [개정] 스마트온실을 위한 원격 감시용 스마트 영상장치

2019

TTAK.KO-10.1086, 스마트온실용 센서/구동기 I/O 인터페이스 추상화 모듈

2018

TTAK.KO-10.1087, 스마트온실 관제를 위한 경량형 제어 프로토콜

2018

TTAK.KO-10.1088, 스마트팜 센서노드와 게이트웨이간 비연결형 통신프로토콜

2018

SPS-FACT 0004-xxxx, 스마트 온실 센서/구동기 노드 및 온실 통합 제어기간 RS485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적합성 시험 방법

2021

SPS-FACT 0005-xxxx, 스마트 온실 센서/구동기 노드 및 온실 통합 제어기간 RS485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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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 한 국내
표준화는 아직 연구 초기단계에 있으나, FaaS(Farm as a Service) 개발로 비용절감과 데이터의
기밀성과 효율성 배가를 위한 표준 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 스마트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모델, 데이터 상호연동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을 추진 중
- 국립전파연구원
· 스마트팜 관련 ICT 국가표준 개발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스마트팜 센서
및 구동기 인터페이스, 메타데이터와 하드웨어 연결 방식 등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
· 2021년에는 스마트 온실에 설치되는 노드의 메타데이터에 대한 국가표준 개발 완료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 2016년부터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여 왔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용어, 구성요소 및 서비스 요구
사항을 정의 완료하고 스마트팜운영서비스(FOS based FaaS) 등의 시나리오를 제시
· 2020년에는 스마트팜 데이터 공유를 위한 API 구조 요구사항 표준과 이기종 장치 간
데이터 변환 프레임워크 요구사항 표준 개발 완료
-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 2014년에 신규 설립 이후, 2015년부터 시설원예, 유통 및 축산 분과 운영을 통해 시설원예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표준을 진행 중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 2017년도 농식품 ICT 관련 산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을 신설하여 운용
· 단체표준(FACT)으로 시설원예 스마트팜 수집데이터, 스마트온실 과채류, 엽채류, 절화류에
대한 메타데이터 표준 개발 완료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국립전파연구원

TTA PG426

표준(안)명

완료연도

KS-X-xxxx, 스마트 온실 노드 메타데이터

2021

TTAK.KO-10.1244-Part1, 스마트 온실 이기종 장치 데이터 변환 프레임워크 제1부: 서비스 요구사항

2020

TTAK.KO-10.1245-Part1, 스마트팜 데이터 공유를 위한 API – 제1부: 요구 사항

2020

TTAK.KO-10.1089, 클라우드기반 스마트팜 영농작업관리 서비스 인터페이스

2018

TTAK.KO-10.1090, 클라우드기반 스마트팜 온실의 장비 오작동 대응 서비스 인터페이스

2018

TTAK.KO-10.1091, 클라우드기반 스마트팜 장치 관리를 위한 생애주기 관리

2018

TTAK.KO-10.1092, 농장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와 온실 관제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2018

TTAK.KO-10.1005, 팜클라우드 기반 병해충 대응 서비스 인터페이스

2017

TTAK.KO-10.1006, 팜클라우드와 써드파티 응용서비스 간의 인터페이스

2017

TTAK.KO-10.1007, 팜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장치간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2017

25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표준화기구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SPS-FACT 0006-xxxx, 스마트온실 과채류 생육정보 메타데이터(가지, 고추,
미니오이, 방울토마토,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2021

SPS-FACT 0007-xxxx, 스마트온실 엽채류 생육정보 메타데이터(상추)

2021

SPS-FACT 0008-xxxx, 스마트온실 절화류 생육정보 메타데이터(장미)

2021

SPS-FACT 0009-xxxx,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수집 데이터

2021

[노지과수]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5G 기반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장비를
이용한 ‘원격제어’ 기술 및 조작 없이 자율주행으로 농작업을 하는 ‘무인농작업’ 및 원격으로
농업기계의 위치를 파악하고 농기계 작업 이력데이터, 고장진단 등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험평가, 데이터 표준, 개념정립 등의 표준개발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
- 국가기술표준원 ISO TC23 전문위원회
·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에 사용되는 분무탱크의 안전기준과 연결구성품(노즐, 호스, 연결부,
붐대 등)으로 인한 접촉 사고 방지 표준 제정 완료
· 자율주행 트랙터와 관련된 기초적인 기반이 될 국제 표준 부합화 제정 완료
· 농업용 무인항공방제의 성능을 확인할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개발하여 국내에 보급되는
무인항공방제기의 품질기준을 위해 표준제정 완료
· 농업용 관수장비, 트랙터 통신 및 안전,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레벨 정의에 관한 국가 표준
제정 진행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KS B ISO 11783-2:2018,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 - 직렬 제어 및 통신 데이터
네트워크 - 제2부: 물리 계층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2021
2021

KS B ISO 25119:2018,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제어시스템 안전관련부품
KS B ****, 자율주행 농기계 레벨정의
KS B ****, 농림업용 기계 - 무인항공방제시스템 - 방제작업 절차
KS B ****, 농업용 관수장비 - 양액공급기 - 일반 요구 조건
국가기술
표준원

KS B ****, 농림업용 트랙터 - 2주식 보호구조물 - 가상 정적 시험방법과 허용 조건
KS B 7949, 농림업용 기계 - 무인항공방제시스템 - 분무성능 시험방법
KS B ISO 8026:2009, 농업용 관수 장비 - 분무기 - 일반 요구 사항 및 테스트 방법
KS B ISO 9261:2004, 농업용 관수 장비 - 점적단추 및 점적파이프 - 규격과 시험방법
KS B ISO 10975:2009,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운전자용 트랙터 및 자주식
농기계의 자동 유도 시스템 - 안전 요구사항
KS B ISO 12188:2010,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농업에서 위치와 안내 시스템
시험 절차

2021

KS B 7948, 농림업용 기계 - 무인항공방제시스템 - 일반 요구조건

2018

20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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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생산’에 해당하는 ‘준비에서
수확 출하’ 단계(준비(경운·정지·파종·육묘·정식)-재배·생육관리(물·양분, 병해충·잡초)-수확·
출하(수확·선별·1차 가공·포장·저장·출하))중심으로 표준 지원, ‘유통 소비’는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까지 표준 지원, 고품질 데이터 생산을 위한 센싱 고도화, 영농기술의 데이터화,
기상 환경 생육 영농기술 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의사결정 솔루션 및 제어 알고리즘 개발,
이와 연계한 농자재 기기 등의 개발관련 표준 고도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 노지분야에서 노지 관수·관비제어기와 센서 및 구동기노드 간 인터페이스, 온실분야에서
스마트 온실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 제정을 진행 중
· 향후, 병충해 관측, 수확량 예측, 파종시기 관리에 활용되는 기상 모니터링 및 예보 등 인공
지능 기술기반 표준 및 농업용 드론, 무인 수확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표준화 진행 예정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 노지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확산ㆍ보급에 앞서 ‘디지털 활용 표준모델’ 개발 및 기자재
표준 마련, 이와 관련된 검 인증제도 고도화, 노지 스마트팜 관련 기자재 표준화 및 검
인증 기준 마련으로 개발 기자재가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전환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0-0487, 스마트 온실 서비스 프레임워크

진행중
(2022)

2021-0020, 노지 관수·관비 제어기와 센서 및 구동기노드 간 인터페이스

진행중
(2022)

TTA PG426

농업기술
SPS-FACT-xxxx, 스마트노지 기능 구조 및 통신 요구사항
실용화재단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SPS-FACT-xxxx, IEEE 802.15.4기반 농업용 무선통신 기술규격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축산]
¡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국내의 경우, TT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축사 내·외부의 정보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표준화를 진행 중. 향후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축사 환경 및 사양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격화된 수집 인터페이스와 수집된
정보 분석을 위한 표준이 필요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 축사 내·외부 센서 정보 수집을 위한 인터페이스, 안전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센서 정보 저장과 공유를 위한 정보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스키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또한, 대상 가축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여 ICT융복합 장비규격 및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 제정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 축산시설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표준으로 사양관리 장치에 대한 세부 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이 표준에서는 축종별로 사용되는 ICT기반 사양관리 장치 19종에 대한
기계적, 전기적 인터페이스 규격과 작동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
25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426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1164-part2, 스마트팜 용어 정의 - 제2부: 축사

2020

TTAK.KO-10.1246-part1, 동물복지인증시스템과 사용자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
제1부: 양돈

2020

TTAK.KO-10.1168, 스마트축사 내기 센서 메타데이터 구조

2019

TTAK.KO-10.1169, 스마트축사 외기 센서 메타데이터 구조

2019

TTAK.KO-10.1175-part1, 축산 분야 ICT융복합 장비규격 및 서비스 요구사항 - 제1부: 양돈

2019

TTAK.KO-10.1175-part2, 축산 분야 ICT융복합 장비규격 및 서비스 요구사항 - 제2부: 양계

2019

TTAK.KO-10.1175-part3, 축산 분야 ICT융복합 장비규격 및 서비스 요구사항 - 제3부: 한우

2019

TTAK.KO-10.1175-part4, 축산 분야 ICT융복합 장비규격 및 서비스 요구사항 - 제4부: 낙농

2019

TTAK.KO-10.1176, 축산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와 스마트축사 관리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2019

TTAK.KO-10.0979/R1, 스마트축사를 위한 외기 센서 인터페이스

2019

TTAK.KO-10.0980/R1, 스마트축사를 위한 내기 센서 인터페이스

2019

TTAK.KO-10.0981/R1, 스마트축사를 위한 안전 센서 인터페이스

2019

농업기술
SPS-FACT 0001-7293,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정보수집 제1부 : 소
실용화재단 SPS-FACT 0002-7294,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정보수집 제2부 : 돼지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SPS-FACT 0003-7295,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정보수집 제3부 : 닭

2018
2018
2018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스마트 축산에서의 축종별 데이터
수집을 위한 표준은 진행되고 있지만, 수집된 데이터의 제공방식 및 데이터 간 연계, 데이터
제공 포맷과 관련된 표준은 미비한 상태임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 스마트축사의 내기, 외기 센서를 위한 센싱값 및 센싱값 정보 획득을 위한 표현 방식이
상이하여 이기종 장치간 상호 연동이 어려움에 따라 센서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 표준 제정
· 스마트축사의 농장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및 가공데이터, 사육 및 관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제정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정보 수집을 위한 세부 규정을 정하였고, 각 축종별 사양관리
기기에서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제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1168, 스마트축사 내기 센서 메타데이터 구조

2019

TTAK.KO-10.1169, 스마트축사 외기 센서 메타데이터 구조

2019

TTAK.KO-10.1176, 축산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와 스마트축사 관리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2019

농업기술
SPS-FACT 0001-7293,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정보수집 제1부 : 소
실용화재단
SPS-FACT 0002-7294,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정보수집 제2부 : 돼지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SPS-FACT 0003-7295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정보수집 제3부 : 닭

2018

TTA PG426

20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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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양식]
¡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수산양식 분야의 직접적인 표준화 활동은 없는 상태이나
스마트양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표준 개발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 대부분의 양식기자재 개발이 단발성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ICT 융합부품(센서,
제어기, 통신장치 등)의 상호 호환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관련 확립 표준이 시급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수산양식 분야의 생산-유통-가공소비 관련 연구가 최근 확대되고 있으나 빅데이터 관련 표준 제정은 진행되고 있지 않음.
특히 영상, 이미지, 센서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의 수집형태 및 활용 측면에서 관련 표준의
필요성은 많이 언급되고 있으나 표준을 주도하는 기관은 해외중심이며, 국내는 2021년 어가
중심의 서비스요구사항 관련 표준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표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메타데이터, 빅데이터 서비스 및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표준화가 요청됨
[농축수산 유통물류]
¡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현재 국내의 농축수산물의 이력 추적
시스템은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고 파편화된 형태로 구축이 되고 있으나 식품안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국제표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다양한 연구 및 시범
사업을 통해 유통물류 분야의 사실표준화기구인 GS1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국내 응용
표준안들이 마련되었으며, 국제표준 개정안에 맞추어 기존 국내표준의 개정과 추가 표준
개발이 필요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 GS1 EPCIS, Pedigree, 바코드 레이블, 이력사설 인증 등 각 국제 표준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한 국내 응용 표준화가 진행 중
-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 2014년에 신규 설립 이후, 2015년부터 유통 분과 운영을 통해 농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표준바코드 레이블링, 이력사설 인증 방법과 관련된 표준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에
개정될 GS1 EPCIS 2.0과 CBV 2.0, 그리고 GTS 2.0에 맞추어 TTA 표준안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1003, EPCIS 기반 농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지침서

2017

TTAK.KO-10.1002, 농축산물 GS1 표준 바코드의 레이블 출력 지침서

2017

TTAK.KO-10.0941, 농산물 식품 생산, 유통 및 소비 정보 서비스

2016

TTAK.KO-10.0938, 협동조합을 위한 가축 이력 사설 인증 방법

2016

TTA PG426

25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국내 농축수산식품 산업의 디지털전환과 AI기반의
서비스 혁신을 위한 생산 및 유통물류의 데이터 표준화가 요구되며, 이에 필요한 생산 및
유통물류 어휘, 데이터 모델링, API,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립 등의 이슈에 대해 표준화가
유통물류 사실 국제 표준기구인 GS1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국내 적용 및 응용표준안들에
대해 표준화가 진행 중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 GS1의 유통 물류 데이터 표준에 기반하여, 국내 농축수산식품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E

PCIS 스키마 모델링, GS1 SOURCE를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환경 센서 정보 등 생산
및 유통 물류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됨
-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 2014년에 신규 설립 이후, 2015년부터 유통 분과 운영을 통해 생산 및 유통물류 데이터를
위한 어휘, 데이터 모델, API, 센서데이터 스키마, 식품 메타데이터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에 개정될 GS1 EPCIS 2.0, CBV 2.0, GS1 Global Registry를
참조하여 기존 국내표준의 개정 및 추가 작업이 필요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426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OT-10.0421, 농식품 유통 오픈 데이터를 위한 핵심 비즈니스 단계 제시
지침

2017

TTAK.KO-10.1004, 스마트축사 센서데이터에 대한 EPCIS 이벤트 스키마설계
지침서

2017

TTAK.KO-10.0940, 농축산물 식품 메타데이터 모델링 가이드라인

2016

TTAK.KO-10.0939, 농산물 생장 및 유통 환경 모니터링 센서 정보 운용 방법

2016

¡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디지털전환에 따른 생산자, 유통물류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차세대 바코드 시스템에 대한 표준 개발이
필요하며, 농축수산식품의 국제표준 식별자(차세대 바코드)를 키로 하여, 원산지, 리콜, 구매,
요리법, 사용방법, 성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기술 표준 개발 예상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 농축수산식품의 글로벌한 상품 식별자를 키로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등록, 검색, 접근할
수 있는 표준 기술을 개발하고 농축산물 서비스 탐색 구조 표준화 제정 완료
-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 2014년에 신규 설립 이후, 2015년부터 유통 분과 운영을 통해 농축산물 서비스 탐색구조
제정하였으며, 농축수산식품의 차세대 바코드인 디지털 링크를 기반으로 생산자, 유통
물류자, 소비자 간의 서비스 공유 표준기술 개발을 진행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426

표준(안)명
TTAK.KO-10.0942, 농축산물 서비스 탐색 구조

완료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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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시설원예]
¡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IoT 기반 스마트팜 환경관리 기술 관련 국제 표준화는
시작단계이나, 스마트팜에 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 표준화가 급격히 확대 될 것으로 예상
- ITU-T SG13
·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파밍 개요를 정의하는 Y.4450/Y.2238 국제표준을 2015년에 세계
최초로 제정
· 스마트팜 운용·관리상의 리스크 관리 서비스와 생산 전 단계에서 경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서비스 모델 정의를 위한 Y.2243, Y.2244 표준 개발 완료
· 농업정보 기반의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서비스 모델 표준인 Y.2245를 2020년에 개발
· 2021년 u-leaning 환경에서 스마트팜 관련 교육서비스 표준인 Y.2246 표준 개발을 완료
하고, 무인형 스마트팜 서비스 모델(Y.ous) 및 보급형 스마트팜 서비스 모델(Y.esm) 표준
개발 진행 중
- ITU-T SG20
· ETRI에서는 국내 스마트팜 업체들의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스마트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구조,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프레임워크(Y.4466)표준을 2015년에 제안하여
2020년도에 완료
· 스마트온실과 노지, 수경재배 및 스마트 축사 등 스마트팜 분야에 대한 유즈케이스(Y.Sup.
Smart Agri-usecases) 표준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스마트팜 관제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엣지-IoT 클라우드 기반의 관제서비스 플랫폼 기능구조 및 요구사항에 대한
신규 표준 개발 추진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TU-T SG13

표준(안)명

완료연도

Y.ous, Overview of unmanned smart farm based on networks

진행중
(2023)

Y.ems, Service model for entry-level smart farm

진행중
(2022)

Y.2246, Smart Farming Education Service based on u-learning environment

2021

Y.2245, Service model of the Agricultural Information based Convergence Service

2020

Y.2244, Service model for a cultivation plan service at the pre-production stage

2019

Y.2243, The framework and application model for risk mitigation service based
on network

2019

Y.4450/Y.2238, Overview of Smart Farming based on networks

2015

Y.Sup.SmartAgri-usecases, Use cases of IoT based smart agriculture
ITU-T SG20
Y.4466, Framework of Smart Greenhous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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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2022)
2020

¡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및 제공 서비스 기술에 대한 표준화는 관련 기술 개발 상황과 비교하여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표준화 추진이 요구됨
- ITU-T SG20
· ETRI에서 엣지-IoT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신규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관제를 위한 스마트팜 환경·관제 데이터 모델, 데이터 상호운용 프레임워크, API 정의에
대한 표준 개발 추진 중
- W3C Agriculture Community Group
· 웹 API 및 서비스 사용자들의 시나리오를 수집·분류하여 웹 개발자와 농업 이해관계자에게
지능화된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에 신설되었으며, 최근 WoT(Web-of-Things)
그룹과 스마트팜과 관련된 API 표준화에 대한 협업 진행 중
[노지과수]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ISO TC23 중심으로 스마트팜 실외 환경에
필요한 자율주행 농업기계 및 로봇 농작업 제어, 통신, 안전성 및 성능 시험을 위한 국제
표준을 제정 중이며, 농업기계 전반의 전자파적합성 및 호환성, 로봇 사료시스템 안전, 원격
서비스 및 제어 코딩, 무인항공방제사용에 관한 환경요구조건 및 방제시험방법, 관개시스템의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기술, 농장관리정보시스템 데이터인터페이스(EFDI) 표준이 개발 될
것으로 전망
- ISO TC23 SC2
· 농업용 트랙터의 배기가스, 무게중심, 차축동력, 견인력 테스트, 유압 동력, 조향 능력,
저온 시동 등 운행에 관한 시험에 관한 표준 ISO 789 제정 완료
· 트랙터 전방, 후방 보호구조물에 대한 정적, 동적시험절차에 대한 ISO 12003-1~2를 제정
하였고, 트랙터 및 농업기계 전반의 전자파적합성 및 호환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및 기능
안전에 대한 추가 EMC 요구사항 등이 개발 중
- ISO TC23 SC3
· 자주식 농기계에 대한 운전자 제어장치, 설계원칙, 제동요건 등 주로 안전과 관련된 표준
ISO 4254 시리즈표준을 개발하였으며, 축산과 관련하여 로봇 사료시스템 안전에 대한 ISO/
CD 3991 표준, 사료배합기에 대한 ISO/CD 4254-19 표준이 개발 중
- ISO TC23 SC4
· 농업용 트랙터의 표준을 담당하며 동력취출장치(PTO), 삼점링크, 운전석 치수, 견인차량과
관련한 연결, 유압장치 등의 표준을 제정하였고, 원격 유압전원 서비스 및 제어 코딩에
관한 ISO/CD 11471 표준이 개발 중
- ISO TC23 SC6
· 농작물 보호를 위한 분무장비에 대한 표준을 담당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농업용
드론, 헬기 등을 이용한 무인항공방제사용에 관한 환경요구조건 및 방제시험방법, 비산에
대한 표준이 개발되고 있음. 특히, 한국에서 NP 제안한 ISO 23117 시리즈표준 개발이
WG25에서 진행 중
- ISO TC23 SC18
· 관개기술에 대한 표준을 담당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의 분사 및 테스트에 관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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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개에 사용되는 각종 필터에 관한 표준이 개발되었고, 관개시스템의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기술과 관련하여 일반 고려사항, 테스트, 상호운용성, 기능 과 관련한 ISO 21622 표준이
시리즈 표준으로 개발 중
- ISO TC23 SC19
· 농업용 트랙터 제어시스템의 기능안전에 관련된 표준 ISO 25119시리즈가 2018년도에
개정되었으며, 농임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의 통신 프로토콜 관련하여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관리, 트랙터 ECU, 진단서비스, 환경 조건에 대한 내성시험 등에 관한 표준인
ISO 11783시리즈가 개정됨(ISO CD 11783-7은 개정 중)
· 안전과 편의장비를 담당하는 SC3에서 트랙터 오토가이던스 시스템 안전요구사항 표준,
전기트랙터의 일반 요구조건, 고도로 자동화된 농업기계 설계원칙 표준을 SC19로 2020년
12월에 이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무인자율주행 트랙터의 기초가 되는 운전자가 제어하는
트랙터 자동안내시스템 안전요구사항에 관련된 표준 ISO 10975 개정 제안 발의되었으며,
자율주행 트랙터와 관련된 설계원칙 및 용어, 안전요구사항이 ISO 18497-1~2표준으로 개발 중
· 전기트랙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700V DC/480V AC를 사용하는 트랙터 고전력 전기
인터페이스의 구현을 포함하는 설계 및 물리적 인터페이스, 안전 요구사항, AC 작동 모드,
DC 작동 모드, 통신 제어, 기계적 통합에 대한 표준을 ISO 23316 시리즈에서 개발 중
· 농업과 관계되는 다양한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교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농작업 프로세스 모니터링, 제어 및 작업 실행 상태에 대한 적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동시에 모바일 장치를 농장 작업 프로세스에 통합함에 따라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확장된 농장 관리 정보 시스템 데이터
인터페이스(EFDI) 표준 ISO CD 5231이 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SO TC23
SC2

ISO TC23
SC3
ISO TC23
SC4

ISO TC23
SC6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DIS 14982-1, Agricultural and forestry machinery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Test methods and acceptance - Part 1: General EMC requirements

진행중
(2022)

ISO/DIS 14982-2, Agricultural and forestry machinery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Part 2: Additional EMC requirements for functional safety

진행중
(2022)

ISO/CD 3991, Agricultural machinery - Robotic feed systems - Safety

진행중
(2022)

ISO/CD 4254-19, Agricultural machinery - Safety - Part 19: Feed mixing machines

진행중
(2022)

ISO/CD 11471, Agricultural tractors and machinery - Coding of remote hydraulic
power services and controls

진행중
(2022)

ISO/CD 23117-1, Agricultural and forestry machinery - Unmanned aerial spraying
systems - Part 1: Environmental requirements

진행중
(2024)

ISO/AWI 23117-2, Agricultural and forestry machinery - Unmanned aerial spraying
systems - Part 2: Test methods to assess the horizontal transverse spray
deposition

진행중
(2024)

ISO/AWI 23117-3, Agricultural and forestry machinery - Unmanned aerial spraying
systems - Part 3: Field measurement method of spray drift for UAV chemical
application

진행중
(2024)

25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표준화기구

ISO TC23
SC18

ISO TC23
SC19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DIS 4444, Agricultural sprayers - Recording of Spray Drift Parameters

진행중
(2023)

ISO/DIS 16119-5, Agricultural and forestry machinery - Environmental
requirements for sprayers - Part 5: Aerial spray systems

진행중
(2023)

ISO/WD 21622-1, Irrigation techniques - Remote monitoring and control for
irrigation - Part 1: General considerations

진행중
(2023)

ISO/WD 21622-4, Irrigation techniques - Remote monitoring and control for
irrigation - Part 4: Functionality

진행중
(2023)

ISO/CD 21622-2.2, Irrigation techniques - Remote monitoring and control for
irrigation - Part 2: Tests

진행중
(2022)

ISO/CD 21622-3, Irrigation techniques - Remote monitoring and control for
irrigation - Part 3: Interoperability

진행중
(2022)

ISO/CD 11783-7,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Serial
control and communications data network - Part 7: Implement messages
application layer

진행중
(2023)

ISO/AWI 18497-2, Agricultural machinery and tractors - Safety of partially
automated, semi-autonomous and autonomous machinery - Part 2: Design
principles for obstacle protection systems

진행중
(2023)

ISO/CD 23316-1,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Electrical
high power interface 700VDC/480VAC - Part 1: General description

진행중
(2023)

ISO/CD 23316-2,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Electrical
high power interface 700VDC/480VAC - Part 2: Physical interface

진행중
(2023)

ISO/CD 23316-3,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Electrical
high power interface 700VDC/480VAC - Part 3: Safety requirements

진행중
(2023)

ISO/CD 23316-4,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Electrical
high power interface 700VDC/480VAC - Part 4: AC operation mode

진행중
(2023)

ISO/CD 23316-5,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Electrical
high power interface 700VDC/480VAC - Part 5: DC operation mode

진행중
(2023)

ISO/CD 23316-6,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Electrical
high power interface 700VDC/480VAC - Part 6: Controls communication

진행중
(2023)

ISO/CD 23316-7,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Electrical
high power interface 700VDC/480VAC - Part 7: Mechanical integration

진행중
(2023)

ISO/CD 18497-1, Agricultural machinery and tractors - Safety of partially
automated, semi-autonomous and autonomous machinery - Part 1: Machine
design principles and vocabulary

진행중
(2022)

ISO/CD 5231, Extended Far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Data Interface
(EFDI)

진행중
(2022)

ISO 11783-2,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Serial control
and communications data network - Part 2: Physical layer

2019

ISO 11783-5,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Serial control
and communications data network - Part 5: Network management

2019

ISO 11783-12,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Serial control
and communications data network - Part 12: Diagnostics services

2019

ISO 25119-2,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Safety-related
parts of control systems - Part 2: Concept phas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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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25119-1,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Safety-related
parts of control systems - Part 1: General principles for design and development

2018

ISO 25119-3,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Safety-related
parts of control systems - Part 3: Series development, hardware and software

2018

ISO 25119-4,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Safety-related
parts of control systems - Part 4: Production, operation, modification and
supporting processes

2018

ISO 11783-3,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Serial control
and communications data network - Part 3: Data link layer

2018

ISO 11783-6,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Serial control
and communications data network - Part 6: Virtual terminal

2018

¡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 및 제공 서비스 기술에 대한 표준화는 관련 기술 개발 상황과 비교하여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노지과수 생산 단계 데이터 항목 정의 및 Open API 기반 데이터
제공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화 추진이 요구됨
- ITU-T SG20
· ETRI에서 엣지-IoT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신규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관제를 위한 스마트팜 환경·관제 데이터 모델, 데이터 상호운용 프레임워크, API 정의에
대한 표준 개발 추진 중
- W3C Agriculture Community Group
· 웹 API 및 서비스 사용자들의 시나리오를 수집·분류하여 웹 개발자와 농업 이해관계자에게
지능화된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에 신설되었으며, 최근 WoT(Web-of-Things)
그룹과 스마트팜과 관련된 API 표준화에 대한 협업 진행 중
[축산]
¡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ITU-T SG20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축사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화가 시작되었지만, 스마트축사를 대상으로 요소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는 기구는 아직 없음
- ITU-T SG20
· 브라질 ANATEL 주도로 IoT에 기반을 둔 스마트축산업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능력을
규정하기 위한 표준(Y.IoT-SLF)을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TU-T SG20

Y.IoT-SLF, Framework and capabilities for Smart Livestock Farming Based on
Internet of Things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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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축산시설에서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과 관련하여 표준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데이터로 활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 상호 교환과 관련된 표준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ITU-T SG13
·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위험 이벤트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를 실시간 저장 및 분석을 위한
서비스 모델을 정의
- ITU-T SG20
· 브라질 주도로 IoT 기반의 스마트축산업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능력을 규정하기 위한
표준(Y.IoT-SLF)을 제안하였고, 제안한 표준의 응용서비스 범위에 제안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실내 온도 조절, 건강 모니터링 데이터를 정의
- ISO TC23
· 가축 생산시설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통신 및 제어를 위한 프로토콜 및 향후
XML을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정의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TU-T SG13

Y.2243, A Service model for risk mitigation service based on network

2019

ITU-T SG20

Y.IoT-SLF, Framework and capabilities for Smart Livestock Farming Based
on Internet of Things

진행중
(2022)

ISO 17532:2007, Stationary equipment for agriculture - Data communications
network for livestock farming

2007

ISO 11788-2:2000, Electronic data interchange between information systems
in agriculture - Agricultural data element dictionary

2000

ISO TC23

[수산양식]
¡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ISO TC234에서는 2007년 이후로 수산 양식업 전반에
걸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ITU-T SG20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양식장 관리에
대한 표준화를 준비 중
- ISO TC234
· Fisheries and aquaculture 기술위원회가 2007년에 구성되어 수산 양식업에 걸쳐 용어,
장비 및 운영의 기술적 사양, 양식장 특성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상태 관리,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및 이력 추적,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개의 표준 문서를 발간하였고 1개의 표준 문서를 진행 중
- ITU-T SG20
· 현재까지 수산양식 환경 관리 관련하여 진행되는 표준 권고안은 없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팜 환경 관리 표준과 연계하여 스마트 양식장 시나리오, 요구사항 및 프레임
워크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준비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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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ISO/CD 5020, Waste reduction and treatment on fishing vessels
ISO 22948:2020, Carbon footprint for seafood - Product category rules (CFP-PCR)
for finfish
ISO 16488:2015, Marine finfish farms - Open net cage - Design and operation

ISO TC234

ISO 16541:2015, Methods for sea lice surveillance on marine finfish farms
ISO 16741:2015, Traceability of crustacean products - Specifications on the
information to be recorded in farmed crustacean distribution chains
ISO 18537:2015, Traceability of crustacean products - Specifications on the
information to be recorded in captured crustacean distribution chains
ISO 18538:2015, Traceability of molluscan products - Specifications on the
information to be recorded in farmed molluscan distribution chains
ISO 18539:2015, Traceability of molluscan products - Specifications on the
information to be recorded in captured molluscan distribution chains
ISO 12878:2012, Environmental monitoring of the impacts from marine finfish farms
on soft bottom
ISO 12875:2011, Traceability of finfish products - Specification on the information
to be recorded in captured finfish distribution chains
ISO 12877:2011, Traceability of finfish products - Specification on the information
to be recorded in farmed finfish distribution chains

완료연도
진행중
(2022)
2020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2
2011
2011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양식 인증과 관련된 최소 30개의
인증제도 및 8개의 주요 국제 협약이 있음. 대부분 수산 분야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루고
수산물 출처를 차별화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나 수산물의 안정성과 유통 추적을 위한 인증이
대부분이며, 이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다루거나 ICT를 중심으로 하는 표준은 매우 초기 상태로
향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
- GAA
· 생물 보안 영역, 항생제 교육, 기후변화 완화,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전력 사용, 물 사용
재순환, 디지털 루트기반 추적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BAP(Best Aquaculture Practices)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한국은 참여 하고 있지 않음
- ISO TC234
· 수산양식 분야의 장비 및 그 운영에 대한 기술 사양, 양식장 특성화 및 적절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조건의 유지,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보고, 추적성, 폐기물 처리성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GAA

Aquaculture/Farm Raised Products Supplementary Sampling and Laboratory
Testing Instructions
BAP Farm Standard 3.0

ISO TC234

완료연도
2021
2021

Seafood Processing Standard Issue 5.1

2020

Biosecurity Area Management Issue 1.0

2018
진행중
(2022)

ISO/CD 5020, Waste reduction and treatment on fishing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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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유통물류]
¡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농축수산식품의 글로벌한 이력추적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GS1 국제 표준을 중심으로 유통 및 물류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이력추적 표준 및 블록체인 구성 방식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으며, 글로벌
농식품 이력추적 블록체인 플랫폼(예. IBM Food Trust, SAP, OriginTrail, TE-Food 등)들은
상호 호환성을 위해 GS1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있음. IFT/WWF의 GDST는 국제수산물이력
추적 표준인 GDST 1.0 완료하였으며, 2021년 4Q 릴리즈 예정인 EPCIS 2.0/CBV 2.0 표준에
의거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력추적 및 블록체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진행을 예측할 수 있음
- GS1 Blockchain IG
· 유통 및 물류 데이터에 대한 온체인, 오프체인 기반 블록체인 데이터 관리 기법에 대해
이슈를 정리하고 있으며, 향후 MSWG로 승격하여 표준과제 진행 예정
- GS1 SMG
· GS1 식별표준과 EPCIS, CBV 표준을 기반으로 최상위의 GTS 2.0(Global Traceability
Standard 2.0)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이력추적 표준, 그리고 구축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향후 EPCIS 2.0/CBV 2.0에 기반 한 표준 개정이 예측됨
- GDST
· 국제수산물 이력추적을 위한 GDST 1.0 표준 데이터 모델을 GS1의 CBV, EPCIS 국제표준을
준용해서 확장 개발하였으며, 향후 EPCIS 2.0/CBV 2.0 기반의 표준 업그레이드가 예상됨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GS1
Guideline for Blockchain Application
Blockchain IG

GS1 SMG

GDST

2020

Fresh Fruit and Vegetable Traceability Guideline

2021

GS1 Foundation for Fish, Seafood and Aquaculture Traceability Guideline

2019

GS1 Global Traceability Standard 2.0

2017

GS1 Global Traceability Compliance Criteria for Food - Application Standard

2016

GS1 Made Easy - Global Meat and Poultry Traceability Guideline Companion
Document

2015

GS1 Global Meat and Poultry Traceability Guideline, Part 1. The GS1 System

2015

GS1 Global Meat and Poultry Traceability Guideline, Part 2. Beef Supply Chain

2015

GS1 Global Meat and Poultry Traceability Guideline, Part 3. Lamb and Sheep
Meat Supply Chain

2015

GS1 Global Meat and Poultry Traceability Guideline, Part 4. Pork Supply Chain

2015

GS1 Global Meat and Poultry Traceability Guideline, Part 5. Poultry Supply Chain

2015

GS1 Global Meat and Poultry Traceability Guideline Glossary

2015

Core Normative Standards(v1.0)

2020

Technical Implementation Guidance(v1.0)

2020

Basic Universal List of KDEs(spreadsheet)(v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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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농축수산식품 산업의 디지털전환과 AI기반의 서비스
혁신을 위한 생산 및 유통물류의 데이터 표준화가 요구되며, GS1 국제표준기구를 중심으로
이에 필요한 생산 및 유통물류 어휘, 데이터 모델링, API,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립 등의
이슈에 대해 표준화가 진행 중. 특히 2021년 하반기에는 센서 처리, 신규 이벤트 데이터,
경량화된 API 등 새로운 요구사항과 데이터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EPCIS 2.0/CBV 2.0
개정 표준안에 대해 표준화가 진행 중
- GS1 MSWG
· GS1 EPCIS, CBV 표준에서 Rest-API 바인딩, JSON-LD 데이터 모델, 센서 데이터, 인증
정보처리 이슈를 포함하여 2.0 표준안에 대해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표준안들을 개정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 개정안 공표 예정(EPCIS 2.0 and CBV 2.0)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GS1 MSWG

표준(안)명

완료연도

Electronic Product Code Information Service 2.0(EPCIS)

2021

Common Business Vocabulary 2.0(CBV)

2021

Core Business Vocabulary Change Notification(CBV CN)

2018

Core Business Vocabulary Standard 1.2.2

2017

EPCIS and CBV Implementation Guideline

2017

EPC Information Services(EPCIS) Standard 1.2

2016

¡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디지털전환에 따른 생산자, 유통물류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차세대 바코드 시스템에 대한 표준 개발이
필요하며, GS1에서는 국제표준 식별자(차세대 바코드)를 키로 하여, 원산지, 리콜, 구매,
요리법, 사용방법, 성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기술 표준을 표준화 진행 중
- GS1 MSWG
· GS1 식별자에 연관된 다양한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분산 관리되는 ONS에 등록하여 누구나
식별자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ONS)
· 농축수산식품에 GS1 Digital Link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산지, 리콜, 구매, 요리방법,
보관방법, 성분정보 등의 다양한 GS1 Digital Link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공유하는 표준을
제정(Digital Link)하고,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GS1 MSWG

표준(안)명

완료연도

GS1 Digital Link Standard 1.1(DL)

2020

GS1 Digital Link Implementation Guideline(Global Edition)

2020

Object Name Service(ONS)

2013

26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 OLIOT(Open Language for Internet of Things)
- GS1 EPCGlobal의 전체 표준안을 구현한 레퍼런스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아파치 라이센스를
채택하였으며, GS1의 공식 협력 국제공동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원 Auto-ID Labs에서
주도적으로 진행
- Google Analytics 기준 전 세계 103여개 이상 국가, 15,000 여개 이상의 국제기구, 정부, 기업,
개인이 다운로드하였으며, GS1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프로젝트
- GS1에서 EPCIS 신규 규격이 나오기 전 표준안 검증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
통산성 및 5대 편의점 무인화 사업, 국제 식품 이력추적 기구, 유럽의 IoF2020 농축산
프로젝트,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전략프로젝트 등에서 활용 중
- 일본 5대 편의점 및 3개의 약국이 연합하여 진행되는 편의점 무인화 사업에서 OLIOT
프로젝트는 EPCIS 분산 이력관리 데이터 체계를 검토하기 위한 검증 플랫폼으로 활용
(2018~2019)

< EU H2020 Internet of Food and Farm Large Scale Project >
* 출처 : https://www.iof2020.eu/

- IFT/WWF 가 주도하는 Global Dialog on Seafood Traceability 프로젝트에 OLIOT 프로젝트가
전체적인 이벤트 데이터를 수집 공유하기 위한 베이스 플랫폼으로 활용 중(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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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Dialogue on Seafood Traceability 프로젝트 >

¡ Opensource.com(Agriculture)
- RedHat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 주제로 개발된 다양한 오픈 소스들을 한 곳에서 모아
보여줌

< Opensource.com의 Agriculture Section >

- Aker Kit: 어반 가드닝을 위한 오픈소스 펌웨어 키트를 제공하며, 식물 기르기, 양봉 등에
필요한 관련 펌웨어 및 오픈 데이터 서버 소스코드 다운로드를 지원
- Farmbot: 100% 오픈소스 기반의 End-to-End Soil-based 푸드 생산 시스템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개발자 문서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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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mBot Software High Level Overview >

- Open Food Network: 로컬 푸드 판매를 위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오픈소스로 농업과 푸드
허브 간 네트워크를 제공
- 이외 아두이노 등을 이용한 스마트 가드닝 등에 관련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로, Self-watering
smart garden, low-cost IoT sprinkler, Urban kitchen garden 등이 공개

< Open Food Network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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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UASMART(aquacultre smart and open data analytics as a service)
- EU Horizon 2020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양식분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양식
회사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글로벌 지식접근과 데이터 교환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
- 양식수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글로벌 오픈 데이터와 데이터분석 방법에 접근할 수 있는
툴을 제공

< AQUASMART 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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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국내역량요인

국외환경요인

약 점 요 인 (W)

- 소규모 농가 위주로, 대량생산
- 소비자의 구매 능력 향상으로,
기술력 미확보
시 고부가치 작물 수요 증가
시
- 복잡한 유통경로 및 수급 불
장 - 안전먹거리, 친환경 등 양질의 장 균형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조성
- 생산 작물에 대한 수요예측 부족
- 지자체별 개발 품종에 대한 노하우
- 스마트팜 핵심 기술 진입장벽이
확보
낮음
기
기
- 우수한 ICT 인프라 및 관련 기술 보유
- 작물재배·가축사육 관련 축적
술 -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통한 술 기술 부족
실증환경 풍부
- 통합 유통정보 시스템 미비

표 - 표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표 - 스마트팜 표준화 SDO 제한
준 지원 강화
준 - 특정분야에 한정된 표준개발
【WO전략】
- 기상이변 및 생활 여건 개선에 【SO전략】
시 따른 곡물 생산량 부족
장 - 양질의 농산물에 대한 해외시장 - (시장) 표준 스마트팜 서비스 인프라를 - (시장) 통합유통체계 표준화 및
규모 확대

기
회
- 일반 및 고부가가치 농축수산물 기
생산량 증대를 위한 IT기술의
요
술 접목 확대
인
(O)
표 - 국제 표준화기구를 통한 스마트팜
준 관련 표준 개발 선점

통해 고부가가치성 농축수산물의 통합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으로 시장 경쟁력 제고 규모의 시장 구축
(기술) 보유 기술의 표준특허확보와 - (기술) 취약한 농업관련 원천기술
표준인증을 통한 브랜드화 추진
분야의 우선 개발 및 국산화
(표준) 국내외 표준화에 대한 적극 - (표준) 기술개발과 표준화의 병행을
적인 지원을 통한 국내/국제 표준화 통한 국내 및 국제 표준 선도
선도
- (기타) 국내에 산재된 관련 기관과
관련 정부 부처 간의 기능 통합
요구

- 품종별 농업 선진국들에 대한 【ST전략】
진입 장벽 높음
시 - 시설농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 (시장) 실적 기반의 경험축적으로
장 시설 초기투자 미흡
국내 농업 종사자에게 신뢰감을 제공
- 축적된 경험이나 실적 부족으로 하고, 투자 환경 조성
투자 위험도 높음
위
- (기술) 대등한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와 스타트업 농업
협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술이 회사에 대한 일정기간 시범 및 전략
요
아직 초기 단계
사업 형태로 중장기간 결과 유도
인 기 - 저가형 스마트팜 설비 부족
(표준)
표준화 추진시 국내외 출원
(T) 술 - 이상기후 대비 가능한 재난
특허 철저히 분석
통신과 농업분야의 연계성 미비
- 해외특허 침해 위협

【WT전략】
- (시장) 초기 설비투자에 대한 국가적
재정 지원 확대
- (기술) 기초분야 및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투자,
빅데이터 기술 등 선진국에서 구축
중인 기술추세 도입 또는 자체
개발하여 수요 예측 등 컨설팅이
가능한 체계 구축
- (표준) 농업관련 원천 기술 보유
기관과의 전략적 기술 제휴 및
표준화 협력체계 구축

표
- 핵심기술 보유 국외 기업의
준 표준화 위협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아직 스마트팜 관련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SDO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그룹 생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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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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TTA
스마트농축수산
PG,
국내 농식품ICT융합
표준포럼,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SG13/SG20,
oneM2M, OCF,
W3C,
ISO TC23

국내 ETRI, 농진청,
참여 이지팜, 유비엔,
업체/ 서울대, 경상대,
기관 경북대, 순천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FarmMobile, (이스라엘) CropX, (독일) Bosch,
(네덜란드) Priva, (일본) Fujitsu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한국) ETRI, (중국) Huawei, (브라질) ANATEL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기술은 센서 데이터 및 인터페이스 기술,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
요구사항 및 구조, 서비스 통합 관제 기술을 통합하여 이종 벤더간 IoT 기반 스마트팜 상호연동을 통하여
과학 영농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기술로서, ITU-T에서의 일부 국제표준화를 완료했지만 후속/개정
표준화에서 선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Ver.2022에서는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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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20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스마트온실 서비스 유즈케이스에 대한 TR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후속 표준화 항목을 도출할 계획이며, 2021년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관제
플랫폼 기능 및 요구조건에 대한 신규 표준화 과제를 제안할 예정
- ITU-T SG13에서는 u-leaning 환경 기반의 스마트팜 교육서비스(Y.2246) 표준 개발을 완료
하고, 무인형 스마트팜 서비스 모델(Y.ous) 및 보급형 스마트팜 서비스 모델(Y.esm) 표준
개발 추진 중
- OCF, oneM2M, W3C을 통해 스마트팜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IoT 장치와 타 산업간의
IoT 장치간 상호연동을 위한 신규과제 제안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국내 산학연과
협력을 통해 도출한 표준화 항목의 성공적인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ITU-T SG20 및
SG13 등의 공식표준화기구의 의장단 수임을 통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체 기술을
반영한 표준개발 추진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OCF,
oneM2M, W3C 등의 사실표준화기구 표준화 항목 분석을 통하여 국내 스마트팜 환경관리
기술개발 업체와의 표준화갭 분석 후 신규 WG 그룹제안이나 과제 제안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를 중심으로 웹기반의 스마트팜 관리 제어 표준을 개발하고
신규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 중인 엣지-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관제 플랫폼 기능 및 요구
조건 관련 표준 개발과 연계한 국내 단체표준 개발 추진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타 기술/기업과 제휴(상호지지)) 국내 스마트팜 표준화 포럼(농식품ICT
융합표준포럼,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등) 또는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를
통한 국내 산업체 의견 반영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정부의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소와 산업체에서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한 국내 표준화 추진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센서 데이터
정보 표현 방법, 환경 및 생육 정보 수집 방법, 장치 간 표준연결 인터페이스 방법, 데이터
전파 네트워킹,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제공기술 등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및 규격에 관한 IPR확보 추진
- 다양한 시설원예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공통 하드웨어와 맞춤형 소프트웨어 기반의
통합 제어기 개발과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기술에 대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기술개발 진행상황과 병행한 표준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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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스마트농축수산
PG,
농식품ICT융합
표준포럼,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국제

ITU-T SG20

국내 ETRI, 농진청,
참여 이지팜, 유비엔,
업체/ 서울대, 경상대,
기관 경북대, 순천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Google/IBM, (일본) Fujitsu, (네덜란드) Priva,
(이스라엘) Cropx

기술
수준

7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Google/IBM, (일본) Fujitsu, (네덜란드) Priva,
(이스라엘) Cropx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IoT 기술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과 소비를 예측하고 물류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경작도구와 데이터를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진화가 예상되며, 이기종 벤더
간 스마트팜 데이터 상호운용을 통한 고도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필수 기술로서 ITU-T 등에서 이를
위한 표준 개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시장 진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Ver.2022에서 신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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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TU-T SG20을 통하여 개발 중인 스마트농업 유즈케이스로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스마트팜에 대한 유즈케이스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스마트팜 데이터의 상호
운용을 위한 데이터 모델 및 수집·제공 API 관련 신규 표준화 과제 제안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국내 산학연
전문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 구조 및 기능 요구사항 등의 필수
항목을 도출하고 ITU-T SG20 등 공식표준화기구에서의 의장단 확보를 통해 국내 산업체
기술을 반영한 표준 개발 추진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를 중심으로 시설원예 분야의 환경 및 관제를 위한 데이터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엣지-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환경, 생육 및 관제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 상호 운용 프레임워크 관련 국제표준 개발과 연계한 단체표준 선행 개발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및 타 기술/기업과 제휴(상호지지)) 국내 스마트팜 표준화 포럼(농식품
ICT융합표준포럼,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등)을 통한 스마트팜 농가 및 제조업체 등
시장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국내 표준화 개발에 반영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스마트팜 고도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의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국내외적으로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초기 단계로서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변환 및 상호운용
기술, API 등 표준화 추진 방향에 따른 IPR 확보 전략이 요구되며, 특허 개발을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방안과 연계한 추진이 필요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다양한 시설원예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공통 하드웨어와 맞춤형 소프트웨어 기반의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관제 플랫폼 개발과 이기종 장치 간 데이터 변동, 상호운용
서비스 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표준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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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ISO TC23
전문위원회

국제

ISO TC23,
OECD

대동공업,
국내
LS엠트론,
참여
동양물산,
업체/ 긴트, 서울대,
기관 충남대, 전남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John Deere, (일본) Kubota/Yanmar (영국) CNH
기업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미국) John Deere, (일본) Kubota/Yanmar (영국) CNH
기업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노지, 과수 환경의 경우 기계식 농업기계에서 지능화, 무인화, 자동화된 농업용 로봇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으며, 운영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표준 발굴 및 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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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MB(기술위원회)는 스마트농업에 관한 ISO 전략자문 그룹(SAG SF)창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관련된 미래기술 개발로드맵을 2022년까지 구축하여 스마트농업 전반에
대한 표준화 진행 예정
- OECD에서는 자율주행 농업기계 성능, 에너지효율 및 안정성 평가와 관련한 시험코드를
개발 중이며, ISO TC23에서는 자율주행 트랙터 수준별 요구사항, 전자파 적합성, 전기
트랙터 요구사항, 웹기반 온보드 진단시스템에 대한 표준 개발 진행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과제 제안) COSD기관인 한국농업기계협동
조합(KAMICO)에서 ISO TC23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지능형, 자율주행형 농업기계 및
농업용 로봇 관련 참여기업, 기관, 학계의 의견을 다양한 수렴하여 국내 표준 제정 후
신규 과제 제안을 통해 적극적인 국제 표준화 대응 체계 구축 예정
<표준화 계획>
- COSD(KAMICO)를 중심으로 산업체 의견 수렴을 통해 ISO부합화 표준을 추진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그룹별 전문가 포럼을 구축하여 농업기계 지능화, 무인화, 로봇화에 필요한
국가표준 진행 예정
<대응방안>
-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해외 선진국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장기 표준을 선제적
으로 발굴하여 제표준화 선점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스마트팜 사업단 표준화 연계 R&D과제 발굴 등 산 학 연
중심의 자율주행 농업기계와 농업용 로봇기술에 대한 국내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농업기계
지능화, 무인화, 로봇화를 위한 통신 데이터 항목에 대한 다수의 IPR 확보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농업기계 지능화, 무인화, 로봇화에 필요한 요소기술 개발과 함께 핵심 특허 발굴 및 국제
표준화 공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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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스마트농축수산
PG,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국제

ITU-T SG20,
W3C

국내 ETRI, KT, SKT,
참여
LGU+,
업체/
농촌진흥청,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Climate Corporation/Bayer/Google/Microsoft,
(일본) Fujitsu, (이스라엘) Netafim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Climate Corporation/Bayer/Google/Microsoft,
(일본) Fujitsu, (이스라엘) Netafim

표준
수준

7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단체 표준 및 국가 표준이 제정된 시설 스마트팜(온실 축사)와 달리 ‘노지 디지털’에 대한 정의 및
기술범위 확립조차 미흡한 상황으로 노지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확산 보급에 앞서 ‘디지털 활용 표준모델’
개발 및 기자재 표준, 이와 관련된 검 인증제도 고도화가 필요하여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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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ITU-T SG20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엣지-IoT 클라우드 기술(노지 포함)에 대한 TR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후속 표준화 항목을 도출할 계획.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관제 플랫폼
기능 및 요구조건에 대한 신규 표준화 과제를 제안할 예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국내 산학연과
협력을 통해 도출한 표준화 항목의 성공적인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ITU-T SG20 공식
표준화기구의 의장단 수임을 통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체 기술을 반영한 표준
개발 추진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OCF, oneM2M,
W3C 등의 사실표준화기구 표준화 항목 분석을 통하여 노지 디지털농업관련 표준 기반을
마련 후 신규 WG 그룹제안이나 과제 제안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등을 통하여 노지 디지털
농업 기반 표준을 개발하고 신규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 중인 엣지-IoT 클라우드 기술 기능
및 요구조건 관련 표준 개발과 연계한 국내 단체표준 개발 추진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타 기술/기업과 제휴(상호지지)) 국내 스마트팜 표준화 포럼(농식품
ICT융합표준포럼,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등) 또는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를
통한 국내 산업체 의견 반영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정부의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소와 산업체에서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한 국내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국내외적으로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초기 단계로서 데이터 설계, 데이터 변환 및 상호운용 기술,
API 등 표준화 추진 방향에 따른 IPR 확보 전략이 요구되며, 특허 개발을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방안과 연계한 추진이 필요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다양한 노지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공통 하드웨어와 맞춤형 소프트웨어 기반의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노지 관제 플랫폼 개발과 이기종 장치 간 데이터 변동, 상호운용 서비스
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표준개발 추진

27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선도경쟁공략 | 병행)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TTA
스마트농축수산
PG,
국내 농식품ICT융합
표준포럼,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SG20

ETRI,
국내
농촌진흥청,
참여
농림축산
업체/
검역본부,
기관 순천대, 서울대,
이지팜 등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이스라엘) Afimilk, (네덜란드) Connecterra,
(미국) Cowlar/SCR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브라질) ANATEL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관련하여 해당 요소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국제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표준을 중심으로 표준화 항목을 선별 및 도출하여 ITU-T SG20을 중심으로
표준화 선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Ver.2022에서도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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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20을 중심으로 축산 환경 및 질병 관리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신규 과제 제안을
통하여 우선적인 표준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외 관련 기업과의 교류를 통하여 축산
환경 및 질병 관리에 대한 신규 과제 제안을 진행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를
중심으로 축산 관련 국제회의, 국내외 관련 기관/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
표준화기구의 의장단을 수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국내 표준화 결과를 중심으로 한 신규
과제 제안 등 적극적인 대응 체계 구축. 이를 위하여 국내 ETRI,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학
등 국내의 대표 기관/인력들이 담당 표준화를 선도할 예정
<표준화 계획>
- 스마트축사를 위한 통합 센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신규 과제 제안을 통하여 우선적인 표준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 관련 기업과의 교류를 통하여 축산 환경, 질병 관리 및 사양
관리를 위한 신규 과제 제안을 진행할 예정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기 구축된 국내 축산 관련 기술/시스템과의 호환성 향상과 인증
관련 기술의 개발이 시급. 특히 축산 환경 및 질병 관리를 위한 축사 내외부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실제 공급자인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한 요구사항 도출 및 인터
페이스에 대한 표준화가 수행 필요. 또한, 실제 축사에 보급을 위한 진입장벽인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표준에 대한 R&D 및 보급화 사업에 대한 발굴 및 추진이 필요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의미있는 실질적인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관 단체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등)를 중심으로 기업, 기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국내 표준으로 제정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다양한 축종별
축산 환경 관리 인증과 관련된 R&D 결과에 따라 예측 가능한 표준기술 시나리오들을 권리화
할 수 있는 다수의 특허 출원 예정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과 연계하여 핵심기술 특허의
발굴 및 국제 표준화를 공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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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스마트농축수산
PG,
농식품ICT융합
표준포럼,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국제

ITU-T SG20

ETRI,
국내
농촌진흥청,
참여
농림축산
업체/
검역본부,
기관 순천대, 서울대,
이지팜 등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벨기에) SoundTalk, (덴마크) DOL SENSORS,
(네덜란드) Fancom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벨기에) SoundTalk, (덴마크) DOL SENSORS,
(네덜란드) Fancom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스마트축산 데이터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로서 스마트 축사 메타데이터 관리기술, 데이터 수집 및
제공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 축종별 데이터 정의, 축종별 제어 요소기술 개발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스마트 축산 데이터와 관련된 운영, 관리, 인터페이스을 위한 시스템이 국내역량이 높아 국제 선도가
가능하여 우리나라가 선도적이므로 Ver.2022에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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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TU-T SG20을 중심으로 스마트축사 데이터수집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표준개발을 시작으로
축종별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초데이터인 메타데이터 표준 및 수집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개발을 추진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ITU-T SG20를 통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하여 신규 과제 제안이 필요

<표준화 계획>
- 스마트축사 데이터 인터페이스 기술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중이며, 기술이 개발된 내용을
국내 포럼 및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를 통해 일부 표준화가 진행 중. 기업, 기관,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분야에 국내
표준을 개발 예정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인터페이스 기술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지원사업과 연계되면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 산업체, 관련 기관은 표준개발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이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인터페이스 기술과 관련된 R&D 결과에 따라 예측 가능한 표준기술 시나리오들을 권리화 할
수 있는 필수 특허 출원 예정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TTA,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과 연계하여 핵심기술 특허의 발굴 및 국제 표준화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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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농식품ICT융합
표준포럼

국제

ITU-T SG20,
ISO TC234

국내
SKT, KT,
참여
국립수산과학원,
업체/
KIMST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노르웨이) Nofima/AKVA,
(덴마크) BILLUND/AQUACULTURE/OxyGuard,
(그리스) aquaManager, (아이슬란드) VAKI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노르웨이) Nofima/AKVA,
(덴마크) BILLUND/AQUACULTURE/OxyGuard,
(그리스) aquaManager, (아이슬란드) VAKI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양식 환경 관리 표준 관련하여 해당 요소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국제 표준화가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국내 표준을 중심으로 표준화 항목을 선별 및 도출하여 ITU-T SG20, ISO TC234를 중심으로
표준화 선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Ver.2022에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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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SO TC234를 중심으로 어업 및 양식업에 관련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스마트양식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표준화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음. 유럽 및 아시아의 양식 관련
기업, 연구소와의 적극적인 기술 교류를 통하여 양식 환경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으로 신규 과제 제안을 위한 아이템 발굴 필요
- ITU-T SG20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팜 환경 관리와 연계하여 스마트 양식장을 위한
환경 관리에 대한 신규 과제 제안을 위한 아이템 발굴 필요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양식 관련 국제회의, 국내외 관련
기관/기업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화-기술개발을 병행한 신규과제 발굴 등 적극적인
대응 체계 구축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국내 산·학·연을 중심으로 양식 환경 관리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
- 수질센서 등으로부터 생성되는 양식수조 환경 데이터 프로토콜에 대한 KS 표준 제정 계획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기 구축된 국내 양식 관련 기술/시스템과의 호환성 향상과
인증 관련 기술의 개발이 시급. 특히 양식 환경으로부터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실제
공급자인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
수행 필요. 또한 실제 양식장 보급을 위한 R&D 및 보급화 사업에 대한 발굴 및 추진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국내의 기술 개발 단계는
시작품 개발 단계로 해외의 선도업체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어종별 양식 환경 관리
기술에 대한 IPR 및 표준화 경쟁력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산·학·연 연계를 통해 양식 환경 제어에 필요한 요소기술 개발, 특허 발굴 및 국제 표준화
공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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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스마트농축수산
PG

국제

ITU-T SG20,
ISO TC234,
GS1 MSWG,
GDST

국내
ETRI, KETI,
참여 국립수산과학원,
업체/ KIMST, 부경대,
기관
전남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노르웨이) Nofima/AKVA,
(덴마크) BILLUND/AQUACULTURE/OxyGuard,
(그리스) aquaManager, (아이슬란드) VAKI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노르웨이) Nofima/AKVA,
(덴마크) BILLUND/AQUACULTURE/OxyGuard,
(그리스) aquaManager, (아이슬란드) VAKI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수산양식의 빅데이터의 수집, 분석, 서비스 등의 표준과 관련하여 해당 요소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국제 표준화는 항목에 대한 의제연구수준이나 관련 R&D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국내 표준을 중심으로
표준화 항목을 선별 및 도출하고 ITU-T SG20, ISO TC234를 중심으로 표준화 선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Ver.2022에서 차세대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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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234에서는 어선에서 배출되는 어선의 폐기물 저감 및 처리를 위한 표준이 진행 중.
수산양식 분야 빅데이터 관련 표준이 만들어질 확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어민
및 기업에 시나리오 중심의 서비스 표준을 중심으로 제안 예상
- ITU-T SG20에서는 Io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표준이 진행 중. 농축산 분야의
스마트팜 프레임워크와 연계하여 수산 및 양식 분야의 신규 제안이 가능
- GS1과 GDST에서 수산 및 양식 이력추적 데이터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GS1의
EPCIS2.0/CBV2.0의 개정에 따른 수산양식 이력추적 표준의 보완 및 개정이 예상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과제 제안) 양식 관련 국내외 협회, 학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기존 유사 분류인 농축산 분야와 협력을 통한 신규과제 제안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 GS1 Korea(유통물류진흥원)와
GS1의 표준협력국제공동연구소인 Auto-ID Labs(KAI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중심으로
국내 특화 케이스를 일반화하여 GS1과 GDST 표준화 작업에 참여
<표준화 계획>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를 중심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빅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산·학·연을 중심으로 표준 아이템 발굴 및 개발에 집중
- 특히, 어촌 현장의 요구사항을 집중하여 발굴하고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등을 중심으로
비정형 데이터 중심의 빅데이터 수집, 활용 중심의 표준제정 필요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현재 구축된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기술, 스마트양식 국가
테스트베드, 과기정통부와 해수부의 핵심 R&D와 연계한 표준화 제정이 시급함. 특히 메타
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표준화와 상호호환성 보장을 위한 표준화에 중점
하여 진행 필요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국내 기술 개발 단계는
시작품 개발 단계로 해외 선도 대비 3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지만, 표준과 관련해서는
아이디어 기획 단계에 있음. R&D를 통해 표준 아이템의 도출, 빅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서비스 중심의 핵심 IPR의 선확보를 통해 표준 특허 확보
- 수산, 양식 분야의 인공지능 데이터, 스마트 양식장, 디지털트윈 아쿠아팜, 가공 및 유통
분야 R&D 등의 개발 단계에서 산·학·연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관련 특허가 도출되고 있음.
특히 현장에 맞춘 효율적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및 AI 관련 특허를 중점 발굴하고 이와
연계한 서비스 기술을 중점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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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TTA
스마트농축수산
국내
PG,
농식품ICT융합
표준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GS1 MSWG,
JTC1 SC31,
GDST

유통물류진흥원,
국내 KAIST, 세종대,
참여
KT, 이지팜,
업체/ 지농, 이앤디,
기관
WeMB,
데이터릭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IBM/Intel/Walmart, (독일) TE-Food/SAP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미국) IBM/Intel/Foodlogiq/Oracle, (독일) TE-Food/SAP
기업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글로벌 호환성 목적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유통 및 물류 데이터 표준적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농축수산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이슈와 맞물려 다양한 확산모델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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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GS1 Traceability WG을 중심으로 Traceability 2.0 표준안 제정에 농축수산물 이력 Add-on
표준을 개발하고, 후속 표준화 항목 도출 예정
- GS1 Blockchain WG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블록체인 트랜잭션의 식별체계, 데이터
등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후속 표준화 항목 도출 예정
※ GS1 표준이 확정된 후, 의결을 거쳐 JTC1 SC31이 표준으로 준용
- GDST 글로벌 수산물 이력추적의 국내 산업 적용을 통해 표준화 항목 도출하고, 향후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 GS1 사실표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JTC1 SC31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표준 반영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 GS1 국제표준기구와 GDST의
WG 멤버 활동을 통해 농축수산 비즈니스 이력추적 및 블록체인 표준화 수행이 필요하며,
GS1 Korea(유통물류진흥원)와 GS1의 표준협력국제공동연구소인 Auto-ID Labs(KAIST),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표준화 계획>
-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참여 기관, 학교,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스마트팜 및 농식품 산업에
특징을 반영한 유통물류 블록체인 표준 실제 적용 및 국내 응용 가이드라인 표준안 개발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를 통해서 EPCIS, CBV 국제표준 기반의 스마트팜 및 농식품
산업에 특화된 국내 블록체인 호환 표준 기술 개발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협, 민간기업 등 농축수산물
생산, 유통, 물류, 소비에 참여하는 다양한 구성원이 블록체인 기반의 이력추적 표준사업
발굴하며, 국제 프로젝트 참여로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GS1, JTC1
SC31의 국제표준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특허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음.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통한 유관 IPR의 전략적인 확보 진행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글로벌 이력추적 플랫폼은 단대단 이력추적이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국제표준 적용이 불가피
하나, 블록체인 구현기술은 성능, 기능, 신뢰성 등에서 경쟁력을 가져야하므로, 응용 기술을
IPR로 연계한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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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TTA
스마트농축수산
국내
PG,
농식품ICT융합
표준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GS1 MSWG,
JTC1 SC31,
GDST

유통물류진흥원,
국내 KAIST, 세종대,
참여
KT, 이지팜,
업체/ 지농, 이앤디,
기관
WeMB,
데이터릭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IBM/Oracle, (독일) SAP, (중국) GS1홍콩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IBM/Foodlogiq/Oracle, (독일) SAP/Metro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농축수산 유통물류 이력추적을 위한 이벤트 데이터에 대한 핵심표준인 EPCIS 2.0/CBV 2.0 표준안이
최종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REST-API Binding, JSON-LD 데이터 모델 지원, 센서 데이터, Party
Certification 정보 처리 등이 신규 포함. 향후 개정 GS1 표준을 JTC1 SC31이 준용할 예정이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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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GS1 MSWG을 중심으로 개발 중인 EPCIS 2.0과 CBV 2.0 개정표준안에 대한 REST-API
Binding, JSON-LD 데이터 모델 지원, 센서 데이터, Party Certification 정보 처리 등 추가 표준안
개발 참여 및 후속 표준화 항목 도출 예정
※ GS1 표준이 확정된 후, 의결을 거쳐 JTC1 SC31이 표준으로 준용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 GS1 사실표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JTC1 SC31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표준 반영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오픈소스 연계)) : GS1 Korea(유통물류진흥원)와
GS1의 표준협력국제공동연구소인 Auto-ID Labs(KAIST),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을 중심으로
EPCIS 2.0과 CBV 2.0 표준화에 참여하며(에디터 및 표준기술개발) 오픈소스 구현 후, 표준
릴리즈 전 사전 Conformance 테스트 참여를 통해 국제 표준화 기여
<표준화 계획>
-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참여 기관, 학교,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스마트팜 및 농식품 산업에
특징을 반영한 유통물류데이터 표준 실제 적용 및 가이드라인 개발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를 통해서 EPCIS, CBV의 스마트팜 및 농식품 산업에 특화된
국내 표준 개발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협, 민간기업 등 농축수산물
생산, 유통, 물류, 소비에 참여하는 다양한 구성원이 글로벌 유통물류 표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사업 발굴하며, 국제 프로젝트 참여로 글로벌 유통물류 생태계에 참여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GS1,
JTC1 SC31의 국제표준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특허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음. 기존 표준화된
기술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와 BM에 대한 특허 출원 전략 수립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GS1 표준(JTC1 SC31 준용 예정) 기술들은 개방적인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적용하므로, 표준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수익창출보다는 기술의 확산을 통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예상되는 세계 각국의 안전한 수입농산물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국내 농업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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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TTA
스마트농축수산
국내
PG,
농식품ICT융합
표준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GS1 MSWG,
JTC1 SC31

유통물류진흥원,
국내
KAIST, KT,
참여
이지팜, 지농,
업체/
이앤디, WeMB,
기관
데이터릭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스위스) EVRYTHNG, (독일) Metro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스위스) EVRYTHNG/Nestle, (독일) Metro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지속/확산공략(Ver.2022)
농축수산물 상품에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줄 경제적 파급력이 매우 큰 표준 기술로써,
세계적으로 유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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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GS1 MSWG을 중심으로 농축수산식품 상품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및 두 표준안의 상호
보완 연결 표준안 개발에 참여하며, 후속 표준화 항목 도출 예정(ONS, Digital Link)
- GS1 Digital Link 서비스 연계 표준 어휘에 농축수산식품의 안전등 추가 서비스 모델에
대한 표준안 개발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 GS1 사실표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JTC1 SC31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표준 반영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 GS1 Korea(유통물류진흥원)와
GS1의 표준협력국제공동연구소인 Auto-ID Labs(KAIST),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국내 활용
기업을 중심으로 ONS 및 Digital Link 국제표준 서비스 확장 모델 개발 추진
<표준화 계획>
-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참여 기관, 학교,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스마트팜 및 농식품
산업에 특징을 반영한 유통물류 서비스 공유 표준 실제 적용 및 국내 응용 가이드라인
표준안 개발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를 통해서 Digital Link 국제표준 기반의 스마트팜 및 농식품
산업에 특화된 국내 서비스 공유 호환 표준 기술 개발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민간기업 등 농축산물 생산, 유통, 물류,
소비에 참여하는 다양한 구성원이 서비스 공유 기반의 사업 발굴하며, 국제 프로젝트 참여로
글로벌 서비스 연계 및 공유 생태계에 참여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GS1, JTC1 SC31의 국제표준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특허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음. 다만
서비스 공유 표준 기술을 활용한 BM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수립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글로벌 서비스 공유 플랫폼은 농축수산물의 글로벌 판매 유통이 필수이기 때문에, 국제표준
적용이 불가피하나, 융합 응용 기술을 IPR로 연계한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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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

- 농축수산식품 분야의 오픈소스는 하드웨어 및 펌웨어 키트, 데이터 및 서비스 이력추적
및 공유 플랫폼, 또는 마켓플레이스를 위한 플랫폼의 형태로 개발되고 있음. 오픈소스의
국내외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표준화,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산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
- 국내에서 개발한 GS1(JTC1 SC31) 국제표준의 대표적인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Oliot은 핵심 표준인 LLRP, ALE, EPCIS, CBV, ONS, Pedigree, GTS 등을 구현하고 있으며,
오픈소스
대응전략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음. 농축수산식품 유통 및 물류 데이터 표준 개발 및
사업화에서의 적극적인 활용과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를 통해 Oliot 오픈소스의 국제
경쟁력 유지
- 국산 오픈소스 기반의 로컬푸드 플랫폼, 유럽의 농축산물 이력추적, 국제수산물 이력추적
시스템 개발 등이 다수 진행된 바 있으므로, 이를 발전시켜 국내 기업이 엔터프라이즈
솔루션화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Linux 재단의 Hyperledger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GS1(JTC1 SC31) 국제표준을
지원하는 글로벌 유통 및 물류 이력추적 구현함으로써 표준기반 블록체인 오픈소스
공헌 필요

- 표준기반의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국내 농축수
산업 관련 서비스구축에 표준기반의 솔루션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내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지역화된 국제표준 기술 및 오픈소스 컴포넌트 확보(표준화 → 오픈소스)
표준화
연계전략

- 국내에서 개발한 GS1(JTC1 SC31) 유통 및 물류 지원 Oliot 오픈소스는 GS1 EPCIS 2.0
및 CBV 2.0, 그리고 GDST 개정 표준 등의 새로운 버전 릴리즈 시, 표준의 검증 및 상호
호환성 테스트에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해당 표준에 국내 참여자가 공동 에디터
및 표준작성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지역화된 표준 후보 기술을 국제 표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오픈소스와 국제표준과의 지속적 연계 노력 수행(표준화 → 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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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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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5G

Fifth Generation

AI

Artificial Intelligence

AMS

Agricultural Management Solutions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R

Augmented Reality

BAP

Best Aquaculture Practices

CBV

Common Business Language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DAG

Dialogue Advisory Group

DIN

Deutsches Institut for Normung

DL

GS1 Digital Link

EAN

European Article Number

ECR

European Congress of Radiology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FDI

Extended Far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Data Interface

EPC

Electronic Product Code

EPCGlobal

Electronic Product Code Global

EPCIS

Electronic Product Code Information Services

FaaS

Farm as a Service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MI

Food Industry Association

GAA

Global Aquaculture Alliance

GDST

Global Dialogue on Food Traceability

GLN

Global Location Number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GS1

Global Standards One

GTS

Global Traceability Standards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FDA

International Foodservice Distributors Association

IFT

Institute of Food Technologists

IoT

Internet of Things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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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S

Kubas Smart Agri System

M2M

Machine To Machine

MSWG

Mission-Specific Working Group

OC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OLIOT

Open Language for Internet of Things

oneM2M

Standards for M2M

ONS

Object Name Service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PMA

Produce Marketing Association

PTO

Power Take off

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RTK

Real Time Kinematic

SaaS

Software as a Service

SAG

Strategic Advisory Group

SCM

Supply Chain Management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G

Study Group

SMG

Standards Maintenance Group

SW

Software

TMB

Technical Management Board

TS

Technical Specification

UPC

Universal Product Code

VR

Virtual Reality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WG

Working Group

WWF

World Wildlif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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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자율자동차(Automated Vehicle)는 자율주차를 포함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고성능/고신뢰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하여 차량의 각종 센서 정보를 네트워크(5G, LTE,
WAVE 등)를 통해 교통인프라 등과 연결함으로써 자차의 위치와 주변 환경, 주행 경로를
실시간 탐지하고 계획하며,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추돌의 위험을 회피하고
교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 ICT 융복합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지능형 자동차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 효율성을 높이며 연료를 절감하고 운전을 대신해줌으로써 편의를 증대
시킬 수 있는 미래 이동 수단(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으로 정의

- SAE에서는 자율주행 용어 및 단계를 정의하는 SAE J3016 표준을 개정하여 공표하였고,
ISO와의 협약에 따라, 자율주행 정의 표준을 ISO 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에 합의. 기존
NHTSA의 4단계를 SAE에서 다음 표와 같이 4단계 및 5단계로 구분하여 4단계는 제한된
구간에서만 완전 자율주행을 제공, 5단계는 모든 구간에서 자율주행을 제공하는 자율주행
수준으로 정의

<자율자동차 기술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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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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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 국내외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세계 6위 자동차산업의 위상마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갈림길에서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타 업종과 협업, 안전성과 사업성을 위한 실용화 실증, 인프라 및 법제도
연계를 위한 패키지형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사업 지원이 필요함. 자율자동차의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센서, 차량-인프라(도로와 통신 인프라), 차량
시뮬레이터 등 ICT 융복합을 통해 시장을 선도할 신기술임에 따라 선도경쟁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정부의 2021년 SAE 3단계 자율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통한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 목표 실현을 위해 산업간 기술융합 표준화 전략과 선도적 표준기술 개발
및 글로벌 표준화 확산을 통한 국제표준 주도국 위상 확립을 목표로 함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범부처 자율자동차 추진단이 설정한 2021년 SAE 3단계 자율자동차 상용 출시 지원을
위한 산업간 기술융합 기반 인지/판단/제어/통신/인프라/정밀맵/SW플랫폼 등 요소 기술
및 안전한 주행환경을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표준화 전략 수립을 위한 범부처
표준화 운영체계 마련

∼ 2024년

- 유럽, 북미, 일본 자동차부품 및 완성차업체 중심의 ISO, SAE International, AUTOSAR,
ASAM 표준화 환경에서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선도 기술 확보와 표준기술 개발을
통한 First Mover 글로벌 표준화 확산

∼ 2027년

- 자동차의 커넥티비티, 공유서비스, 지능화, 전동화에 이어 자율주행기술의 완성을
통해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 자율주행(레벨4+)이 가능한, 세계 최초 자율자동차 상용화로
미래차 경쟁력 세계 1등 국가 목표 실현과 국제표준 주도국 위상 확립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유럽, 북미 자동차부품 및 완성차업체 중심의 표준화 환경에서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선도 기술 및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 국제표준화 협력 및 선도를 통해 자율주행기술의 핵심인 센서, 모터, 파워트레인, HW
디바이스, SW플랫폼, 정밀 측위, 고정밀 지도, 차량통신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산업체 간 상호운용성을 확장하고, 국내기업의 세계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자율협력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발판 마련 기대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혁신기술인 자율자동차를 위한 AUTOSAR Adaptive 플랫폼으로
미래자동차 SW플랫폼의 표준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의 미래 자동차 시장 창출, 자동차 융합 신기술 선도, 전문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 사실표준화기구에 적극 참여를 통해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는 국제표준 대비를 강화하고,
자율주행 전장부품의 수출 활성화 기대
· Connected 기반의 자율자동차 환경을 기반으로 V2X 통신 관련 표준의 고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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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에 대한 표준 확대, 5G와 연동하여 생성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및 에지
컴퓨팅 부분 등에 대한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자율주행 관련 국내외 표준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국내기업의 시장진입 효율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산업의 주도 환경을 마련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전략에 대한 가이드 제공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신산업 참여를 통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 단일 기업이 독점하는 국내시장 구조에서 개방형 및 상생형 신산업생태계 조성이 기대되며
관련 산업 내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 마련
· 국내 표준화 활동을 통해 부품업체들의 국제표준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
· 자율주행용 HW디바이스 및 SW플랫폼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신산업 창출
· AUTOSAR 도구 상용화 역량 확보를 통한 국내 관련 생태계 조성 및 시장 활성화 기대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교통사고 제로(Zero)화를 위한 장기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ICT 기업들의 협업 촉진 기반 마련
· 국내외 표준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 측위, 고정밀 지도 및 교통정보를 타
산업으로 확산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보편적 국민편의 및 안전 제공 기반을 마련
· 기존 자동차 기술에 ICT+SW+반도체 등 첨단기술 접목 및 타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
· V2X 표준 선도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 효율성 증대 등의 사회적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편의 및 안전 확보 기대
· 자율주행을 통한 자동차 혁명은 이동 수단을 넘어, 서비스의 도구로 이용되고 이로 인해
삶의 방식 변화 기대
· ICT와 자동차, 인프라, 도로 등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가 확대
보편화되어 국민의 주행 안전, 편리한 서비스 등을 누리며 교통의 효율성 증대 및 교통
혼잡 비용 감소 등 국민 편의성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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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본 표준화전략맵 스마트모빌리티의 중분류 범위는 자율자동차를 구성하는 주요 표준화 기구의
작업그룹별 표준화 범위와 시스템을 구성하는 필수 단위 기술 중심으로 범위 설정
· 자율주행 데이터의 수집/학습/추론으로 구성된 AI·데이터 기술
· 정밀지도 및 동적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 디지털 인프라 기술
·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차량과 차량, 인프라, 보행자 단말 및 통신망과의 통신으로 구성된
차량통신기술
· 위치 인식을 위한 연속측위 및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된 시스템 기술
· 차량 통신 및 침입 탐지/방지를 위한 자율자동차 보안 기술
<자율자동차 Ver.2022 표준화항목>

표준화 항목

AI·
데이터
기술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Target SDOs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제한된 주행공간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는 자율
주행시스템(LSAD)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정의
- 원격지원 유즈케이스 정의
- 원격지원 시스템의 최소 성능요구사항 규정
- 원격지원 시스템의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방법

ISO TC204
WG14

②, ⑥

O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타 차량의 수집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자율주행
데이터 간 상호호환성 표준
- 데이터 프로파일(차량, 센서, 주행환경 등)
- 가변 데이터 포맷

ISO TC22/
TC211

④

O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 품질 측정
표준

자율주행 S/W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측정 방법 및 기준
- 데이터품질 관리(레이블 정확성, 유효성,
적합성 등)
- 품질요구사항, 적합성(포맷, 해상도 등),
비식별화

ITU-T
TC22
TC204
TC184
SC32
OGC

②

X

안전한 자율주행차
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자율주행차의 여러 가지 사고 발생 가능 상황을
가정하여 정의하고, 이 경우 안전한 주행에
필요한 자율주행차 거동 규칙을 정량화하기
IEEE SA, SAE
위한 표준
International
- 자율주행 시 사고 발생 가능한 유즈케이스
시나리오 정의
- 안전 주행 데이터 및 요구사항 정의

②

O

차량 정보 서비스
API 표준

스마트 디바이스나 클라우드 응용 및 서비스를
위한 차량 정보 서비스 인터페이스 표준
- 차량 정보 접근을 위한 JSON 기반 프로토콜 W3C Automotive
표준
WG, GENIVI
- 차량 정보 접근을 위한 HTTPS 기반 인터페이스
표준

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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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디지털
인프라
기술

통신
기술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Target SDOs

정적 정밀도로구조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도로의 정적구조를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한
논리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명세 정의
- 차선 수준의 정적인 정밀도로구조 및 도로
주변 환경에 대한 논리적 데이터 구성요소
정의
- 정적도로구조의 데이터 모델에 따른 인코딩
방법 정의

OGC,
OADF,
NDS,
ISO TC211,
TC204

④

O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자율주행지원을 위한 주행환경 동적(Dynamic)/
준동적(Semi-Dynamic) 데이터 요소에 대한
논리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명세를 정의
- 주행환경 동적/준동적 데이터의 논리적
구성요소 및 시스템 구조 정의
- 주행환경 동적/준동적 데이터 요소에 대한
데이터 사전 정의

SAE, ISO
TC204, ETSI,
5GAA

⑤

O

자율주행지원을 위한
선형위치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도로와 같은 선형구조
상에서의 위치 참조 모델 정의
- 선형위치 참조를 위한 데이터 모델 정의
- 선형위치 참조의 인코딩 명세 정의

OGC,
ISO
TC211,
TC204

①

X

IP 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간 통신과 차량과 인프라
간 외부 통신 기술
IEEE 1609,
- IPWAVE Problem Statement
IETF IPWAVE
- 차량 이웃 탐색 프로토콜
WG, ETSI TC
- 차량 이동성 관리 프로토콜
ITS
- 주변 인식 내비게이터 프로토콜
- 차량 네트워크 보안 및 프라이버시

②,③

O

V2X 서비스에 대한
정의 및 요구사항
표준
(SAE J2945 시리즈
기반)

자율주행을 위한 V2X 서비스 정의 및 요구사항
표준
ETSI TC ITS,
- 다양한 V2X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하고 이를
SAE V2X
위한 V2X 단말 요구사항 정의 (적용표준,
Communications
기능적 요구사항, 성능적 요구사항)
Steering
- V2X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상호운용성과
Committee
데이터 무결성이 확보된 V2X 단말 요구사항
정의

②

X

5G NR 셀룰러 기반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과
사물(차량, 인프라, 보행자 단말 및 통신망) 간
통신 기술
- 차량과 차량 간 저지연, 고신뢰성, 근거리 통신
기술
3GPP RAN/SA
5G C-V2X 기술 표준
- 차량 네트워크 대용량 데이터 전송, 원거리
통신 기술
- 저전력 보행자 단말과 차량 단말 간 직접통신
기술
- 밀리미터파에서 고려하는 기술

⑤

O

③, ⑤

O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고도로 자동화된 주행 등 최근 및 미래 자동차를
시스템
AUTOSAR Adaptive 위한 AUTOSAR Adaptive 플랫폼
기술
플랫폼 표준
- 최신기술지원을위한가상화환경및애플리케이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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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SAR FT

표준화 항목

표준화 내용

-

-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Target SDOs

병행 실행 가능한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 지원
방법 정의
유연한 애플리케이션 변경 및 SW 업데이트
지원 수단 정의
ECU 데이터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 액세스
및 보안 온보드 통신 방법 정의
안전 관련 시스템 및 고가용성 지원을 위해
안전 관련 속성 및 입증 방법 정의
이식성 및 상호운용성 지원을 위해 구성 요소
모델 기술 수단 제공 및 프로그래밍 언어
바인딩 정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사용하는
ECU의 표준화된 내부통신 프로토콜 정의

가혹 환경에서 센서 퓨전 기반 위치정보 획득
및 제공을 위한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 일반 요구사항 및 유즈케이스 정의
- 가용 가능한 센서 데이터 퓨전과 공통메시지
포맷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센서 인터페이스
- 위치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방법

ISO TC204
WG17/
WG16, ITU,
OMA, OGC

②, ④

O

ASAM
Simulation

⑤, ②

O

차량 간,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 환경에서
메시지 보안 및 응용 서비스의 보안 위협,
보안요구사항 및 유즈케이스 정의
- 차량 운행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안 요구사항
- 이더넷 기반 차내망 보안 가이드라인

ITU-T SG17,
ISO TC204

②

O

커넥티드 차량의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
위협을 식별, 탐지하고 차단하는 방법의 구현을
커넥티드카 침입
위한 표준
탐지 및 방지 시스템 - 차량 침입 탐지 시스템과의 협업을 통한 위협
표준
탐지 및 차단 방법
- 공격 규칙 학습 및 상황별 공격 발생 시 안전을
고려한 공격 차단 기능 구현 방법

ITU-T SG17,
ISO TC22

➂

O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데이터 포맷, 평가 시나리오
및 개발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와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
자율주행 에지
- Simulation Interface 표준
케이스 검증을 위한
- 도로면 속성 파일 포멧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 도로망의 기술을 위한 파일 포멧
표준
- 운전 및 교통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나리오
콘텐츠 파일 포맷
- 기타 시뮬레이션 도구 등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보안
기술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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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전략맵 스마트모빌리티 분과에서는 ITU-T, ISO, ETSI 등
공식표준화기구와 AUTOSAR, SAE, ASAM, OGC, W3C, 3GPP, IETF 등 사실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 산업적 파급효과 및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항목 위주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
[AI·데이터 기술]
-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LSAD 시스템(Lv.4 저속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
차량 기반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가 경기, 대구, 세종 등 지자체 중심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원격지원이 필수적이며, 원격지원을 위한
자율주행 셔틀 배차 운영관리, 관제, 긴급 대응을 위한 표준화가 요구되어 이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자율주행 데이터는 자율주행 환경에서 차량 및 인프라
시설이 수집한 정보 데이터로, 차량 제조사별로 다양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자율주행 데이터의 V2V·V2I 교환을 위해서는 상호운용성 표준이 필수적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안전한 자율주행차 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자율주행차의 여러 가지 사고 발생
가능 상황을 가정하여 정의하고, 이 경우 안전한 주행에 필요한 자율주행차 거동 규칙을 수학적으로
규명하여 정량화하기 위해 자율주행 시 사고 발생 가능한 유즈케이스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안전
주행 데이터 및 요구사항을 정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차량 정보 서비스 API 표준) 자율자동차 응용 서비스 생태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해서는 자율자동차
내외부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와 연동을 지원할 수 있는 차량 정보 서비스 API에 대한 표준화 대상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디지털 인프라 기술]
- (정적 정밀도로구조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차선 수준의 정확도를 요구하는 정적도로구조는
자율주행을 위한 주요 데이터로써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 이를 위한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등에 대한 표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내 기술 반영
및 주도적 참여를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자율주행자동차가 주변 환경 및 상황을 인지하도록
하고, 외부로부터 자율주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동적/준동적 데이터의 전달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를 상호운용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 국내기술 반영 및 주도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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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술]
-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자율자동차 내부의 전장(ECU, Electronic Control
Unit) 또는 운전자/승객 모바일 디바이스를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IEEE
802.11-OCB(Outside the Context of a Basic Service Set)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IP 패킷
전송이 필요하므로 IPWAVE가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차량 안전운행 및 효율적
내비게이션을 위해 차량 내부 네트워크를 차량 외부 통신을 위한 IEEE 802.11-OCB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른 차량과의 IP 통신 또는 인프라 노드와의 IP 통신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5G C-V2X 기술 표준) 기존 차량 통신표준은 기본 안전 및 주행 보조 서비스를 위한 차량 간 무선
연결 설정 등 기본적인 기능 구현에 집중되어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인프라, 보행자 단말 및
통신망 간 통신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됨. 3GPP는 Rel-14, Rel-15에서 기존 단말 간 직접통신
기술(D2D)을 개선하여 차량 간 직접통신 및 차량과 보행자 간 직접통신을 지원하는 기술의 표준
제정을 추진. Rel-16 및 그 이후의 표준은 NR 기반의 고신뢰 저지연 특성 기술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5G NR V2X 기술의 표준화가 진행됨. 직접 및 기지국 경유의
간접 통신 기술을 포함하는 자율주행차량의 개발 및 상용화 추세에 따라, 안정된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 광대역, 저지연, 고신뢰도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통신 기술의 필요성 증대를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시스템 기술]
-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AUTOSAR Adaptive 플랫폼 표준) 제어용 플랫폼으로부터 시작한
AUTOSAR는 기존 AUTOSAR Classic Platform에서 고성능 정보계와 자율주행차량의 고성능
ECU 지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장시스템의 OTA, 빅데이터 센터나 타 ECU와의 정보교환을
위한 차량 내외부 V2X 통신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를 포함한 AUTOSAR
Adaptive Platform에 대한 표준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GNSS 및 통신음영지역(Networkless),
실내·외 경계가 모호하거나 복합 이동환경 등 각 이동주체의 정확한 위치측정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위치 인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 Cellular, GNSS
기반의 측위기술에서 Wifi, UWB(Wide-band), RFID, Bluetooth 등의 근거리 통신 신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마트 센서(지자기, 자이로, 가속도) 등을 활용한 정확도 개선 및 측위기술 제공 가능범위
확대를 위한 표준화가 ISO TC204 WG17에서 진행 중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자율주행 에지 케이스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표준) 고도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 및 자율 시스템의
전반적인 취약점을 관리하도록 권장. 이러한 위험 요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에지 케이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방대한 시나리오 테스트 필요.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복잡한 실제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위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식별하기
위해서 많은 OEM들은 전문 시뮬레이션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전체 자율주행차량 개발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와의 상호운용성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이 필요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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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술]
-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UNECE WP29에서는 차량의 사이버보안 위협
권고안을 개발하고 ITU-T SG17에서는 상기 권고안의 연계 표준으로서 차량의 사이버보안 위협
표준(X.1371)을 2020년 상반기에 표준화 최종 승인을 완료하고, 정의된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표준화가 진행 중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차량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악의적인 신호 및 이상
징후를 적극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보안 기능의 탑재 필요성 증가. 이에 대응하여,
ITU-T SG17에서는 차량 네트워크의 환경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차량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구현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특히, 탐지된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방지시스템은 차내의 침입을 탐지하는 침입탐지 시스템과 연동되어
구현되므로, 기존의 침입 탐지 및 방지 표준을 통합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자율자동차를 Autonomous Vehicle에서 센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 인프라와 연결하는 Automated Vehicle로 변경. 또한 SAE International, IETF, AUTOSAR,
W3C 등 자율자동차 관련하여 주요 사실표준화 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요소기술 표준화 항목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Ver.2019(2018년) 중분류 체계에서 세부 중점표준화항목 자율주행지원을
위한 정적도로구조 및 선형위치참조를 위한 데이터 모델,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V2X 서비스에 대한 정의 및 요구사항 표준을 신규로 선정
- Ver.2021(2020년)에서는 자율자동차를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하는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CAV)로 변경. 또한 SAE
International, IETF, AUTOSAR, W3C 등 자율자동차 관련하여 주요 사실표준화 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요소기술 표준화 항목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Ver.2020(2019년) 중분류 체계에서
세부 중점표준화항목으로 자율자동차 Level 정의에 관한 표준, 자율주행 보안 지원을 위한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차내망 침입탐지시스템 구현 방법 표준, 커넥티드
차량 침입방지시스템 방법 표준을 신규로 선정
- Ver.2022(2021년)에서는 자율자동차를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하는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CAV)로 변경. 또한 ISO,
ASAM, SAE International, IETF, AUTOSAR, W3C 등 자율자동차 관련하여 주요 사실표준화
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요소기술 표준화 항목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Ver.2021(2020년) 중분류
체계에서 세부 중점표준화항목으로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표준,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표준, 안전한 자율자동차 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5G C-V2X 기술 표준,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자율주행 에지
케이스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터 표준을 신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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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별 중점표준화항목 비교표(3개년)>
* Ver.2022 신규항목
구분

Ver.2020

Ver.2021

Ver.2022

-

-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안전한 자율주행차 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AI·
데이터 기술

차량 정보 서비스 API 및 차량 정보 차량 정보 서비스 API 및 차량 정보
데이터 모델 표준
데이터 모델 표준

차량 정보 서비스 API 표준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센서와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센서와
데이터 융합 유닛간 데이터
데이터 융합 유닛 간 데이터
통신-논리적인 인터페이스 정의 통신-논리적인 인터페이스 정의
표준
표준

-

제한구역내에 저속
제한구역 내에 저속
자율주행시스템 성능요구사항 및 자율주행시스템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표준
시험절차 표준

-

-

자율자동차 Level 정의에 관한
표준*

-

자율주행지원을 위한
자율주행지원을 위한 정적
정적 정밀도로구조 데이터 모델 및
선형위치참조 및 정적도로구조 도로구조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인코딩 표준
데이터 모델
표준
디지털 인프라 기술

통신 기술

-

-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

-

5G C-V2X 기술 표준*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AUTOSAR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AUTOSAR
AUTOSAR ADAPTIVE 플랫폼
ADAPTIVE 플랫폼 표준
ADAPTIVE 플랫폼 표준
표준
시스템 기술

-

-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

-

자율주행 에지 케이스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표준*

V2X 통신 보안 가이드라인
보안기술
차내망 침입탐지시스템 구현
방법 표준
V2X 서비스에 대한 정의 및
요구사항 표준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위협 및 가이드라인 표준
가이드라인 표준
커넥티드 차량 침입방지시스템
방법 표준*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차내망 침입탐지시스템 구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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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0.5]
· 해당 법령에 근거한 자율차 기반의 시범 서비스 운영 및 실증 기회 제공 지원
· (공모 사업)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2년 60억 보조금 지원
**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민간 사업자 자율주행 실증 기회 부여
- 국토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4개 부처, 자율주행 기술개발 연구사업 시작 [2021.5]
· ’21년∼‘27년까지 총 1조 974억원 투입 추진
· (자율주행 융합신산업 육성) 자동차-ICT-도로교통 융합신기술·서비스 개발 및 법·제도 개선,
표준화 등 융합생태계 기반마련을 통한 자율주행 융합신산업 발굴·육성
· (자율주행 국민수용성 향상) 자율주행 신뢰성 확보 및 공공서비스 개발을 통한 국민수용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저감 등 사회적 현안 해결
- 국토부, 부분자율자동차(lv. 3) 안전기준 제정 [2020.1]
· 7월부터 자동차로유지기능 탑재한 lv.3 자율자동차 출시 및 판매 가능
- 국토부, 자율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20년도 하반기 최종본 발표(예) [2019.12]
- 국토부, 미래차산업발전전략 발표 [2019. 10]
· 2027년까지 레벨4 기술 확보를 위해 핵심 부품, 시스템, 인프라 기술 등에 집중 투자 결정
- 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9.4]
· 안전한 자율주행 가능여부에 따른 도로 등급화(안전구간 지정)와 전국 고속도로에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통한 부분자율차(LV3) 상용화 지원, 규제 샌드박스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도입을 통한 완전자율차(LV4∼5) 연구 지원 등
-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하여 자율자동차를 위한
5G 융합서비스 시나리오 발굴과 실증을 통해 민간 R&D 및 융합서비스 생태계 구축 추진 [2019.4]
· 5G 자율주행 셔틀(판교, 대구) 및 교통약자용 주문형 모빌리티(대구) 실도로 실증(2020) 및
인공지능 교차로 서비스 개발 실증(2020) 추진
· 지자체 C-ITS 구축과 연계한 5G 서비스 탑재 버스 1,000여대 보급 및 5G V2X 상용화와 연계한
新서비스(군집주행, 영상미러링, 원격주행, 정밀측위 등) 개발
· 자율주행 산업화를 위한 거점인 ‘5G+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2021) [K-City(화성), 판교 제로시티]
· V2X R&D·실증, 실환경 성능검증, 국제공인시험 등을 통합 지원하는 ‘5G-V2X 테스트베드’
조성(2019∼ / K-City, 경기 판교, 서울 상암)
· 스마트폰과 동작환경이 다른 차량용 통신모듈, RF부품(안테나 등)의 성능검증에 특화된 오픈랩,
차폐실(챔버) 등 개발 테스트환경 구축(2019)
· V2X 기술 검증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주파수 공급(2019, 실험국) 및 2021년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2․3․4G 주파수 대역 재정비와 5G 융합서비스(자율자동차, 스마트공장·시티 등) 주파수 공급
· 국내 연구망을 활용하여 에지 컴퓨팅 기반의 초저지연 5G 융합서비스(자율자동차, 드론,
스마트공장 등)의 실증환경 구축(2020∼)
- 국토부, 자율주행 지역테스트베드사업 추진 지자체로 충청북도(충북대) 선정, 2021년까지 약
300억 예산 투입하여 3만평 규모 테스트베드 구축 [2019.4]
-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여 자율자동차량의 상용화를 위한
정밀 도로 지도의 구축 주무기관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을 지정. 더불어, 2년주기의 지도갱신
방식을 수시 업데이트 방식으로 변경, 추진함
-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2019년에 전국 고속도로 등 3,340km 대상으로 제작하였으며
[2019.04], 이를 일반도로로 확장하여 20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약 1만 4000km에 대해 구축을
완료할 계획임. 이후, 2025년까지 4차로이상 지방도 및 군도까지 추가구축 추진[2010.04]
- 국토부, 2019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여 자율자동차량의 상용화를 위한 정밀
도로 지도를 2019년에 전국 고속도로 등 3,340km 대상으로 제작(2030년까지 전국 도로 11,000km
구축 목표) [2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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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자율주행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말까지 서울, 대구 일부 지역 등
약 1,700km 에 대해 자율주행지도를 구축하였으며, 그 대상지역은 지속적으로 확대 [2019.3]
· 국토교통부는 업무분장을 통해 정밀도로지도 구축기관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지정
· 변화되는 도로 등에 대한 정보는 매년 갱신
- 국토부, 서울시 세계 최초 C-ITS 구축 및 자율주행 시범지구 조성 및 업무협약 체결 [2018.5]
· 2019년까지 상암 DMC·일반도로에 자율협력주행 시험환경 조성
· 세계 최초로 WAVE·C-V2X 등 다양한 통신 기반시설 융합 구현
· 디지털미디어시티-상암 DMC 주요거점 순환 무인 자율주행 버스 시범운행
· 실시간 신호 개방·사각지대 보행자 감지 등 인프라로 안전한 자율주행 지원
· 정비공간 등 편의시설, 도로통제 등 행정지원으로 새싹기업 활성화 기여
· 정밀도로지도 구축·제공, 스마트 인프라 표준·인증·보안 관련 제도 지원
-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확정 [2018.5]
· 2020년까지 전국주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5,500km 구간에 대한 정밀도로지도 제작.
2년 주기 지도갱신 방식에서 수시 업데이트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기로 함
-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2018.5]
· 2018년 차선유지 등 운전자 보조기능(2단계) 수준인 자율주행 수준을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상용화(3단계)하고 2030년에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5,77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라이다 레이더 등 자율주행 핵심
부품 기술개발, 자율차와 도로가 소통하는 스마트도로 등을 구축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자동차 표준화 계획에 따라 자율자동차 국가표준(KS)을 2017년 말 93종에서
2021년까지 200종으로 확대 [2018.3]
·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분야에 해당하는 운전자의 손과 발 접촉 없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자율차선변경시스템, 엔진제어·조향장치 등 차량 내부의 전자제어장치 간의 1Gbps급
고속 광통신용 인터페이스, 차량무선통신(WAVE)을 활용해 고속 이동 중 끊김 없는 차량 간
통신환경을 제공하는 차량 사물통신(V2X) 표준 등을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해 나갈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마련 [2018.2]
-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과학기술로 기존의 기계·사람 중심의
자동차에서, SW와 고성능 컴퓨터, 인공지능 중심의 자동차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핵심기술임에도 이를 활용할 법, 제도, 인프라의 준비 부족으로 실제 상용화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로 전망됨
- 국내 자율주행차 개념은 차량 자체의 환경센서(영상센서/레이더/라이다) 기반 Local
Intelligence에서, 클라우드·통신인프라와 연계된 Global Intelligence (환경센서 + 커넥티드 기반
CAV)로 기술 변화하여 초연결 자율주행차 (Connected Automated Vehicle)로 발전될 거로 전망됨

미국

- 미 연방교통부(USDO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산하 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ADS, Automated
Driving System)이 적용된 차량에 대한 탑승자 보호 기준, 안전 표준 제정 요청 [2020.3]
- 대통령 직속 미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및
교통부(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자율주행차량 관련 과학기술 분야 선도적 지위
유지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전략 발표 [2020.1]
- 미연방교통부(USDO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자동화된 자동차 기술의
리더십 강화: 자율주행차량 4.0’(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Automated Vehicles 4.0) 계획 발표 [2020.1]
· 자율주행 기술 진흥을 위한 첨단제조, 인공지능, STEM 교육 및 인력 배양, 기초연구, 관련
인프라, 규제, 세제, 지적재산권,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방향성 제시
· (원칙) △Protect Users and Communities △Promote Efficient Markets △Facilitate Coordinated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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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미국은 자율자동차 운행 법률을 제정한 이후(2011), 25개의 주정부와 워싱텅DC에서
자율자동차 법률 시행, 애리조나 및 하와이 등 7개 주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자율자동차
규율 [2019.8]
- 미국 ITS JPO(Intelligent Transportation of Systems Joint Program Office)는 ‘2015∼2019 ITS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발표
· (전략계획) △안전한 차량 및 도로 △이동성 강화 △환경 영향 제한 △혁신 촉진 △교통 연계성
지원’ 전략계획에 의거하여 다양한 분야의 R&D 지원프로그램 추진
- 미국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AI 미국 리더십 유지를 위한 행정명령(13859)에
서명 [2019.2]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는 ‘미국의 STEM 교육
전략(America’s Strategy for STEM Education)’을 발표 [2018.12]
- NSTC는 첨단제조 분야의 리더십 확보 전략을 발표 [2018.10]
· 기존 제품에 대한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제품에 대한 생산 방법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 발전기여
- 미 교통부(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미래 운송의 대비 :
자율주행자동차 3.0’(Preparing for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Automated Vehicle 3.0) 등
자율주행 자동차 가이드 개정 발표 [2018.10]
-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새로운 자율주행시스템(ADS) 가이드라인 ‘A Vision for Safety 2.0’
발표 [2018.6]
- 미국(ACM: American Center for Mobility)은 AstaZero AB(스웨덴)와 K-City(한국) 간 테스트
환경에서 커넥티드 및 자율자동차(CAVs)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NTU (CETRAN)
싱가포르에서도 파트너십 활동에 참여할 계획 [2018.6]
- 미국 연방대중교통관리청(FTA,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은 2022년까지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인 “Strategic Transit Automation Research Roadmap”
발표 [2018]
-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자동차업계의 최대 걸림돌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차량이 도로상에서 규제없이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빠르게 추진할 전망

일본

- SIP(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전략적 혁신창조 프로그램) 2기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교통 사회 실현을 위해 연간 30억엔 지원, 2025년 전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목표 [2020]
· 2018년 SIP 제2기가 출범, 자율주행의 본격적인 실용화를 위해 실증실험과 기반 기술개발
노력이 더욱 가속화. 실증 실험은 도시교통과 지역 교통 2가지 관점에서 진행
· 2025년까지 한정 지역에서 무인자동차 서비스를 확대 실행, 2022년 이후 도쿄-오사카 구간에서
무인대열주행 사업화 실현 계획
-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기술적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lv.3 이상 자율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원인을 정부 차원의 전담조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해서 관련 조사위원회를 ‘20년 중에 출범 계획 [2019.10]
- 임해부도심이나 하네다 지구의 일반도로와 수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레벨 2∼4의 자율주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호정보제공과 고속도로 본선 합류지원 등의 요소기능, 자율주행버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의 실증을 수행 [2019.10]
- 일본 정부는 2019년도에 자율주행 기술 lv.2까지 허용했으며, 2020년부터는 lv.3, lv.4까지 단계적
허용하는 방안 검토 [2019.09]
- 자율주행 실용화 목적 안전기준을 규정한 개정 도로운송차량법 성립으로 lv.3 자율주행이
허용되었으며, 2020년 5월부터 시행 예정 [2019.05]
- 조건부 자동화에 해당하는 lv.3단계 자율주행 시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
교통법 시행령’을 의결(‘19.9)했으며, ‘20년 시행 예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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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일반도로에서 레벨3 수준의 자율자동차 주행 허용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운행 관련 안전의무 및 대책을 추가 [2019.3]
- 일본은 ‘자동운전 등 선진기술 관련 제도정비소 위원회’를 구성, 자율주행환경을 향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제도 수립 등을 위한 검토 시행 [2018]
- 일본은 자율자동차 개발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격의 ‘자율자동차 안전기술 지침’ 발표 [2018.06]
- 일본 2025년까지 자가용차, 물류시나리오, 이동서비스로 구분하여 고도화된 자율자동차 실현을
위한 시나리오를 설정 [2018]
· (자가용차) 2020년까지 일반도로에서 lv2수준 실현, 고속도로에서 lv2∼3 수준 구현, 2025년에는
고속도로에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 (물류서비스) 2020년 lv2이상으로 고속도로에서 병렬주행 트럭 구현, 2025년 고속도로에서 lv4의
완전자율주행 트럭 운행
· (이동서비스) 2020년 고속도로에서 lv2이상의 자율주행버스, 2025년 한정된 구간에서
무인자동운전 이동서비스 구현

유럽

[EU]
- 유럽교통안전위원회(ETSC, European Transport Safety Council), 유럽도로교통연구자문위원회
(ERTRAC, European Road Transport Research Advisory Council) 중심으로 표준화를 추진, 공동의
로드맵(Automated Driving Roadmap) 마련
· GEAR 2030에서는 자율자동차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및 Value Chain 변화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제시
- 자율자동차에 대한 정책을 순수 자율주행 관점이 아닌 Connected가 포함된 자율자동차(CAD,
Connected and Automated Driving)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발표
· 2050년까지 CAD 기반 정책 및 자본 투자를 위한 장기로드맵 구축 계획
· (CAD 정책 근거) △안전(Safety) △효율성 및 환경 목표(Efficiency and environmental)
△편안함(Comfort) △사회적 수용(Social inclusion) △접근성(Accessibility)
· 2018년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서 발행한 ‘On the road to automated
mobility: An EU strategy for mobility of the future’
- 유럽 집행위원회(EC·European Commission)는 근거리전용무선통신(DSRC)를 중심으로 C-ITS
(Cooperative Intelligence Transport System)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법안을 2019년 4월 추진하였으나
최종 부결 [2019.7]
- 유럽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자율주행 셔틀 시장이 단기적으로 로봇택시 시장보다 규모가 더
확대될 거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부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는 이미 운행 중임
[영국]
- 영국 교통부, ‘Future of Mobility: Urban Strategy’를 발표하며, 자율자동차 포함 미래 도심의
Mobility를 위한 9가지의 원칙 기반 새로운 이동수단 규제 설명 [2019.7]
- 정부 산하 커넥티드 및 자율자동차센터(Center for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 설립하여
자율주행 입법화 추진 [2019.2]
- 실질적인 자율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위해 자율자동차 도로 주행 테스트 기준인 ‘Code of Practice:
Automated vehicle trialling’을 발표 [2019.2]
- 영국 표준 협회(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e)에서 ‘The Key Principles of Cyber Security for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 기반 새로운 기준 추가 발표 [2018.12]
· 2017년에 CAV의 생산과 부품 생산 공급망 등 자동차 사이버보안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The
Key Principles of Cyber Security for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 발표
- 영국 의회에서는 자율자동차의 사고 보상에 대한 보험 확대 정의와 전기차 법안을 위한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 Act 2018’ 정책을 통과 [2018.7]
- 영국 정부는 자율자동차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법률적 장애요인 및 규제의 개혁을 위한 법률개정
3개년 계획 마련 [2018.3]
- 영국 교통부와 산업부, C-CAV(Centre for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 협력 정책팀을 구축,
자율자동차와 커넥티드 기술에 대한 현행 교통 관련 규제와 호환될 수 있는 정부 정책연구 진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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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독일]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는 ‘25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에 30억 유로 투자, ‘AI made in Germany’ 달성 목표 [2019.11]
· AI 응용분야 중 하나로 자율주행을 채택, 신규 R&D 프로그램 신설
· 자율주행 관련 AI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특허점유율은 58%에 달함
- 독일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BMVI,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자율주행 단계까지 지원하는 운송시스템(Mobility 4.0) 개발 및 지상,
수중, 항공 등 복합 모빌리티 환경에서 자율주행 테스트필드 운영 [2019.11]
- 독일 연방정부 주도하에 기업들과 함께 진행한 자율주행 관련 프로젝트인 PEGASUS 프로젝트의
결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품질 기준, 평가 및 측정 방법 등의 수립을 목표로 이를 위한 시나리오
개발 [2019]
- 독일 연방정부, 자율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목적으로 연방대통령의 인준절차를 거쳐 개정된
도로교통법 발효 [2018.06]
[프랑스]
- 프랑스 환경부 및 교통부는 새로운 교통수단 보급 및 이용 장려(자율주행 셔틀 등과 같은 대체
교통수단 서비스 제공, 이에 필요한 파이낸싱 및 프로젝트 입찰에 5억유로 지원)항목이 포함된
교통수단 기본법 공포 [2019.12]
- 프랑스는 2016년부터 한국과 공동 자율자동차 개발 연구 프로젝트인 ‘단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 진행 현황을 발표 [2019]
· (단군 프로젝트) 한국과 프랑스 정부의 공동 지원을 받아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저속 자율주행 알고리즘인 ‘혼잡주행 지원시스템(TJA)’을 개발
-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s Strategic Orientations for Public Action’을 통해
자율자동차에 대한 국가 차원 전략 방향 제시 [2018.5]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3월에 ‘빌라니 보고서’를 바탕으로 총 15억 유로의 AI 국가 전략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자율주행을 실용화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 추진
- 프랑스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에 2조원 지원 계획 [2018.3]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부는 “TR68”을 통해 자율자동차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Technical Reference 제공
[2019]
· (Reference 분야) △Basic behavior △Vehicular data types and formats △Cybersecurity
principles and assessment framework △Safety
- 싱가포르 정부와 미래경제위원회(CFE, Committee on Future Economies)에서 자율주행 산업 관련
4개 분야 비전 제시 및 모빌리티 혁신 프로젝트 추진
· (비전) △계획형 모빌리티 서비스(Fixed & Scheduled Service) △온디맨드 모빌리티
서비스(Point-to-point Mobility-on-demand) △화물 운송(Freight) △유틸리티(Utility)
· (프로젝트)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 확립 △자율자동차 제도 및 규범 연구 △도시 교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온디맨드 차량 서비스 개발 △대중교통 페이먼트 서비스 구축
- 2022년부터 국가 내 풍골, 텐가, 주롱 혁신지구 등 3개 지역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용
발표
· 2018년 11월부터 국립대학 켄트 리지 캠퍼스에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시범 운영 중
- 민관 협동 자율주행 전담조직 ‘자율도로교통위원회(CARTS, Committee on Autonomous Road
Transport for Singapore)를 설립하여 자율주행 관련 업무 총괄 권한 부여
· GEAR 2030에서는 자율자동차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및 Value Chain 변화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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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중국

- 자율주행 등급에 대한 표준서 ‘Taxonomy of Driving Automation for Vehicles’ 2021년 1월 발행
[2021.1]
- 당국은 '25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반자율자동차 비중을 15%로 '30년까지
완전자율자동차 비중을 10%로 확대할 계획 [2020.03]
-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스마트카 혁신 및 개발 전략’ 수정 최종안 발표 [2020.2]
· 2025년까지 조건부 자율자동차의 규모화 생산, 고도 자율자동차의 특정 환경에서 상용화 비전
목표, 2035년부터 2050년은 중국표준 지능형 차량체계 완전 구축으로 목표 수정 발표
· 2018년 1월에 발표한 ‘스마트카 혁신 및 개발 전략’ 초안 목표에서 하향 조정
(기존) 1단계_2020년 말까지 신차의 절반 이상에 자율주행 기능 탑재 목표
(변경) 1단계_2025년까지 ‘조건부’ 자율자동차 양산 시설 및 제품 관리, 보안 시스템 구성
(기존) 2단계_2035년까지 중국의 표준 스마트카 시스템 완성 목표
(변경) 2단계_2035∼2050년 사이에 중국의 표준 스마트카 시스템 완성 목표
- China-NCAP에서 발표한 기술 Roadmap에서는 2022년까지 레벨3 차량에 대한 테스트 및
시뮬레이션 테스트 진행하여 2023년 평가항목에 추가, 2024년까지 레벨4 차량에 대해
테스트하여 2024년 및 2025년에 평가항목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2019]
- 중국 정부에서는 5G 통신, 지능형 인식 및 차량 기반 시설협력 시스템과 같은 첨단기술이 적용된
자율자동차 시험장을 베이징, 상하이, 충칭, 우창 등 4곳에 마련 [2019.5]
- 중국자동차표준기술위에서 중국 지능형-커넥티드카 자율주행기능 시험절차 공포 [2018.8]
- 중국 정부는 ‘지능형 차량 인터넷 도로 테스트 관리 규범’ 발표 [2018.4]
·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테스트 적극 지원,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들로만 운행하는 도시 건설,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를 통해 지원
- MIIT, CATARC, 충칭 자치시에서 구축한 i-VISTA 테스트 구역은 커넥티드 차량, 5G 기술 이용한
자율주행 등 다양한 테스트 가능, 지능형 차량 테스트 평가 시스템 구축하여 출시된 차량에
대해 평가 진행, 더불어 2018년부터 매년 OEM 대상 ‘자율주행 challenge round’ 주최
- 2030년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카 산업체인과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고도의 자율주행자동차와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비중을 8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
- 2025년까지 신차 판매, 반자율자동차 비중 15%, 2030년까지 완전자율자동차 비중 10% 확대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공업정보화부를 비롯한 11개 부처, 공동으로 ‘스마트카 혁신·개발
전략’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스마트카 발전목표 및 주요임무를 확립
- 2025년까지 차이나 스탠더드 스마트카의 양산 및 ‘고도 자율주행’ 스마트카의 특정 환경에서의
시장화 응용을 실현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스마트자동차 혁신발전전략(의견수렴)을 통해 2020년까지 저·중
레벨의 스마트자동차 양산, 중·고급 레벨의 스마트 자동차 시장화 응용 실현, 2035년까지
중국표준의 스마트자동차 브랜드 형성 목표 발표 [2018.1]
- 중국 레벨4급 이상의 자율주행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측위 및 정밀지도,
사이버보안,통신,인공지능,고성능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융합 뿐만 아니라 차량과 도로를 통한
교통인프라와의 융합, 관련 도로교통법규의 정비 등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
되어야 자율주행차의 도입기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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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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8%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AI·데이터 기술]
¡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Lv.4 자율주행으로 정해진 구간을 저속으로
주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험사업이 대구, 세종 지자체별로 진행 중이며,
이를 원격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제 시스템 개발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원격제어 기술은
적용되고 있지 않음
- 오토노머스에이투지
· BRT 내부순환노선 22.9㎞와 정부세종청사(1~4생활권)를 중심으로 25㎢ 범위에서 '수요
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셔틀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위한 운영 및 관제를
위한 모빌리티 솔루션도 개발됨
- 언맨드솔루션
· 자율주행 셔틀 위더스 개발, GPS, LiDAR 및 Camera 센서를 이용하는 자율주행 SW(uDrive)와
모빌리티 관제 솔루션(uConnect)를 통해 셔틀과 경비로봇의 다양한 활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밸류체인 개발
- ETRI
· 언맨드솔루션 전기차에 AI적용, 사각지대 등의 정보를 원격으로 전송해 주는 데이터 분배 인프라
기술 등 ICT기술 융합하여 자율주행 내부순환셔틀 오토비(AutoVe)를 개발하여 상시 운행 중
¡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안전하고 유효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 방대한
양의 자율주행 S/W 훈련 데이터가 요구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적은 양의 데이터를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 중. 최근까지 특정환경에서 제한적인 상황의 주행 데이터를 적용했으나 복잡한
주행환경을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차종에 구분 없이 자율주행 S/W에 적용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셋 개발에 집중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 K-동맹 결성을 통해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 개발, 표준 제정 및
보급 확산 지원
- 지자체
· 경기도 :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운영을 통해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표준을
통한 상호운용성 검증 협력 추진
· 세종시 : 현재 구축하고 있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활용해 표준화된 자율주행차량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개방하고 관련 기업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자율주행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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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과기원
· 한국형 자율주행 데이터 셋 개발. 우리나라 도로상황이나 경찰, 교통안전 요원 수시신호 이미지
데이터셋 구축(30만장, 4K이상 고화질, 1550시간, 100TB). 한국 시장에 특화된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
- 인피닉
· 기상상황과 도로 번잡도 등 다양한 주변환경과 이동객체, 보행자, 표지판, 구조물 등 여러
설정을 규정하여 고객사 요구 조건에 맞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생성, 제공
- 현대자동차
· 표준화가 요구되는 데이터 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 실증단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용
· NIA와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력(MoU)을 체결하고, 자율주행에 요구되는
도로, 차선, 횡단보도 인지 데이터를 활용한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 개발. 이와 동시에 현대차
그룹은 미국 앱티브社자와 합작으로 자율주행 데이터셋 ‘누플랜’을 공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약 5억 개의 이미지와 1억 개에 달하는 라이다 스캔 데이터를 포함.
- 네이버
· 자율주행 연구에 활용가능한 고정밀 지도와 실내외 측위 데이터셋을 네이버랩스 오픈
데이터셋을 통해 공개
- 테스트웍스
· 자율주행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솔루션 ‘블랙올리브’를 개발하여 자율
주행 S/W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요구되는 데이터 라벨링, 비식별화, 보정 및 검수 관리 등
데이터 전처리 솔루션 공개
- 스프링클라우드
· 센서와 차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공유하는 라우터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율주행차량의 상이한 시스템과 각기 성격이 다른 자율주행차량 데이터를 통합
관리 기능 제공
¡ (안전한 자율주행차 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국내 자동차 제조사 및 글로벌
플랫폼/ICT 기업들은 자율주행 시장 및 기술 선점으로 위해 상호 협력 및 경쟁 중이고, 특히
자율주행 안전성에 필수적인 주행거리 및 사고 데이터 확보를 위해 노력
- 현대자동차그룹
· 다양한 파트너사가 차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인 오픈
플랫폼 ‘현대 디벨로퍼스’를 통해 차량으로부터 수집한 운행 데이터를 외부에서 활용
가능한 API 형태로 가공하여 파트너사에게 제공
- 네이버
· 네이버랩스는 자율주행 연구를 위한 오픈테이터세트를 공개하여 자체 제작한 HD맵과 실내외
측위 데이터세트를 제공, 도로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 AR/XR 서비스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ETRI
·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운전석이 없는 형태의 차량인 무인자율주행차량
32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오토비'(AutoVe)를 개발하고 임시운행 허가를 득하여, 원내 셔틀버스로 시범 운행 중이고,
오토비 개발을 위해 구축한 국내 도로 교통환경데이터 10만Km와 1,400만 장의 학습용 데이터
200TB를 관련 연구기관, 기업 등과 공유 추진
¡ (차량 정보 서비스 API 표준) 차량 내・외부 응용 및 서비스 연동 기술은 국내에서는 시작 단계로
국내 관련 기업들과 출연연을 중심으로 PoC 레벨의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CES 전시회에서
시연함. 또한 주요 차량 제조사에서는 자사의 일부 차량 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공유 플랫폼 출시
- 현대차그룹
· 2021년 3월 드라이브 스루 전용 매장이 아니더라도 커넥티드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운전자의 도착 시간에 맞추어 상품을 주문하고 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추진
- 제네시스
· 2020년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으로부터 수집한 운행·제원정보, 주행거리,
운전습관 등 데이터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식으로 가공해 개인·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인 차량 데이터 플랫폼 '제네시스 디벨로퍼스' 출시
- 현대·기아차
· 자율주행과 차량을 외부에서 원격 제어하는 지능형 원격지원 서비스, 집과 연결시키는 스마트홈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ccOS(Connected Car Operating System) 개발
진행 중
· 2019년 유럽 최대 통신사 보다폰과 손잡고 유럽 시장에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시작.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실시간 내비게이션, 주차장 위치 등 지역 정보 서비스, 차량 도난 알림,
차량 위치 및 상태 확인 등임
- 아이나비
· 2018년 LG유플러스 NB-IoT 통신망을 활용해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블랙박스
정보, 주차 위치, 차량 연비, 배터리 상태, 주차 중 발생되는 충격 알림 및 이미지 전송 기능
등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아이나비 커넥티드 출시
- ETRI
· W3C VISS(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ification) 표준 지원 서버를 개발 완료 단계에
있으며, 이를 확장하여 웹소켓 기반 기능에 RESTFul 인터페이스 추가 개발 중
[디지털 인프라 기술]
¡ (정적 정밀도로구조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차선수준의 정확도를 가지는 도로구조, 표시
및 주변 시설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들이 제안 및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각사의 포맷 및 국지적 표준적용이 시도되고 있는 중. 일부 유관기관 및 업체에서 자체 데이터
모델 및 포맷을 기반으로 국내 일부 지역에 대해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 중
- 국토지리정보원
· 자율주행 지원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정밀 도로지도를 위한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주요지역 등에 대해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구축지역을
SOC 디지털화 Part.1 _ 스마트모빌리티 329

확대하고, 기 구축된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작업도 추진 중
- 한국국토정보공사
·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에 대해 도로에 대한 고정밀 디지털지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를 자율주행차량 관제 등에서 활용하고자 추진 중
- 한국도로공사
·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과 MOU를 체결하여
상호 연계 가능한 데이터 모델 등을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국책연구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정밀도로지도의 신속한 구축 및 갱신을 위한 효율적 도로변화 탐지기술도 개발한 바 있음
- 현대오토에버
· 자체 데이터 규격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약 100,000km 이상의 국내도로에 대해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여 활용 중
- 맵퍼스
·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밀 도로지도를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제작할 수 있는 지도구축기술을 개발 및 적용 중
¡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차량 정보, 상태, 도로 주행환경 및 주변 상황
정보의 전달 및 공유에 대한 개념이 LDM(Local Dynamic Map)이라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개발과 적용 시도가 진행 중
- 현대자동차
· 차량과 관련된 자체 H/W 및 S/W 플랫폼을 바탕으로 외부 인프라 정보 등을 수신 및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차량 정보의 전달 및 공유를 위한 연구개발도 진행 및 적용한 바
있음.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량의 정보교환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자율주행차의 센싱, 인지 및 주행 관련 정보를 외부 인프라와 교환하는 기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량을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실증 차량을 통해 검증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언맨드솔루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의 협력적 연구개발을 포함하여, 인프라의 데이터 교환을 포함한
자율주행차량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한국교통연구원
· 주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수준의 C-ITS 사업 등을 통해 차량의 정보를 외부로
전달하고, 외부 인프라 정보를 차량으로 전달하여 차량의 주행 및 제어를 돕기 위한
연구개발들을 수행해오고 있음. 일부는 대전-세종 도로에서 실종된 바 있음
- 한국도로공사
· 도로 주변의 인프라 및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날씨, 사고 및 인프라에 대한 정보 등을
전달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인프라에 대한
일부 정보를 국내 단체 표준화 추진한 바 있음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판교제로시티의 실증을 통해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차량 정보의 전달 및 공유를 구현하여
지속적인 시험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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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즈원
·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등과 함께, LDM의 기본개념을 구현하고, SAE J2735 등과 같은 관련
표준 등을 바탕으로 상호운용성 있는 차량 정보 및 주변환경정보의 교환을 추구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엔제로
· 서울 상암에서의 자율주행차량 실증을 통해 ADAS 정보를 포함한 차량관련 데이터를
센터에서 수집, 활용하는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 연구개발 및 적용을 통해
대상 데이터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음
- 기타
· 그 외, 자스텍엠, 인포뱅크 등과 같은 다수의 국내 기관 및 업체에서 많은 종류의 차량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로 전달, 교환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통신 기술]
¡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성균관대 사물인터넷 연구실은 IPWAVE의
Problem Statement와 유즈케이스 표준안을 주도
- 성균관대
· IPWAVE 차량 네트워킹을 위해 IPv6 기반의 차량 이동 탐색(Vehicular Neighbor Discovery,
VND)과 차량 이동성 관리(Vehicular Mobility Management, VMM) 표준안 개발
· VND를 기반으로 안전 운행을 위한 주변 인식 내비게이터 프로토콜(Context-Aware Navigator
Protocol, CNP) 표준안 개발
· 차량 네트워크 시뮬레이터 SUMO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시뮬레이터 OMNeT++를 가지고
본 표준안을 구현 및 테스트 완료
· 리눅스 노트북에 IEEE 802.11-OCB 인터페이스를 설치하여 IPWAVE 기반 비디오 전송
테스트를 완료
· 2020년부터 AION Robotics R1 로봇카를 통해 IPWAVE IPv6 통신과 CNP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 (5G C-V2X 기술 표준) 3GPP V2X 표준기술에 기반한 지능형 차량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시연 및 협업이 활발히 진행 중.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통신 기술로 Rel.15에서 표준
완료된 5G NR V2N 기술과 LTE-V2X 기술을 융합 또는 복합 사용하는 방식이 활용되었으나,
2020년 6월 표준 완료된 5G NR-V2X를 지원하는 솔루션들의 등장이 2020년 11월경부터 시
작되어, 2021년 하반기부터 칩셋의 출시가 기대되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
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TTA
· OmniAir C-V2X 인증 자격 획득 [2021.06]
- 에티포스
· 세계 최초 S/W 기반 5G NR-V2X 모뎀 솔루션 공개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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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자율주행버스 국내 최초 운행 허가 취득 [2018.01]
· 퀄컴, 이씨스와 LTE-V2X 기반 V2V 및 5G NR 네트워크 기반 V2N2V 결합 서비스 시연
[2019.06]
· 현대모비스와 5G NR V2N 통신 기반 자율 협력 주행 시연 [2019.10]
- SKT
·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5G NR V2N 기반 자율주행버스 시연 [2019.06]
· 삼성전자와 28㎓ 대역 5G 커넥티드카를 위한 고속(170km/h) 주행 환경에서 초고속 통
신(3.6Gbps) 시연 [2017.02]
· 5G NR V2N 기술 기반 “급제동 안내” 및 “응급 차량 안내 서비스” 서비스 제공[2018.02]
· 5G NR 통신망 기반 서울 시내 대중교통 V2X 실증 사업 수행[2019 ~ 2021.06]
- LG U+
· 5G NR V2N과 LTE-V2X를 사용한 level 4 자율주행 시연 [2019.20]
· 5G NR V2N 기술 사용한 일반도로 자율주행 시연 [2019.10]
[시스템 기술]
¡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AUTOSAR Adaptive 플랫폼 표준) AUTOSAR Adaptive platform
표준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 국내에는 Adaptive Platform 관련 기술개발이 일부 중
소기업이 수출용으로 진행 중
- 팝콘사
· 자동차 관련 스타트업으로 AUTOSAR 공식 개발 파트너로 등록하고 Adaptive AUTOSAR
개발툴에 대한 상품화하여 덴소에 납품
- 현대오트론
· AUTOSAR Classic Platform인 ODIN(Autosar Developers Innovation Network)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장부품의 양산제품을 적용하고 기술보급 확산 노력 중이며 AUTOSAR
Adaptive Platform에 대해서는 고성능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명칭으로 자체 개발을
진행 중
- 현대오트론
· 현대오트론 저작도구는 AUTOSAR개발 도구에 대한 공통된 기본 기능을 구현한 소스코
드로 AUTOSAR 회원사에만 제공되고 있는 Artop(AUTOSAR Tool Platform)기능을 일
부 수정하여 제공하고 있음
- LG전자
· 기존 AUTOSAR 표준 규격은 물론, 주요 완성차 업체와 함께 자율자동차와 커넥티드카에
적용되는 차세대 자동차 소프트웨어 표준 플랫폼인 ‘AUTOSAR Adaptive’ 공동 개발 참여
- 인포뱅크
· AUTOSAR 기반의 자동차 전장부품 연구개발 활동에 주력, 차량 무게 감소 및 유기적
동작이 가능하도록 EPS(Electric Power Steering), ASB(Active Seat Belt),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를 하나의 ECU로 통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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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비콘, AP와 같은 추가 장비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실내 측위가 가능한 기술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머신러닝 등 AI나 4G/5G
기지국 신호를 결합하여 기존 측위 정밀도를 개선하는 연구 또한 늘어나는 경향임. 특히
자율주행·MEC와 같이 5G 솔루션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실내외 AR 내비게이션 기술 연구 또한 시도되고 있으나 실내외 연속측위 개념 접근보다는 각
영역별 사용할 수 있는 센서중심의 측위기술이 개발 경향이 강함
- 고려대
· 스마트폰 IMU의 자기장 측정 기능을 활용. 실내에서의 지구 자기장 분포 패턴을 딥러닝
기술(딥러닝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s, RNN 등)으로 대상의 실내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 개발 중. 별도의 전력 공급이나 추가적인 통신장치 없이 측위 정밀성과
경제성 확보 목표
- 카카오 모빌리티
· 기존 핑거프린팅 기술을 개선한 LTE 신호 기반의 실내외 측위 기술 ‘FIN’을 개발. 터널 등 실내
LTE 신호의 세기를 위치별로 미리 측정·저장한 후, 해당 지형 지문과 실제 대상의 위치에서
여러 차례 수신한 신호 세기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측위하는 기술 개발 중
- 네이버랩스
· 한 장의 사진으로 정밀 측위가 가능한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VL, Visual Localization)’
기술의 상용화 추진. 3차원 실내지도 제작 로봇(M1X)이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GPS 지원 불가한 실내에서도 대상의 위치와 바라보는 방향까지 측정 가능하도록 개발 중
- 네이버랩스-서울시 ‘A City’
· 자동차 도로뿐 아니라 인도·실내까지 도심 속 전방위적인 3차원(3D) 지도를 생성하는 측위·
매핑기술 연구 중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계(로봇)들이 도심 각 공간을 스스로 이동하고
해당 로봇 및 AI가 공간의 데이터를 수집·분석·예측
- 디바오
· AI 및 스마트폰 카메라 이미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내 측위를 지원하는 실내 AR 내비게이션
기술 개발중으로 매장 입/퇴점 등의 현장 변경사항 발생 시, 실내지도 데이터의 손쉬운
편집·관리를 가능케 하는 관련 플랫폼 또한 구현
- 아센코리아
· 실내외 연속측위를 위한 실내항법/저가형 GNSS 통합 단말기 개발 시도 중으로 실내 측위를
위한 보행항법(MEMS Sensor) 및 전파항법(DAP 연동)이 적용된 모듈과 실외 측위향
Multi-GNSS 모듈을 개발하여 하나의 단말기 안에 해당 모듈 탑재 시도 (2018년)
- 자스텍엠
· 다양한 스마트센서를 활용한 통신음영지역 및 GNSS 위치 왜곡 현상 대응과 함께 위치고정시간(Time
To First Fix)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통해 자동차-IoT 디바이스에 적용·북미시장 수출하였으며,
Camera, Lidar 등을 활용한 ISO 6029 Seamless Positioning for multimodal transportation
in ITS stations 표준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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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에지 케이스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표준) 자율주행 안전성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표준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국내 자동차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국내는 LG전자, 이노시뮬레이션, 모라이가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음.
- LG전자
· LG Autonomous Driving Simulator는 “SVL Simulator”라는 제품명으로 개발 판매되고
있으며, 고해상도 3D 환경을 제공하는 Unity사의 High-Definition Render Pipeline
(HDRP)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Apollo, Autoware, ROS/ROS2와 같은 차량 시뮬레이션용
오픈소스 플랫폼과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여 자율 주행 차량 개발자가 자신들의 필요에
맞추어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커스터마이징하고 빌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노시뮬레이션
· 6축 Dome 형태의 Driving Simulator, 운전석 형태의 Trinining Simultor를 포함하여
“GD Studio”라는 이름의 제품을 판매 중. 콘텐츠(Visual Database, 사운드 파일)를 통해
도로 정보 및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운전자가 주행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편집
도구와 같이 제공하여 운전자가 가상의 주행환경을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음.
- MORAI
· MORAI SIM은 주행시험장에서부터 복잡한 도시 교차로 등의 가상 도로 환경을 구현하고
변경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활용해 사용자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개발 의도대로
작동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현실적인 차량
및 센서 모델, HD지도 데이터에서 생성된 디지털 트윈지도, 사실적인 주변 차량 동작,
합성 데이터 세트 생성, 광범위한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UDP, CAN, ROS, LCM, 직렬)을
지원하여 AV 소프트웨어 스택과 통합이 가능
[보안 기술]
¡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차량 간 통신 보안요구사항은 표준으로
제정되었으나, 차량과 인프라 및 보행자 등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및 차량 네트워크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드웨어 보안 모듈 요구사항 등의 표준은 개발 중
- 현대자동차, 고려대, ETRI 등
· 5G 인프라를 이용한 차량통신 환경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어 안전한 자율 주행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보안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산·학·연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
- ETRI
· 자율주행자동차에서의 다양한 센서들의 활용으로 인해, 차량 내부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량용 이더넷의 활용성 증가. 이러한 차량 내부
네트워크의 다양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보안 기술에 대한 연구 진행 중. 특히 증가하는 차내망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량용 이더넷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차량 이더넷
보안 연구가 진행
¡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차내망 보안 기술은 자동차 해킹 연구를 통해
취약성을 증명하고 위협을 보호할 수 있는 설계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ECU간
보안전송 기술 및 CAN, CAN FD, LIN, MOST, FlexRay, Automotive Ethernet 등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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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위협 식별을 위한 연구와 기술 등이 개발 중. 커텍티드 차량 내부 및
외부에서 발생하는 공격을 탐지한 뒤 차단 및 대응을 하는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증가. CAN
등 bus 형 네트워크의 구조상 한계로 인해 공격의 실시간성 차단이 어려웠던 한계를 차량
이더넷(automotive ethernet) 기반 스위치 또는 포트별 접근제어/차단 기능이 지원되는 차량 내
스위치를 이용하여 차단하고, 공격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을 하는 기술이 개발 중. 더불어 차량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격을 V2I 와 연계하여 대응하는 유즈케이스를 개발하는 표준이 진행 중
- ETRI
· 차량 이더넷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 분석 및 보안 통신, 접근제어 등의 연구 및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 중
- 한국정보인증, 펜타시큐리티
· 한국정보인증은 차량 PKI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며, 펜타시큐리티는 PKI 기술개발과 함께 차량
통신 방화벽과 차량 내부용 키관리 솔루션을 구현하여 상용화가 진행 중이며, 페스카로에서는
하드웨어 보안 모듈을 도입한 ECU 보호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가 추진 중
- 고려대
· CAN 트래픽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자동차용 침입탐지 분야 연구 진행 중. 실제 차량 주행
및 공격 데이터 보유를 통하여 자동차 위협 식별 및 대응 기술 연구와 차량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안 국제표준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 중
- 현대자동차, 고려대, ETRI
· 차량 침입방지시스템 인접한 V2I와 연계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격을 차단 대응하는
국제표준을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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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AI·데이터 기술]
¡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Lv.4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프랑스 Navya,
Easymile, 미국 Local Motors 등과 같은 기업에서 제조한 차량과 자율 이동 솔루션 개발 업체와
협력하여 서비스 실증 및 상용화 진행 중
- Mobileye, Transdev ATS, Lohr Group(미국)
· Mobileye는 트랜스데브 그룹의 자율 이동 솔루션 부문인 트랜스데브 자율교통시스템(ATS)
및 모빌리티 솔루션 제조업체인 로어 그룹과 자율 주행 셔틀 개발 및 구축 진행. 2022년까지
생산을 위한 기술 설계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도로에서 차량을 먼저
시험 주행할 예정임. 이들 업체는 2023년까지 자율주행 i-크리스탈 셔틀을 대중교통망에
배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Beep, Local Motors(미국)
· 미국의 다인승 전기 이동 솔루션 제공업체인 Beep가 자율주행차량 설계 및 제조업체인 Local
Motors와 손잡고 미국 워싱턴 D.C, 마이애미, LA 등 여러 지역에서 시연 프로그램을 가동 중
- DeNA
· EasyMile사와 공동으로 Robot Shuttle을 개발하여 도심로, 공원, 대학 캠퍼스 내에서 시범운행
중. 고령층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제한됨에 착안하여, 헬스케어 서비스가 포함된 복합단지
주변에서 버스를 운영
¡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자율주행서비스가 운용되는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 구축 및 공유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SW의 유효성 검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들은 끊임없이 트랙 레코더를 수집 중

<최근 국외 업계의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화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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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mo
· 자율주행 연구데이터 ‘Waymo 오픈 데이터셋’ 무상 공개(‘19년) 비상업적 용도로 자율주행
데이터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들에게 공개. 다양한 도로와 주행환경에서 다양한 센서
데이터로 수집한 데이터셋으로 구성
- Ford
· 라이다 및 카메라 센서 데이터, 다중 차량 데이터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데이터셋 공개(‘20.5).
계절변화와 다양한 주행환경에서의 시니라오별 AI 학습에 활용 가능하며, 서로 다른 차종에서
취득한 센서정보를 통합하여 다중 차량통신, 측위 인식 및 경로설정 데이터를 지원
- LeddarTech
· 다양한 차종의 라이다 센서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운전자 보조시스템 및
자율주행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공개. 이종 차량에 장착된 포괄적 센저 제품군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비롯, 다양한 환경, 날씨, 시간대 정보를 포함한 오픈소스 API 및 데이터셋 뷰어 제공
- 텐센트 바이두 BMW 등 글로벌 IT 자동차 기업은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화 정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호환성 안정성 제고 추진
¡ (안전한 자율주행차 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전세계 자동차 제조사 및 글로벌
플랫폼/ICT 기업들은 자율주행 시장 및 기술 선점으로 위해 상호 협력 및 경쟁 중이고, 특히
자율주행 안전성에 필수적인 주행거리 및 사고 데이터 확보를 위해 노력
- Google Waymo
·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4를 바탕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한 Waymo는 2010년대
초부터 실제 도로를 직접 주행하며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수집. 2021년 현재 실제 도로에서
2,000만 마일(3200만㎞) 이상 자율주행하였고, 15조 마일 이상의 시뮬레이션 주행 데이터도 축적
- Tesla
· 다른 자율주행 업체와는 달리, Tesla는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의 카메라로 주변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행하며, 전세계 100만명 이상의 Tesla 운전자가 ‘오토파일럿’을
활용할 때 축적한 마일리지 데이터는 50억 마일을 초과
- Baidu
· 아폴로 오픈소스 플랫폼을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택시 뿐 아니라, 미니버스, 셔틀,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을 구현할 뿐 아니라, 누적거리 1천만km 이상의 누적 마일리지를
축적함에 따라, 베이징 등에서는 실제로 유료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상시에는
5G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해 원격 조종도 가능
¡ (차량 정보 서비스 API 표준) Volkswagen과 Jaguar Land Rover 중심으로 차량과 연계한 외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차량 탑재 서버 표준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Volvo, Bosch
등 참여기업 확대 중.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차량 정보 모니터링과 차량 정보 분석 분야 등 응용
서비스 분야 기술개발 진행 중
- Volkswagen
· 커넥티드카의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 VIWI(Volkswagen Infotainment Web Interfac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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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개발하여 실제 제품에 탑재하여 제품 레벨의 PoC 진행 중이며, 본 기술을 W3C
Automotive WG을 통해서 표준화 추진 중
- LAND ROVER
· W3C VISS(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 표준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상품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 중
- Volvo
· W3C Automotive WG을 중심으로 Volkswagen과 협력하여 차기 표준 기술 개발 및 이에
대한 오픈소스 개발을 진행 중
- Bosch
· 2019년 말에 W3C VISS(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 표준의 기능을 이클립스
파운데이션 하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개발 중. 본 프로젝트는 개발언어로 C++을 사용하며
깃허브에 구현물을 공개함
- GENIVI
· W3C Automotive WG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차량에 대한 데이터 모델 표준인 VSS(Vehicle
Signal Specification)에 대한 지속 개발 중
- INRIX
· 3억대 이상으로부터 차량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된
데이터를 정부, 관련 기업, 에이전트 기업들에 제공
[디지털 인프라 기술]
¡ (정적 정밀도로구조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주요 지도기반 서비스 및 내비게이션 업체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밀도로지도 관련 연구개발 및 지도 구축이 진행 중
- Google(미국)
· 자율자동차 운행 등을 통해 정밀지도를 검증하고 이와 함께 정밀지도를 점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
- Apple(미국)
· 디지털 매핑을 주로 하는 Broad Map 등을 비롯한 지도 및 측위 관련 회사들을 다수 인수하여
정밀지도구축을 주도하기 위한 기반 확보 중
- HERE(네덜란드)
· Audi, Daimler, BMW는 고정밀지도 구축을 위해 노키아의 Here를 공동 인수하여 유럽과
미국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지원을 위한 일부 지도를 제공 중
- TOMTOM(네덜란드)
· 차선수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더불어, 이를 자율주행 및 협력주행 등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 중
- Mitsubishi, Zenrin, Toyota 등 15개 회사(일본)
· 공동 출자를 통해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DMP(Dynamic Map Planning) 법인 설립하여
연구개발 및 구축을 추진 중
- 텐센트(중국)
· 지도업체 NavInfo를 인수하여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지도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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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자율주행차량 및 관련 기능을 개발하고자 하는
다수의 기관 및 기업들에 의해 차량 정보 및 주변 상황정보 등을 획득, 공유 및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이해관계자와 데이터의 다양성, 그리고
관련 정보의 가치, 중요성 등으로 인해 많은 경우 연구개발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 전반적으로, 공공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 및 실증이 아닌이상, 차량과 관련된 정보는
정보의 중요성 및 특징,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으로 인해 전달 및 공유되는 범위가 알려지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Tesla(미국)
· 차량제어 SW를 포함하여, 차량에서 획득되는 영상 및 차량제어 관련 정보들의 외부로
전달되어 수집,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데이터의 종류 및 범위는 알려진 바가
없음
- Google(미국)
· Waymo 자율주행차량의 밀도 있고 지속적인 실험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량 및 주변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집 및 활용되는 정보의 종류, 범위
및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음
- Apple(미국)
· Google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량을 개발 및 시험하고 있으나, Tesla, Google 등과 같은
경쟁업체에 비해 그 단계가 초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시범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외부와 교환하는 동적 혹은 준동적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종류는 알려지지 않았음
- 기타(유럽 등)
· Ford, Volkswagen 등을 포함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뿐 아니라, 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원격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H/W 및 S/W 기업들도 직간접적으로 차량 및 주변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획득 및 공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명세는 알려져 있지 못함. 차량 주변의 인프라와 관련된
한 사례로는, 미국 교통부에서는 다양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DSRC 등과 같은 인프라를 이용하여
신호 등과 같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시범 및 실증 등이 참고될 수 있음
[통신 기술]
¡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CEA는 프랑스의 에너지 및 ICT 리서치 기관으로서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의 IPv6 over 802.11-OCB 표준인 RFC8691의 개발을 선도하고
있고, Linux 기반으로 구현 및 실차 테스트를 완료. 차량 3대에 구현물을 탑재하여 성능 테스트를
수행. 향후 보다 많은 차량들을 통해 IPv6 over 802.11-OCB 프로토콜을 차량 대 차량 통신(Vehicle
to Vehicle Communication) 실험을 진행할 예정. Universidad de Chile의 NIC Chile Research
Labs은 차량 네트워크를 위한 IPv6 Neighbor Discovery를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함
- CEA
· 전기차 기반 IPWAVE의 IPv6 over 802.11-OCB 통신 모듈을 개발하여 IPv6 기반 V2V와
V2I 통신 테스트를 진행하였음
- CEA
· IPv6 over 802.11-OCB를 통해 차량과 교통신호시스템 제어부가 통신하여 차량이 교차로에
지나갈 때 신호등이 녹색불이 바뀌어 효과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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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 Chile Research Labs
· IPv6 over 802.11-OCB를 지원하기 위한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VND)를 시뮬레이터인
SUMO와 OMNeT++ 상에서 구현하여 기존의 IPv6 Neighbor Discovery와의 성능평가를
수행함.
¡ (5G C-V2X 기술 표준) 북미, 유럽, 중국 등에서 빠르게 C-V2X 기반 상용 서비스를 추진 중.
3GPP Rel-14/15 기반 단말이 이미 출시되었으며, 보다 최신 버전 표준에 상응하는 상용 단말
및 인프라의 구축과 상용 서비스의 구현이 추진 중. 기존 2023년 상용화 계획 대비 2년 빠르게
2021년 상용화 진행 중. 또한, 5G 상용망을 응용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지원 방안 모색 중.
차량 간 직접통신 기술과의 조합 및 인프라-차량 간 통신 기술과의 조합을 통하여 스마트
카 구현을 추진 중
- Audi, Blue birds
· 애틀란타주 스쿨버스/스쿨존 안전서비스 용도로 LTE-V2X기반 상용 서비스 개시(21년 5월)
- Audi, Qualcomm, 버지니아주 교통국
· 북부 버지니아 도로에 V2X 구축
- 하와이주 교통국, 퀄컴, Applied Information
· 하와이주 Nimitz 고속도로에 V2X 구축
- Ford
· 2022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형차 모델에 LTE-V2X 기반 V2X 탑재 계획을 발표
- Google
· TaaS (Transportation as a Servic) 3.0 계획 발표 [2020]
- 기타
· 5GAA 다른 제조사 차량 간 C-V2X 통신 성공 [2018]
- NTT Docomo
· MWC에서 저속 자율주행 카트 시연 [2018]
- Google
· Radar 이용 자율주행차 시연 [2015]
·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 시작 [2020]
- Huawei
· 레이더 활용 자율주행차량 구상 공개 [2019]
[시스템 기술]
¡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AUTOSAR Adaptive 플랫폼 표준) 자율자동차에 적용되는 차세대
자동차 소프트웨어 표준 플랫폼인 AUTOSAR Adaptive platform 표준기술은 자율자동차
시대를 대비하여 자동차 플랫폼기술 빅뱅이 일어나고 있으며, Volkswagen, Toyota, GM 등의
전통적인 완성차 기업(OEM)은 플랫폼 조기 확보 및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 중
- AUTOSAR 컨소시엄
· 2017년 3월에 배포된 AUTOSAR Adaptive 플랫폼은 시스템 시작과 애플리케이션 실행,
서비스 지향 통신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간 메시지 공유, 진단 서비스를 통해 시스템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오류 메시지를 읽고 처리하여 반응 기능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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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SAR 컨소시엄
· AUTOSAR 국제사실표준화기구의 가입 조건에는 회원 상호 간에 AUTOSAR 관련 특허
분쟁을 불허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준특허를 인정하지 않음
- WindRiver
· 국방 및 항공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으로 RTOS(Real Time Operating System)을 보유하고 있는
WindRiver는 현대오트론과 AUTOSAR기반의 자율자동차용 안전 플랫폼을 공동 개발 중
- APTJ
· AUTOSAR기반 플랫폼 개발 기업인 APTJ는 ADAS와 자율주행 기술 구현 시, 원활한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을 위해 AUTOSAR와 가상화 기술을 융합한 차량SW 플랫폼 개발 중
- DENSO
· AUTOSAR표준이 Infotainment, Connectivity 분야에서 현저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며,
특히 Safety(ISO26262)와 Cyber security(CSM/SHE) 도입에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으로 예상
- ETAS
· BlackBerry QNX와 차세대 커넥티드카 및 자율자동차용 AUTOSAR Adaptive Platform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공동개발 중
- Vector
· Artop을 기반으로 한 저작도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각 회사별로 차별화 된 기능을 추가하고 있음.
- Vector,Elektrobit
· 대부분의 AUTOSAR Tool Vendor가 Adaptive Platform Tool 개발을 발표하였지만,
현재까지 Adaptive Platform Tool을 공개한 기업은 독일의 Vector와 ETAS, 핀란드의
Elektrobit, 프랑스의 Dassalult Systems 그리고 국내는 한국의 팝콘사가 유일함
- BOSCH

·AUTOSAR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과 첨단 기능의 탑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복잡도
역시 증가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시스템 아키텍처로 AUTOSAR의 적용을
기본적으로 확대 적용
¡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실내외 연속측위 기술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나 현재 기술 검증은 하고 있으나
기술 관련한 표준 또는 상용화 단계까지는 미도달. 실내 측위 기술 관련 개발은 가용 센서
및 인프라 정보를 토대로 실내 측위 정확도 향상을 꾀하고 있으나, 실외 측위 기술은 기존
위성항법 방식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지 못함
- HERE
· 스마트폰 기반으로 실내 연속측위 기술 구현을 목표로 맵데이터 구축 및 패턴 및 트렌드
분석으로 확장 중임
- Proximi
· 모바일앱 기반 실내 측위 기술 상용화. SDK를 공유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실내 측위가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
- IEEE
· 3d point cloud-based 기반으로 로봇의 실내 측위가 가능하도록 시각 데이터 및 와이파이
신호정보로 Six degree of freedom을 측정하는 방식 기술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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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wd connected
· fingerprinting 또는 상시적인 Calibration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머신 러닝 기술 기반으로
Indoor positioning 기술 개발 중
- SAE
· 자동차 산업에 Decimeter 단위의 정밀 측위가 가능한 기술이 보급되면서, 이를 실제 시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존 V2X 표준 개정 진행 중.
- 美 플로리다주 Embry-Riddle 항공대
· 네트워크 불가·사이버 공격·악천후 등 외부 요소에 취약한 기존 GPS Dead Reckoning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지자기 기반의 Dead Reckoning 기술 연구 진행중
¡ (자율주행 에지 케이스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표준) 유럽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안전성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표준개발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PEGASUS”,
“ADAPTIVE”, “HEADSTART” 등과 같은 자율주행 개발 유럽공동 프로젝트에서 시뮬레이션
검증 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IPG
· CarMaker 라는 제품으로 국내 자동차업체에서 실무에 활용하고 있음. 2021년 현대자동차그룹
자율주행챌린지에서 참가 대학팀에게 가상환경 자율주행 예선을 위한 시뮬레이션 도구로 제공
- Siemens
· PreSCAN 라는 제품으로 국내 자동차업체에서 실무에 활용하고 있음. EuroNCAP ADAS
기능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센서 모델링 및 인지성능 평가용으로 활용
- Ansys
· 자동차의 기구, 구조, 열 해석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 도구에서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위해 VRXPERIENCE Driving Simulator, VRXPERIENCE Headlamp,
VRXPERIENCE Sensors 와 같은 제품을 출시하고 홍보
[보안 기술]
¡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미국 도로교통국(NHTSA)에서는 자율자동차
등을 개발 중인 자동차 회사들이 사이버보안 위협 정보를 서로 주고받도록 하며, 자동차 해킹 가능
여부를 자율적으로 테스트하도록 하는 등 자율자동차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
- Escrypt
· 차량용 이더넷 기반의 다중 네트워크상에서의 접근제어 기술에 대한 구조 및 요구사항
도출 등의 연구가 진행 중
¡ (커넥티드 차량 침입방지시스템 방법 표준) 차량보안업체 등에서는 차내망인 CAN환경에서 의
침입탐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차량용 이더넷 보안 솔루션 개발 추진 중. 차량보안업체에서
기개발된 차량용 침입탐지시스템에 차단 및 패치 기능을 고도화 하여 대응하거나, 네트워크
장비회사들에서 차량용 침입방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 Escrypt, Redbend
· 차량 ECU

업데이트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여, 상용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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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rypt, Trialog
· 차량 통신 보안에 관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PRESERVE 프로젝트를 통하여 선행 연구
결과물을 통합/보완하고, 시스템 확장성 강화 및 개발 비용 절감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음.
- Escrypt
· 공격 탐지 후 해당 공격과 관련된 취약점을 패치하여 제공하는 IDPS 를 개발하여 서비스 중
- Panasonic
· 일본 OEM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차량용 IDPS 개발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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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스마트모빌리티 분과 표준화 항목 중 5개 표준화 항목(1.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2.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3.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4.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5.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을 선정하여 특허분석을 진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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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출원되어 공개·등록된 특허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특허데이터 추출 결과 총 3,242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0년~2021년도에 출원된 특허들은 미공개 데이터가 존재함
< 스마트보빌리티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DB

분석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 01..～ 2021. 06..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분석 대상 기술에 포함된 표준화항목별 핵심키워드를 담당 분과
위원으로부터 제공 받아 특허 검색식을 작성하여 분석을 진행함
< 스마트보빌리티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스마트카 OR "스마트 자동차" OR "smart car" 커넥티드카 OR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LSAD, 저속주행,
저속 자율주행,
원격지원, 모니터링,
관제, 정해진 구간,
셔틀

"커넥티드 자동차" OR 자율주행 OR 자동주행 OR 자동운전 OR
자율차량 OR ((자율 OR 자동) A/1 (주행* OR 차량* OR 운전*))
OR ((automated* OR autonomous* OR self OR driverless* OR
manless* OR unman* connect) A/1 (driving* OR vehicle* OR car)))
AND (저속 OR LSAD OR "low speed" OR 셔틀 OR shuttle OR
원격지원 OR 원격제어 OR 관제 OR ((원격 OR remote) A/1 (지원
OR 제어 OR control)))

이종 차량간

이종 차량, 타 차량,

1. (스마트카 OR "스마트 자동차" OR "smart car" OR 자율주행

자율주행

인프라, 차량 제조사,

OR 자동주행 OR 자동운전 OR 자율차량 OR ((자율 OR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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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A/1 (주행* OR 차량* OR 운전*)) OR ((automated* OR
autonomous* OR self OR driverless* OR manless* OR unman*)
A/1 (driving* OR vehicle*)) OR ADAS OR (운전자 A/1 지원* OR
Advanced* A/1 Driv* A/1 Assistance* A/1 System*)) AND (((데이터

데이터
상호호환성

차종, 데이터 교환,

OR data) A/1 (상호호환 OR 상호운용 OR compatible OR

V2V, V2I,

compatibility OR interoperability OR 교환 OR 공유 OR shar* OR

수집데이터, 데이터

표준 OR standard OR 오픈소스 OR opensource OR “open

프로파일, 가변

source”)))

데이터 포맷,
데이터셋, 학습용

2. (스마트카 or "스마트 자동차" or "smart car" or 자율주행 or

데이터, 상호호환성,

자동주행 or 자동운전 or 자율차량 or ((자율 or 자동) a/1 (주행*

센서데이터,

or 차량* or 운전*)) or ((automated* or autonomous* or self or

차량데이터

driverless* or manless* or unman*) a/1 (driving* or vehicle*)) or
ADAS or (운전자 a/1 지원* or Advanced* a/1 Driv* a/1 Assistance*
a/1 System*)) and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or ((데이터
data) a/1 (포멧 format 프로파일 profile 품질 quality 센서 sensor
sensing 시뮬레이션 simulation camara lidar 분석 analysis)))
(스마트카 or "스마트 자동차" or "smart car" or 자율주행 or
자동주행 or 자동운전 or 자율차량 or ((자율 or 자동) a/1 (주행*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주행환경,

or 차량* or 운전*)) or ((automated* or autonomous* or self or

동적(준동적) 데이터

driverless* or manless* or unman*) a/1 (driving* or vehicle*)) or

모델, 주변 환경,

ADAS or (운전자 a/1 지원* or Advanced* a/1 Driv* a/1 Assistance*

주행 환경, 주변

a/1 System*)) and (정밀지도 “정밀 지도” 고정밀지도 “고정밀

상황, 주행 상황,

지도” “precision map” “Dynamic Map” 지도데이터 “지도 데이터”

LDM(Local Dynamic

맵데이터 “맵 데이터” “map data” “Map generation” 지도생성

Map), 인프라, 정보

“지도 생성” 지도제작 “지도 제작” “map production” 정밀도로

전달, 데이터 교환

“정밀 도로” “precision road” 도로구조 “도로 구조” 도로환경
“도로 환경” “road environment” 지리정보 Geographic 데이터
모델 인프라 RSU “road side unit” infrastructure)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센서 융합, 센서

1. (스마트카 or "스마트 자동차" or "smart car" or 자율주행 or

퓨전, 이종 센서,

자동주행 or 자동운전 or 자율차량 or ((자율 or 자동) a/1 (주행*

다중 센서, 스마트

or 차량* or 운전*)) or ((automated* or autonomous* or self or

센서, 센서 데이터,

driverless* or manless* or unman*) a/1 (driving* or vehicle*)) or

센서 인터페이스,

ADAS or (운전자 a/1 지원* or Advanced* a/1 Driv* a/1 Assistance*

심리스, 연속측위,

a/1 System*)) and (seamless 심리스 씸리스 센서퓨전* or

정밅측위, 위치정보,

센서퓨젼* or 센서융합* or ((센서* or sensor*) a/2 (퓨전* or 융합*

위치인식, 정밀도,

or fusion* or 인터페이스* or interface* or 아키텍처* or

실내, 실내외, 경계,

architecture* or 플랫폼* or platform* 이종 다중)))

GNSS,
통신음영지역,

2. (스마트카 or "스마트 자동차" or "smart car" or 자율주행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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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자동주행 or 자동운전 or 자율차량 or ((자율 or 자동) a/1 (주행*
or 차량* or 운전*)) or ((automated* or autonomous* or self or
driverless* or manless* or unman*) a/1 (driving* or vehicle*)) or
ADAS or (운전자 a/1 지원* or Advanced* a/1 Driv* a/1 Assistance*
a/1 System*)) and (seamless 심리스 씸리스 연속 생성 제작) and
(측위 측정 지도 정밀맵 정밀지도 posining localization map) and
(실내 실외 실내외 indoor “in door” outdoor “out door”)

비주얼

3. (스마트카 or "스마트 자동차" or "smart car" or 자율주행 or

로컬라이제이션,

자동주행 or 자동운전 or 자율차량 or ((자율 or 자동) a/1 (주행*

공간 데이터

or 차량* or 운전*)) or ((automated* or autonomous* or self or
driverless* or manless* or unman*) a/1 (driving* or vehicle*)) or
ADAS or (운전자 a/1 지원* or Advanced* a/1 Driv* a/1 Assistance*
a/1 System*)) and (센서* or sensor*) and ((차선* or 차로* or lane*
or 차량* or vehic* or 장애물* or obstacle* or 자유공간* or (free
a/1 space* a/1 (검출* or 검지* or 감지* or 인식* or detect* or
sens* or recogn*))) or 측위* or 위치인식* or 위치정보 or
로컬리제* or 로칼리제* or localization* or 맵* or 지도* map*)))
and (실내 실외 실내외 indoor “in door” outdoor “out door”)
(자동차 차량 vehicle) and (스마트카 or "스마트 자동차" or "smart

커넥티드카,

car" or 자율주행 or 자동주행 or 자동운전 or 자율차량 or ((자율

커넥티드 차량, 통신,

or 자동) a/1 (주행* or 차량* or 운전*)) or ((automated* or

커넥티드카

보안, 침입, 탐지,

autonomous* or self or driverless* or manless* or unman*) a/1

침입 탐지 및

방지, 공격 위험,

(driving* or vehicle*)) or ADAS or (운전자 a/1 지원* or Advanced*

방지 시스템

식별, 차단, 안전,

a/1 Driv* a/1 Assistance* a/1 System*) 커넥티드카 "connected

표준

해킹, 위협,

car" "connected vehicle") and (보안* or 씨큐* or security* or 인증

네트워크, V2X, V2I,

or authenticat* or 프라이버시* or privacy* 해킹 hacking ((침입

통신

intrusion) a/1 (탐지 detect 차단 방지 block break)) ((사이버 cyber)
a/1 (공격 침입 arrack intr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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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전체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대까지 적은
양의 특허가 출원되다가 2010년대 중후반부터 출원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공개 구간의 특허 출원량을 고려하면, 향후 꾸준히 특허 출원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특허 발행국별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에 출원된 특허가 1,265건(3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 685건(21%), 일본 535건(17%), 국제 464건(14%) 순으로 나타남
- 출원년도별 동향을 보면, 2015년 이후부터 특허 출원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및
한국의 출원량이 큰 폭으로 증가되는 추이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과 국제특허의 경우,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특허 출원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럽의 경우 꾸준한 출원양을 유지하면서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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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LSAD
특허분석 항목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출원연도
시스템

센서
이종 차량간
주행환경
커넥티드카
융합기반
자율주행
동적 데이터 침입 탐지
심리스 실내외
데이터
모델 및
및 방지
연속측위
상호호환성 인코딩 표준 시스템 표준
시스템 표준

합계

2001

6

2

0

6

10

24

2002

4

1

0

9

7

21

2003

9

2

0

2

10

23

2004

8

2

0

8

9

27

2005

8

1

0

6

10

25

2006

11

2

0

9

11

33

2007

5

6

0

14

14

39

2008

4

3

0

8

16

31

2009

13

2

0

15

7

37

2010

10

3

1

16

8

38

2011

11

6

1

16

10

44

2012

10

8

4

15

21

58

2013

26

13

1

24

24

88

2014

35

13

3

54

39

144

2015

29

21

11

58

34

153

2016

59

34

9

109

67

278

2017

82

41

18

164

117

422

2018

108

62

30

258

137

595

2019

94

104

80

324

165

767

2020

66

51

23

129

76

345

2021

2

4

3

31

10

50

합계

600

381

184

1,275

802

3,242

- 특허분석 항목들에 대한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매우 활발해보임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전체 특허 중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기술이
1,275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양을 보이고 있음. 그 다음으로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기술,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기술 등의 순이며, 각각 802건, 600건,
381건, 184건의 특허가 출원됨
- 기술별로는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기술과 커넥티트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기술이 2016년부터 출원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됨
- 타 기술들 역시 2010년대 초중반 이후부터 꾸준히 출원양이 증가하다가 가장 최근인 2019년도에
가장 많은 출원양을 나타내고 있음
34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 출원 현황 >
구간A

구간B

구간C

(2011년~2013년)

(2014년~2016년)

(2017년~2019년)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47

123

284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27

68

207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6

23

128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55

221

746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55

140

419

특허분석 항목

- 특허 미공개 구간을 고려하여 출원연도를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를 3년 단위의
3개 분석구간으로 설정하였음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에서의 특허출원은 모든 항목들이 구간별 특허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구간 C(2017년~2019년)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판단됨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합계

한국특허(KR)

161

83

69

235

137

685

미국특허(US)

164

164

65

516

356

1,265

일본특허(JP)

138

40

16

253

88

535

유럽특허(EP)

52

41

12

121

67

293

국제특허(WO)

85

53

22

150

154

464

합계

600

381

184

1,275

802

3,242

특허분석 항목

특허발행국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에서 각 국별 가장 많은 출원양을 나타내는 항목은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기술 분야임
- 각 국별 두 번째로 특허출원양이 많은 항목은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기술 또는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기술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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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 >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합계

엘지전자

10

10

24

12

13

69

현대자동차

13

6

1

33

5

5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7

6

1

16

1

31

국방과학연구소

5

3

0

10

0

18

삼성전자

0

1

2

3

10

16

현대모비스

3

2

0

8

2

15

스프링클라우드

1

2

7

1

0

11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0

5

2

2

0

9

BAIDU

2

1

1

4

0

8

한국과학기술원

0

1

0

4

2

7

합계

41

37

38

93

33

242

특허분석 항목

출원인

- 특허 발행국 중 한국에서 특허 출원한 주요 출원인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내 기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국기으로는 BAIDU가 한국에서 특허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위 특허 출원인으로는 엘지전자, 현대자동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삼성전자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기술은 국내 대기업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 및 대학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개발 하고
있음
- 엘지전자에서는 모든 항목에 고른 특허출원양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주로 동적
데이터 모델과 LSAD(원격지원) 기술 분야에 많은 특허출원을 보였음
- 대학으로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과학기술원이 상위 다출원인에 랭크되어 있음
- 그 외에 인포뱅크, 만도, 현대엠엔소프트, 에스더블유엠, 네이버 등이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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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 >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합계

BAIDU

12

40

7

62

11

132

TOYOTA MOTOR

18

10

0

33

15

76

Zoox

3

8

2

51

1

65

CAVH

2

1

5

29

25

62

삼성전자

0

1

3

6

51

61

DENSO

12

2

2

38

4

58

엘지전자

5

6

22

6

16

55

현대자동차

6

0

0

49

0

55

HERE Global

0

1

0

43

3

47

WAYMO

1

11

4

21

5

42

합계

59

80

45

338

131

653

특허분석 항목

출원인

- 특허 발행국 중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기업은 BAIDU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TOYOTA MOTOR, Zoox, CAVH 등의 순으로
나타남
- BAIDU의 경우 동적 데이터 모델 관련 기술과 센서융합(측위) 관련 기술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며, TOYOTA MOTOR의 경우, 동적 데이터 모델, LSAD(원격지원), 커넥티드카 침입탐지
기술에 많은 양의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 기업 삼성전자, 엘지전자 및 현대자동차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도 특허를 많이 출원하면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권리화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중 ‘LSAD 시스템’을 비롯한 5개 항목 기술의 특허를
분석한 결과, BAIDU, TOYOTA MOTOR 등 국외 기업들이 특허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 역시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면서
특허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자율주행을 위한 각종 데이터를 공통 포맷으로 인코딩하고, 해당 데이터가 이종 차량 간
공유되어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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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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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현황

TC22 SC31

(WG9-Sensor data interface for automated driving functions)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센서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화 추진 중

TC204

(WG3-ITS database technology) 자율주행시스템 및 C-ITS를 위한 지도기반
차량위치참조, 정적지도에 대한 표준화를 논의 중. 특히, ISO TC211과 JWG
생성하고 GDF의 차기 버전 표준화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WG14-Vehicle/roadway warning and control systems) 자동차의 능동
안전 시스템과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적극 추진 중(LSAD,
MCS, AVPS 표준화 진행 중)
(WG16-Communications) CALM 통신 시스템 및 이에 기반한 타 통신
프로토콜의 연계, 확장 등에 대한 표준화 논의 진행 중
(WG17-Nomadic Devices in ITS Systems)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내외 측위 및 내비게이션, 주행안전지원 및 고정밀 측위
관련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음. 또한 사람이 소지한 이동형 단말과 자율차
등의 다양한 운송수단, Intrastructure에 장착되어 GNSS, 네트워크, 다중센서
정보를 융합하여 측위 정밀도 향상을 위한 표준화 개발중
(WG18-Cooperative systems) 동적 메시지 및 데이터베이스 규격(LDM,
Local Dynamic Map)을 포함한 협력적 자율주행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

TC211

(Geographic information/Geomatics) ISO TC204와의 Joint Working Group인
JWG11을 생성하였으며, 잦은 정기 미팅을 통해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분야를 포함하여, 실내외 내비게이션, 선형 위치 등과 같은 양쪽 도메인의
표준들을 상호 부합화 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

SG16

(Q27-Vehicular multimedia communications, systems, networks, and
applications)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차량 게이트웨이 플랫폼의 차량 정보
요구사항(F.VG-AD-Reqs), 차량 멀티미이어 시스템 아키텍처(F.VM-VMA), 차량
게이트웨이 플랫폼 기반 원격 운전 서비스 요구사항(F.VGP-RDSreqs) 등
국제표준화 수행

SG17

(Q13-ITS security) 커넥티드 카 보안 위협, V2X통신보안 지침이 표준화
되었으며, 차내망, 차외망 및 차량응용서비스보안 분야 표준화 진행 중

SG20

(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use case across verticals) IoT 기반
협력형 ITS 프레임워크 표준화(Y.IoT-ITS-framework)
(Q3-Architectures, management, protocols and Quality of Service)
자율자동차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기능적 아키텍처

ISO

국제
(공적)

IT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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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ITU-R

ETSI

표준화 현황

WP5A

(Land mobile service excluding IMT; amateur and amateur-satellite service)
Advanced-ITS 조화 주파수 발굴 연구를 위한 조화 주파수(5.9㎓대역) 권고 및
채널배치 보고서 개발이 완료, 자율 협력주행을 위한 CAV(Connected Automated
Vehicle) 무선통신 연구를 위한 신규 연구과제(안) 개발

TC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유럽에서의 ITS 관련 표준화를 수행.
LTE-V2X의 표준화 채택이 완료되었으며, 기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Day-1
application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 좀 더 진화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Day-2 application 작업이 시작 단계

W3C

(Automotive and Transportation BG) GENIVI 얼라이언스 협력을 통해
VSSo(Vehicle Signal Specification Ontology), Vehicle Remote Procedure Call
(RPC) 표준 등에 대한 초안 개발 중
(Automotive WG) 웹소켓 및 RESTFul 기반 차량 정보 서비스를 위한 API
표준 및 데이터 모델 표준 개발을 목표로 하며 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ification Version2 - Core 표준 및 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ification
Version2 - Transport 표준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

SAE

(Motor Vehicle Council) SAE J2735를 기반으로 CACC, Platooning 등의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능 요구사항 및 메시지 규격 개발 중. LTE-V2X 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 요구사항 표준화가 마무리 단계이며 기존 WAVE 통신시스템에서
물리계층과 일부 MAC 계층 수정하는 표준 작업이 진행 중. SAE J2735를 기반으로
하는 메시지의 인증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digital signatures 및 IEEE 1609.2
digital certificates를 이용한 보안 가이드라인 개발
(Adaptive AUTOSAR) 개발 초기 단계이며 첫 번째 릴리즈 APR17-03은 2017년
3월에 완료
· 자율주행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으며, 이
기술들은 높은 복잡도 뿐만 아니라 많은 자원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가

국제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함임
· 고성능 정보계와 자율주행차량의 지원, 빅데이터 센터나 타 ECU와 정보교환을
위한 차량 내외부 V2X 통신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화
· 위와 같은 응용을 위해 응용 라이프사이클 관리, 동적자원관리, 고신뢰 및
안전보안 모듈, 기존 ECU와 통신 및 외부통신 모듈, 진단 모듈, 시간 동기화
모듈 등에 대한 구조와 API를 표준화 추진 중
AUTOSAR

· 외부망 연동, 서비스 개념의 Application 제공 및 업데이트, 클라우드 연동
등을 강조한 고성능 CPU 기반의 플랫폼에 중심을 둠
. Adaptive AUTOSAR 표준은 2018년 10월 발표 버전(R18-10)부터 ECU 양산
프로젝트에 적용 시작
(Classic AUTOSAR) R4.4.0의 경우 ASAM의 BluePrint-definition의 표준화된
묶음(collection) 정의, LIN Slave Support, Bus Mirroring, Security Extensions
보안제어 추가 및 Transport Layer Security(TLS) 표준 추가, 표준 RTE 생성기
또는 전문화된 RTE Plug-Ins를 통해 모듈화 등을 포함하여 지원
- AUTOSAR는 Release 2.0, Release 3.0, Release 4.0, Release 4.1, Release
4.2, Release 4.3, Release 4.3.1, Release 4.4.0, Release R19-11, Release
R20-11 등 주요 버전 별로 업데이트를 병행 개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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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 AUTOSAR는 Classic Platform, Adaptive Platform, Foundation의 최신 버전은
2020년 12월에 R20-11을 발표하였으며, Acceptance Test specification의
최신 버전은 2016년에 v1.2를 발표하였음
- AUTOSAR Classic Platform R20-11은 기존 R19-11 대비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이 있음
․10BASE-T1S: IEEE802.2cg에 정의된 이더넷 10BASE-T1S를 지원하여
차량내에서 이더넷 네트워크를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도입된 것임.
․Vehicle Motion Control Interface: AD/ADAS 및 VMC의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위한 개념으로서 AD/ADAS 및 actuator 사이의 계층적
아키텍처를 제공함

3GPP

(Service and System Aspects, Radio Access Network) LTE 기반 V2X 표준이
2017년 3월 완료(Rel.14). LTE 기반 V2X 기능 향상을 위한 eV2X(enhanced V2X)
표준화 2018년 6월 완료(Rel.15), 5G NR(New Radio) 기반의 eV2X 표준화 2020년
6월 완료(Rel.16), NR-V2X 기능 향상을 위한 사이드링크 릴레이 및 전력 소모
감소를 위한 할당 및 DRX 등의 사이드링크 확장 등의 표준화가 2022년 6월
완료를 목표로 Rel.17에서 진행 중

ASAM(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 of
Automation and
Measuring Systems)

- ASAM은 자동차 개발 및 검증을 위한 개발도구 체인의 표준화를 촉진하는
비영리 조직임. 회원은 자동차 산업의 국제 자동차 제조업체, 공급업체,
도구 공급업체,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업체 및 연구 기관 등
- ASAM 표준은 회원사의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 그룹에서 개발됨
- (Simulation Group)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위한 OpenX 표준을 제정하고
있음. OpenX는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데이터 포맷, 평가 시나리오, 개발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와의 상호운용성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들로
구성되고 있음

-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의 다양한 서비스 등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는
OADF(OPEN AutoDrive 정밀도로지도 및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논의를 활발히 추진 중. 특히,
Forum)/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부분은,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NDS(Navigation Data
확장 중에 있음. ADASIS(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 NDS(Navigation
Standard)
Data Standard), TISA(Traveller Information Service Association) 등과 같은
다양한 기관과의 정책적, 기술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IEEE

(WG1609-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Working Group) WAVE
기반의 차량 통신(V2V, V2I)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규격 제정(차량
안전, 자동요금 징수, 트래픽 관리 등)
(WG802.11.bd-Enhancements Next Generation V2X TG) 802.11p(WAVE)
물리계층, MAC 계층 기능향상을 통해 차세대 V2X 표준화를 위한 TG가
승인되어 표준화 추진 중

IETF

(IPWAVE WG-IP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Working
Group) WAVE를 PHY 및 MAC 계층으로 하고, IP를 네트워크 계층으로 하는
차량 통신(V2V, V2I)을 위한 IPv6 over 802.11-OCB, IPv6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IPv6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 Vehicular Network Security &
Privacy 규격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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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GENIVI

(Remote Vehicle Interaction EG) 차량 정보의 각 아이템에 대한 식별자
표기법과 각 데이터 정보에 대한 표준 포맷 표준인 VSS(Vehicle Signal
Specification) 개발 중

국토교
통부

TC211
전문위원회
TC204
전문위원회

KATS
TC22
전문위원회

TTA

- ISO TC211 국제표준화 국내 미러 커미티로 공간정보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ISO TC211/204 JWG11 등의 자율주행분야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등과 같은 표준화 논의에 대응방안을 논의 중
- 자율주행과 관련된 ISO TC211과 OGC의 표준화 활동도 모니터링 중
- ISO TC204 국제표준화 미러 커미티로 국제표준화 국내 대응방안 논의뿐만
아니라 자율자동차 관련 국제표준 KS 부합화를 위한 검토 작업 진행
- ISO TC22 SC31/SC32 국제표준화 미러 커미티로 국제표준화에 대한 국내
대응 방안 논의. 차량내부 네트워크, ExVe, 기능안전 국제표준화 동향 국내
전파 및 KS 부합화를 위한 검토 작업 진행

PG601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AUTOSAR 멀티코어 설정지침 관련 기술보고서 발간

PG605

(웹) GENIVI와 협력하여 차량 데이터 접근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개발 중

PG905

(ITS/차량/철도 ICT) 차량/차량 ICT 및 도로 통신 분야 통신 기술, 네트워크
표준적합성/상호운용/시험표준화 추진
· WAVE 및 Cellular-V2X 등 다양한 차량통신기술들이 적용 가능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통신시스템’ 표준을 제·개정 완료하였으며,
·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통신시스템 요구사항, 아키텍처, PHY/MAC 표준 개발
추진 중
· 자동차와 열차 서비스의 전파 음영지역에서의 위치정보 기능/성능 요구사항
추진중

국내

PG1104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5G 기반의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에 대한
표준 개발을 담당하며 2021년 C-V2X 서비스 등 버티컬 관련한 다양한 표준
개발 진행중

KSAE

- ISO TC22 COSD 기관으로 저속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TJA, Traffic Jam Assist
Systems) 성능요건 및 시험절차, 협조형 차선내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Partially
Automated In-Lane Driving Systems) 성능 요건 및 시험 절차서 표준
제정(2018.12)

ITSK

- ISO TC204 COSD 기관으로 TC204(ITS 분야)에서 개발 완료된 C-ITS, ADAS
및 자율협력주행관련 국제표준을 국내 의견수렴을 거쳐 KS로 부합화 추진 중
· 협력적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한 다양한 사업참여 및 표준개발을 통해,
자율주행차 및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된 다수의 국내 단체표준개발 및 활용
확대를 추진 중

웹표준기술융합포럼

- HTML5 Automotive Web 분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
모색

스마트카기술포럼

- AUTOSAR, W3C, AGL 등 자동차 SW플랫폼 국제 사실상 표준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국내 대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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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AI·데이터 기술]
¡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산하, 자율주행차
국가표준개발 위원회/자율주행데이터 표준 작업반에서는 지자체별 실증사업에서 구축된
자율주행셔틀 및 관제시스템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V2X 메시지 명세를 규정하기
위한 국가표준 개발에 관한 논의 진행 중
- 국가기술표준원 교통정보전문위원회
· ISO TC204 지능형 교통시스템 개발 표준인 ISO 22737 LSAD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
부합화 및 후속 표준 ISO/PWI 7856 표준화 상황 모니터링하며, 대응방안 논의 중
¡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최근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관련부처 및
지자체, 기업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화 및 상호호환성 검증을 위한
표준화 논의가 시작
- 국표원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 협의체 결성을 주도하여, 부처별(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경찰청)
협력을 기반으로 지자체 및 기업의 참여를 도모하여 자율주행차량 간 데이터 교환 및 상호호환에
요구되는 표준화를 논의. 21년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표준실증단지
조성 및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운용성 검증 지원 추진
- TTA 인공지능기반기술PG(PG1005), S/W품질평가PG(PG604)
· 자율주행 인공지능 S/W 학습용 데이터 참조기준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객체인식 기술에 요구되는 도로상 데이터 객체 분류체계 및 자율주행 사고방지를 위한
영상 데이터 속성 및 기술 평가 지침 등 제정
- 스마트카미래포럼
· 차량 이종간 센서 융복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센서(영상, Radar, Lidar 등)간 데이터 공유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플랫폼 구성을 논의하며, 이에 필요한 통합 신호처리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를 통해 ISO TC22 SC31 등의 센서 및 데이터 융합 국제표준 기반의
표준모델을 발굴 진행
- 자율자동차표준화포럼
· 자율주행차표준화포럼은 자율주행 기초 데이터 분류 및 형식, 유즈케이스 등의 표준화를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화위원회와 연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계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향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참조기준(자율주행)

TTA PG1005

TTA PG604

완료연도
진행중
(2021)

자율주행 자동차의 객체 인식기술에 필요한 도로상 데이터의 객체분류체계

2019

자동차 주행사고 방지를 위한 영상속성 구조화 기술 성능 평가지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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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자율주행차 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TTA의 다양한 기술위원회에서
자율주행 관련 유즈케이스, 객체 속성 및 인식 기술 등에 대한 표준 개발
- TTA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PG(PG604)
·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다양한 차량용 인지 소프트웨어의 객관적인 인지 성능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여러 개발사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객체들의 데이터 속성
정보의 표준화 추진
- TTA 인공지능PG(PG1005)
· 이미지 기반 도로상 데이터를 활용한 기계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주석을 위한 객체
분류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 진행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 PG604

TTAK.KO-11.0262, 자율주행 인지 소프트웨어 평가를 위한 객체 속성 정의

2020

TTA PG1005

TTAK.KO-10.1208, 자율주행 자동차의 객체 인식기술에 필요한 도로상 데이터의
객체 분류 체계

2019

¡ (차량 정보 서비스 API 표준) 포럼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로부터 사용 시나리오, 요구사항 및
필요한 차량 정보 데이터 모델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2020년부터 TTA를 통해
국내표준 개발 시작
- TTA 웹PG(PG605)
· W3C Automotive WG의 VISS 표준에 대한 국내 준용표준인 “웹 기반 차량 정보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발 완료
- 스마트카기술포럼
· 자율주행서비스 분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율주행서비스 시나리오 발굴 및 필요한 차랑
정보 데이터 모델에 대한 협의 예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605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OT-10.0449, 웹 기반 차량 정보 서비스 인터페이스

2020

[디지털 인프라 기술]
¡ (정적 정밀도로구조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유관 정부부처, 관련 기관 및 일부 대기업
등에 의해 자율주행지원을 위한 도로구조, 표시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 모델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
- TTA 공간정보 PG(PG409)
· 국토교통부 지리정보 전문위원회,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ISO TC204 GDF(Geo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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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File) 및 ISO TC211 지리정보 관련 표준화 활동을 모니터링 및 수용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
- 국토교통부 지리정보전문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교통정보전문위원회
· ISO TC211 지리정보 표준기구 및 ISO TC204 지능형 교통시스템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표준화 협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중
- 국토지리정보원
· 자율주행의 상용화 지원을 위한 고정밀지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도로구조 등에 대한 데이터
모델 표준 초안을 마련하고, 구축사업을 통해 검증 및 갱신을 진행 중.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 내의 기관표준을 제정하여 활용 중
- 현대오토에버, 맵퍼스
· ISO TC204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 OADF 등과 같은 국제 포럼활동 등을 통해 구축되고
있는 고정밀지도의 표준화에 대해 기여하고 있으나 국내보다는 국제표준과 관련된 활동에
우선 참여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OT-10.0347, 도시 지형 마크업 언어

2013

TTAK.KO-10.1219 3차원 도로 데이터 모델을 위한 도시 지형 마크업 언어 확장

2020

TTA PG409

국토지리정보원 정밀도로지도 데이터 모델(내부 기관표준)

2020

¡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차량 정보, 주행정보, 주행환경정보 및 인프라 정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동적/준동적 정보를 수집, 처리 및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함께 관련
표준화가 일부 진행되어 왔으며, 근래 자율주행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관기관을 통해 일부
전략적인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음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C-ITS 연관 표준화의 일환으로 차량과 주변과의 정보교환을 위한 단체표준 일부를 제정한
바 있으며, 확장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 TTA ITS/차량/철도 ICT PG(PG905)
· C-ITS 및 자율주행차량 등의 특정 서비스와 연관된 일부 통신, 요구사항, 서비스 및 메시지
표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음
- 한국표준협회
· 자율주행차 포럼을 통하여 시스템, 지도, 통신 등과 같은 자율주행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를 논의애 오고 있으며, 근래 자율차 데이터 작업반을 통해 SAE J2735와
호환되는 확장형태의 V2X 메시지 명세에 대한 표준화를 논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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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06.0506 교차로 안전 서비스 통신 프로토콜

2019

TTAK.KO-06.0466 클라우드 기반 주행상황인지 데이터 공유시스템 요구사항

2018

TTAK.KO-06.0402 차량 자동 유도를 위한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2015

TTAK.KO-06.0379 협력 주행 환경에서 합류 및 이탈을 위한 메시지 종류와 절차

2014

ITSK-00100-2 C-ITS 규격-제2부: V2X 정보연계

2019

ITSK-00100-3 C-ITS 규격-제3부: C2X 정보연계

2019

ITSK-00100-4 C-ITS 규격-제4부: Open-API 기반 정보연계

2019

TTA PG905

한국지능형
교통체계협회

한국표준협회

진행중
(2022)

CV 및 CAV를 위한 V2X 메시지 명세

[통신 기술]
¡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TTA 통신망응용 PG(PG224)에서 표준화가
진행되었고, IETF 대응을 위한 국내포럼인 IETF 미러포럼에서 관련 표준 개발을 추진 중
- TTA 통신망응용 PG(PG224)
· IPWAVE를 위한 IPv6 Vehicular Neighbor Discovery(VND)에서의 네트워크 프리픽스
탐색과 서비스 탐색을 위한 이웃탐색(Neighbor Discovery, ND) 옵션인 차량 프리픽스 정보
옵션과 차량 서비스 정보 옵션을 정의하는 표준을 제정
· IPWAVE의 차량 내부 전장(Electronic Control Unit, ECU) 또는 운전자/승객 모바일
디바이스를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을 때, 이러한 디바이스들의 DNS Name을
자동생성해서 차량 내부 네트워크의 DNS Server에 등록 및 DNS Naming Service를 제공하는
표준을 제정
- IETF 미러포럼
· IPv6 IPWAVE를 위한 Vehicular Neighbor Discovery(VND),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VMM), Vehicular Network Security & Privacy, Context-Aware Navigation
Protocol(CNP) 등의 프로토콜 및 IPWAVE 통신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 IETF IPWAVE
WG에서의 표준화를 위해 IETF IPWAVE 해커톤 프로젝트를 Github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진행함
· 오픈소스 기반으로 상기 VND와 VMM을 시뮬레이션 위주로 POC(Proof of Concept)을
진행 중
· 또한 오픈소스와 리눅스 기반 로봇카(AION Robotics R1)를 이용하여 Context-Aware
Navigation Protocol(CNP)의 POC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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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224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01.0206, 차량 네트워크에서의 프리픽스와 서비스 탐색을 위한 IPv6
이웃 탐색

2017

TTAK.KO-01.0104,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위한 DNS 네임 자동 설정

2016

IPWAVE Basic Protocols인 Context-Aware Navigation Protocol 오픈소스 프로젝트

2021

IPWAVE Basic Protocols인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오픈소스 프로젝트

2019

IETF 미러포럼

¡ (5G C-V2X 기술 표준) 3GPP에서 지정하는 C-V2X 표준기술에 기반한 국내 표준화 작업이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에서 진행되었음.
5G 포럼과의 연계를 통한 표준화 추진 예상. 또한,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네트워크 PG(PG1103) 그리고 5G 포럼의 연계를 통한 표준화 추진
예상
-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
· SPG 폐쇄 및 신규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의 생성으로 이후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에서 해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DSRC 기반의 WAVE 통신 표준을 PG905에 의해 표준화가 진행되었으나, C-V2X의
표준업무는 2020년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로 이관되고 ITS 관련
표준은 ITS/차량/철도 ICT PG(PG905)와 공동으로 진행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104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IE-1609.2.1.-2020, 차량 환경 무선 접속 – 최종단 기기를 위한 인증 관리

2021

TTAK..KO-06.0538, 셀룰러 차량통신을 위한 무선전송 및 무선접속 기술

2020

TTAR-06.0223, 셀룰러 차량통신 주파수 소요량 분석(기술보고서)

2020

TTAR.KO-06.0203//R1, [개정]5G 버티컬 서비스 유즈케이스 및 요구사항
(기술보고서)

2020

TTAK.KO-06.0483/R1, [개정]C-V2X 서비스 프레임워크–네트워크 아키텍처와
통신 절차-

2019

TTAR-06.0208, C-V2X 유즈케이스, 기술 및 주파수(기술보고서)

2019

TTAR-06.0204, C-V2X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기술보고서)

2018

TTAK.KO-06.0505, 자율 협력 주행을 위한 통신 시스템 Stage 2: 아키텍처

2019

TTAK.KO-06.-487,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통신시스템 Stage 1: 요구사항

2019

TTA PG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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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술]
¡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AUTOSAR Adaptive 플랫폼 표준) 대한민국은 연간 7백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완성차 기업(OEM)을 보유하고 있지만, 독일, 미국, 일본, 인도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AUTOSAR 플랫폼 기업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음. 표준화 또한 아직 초기단계로
국내에서는 표준화를 위한 초기단계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수준이며 점차적으로 표준
개발이 확대 추진될 것으로 예상. AUTOSAR Adaptive 플랫폼과 관련된 국내표준화는 담당하고
있는 곳이 없으나, TTA 임베디드 SW PG(PG601)에서 AUTOSAR 관련 기술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 TTA 임베디드 SW PG(PG601)
· 과거(2009∼2014)에 AUTOSAR 관련 기술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17∼2018년에는 자동차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서 멀티코어 하드웨어 아키텍처 기반에서 AUTOSAR
BSW와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할 때 개발자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멀티코어상의
AUTOSAR 개념들을 설명하고 상용 도구를 활용하여 그것을 설정하는 방법을 기술한 임베디드
제어 시스템의 AUTOSAR 기반 멀티코어 설정 지침(기술보고서)을 발간
- 스마트카기술포럼
· 2017년 발족하여 자율 자동차 분야에 접목 가능한 ICT 기술(센서, 클라우드, 통신·보안,
플랫폼)을 검토하고, 관련 국제 공식 표준(ISO, ITU-T, SAE 등)과 해외 사실표준(AUTOSAR,
GENIVI, W3C 등)에 대한 국내 대응 방안 모색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18

TTA PG601

TTAR-11.0062/R1, 임베디드 제어 시스템의 AUTOSAR 기반 멀티코어 설정
지침(기술보고서)
TTAR-11.0062, AUTOSAR R4.x 멀티코어 설정(기술보고서)

2017

¡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 TTA ITS/차량/철도 ICT PG(PG905)
· 전파 음영지역에서 끊김없이 정상적인 위치정보 획득 또는 추정할 수 있는 RTCM형식의
‘자동차와 열차 서비스를 위한 위치정보 요구사항’ 표준화 추진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905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0-0575, 자동차와 열차 서비스를 위한 위치정보 요구사항

진행중
(2025)

¡ (자율주행 에지 케이스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표준) ASAM의 OpenX 표준과 같은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위한 전반적인 분야를 목표로 하는 국내 표준화 활동은 아직 미미한 실정.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밀지도 표준화와 도로교통공단에서 연구과제로 추진 중인 AI 자율주행 표준
평가 프로세스 개발 등이 향후 시뮬레이션 표준에서 부합성이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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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술]
¡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차량통신 보안 요구사항, 인증 서비스 구조 등
표준 제정 및 지속적으로 표준화 추진 중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 차량 통신 보안 요구사항(2012), 차량 간 통신 인증 서비스 구조(2013), 차량의 군집주행서비스
보안요구사항(2015), AUTOSAR 기반의 차량 보안 기능 개발 지침(2019) 등이 표준화되었으며,
차량 보안 표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504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IT-X.1372, 차량 사물(V2X) 통신 보안 지침

2020

TTAK.KO-12.0363, 차량용 이더넷 보안 요구사항

2020

TTAK.KO-12.0365, 차량·사물 통신용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 보안 요구 사항

2020

TTAK.KO-12.0357, AUTOSAR 기반의 차량 보안 기능 개발 지침

2019

TTAK.KO-12.0318, 차량의 군집 주행 서비스를 위한 차량 등록 절차

2017

TTAE.IT-X.1373, ITS 통신 디바이스를 위한 안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

2017

TTAK.KO-12.0286,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간의 통신보안요구사항

2015

TTAK.KO-12.0290, 차량의 군집주행서비스 보안요구사항

2015

TTAK.KO-12.0260, 차량 간 통신환경에서의 메시지 암호화 규격

2014

TTAK.KO-12.0238, 차량 간 통신 인증 서비스 구조

2013

TTAK.KO-12.0208, 차량 간 통신 보안 요구 사항

2012

¡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차량내부망 보안 요구사항 정의 등 표준화 개발이 중요.
상용차량에 침입탐지시스템은 탑재가 되어가는 추세이나, 차량용 침입방지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아이템은 개발되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초기 단계. 국제 동향에 대응하여 국내표준화
아이템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 자동차 제어 장치 간의 통신보안요구사항(2015) TS 통신 디바이스를 위한 안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2017) 등이 표준화되었으며, 차내망 보안 표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504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2.0346, 차량 내부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

2019

TTAK.KO-12.0357, 오토사(AUTOSAR) 기반의 차량 보안 기능 개발 지침

2019

TTAE.IT-X.1373, ITS 통신 디바이스를 위한 안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

2017

TTAK.KO-12.0286,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간의 통신보안요구사항

2015

36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2.5.2. 국제표준화 현황 및 전망
[AI·데이터 기술]
¡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자율주행 레벨4 저속 자율주행 시스템(자율주행셔틀)에
대한 요구사항과 시험절차에 대한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후속 표준으로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표준 개발이 진행 중
- ISO TC204 WG14
· Lv.4 자율주행 시스템인 LSAD 시스템에 대한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에 관한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후속 표준으로 LSAD 시스템에 대한 원격 지원에 관한 표준이 제안되어
표준화 범위에 대해 논의를 시작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SO TC204
WG14

표준(안)명

개발연도

ISO 22737,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Low-speed automated driving (LSAD)
systems for predefined routes-Performance requirements, system requirements and
performance test procedures

2021

ISO/PWI 7856,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Remote assist system for Low-Speed
Automated Driving (LSAD) system equipped vehicle: performance requirements &
test procedures

진행중
(2022)

¡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자율주행차량 응용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통신
분야나 개별센서와 융합유닛 간 메시지 포맷, 인터페이스 등의 표준화는 ISO TC22, TC211 등
일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환경의 이종 차량 특성을 반영한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표준화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 하지만 글로벌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안전 관련한 표준사항을 담은 Safety First for Automated Driving 백서를
발간(2019.7, BMW)하는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광범위한 데이터 공유가 진행 중.
¡ (안전한 자율주행차 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SAE International, IEEE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 및 안전 관련 표준을 개발
- IEEE P2846
· ADS의 안전 관련 모델을 개발할 때 도로 주행 차량에 대해 고려해야할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최소한의 가정상황들의 집합을 명시하고, 이 표준은 도로 규칙,
지역/시간 의존성 등을 고려
- SAE International
· 자율주행차를 위한 안전 관련 용어, 가이드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였고, 자율주행 레벨 3 이상
(ADS-equipped) 차량을 위한 주행 안전 성능 평가 지표를 명시하는 기술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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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개발연도

IEEE SA

IEEE P2846, Assumptions for Models in Safety-Related Automated Vehicle Behavior

2021

SAE J3018, Safety-Relevant Guidance for On-Road Testing of Prototype
Automated Driving System (ADS)-Operated Vehicles

2020

2020-02-1206, Driving Safety Performance Assessment Metrics for ADS-Equipped
Vehicles

2020

SAE J3206, Taxonomy and Definition of Safety Principles for Automated Driving
System (ADS)

2021

SAE J3247, Automated Driving System Test Facility Safety Practices

2022

SAE J3237, Operational Safety Metrics for Verification and Validation (V&V) of
Automated Driving Systems

2023

SAE

¡ (차량 정보 서비스 API 표준) W3C와 GENIVI 얼라이언스가 협력하여 차량 서비스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중
- (W3C Automotive WG) 웹소켓 기반의 차량 정보 접근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인 VISS(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는 CR(Candidate Recommendation) 단계로 2020년에 W3C 표준으로
제정 예상
- (W3C Automotive WG) 추가적으로 VISS(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 표준에 RestFul
인터페이스 및 개선 기능을 확장한 VISS Version2 - Core, VISS Version2 - Transport 표준
개발을 진행 중
- (W3C Automotive WG) VISS Version2 - Core 표준은 전송 계층에 독립적인 메시징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 표준을 정의하며, 초기 단계로 데이터 모델 관련하여 동적 레지스트리에 대한 부분,
인증과 권한부여 이슈에 대한 내용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함. 또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전체적인
재설계가 필요
- (W3C Automotive WG) VISS Version2 - Transport 표준은 HTTPS 기반의 전송 프로토콜
표준을 정의하며, 초기단계로 프로토콜 기반의 메시지 포맷 및 상태/에러코드에 대한 정리
필요하며, 또한 소개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
- (GENIVI Remote Vehicle Interaction EG)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차량 정보의 각 아이템에 대한 식별자 표기법 및 각 데이터 정보에 대한 표현 포맷 표준인
VSS(Vehicle Signal Specification) 개발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W3C
Automotive
WG

GENIVI

표준(안)명

완료연도

VISS Version2 - Core

진행중
(2023)

VISS Version2 - Transport

진행중
(2023)

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ification

진행중
(2022)

Vehicle Signal Specification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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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프라 기술]
¡ (정적 정밀도로구조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도로구조에 대한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등은 주로 지도관련 주요 업체에 의해 내부적으로 진행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컨소시엄 및 포럼 등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에게만 공유되고 있음
- OADF(Open AutoDrive Forum), NDS(Navigation Data Standard)
· 매 분기마다 정기적인 미팅을 통하여 정밀도로지도 등과 관련된 각국의 상황을 공유 및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으며, OADF에는 ADASIS, NDS, SENSORIS, TISA의 협의체 참여.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현대엠앤소프트, LG전자, 맵퍼스 등이 참여 중
- OpenDrive
· 차량 시뮬레이션 등의 목적을 위해 도로구조 및 관련 속성 등에 대한 모델링 명세를 제정,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된 명세는 다수의 차량관련 업체 및 시뮬레이션 환경 등에서 사용 중
- OGC LandInfra, InfraGML, CityGML
· 본래 자율주행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LandInfra, InfraGML, CityGML 등에서
(일부 차선수준의) 도로의 형상 및 구조 등을 모델링 및 표현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음.
더불어, ISO TC211 및 ISO TC204와의 주기적 협력 및 논의(Joint Meeting)를 통해 표준화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
- ISO TC204
· WG3 등에서 기 GDF(Graphic Data File) 등의 확장 및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정밀지도관련 데이터 모델 관련 표준화 활동을 진행 중
- ISO TC211
· ISO TC211과 ISO TC204 사이의 JWG11을 통해 GDF 표준이 지리정보 관련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논의를 진행 중. 이러한 논의의 일부로써, ISO TC204 표준 중, 정밀도로지도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는 GDF의 다음 버전 개발 방향을 정리하기 위한 기술보고서(TR, Technical
Report)를 개발한 바 있음
< 국제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NDS
OpenDrive

OGC
LandInfra,
InfraGML,
CityGML

ISO TC204
WG3

표준(안)명

완료연도

NDS(Navigation Data Standard) v2.5.4

2018

OpenDrive v1.5

2019

12-019, City Geography Markup Language Encoding Standard v3.0

2021

16-104r2, InfraGML 1.0-Part 4-LandInfra Roads-Encoding

2016

15-111r1, Land and Infrastructure Conceptual Model Standard(LandInfra)

2015

ISO/PRF 20524-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Geographic Data Files (GDF)
GDF5.1-Part 2: Map data used in automated driving systems, Cooperative ITS,
and multi-modal transpor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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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ISO
TC211/TC204
JWG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20524-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Geographic Data Files (GDF)-GDF5.1Part 1: Application independent map data shared between multiple sources

2020

ISO 14825:2011, Geographic Data Files(GDF)-GDF5.0

2011

ISO/TR 19169 Geographic Information – Gap-analysis: To map and describ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urrent GDF and ISO/TC211 conceptual models to
suggest ways harmonize and resolve conflicting issues

2020

¡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자율주행 또는 C-ITS와 관련된 동적/준동적
데이터를 포함하는 LDM 개념 및 구조와 함께, 각 응용 서비스 및 통신 환경에서의 응용 메시지
등을 정의하는 표준화가 다양한 표준기구에서 논의되고 있음
- ISO TC204
· 지능형교통체계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LDM의 개념 및 구조를 정의하고, 다양한 응용
서비스에서 차량과 외부 인프라가 교환하는 메시지 등을 정의하는 표준화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음
- ETSI
· 차량 통신 뿐 아니라, 응용 서비스의 요구사항,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사전 등을 정의하는 표준화를 논의해 왔음
- SAE
· V2X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메시지 사전을 정의하는 J2735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오고 있음
- 5GAA
· C-V2X 응용 등에 대한 기본 정보들과 함께, 유즈케이스에 대해 정의하는 논의를 기술보고서
형태로 진행한 바 있음
< 국제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TR 17424:2015, Cooperative systems-State of the art of Local Dynamic
Maps concepts

2015

ISO 18750:2018, Co-operative ITS-Local dynamic map

2018

ETSI

TS 102 894-2, ITS User and applications requirement, Common Data
Dictionary

2018

SAE

J 2735, V2X Message Set Dictionary

2020

ISO TC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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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술]
¡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IETF IPWAVE WG은 IEEE WAVE 프로토콜
슈트인 IEEE 1609과 IEEE 802.11-OCB에서 IPv6가 동작하게 하는 표준을 개발 중
- (IETF IPWAVE WG)
· IEEE 802.11-OCB상에서 IPv6 패킷 전송을 위한 IPv6 over 802.11-OCB가 RFC8691로 2019년
12월 표준화 완료. IEEE 802.11-OCB(즉 IEEE 802.11-2012) 무선 링크와 이더넷(Ethernet) 링크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이더넷 적응 계층(Ethernet Adaptation Layer)을 정의. 또한 Maximum
Transmission Unit(MTU) 크기, IPv6 패킷을 포함하기 위한 802.11-OCB 프레임의 헤드 포맷과
타입 값, IP 주소와 MAC 주소의 매핑을 정의. 또한 IPv6 이웃탐색(Neighbor Discovery,
ND)과 IP 비상태 주소 자동 설정(Stateless Address Autoconfiguration, SLAAC)을 기술.
유럽에서 차량 네트워킹을 위해 채택된 5G V2X의 무선인터페이스를 통한 IPv6 패킷 전송을
위한 IPv6 over 5G V2X 기술이 본 문서와 같은 형식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 IPWAVE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문제 정의(Problem Statement)와 유즈케이스 표준을 개발 중.
본 문서는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IETF 프로토콜을 갭분석(Gap
Analysis)을 하여 IP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기존 프로토콜의 확장 및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음. 본 표준에서의 IPWAVE Vehicular Networking에 가장 중요한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 그리고 Vehicular Network Security and
Privacy에 대한 문제 정의를 기술. 본 문서는 2022년 상반기에 표준문서로 완료될 예정임
· IPWAVE Vehicular Neighbor Discovery(VND) 표준을 개발하고 있음. 본 표준은 차량
무선 링크를 위한 Link Model을 정의하고, Prefix와 Service Discovery를 위한 ND 옵션의
정의하고, Multihop Duplicate Address Detection(DAD)을 통한 효과적인 주소 할당 기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MAC Address Pseudonym을 통한 MAC 주소와 IP 주소에 프라이
버시를 제공 방안을 기술
· IPWAVE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VMM) 표준을 개발 중. 본 표준은 멀티링크
서브넷(Multi-link Subnet)을 구성하는 RSU 무선 커버리지가 하나의 네트워크 프리픽스를
공유 기법을 기술하고 있고, 네트워크 기반 이동성 관리(Network-Based Mobility Management)를
통한 끊김 없는 IP 레벨의 핸드오프(Seamless Handoff) 기법을 기술하고 있고, 다수
프리픽스 도메인 간의 핸드오프를 제공하는 기법을 기술. 본 문서는 Proxy Mobile
IPv6(PMIPv6)와 Distributed Mobility Management(DMM)을 확장한 기법을 제안 중
· 자율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Context-Aware Navigation Protocol(CNP) 표준을 개발 중.
IPWAVE의 차량 이웃탐색(VND)에 차량 이동성 정보(Vehicular Mobility Information, VMI)
옵션을 정의. 이 VMI 옵션의 IPv6 ND의 새로운 옵션으로 차량의 이동성 정보(예, 위치, 속도,
방향) 및 운전자의 운전행동(예, 브레이크 밟음, 가속)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용. 이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각 차량은 주변 차량과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음
· IPWAVE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서 DNS Name Autoconfiguration 표준 개발. 본 표준은 차량
내부 전장(ECU) 또는 운전자/승객 모바일 디바이스를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을 때,
이러한 디바이스들의 DNS Name을 자동생성해서 차량 내부 네트워크의 DNS Server에 등록
및 DNS Naming Service를 제공. 본 표준 기술을 통해 차량 네트워크에서의 차량 또는 RS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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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디바이스 탐색과 그것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탐색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음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ETF
IPWAVE WG

표준(안)명

완료연도

draft-jeong-ipwave-iot-dns-autoconf-10, DNS Name Autoconfiguration for
Internet-of-Things Devices in IP-Based Vehicular Networks

진행중
(2028)

draft-jeong-ipwave-context-aware-navigator-03, Context-Aware Navigation Protocol
for IP-Based Vehicular Networks

진행중
(2027)

draft-jeong-ipwave-security-privacy-03, Basic Support for Security and Privacy
in IP-Based Vehicular Networks

진행중
(2027)

draft-jeong-ipwave-vehicular-mobility-management-05,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
for IP-Based Vehicular Networks

진행중
(2026)

draft-jeong-ipwave-vehicular-neighbor-discovery-11,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for IP-Based Vehicular Networks

진행중
(2025)

draft-ietf-ipwave-vehicular-networking-20, IPv6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IPWAVE): Problem Statement and Use Cases

진행중
(2022)

RFC8691, Basic Support for IPv6 Networks Operating Outside the Context of
a Basic Service Set over IEEE Std 802.11

2019

¡ (5G C-V2X 기술 표준) 3GPP

Rel.16 대비 더 우수한 성능을 지원하는 C-V2X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Rel.17을 통해 진행 중 [2020]. C-V2X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후 Release에서도 이어질 예정. 특히 각 서비스 별
특정화 된 기술에 대한 논의 예상
- 3GPP RAN
· Rel.16에서 5G NR V2X에 대한 연구를 거쳐, 무선 전송 및 무선 접속 기술 표준 개발 완료[2020]
· Rel.17에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지연과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원 할당 방법,
브로드캐스트, 그룹캐스트, 유니 캐스트 통신 방식에 대한 DRX를 적용에 대한 표준 개발과
NR 직접통신 링크상에 릴레이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Rel.18 관련 표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고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NR 직접 통신 링크의
확장기술과 5GC에서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지원을 위한 RAN 기능 설계 등이 표준화
항목으로 예상됨
- 3GPP SA
· Rel.16에서 V2X 서비스를 위한 5G 시스템 지원 연구 및 진화된 V2X 서비스를 위한 5G
시스템의 구조 확장 연구와 V2X 시나리오에 대한 5G 시스템 확장 표준 및 V2X 서비스 향상
표준 개발 완료[2020]
· Rel.17에서 V2X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응용 계층 확장 연구, 보행자를 위한 V2X 운용 지원을
위한 5G 시스템의 구조 확장 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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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RAN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8.211,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6

2020

TS 38.212,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6

2020

TS 38.213,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6

2020

TS 38.214,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6

2020

TS 38.300,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6

2020

TS 38.321,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23,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31,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3.185, Security aspect for LTE support of V2X services Release 16

2020

TS 33.536, Security aspects of 3GPP support for advanced V2X services Release 16

2020

TS 38.211,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5

2019

TS 38.212,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5

2019

TS 38.213,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5

2019

TS 38.214,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5

2019

TS 38.300,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5

2019

TS 38.321,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5

2019

TS 38.323,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5

2019

TS 38.331,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5

2019

TS 22.186, Requirements for eV2X scenarios Release 16

2020

TS 23.287, 5GS support for V2X Services Release 16

2020

TS 24.486, VAE layer protocol, Release 16

2020

TS 24.587, V2X services in 5GS, Release 16

2020

TS 24.588, V2X services in 5GS; UE policies, Release 16

2020

TS 29.486, VAE service, Release 16

2020

3GPP SA

[시스템 기술]
¡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AUTOSAR Adaptive 플랫폼 표준) AUTOSAR Feature Team은 Adaptive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OPEN Alliance, GENIVI 얼라이언스, LINUX 그룹과 협력 중
- (AUTOSAR Feature Team) AUTOSAR Adaptive Platform은 고수준의 자동화된 드라이빙과 고속의
온보드 및 오프보드 통신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위한 표준 플랫폼으로 개발 중
· AUTOSAR Adaptive Platform 20-11 배포판이 2020년 12월에 발표되었고,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을 진행 중
· 배포되는 명세는 5가지의 클러스터로 나뉘어져 있음: 릴리즈문서(2건), 일반(9건, 기존 1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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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됨), 방법론 및 템플릿(3건), 방법론 및 매니페스트(5건), 어댑티브파운데이션(21건),
어댑티브 서비스(7건) 등
· AUTOSAR Adaptive Platform 20-11배포 본에서는 System Test가 Adaptive 플랫폼 데모를
AUTOSAR Adaptive Platform의 명세에 따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재작업이 되었고,
C++14언어 사용 가이드라인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MISAR로 변경 완료되었음
· AUTOSAR Adaptive Platform 20-11배포 본은 minor release로써, 15개의 Concept이 변경
도입되었으며, Adaptive Platform의 많은 부분의 검증 작업이 완료되었고, draft 상태에서
배포된 상태
· AUTOSAR Adaptive Platform 20-11배포 본에서 눈에 띄는 점은 Adaptive Platform의 SW
Architecture가 변경된 주요 기능으로, Vehicle Network State Manegement, Integration of IAM,
Crypto API, RS Safety, 10BASE-T1S, AD Sensor Interface, Intrusion Detection System
management, Deterministric Synchronization, Static Configuration of Remote ECU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ra Comunication Group 등 15개 기능이 반영되었음
· AUTOSAR협회가 발표한 Roadmap에서는 기존 연 2회(3월, 11월)에 공개하던 Spec을
2020년부터는 Adpative Platform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qualification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 1회(11월) Spec을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이듬해의 Q2에 Code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한
수정 릴리즈를 배포하기로 함(예시 : R20-11 이후 수정 릴리즈 표기는 R20-11-1)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AUTOSAR Adaptive Platform R21-11

2021

AUTOSAR Adaptive Platform R20-11

2020

AUTOSAR Adaptive Platform R19-11

2019

AUTOSAR Adaptive Platform R19-3

2019

AUTOSAR Adaptive Platform R18-10

2018

AUTOSAR Adaptive Platform R18-3

2018

AUTOSAR Adaptive Platform R17-10

2017

AUTOSAR Adaptive Platform R17-3

2017

AUTOSAR

¡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 IEC 61162
· 선박장치들간의 인터페이스 표준에 관한 것으로 미국(The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의 시간, 위치, 방위 등의 전송하기 위한 규격을 국제표준화시킨 것으로
위치정확도 향상을 위해 이종 센서를 결합한 인터페이스 표준화 추진되었으며 ASCII 코드로
직렬방식 통신 사용
- ISO/TS 21176
· C-ITS에서 ITS 스테이션의 다른 기능에 대한 위치, 속도, 시간 서비스(PVT)를 지정하는
인터페이스 표준으로 GNSS, Odometer, Lidar, IMU, Vision 등의 다양한 위치 센서를 융합한
PVT 인터페이스를 지정하나 센서 퓨전의 형태, 방식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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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23150
· TC22(Road Vehicle 부문)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시 주변 환경을 정밀 인식하기 위한
이종센서(예:초음파, Lidar, Radart 등)간 서라운드 모델을 생성하고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 주변의 장면을 해석하는 융합 장치 간 논리적 인터페이스를 지정함. 인터페이스는
모듈식 및 의미론적 표현으로 설명되며, 센서 기술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능 및
감지수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객체 수준(예:잠재적으로 움직이는 객체, 도로 객체, 정적
객체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표로 함(전기 및 기계 인터페이스 사양은 미제공)
- ISO 6029
· TC204 WG17(Nomadic Device 부문) 이동의 주체인 사람이 소지한 이동형 단말과
자율주행자동차, 퍼스널 모빌리티 등 다양한 운송 수단, 인트라스트럭처에 장착되어 현재 측위
기술로 활용 가능한 위성(GNSS) 기반, 네트워크(Wi-Fi, Bluetooth 등) 기반, 다중센서(가속도,
자이로센서 등) 기반 센서 정보를 융합하여 측위 정밀도 향상을 위한 표준 개발 중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EC

ISO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61162, Digital interface for navigational equipment within a ship

2015

TS 21176 C-ITS – Position, velocity and time functionality in the ITS station

2020

ISO 23150:2021, Road Vehicles – Data communication between sensors
and data fusion unit for automated driving functions – Logical interface

2021

ISO 6029
- Part 1
- Part 2
- Part 3
- Part 4

ITS – Seamless Positioning for multimodal transportation in ITS stations
: General Information and uses cases (TR)
: Concept of data fusion and common message format
: Secured and trusted sensor interfaces
: Accuracy and reliability of positioning information

진행중
(2025)

¡ (자율주행 에지 케이스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표준) ASAM(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 of Automation and Measuring Systems) 에서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위한
OpenX 표준을 제정
- OSI
· 자율주행 기능과 다양한 주행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쉽고 간단하게 호환할 수 있도록 개방형
시뮬레이션 인터페이스 (OSI: Open Simulation Interface)를 제안. OSI는 GroundTruth
인터페이스와 SensorData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두 개의 개별 최상위 메시지로 구성.
GroundTruth 인터페이스는 전역 좌표계에서 시뮬레이션 된 개체에 대한 정확한 뷰(View)를
제공
· 이 메시지는 내부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채워진 다음 운전 시뮬레이션 프레임
워크 내에서 실행되는 플러그인을 통해 외부 구독자에게 게시
· SensorData 인터페이스는 환경 인식을 위해 센서의 기준 프레임에 있는 개체를 설명.
GroundTruth 메시지에서 생성되며 이상적인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율 주행
기능에 직접 연결하는 데 사용하거나 실제 센서 동작의 복제로 제한된 인식을 시뮬레이션하는
센서 모델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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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CRG
· OpenCRG는 도로 표면 기술에 대한 파일 형식을 정의. 원래는 노면 스캔의 고정밀 고도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개발됨. 이 데이터의 주요 용도는 타이어, 진동 또는 주행 시뮬레이션임.
주행 시뮬레이터의 경우 도로 표면의 사실적인 3D 렌더링이 가능
- OpenDRIVE
· OpenDRIVE는 도로망의 정확한 기술을 위한 파일 형식을 정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파일 형식과 달리 OpenDRIVE의 주요 용도는 표면 속성, 표시,
표지판 및 차선 유형 및 방향과 같은 논리적 속성을 포함한 정확한 도로 형상 기술이 필요한
시뮬레이션 응용 분야에서 사용됨.
· 도로 데이터는 도로 네트워크 편집기, 지도 데이터 변환에서 수동으로 생성하거나 실제
도로의 변환된 스캔에서 생성 가능
- OpenSCENARIO
· OpenSCENARIO는 운전 및 교통 시뮬레이터의 동적 콘텐츠 기술을 위한 파일 형식을 정의.
주요 사용 사례는 차량, 보행자 및 기타 교통 참여자와 같은 여러 개체를 포함하는 복잡하고
동기화된 움직임을 설명. 움직임에 대한 기술은 운전자 행동 (예: 차선 변경 수행) 또는 차량
궤적을 기반으로 할 수 있음. 자차, 운전자 외모, 보행자, 교통 및 환경 조건과 같은 기타
콘텐츠도 표준에 포함
- OpenODD, OpenLABEL, OpenXOntology
· 이외에도 자율주행차의 Operational Design Domain에 대한 표준 파일 포맷과 센서 데이터를
레이블링하기 위한 방법론/구조/파일 포맷과 ASAM의 OpenX에서 정의되는 표준들의
특성과 상호 연계성을 정의하는 표준도 진행 중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ASAM

표준(안)명

완료연도

OpenCRG V1.2.0 (file format for the description of road surfaces)

2020

OpenDrive V1.6.1 (file format for describing road networks)

2021

OpenLABEL (labeling methodology, labeling structure, file format)

진행중
(2022)

OpenODD (file format for Operational Design Domain)

진행중
(2022)

OpenSCENARIO V1.1.0 (file format for the description of the dynamic content
of driving and traffic simulators)

2021

OpenXOntology (foundation of common definitions, properties, and relations for
central concepts of the OpenX standards, including OpenDRIVE, and others)

진행중
(2022)

OSI V3.3.0 (Open Simulation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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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보안 기술]
¡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IEEE 1609 Working Group에서 차량통신
보안기술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ITU-SG17의 Q13에서 ITS보안 표준화 추진 중
- ITU-T SG17
· V2X 통신 보안 가이드라인(X.1372)이 2020년 3월 승인되었으며, 커넥티드 차량의 사이버
보안 위협(X.1371)이 2020년 5월 승인. 차량접속디바이스 보안요구사항(X.1374), 커넥티드 카
이상 행위 탐지(X.1376)이 2021년 1월 승인되었으며, 다양한 차량 통신 응용 서비스 보안
기술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X.itssec-5, Security guidelines for vehicular edge computing
X.eivnsec, Security guideline for Ethernet-based In-Vehicle networks
X.srcd, security requirements for categorized data in V2X communication
ITU-T SG17

X.1376, security-related misbehaviour detection mechanism based on big data
analysis for connected vehicles
X.1374, Security requirements for vehicle accessible external device
X.1373, Security requirements for vehicle accessible external device
X.1372, Security guidelines for V2X communication
X.1371, security threats in connected vehicles
X.1373, Secure software update capability for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communication devices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2021
2021
2021
2020
2020
2017

¡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차량 내부 네트워크망에서의 침입탐지 구현 가이드로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서의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표준화 진행 중. 커넥티드 차량용
침입방지시스템 구현 및 유즈케이스에 대해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
- ITU-T SG17
· 차량내부망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정의하고 침입탐지시스템이 표준으로
승인되었음(2020년 10월)
· 커넥티드 차량용 침입방지시스템(X.ipscv) 가 2019년 신규워크아이템으로 채택되었으며, 차량
내 IDS 와 클라우드/Edge 에 위치한 고성능 IDS 간의 협업을 통해 차량 외부-내부 간 상호
유입/전파되는 공격을 정밀하게 탐지하는 모델을 정의하고, 상황별로 탐지된 공격을 차단하는
기법에 대해 연구되고 있음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7

표준(안)명

완료연도

X.1373rev, Secure software update capability for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communication devices
X.1375, Guidelines for an intrusion detection system for in-vehicle networks
X.1376, security-related misbehaviour detection mechanism based on big data
analysis for connected vehicles

진행중
(2022)
2020

X.ipscv, Methodologies for intrusion prevention systems for connected vehicles

진행중
(20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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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 AGL(Automotive Grade Linux: AGL)
- AGL은 리눅스 재단이 제공하는 자용차용 오픈소스 리눅스 프로젝트. 리눅스 기반 OS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오픈 플랫폼 제공
- 일본 업체들에 치우쳐진 플랫폼으로 평가 받기는 하지만 100개 이상의 회원사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리눅스 기반 OS와 애플리케이션 개발 코드를 기여
- Toyota가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리눅스(Automotive Grade
Linux: AGL)를 탑재한 2018년형 캄리 모델을 미국 시장에 공개
- 2018년형 캄리는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 중 AGL을 탑재한 첫 데모
- AGL 플래티넘 멤버로는 데소, 마트다, 파나소닉, 스즈키, Toyota 등 일본 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중
- AGL은 2019년 Toyota, Volkswagen, 현대자동차를 포함하여 9개의 제조사를 포함하여 140개
멤버사가 활동 중이며, 아마존과 어도비와 같은 차량 관련 생태계와 관련된 기업들도 참여 중
- 차기 주요 아이템은 차량을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그리드에 연결시킬 수 있는 Vehicle – to
- infrastructure(V2X) 응용
- 2019년 3월 AGL 플랫폼의 최신버전에 오픈소스 기반의 음석인식 API를 릴리즈
- 2018년 10월 AGL은 플랫폼 최신버전인 UCB(Unified Code Base) 6.0에 텔레메틱스와 계기판
응용을 포함
- 2020년 4월 AGL은 플랫폼 최신버전인 UCB(Unified Code Base) 9.0(코드네임: Itchy Icefish)을
배포하였으며, 본 버전에는 오디오, 연결 및 보안 향상, 음성 인식 기능 개선 및 다양한 HTML5
데모 앱을 포함
¡ Automotive OIN(Open Invention Network)
- 오픈소스를 특허 분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비영리 단체
- OIN은 리눅스, 관련 오픈소스 기술은 로열티 없이 서로 공유하는 것이 목표
- OIN이 소유한 특허들은 리눅스를 상대로 특허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다른 단체들에게도
로열티 없이 공유
- OIN은 Google, IBM, NEC, 필립스, 레드햇, 소니, 수세, Toyota, OIN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음. 또 2,100개 이상의 커뮤니티 멤버가 참여 중
¡ GENIVI
- 제니비 연합은 리눅스 기반 IVI용 플랫폼 ‘제니비 플랫폼’을 관리. BMW와 GM, 인텔, 델파이
등 완성차 및 부품, IT 업체 50여개가 활동 중
- 제니비와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는 차량 내 제공되는 기능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고, 비용 절감 가능
¡ Android Open Source Project
-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는 물리적 전송 계층과 무관하게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
일관된 인터페이스 제공을 위한 Android Automotive HAL(Hardware Abstraction Layer)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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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HAL은 안드로이드 차량 앱 구현을 위한, 자동차와 차량 네트워크 서비스 간의 인터
페이스로 활용
- 차량 HAL 및 안드로이드 자동차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음

<차량 HAL 및 안드로이드 자동차 아키텍처>
※ 출처: Automotive | Android Open Source Project 2021.07.

¡ Open Motors
- Open Motors는 신생 기업이 보다 쉽게 맞춤형 전기 자동차 및 운송 서비스를 디자인 및
설계할 수 있도록 전기차를 위한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TABBY EVO) 제공

<TABBY EVO 개념도>
※ 출처: Open Motors 2021.07.

- TABBY EVO를 기반으로 이태리, 그리스 등에서 e-VIAL Digital City Car, ASLAN EV Pickup,
Project Belo 등 전기차 프로젝트를 수행 중
- 르노(프랑스)는 CES2017에서 OSVehicle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전기자동차 플랫폼인
POM(Platform Open Mind)을 발표
- 이는 외부 업체들이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SW를 복제 수정해 다양한 자동차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르노는 자사의 소형차인 트위지 모델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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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
- ROS(Robot Operating System)는 이기종 H/W, S/W 간의 분산 컴퓨팅을 지원하기 위한
가상화 오픈소스 미들웨어로, 로봇 공학의 사실상 표준으로 간주
- ROS는 실제 자율자동차와 주행로봇 등에 적용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고, 오픈소스인
특성 덕분에 많은 개발자들이 협업을 통해 안정성과 성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 일례로, 자율주행 개발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센서를 개발하는 업체도, 센서 구동을 위한
ROS Package를 GitHub 등을 통해 직접 배포하고, 개발자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자율주행
분야로 진입할 수 있게 됨

<자율주행 모형차 예시>
※ 출처: An Open-Source Autonomous Cyber-Physical Platform 2019.01.

¡ Open Street Map(OSM)
- 영국의 비영리기구 오픈스트리트맵 재단이 운영하는 오픈소스 방식의 사용자 참여형 무료
지도서비스로 주행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일부 도로지도를 포함
- 정밀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애플과 같은 일부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에 의해 요구사항에
맞게 추가 가공 및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 내비게이션 등을 위한 기본 데이터로
OSM 지도를 활용하는 서비스들이 다수 존재
- OSM 지도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연구 및 서비스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다만, 구축 및 활용 방식의 특징으로 인해 정밀한 위치결정, 정확한
주변환경인식 등과 같은 고도화된 기능 보다는 주로 정보제공 차원 또는 수준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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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LA
- CARLA는 현재 개발팀 리더인 헤르만 로스(Germán Ros)와 바르셀로나 컴퓨터 비전 센터의 교수
안토니오 M. 로페즈(Antonio M. López)가 처음 제안한 시뮬레이터임. 처음부터 표준 규격과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ASAM의 OpenDRIVE와 OpenSCENARIO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뮬레이터 엔진과 소스코드를 무료로 제공
- CARLA는 2017년 콘퍼런스 포 로봇 러닝(Conference for Robot Learning, CoRL)에서 처음으로
공식 발표었고,

현재 세계 각지에서 개발에 주력하는 20여명의 개발팀이 있으며 이들은

2~3개월마다 새로운 버전을 출시
-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스택의 공정성 있는 유효성 검사와 인증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터비전 학술대회인 CVPR(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19 학술대회에서 CARLA 자율 주행 챌린지를 주최하여 관심을 모았음. 이 대회에서는
NHTSA가 수집한 충돌 이전 교통 시나리오(Pre-crash Traffic Scenario)를 통과하는 것이
주요 경쟁 미션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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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약 점 요 인 (W)

국내역량요인 시 - 글로벌 Top 6 수준의 완성차 시 - 자동차 핵심부품 및 기술의
업체 보유
해외 의존도 높음
장 - 세계 최초 5G 상용화 실현
장 - 정책 연계 기반 부족
- ICT 인프라 기술 우위
- 핵심, 원천, 부품 기술력 부족
- 자율협력주행 위한 C-ITS 및
기
기 - 자동차-ICT 융복합 환경 부족
통신 기술 우위
술 - 자율주행시스템 분야 선진기술 술 - 자율주행플랫폼, 신호처리, AI
등 SW 기술기반 약소
추격 가속화
- ICT 분야 표준 기술 우위

국외환경요인

표 - 자율주행 단계에 따른 V2X 표
세부기술별(C-V2X,WAVE) 표준 준
준
기술 실증 선도

- 소비자 안전 및 편의 요구 증대 【SO전략】

시 - 신흥국 자동차 시장 확대
장 - 개방형 산업 생태계 형성

- 미국, 독일 자동차사 표준화
주도, 국내업체 표준화 참여
진입장벽 높음

【WO전략】

- (시장) 글로벌 수준의 생산력으로 - (시장) 국제표준화 초기에 IPR
신흥국 시장 진출 확대. FTA에 따른
확보 가능한 틈새 시장 공략
첨단, 고부가가치 시장 공략 가능한 - (기술) 핵심 부품의 독자적 기술
지능형 시스템으로 자동차 진화
확보, 이종 기업간 제휴 협력 강화
기술 지원
자율주행 기술 개발 가속화
(기술)
산업간
기술
융복합을
통한
(표준) 완성차-부품-ICT-통신 및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기술
신개념
안전편의
기술
선제적
확보
콘텐츠
등 이종 기업간 제휴 협력
수요 확대
- (표준 ) AI 기술을 포함한 ICT 기술 강화
전자, 통신, 콘텐츠 융합한 기술 기반 국제 신규 표준화 아이템 확보
표준화 분야 진입 기회 확대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표준
기술 확대

-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기
회
기 요
술 인
(O)
-

표
준 -

【WT전략】
- 중국의 자율자동차 투자확대 【ST전략】
시
- 완성차 전장 ICT 기업간 협력
장 강화
- (시 장 ) 글로벌ICT 및 자동차제조사, - (시장) 선진 기업체 및 연구소와
위
- 선진국의 정부주도 기술지원
협
기 - 기술 및 무역 보호주의 강화 요
술 - 안전부품의무 적용 및 안전규제
인
강화
(T)
표 - 선진국 표준화 주도 및 적용
확대
준

부품업체의 역할 강화를 고려, 수평적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기술협력
분업구조로 변화
- (기술) 핵심부품기술 확보. 자동차와
(기술) 자율협력주행 위한 C-V2X 등 타 산업간 융복합을 위한 상생협력
통신 관련 R&D 중점추진
개방형 R&D 확대
(표준) 자율자동차 국제표준 대응을 - (표준) 자율주행 도입을 위한 범부처
위한 관련 연구지원 강화
협력모델 및 관련 규제/제도에 대한
국제표준 적용 자율자동차 시범사업을 가이드라인 운영
통한 사례 확산 실시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ISO, ASAM, AUTOSAR, GENIVI, AGL 등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며 유럽,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자율자동차

글로벌 국제표준 대응을 위한 관련 연구지원과 AI·DATA 분야를 포함한 고급 전문 인력 부족 해소 필요
- 국제표준 기술을 국내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표준전문인력 양성과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표준화전략맵 수립 및 적극적인 실행 필요
- 스마트카기술포럼을 중심으로 산·학·연 수요를 반영한 정책, 기술, 인프라, 표준 등의 개발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으로 ICT·자동차 업계 간 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필요
- 자율자동차 및 신규부품 테스트 등 기존 법제도 및 규제의 정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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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
5

5
4

4
3

3
2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4

3

2

2

5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2

3

4

5

국제표준화
국내 기여도

1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SO TC204
WG14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현대자동차,
ETRI,
KATECH

2
3
4
5

IPR 확보
가능성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1
1

4

1

1

3

기술
개발
단계

2
1

정책 5
부합성

KATS 교통전문
위원회, TTA
국내
ITS/차량ICT
PG KSAE,
ITSK

(프랑스) Navya/Easymile, (일본) 도요타, (독일)
BMW/Bosch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일본) 혼다/도요타/덴소, (독일) BMW/보쉬/콘티넨탈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제한구역내 저속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표준이 제정된 이후, 해당 시스템을 원격에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기 위한 신규 표준화 아이템이 ISO TC204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셔틀
실증 및 사업화에 중요 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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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TC204 WG14

국제
표준화

- 자율주행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표준화
- ISO 22737 저속자율주행시스템(LSAD) 표준제정(2021)
- ISO/PWI LSAD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표준 제안

‘21~’24

‘21~’24

‘21~’24

TTA ITS/차량 ICT PG
KSAE, ITSK

국내
대응

KATS TC204 전문위원회

- 국내표준개발
- 표준화 로드맵 및 전략 마련
- 국제전문가 표준인력지원

-

국네표준 대응 체계 수립
국내외 표준화 활동 지원
국제표준 기고
국제표준 KS 부합화

‘21~’24

참여기업/기관/학계
- 핵심 기술 및 표준 IPR 확보
- 국내외 표준 개발
- 정부정책 수립 지원

‘21~’24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204 WG14에서는 Lv.4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저속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셔틀)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절차에 관한 표준을 2021년 제정하고, 후속 작업으로 원격지원에
관한 표준(Remote assist system for LSAD, 이하 RA-LSAD)을 제안
- 현재는 RA-LSAD 표준화 범위에 관한 논의 중이며, 2021년 10월 신규 아이템(NP)으로
제안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Lv.4 LSAD 시스템에 대한 원격지원
관련 표준개발은 ISO TC204 WG14에서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음. 국내 TC204 미러 커미티인
지능형교통전문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안 검토 및 국내 산업계 선제 대응 기반 마련
<표준화 계획>
- KATS 지능형교통시스템 전문위원회를 통해 국내 산업체 의견 반영을 위한 국제표준
기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IS 표준 제정 후 KS 부합화 개발 진행
- 원격지원을 위한 V2X 관점 혹은 자율차 운영설계범위에 관한 단체 표준은 TTA, KSAE,
ITSK에 협의하여 국내표준 개발 진행
<대응방안>
- (전문위원회를 통한 국제표준화 대응) KATS TC204 전문위원회를 통해 국내 산업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결과를 RA-LSAD 표준안에 적극 반영하는 기고 활동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과 연계하여 관련 기술을 국제표준화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 및 기고 활동
- (틈새표준개발) RA-LSAD을 위한 V2X 메시지 확장 표준 제안 및 단제표준 개발 계획 수립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자율주행셔틀 운영 및 원격
제어에 관한 필수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여 ISO TC204 WG14 진행 표준, RA-LSAD 반영
표준특허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자율주행 원격지원 시스템에 관한 IPR를 확보하고 현재 초임 단계에 있는 국제표준에 반
영하여 표준특허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고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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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강석규)
TTA 인공지능
기반 PG/소프트
웨어 품질평가
국내
PG, 스마트카기
술포럼, 자율자동
차표준화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SO TC22/TC211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Waymo/Ford/LeddarTech
(일본) 도요타, (독일) KIT/아우디

기술
수준

ETRI, 모라이,
KETI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GM/포드 (독일) 아우디/BMW/보쉬
(일본) 파나소닉, 도요타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표준은 다양한 차종으로부터 수집된 주행 데이터를 차종에
상관없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율주행 S/W의 학습 및 성능향상에 활용되는 기반 기술임. 본격적인
자율자동차 시장 형성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이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는 현재
막 시작 단계이며, 선제적인 표준화 제안을 통해 향후 주도권 선점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차세대 공략
항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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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표준화 계획>
- ISO TC22와 TC211 등에서 자율주행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프로토콜이나 차량 개별
인지센서와 융합유닛 간 데이터 메시지 포맷, 인터페이스 표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차량 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주행 데이터 습득 및 관리, 상호호환을 위한 표준 개발은미흡한 상황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신규과제제안)) 자율주행 데이터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S/W를 통해 주행 시 인식되는 객체에 대한 분류와 정의가 필요. 특정
차량에서 수집된 센서 데이터 등을 변환하여 이종차량에 적합한 데이터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프로파일 표준 개발 및 생성된 데이터의 상호호환성 검증 규격 개발 필요
<표준화 계획>
- 국내에서는 2020년 10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 위원회가 신설되어 국가표준 제정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하 표준개발 분과를 통해 데이터 분류체계 및 포맷
관련 표준안 도출 예정
- 2027년까지 수행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R&D 결과를 표준화와 연계함으로써,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가공/유통/공유/검증 등 세부단계별 국내 표준화 추진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활동) 혁신사업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 관련 결과물을 단체표준화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고, 반영함. 이후 국제표준화 아이템으로
제안/개발함으로써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연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 필요
- (표준화 포럼 활동) 스마트카기술포럼(과기부)과 자율자동차표준화포럼(산업부)간 표준화 협력
및 전문가 및 부처 정책교류 등을 통해 자율자동차 기술 및 국제 표준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 전략)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데이터셋 구축 분야의 특허를 분석하여 특허망을 구축하고, 관련 특허를 자율주행
인공지능 S/W 구현 및 이를 위한 데이터 분야 국제표준화에 반영하기 위한 특허선행 확보
전략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 국책 사업등을 통해 도출된 R&D 결과를 IPR로 확보하고, 신규 표준화 항목으로 국제표준
-IPR
개발 및 표준특허 선점에 집중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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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협력공략 | 병행) 안전한 자율주행차 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PG/
인공지능 PG

국제

IEEE SA, SAE
International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Google Waymo/Tesla, (중국) Bai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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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Google Waymo/Aurora, (독일) Volkswagen,
(중국) Baidu/Huawei, (일본) Honda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22 신규)
국내에서는 TTA 등 표준화기구의 다양한 기술위원회에서 자율주행 관련 유즈케이스, 객체 속성 및 인식
기술 등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나, 국내 전문가의 IEEE SA 및 SAE International 사실표준화기구
참여가 저조하므로, 표준화 및 기술개발 병행을 통한 추격/협력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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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EEE SA)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선진국이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표준 및 특허를 개발
- (SAE International) 미국 중심의 사실표준화기구이므로 국내 표준전문가 참여가 저조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여 신규과제를 제안하거나 의장단 수임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현재 안전한 자율주행차 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관련 작업반 내에서 다양한 관련 SAE 표준들이 개발
중이므로, 신규과제 발굴, 의장단 수임, 타국/외국기업 간 제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여 최신 자율주행차 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다양한 기술위원회에서 자율주행 관련 국내 단체 표준을 개발하는 만큼, IEEE SA
및 SAE International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대응방안>
- (사실표준 준용) SAE International 및 IEEE SA에서 개발된 영문 표준들을 국내 전문가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기 위해 국내표준으로 준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뿐 아니라, 국내 주도의 틈새표준 개발,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등 추진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특허 권리 범위 보완전략) 국내외 표준화 단계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시점에서 국내외 기술개발단계가 뒤처지므로, 표준화 및 기술개발 병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특허를 보완하여 권리 범위 확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내외 표준화 단계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시점에서 국내외 기술개발단계가 뒤처지므로,
표준화 및 기술개발 병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특허를 보완하여 권리 범위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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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차량 정보 서비스 API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웹 PG,
스마트카기술포럼

국제

W3C
Automotive
WG, GENIVI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LG전자,
오비고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독일) 폭스바겐/보쉬, (캐나다) GeoTab, (영국) JLR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독일) 폭스바겐, (캐나다) GeoTab, (영국)JLR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차량 정보 서비스 API 표준은 W3C Automotive WG에서 커넥티드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의
표준 개발을 시작. RESTFul 기반의 JSON을 활용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며 전송 인터페이스, 코어 메시징에
대한 표준 개발은 시작되었으며 향후 VSSo(Vehicle Signal Specification Ontology), Vehicle Remote
Procedure Calls 표준으로 확장 계획. 2020년 말 W3C Automotive WG 차터 구성시 VISS Version2 – Core
표준 및 VISS Version2 – Transport 표준 항목이 승인되어 차세대공략에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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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W3C Automotive WG은 2020년 말에 표준화 아이템을 리차터링하여 두 번째 단계의 표준
개발을 시작. 목표로 하는 표준은 차량 IVI 관련 서비스 API의 RESTFul 확장 표준으로 이들
핵심 표준을 기반으로 VSSo(Vehicle Signal Specification Ontology), Vehicle Remote Procedure
Calls 표준으로 확장 계획
- W3C Automotive WG에는 완성차 업체에서는 폭스바겐 자동차 그룹, 볼보 그리고 재규어,
랜드로버가 참여 중이며 캐나다 GeoTab이 적극적으로 참여 중. 국내에서는 ETRI와 LG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 중
- 국내기업, 출연연, 학계에서 관련 기술 연구개발, IPR 확보 및 표준 개발에 기고하며, 스마트카미래포럼을
통해 국내 관련 기업의 폭넓은 요구사항과 의견 등을 수용하여 국제표준에 적용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스마트카미래포럼을 기반으로 국내
차량 관련 업계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내 기업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산업계의
요구가 큰 기술을 중심으로 국내표준과 국제표준을 병행하여 개발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TTA 웹 PG(PG605) 및 스마트카미래포럼 내에서 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제조사, 차량
부품 벤더, 콘텐츠/서비스 벤더 등)이 참여하는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여 국내 표준화가
필요한 아이템에 대한 협의 진행 및 표준 개발 추진
<대응방안>
- (표준개발을 통한 국제표준화 대응) 커넥티드카 생태계는 향후 모바일과 같이 큰 생태계를
만들 것으로 예상되어 차량 서비스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에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아울러,
표준 기반 응용/서비스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개발도구 개발을 통해 관련 업계 국제
경쟁력 지원 필요
- (표준화 포럼 활동) 스마트카미래포럼 중심으로 관련 기업참여를 유도하여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현황 공유 및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관련
표준 개발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내 기업체 주도 혹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율자동차 기술관련 IPR 확보.
그러나 W3C의 경우 표준에 대해 로열티 프리 정책을 갖고 있어 표준 자체에 IPR 내용을
반영하는 전략보다는 표준 기술 활용시 필요한 기술적인 이슈나 서비스 이슈에 대한
IPR을 확보하는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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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정적 정밀도로구조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공간정보
PG, 국토교통
부 TC204/211
전문위원회

국제

OADF, NDS,
OGC, ISO
TC204
WG3,TC211
WG10/JWG11

국토지리정보원
국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참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업체/ 현대오토에버
맵퍼스
기관
LG전자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구글/애플, (유럽) HERE/TomTom/폭스바겐,
(일본) JISC/도요타/닛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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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애플, (유럽) HERE/TomTom/폭스바겐,
(일본) JISC/도요타/닛산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자율주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적 정밀도로구조 명세 및 인코딩과 관련하여, 일부는 기존의 표준들의
확장 개정되어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상당 부분 후속 진행이 필요한 표준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음.
기초 방향 및 방안은 마련되어 있으나, 다양한 도메인 및 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등이 필요한
상황하고, 본격적인 표준화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함. 본 항목과
관련된 국가 및 Stakeholder 들이 다수 존재하여 본 표준화 항목의 추진을 위해서는 논의 및 협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국내의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 R&D 경과물 등의 선제적인 반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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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OADF(Open Automotive Data Forum), NDS(Navigation Data Standard) 등에서는 내비게이션,
협력주행 및 자율주행 등을 위한 정밀도로구조 및 주변 정보 등에 대한 기본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표준화를 논의 및 진행 중
- 사실상 표준기구인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에서는 InfraGML, CityGML 등과 같은
일부 표준을 확장하여 차선수준의 정적도로구조 등을 다루기 위한 표준을 논의 중. 특히
CityGML v3.0에서는 도로주행환경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추가됨
- 공적표준기구인 ISO TC204 WG3, TC211 WG10/JWG11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과
공간정보 표준의 갭 분석을 통해 ISO 20254 GDF ver 5.1 표준의 개정방향 및 범위를
논의하였으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정적정밀도로지도의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짐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정적 정밀도로구조에 대한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의 논의가 다수국의 참여에 기반하여 ISO TC204/211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기술 등을 반영하기 위한 협력대응이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정적 정밀도로구조를 위해 기
표준의 확장 및 활용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으로 인해, 논의되는 기반표준부분 등은 수용
하면서, 확장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개발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대응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자율주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밀도로구조 및 고정밀 지도의 시범구축 등과 같은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 및 사업 등에 의해 이미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국제표준화로 반영하는 것은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음.
- 이에, 개발기술과 국제표준화 활동에 기반하되, 국제표준기구에서의 제개정 논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틈새표준내용 및 항목 개발 필요
<대응방안>
- (국제표준/사실표준 준용) ISO, OGC 등의 국제표준기구를 통해 많은 논의가 진행 중으로, 기존
표준 등의 국제/사실표준 준용 및 확장을 통해 공간객체 구축 및 활용 관련 표준의 기반을 마련
- (표준화위원회 PG활동) 국내의 관련 기술이 반영되도록 국제표준을 확장 및 프로파일링하는 형태로
국내표준화를 추진
- (틈새표준 개발) 정적 정밀도로구조 등과 관련된 기존 표준들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프로파일링 하는 형태로 틈새표준 개발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정적
정밀도로구조 등의 표준안 논의 및 제정 등에 따라 변경된 표준안에 대한 정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출원 특허의 보정이나 재발행, 분할/연속출원을 진행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방향을 바탕으로 융합 분야에서의 적극적 IPR 확보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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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TTA ITS/차량/
철도/ICT PG,
국내 한국지능형교통
체계협회, 한국
표준협회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SAE, ISO
TC204, ETSI,
5GAA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현대자동차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토르드라이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엔제로 외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미국) 테슬라/구글/애플, (유럽) Ford/Volkswagen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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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E/OGC, (유럽) ETSI, (일본) ISO, JSAE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과 관련하여, LDM 등과 같은 기본개념은 이미 표준화되어 다수의
연구개발 등에서 참조되고 있으나,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수준에 맞는 각 데이터들을 유즈케이스
등에 따라 정의하는 것이 진행되어야 함. 기존의 커넥티드 차량 환경에서는 참조할 수 있는 기본 표준이
제정되어 있으나, 확장이 필요함. 관련하여, 다양한 도메인 및 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등이
필요하여, 도로 인프라, 차량 내부 및 서비스 등과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같이 표준화를 논의가 되어야
함과 함께, 국내의 R&D 결과물을 빠르게 반영할 필요가 있어 선도경쟁공량 항목으로 분류함.

39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협력적 지능형교통체계 등의 범위를 바탕으로, 일부 응용 서비스들을 고려한 메시지 정의
및 사전 등에 대해 기 표준화가 진행된 부분이 있음
- 자율주행 및 통신방식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는 표준화의 확장 논의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사실상 표준기구인 SAE 등에서는 V2X 환경의 다양한 응용지원을 위한 메시지 사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공적표준기구인 ISO TC204에서는 LDM(Local Dynamic Map) 등의 개념적 구조, 일부
인터페이스 등을 기 표준화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확장을 논의하고 있음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ISO TC204 등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적극적 활동 등을 농해, 국내에서 다양한 R&D로 개발되어온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한 협력대응이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공식표준화 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동이 적은 부분이 있으나, 일부 표준들을 국내에서도 적용, 활용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의
개선사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표준화기구와 협력대응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의 서비스정의, 특정 일부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모델 정의 등은
LDM 등의 키워드와 연계하여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 및 사업 등에 의해 이미 진행되고 있으나,
단순 사업의 적용 및 가능성 확인으로만 끝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개발기술 및 내용이 국내외 표준과 국제표준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틈새표준내용
및 항목 개발 필요
<대응방안>
- (국제표준/사실표준 준용) ISO, SAE 등의 국제표준기구를 통해 많은 논의가 진행 중으로,
이를 기반으로 국내의 상황 및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마련 필요
- (표준화위원회 PG활동) 국내의 관련 기술이 반영되도록 서비스 및 데이터를 정의하고,
국제표준을 확장 및 프로파일링하는 형태로 국내표준화를 추진
- (틈새표준 개발) 특정 서비스를 위한 동적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거나, 기정의된 표준을
프로파일링 하는 형태로 틈새표준 개발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동적
데이터의 범위에 따라 상당부분 기출원 특허화의 차별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특허 재발행, 분할/연속출원을 진행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방향을 바탕으로 특성 서비스 및 데이터 관련 IPR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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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통신망응용
PG, IETF 미러
포럼

국제

IEEE 1609,
IETF IPWAVE
WG, ETSI TC
ITS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성균관대,
숭실대,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프랑스) CEA, (미국) Cisco, (칠레) NIC Chile Research 기술
기업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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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성균관대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IPWAVE 기반 차량 네트워킹 표준화가 본격 진행되고 있고, IPv6 over 802.11-OCB 규격이 2019년 12월에
RFC 8691로 제정되었음. 2022년 3월에 IPWAVE WG이 Charter를 개정하여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 Vehicular Networking Security & Privacy, IPv6 over 5G V2X 문서가 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표준화에 국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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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PWAVE Problem Statement and Use Cases 표준을 2022년 상반기에 RFC로 제정 예정
- IPv6 over 5G V2X 기술을 2022년 하반기에 IPWAVE WG 문서로 채택함
-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 및 Vehicular Networking
Security and Privacy 기술을 각각 2023년 하반기, 2024년 하반기, 2025년 하반기에 IPWAVE
WG 문서로 채택함
- Context-Aware Navigation Protocol 기술을 2025년 하반기에 IPWAVE WG 문서로 채택함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성균관대가 IPWAVE Problem
Statement and Use Cases 표준의 에디터로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IPWAVE WG에서의
프로토콜 개발 아이템 선정 및 구체적 프로토콜의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을 예정
- IETF 해커톤에 참석하여 제안할 IPWAVE 프로토콜을 IETF 해커톤 프로젝트로 POC하여
IPWAVE의 Problem Statement 문서와 부합됨을 강조하여 WG 문서로 채택되게 함
<표준화 계획>
- TTA 통신망응용 PG(PG224)에서 IPWAVE WG 표준 아이템을 병행 개발
- IPv6 over 5G V2X 기술을 2022년 상반기에 TTA PG224에 제안
-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 및 Vehicular Networking
Security and Privacy 기술을 각각 2023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에 TTA
통신망응용 PG(PG224)에 제안
- Context-Aware Navigation Protocol 기술을 2025년 상반기에 TTA PG224에 제안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IPWAVE WG의 표준화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주도하기
위해서는 TTA 통신망응용 PG(PG224)에서 관련 아이템을 연계 표준으로 개발하여 IPWAVE
WG 표준화에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 Vehicular Networking Security and Privacy, Context-Aware
Navigation Protocol, IPv6 over 5G V2X 기술 개발을 성균관대가 주도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을 표준특허로 등록하기 위해 특허 권리범위를 보완하여 진출원을 통해 미국 특허
등록을 추진할 예정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상기 기술을 효과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 IETF 해커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POC를
하여 상기 기술의 기능 및 성능을 입증할 예정임. 상기 5건의 표준 제안서가 WG 문서가
될 즈음에 IPR Disclosure를 하고 기술이 성숙되었을 때 본 기술을 해외 특허(예, 미국)로
출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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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5G C-V2X 기술 표준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이동통신
국내
네트워크
PG/이동통신
무선접속/ITS/차
량/철도 ICT PG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RAN/SA

국내
ETRI, LG 전자,
참여
삼성전자, KT,
업체/
SKT, LGU+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퀄컴, (중국) Hua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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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lcomm, (한국) LG전자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2 신규)
2020년 6월 3GPP Rel. 16 5G NR V2X 무선 전송 및 무선 접속 기술이 제정된 이후, 직접 및 기지국
경유의 간접 통신 기술을 포함하는 자율주행차량의 개발 및 상용화 추세에 따라, 안정된 자율 주행
서비스를 위한 광대역, 저지연, 고신뢰도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화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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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3GPP RAN에서는 NR V2X를 위한 직접통신 링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지연과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원 할당 방법, 브로드캐스트, 그룹캐스트, 유니 캐스트 통신
방식에 대한 DRX를 적용에 대한 표준 개발과 NR 직접통신 링크상에 릴레이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3GPP SA에서는 V2X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응용 계층 확장 연구, 보행자를 위한 V2X
운용 지원을 위한 5G 시스템의 구조 확장 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고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NR 직접 통신 링크의 확장기술과 5GC에서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지원을 위한 RAN 기능 설계 등이 표준화 항목으로 다음 release에서의
예상되므로, 이제 대한 사전 기술 연구가 필요로 됨
<대응방안>
- (사실 표준화기구 활동)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RAN에서의 C-V2X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국내 기업이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TTA
PG1104(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그룹)의 국내 C-V2X 표준화 활동과
연계로 국제표준안 제안/검토 및 국내 산업계 선제 대응 기반 마련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TTA PG 1104를 중심으로 국내 산학연의 의견이 반영된 무선접속 기술 및 코어망 기술,
V2X 서비스 제공 구조를 아우르는 국내 표준 제정 진행
<대응방안>
- (표준화 위원회 PG 활동) PG1103(이동통신 네트워크 프로젝트 그룹), PG1102(이동통신
무선접속 프로젝트 그룹), PG905(ITS/차량/철도 ICT 프로젝트그룹)과의 연계 표준 제정
- (표준화 포럼 활동) 5G 포럼 교통융합위원회통해 국내 산업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기고 활동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국내 연구기관 및 산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V2X 통신
기술 실증 및 성능 시험등과 연계하여 관련 기술을 국제 표준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 및 기고 활동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자율주행을 위해 필수적인
NR-V2X에 대한 성능 확장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여 3GPP RAN/SA 표준에 대한 표준
특허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NR-V2X에 대한 관한 IPR를 확보하고 현재 확장 단계에 있는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표준특허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고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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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수용 | 병행)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AUTOSAR Adaptive 플랫폼 표준

TTA 임베디드
국내 소프트웨어 PG,
스마트카기술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AUTOSAR
TF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현대자동차,
LG전자,
팝콘사,
현대오트론,
LS오토모티브,
만도,
삼성전자,
알티스트,
인포뱅크
볼트마이크로,
DGIST,
ETRI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독일) BMW/보쉬/컨티넨탈/다임러/폴크스바겐/벡터/
선도국가/
이타스, (미국) 포드/GM, (프랑스) PSA, (일본) 도요타/
기업
덴소

표준화
단계

국제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독일) BMW/보쉬/컨티넨탈/다임러/폴크스바겐,
(미국) 포드/GM, (프랑스) 르노/PSA, (스웨덴) 볼보
(일본) 도요타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21) → 전력적수용(Ver.2022)
자율주행을 위한 OTA, 데이터 관리 및 네트워크/통신을 위한 AUTOSAR Adaptive 규격은 AUTOSAR에서
표준화 진행되고 있는 분야임.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완성차 기업(OEM)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완성차 기업의 요구에 맞는 표준화 기구 활동 및 다각적인 대응 모색이 필요.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 단계이므로 전략적수용 항목으로 선정
* AUTOSAR 표준기구의 특성은 SW플랫폼 적용 여부를 9개의 코어 자동차기업이 결정하고 실행하며
AUTOSAR Adaptive 플랫폼 표준의 경우 최근 자율주행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어 기술 표준의 실시간 대응을 위해 매년에 3월/10월, 2회에 걸쳐 표준을 배포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매년
11월, 1회에 걸쳐 표준을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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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AUTOSAR협회의 가입 조건에는 회원 상호 간에 AUTOSAR 관련 특허 분쟁을 불허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AUTOSAR 표준화 분과회의는 스피커(의장)와 코치(Core/Strategic Partner)의 요청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자료 조사, 표준화 문서 작업, 검증용 코드 구현, 검증 테스트 등을 진행하는
순서대로 표준화를 진행함
- AUTOSAR 표준을 사실표준(De Facto Standard)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자동차제조사과 티어1
간의 전자제어장치 개발 계약 시, AUTOSAR 적용 여부 및 버전을 명기하여 강제화하기
때문임
- AUTOSAR Adaptive 표준기술은 양산 제품화 단계임(2019년 11월에 여섯 번째 릴리즈가 공개).
매 6개월마다 새로운 버전의 스펙을 릴리즈 중(2020년부터는 매년 1회 배포)
- 자율주행이나 ADAS, OTA, V2X, 인포테인먼트시스템 등과 같은 새로운 유즈케이스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클래식 플랫폼으로 대응이 어려워 적응적 플랫폼이 등장
- AUTOSAR 표준은 각 OEM의 요구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전장개발 분야의 강력한
사실표준으로 스마트카 전장 시장을 장악 중. 따라서 AUTOSAR Adaptive platform 또한
유사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AUTOSAR 표준은 철저히 관련분야
업계가 주도하는 사실표준으로 OEM을 중심으로 하위 티어 업체들이 적극적인 공동 대응 필요.
따라서 적절한 민간단체나 정부기관에서 관련표준을 연구/보급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나,
한국자동차공학회 같은 대표 민간조직들은 ISO나 SAE 같은 기구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AUTOSAR 표준은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전장기술 분야 영향력이 큰 국제
사실표준기구 활동이므로, 과기정통부 산하의 적절한 대응조직(신규 표준화 그룹,
자동차전장협의체 등) 발굴하여 국제표준 활동, 전문인력 양성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AUTOSAR의 안전성 및 보안 기능을 지원하는 feature에서도 ISO 26262 표준에서 요구하는
세부적인 안전 메커니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모호한 부분과 한계점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용하고 검증해야 하므로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함
- Adaptive Platform의 표준은 초기 단계로 국내의 GENIVI 및 Linux Foundation을 통한 리눅서
표준화 활동 등은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표준화 가능성 제공하고 있으며 참고로 팝콘사의
경우 Adaptive Platform의 표준화에 상당한 노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한
플랫폼을 닛산 등에 시험 적용하는 단계임
- 국내 자동차 관련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학교 및 연구소가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신설/확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도 AUTOSAR 표준기술 연구/보급을
위한 전략 로드맵의 수립 및 신규 표준화 그룹 수립이 필요
- (표준화 포럼 활동) 스마트카기술포럼을 중심으로 표준인력 양성 및 국내 부합화 및
국제표준 기반 기술개발 노력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AUTOSAR
표준화 진행에 따라 변경된 표준안에 대한 정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출원 특허의 보정이나
재발행, 분할/연속출원을 진행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강점이 있는 출연연/전문연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
체/학교/포럼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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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선행) 센서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ITS/차량/철
도 PG, ITSK,
KATS TC204
전문위원회

국제

ISO TC204
WG17

국내
참여 ETRI, 자스텍엠,
업체/
디토닉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유럽) HERE, Proximi, (미국) 모빌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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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텍엠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센서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시스템 표준 ISO/PWI 6029-1는 TC204에서 신규 표준 아이템으로
기획되어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국내 기업체에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임을 고려하여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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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SO TC204 WG17에서 센서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시스템 표준화 항목이 승인되었으며,
각국의 연구소, 부품사, 협회 등에서 참여중
- 이동의 주체인 사람이 소지한 이동형 단말과 자율주행자동차, 퍼스널 모빌리티 등 다양한
운송수단, Intrastructure에 장착되어 현재 측위 기술로 활용 가능한 위성(GNSS) 기반,
네트워크(Wi-Fi, Bluetooth 등) 기반, 다중센서(가속도, 자이로센서 등)기반 센서정보를 Sensor
Fusion하여 측위 정밀도 향상을 위한 표준화 추진중
- ISO/PWI 6029-1 Seamless Positioning for multimodal transportation in ITS stations 표준이
기획되어 신규 아이템으로 승인 절차 진행중임. 본 표준은 4개부로 구성되어 진행될 계획임
(part.1 General Information and uses cases (TR), Part 2 : Concept of data fusion and common
message format, Part 3 : Secured and trusted sensor interfaces, Part 4 : Accuracy and reliability
of positioning information)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센서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시스템 표준 Part.1 개발은 ISO TC204 WG17에서 단독 진행중이나, Part2~4는 WG16,
WG19등과 콜라보 개발로 필요 예상. T204 전문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안 검토 및 국내
참여기업/기관간 선제 대응 기반 마련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TTA ITS/차량/철도 ICT PG를 통한 표준화위원회 활동 참여를 통한 ISO표준 요구사항 및
유즈케이스 개발과 관련 단체표준, 시험인증표준 개발
- 2025년 이후 ISO 제정 완료후 IS 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 개발
<대응방안>
- (전문위윈회를 통한 국제표준화 대응) KATS TC204전문위원회를 통해 참여기업/기관 및
국내 산업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결과를 ISO 6029에 반영할 계획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시장/기술적 파급효과에 기인한 표준화 추진 선점하고 이와 맞춰
연구개발 사업 진행을 통한 기술관련 표준특허 확보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 센서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시스템 표준에 포함되는 필수적인 기술 및 알고리즘을
특허로 권리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시스템을 위한 센서융합 방식과 절차를 선표준화하여 정의한 후,
정확성, 기민성,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관련 IPR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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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자율주행 에지 케이스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OpenX 포럼

국제

ASAM
Simulation

ETRI, KETI,
국내
LG전자, Morai,
참여
SpringCloud,
업체/
AVGenius,
기관
충북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독일) IPG Automotive/지멘스, (미국) ANSYS,
(Global) 인텔/CVC/TOYOTA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유럽) ASCS/Audi Electronic Venture/AVL/BMW/
Daimler/DLR/dSPACE/FZI/IAV/RWTH Aachen/
Opel/OPTIS/Porsche/Rheinmetall Defence Electronics/
Robert Bosch/Siemens/University of Leeds/Valeo/
VIRES/Volkswagen/Volvo/VTI/ZF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선도국가에서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자동차 시뮬레이션기술이 자율주행 상용화를 준비하면서 매우
중요한 검증 수단으로 요구되기 시작함. 특정 시뮬레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표준 시뮬레이션 데이터
포맷, 인터페이스 포맷,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등의 정의를 진행하고 있음.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 성숙도
측면과 시장 점유율, 표준화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40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데이터 포맷 및 평가 시나리오 및 개발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와의 상호운용성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화 진행 중
- 현재 추진 중인 과제는 Simulation Interface 표준, 도로면 속성 파일 포맷, 도로망의 기술을 위한
파일 포맷, 운전 및 교통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나리오 콘텐츠 파일 포맷, 기타 시뮬레이션
도구 등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공식표준화 활동은 추진 여부가 파악되지 않음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OpenScenario, OpenDrive 등 현재 진행 중인 작업반에 참여하여 적극
대응하는 방안이 시급하며, 신규 표준화 과제를 파악하여 선제적 제안 활동도 병행할 필요
있음. 선진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선도 경쟁 전략도 고려해야 함
<표준화 계획>
- 국내의 표준화 대응 조직이 없는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 OpenX 포럼과 같은 대응 조직을
신설하여 국내 표준화 전략 로드맵부터 국제표준준용 검토 등이 활동이 요구됨
- 국내기업으로는 스프링클라우드가 유일하게 회원사로 가입하여 활동 중
<대응방안>
- (민간 대응) 단기적으로는 핵심기술과 표준 IPR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국내외 표준 기고
활동과 정부정책 수립 지원 활동이 요구됨
- (OpenX 포럼) 국내 OpenX 포럼을 조직하여 조직적인 표준화 대응 방안 수립이 시급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표준 로드맵 수립,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국제표준 준용 검토 등 시급한 이슈부터 대응이 필요함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ASAM Simulation에서
진행 중인 핵심 표준작업반에 참여하여 국내 대응 전략 수립,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표준항목
중에서 필수특허를 분석하여 기출원 특허의 보정이나 재발행, 분할/연속출원을 진행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향후 글로벌 자율주행 Simulation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동향을 적극 반영하여
국내 시뮬레이션 기술 및 표준 단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발하고, 이의 실시 예를 기반으로
필수 특허를 도출하여 핵심 IPR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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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응용보안/
평가인증 PG

국제

ITU-T SG17,
ISO TC204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현대자동차
ETRI, TTA,
고려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독일)Escrypt, (네덜란드) NXP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일본)Toyota / Honda, (독일)Escrypt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V2X 통신 및 응용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은 Ver.2021에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지정되었던 V2X 보안
위협 및 가이드라인이 확장된 분야이며, ITU-T SG17에서 표준으로 활발히 개발 중. 2020년 일부 항목이
표준화 승인 되었으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국제표준화 승인을 목표로 표준 개발이 진행 중. 자율차의
안전을 위한 표준화 아이템으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의 표준화 주도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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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TU-T SG17에서 V2X 통신 보안가이드라인 및 커넥티트 차량 보안 위협 표준 개발을
완료하고(2020년), ITS 응용 보안 서비스에 관한 표준을 개발 중
- ITU-T SG17의 ITS 보안 연구반(Q13)을 중심으로 ISO TC204와 표준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대응방안>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 SG17 연구반을 통해 V2X 통신 응용 보안
가이드라인표준 개발을 지원하고 2022년 국제표준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표준화 계획>
- 국내에는 안전한 차량 통신 및 응용서비스를 위한 국내 표준 개발이 필요
<대응 방안>
-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차량통신 응용 보안 표준의 지속적인 개발 필요
- (ITU 연구반을 통한 국제표준화 대응) ITU-T SG17 연구반을 통한 국제표준 대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V2X의 위협
분석을 기반으로 필수 특허 설계 전략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내 기업체 주도 혹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차량통신보안 기술관련 IPR 확보, 관련 신
규 표준화 적극적으로 기고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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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커넥티드 차량 침입탐지 및 방지 방법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응용보안/
평가인증 PG

국제

ITU-T SG17,
ISO TC22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현대자동차
ETRI, TTA,
고려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독일) Escrypt, (일본) 파나소닉, (이스라엘) Argus,
(중국) 화웨이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독일) Escrypt, (일본) 파나소닉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커넥티드 차량용 침입 탐지 및 방지시스템 방법 표준은 커넥티드 차량 및 자율 주행 자동차의 보안과 안전
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반 기술로 기술개발 초기임을 감안해 볼 때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통해
선점이 필요한 분야. ITU-T SG17에서 우리나라가 중심으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시장 형성 초기에 국제표준화 주도 및 자율자동차 보안기술 분야의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Ver.2022에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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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차량 보안 위협 및 차량용 침입탐지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탐지된 공격을 차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유즈케이스에 대한 표준 개발은 미흡한
상황임
- ITU-T SG17을 중심으로 차량 내부 및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격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차량 침입탐지시스템 구현 표준 개발을 완료 예정
- ISO TC22에서는 차량 내부에서의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차량용 사이버보안을 위한 프레임워크 정의를 위한 표준화 논의가 진행 중
<대응방안>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 SG17 연구반을 통해 차량용 침입 탐지 및 방지
표준 개발을 지원하고 2022년 국제표준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2021년 ITU-T SG17에서 제정된 차내망 침입탐지 방법 표준을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에서 국내에 도입하는 표준화 작업 진행 중
- 국내 자동차산업과 공동 연구 개발 등을 통한 결과를 국제표준과 연계하여 국내 표준으로
개발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함
<대응 방안>
- (중장기 표준 개발 전략 수립) 차량 침입 탐지 및 방지 방법 표준의 지속적인 개발 필요
- (ITU 연구반을 통한 국제표준화 대응) ITU-T SG17 연구반을 통한 국제표준 대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계, 기업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우수한 기술 IPR 개발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내 기업체 주도 혹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율자동차 기술 관련 IPR 확보, 관련
신규 표준화 적극적으로 기고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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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오픈소
스
대응전
략

- 차량 플랫폼 및 지도개발 분야 오픈소스 SW의 국내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1) 국내
개발자들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증진 필요하고, 2) 자율자동차 기술규격
내용 및 동향을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3) 국내 개발자들의 오픈소스에
대한 친화도 확대를 통한 오픈소스 전문가 양성 필요
- 자율자동차 시대가 점차 다가오면서 차량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과 연계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업체 및 개발자의 참여는 매우 미비한 수준임. 다양한 차량 플랫폼
관련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동향 공유 및 기술 전파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참여에
대한 우선 추진 필요

표준화
연계전
략

- 먼저, 국내 표준화를 진행하면서 특정 자율자동차 핵심 기술규격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시도 필요 (표준화 → 오픈소스)
- 표준화와 오픈소스의 병행을 통해 국내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표준화-오픈소스 프로젝트
모델의 발굴 및 플랫폼화가 필요 (표준화 ↔ 오픈소스)
- 다양한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참여 및 이를 통해 오픈소스에 적용 확인된 국내기술을
표준화의 주제로 제안하고, 국제표준화 함으로써 국내 기업 개발 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확산을 추진 (오픈소스 → 표준화)
- 자율자동차 SW플랫폼 표준은 표준화와 오픈소스의 병행을 통해 국내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표준화-오픈소스 프로젝트 모델의 발굴 및 플랫폼화가 필요 (표준화 ↔ 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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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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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ICT 융합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
3.5.1. 개요
ICT 융합 표준화 프레임워크의 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 생태계(business ecosystem)를 가치 흐름에 따라 추상화 한 모형을 기술
- 표준화 프레임워크 개발 분야에 대한 최상위의 비즈니스 영역(business domain)을 정의함
으로써 현실의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직관적이고 공통된 이해를 제공
- 표준화 프레임워크 개발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개념 전달과 습득의 용이성을 촉진
- 표준화 프레임워크의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모델 개발, 서비스 정의, 표준 갭 분석 작업을
위한 기반을 제공
-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표준화 프레임워크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융합 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IT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표준화
활동이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과 산업 활성화,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의 관점에서, 통신 인프라는 타국 대비 우수하나, 핵심 부품 및 소프트웨어
역량은 미흡하고, 자율주행차 서비스 또한 이해관계 충돌 및 제도 미비 등으로 지연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ICT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는 차량 내의 각종 센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인프라 등과 연결하여 최적화된 자율주행 환경을 구축하여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러한 현실 상황을 고려하고 국가 정책의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대중교통 최적화 및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통한 이용자 안전 및 편의
· 교통 혼잡 해결에 따른 환경오염 최소화 및 도시기능 효율화
· 교통사고 저감 및 빠른 긴급 상황대응에 따른 국민 안전 강화
3.5.2.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표준화 프레임워크 추진현황
¡ 비전 및 전략
-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표준 프레임워크의 개발 목적인 ‘대중교통 최적화 및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통한 이용자 안전 및 편의’, ‘교통 혼잡 해결에 따른 환경오염 최소화 및 도시
기능 효율화’, 및 ‘교통사고 저감 및 빠른 긴급 상황대응에 따른 국민 안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충점 추진 영역을 설정
- 중점 추진 영역은 현재 상황에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도출되는 영역으로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장 파급효과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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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표준 프레임워크의 중점 추진 영역은 다음과 같음
· (안전) 차량의 센서, V2X 통신, 모바일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차량과 차량 간 충돌 회피,
보행자 보호, 긴급차량 투입 및 군집주행을 지원하는 안전주행 지원 서비스 분야
· (편의) 차량의 센서, V2X 통신 및 차량 내 디바이스 기능을 기반으로 차량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휴식지원, 엔터테인먼트, 일정관리, 디지털 광고판,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자율주행
대중 교통 등 다양한 사용자 편의 서비스 분야 및 최적의 대중교통 서비스 분야
· (효율) 차량의 센서, V2X 통신, 실시간 차량 운행 정보 및 교통 인프라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을 기반한 최적화된 내비게이션 서비스 분야
¡ 개념모델 수립
- 개념 모델은 비즈니스 기능의 공통성에 따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도메인으로 구성되며
도메인들 간의 관계로써 표현되고, 도메인 내의 수행 주체들은 다른 도메인의 수행 주체들과
상호 작용을 하며 이를 통해 시장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의 개념 모델은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시장 참가자, 비즈니스,
기술, 서비스,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도메인 내의 그리고 도메인
간의 잠재적인 상호작용과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잠재적인 서비스를 확인
가능
-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개념 모델은 궁극적으로 현실 세계에 대한 직관적이고 공통된
이해를 제공하고,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향후 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상황을 모두
논의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최상위의 비즈니스 영역을 묘사
-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표준 프레임워크의 개념 모델에서 정의한 도메인은 다음과 같음.
· 여행자 도메인: 여행자 도메인의 수행 주체는 여행자나 운전자이고, 프레임워크에서 제공
하는 여행자 정보 서비스를 소비(이용)하는 기능을 수행
· 교통관리센터 도메인: 교통관리센터 도메인은 공공 측면에서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과 교통 관련 운영 및 관리를 담당
· 차량 도메인: 차량 도메인은 여행자(운전자)에게 각종 편의 및 안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로써의 기능(서비스 공급)과 차량에 탑재된 센서들을 바탕으로 도로교통 상황을 수집
하는 기능(생산), 또한 타 도메인과의 통신을 통해 수신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행자(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을 제어하는(소비)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
· 인프라 도메인: 인프라 도메인은 도로의 차량 및 교통 환경 정보를 수집하는 생산 기능과
이를 센터나 차량으로 전달하는 전송 기능을 수행
·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은 다른 도메인으로부터 수집된 교통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긴급구산 서비스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자지불·정산 서비스, 여행자
편의 서비스 등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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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모델 다이어그램 >

¡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모델 수립
- 개념 모델에서 정의된 도메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비즈니스와 도메인 간의 상호 작용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체 시스템을 모형화
-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모델은 각 도메인별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능적 요구사항을
기술적으로 수행하는 개체인 액터(actor)로 구성

<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모델 다이어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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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정의
- 서비스 정의는 시장의 니즈를 기반으로 향후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높은 시장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 서비스를 식별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기능적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각 서비스 별로 유즈케이스를 개발
-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설정된 중점 추진 영역인 안전, 편의, 효율 등
세 개의 영역을 서비스 개발 대상으로 함.
-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정의된 각 중점 추진 영역 별 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중점 추진 영역별 서비스 현황 >
중점추진분야

서비스 패키지

안전

안전 서비스

단위 서비스 유스케이스

운전자 비서 서비스

편의

광고 서비스

대중 교통 서비스

효율

협력 내비게이션
서비스



안전 운행 서비스



V2I 기반 군집주행 안전주행 지원 서비스



휴식지원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일정 관리 및 변경 서비스



자율주행자동차의 위치기반 디지털 광고판 서비스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서비스



자율주행 대중 교통 서비스



자율주행차량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



사고 지점 차량의 우회를 위한 교통관리센터(TCC)-사업자 간
정보 교환 서비스

※ 서비스 패키지: 단위 서비스의 묶음이나 집합을 의미

¡ 표준 갭분석
- 표준 갭 분석은 서로 다른 기기나 시스템 간에 서비스, 정보 및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 교환
및 운용되도록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정의의 각 단위
서비스를

대상으로

표준화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충족하는

표준을

도출하는

작업으로서, 도출된 표준은 현재 이용 가능한 식별 표준과 향후 개발이 요구되는 잠재표준으로
구분
- 서비스 정의를 통해 도출된 서비스 패키지 및 단위 서비스 유즈케이스들을 토대로 각 서비스
구현을 위한 표준 목록을 도출
- 스마트에너지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안된 유즈케이스를 실현하기 위해 신규·보완 개발이 필요한
잠재 표준 목록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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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표준 프레임워크 잠재표준 목록 >

표준화 항목

우선
순위
(H/M/L)

설명

개발
단계

I2I 인터페이스

H

노변처리부-신호제어기 인터페이스 규격
정의, 노변복합검지시설-노변처리부
인터페이스 규격 정의

-

IVI시스템에서의 AVN데어터
포맷 정의

L

운전자 상태 정보 데이터 처리를 위한 포맷
정리

ISO TC22 SC3 JWG2

IVI시스템에서의 데어터
포맷 정의

L

운전자 상태 정보 데이터 처리를 위한 포맷
정리

-

IVI시스템와 일정 정보 저장
및 동기화

L

차량 IVI시스템과 일정관리 서비스
제공자와의 정보 저장 및 동기화

-

P2X통신시스템- SAPs

M

P2X통신시스템의 SAPs 규격을 정의

-

P2X통신시스템- 네트워크 &
전송 계층

M

P2X통신시스템의 네트워크 & 전송 계층
규격을 정의

-

P2X통신시스템- 물리 &
MAC계층

M

P2X통신시스템의 물리 & MAC계층 규격을
정의

-

P2X통신시스템- 보안 및
인증

M

P2X통신시스템의 보안 및 인증 규격을 정의

-

P2X통신시스템- 요구사항

M

P2X통신시스템의 일반 요구사항을 정의

-

P2X통신시스템-아키텍처

H

P2X통신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정의

-

V2I 기반 군집주행 안전주행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및 메시지 포맷

H

V2I 기반 군집주행 안전주행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및 메시지 포맷

-

V2I 기반 군집주행 안전주행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용 프로토콜

H

V2I 기반 군집주행 안전주행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용 프로토콜

-

V2I 기반 화물차
군집자율주행(Lv.3)
안전서비스 시나리오 표준

H

V2I 기반 화물차 군집자율주행(Lv.3)
안전서비스 시나리오 표준

ITSK-CD-19004

개인일정 정보의 표준 포맷
정의

L

개인별 일정정보의 관리를 위한 포맷 표준화

-

개인정보(취향, 성향)정보
포맷 정의

L

개인별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위한 취향과
선호도 분석을 위한 정보 포맷 정의

-

개인화에 따른 서비스 방식
정의

L

차량운전자에 맞는 제공서비스 정량화 및
표준화(선호하는 노래나 취향정보)

-

결제 서버 연동 기능

H

차량 단말과 결제 서버 간의 연동을 통해
정보 수집 및 제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

긴급상황정보 메시지 포맷

M

주변 인식 내비게이터 프로토콜에서 긴급상황을
전달하는 긴급상황정보 메시지 포맷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단계임

긴급차량 경로반환 메시지
포맷

M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에서 긴급상황을
전달하는 긴급차량 경로반환 메시지 포맷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작성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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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
(H/M/L)

설명

개발
단계

긴급차량 경로요청 메시지
포맷

M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에서
긴급상황을 전달하는 긴급차량 경로요청
메시지 포맷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작성
예정임

노변-센터간 응용 프로토콜

M

V2I 통신기반 정보 서비스를 위한
노변-센터간 응용 프로토콜

-

M

차량의 통신장치(LTE/5G) 또는 노변장치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자(ISP)간의 통신
프로토콜 정의

ISO TC204 WG16 NP

노출 광고 정산 서비스

H

차량을 통해 노출된 광고의 빈도/시간 등을
근거로 해당 광고주로부터 정산을 시행하는
서비스

현재 관련된 표준
활동이 인지되지 않음

단말 간 메시지 교환 지원
기능

H

메시지 라우팅 및 차량 단말과 다양한
외부기기간의 메시지 교환 지원 기능

-

보안 기능

H

다수의 외부기기가 차량 내부 네트워크 접근
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인증/보안에 관한 표준

-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를 위한 IPv6
멀티캐스트 전송 프로토콜

M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를 위한 IPv6
멀티캐스트 전송 프로토콜 및 메시지 포맷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작성
예정임

L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및 메시지 포맷 정의

-

M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를 위한 응용
계층 프로토콜 및 메시지 포맷(사고정보전달
메시지, 사고주변차량 경로재설정요청
메시지, 사고주변차량 경로재설정반환
메시지)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작성
예정임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를 위한 차량 컴퓨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L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를 위한 차량
컴퓨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및 메시지 포맷 정의

-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를 위한 IPv6
이웃탐색 프로토콜

M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를 위한 IPv6
이웃탐색 프로토콜 및 메시지 포맷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작성
예정임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L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및 메시지 포맷 정의

-

M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를 위한 응용
계층 프로토콜 및 메시지 포맷(사고정보전달
메시지, 긴급차량 경로요청 메시지,
긴급차량 경로반환 메시지)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작성
예정임

표준화 항목

노변또는 차량-서비스 제공
센터간 응용 프로토콜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를 위한 응용 계층
프로토콜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를 위한 응용 계층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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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우선
순위
(H/M/L)

설명

개발
단계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를 위한 차량 컴퓨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L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를 위한 차량
컴퓨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및 메시지 포맷 정의

-

사고정보전달 메시지 포맷

M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에서
긴급상황을 전달하는 사고정보전달 메시지
포맷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작성
예정임

사고주변차량
경로재설정반환 메시지
포맷

M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에서 우회
경로에 응답하는 사고주변차량
경로재설정반환 메시지 포맷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작성
예정임

사고주변차량
경로재설정요청 메시지
포맷

M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에서 우회
경로를 전달하는 사고주변차량
경로재설정요청 메시지 포맷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작성
예정임

상태정보 취합방법 및
센싱방식 표준화

M

차량내의 각종 선서를 이용해 운전자의
상태정보 취함 및 정보 정의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포멧 정의

L

서비스 제공 정보 분석 메시지 표준

-

서비스 제공자 컨텐츠 정보
표준화

L

각 개인별 분석된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자
컨텐츠 정보 표준화 및 정량화

-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정보포멧 정의

L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분석 메시지 표준

-

수집 데이터 처리·전송 기능

H

다양한 외부기기로부터 수신한 결제 정보를
가공 및 합병하여 결제서버로 전송하는 기능

-

실시간 교통상황 기반
배차관리 요구사항 정의

M

노변 기지국과 차량 단말 통신을 이용하여
실시간 교통 흐름 정보를 관제로 전송하는
서비스 및 시스템 규격을 기반으로 한
배차관리 서비스 요구사항 정의

-

안전 운행 서비스를 위한
IPv6 이웃탐색 프로토콜

M

안전 운행 서비스를 위한 IPv6 이웃탐색
프로토콜 및 메시지 포맷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단계임

안전 운행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L

안전 운행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및 메시지
포맷 정의

-

안전 운행 서비스를 위한
응용 계층 프로토콜

M

안전 운행 서비스를 위한 응용 계층
프로토콜 및 메시지 포맷(긴급상황정보
메시지, 운행상태정보 메시지)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단계임

안전 운행 서비스를 위한
차량 컴퓨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L

안전 운행 서비스를 위한 차량 컴퓨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및
메시지 포맷 정의

-

여행자 정보 데이터 및
메시지 포맷

H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 상태 정보 (위치, 주차, 이동, 고장 등)
데이터 포맷 정의

-

온디맨드 이동서비스 HMI

M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과 여행자 단말 간의 인터페이스 규격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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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우선
순위
(H/M/L)

설명

개발
단계

온디맨드 이동서비스 과금
데이터 및 포맷

M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금 데이터 포맷 정의

-

온디맨드 이동서비스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모델
정의

H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차량 단말기, 교통관리센터, 서비스
제공자 서버 등과의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모델 정의

-

온디맨드 이동서비스 정보
데이터 및 포맷

H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 서비스 정보 ((출발지, 목적지, 명령,
고장 상태 등) 데이터 포맷 정의

-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서비스 요구사항

H

여행자의 호출에 의해 자율이동체가
무인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

-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주행성능 요구사항

H

온디맨드 자율이동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율 주행 성능
요구사항

-

운전자 상태정보 분석을
위한 메시지 정의

L

운전자 상태 정보 분석 메시지 표준

-

운전자 상태정보 입력 방법
표준화

M

스마트 자동차의 개힌화에 따라 운전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위해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상태정보 정의

-

운전자 일정정보 표준화

L

개인화된 운전자의 일정 정보 저장 및
데이터 표준화 및 정량화

-

운전자-차량내부 센서간
응용 프로토콜

M

각종 센서를 통한 운전자 상태 센싱정의

ISO TC22 SC3 JWG2

운전자와 차량내부
센서와의 인터페이스

L

차량 장착 센서와 이를 처리하는 장치간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표준

ISO TC22 SC3 JWG2

운전자와 휴대단말과의
정보 포맷 정의

L

휴대단말에서 입수가능한 운전자 정보 포맷
정리

-

M

주변 인식 내비게이터 프로토콜에서 차량
운행상태를 전달하는 운행상태정보 메시지
포맷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단계임

운행상태정보 메시지 포맷

위치 기반 광고 분류 서비스

M

광고의 종류나 우선순위 등을 광고 콘텐츠
외에 부가된 메타 데이터 등을 통해
분류하는 서비스

IAB 등을 통해 광고
콘텐츠 자체를
분류하는 표준은
존재하나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메타
데이터와의 연관성을
갖는 표준의 제정 필요

일정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AI알고리즘

L

일정 관리 서비스를 위한 개인화 정보처리를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

자율주행 Lv.1/Lv.2 수준의
heavy truck을 대상 군집
형성 및 운영 요구사항
표준

H

자율주행 Lv.1/Lv.2 수준의 heavy truck을
대상 군집 형성 및 운영 요구사항 표준

ISO TC204 WG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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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우선
순위
(H/M/L)

설명

개발
단계

저장 콘텐츠 로딩 프로토콜

L

차량의 종류(가령, 노선버스 등 궤도차량)나
공익광고 등 미리 차량 단말에 저장된 광고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해 로딩하는 프로토콜

일반적인 콘텐츠의
파일시스템 기반 로딩
외에 위치 기반 광고의
특성을 고려한 부가적인
서비스 표준 마련 필요

정산 정보 통신 프로토콜

M

정산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

광고 노출 정산에
특화된 표준 통신
프로토콜 개발 필요

차내망 접근 프로토콜

H

ISO 13185-2 ITS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
인터페이스

ISO TC204 WG17

차량 IVI시스템 – 일정관리
서비스 제공자

M

서비스 제공자와 차량과의 정보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

차량 게이트웨이

M

다수의 외부기기가 차량 내부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스케줄링 및 인증/보안에 관한
표준

차량 네트워킹을 통한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
유스케이스

H

IPv6 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통한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 유스케이스

IETF IPWAVE
WG문서로 IESG 심의
단계임

차량 네트워킹을 통한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 유스케이스

H

IPv6 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통한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 유스케이스

IETF IPWAVE
WG문서로 IESG 심의
단계임

차량 네트워킹을 통한 안전
운행 서비스 유스케이스

H

IPv6 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이용한 안전
운행 서비스 유스케이스 기술

IETF IPWAVE
WG문서로 IESG 심의
단계임

차량 상태 데이터 및 메시지
포맷

H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 상태 정보 (위치, 주차, 이동, 고장 등)
데이터 포맷 정의

-

차량 센싱 인터페이스

M

차량 장착 센서와 이를 처리하는 장치간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표준

ISO TC22 SC3 JWG2
ISO 22902 등 일반적인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표준을 근거로 하되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라는 점과 해당
멀티미디어가 광고
콘텐츠라는 점을 감안한
세부 표준 추가 개발 필요

차량 위치기반 차량 내외부
광고 제공 서비스

H

차량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 위치에
유의미한 광고를 차량의 내외부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차량 제어 인터페이스

H

협력형 ITS 서비스를 위한 차량 제어 장치
인터페이스에 관한 표준

-

차량-휴대단말간 응용
프로토콜

H

ISO 13184-2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안전주행유도 정보 제공 프로토콜 표준

ISO TC204 WG17 NP

차량(IVI시스템) 네비게이션시스템 응용
프로토콜

L

차량 내부 시스템간의 정보 교환 및
GPS센서와의 정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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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
(H/M/L)

설명

개발
단계

차량(IVI시스템)-노변간 응용
프로토콜

M

다수의 외부기기가 차량 내부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스케줄링 및 인증/보안에 관한
표준

ISO TC22 SC3 JWG2

차량(IVI시스템)-휴대단말간
인터페이스

L

차량과 개인정보교환을 위한 개인
휴대단말과의 정보교환 인터페이스

-

H

IPv6 기반 차량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정의

IETF IPWAVE
WG문서로 IESG 심의
단계임

표준화 항목

차량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차량 통신을 위한 요구사항

H

IPv6 기반 차량 통신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IETF IPWAVE
WG문서로 IESG 심의
단계임

차량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M

IPv6 기반 차량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단계임

개인휴대단말과 차량/인프라
간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H

IPv6 기반 개인휴대단말과 차량/인프라 간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정의

IETF IPWAVE
WG문서로 IESG 심의
단계임

개인휴대단말과 차량/인프라
간의 통신을 위한 요구사항

H

IPv6 기반 개인휴대단말과 차량/인프라 간의
통신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IETF IPWAVE
WG문서로 IESG 심의
단계임

개인휴대단말과 차량/인프라
간의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H

IPv6 기반 개인휴대단말과 차량/인프라 간의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정의

IETF IPWAVE
WG문서로 IESG 심의
단계임

차량내부센서- IVI 시스템
응용프로토콜

M

각종 센서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IVI시스템에서 처리

-

차량통신시스템-LTE
인터페이스

H

LTE 통신을 이용한 ITS 서비스 제공을 위한
V2X 통신 아키텍처

ISO TC204
WG16/17/18

탑승객 승하차 관리 서비스
요구사항 정의

M

이용객들의 승하차 장소 추적/관리를 통해
잠재수요 및 노선 공급 수준 파악을 위한
서비스 요구사항

-

휴대단말-노변간 응용
프로토콜

H

ISO 13184-2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안전주행유도 정보 제공 프로토콜 표준

ISO TC204 WG17 NP

휴대장치의 일정 정보 저장
및 동기화

L

개인 휴대장치와 IVI시스템 일정 정보
동기화

-

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요구사항

M

IPv6 기반 차량 네트워크에서의 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요구사항

-

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H

IPv6 기반 차량 네트워크에서의 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

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H

IPv6 기반 차량 네트워크에서의 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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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표준화 항목 도출 및 국내외 표준화 추진 전략
- 국내·국제 표준화 전략 및 표준화 추진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이 잠재표준 목록에서 표준개발의
선도 가능성, 시장 파급효과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 추진 잠재표준을 선정
< 스마트에너지 표준화 프레임워크 우선 추진 잠재표준 목록 >
표준화 항목

설명

개발단계

V2I 기반 화물차 군집자율주행(Lv.3)
안전서비스 시나리오 표준

V2I 기반 화물차 군집자율주행(Lv.3) 안전서비스
시나리오 표준

ITSK-CD19004

V2I 기반 군집주행 안전주행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및
메시지 포맷

V2I 기반 군집주행 안전주행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및 메시지 포맷

-

여행자의 호출에 의해 자율이동체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

-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서비스
요구사항

무인으로

온디맨드 이동서비스 정보 데이터
및 포맷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
서비스 정보 ((출발지, 목적지, 명령, 고장 상태 등)
데이터 포맷 정의

-

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IPv6 기반 차량 네트워크에서의 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

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IPv6 기반 차량 네트워크에서의 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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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I 기반 화물차 군집자율주행(Lv.3) 안전서비스 시나리오 표준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
5

5
4

3

2

2
3

5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개발
단계

1

2

3

4

5

국제표준화
국내 기여도

1

표준화
기구/
단체

2
3
4
5

IPR 확보
가능성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
LG,
SKT/ITSK,
KATECH,
국민대, ETRI

1

1
1

4

ISO TC204,
5GAA, SAE

2
1

4

국제

3
2

정책 5
부합성

자율차표준화포
럼, ITSK, TTA,
KSAE

4
3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국내

(스웨덴)SCANIA, Volvo, (네덜란드)TNO,
(미국)Peloton, (한국)현대차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일본)JARI/Hino, (스웨덴)VOLVO, (독일)Bosch,
(중국)reachauto/huawei, (한국)현대차, (미국)퀄컴,
(프랑스)valeo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정의) 군집의 합류/이탈 운영제어와 군집차량의 종/횡방향 기동 제어를 포함하는 군집주행제어
시스템을 위한 V2I 기반 데이터를 이용하는 화물차 군집자율주행 안전서비스 요구사항 및 시나리오
- (필요성) 군집주행은 연료 소비량 절감, 배출가스 저감, 교통밀도를 증가시켜 교통흐름을 개선할 수
있어 물류운송업계 및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 기대. 군집자율주행에서 안전도 강화하기 위해서는 V2V
데이터 교환뿐만 아니라 인프라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V2I 데이터 교환이 필요함. 따라서, V2I 기반
데이터를 이용한 안전지원 서비스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 정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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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TC204

국제
표준화

- ISO/WD 4272 표준화 적극참여
- V2I 기반 안전요구사항 기고 반영

’21~’25

- 신규 과제 제안 추진
- V2I기반 군집주행 안전시나리오 추가

’21~’25

현대차/SKT/KATECH 등
참여기업/기관/학계

ITSK/TTA/SAE

- 자율차 데이터 국가표준안 개발
- 화물차 군집자율주행 안전서비스 구
현하기 위한 요구사항

’21~’25

- SAE J2945/6 표준 확장에 기고
- V2I 기반 안전요구사항 신규과제 제
안 추진

’21~’25

’21~’25

자율차 표준화 포럼

국내
대응

5GAA

SAE V2X

- 자율차 및 V2X 전문가들간의 의견수렵
- ITSK 개발 표준 검토

- 핵심 기술 및 표준 IPR 확보
- 국내외표준 기고 활동
- 정부정책 수립 지원

’21~’25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204 WG14에서는 화물차 군집주행 시스템(ISO/WD 4272) 표준항목이 승인되어
표준안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군집운행제어 기능 및 군집기동제어 기능을 포함하는
군집주행제어 시스템을 정의하고 통신을 위한 기본 데이터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 진행중
- SAE V2X 통신 위원회에서는 SAE J2945/6 협력형 군집주행 성능요구사항 내용 수용 및 V2X
메시지 사전 표준인 SAE J2735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서비스(센서데이터 공유, 기후정보 전달
등) 확장을 위한 V2I 데이터 및 메시지를 확장하여 신규과제를 진행하고 있음
- ISO TC204 WG14, SAE V2X 통신 위원회를 통해 V2I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을 위한 안전서비스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을 신규 과제 및 기존 표준안에 기고 반영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국내 TC204 미러 커미티인
지능형교통전문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안 검토 및 국내 산업계 선제 대응 기반 마련. 국내개발
표준안인 V2I 기반 안전서비스 시나리오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기고 활동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SAE V2X 응용 메시지와 갭 분석을
통해 군집주행제어 시스템을 위한 V2I 데이터 수용하기 위한 프로토콜 확장, 5GAA 응용
서비스에 군집주행 시나리오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표준화 활동 추진
<표준화 계획>
- 자율차표준화 포럼 산하 자율차 국가표준개발위원회 통해 군집주행을 위한 요구사항 반영
V2X 메시지 규격 KS 개발 진행. 이를 기반으로 국제표준 기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IS 표준 제정 참여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자율차 표준화 포럼 산하 자율차 데이터 국가표준 위원회에서
협력자율주행을 위한 V2X 메시지 규격 개발중. 화물차 군집자율주행 안전서비스 적용 요구사항
반영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한국도로공사 주관 화물차 군집주행 실증 연구사업 결과인 ITSK
군집주행 표준안을 수용하여 KS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 대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V2I 기반 화물차
군집자율주행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예측 가능한 표준기술 시나리오를 권리화할 수 있는 IPR
다수 확보 및 기존 특허 재설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V2I 기반 화물차 군집자율주행 안전서비스에 관한 IPR를 확보하고 현재 초임 단계에 있는
국제 표준에 반영하여 표준 특허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고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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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I 기반 군집주행 안전주행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및 메시지 포맷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
5

5
4

3

2

2
3

5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개발
단계

1

2

3

4

5

국제표준화
국내 기여도

1

표준화
기구/
단체

2
3
4

현대차, 현대모
국내
비스, 삼성, LG,
참여
SKT/ITSK,
업체/
KATECH, 국민
기관
대, ETRI

5

IPR 확보
가능성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1

1
1

4

ISO TC204,
5GAA, SAE

2
1

4

국제

3
2

정책 5
부합성

자율차표준화포럼,
ITSK, TTA,
KSAE

4
3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국내

(스웨덴)SCANIA, Volvo, (네덜란드)TNO,
(미국)Peloton, (한국)현대차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일본)JARI/Hino, (스웨덴)VOLVO, (독일)Bosch,
(중국)reachauto/huawei, (한국)현대차, (미국)퀄컴,
(프랑스)valeo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정의) 군집자율주행 안전서비스 구현을 위한 V2I 통신 데이터를 식별하고 안전 서비스 시나리오
적용 가능한 데이터 및 메시지 포맷 규정하기 위한 표준
- (필요성) 군집자율주행에서 기본 기능 및 운영에 관한 데이터를 확장하여, 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V2V 데이터 교환뿐만 아니라 인프라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V2I 데이터 교환이 필요함. 이를
위한 데이터를 식별하고 응용 프로토콜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및 메시지 포맷 정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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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TC204

국제
표준화

- (WG14)ISO/WD 4272 표준화 적
극참여
- (WG18) 데이터 및 메시지 신규과
제 추진
- V2I 기반 안전요구사항 기고 반영

’21~’25

국내
대응

5GAA

SAE V2X
- SAE J2945/6 표준 확장에 기고
- V2I 기반 안전요구사항 신규과제 제
안 추진

’21~’25

’21~’25

’21~’25

현대차/SKT/KATECH 등
참여기업/기관/학계

자율차 표준화 포럼

ITSK/TTA/SAE

- 자율차 데이터 국가표준안 개발
- 화물차 군집자율주행 안전서비스 구현
하기 위한 요구사항
- 데이터 식별 및 메시지 정의 표준 개발
- 국가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

- 자율차 및 V2X 전문가들간의 의견수렵
- ITSK 개발 표준 검토

’21~’25

- 신규 과제 제안 추진
- V2I기반 군집주행 안전시나리오 추가

- 핵심 기술 및 표준 IPR 확보
- 국내외표준 기고 활동
- 정부정책 수립 지원

’21~’25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204 WG14에서는 화물차 군집주행 시스템(ISO/WD 4272) 표준항목이 승인되어
표준안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SAE V2X 통신 위원회에서는 SAE J2945/6 협력형 군집주행
성능요구사항 내용 수용 및 V2X 메시지 사전 표준인 SAE J2735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서비스(센서데이터 공유, 기후정보 전달 등) 확장을 위한 V2I 데이터 및 메시지를 확장하여
신규과제를 진행하고 있음
- ISO TC204 WG14/WG18, SAE V2X 통신 위원회를 통해 V2I 기반 군집주행을 위한 안전서비스
적용을 위한 데이터 및 메시지에 관한 기고 및 신규과제 제안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군집주행제어 시스템에 관한
기능 및 운영 요구사항 중심으로 표준화 진행하고 있어, 국내 TC204 미러 커미티인
지능형교통전문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안 검토 및 국내 산업계 선제 대응 기반 마련.
ISO TC204 WG18 V2I 기반 군집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 및 메시지 신규과제 제안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SAE V2X 응용 메시지와 갭
분석을 통해 군집주행제어 시스템을 위한 V2I 데이터 수용하기 위한 프로토콜 확장하고
5GAA 응용 서비스에 군집주행 시나리오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표준화 활동 추진
<표준화 계획>
- 자율차표준화 포럼 산하 자율차 국가표준개발위원회 통해 군집주행을 위한 요구사항
반영 V2X 메시지 규격 KS 개발 진행. 이를 기반으로 국제표준 기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IS 표준 제정을 위한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자율차 표준화 포럼 산하 자율차 데이터 국가표준 위원회에서
협력자율주행을 위한 V2X 메시지 규격 개발 중. 군집자율주행 안전서비스 적용 요구사항
반영 V2I 데이터 및 메시지 포맷 표준화 추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한국도로공사 주관 화물차 군집주행 실증 연구사업 결과인 ITSK
군집주행 표준안을 수용하여 KS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 대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V2I 기반
군집자율주행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권리화 할 수 있는 IPR 다수 확보 및 기존 특허 재설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V2I 기반 군집주행 안전주행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및 메시지에 관한 IPR를
확보하고 현재 초임 단계에 있는 국제 표준에 반영하여 표준 특허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고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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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서비스 요구사항

KATS 교통전문
위원회, TTA
국내
ITS/차량ICT
PG, KSAE,
ITSK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ISO TC204
WG14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현대자동차,
42 dot,
라이드플럭스,
카카오
모빌리티,
ETRI, KATECH,
충북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미국) Waymo, Zoox, Argo AI, (독일) SIXT & Intel,
(중국) Baidu, AutoX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Qualcomm, Intel, (독일) Audi, BMW, Continental, 표준
/기업
Bosch, (중국) Baidu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정의) 온디맨드 이동서비스는 자율주행 Level 4 이상의 자율차를 이용하여 탑승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차량은 탑승자 또는 외부 엔티티 (사용자, 서비스 제공자 등)로부터 요청된
목적지를 수신하고, 자율적으로 목적지로 이동한다. 온디맨드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요구사항(차량, 탑승자, 서비스 제공자 등)을 정의하는 기술이다.
- (필요성) 운전자가 없이 Level 4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Frost & Sullivan)되는 핵심기술임. 특히,
장애인, 노약자,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급이 확대될 것임

42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204 WG14에서는 Lv.4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저속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셔틀)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절차에 관한 표준을 2021년 제정하고 있음. 후속 작업으로 온디맨드
이동서비스 표준 사례를 분석하고 신규 과제로 제안한 가능성이 높음
- 현재는 LSAD 표준화 범위에 관한 논의 중이며, 원격 제어 표준화 과제를 신규 아이템(NP)으로
제안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국내 산학연과
협력을 통해 도출한 표준화 항목의 성행 기술 확보. 국제표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
<표준화 계획>
- KATS 지능형교통시스템 전문위원회를 통해 국내 산업체 의견 반영을 위한 국제표준
기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IS 표준 제정 후 KS 부합화 개발 진행
- 정보 데이터 및 포맷 관점 혹은 서비스 요구사항에 관한 단체 표준은 TTA, KSAE, ITSK에
협의하여 국내표준 개발 진행
<대응방안>
- (전문위원회를 통한 국제표준화 대응) KATS TC204 전문위원회를 통해 국내 산업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결과를 TC204 표준안에 적극 반영하는 기고 활동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과 연계하여 정보 데이터 및
포맷과 서비스 요구사항 관련 기술을 국제표준화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 및
기고 활동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온디맨드 이동서비스 데이커
포맷과 서비스 요구사항에 관한 필수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여 ISO TC204 WG14 진행
표준, 신규 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특허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온디맨드 이동서비스에 관한 IPR를 확보하고 현재 초임 단계에 있는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표준특허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고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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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디맨드 이동서비스 정보 데이터 및 포맷
KATS 교통전문
위원회, TTA
국내
ITS/차량ICT
PG, KSAE,
ITSK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SO TC204
WG14

현대자동차,
국내
42 dot,
참여 라이드플럭스,
업체/ 카카오 모빌리티,
기관 ETRI, KATECH,
충북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Waymo, Zoox, Argo AI, (독일) SIXT & Intel,
(중국) Baidu, AutoX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Qualcomm, Intel, (독일) Audi, BMW, Continental, 표준
/기업
Bosch, (중국) Baidu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정의) 온디맨드 이동서비스는 자율주행 Level 4 이상의 자율차를 이용하여 탑승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차량은 탑승자 또는 외부 엔티티 (사용자, 서비스 제공자 등)로부터 요청된
목적지를 수신하고, 자율적으로 목적지로 이동한다. 온디맨드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차량,
탑승자, 서비스 제공자 등) 데이터 및 포맷을 정의하는 기술
- (필요성) 운전자가 없이 Level 4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Frost & Sullivan)되는 핵심기술임. 특히,
장애인, 노약자,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급이 확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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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204 WG14에서는 Lv.4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저속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셔틀)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절차에 관한 표준을 2021년 제정하고 있음. 후속 작업으로 온디맨드
이동서비스 표준 사례를 분석하고 신규 과제로 제안한 가능성이 높음
- 현재는 LSAD 표준화 범위에 관한 논의 중이며, 원격 제어 표준화 과제를 신규 아이템(NP)으로
제안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국내 산학연과 협력을
통해 도출한 표준화 항목의 성행 기술 확보. 국제표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
<표준화 계획>
- KATS 지능형교통시스템 전문위원회를 통해 국내 산업체 의견 반영을 위한 국제표준
기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IS 표준 제정 후 KS 부합화 개발 진행
- 정보 데이터 및 포맷 관점 혹은 서비스 요구사항에 관한 단체 표준은 TTA, KSAE, ITSK에
협의하여 국내표준 개발 진행
<대응방안>
- (전문위원회를 통한 국제표준화 대응) KATS TC204 전문위원회를 통해 국내 산업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결과를 TC204 표준안에 적극 반영하는 기고 활동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과 연계하여 정보 데이터 및 포맷과
서비스 요구사항 관련 기술을 국제표준화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 및 기고 활동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온디맨드 이동서비스 데이커
포맷과 서비스 요구사항에 관한 필수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여 ISO TC204 WG14 진행
표준, 신규 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특허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온디맨드 이동서비스에 관한 IPR를 확보하고 현재 초임 단계에 있는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표준특허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고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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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ITS Korea,
자율협력주행산
국내 업발전 협의회,
스마트카미래포
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SKT, KT,
카카오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ISO TC204,
ITU-T SG11,
SG16, GENIVI,
W3C

(미국) 구글, (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구글, (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정의) 교통관리센터가 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긴급 사고상황(교통사고 등)에 대한 정보를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에게 공유하여 원활한 교통 환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 (필요성)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심각한 교통 체증과 사고 당사자들의 사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고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통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들이 협력하여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고 긴급구조 차량을 빠르게 투입하여 사고 당사자들의 사망
위험을 최소화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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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204를 중심으로 정립되고 있는 C-ITS 개념과 연계하여 교통관리센터와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 도출 및 참조 아키텍처와 관련된 세부
표준화 항목 도출 예정
- ITU-T SG11 및 SG16을 중심으로 2022년부터는 자율주행차 환경에서의 긴급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관리센터와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 간 통신에 대한 시나리오 및 참조
아키텍처에 대한 표준화 항목 도출 및 신규표준 제안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 협의회 등 협의체를 기반으로 한 국내 산학연 협력을 통해 도출한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ISO/TC 204 및 ITU-T SG11/SG16 등 관련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적극적인 의장단 수임을 통한 주도적인 국제표준화 추진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GENIVI, W3C
등 사실표준화기구에서 현재 개발 중인 표준항목 및 주요 참여 업체에 대한 분석후 국내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교통관리센터와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아키테처에서 활용 가능한 세부 표준화 항목 도출 및 신규과제 제안 필요
<표준화 계획>
-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 협의회, 스마트카미래포럼을 통해 신속하게 산학연의 표준화
요구사항 및 항목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진행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도출된 주요
표준화 항목을 TTA 및 ITS Korea를 통하여 단체표준으로 개발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및 타 기술/기업과 제휴)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
협의회, 스마트카미래포럼과 국내 단체표준 제정을 담당하는 TTA 및 ITS Korea를 통하여 시장에
요구되는 국내 표준개발을 신속히 대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표준에
반영하여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교통관리센터와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 간의 통신과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IPR을 확보하고, 이들 중 표준화 추진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 국제
표준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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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ITS Korea,
자율협력주행산
국내
업발전 협의회,
스마트카미래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ISO TC/204,
ITU-T SG11,
SG17, GENIVI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SKT,
KT,
카카오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미국) 구글, (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구글, (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정의) 교통관리센터가 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긴급 사고상황(교통사고 등)에 대한 정보를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에게 공유시 필요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기술
- (필요성)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심각한 교통 체증과 사고 당사자들의 사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고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통관리센터와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들 간의
안전한 통신을 위해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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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ISO TC204를 중심으로 정립되고 있는 C-ITS 개념과 연계하여 교통관리센터와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가이드라인 관련 표준화 항목 도출 예정
- ITU-T SG11 및 SG17을 중심으로 긴급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관리센터와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 간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관련 표준화 항목 도출 및 신규표준
제안 예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
협의회 등 협의체를 기반으로 한 국내 산학연 협력을 통해 도출한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ISO/TC 204 및 ITU-T SG11/SG16 등 관련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적극적인 의장단
수임을 통한 주도적인 국제표준화 추진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GENIVI 등
사실표준화기구에서 현재 개발 중인 표준항목 및 주요 참여 업체에 대한 분석후 국내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교통관리센터와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관련 표준화 항목 도출 및 신규과제 제안 필요
<표준화 계획>
-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 협의회, 스마트카미래포럼을 통해 신속하게 산학연의 표준화
요구사항 및 항목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진행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도출된 주요
표준화 항목을 TTA 및 ITS Korea를 통하여 단체표준으로 개발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및 타 기술/기업과 제휴)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
협의회, 스마트카미래포럼과 국내 단체표준 제정을 담당하는 TTA 및 ITS Korea를 통하여
시장에 요구되는 국내 표준개발을 신속히 대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표준에 반영하여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교통관리센터와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 IPR을 확보하고, 이들 중 표준화 추진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 국제 표준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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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ation System Block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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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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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space Vehicle System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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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 an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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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Car Ope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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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w Exploration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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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DS File Delivery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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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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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ruption or Delay Tolerant 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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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 Tolerant Networking Research Group

D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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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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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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Control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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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Geostationary Air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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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Geostationary Navigation Overla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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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RPAS Automation

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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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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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Organization for Civil Aviat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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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UAS Standards Coordination Group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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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dministration

FSMA

Frequency Spectrum Managemen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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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Fixed Satellit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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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Aided Geo Augmented Nav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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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 Based Lo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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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va In Vehicle Info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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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stationary Orbit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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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 Mobile Radio Interfa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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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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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ositio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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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MEssaging System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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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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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Trans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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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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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Radio sector

IWG

Interoperability Working Group

JARUS

Joint Authorities for Rulemaking on Unmanned Systems

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PL

Jet Propulsion Laboratory

JSSA

Japan Smart Ship Application

LANANC

Low Altitude Authorization and Notification Capability

LBS

Location based Services

LCRD

Laser Communications Relay Demonstrator

LDM

Local Dynamic Map

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LOP-G

Lunar Orbital Platform-Gateway

LOS

Line Of Sight

LPP

LTE Positioning Protocol

LSAD

Low Speed Automated Driving System

LSAV

Low Speed Automated Vehicle

LTE

Long Term Evolution

LTP

Licklider Transmission Protocol

MAC

Media Access Control

MAMES

Multiple Alert Message Encapsulation Protocol

MELCO

Mitsubishi Electric Company

MMS

Mobile Mapping System

MoBISAT

Mobile Broadband Interactive Satellite Access Technology

MOPS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MRO

Mars Reconnaissance Orbiter

MSAS

Multi-Satellite Augmentation System

MSS

Mobile Satellite Service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vIC

Navigation with Indian Constellation

NBP

National Broadband Plan

NDS

Navigation Data Standard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stration

NLOS

Non-Line Of Sight

NMEA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

NR

New Radio

NSP

Navigation System P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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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R

Northern Sky Research

OADF

OPEN AutoDrive Forum

OBP

On Board Processor

OBU

On-Board Unit

OC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ODD

Operational Design Domain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

OGS

Optical Ground Station

OID

Object identifier

OIN

Open Invention Network

OMA SUPL

Open Mobile Alliance Secure User Pane Location Protocol

OTM

On-The-Move

P2P

Point to Point

PADS

Partially Automated In-Lane Driving Systems

PEPSOC

Portable ESA Package for Synchronous Orbit Control(궤도결정/궤도예측)

PG

Project Group

PHY

Physical Layer

PPDR

Public Protection and Disaster Relief

QZSS

Quasi-Zenith Satellite System

RAIM

Receiver Autonomous Integrity Monitoring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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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U

Road-Side Unit

RTCA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Aeronautics

RTCM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Maritime

RTK

Real-Time Kinematic

RTLS

Real-Time Location System

RTS

Result Transfer System

RTT

Round Trip Delay

SA

Servic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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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Sat>IP

Satellite over Internet Protocol

Sat5G

Satellite and Terestrial 5G mobile communications

Sat-IoT

Satellite-Internet of Things

SBAS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SCN

Satellite Communication and Navigation

SC-OFDM

Single Carrier-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SCOS-2000

Satellite Control and Operation System(원격측정/원격명령)

SDCM

System for Differiential Corrections and Monitoring

SDK

Software Development Kit

SES

Satellite Earth Stations and Systems

SESAR

Single European Sky ATM Research

SG4

Study Group 4

SHF

Super High Frequency

SIP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SLS

Space Launch System

SORA

Specific Operations Risk Assessment

SOTIF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SPAC

Satellite Positioning Research And Application Center

STM

Ship Traffic Management

SUPL

Open Mobile Alliance Secure User Pane Location Protocol

SWaP

Size, Weight, and Power

TC

TeleCommand

TCG

Trusted Computing Group

TCS

Track Control System

TDRS

Tracking and Data Relay System

TJA

Traffic Jam Assist

TM

TeleMetry

TPM

Trusted Platform Module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s

UHD

Ultra High Definition

USS

UTM Service Supplier

UTM

Unmanned Aircraft System Traffic Management

V2ND

Vehicle-to-Nomadic device

V2NW

Vehicle-to-Network (mobile network base-station such as LTE and 5G)

V2P

Vehicle-to-Pedest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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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V

Vehicle-to-Vehicle

V2X

Vehicle to Everything(vehicle / infrastructure / nomadic devices /
pedestrian)

V2X

Vehicle to everything

VISS

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ification

VIWI

Volkswagen Infotainment Web Interface

VMM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

VND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VSAT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VSS

Vehicle Signal Specification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WAAS

Wide Area Augmentation System

WAIC

Wireless Avionics Intra-Communication

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WCDMA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P

Work Party

WRC

World Radio communic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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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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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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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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디지털화 Part.2 _ 지능형 이동체 - 지능형 항공 이동체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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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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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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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디지털화 Part.2 _ 지능형 이동체 - 지능형 항공 이동체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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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디지털화 Part.2 _ 지능형 이동체 - 지능형 해상 이동체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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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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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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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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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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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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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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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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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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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3D 모델로 가상화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시각화하여 실시간
자동관제 및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예측·최적화를 구현하는 융합기술로 정의

¡ (동기화 및 디지털 쓰레드)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사물, 공간, 사람 등 구성요소의 디지털
정보화 및 객체화하는 디지털 가상화 기술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객체와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객체가 정적요소(객체, 공간, 시각)와 동적 요소(행동, 프로세스, 예측)에 대해 실시간
상호 반영하기 위한 기술로 구성
¡ (성숙도 및 평가지표) 디지털 트윈 관련 기술들을 분류하여 기술의 발전 단계에 따른 디지털
트윈의 발전 단계를 성숙도 모델로서 정의하고, 구축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성숙도 평가를
위한 도메인별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
¡ (연합 및 협업) 개별적인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상호연합 및 협업을 통해 복합적인 디지털
트윈으로 재구성하거나 물리대상의 상호운영을 통한 최적화 기술로 구성

출처: 디지털 트윈 기술발전로드맵 2021.5, IITP(원본이미지 일부 수정)

< 디지털 트윈 기술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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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18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아우르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기업들의 투자․수요도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하여 전산업, 사회,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대응과 디지털 트윈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신규 표준 제안을 통해 핵심
표준화를 선점하기 위해 차세대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을 통한 발전 단계 제시와 수준진단을 위한 평가지표 표준개발
· ITU-T, ISO 및 JTC 1에서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요구사항, 구조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의 성숙도 모델 개발

∼ 2024년

·
·
·
·
·
·

현실세계 객체와 디지털 트윈의 가상객체 간 연결을 통한 현실/가상세계의 동기화 기술 표준개발
생애주기 간 데이터 생성 및 관리를 위한 디지털 쓰레드 기술 표준개발
디지털 쓰레드를 이용한 물리객체와 가상객체 간 동기화 기술 표준개발
복합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합․협업을 위한 표준개발
디지털 트윈 간 연합․협업 및 요구사항 표준개발
디지털 트윈 간 연합․협업을 위한 객체 식별체계 표준개발
디지털 트윈 연합 데이터 모델 및 인터페이스 표준개발
디지털 트윈 연동 참조모델 표준개발

∼ 2026년

·
·
·
·

디지털 트윈 수준진단을 위한 분야별 평가지표 표준개발
디지털 트윈 적용 분야별 수준진단을 위한 평가지표 표준 개발
현실세계 객체와 디지털 트윈의 가상객체 간 연결을 통한 현실/가상세계의 동기화 기술 표준개발
동기화를 위한 데이터 모델 및 관리 프로토콜 표준개발
복합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합․협업을 위한 표준개발
디지털 트윈 객체의 다중 역할 모델 및 데이터 모델 표준개발
디지털 트윈 객체 다중 역할 관리 참조구조 표준개발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디지털 트윈 연계 및 통합운영을 위한 표준화로 상호운용성 보장 및 글로벌 표준화에 대응하고
기술 선도입지 확보
· 차세대공략의 특성을 가지는 디지털 트윈 세부표준화항목의 특성에 따라 기획 단계부터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국제표준화 선도기반 확보
· 한국이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최초의 디지털 트윈 국제표준(ISO 23247)을 제조 분야를
대상으로 개발한 성과를 바탕으로 ISO, ITU-T 등을 통해 지속적 국제표준화 선도 추진
·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 차세대 정보 서비스가 현실과 가상 사이의 융합을 지향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 기술이 기반 요소로 기능할 수 있어 차세대 서비스의 기술과 표준 기반 확보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핵심 기반 주요 세부표준화 항목을 도출하고 선제 표준화를 통하여 도메인별 디지털 트윈
활성화를 유도하고 확장성 높은 생태계 구축
· 제조, 에너지, 환경, 농업, 헬스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표준을 제공하여,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들에 표준기반의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능력을 부여하고 높은 호환성 제공을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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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윈 관련 국제표준화가 초기 단계이므로 표준 기반의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자연재해․시설안전․생활안전과 같은 국민 체감형 디지털 트윈 서비스 솔루션을 확산시키고,
고도로 복잡해지는 복합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형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성하는 데 기여
·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디지털 트윈 기반의 안전 예측 대응체계 등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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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디지털 트윈 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해 대상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사람, 사물, 공간 등 구성요소의
디지털 정보화 및 객체화하는 디지털 가상화를 바탕으로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객체와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객체가 정적요소(객체, 공간, 시각)와 동적 요소(행동, 프로세스, 예측)에 대해 실시간
상호 반영하기 위한 기술, 디지털 트윈 관련 기술들을 분류하여 기술의 발전 단계에 따른 디지털
트윈의 발전 단계를 성숙도 모델로서 정의하고 구축되어 있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성숙도
평가를 위한 도메인별 세부 평가지표 기술, 개별적인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상호연합 및 협업을
통해 복합적인 디지털 트윈으로 재구성하거나 물리대상의 상호운영을 통한 최적화 기술 중심으로
구분
< 디지털 트윈 Ver.2022 표준화항목 >
표준화 항목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Target
SDOs

표준화 내용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디지털 트윈의 물리 객체와 가상객체 간의 상태
동기화 기술
JTC1 SC41
- 동기화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 정의

②

O

물리객체와 디지털 트윈의 가상객체 간의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 가상객체 정보 수집을 위한 물리객체
센서/액추에이터 정보 수집 인터페이스 표준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물리객체-가상객체
JTC1
간 상태 동기화 기술
동기화를 위한 센서/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SC41,
동기화
표준
적용 가이드라인
IEEE 2888
및
-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디지털
구조 및 연동 인터페이스 표준
쓰레드
-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를 위한
프로토콜 표준

⑤

O

물리객체와 디지털 트윈의 가상객체 간의 상태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동기화를 위한 응용서비스 기반 데이터 모델 정의
간 상태 동기화 데이터
JTC1 SC41
- 상태 동기화를 위한 응용서비스 기반 데이터
모델 표준
모델 정의

④

X

디지털 트윈 객체의 생애주기 동안에 연계되는
도메인의 객체들과의 상태 동기화를 위한 데이터
JTC1 SC41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
- 디지털 쓰레드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 정의

⑤

O

디지털 트윈의 기술적 성숙도를 분석하고 단계별
발전 방안의 수립을 지원하는 표준 기술
- 디지털 트윈의 기술 성숙도 모델 정의

⑥

O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성숙도
및
평가지표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표준

ITU-T
S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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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내용

Target
SDOs

디지털 트윈의 기술적 성숙도를 분석하고 단계별
발전 방안의 수립을 지원하는 표준 기술
- 디지털 트윈의 기술 성숙도 모델에 따른 기술단계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정의

ITU-T
SG20

⑥

X

복합문제 해결을 위해 이종 도메인 간 디지털 트윈
객체들의 연합 및 협업과 이를 통한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트윈 연합 요구사항 표준 기술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동의 배경 및 필요성,
개요 및 절차 정의
요구사항 표준
- 디지털 트윈 연동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기능 구조 및 기능 엔티티별 연동 요구사항
정의

ITU-T
SG20

②

O

복합문제 해결을 위해 이종 도메인 간 디지털 트윈
객체들의 연합 및 협업과 이를 통한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표준 기술
- 디지털 트윈 시스템 연동 인터페이스 토폴로지
및 데이터 모델
- 디지털 트윈 시스템 연동 기능 관계 모델 및
연동 유스케이스

ITU-T
SG20

③

O

③

O

③

X

표준화 항목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기반 분야별
평가지표 표준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연합
및
협업

복합문제 해결을 위한 이종 도메인 간 디지털 트윈
객체들의 식별
JTC1
- 디지털 트윈 연합 대상 객체 정의 및 분류체계
SC41,
디지털 트윈 연합
- 디지털 트윈 연합 대상 객체 식별체계 및
ITU-T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식별자 해석(Resolution)
SG20, ISO
- 디지털 트윈 연합 대상 객체 식별체계 할당 등 TC184 SC4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관리
디지털 트윈 객체가 목적에 따라 수행 역할을 부여받아
다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역할
도메인에서 적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관리 기술

JTC1
SC41,
디지털 트윈 다중역할
- 디지털 트윈 객체의 다중 역할 모델 및 데이터
ITU-T
관리 표준
모델
SG20, ISO
- 디지털 트윈 객체의 다중역할과 역할 도메인 TC184 SC4
간 연계(페어링)
- 디지털 트윈 객체 다중역할 관리 참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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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전략맵 디지털 트윈 분과에서는 ITU-T, ISO, IEC, ISO/IEC JTC 1
등 공식표준화기구와 디지털 트윈 컨소시엄 등 사실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트윈 기술 중 산업적 파급효과 및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항목 위주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
-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가 서로 동기화되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 현실 세계의
물건이나, 기능, 상태, 매개변수 등을 가상세계의 디지털 트윈 객체와 일치시키는 것이 디지털 트윈
동기화이고, 이는 디지털 트윈의 핵심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이며, 이에 따르는 유스케이스 시나리오와
요구사항을 통해 기능 목표를 구성할 수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물리객체의 형태나 상태의 변경을 디지털 트윈의
가상 객체에 똑같이 반영하기 위해 동기화 기술이 필수적이나, 디지털 트윈을 실현하기 위한 동기화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도 정의되지 않는 실정임. 현재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은 비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에 반영하는 형태로 개발되어
있음. 디지털 트윈과 물리객체 간의 동기화 기술에 대한 요구시항 및 기본 인터페이스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후에 동기화를 위한 프로토콜 수준까지 정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디지털 트윈의 대상이 되는 물리 객체는 설계 및 개발단계에서부터
생산, 공급, 사용 및 폐기까지의 생애주기를 갖게 되며, 대응되는 디지털 트윈도 생애주기를 갖고서
지속적인 상태 정보를 교환해야 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요함.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디지털 트윈 활용 분야, 대상 객체 종류, 사용 목적 등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프레임워크 형태의 표준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정보 교환의
기본이기 때문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이종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합 및 협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개요 및 절차를 정의하고, 연합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기능 구조 및 기능 엔티티별 연동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디지털 트윈 시스템 연동을 위한 중앙집중형 및 메쉬형 인터페이스
토폴로지를 정의하고 분산연동형 및 분산·집중 혼합형 데이터 모델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시스템 연동 기능 관계 모델 및 연동 유스케이스를 포함하는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표준 개발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서로 동기화되는 가상세계의
디지털 트윈 인스턴스를 포함한다.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는 디지털 트윈 인스턴스의 관리를 위하여
각 디지털 트윈 인스턴스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디지털 트윈간 연합을 위한 디지털 트윈간
공통 식별체계 및 관리 기술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개발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추진경과
- Ver.2022(2021년)에서 디지털 트윈 분과가 신규 생성됨. 디지털 트윈 시스템 기술 개발에 적용하는
기초 기술표준과 다양한 응용 도메인에서의 융합서비스 제공하는 연동표준 제공을 위하여 중분류를
설정하고 관련 기술을 세부 중점표준화 항목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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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 Ver. 2022 신규항목
구분

Ver.2020

동기화 및
디지털 쓰레드

성숙도 및
평가지표

연합
및 협업

Ver.2021

Ver.2022

-

-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

-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

-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

-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표준*

-

-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

-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

-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 기술간 연계도

- (다중 응용 도메인 간의 디지털 트윈 연합 서비스) 디지털 트윈이 적용되는 다양한 응용 도메인에서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단일 응용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 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중 응용 도메인 간 발생하는 복합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단일 응용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 간 연합을 이용할 수 있다. 단일 응용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 간 연합은 복합적 원인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다중
응용 도메인 상에서의 통합 환경 시뮬레이션 및 예지 보전을 지원한다. 또한 상이한 이해관계자
간의 다면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산업 도메인 간 발생하는 연관관계나 상호 간 작용 관계의 파악이
용이하며 이를 통한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협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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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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디지털 트윈 기술발전로드맵(2021)
· 디지털 트윈 핵심요소별 기술분류를 통하여 향후 5년간 현실-디지털 세계 사이의 시 공간
정보 오차 경감, 실시간 동기화에 대한 관련 기술, 이종 도메인 간 연합적 협업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트윈 후보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 설정
-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2021.9)
· 국가 사회 시스템과 산업혁신을 견인하는 디지털 트윈 구축을 통해 산업생태계 조성과
선도기술확보 등 4대 전략 12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 전 산업, 사회,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대응과 디지털 트윈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디지털 트윈 기술 협력과 제품화, 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와 수요산업 확대, 국민
체감 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
-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2020.6)
·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 부족,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에 의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트윈’ 구축을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로 선정
· 과기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뉴딜반(14개 관계부처 및 14개의
유관기관)을 구성하여 기관 간 협력 필요사항과 향후 계획을 논의 중이며, 디지털 뉴딜의 10대
대표과제인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도 현황 검토, 정책 수립 및 집행
· 2025년까지 3차원 지도, 스마트항만,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
총 1.8조 지원 (제1차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2021.1)
- 국토부는 지형지물을 디지털 트윈의 대상물로 보고 디지털 트윈 국토(건물, 도로 등)
데이터의 공유를 위한 표준을 개발(～'25년 21종)
- 과기정통부, 지자체와 공공 와이파이 확산 협약(2018.4)
· 과기정통부와 17개 지방자체단체는 2018년 9월부터 전국 시내버스 4,200대에서 승객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공공 와이파이 구역을 확대하는 협약 발표
- 과기정통부, IoT를 위한 추가 주파수 할당 발표(2018.3)
· 과기정통부는 고용량 IoT로 주로 고속 와이파이가 사용하고 있는 5㎓ 대역에서 일부 대역의
출력 한도를 상향
· 저용량 IoT를 위한 1㎓ 이하 대역에 추가 주파수 할당

미국

-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디지털
트윈을 제시(2020)
· 디지털 트윈은 미래공장의 핵심요소이며,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과 함께 미국 제조산업의
글로벌 경쟁우위를 가져다줄 기술로 분석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는 미국 첨단 제조업 리더십
확보전략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첨단 센서 및 제어기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의
디지털 트윈 5대 전략목표를 추진(2018)
· 미 연방정부 주도, ‘스마트 제조 리더쉽 연합체(SMLC: Smart Manufacturing Leadership
Consortium’ 발족
· 미 DoE(Department of Energy)는 원자력 발전 관련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하는 9개의
프로젝트에 2천 7백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

일본

- 디지털 청을 설립하고, 약 8,000억엔 투입하여 디지털 혁신국가로 가기 위한 정책 추진(2020)
- 디지털 트윈 컴퓨팅(Digital Twin Computing)’ 이니셔티브(2019.6)
· NTT(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는 이노베이티브 옵티컬 앤 와이어리스 네트워크(IOWN)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디지털 트윈 컴퓨팅(DTC) 이니셔티브 발족
· 기존 디지털 관찰이나 물리적 개체 관리 중심의 디지털 트윈의 범위를 사물에서 인간으로
넓히고 사이버상에서 인간과 사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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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유럽

- EU는 H2020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트윈을 통한 지구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탐색기반과
수치적 기상예측모델 마련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
· Earth System Modeling/Digital Earth 프로젝트는 지구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탐색기반과
수치적 기상예측모델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H2020 프로젝트를 통해 프랑스, 독일,
미국, 호주가 참여
· 이외에도, 도시의 3D imaging, Water, Drought monitoring Monitoring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추진
- 독일은 디지털 전략 2025(digital strategy 2025)를 통해 CPS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개인 맞춤형 제품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새로운 시장 창출, 세계 제조 장비 시장
주도권 확대 추진
·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여러 기업(지멘스, 보쉬 등)과 협업을 통해 제조에 알맞은 디지털
트윈 구현 및 AI 데이터 인프라 플랫폼 구축(2019)
- 영국은 techUK Digital Twins Working Group을 창설하고 CDBB 및 NDTP*와 연계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지식을 모으고, 영국 전역의 디지털 트윈 확산과 연구를 진행
· 국가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 CDBB(Centre for Digital Built Britain) 內 DFTG(Digital
Framework Task Group) 발족(2018.7)
· NDTP(National Digital Twin Program)은 국가 디지털 트윈 원칙(Gemini Principles) 마련,
단계별 로드맵 등을 수립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DT Hub) 운영

중국

-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国信息通信研究院, CAICT)이 디지털 트윈시티의 발전 트렌드와
핵심역량을 고찰한 「중국 디지털 트윈시티 백서」발간(2020.12)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20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초안을 통해 기업의
디지털화 및 지능화 전환을 촉진하는 계획 발표
·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추진 중이며, 디지털 트윈 기반
제조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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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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3%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서울소방본부는 화재재난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 공간을 구축
- 실내 소방시설을 객체화하여 가상현실을 이용한 소방관들의 진입 및 훈련 시뮬레이션에 활용
¡ 건설기술연구원은 BIM/GIS 기반 디지털 공간 구축, 실내 설비 또는 소방시설 개체를 구축
- 화재 시 SOP 기반 대응 기술을 개발
¡ 국토부는 디지털 트윈 국토 통합관리 지원을 위한 입체 격자 체계 기술을 개발 중
- 정보영역(데이터 생성, 저장, 변화, 갱신), 핵심 영역(분석 및 가시화), 서비스영역(데이터 검색 및
서비스 관리)의 요소기술로 구성
¡ ETRI는 “수요처 맞춤형 실감형 3D 공간정보 갱신 및 활용기술”을 개발
- 정밀 3D 공간정보의 지속 가능한 공유 및 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을 통해 입체적 디지털
트윈의 기반 기술을 확보
¡ KT는 교량 내 자체 디지털 트윈 기술인 ‘기가트윈(GiGAtwin)’ 개발
- 디지털 트윈 기술로 복제된 교량 및 시설물에 대해 센서와 IoT 기술을 적용하여, 교량의 하중
저항력(내하력)을 예측함으로 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
[동기화 및 디지털 쓰레드]
¡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정부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국내 주요 기업들은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을 산업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는 중
- 새만금개발청
·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시 수변도시 경쟁력 강화와 도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계획을 갖고 있음. 수변도시 조성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도시에 매립 단계, 토목공사 단계, 건설·운영 단계 등 단계별 맞춤 방식으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할 계획.
- KT
· 2019년 12월 KT의 디지털 트윈인 AI 기가트윈 개발, 도시 인프라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통해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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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건설
·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여 시공 통합 시스템 구축, 공정 최적화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구현
- LG CNS
· 도시 데이터 수집, 분석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인 Cityhub와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인 Factova를 구축, 타 시스템과 연동 시 디지털 트원 구현 지원이 가능
- GS 칼텍스
· 여수공장 생산시설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관제센터를 2030년
목표로 구축 중
- LG 유플러스
· 2019년 10월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트랙터 원격 제어 및 무인 경작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트랙터 원격진단 서비스 제공
- ETRI
· 디지털 트윈 관련 4건의 표준을 국제 표준화 진행 중이며, 3건의 국내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음
¡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국내 주요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개발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물리객체 혹은 센서로부터 변화를
데이터의 수집을 통하여 물리 객체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디지털 트윈에 표현하는 동기화
기술이 포함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인지 확인이 필요함
- ETRI
· 도시 내 사람, 사물,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전시적(全時視的)관점으로 재구성하여,
도시에서 발생하는 도시 현상을 표현·설명하는 도시 지능화(Dr.IC) 핵심요소 기술을 개발중에
있으며, 도시 내의 사물과 디지털 트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동기화 기술의 사용
가능성이 있음
- GS칼텍스
· 여수공장 생산시설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중이며,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시설의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동기화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 LGU+
·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트랙터 원격 제어 및 무인 경작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트랙터
원격진단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 5G 기술은 센서 정보 수집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동기화
기술이 사용되고 있음
- 삼성 SDS
· AI 기반 인텔리전트 팩토리 플랫폼인 ‘Newplant’출시, 플랜트/제조/물류, Facility의 모든
자원을 IT 기술로 연결하고 데이터 분석으로 자율 제어하며 3D/AR/VR 기반 시각화를 통해
디지털 솔루션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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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CNS
· 도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인
Cityhub와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Factova 구축, 타 시스템과 연동 시 디지털 트윈 구현 지원 가능
¡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물리 객체와 가상 객체 사이의 상태 모니터링과 제어에 대한
기술과 표준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구현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생애주기까지 일관적
정보 동기화를 지원하는 개발 기술은 아직 없음
- IoT 플랫폼은 관리 및 제어 대상 물리 객체로부터 상태 정보를 수신하여 데이터 처리 로직에
맞춰 가공된 결과에 따라 물리 객체와 상호 작용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데이터 동기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 따라서, 물리 객체와 가상 객체 간의 상태 동기화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표준은 국내 다양한 구현 사례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IoT 플랫폼의 데이터 동기화 기술은 디지털 트윈 개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디지털
트윈이 규격 기반의 정형화 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IoT 플랫폼의 데이터 수집 및 제어
인터페이스를 디지털 트윈에서도 활용 가능
[성숙도 및 평가지표]
¡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표준) 디지털 트윈 응용 도메인별로 개별적 기능 요구사항에 따른
발전모델이 제시되고 이에 따라 연합․협업을 고려하지 않음.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2021.9)]
및 [디지털 트윈 기술발전로드맵(2021)]에서 디지털 트윈의 연계 및 통합 운영을 위한
표준화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성숙도 표준기반의 기술개발과 도메인별 평가지표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
- 성숙도 및 평가지표는 직접적인 기술개발과는 관련이 없고, 단계별 발전전략을 위한 성숙도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표준화 현황에서 설명함
[연합 및 협업]
¡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이종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합을 위한 기능 구조,
데이터 모델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제공하고, 협업 객체들의 다중 역할(멀티 페르소나)
관리를 위한 기술 요구사항에 관한 연구 수행 중
- ETRI
· 다중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동의 개요 및 절차, 배경 및 필요성, 이를 위한
데이터 모델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개발 중
- KETI
· 디지털 트윈 기반 실감기술(XR)을 포항과학산업연구원(RIST) 내에 위치한 포스코케미칼
이차전지 소재 파일럿 공장에 적용
- 삼성중공업
· 삼성중공업은 유니티코리아와 함께 선박 건조 작업 과정에서 설계 작업을 효율화하고 야드
현황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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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CNS
· 물류센터 대상으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Unity의 물리 엔진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장 상황을 3D 화면으로 실물을 보듯 점검 가능하고, 상황실에서는 시뮬레이터 상에
표시된 위치만 보고도 어떤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
- 포스코건설
·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공장을 구현하여 시공 통합 시스템 구축, 공정 최적화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구현
¡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다중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토폴로지, 데이터 모델 및 연동 기능 관계 모델에 대한 연구 수행 중
- ETRI
· 다중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기능 관계 모델, 중앙집중형 및 메쉬형
토폴로지, 연동을 위한 분산 연동형 및 혼합형 데이터 모델에 대한 연구 수행 중
- 두산중공업
· 풍력발전 사업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사용하여 에너지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절감, 차세대 풍력 터빈의 설계를 개선 중
- 삼성SDS
· 다쏘시스템과 디지털 트윈 협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삼성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다쏘시스템의 디지털 트윈 기반의 제품수명관리 솔루션, 모델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 스마트
제조, 스마트 시티 등의 솔루션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네이버랩스
· 대규모 도시 단위의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 ‘어라이크(ALIKE)’는
항공 사진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도시 3D 모델, 로드레이아웃, HD맵(고정밀 지도)
등의 핵심 데이터들을 함께 제작 가능
- 포스코 A&C
· 다쏘시스템과 협력해 디지털 건설사업관리 비즈니스(Smart CM Business) 협업 중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사전에 시공 시뮬레이션 및 공정을 접목한 가상시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다중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 연합을 위한 요구사항과
참조모델에 대한 연구 수행 중
- ETRI
· 다중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합을 위한 요구사항과 참조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 트윈 연합을 위한 공통 식별체계 및 관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전망

SOC 디지털화 Part.2 _ 디지털 트윈 199

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EU는 지구 시스템과 관련된 대규모 데이터와 딥러닝을 통해 극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모니터링하는 ExtremeEarth 프로젝트 추진
- 지구의 상태를 관찰하여 극단적 예측을 비롯해 근본적인 동인을 이해하고, 사회적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 SPHERE 프로젝트는 유럽의 10개 국가, 18개 파트너가 참여하여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을 추진
- 건물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건설 프로세스의 시간, 비용
및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건물의 실제 자산, 센서 데이터, 시뮬레이션 정보가 결합, 해석
및 처리되어 실제 건물로 피드백하는 과정을 연구
¡ 글로벌 디지털 제조 솔루션 기업인 미국 GE, 독일 Siemens, 프랑스 Dassault는 의료·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 항공 등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산업 전반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 중
- Siemens(독일)과 Bentley Systems(미국)은 플랜트의 실시간 운영 상황을 3D 시각화 모델으로
제공되고 고신뢰 데이터를 제공하는 PlantSight를 공동 개발함
¡ 제조공정에 관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성한 Azure Digital Twin(MS, 미국)과 Bentley
Systems(미국)의 iTwin 서비스를 연합하는 기초기술을 개발
- SAP(독일)은 KAESER Kompressoren(독일) 회사와 협력하여 압축 공기 제조 과정에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모델링 &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함
- Siemens(독일)은 Electronics Works Amberg(EWA)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개방형 IoT 플랫폼인
마인드 스피어에 디지털 트윈을 접목
[동기화 및 디지털 쓰레드]
¡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미국, 영국 등 기술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능을 활용하여 제조,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Virtual Singapore(싱가포르), Dassault Systems(프랑스)

·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는 2014년 12월에 시작하여 2018년까지 약 7,300만 달러를
투입한 프로젝트로써 정부가 주도하고 다쏘시스템(Dassault Systems), ESRI, 지멘스(Siemens)
등 글로벌기업들이 참여. 이 프로젝트는 도시의 모든 구조물과 대응되는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
전기 및 교통 등 인프라와 기상정보, 인구통계, 시설물 및 건물 내부까지의 데이터를 수치화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SmartAmerica Challenge(미국)
· 새로운 일자리, 비즈니스 기회 및 사회 경제적 혜택 창출을 위해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프로그램을 추진
- 독일, CPS 기반 스마트 팩토리 구축
· 제조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 및 매출 증대와 개인 맞춤형 스마트
팩토리 상품화를 위한 디지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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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digital strategy 2025)를 추진[4]
- 영국,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과 디지털 트윈의 필요성을 강조
· 인프라가 제공하는 성능 서비스 가치의 향상과 사회·기업·환경·경제에 해택 제공을 목표로 하는
“국가 디지털 트윈” 구축을 추진
- GE(미국)
· 2016년 GE는 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사물인터넷으로
연결해 GE가 제조 판매하는 모든 장비에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고,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여 가상 모니터링 컨트롤 등의 서비스 제공
- Dassault Systems(프랑스)
· 단일 플랫폼 기반의 “3D익스피리언스 트윈(3DEXPERIENCE Twin)”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제품, 시스템, 시설 또는 환경을 표현하며, 제품의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동적 3D 모델로 제품과 프로세스, 공장/설비, 운영 시뮬레이션을 제공
- ANSYS(미국)
· 단일 워크플로 안에서 시뮬레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검증, 배치할 수 있는 “앤시스
트윈 빌더(ANSYS Twin Builder”’를 탑재하여 엔지니어가 물리적 제품의 디지털 트윈을
빠르게 구축, 검증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
- SIEMENS(독일)
· 공장 자동화 IoT 플랫폼인 마인드스피어를 구축하여 공장 내 각 설비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공장의 설비를 실시간으로 디지털 트윈과 연결하여 피드백
¡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해외에서는 항공기 엔진 및 제조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을 시작하여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동기화 기술이 포함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 개발 및 상용되고 있음
- 미국, GE
· 산업용 IoT (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플랫폼인 프레딕스 (PREDIX)에서는 생산된
모든 산업 장비에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장비의 프로필을 구축하고 장비에
대한 공학적 모형을 획득하여 80만 개의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여 가상 모니터링 및 제어
서비스 제공였으며 헬스케어/메디컬/자동차/에너지/항공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중
- 미국, PTC
· IIoT 플랫폼인 Thingworx에서 3D CAD 소프트웨어 크레오를 사용, 디지털 트윈 구축을
통해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함
- 독일, 지멘스
· 공장 자동화 IoT 플랫폼인 Mindsphere을 구축하여 생산공정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고 있으며, 각 설비에 부착된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디지털 트윈과 공장
설비의 동기화를 통하여 생산성 증가
- 독일, SAP
· Leonardo IoT는 디지털 트윈 모델 기반 서비스 제공, 규칙 및 이벤트 관리, IoT 데이터 액세스
제어, IoT 응용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 프랑스 다쏘시스템
· 헬스케어, 에너지 효율 및 점유를 최적화하기 위한 건물 현황과 기술 정보를 실시간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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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제공하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여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스마트 오브젝트, 스마트 빌딩 및 스마트 카의 통합 가상환경을 제공
- 일본 MHPS
· 앱 수준의 Tomoni를 개발, 자사의 복합화력 발전소에 대한 원격 감시 서비스에 적용함
¡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디지털 쓰레드 개념이 미국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미국중심
개발 사례가 언급되고 있으나, 표준 규격이 없는 개념적 기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을 결합한
프레임워크 기술 형태로 개발
- 미국 NIST
· 스마트 제조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쓰레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확장 디지털 쓰레드 (Extended digital thread) 개념을 통해 생애주기 지원의 범위 확장에
대해 연구개발 중
- 미국 AFRL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 공군의 업무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및 디지털 쓰레드 기술을 개발
- 독일 지멘스
· 항공 및 방위 산업에서 제품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디지털 쓰레드 기술 개발
[성숙도 및 평가지표]
¡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표준) 국내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 응용 도메인별로 개별적 기능
요구사항에 따른 발전모델이 제시되고 이에 따라 연합․협업을 고려하지 않음. 디지털 트윈의
연계 및 통합 운영을 위한 표준화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성숙도 표준기반의 기술개발과
도메인별 평가지표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
- 성숙도 및 평가지표는 직접적인 기술개발과는 관련이 없고, 단계별 발전전략을 위한 성숙도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표준화 현황에서 설명함
[연합 및 협업]
¡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여러 도메인이 포함된 스마트시티 내 디지털 트윈
객체들에 대한 3D 가시화를 통해 도시 계획은 물론 교통, 환경, 제조 등 다양한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으로 활용 중
- 다쏘시스템 (프랑스)
· 단일 플랫폼 기반의 “3D익스피리언스 트윈(3DEXPERIENCE Twin)”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제품, 시스템, 시설 또는 환경을 표현하며, 제품의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동적 3D 모델로 제품과 프로세스, 공장/설비, 운영 시뮬레이션을 제공
- GE(미국)
· 2016년 GE는 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분석 수집하고 사물인터넷으로 연결해
GE가 제조·판매하는 모든 장비에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고,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여 가상 모니터링·컨트롤 등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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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YS (미국)
· 단일 워크플로 안에서 시뮬레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검증, 배치할 수 있는 “앤시스
트윈 빌더(ANSYS Twin Builder)”를 탑재하여 엔지니어가 물리적 제품의 디지털 트윈을
빠르게 구축, 검증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
- SIEMENS (독일)
· 공장 자동화 IoT 플랫폼인 마인드스피어를 구축하여 공장 내 각 설비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공장의 설비를 실시간으로 디지털 트윈과 연결하여 피드백
¡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 모델) 이종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토폴로지,
데이터 모델 및 연동 기능 관계 모델에 대한 연구 수행 중
- Unity
· 실제의 물리적 상황(충돌, 광원 등)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할 수 있고, 다양한 3D 파일 포맷을
지원하여 통합 운영 가능
- SIEMENS (독일)
· SIEMENS는 Mindsphere 분석 플랫폼을 에너지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작업을
2017년부터 진행 중임. 또한, 2018년 10월 소프트웨어 업체 Electrocon International Inc.
인수를 통해 전력망 시뮬레이션 기술을 확보
- MHPS (Mitsubishi Hitachi Power Systems Americas) (일본, 미국)
· 앱 수준의 Tomoni를 개발, 자사의 복합화력 발전소에 대한 원격 감시 서비스에 적용하였으며,
에머슨(Emerson)과 디지털 기술,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공동 개발함으로써 성능 및 신뢰성
최적화, 예측 및 AI 주도 유지보수 전략 실현, 운영 의사 결정을 자동화
· MHPS-TOMONI™ 디지털 솔루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적응형 제어 및 실행 가능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발전소 성능을 최적화하고 신뢰성을 개선
- Emerson (미국)
· Emerson의 Ovation 디지털 트윈 기술은 실제 시스템에 적용되기 전에 위험이 없는 환경에서
새로운 운영 방식을 실시간으로 심화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나란히 실행되는 제어 시스템과
고충실도 시뮬레이션을 통합
· 가상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는 플랜트 제어 시스템을 정확히 복제하고,
가상 컨트롤러에 내장된 Ovation 기반 모델은 별도의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복잡성을 제거
¡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개별 디지털 트윈 내의 가상 개체를 식별하고 있으나,
디지털 트윈간 연합을 위한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논의 수준
- Microsoft(미국)
· 2020년 Microsoft는 Azure Digital Twins를 출시하였으며, 각 디지털 트윈을 구분하기 위
한 식별체계와 디지털 트윈간 관계에 대한 식별체계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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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디지털 트윈 분과 중점 표준화 항목 중, IPR 현황분석이 필요한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 모델 및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을
대상으로 함
- (분석 범위) Keywert 특허검색 DB를 이용하여, 한미일, 유럽, 국제(PCT)에 출원/공개(등록)된
특허들을 대상으로, 검색구간은 2001.01.01. 이후의 공개 및 등록되어 검색되는 특허로
한정하였음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1.01.01. 이후 공개된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를 분석대상으로 한 본 IPR
분석에서는 미공개 데이터가 존재하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출원된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들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01.0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WO

- (검색식)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 모델,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기술에 포함된 표준화 항목별 핵심 키워드들의 유사/동의어 조합을 통해
특허검색식을 작성하여 분석을 진행함
- (노이즈 제거) 검색식을 통해 검색된 특허 모집단에 대하여, 디지털 트윈 기술 관련성, IPC 분류
확인 및 중복제거를 통해 데이터 필터링을 진행하여 특허 검색 노이즈를 제거하고 유효특허를
선정함
<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동기화, 물리객체,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정적요소,

가상객체 간 상태

동적요소, 상호반영, 센서

동기화 기술 표준

인터페이스, 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20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검색식
(디지털 트윈* OR ((디지털* OR 디지탈* OR digital* OR
digit*) a/1 (트윈* OR twin* OR transform* OR
트랜스포메이션* OR 트랜스포매이션*)) OR CPS* OR
씨피에스* OR ((사이버* OR cyber* OR 가상*) A/2 (물리*
OR physic*)) OR ((모델링* OR model* OR 모델*) A/2
(시뮬* OR simul*))) AND (동기화* OR synchroniz* OR

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검색식
싱크* OR 실시간* OR ((real* OR 리얼*) A/1 (time* OR
타임*)) OR 상호* OR 쌍방* OR 양방* OR 서로* OR
Mutual* OR bilateral OR interact*) AND (센서* OR 감지*
OR 액추에이터* OR 액츄에이터* OR sensor* OR
actuator* OR 객체* OR 공간* OR 스페이스* OR 행동*
OR behavior* OR object* OR space* OR 장소* OR place*
OR 위치* OR locat*)

디지털 쓰레드, 생애주기,
디지털 쓰레드

전주기, 제품수명주기,

프레임워크 표준

데이터 통신, 데이터
인터페이스, 동기화, 추적

(디지털 트윈* OR ((디지털* OR 디지탈* OR digital* OR
digit*) a/1 (트윈* OR twin* OR transform* OR
트랜스포메이션* OR 트랜스포매이션*)) OR CPS* OR
씨피에스* OR ((사이버* OR cyber* OR 가상*) A/2 (물리*
OR physic*)) OR ((모델링* OR model* OR 모델*) A/2
(시뮬* OR simul*))) AND (쓰레드* OR thread* OR 스레드*
OR 스래드* OR 생애* OR 주기* OR 전주기* OR 수명*
OR 사이클* OR cycle* OR period* OR life* OR (life* a/2
(time* OR cycle*)) OR 기간* OR term*) AND (((데이터*
OR data*) a/2 (통신* OR communic*)) OR 인터페이스*
OR 인터패이스* OR interface* OR 동기화* OR
synchroniz* OR 싱크* OR 추적* OR 트래킹* OR
트레이스* OR 추격* OR track* OR trace* OR 모니터링*
OR mornitor* OR 최적화* OR optimiz*)

이종 도메인, 연합, 협동,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데이터 모델, 데이터
인터페이스,
연동 요구사항

(디지털 트윈* OR ((디지털* OR 디지탈* OR digital* OR
digit*) a/1 (트윈* OR twin* OR transform* OR
트랜스포메이션* OR 트랜스포매이션*)) OR CPS* OR
씨피에스* OR ((사이버* OR cyber* OR 가상*) A/2 (물리*
OR physic*)) OR ((모델링* OR model* OR 모델*) A/2
(시뮬* OR simul*))) AND (이종* OR 헤테로* OR
다이버시티* OR 상이* OR 다른* OR 다양* OR different*
OR various* or variety* OR hetero*) and (연합* OR 협업*
OR 연동* OR 연계* OR 상호* OR 얼라이언스* OR 쌍방*
OR 양방* OR 페더레* OR peristalsis* OR interact* OR
reorganiz* OR federat* OR allianc* OR collabor* OR
ensemble* OR orchestra*) AND (시나리오* OR
인터페이스* OR 요구사항* OR 사양* OR 토폴로지* OR
scenario* OR interface* OR requirement* OR spec* OR
topology* OR ((유스* OR 유스* OR 사용* use*) A/1
(케이스* OR case*)))

연동 기능 관계 모델
디지털 트윈 연합

연동 유스케이스

참조 모델

상호운용성
연합 서비스, 기능

(디지털 트윈* OR ((디지털* OR 디지탈* OR digital* OR
digit*) a/1 (트윈* OR twin* OR transform* OR
트랜스포메이션* OR 트랜스포매이션*)) OR CPS* OR
씨피에스* OR ((사이버* OR cyber* OR 가상*) A/2 (물리*
OR physic*)) OR ((모델링* OR model* OR 모델*) A/2
(시뮬* OR simul*))) AND (이종* OR 헤테로* OR
다이버시티* OR 상이* OR 다른* OR 다양* OR different*
OR various* or variety* OR hetero*) and (연합* OR 협업*
OR 연동* OR 연계* OR 상호* OR 얼라이언스* OR 쌍방*
OR 양방* OR 페더레* OR peristalsis* OR interact* OR
reorganiz* OR federat* OR allianc* OR collabo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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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검색식
ensemble* OR orchestra*) AND (분산* OR 집중* OR
혼합* OR 참조* OR 복합* OR complex* OR Distribut* OR
Concentrat* OR Mix* OR Reference* OR 기능* OR
function*)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객체 정의, 분류 체계,
식별체계, 식별자 해석,
인스턴스, 관리, 다중
도메인

(디지털 트윈* OR ((디지털* OR 디지탈* OR digital* OR
digit*) a/1 (트윈* OR twin* OR transform* OR
트랜스포메이션* OR 트랜스포매이션*)) OR CPS* OR
씨피에스* OR ((사이버* OR cyber* OR 가상*) A/2 (물리*
OR physic*)) OR ((모델링* OR model* OR 모델*) A/2
(시뮬* OR simul*))) AND (이종* OR 헤테로* OR
다이버시티* OR 상이* OR 다른* OR 다양* OR different*
OR various* or variety* OR hetero*) and (연합* OR 협업*
OR 연동* OR 연계* OR 상호* OR 얼라이언스* OR 쌍방*
OR 양방* OR 페더레* OR peristalsis* OR interact* OR
reorganiz* OR federat* OR allianc* OR collabor* OR
ensemble* OR orchestra*) AND (식별* OR 분류* OR
관리* OR 해석* OR 구분* OR 정의* OR 할당* OR Identif*
OR Classif* OR Manage* OR Interpretat* OR Distinguish*
OR Definit* OR Assign*)

¡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 발행국별 출원연도별 동향

<디지털 트윈 분야 연도별 동향>
- 디지털 트윈 분야 IPR 분석대상 표준화 항목 전체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연도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2011년부터 급격하게 출원건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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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발행국별 연도별 동향>

년도

EP

JP

KR

US

WO

총합계

2001

0

9

2

12

0

23

2002

10

11

0

22

6

49

2003

8

20

6

27

5

66

2004

5

10

5

44

9

73

2005

8

13

3

40

10

74

2006

10

15

7

34

7

73

2007

10

12

10

33

2

67

2008

12

12

12

42

6

84

2009

3

23

12

30

2

70

2010

12

9

13

34

3

71

2011

19

19

19

42

6

105

2012

20

10

8

49

10

97

2013

34

19

13

37

7

110

2014

23

21

26

46

10

126

2015

26

16

18

54

10

124

2016

23

9

31

65

15

143

2017

32

16

28

63

25

164

2018

26

30

28

62

26

172

2019

23

3

23

66

21

136

2020

6

6

11

42

32

97

2021

0

2

1

6

0

9

총합계

310

285

276

850

212

1,933

-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출원에서, 미국특허(US) 및 유럽(EP)(공개 및 등록특허 포함)이 각각
850건(44%), 310건(16%)으로 많은 출원량을 보임
-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US)의 경우 지속적으로 출원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한국(KR), 일본(JP), 유럽(EP), 국제(WO)의 경우 일정 수준의 출원량을 보이다가
2011년도에 소폭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각국에서의 출원량이 상승하는 이유는, 2016년 전략 기술로
디지털 트윈이 소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기술적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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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분석 항목 연도별 출원 동향
<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분석 항목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합계

2001

9

8

3

2

1

23

2002

24

10

4

2

9

49

2003

39

9

6

7

5

66

2004

32

21

8

7

5

73

2005

40

14

8

6

6

74

2006

33

23

7

5

5

73

2007

39

18

3

3

4

67

2008

42

18

8

8

8

84

2009

29

24

4

7

6

70

2010

43

14

5

5

4

71

2011

71

18

6

5

5

105

2012

53

27

5

7

5

97

2013

52

31

9

10

8

110

2014

55

42

9

9

11

126

2015

54

43

8

9

10

124

2016

78

42

9

8

6

143

2017

83

43

13

14

11

164

2018

84

39

16

19

14

172

2019

77

25

10

13

11

136

2020

59

20

5

7

6

97

2021

6

3

0

0

0

9

합계

1,002

492

146

153

140

1,933

특허분석 항목

출원연도

-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분석 항목 중,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이 1,002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 모델,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기술이
각각 492건, 153건, 146건, 140건의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 특허출원의 경우, 각 요소기술 모두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량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 시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성장기에 진입함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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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분석 항목 구간별 역점 분야
<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분석 항목 구간별 특허출원 현황 >
특허분석 항목

구간A
(2011년～2013년)

구간B
(2014년～2016년)

구간C
(2017년～2019년)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152

163

220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70

121

101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20

26

39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 모델

18

27

36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22

26

46

- 특허 출원량이 가장 많은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폭발적인 특허출원이 진행되었음
- 디지털 트윈의 연합과 관련된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 모델,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기술의 역시 2017년에서 2019년 구간에서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디지털 트윈 쓰레드 프레임워크 기술은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진행되었음
¡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분석 항목 특허 발행국별 출원 동향
<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분석 항목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
크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합계

유럽특허(EP)

178

82

19

13

18

310

일본특허(JP)

150

50

20

34

31

285

한국특허(KR)

169

37

20

30

20

276

미국특허(US)

394

264

72

61

59

850

국제특허(WO)

111

59

15

15

12

212

합계

1,002

492

146

153

140

1,933

특허분석 항목
특허발행국

- 특허 발행국별 특허분석 항목별 전체적인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 모델,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기술은 모두 미국에서 특허출원이 가장 많이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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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유럽, 국제, 한국 및 일본 모두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와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기술 순서로 특허출원 건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관련하여, 미국, 유럽 및 국제의 경우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기술에서 특허 출원이 많이 진행되었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기술에서 특허 출원이 많이 진행됨
¡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출원 현황
<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 >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합계

ETRI

5

4

2

1

1

13

한국과학기술원

4

1

2

0

3

10

SIEMENS

3

1

2

2

1

9

주식회사 케이티

3

0

1

1

2

7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

1

1

2

1

7

MICROSOFT

2

1

1

1

1

6

IMMERSION CO

3

0

0

0

0

3

The Boeing Company

3

0

0

0

0

3

Apple

2

0

1

0

0

3

매직 립,
인코포레이티드

2

0

1

0

0

3

합계

27

8

11

7

11

64

특허분석 항목
출원인

- 특허 발행국 한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출원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으로 나타났으며, 2위, 3위, 4위로 한국과학기술원, SIEMENS, 주식회사 케이티 순으로 나타남
- ETRI는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에 가장 많은 특허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기술과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기술에 특허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됨
- 특허 발행국 한국의 상위 다출원 기업들 대부분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에
대부분의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 기업에 해당하는 출원인의 경우, 한국에 특허출원 건수가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아직 한국의 디지털 트윈 관련 시장 규모가 작아 해외 기업의 관심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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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출원 현황
< 디지털 트윈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합계

SIEMENS

27

9

9

8

10

63

MICROSOFT

13

4

3

5

2

27

General Electric
Company

9

15

1

0

0

25

Guangdong University
of Technology

8

8

2

2

2

22

IBM

7

12

1

0

1

21

HITACHI LTD

4

6

0

1

3

14

Dassault Systemes

5

3

0

2

0

10

The Boeing Company

6

3

0

0

0

9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5

1

0

2

1

9

Huawei Technologies
Co. Ltd.

2

3

0

2

2

9

합계

86

64

16

2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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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 특허 발행국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기업은
SIEMENS로 나타났으며, 2위 MICROSOFT, 3위 GE로 나타남
- SIEMENS는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에 가장 높은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와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기술에 많은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SIEMENS는 공장 설비 상태에 대한 실시간 디지털 트윈 연결에 대한 사업화를 진행하여
이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해외에서의 상위 다출원 기업 대부분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과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기술에 대부분의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상위 출원인 중 SIEMENS, Dassault Systemes는 유럽 기업이고, MICROSOFT, IBM,
The Boeing Company는 미국 기업으로, 유럽과 미국 기업에서 디지털 트윈 관련 사업화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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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연도별 특허출원의 경우, 디지털 트윈 관련 특허출원이 년도별 점차적으로 상승하며,
특히, 각 요소기술 모두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량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 시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성장기에 진입함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많은 출원량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과 유럽 기업들이 상위
출원인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디지털 트윈의 세계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특허출원 건수가 미국과 유럽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직 한국이 디지털 트윈 기술의 관심도와 연구개발이 초기단계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 특허 기반의 표준 및 시장 선점을 위해 최근 특허출원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상위 다출원 기업 대부분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과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기술에 대부분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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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3.1%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TC184 SC4

(WG15-Digital Manufacturing) 디지털 트윈 제조 프레임워크를 위한 ISO
23247(Part 1 ～ Part 4) 표준 개발 중

TC184 SC5

(WG13-Equipment behaviour catalogue) 제조설비동작명세서를 규정하는
ISO 16400(Part 1 ～ Part 3) 표준 개발 중

IEC

TC65

(WG24-Asset Administ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s) 자산의
특성과 인터페이스를 명세하는 AAS를 정의하는 IEC 63278-1 표준 개발

JTC 1

SC 41

(WG6-Digital Twin) 디지털 트윈의 유스케이스를 정의하는 ISO/IEC 30172와
개념 및 용어를 정의하는 ISO/IEC 30173 표준 개발 중

SG20

(Q1-Interoperability and interworking of IoT and SC&C applications and
services) 디지털 트윈의 상호연동을 위한 프레임워크 ITU-T Y.DT-interop 표준
개발 중
(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architectural frameworks across
verticals enhanced by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트윈 ITU-T Y.dt-ITS, 지능형 소방 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트윈
ITU-T Y.dt-smartfirefighting, 스마트시티 도시 행정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능
및 요구사항 ITU-T Y.scdt-reqts 및 스마트시티에서 물리적 객체와 디지털
객체의 인터랙션을 정의하는 ITU-T Y.Sup.Interact-P-D-cities 표준 개발 중
(Q7-Evaluation and assessment of Smart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개발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의 개념 및 유스케이스를 정의하는 서플리먼트 ITU-T Y.Sup.DTw-concept
-usecase 표준 개발 중

P2888

(IEEE P2888.1, Sens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 간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
(IEEE P2888.2, Actuat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s)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 간 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표준
(IEEE P2888.3, Orchestration of Digital Synchronization between Cyber
and Physical Worlds)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디지털 사물 정의 및 동기화 표준
(IEEE P2888.4, Architecture for Virtual Reality Disaster Response Training
System with Six degrees of Freedom (6 DoF)) 대형 공간 가상현실 재해대응
훈련시스템 아키텍처

PG1001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도시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구사항을 정의한 TTAK.KO-10.1264-Part 1(개발완료), 참조구조를 정의하는
Part 2(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시스템 – 제2부: 참조구조) 표준 개발 중

PG609

(CPS PG)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제1부 유스케이스(TAK.KO-11.0284-Part1)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2부 요구사항(TTAK.KO-11.0284-Part2)
개발 완료

ISO

국제
(공식)

ITU-T

국제
(사실)

IEEE

TTA
국내

표준화 현황

사물인터넷융합포럼

(디지털 트윈 WG) 디지털 트윈의 개요 및 속성(IoTFS-0212), 디지털 트윈
연합 –제1부: 요구사항(IoTFS-0213), 디지털 트윈 연합 –제2부: 참조모델(IoTFS-0214)
및 IoT 기반 실시간 소방설비 관리시스템 식별체계(IoTFS-0217) 표준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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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디지털 트윈 분야에 대한 표준화의 시작은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공장 등 다양한 융합기술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이 활용됨에 따라 데이터의 동기화, 상호운용성 등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디지털 트윈 분야의 최초 표준화 사례는 2017년 11월 ETRI 주도로 물리적
자산, 공정과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물리적인 사물을 컴퓨터로 표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제조에 적용한 표준인 디지털 트윈 제조 프레임워크 시리즈(ISO 23247: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4건에 대한 개발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 중으로 국제표준으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디지털 트윈 분야를 주제로 한 최초 표준화 사례가 한국이 주도했다는
것은 디지털 트윈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한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큰 의미가 될 것이다.
¡ 디지털 트윈 분야에 대한 민간 분야 단체 표준은 TTA의 CPS PG(PG609)과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산 학 연 관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 TTA CPS PG(PG609)에서 2020년 제정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제1부 유스케이스
표준(TTAK.KO-10.0284-Part1)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제2부:

요구사항

(TTAK,KO-11.0284-Part2)은 디지털 트윈을 제조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 기술, 모델링을 위한
제조 자원의 정의, 서비스,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하였다.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에서는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도시의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구사항을 2020년
제정 완료였으며, 이에 대한 참조구조 표준을 개발 중이다.
¡ 국내 디지털 트윈 관련 포럼으로는 디지털 가상화 포럼과 사물인터넷융합포럼이 있으며, 두
포럼은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실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
- 디지털 가상화 포럼은 가상세계에 투영된 현실세계의 객체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운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반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 사물인터넷융합포럼은 2021년부터 디지털 트윈WG을 신설하여 디지털 트윈 표준 개발을 2021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시티, 에너지, 교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의 개요
및 속성을 정의하고, 디지털 트윈 연동을 위한 요구사항과 참조모델 표준을 개발을 추진 중이다.
[동기화 및 디지털 쓰레드]
¡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현재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제조 관련하여 요구사항과, 유스케이스가 TTA 단체 표준으로 제정되어있으나 디지털 트윈의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은 아직 개발 되지 않음. 향후 디지털 트윈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트윈의 연동/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표준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디지털 트윈간의 상호연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표준의 개발이 필요함
- TTA CPS PG(PG609)
· 디지털 트윈기술을 이용한 제조 관련하여 제 2부 요구사항과 제 1부 유스케이스가 2020년 12월에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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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안전 유도를 위한 주행상황 인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 표준개발을 시작으로
클라우드 연계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표준화도 진행 중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 – 제1 부 요구사항이 2020년12월에 제정됨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1.0284-Part1, 디지털 트읜 기술을 이용한 제조-제1부: 유스케이스

2020

TTAK,KO-11.0284-Part2,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제2부: 요구사항

2020

TTAK.KO-10.1264-Part1,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제1부: 요구사항

2020

TTA PG609

TTA PG1001

¡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디지털 트윈을 위한 동기화 기술의 국내표준은
전무한 상태이나, TTA에서 발간한 디지털 트윈관련 표준에서는 동기화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음
- TTA CPS PG(PG609)

· 제조에서 적용한 디지털 트윈을 유스케이스 표준과 요구사항 표준이 2020년 하반기에
제정되었으며 요구사항 표준에 동기화 기술의 기본이 되는 제조 자원 데이터 수집, 제조
자원 제어 및 제조자원 통신 등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음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 도시에서 적용한 디지털 트윈 요구사항 표준이 2020년 하반기에 제정되었으며, 동기화 기술
관련하여 도시행정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 2021년부터 디지털 트윈WG을 신설하여 디지털 트윈 표준 개발을 2021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사물인터넷융합포럼에서 디지털 트윈의 동기화 표준을 개발할 가능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0284-Part1,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제1부 유스케이스

2020

TTAK.KO-10.0284-Part2,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제2부 요구사항

2020

TTAK.KO-10.1264-Part1,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제1부 요구사항

2020

TTA PG609

TTA PG1001

¡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디지털 쓰레드는 미국을 중심으로 구현 기술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기업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로 제공하고 있고, 관련
표준이 없음. 다양한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수용하여 프레임워크 참조모델로 표준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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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도 및 평가지표]
¡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표준) 현재는 성숙도 및 평가지표 관련 국내표준개발은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ITU-T SG20을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의 연계 및 통합 운영을 위한 성숙도 모델
및 평가지표 표준화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향후 국내표준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함
[연합 및 협업]
¡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이종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합 및 협업 개요 및 절차를
정의하고, 연합을 위한 시스템 기능 구조 및 기능 엔티티별 연합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
개발 진행 중
- TTA CPS PG(PG609)
· 디지털 트윈을 제조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 기술, 모델링을 위한 제조 자원의 정의, 서비스,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을 2020년 제정 완료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도시의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구사항을 2020년 제정 완료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 시티, 에너지, 교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의 개요 및 속성을
정의하고, 디지털 트윈 연동을 위한 요구사항과 참조모델 표준을 개발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1.0284-Part1,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1부: 유스케이스

2020

TTAK.KO-11.0284-Part2,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2부: 요구사항

2020

TTA PG609

IoTFS-0214, 디지털 트윈 연합 - 제2부: 참조모델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진행중
(2022)

IoTFS-0212, 디지털 트윈의 개념 및 속성

2021

IoTFS-0213, 디지털 트윈 연합 - 제1부: 요구사항

2021

¡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 모델) 시티,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참조모델과 이를 위한 인터페이스 토폴로지, 데이터 모델 및 유스케이스를 정의하기
위한 표준 개발 진행 중
- TTA CPS PG(PG609)
· 디지털 트윈을 제조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 기술, 모델링을 위한 제조 자원의 정의, 서비스,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을 2020년 제정 완료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 스마트시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도시의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참조구조 표준을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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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융합포럼
· 시티, 에너지, 교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의 개요 및 속성,
디지털 트윈 연동을 위한 요구사항과 참조모델 표준을 개발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1.0284-Part1,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1부: 유스케이스

2020

TTAK.KO-11.0284-Part2,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2부: 요구사항

2020

TTA PG609

진행중
(2022)

IoTFS-0214, 디지털 트윈 연합 - 제2부: 참조모델
사물인터넷융
IoTFS-0212, 디지털 트윈의 개념 및 속성
합포럼

2021

IoTFS-0213, 디지털 트윈 연합 - 제1부: 요구사항

2021

¡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인터페이스 토폴로지, 데이터 모델 및 유스케이스
등 디지털 트윈의 개요와 속성을 다루는 표준개발과 다양한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간 연합을
위한 요구사항과 표준개발 진행 중이며, 향후 디지털 트윈 연합을 위한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개발이 후속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 TTA CPS PG(PG609)
· 디지털 트윈을 제조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 기술, 모델링을 위한 제조 자원의 정의, 서비스,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을 2020년 제정 완료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 시티, 에너지, 교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의 개요 및 속성,
디지털 트윈 연합을 위한 요구사항과 참조모델 표준을 개발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 PG609

TTAK.KO-11.0284-Part2,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제조 – 제2부: 요구사항

2020

IoTFS-0212, 디지털 트윈의 개요 및 속성

2021

사물인터넷융
IoTFS-0213, 디지털 트윈 연합 - 제1부: 요구사항
합포럼

2021

IoTFS-0214, 디지털 트윈 연동 - 제2부: 참조모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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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디지털 트윈 분야의 국제표준화는 ITU-T, JTC1, ISO 및 IEC 등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다.
ITU-T SG20은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디지털 트윈 적용을 위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JTC1 SC41은 IoT 및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기술 및 응용의 표준화 작업 및 센서 네트워크와 웨어러블 기술을 포함한
국제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 ISO TC184는 자동화 시스템의 정보 시스템, 자동화 및 제어
그리고 통합 기술을 포함하여 국제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 ISO TC184의 분과위원회인 SC 4
(Industrial data)에서는 시스템 간에 필요한 정보의 내용, 의미 및 구조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담당하며, SC 5(Interoperability, integration, and architectures for enterprise systems and
automation applications)는 시스템 및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상호운용성, 통합 및
아키텍처에 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외 IEC 및 IEEE 등에서도 디지털 트윈
관련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 ITU-T SG20을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의 연계 및 통합 운영을 위한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권고안 개발을 위해 스마트 시티를 위한 디지털 트윈의 개념 및 유스케이스를 정의하는
서플리먼트 개발 중이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및 분야별 평가지표
표준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 JTC1 SC41 WG6(Digital Twin)는 디지털 트윈을 다루기 위한 WG6(Digital Twin) 그룹을
2020년 하반기에 신설되었으며, 최근 디지털 트윈 유즈케이스(ISO/IEC TR 30172)와 디지털
트윈 개념과 용어(ISO/IEC 30173) 문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참조구조 및 IoT와 디지털
트윈 유즈케이스 가이던스에 대한 PWI를 진행하고 있다.
- ISO TC184 SC4 WG15(Digital manufacturing)에서는 ETRI의 주도로 개발한 디지털 트윈
제조 프레임워크 시리즈(ISO 23247: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는 물리적
자산, 공정과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물리적인 사물을 컴퓨터로 표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제조에 적용한 표준으로 2021년 하반기 중에 국제표준으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 ISO TC184 SC5 WG13(Equipment behaviour catalogue)에서는 ETRI에서 주도하는

제조

설비동작명세서(Equipment Behaviour Catalogue)를 규정하는 국제표준 ISO 16400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중에 국제표준으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 IEEE2888(Interfacing Cyber and Physical World) WG은 한국의 디지털 가상화 포럼 주도로
2019년 9월에 신설되었으며, WG의 의장 및 부의장을 한국이 맡고 있다. IEEE 2888은 가상객체
정보 수집을 위한 물리 객체인 센서/액추에이터 API를 정의하는 그룹으로 센서 및 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디지털 트윈 시스템 및 CPS 시스템 등에서 물리객체-가상객체간 동기화를 위해
센서/액추에어터 인터페이스 적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 IEC TC65 ISO TC184 JWG21 TF8 Digital Twin and AAS는 스마트제조 참조구조 표준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표준화 작업반으로 JWG21 내에는 스마트 제조와 관련된 다양한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독일의 제안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를 ISO 23247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진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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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및 디지털 쓰레드]
¡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현재 제조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기 위한 4건의 표준이 완성단계에 있고, 향후 디지털 트윈의 확산에 따라 디지털
트윈을 연동 및 융합해야 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디지털 트윈 모델들 간의 연계/협업
등 상호 유기적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를 고려한 디지털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관련 표준의 개발 및 관련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개발이 요구됨
- ISO TC184 SC4 WG15
· 디지털 트윈 개념을 제조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ETRI가 신규 표준화 제안 4건을 제출하여
회원국 투표를 거쳐 2018년 1월에 통과되었고, 제안자 4명이 프로젝트 리더로 임명되면서
시작
· ISO 23247-2에 동기화를 위한 기능요소를 정의하고 있고, WG 15에서는 2020년 10월에 4건
모두 DIS 투표를 통과하였으며, 표준안을 보완하여 2021년 중에 국제 표준으로 발간 완료하는
것을 계획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SO TC184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23247-1,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1 : Overview and
general principles

2021

ISO 23247-2,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2 : Reference
architecture

2021

ISO 23247-3,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3 : Digital
representation of manufacturing elements

2021

ISO 23247-4,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4 : information
exchange

2021

¡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디지털 트윈을 위한 상태 동기화 기술의
국제 표준은 전무한 상태이나, IEEE에서는 가상객체 정보 수집을 위한 센서 및 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ISO, ITU, JTC1 등 주요 국제표준 기구에서 발간한
디지털 트윈관련 표준과 기술문서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위한 물리객체와 가상객체간의
상태 동기화 기술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음
- JTC1 SC41 WG6
· JTC1 SC41에서 디지털 트윈을 다루기 위한 WG6(Digital Twin) 그룹을 2020년 하반기에
신설하여 최근 디지털 트윈 유즈케이스(ISO/IEC TR 30172)와 디지털 트윈 개념과 용어
(ISO/IEC 30173) 문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참조구조 및 IoT와 디지털 트윈 유즈케이스
가이던스에 대한 PWI를 진행하고 있음
- IEEE2888
· IEEE2888(Interfacing Cyber and Physical World) WG는 2019년 9월에 신설되어 가상객체 정보
수집을 위한 물리 객체인 센서/액추에이터 API를 정의하는 그룹이며, 센서 및 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디지털 트윈 시스템 및 CPS 시스템 등에서 물리객체-가상객체간 동기화를 위해
센서/액추에어터 인터페이스 적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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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ISO/IEC TR 30172, Digital twin - Use cases

진행중
(2022)

ISO/IEC 30173, Digital twin - Concepts and terminology

진행중
(2022)

IEEE P2888.3, Standard on Orchestration of Digital Synchronization between
Cyber and Physical World

진행중
(2024)

IEEE P2888.1, Specification of Sens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

진행중
(2023)

IEEE P2888.2, Standard for Actuat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

진행중
(2023)

JTC1

IEEE

완료연도

¡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디지털 쓰레드를 실현하는 다양한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포괄하는 프레임워크 표준은 없는 상태이나, 디지털 트윈 개념이 제조 분야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지원하는 데이터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로 디지털 쓰레드도 제조 분야에서 개발되어
사용되었음. ISO/TC 184/SC 4 (산업데이터)는 제조 분야 데이터 교환을 위해 ISO 10303-242,
MTConnect 등의 기존 표준 기반 디지털 쓰레드를 구성하고 있음
[성숙도 및 평가지표]
¡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표준) ITU-T SG20을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의 연계 및 통합 운영을
위한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권고안 개발을 위해 스마트 시티를 위한 디지털 트윈의 개념
및 유스케이스를 정의하는 서플리먼트 개발 중. 향후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및 분야별 평가지표 표준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TU-T SG20

Y.Sup.DTw-concept-usecase, Concept and use cases of a digital twin in
smart sustainable cities

진행중
(2022)

[연합 및 협업]
¡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디지털 트윈을 시티,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참조모델과 이를 위한 인터페이스 토폴로지, 데이터 모델 및
유스케이스를 정의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 연합 및 협업 표준화 기술로 진화될 것으로 전망
- ISO TC184 SC4 WG15
· 제조 현장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개념 모델과 기능 참조구조, 모델링,
정보교환 등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디지털 트윈 제조 프레임워크 표준 ISO 23247
시리즈가 개발되었으며 2021년 국제 표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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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TC184 AhG Digital Twin
· 디지털 트윈 데이터 구조에 대한 보고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완성된 보고서는 추후 관련
표준화 작업에서 참조될 예정이며, ISO 23247에 바탕을 둔 디지털 트윈 사례, 데이터 모델과
향후 요구되는 표준화 아이템 발굴 포함
- IEC TC65 ISO TC184 JWG21 TF8
· JWG21은 IEC TC65와 ISO TC184가 스마트제조 참조구조 표준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표준화 작업반으로, TF 8(Task Force 8: Digital Twin and AAS)은 독일의 제안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를 ISO 23247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
- JTC1 AG11 및 SC41 WG6
· AG11은 JTC1에서 디지털 트윈 표준화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한 권고 그룹으로, 2020년
10월 디지털 트윈 사례 개발을 위한 NP를 제안하여 통과되었으며, 2020년 하반기 JTC1 총회에서
AG11은 활동을 종료하고, SC41(Internet of Things and related technologies)의 WG6(Digital
Twin)으로 신설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23247-1,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1: Overview and
general principles

2021

ISO 23247-2,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2: Reference
architecture

2021

ISO 23247-3,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3: Digital
representation of manufacturing elements

2021

ISO 23247-4,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4: Information
exchange

2021

ISO TC184

ISO/IEC AWI 30172 Digital Twin – Use cases

진행중
(2023)

ISO/IEC AWI 30173 Digital Twin – Concepts and terminology

진행중
(2023)

Y.DT-interop, Interoper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systems in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진행중
(2025)

Y.dt-ITS,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for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진행중
(2025)

Y.dtf-smartfirefighting,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for
smart firefighting

진행중
(2022)

Y.scdt-reqts,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of a digital twin system for smart
cities

진행중
(2022)

JTC1 SC41

ITU-T S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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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 모델) ITU-T SG20을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디지털 트윈에 대한
표준화가 시작되어 소방 분야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2021년 5월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가 신규 권고안으로 채택되었고, 향후 디지털 트윈 간 연합 및
연동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23247-1,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1: Overview and
general principles

2021

ISO 23247-2,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2: Reference
architecture

2021

ISO 23247-3,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3: Digital
representation of manufacturing elements

2021

ISO 23247-4,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4: Information
exchange

2021

Y.DT-interop, Interoper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systems in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진행중
(2025)

Y.xxx-xxxx,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for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진행중
(2025)

Y.dtf-smartfirefighting,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for smart firefighting

진행중
(2022)

Y.scdt-reqts,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of a digital twin system for smart
cities

진행중
(2022)

ISO TC 184

ITU-T SG20

¡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특정 도메인에 대한 디지털 트윈의 요구사항을

다루는 표준들이 주로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기술
개발이 후속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 ISO TC184 SC4
· 제조 현장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개념 모델과 기능 참조구조,
모델링, 정보교환 등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디지털 트윈 제조 프레임워크 표준
ISO 23247 시리즈가 개발되었으며 2021년 국제 표준 승인
- ITU-T SG20
· 도시에서 적용 가능한 소방과 교통에 대한 디지털 트윈 요구사항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디지털 트윈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연구와 디지털 트윈간
연동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음
- JTC1 SC41
· JTC1 SC41에서 디지털 트윈을 다루기 위한 WG6(Digital Twin) 그룹을 2020년 하반기에
신설하여 최근 디지털 트윈 유즈케이스(ISO/IEC TR 30172)와 디지털 트윈 개념과
용어(ISO/IEC 30173) 문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참조구조 및 IoT와 디지털 트윈
유즈케이스 가이던스에 대한 PWI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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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23247-1,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1: Overview
and general principles

2021

ISO 23247-2,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2: Reference
architecture

2021

ISO 23247-3,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3: Digital
representation of manufacturing elements

2021

ISO 23247-4,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 Part 4: Information
exchange

2021

Y.DT-interop, Interoper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systems in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진행중
(2025)

Y.xxx-xxxx,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for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진행중
(2025)

Y.dtf-smartfirefighting,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for smart firefighting

진행중
(2022)

Y.scdt-reqts,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of a digital twin system for smart
cities

진행중
(2022)

ISO/IEC TR 30172, Digital twin - Use cases

진행중
(2022)

ISO/IEC 30173, Digital twin - Concepts and terminology

진행중
(2022)

ISO TC 184

ITU-T SG20

J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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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 Eclipse Ditto
- Ditto는 가상의 클라우드 기반 사물의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한 Eclipse의 사물인터넷 기술
- 개별 장치의 추상화에 사용되는 API를 제공, 디지털 트윈을 위한 상태 관리, 메타 데이터 및
상태 데이터 검색 기능 제공, 디지털 트윈 세트 검색 및 선택을 지원
· Homepage: https://www.eclipse.org/ditto/
· Open Source: https://github.com/eclipse/ditto

<Eclipse Ditto>

¡ Open Manufacturing Platform
- OMP(Open Manufacturing Platform)는 Microsoft와 BMW가 2019년에 설립하고, Bosch, ZF
및 AB InBev는 2020년 초에 합류한 공동개발 재단 프로젝트
- 포괄적 의미 데이터 균질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통 의미를 적용하고, 컨텍스트
정보와 함께 제조 데이터를 전달함으로써 제조 도메인의 이기종 데이터를 공유, 결합 및 재사용
필요성을 해결
· Homepage: https://open-manufacturing.org/
· https://github.com/OpenManufacturingPlatform

<Open Manufactur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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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strial Digital Twin Association
- IDTA(Industrial Digital Twin Association)는 유럽 기계 공학 산업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 조직인
VDMA(Verband Deutscher Maschinen und Anlagenbau)와 독일 전기 및 전자 제조업체 협회인
ZVEI(Zentralverband Elektrotechnik und Elektronikindustrie)에서 2020년 9월에 설립
- IDTA는 오픈 소스 개발 모델을 활용하여 엔터프라이즈를 준비하고 Industrie 4.0의 산업용
디지털 트윈을 위해 IDTA 산하의 여러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관련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제공
· admin-shell-io(https://github.com/admin-shell-io): 이 프로젝트는 AAS 패키지 탐색기, AAS
서버, AAS 사양, Schemata 등 GUI 기반 개방형 편집기를 제공
· BaSyx(https://projects.eclipse.org/projects/technology.basyx): 이 프로젝트는 AAS의 SDK를
제공
· PyI40AAS(https://git.rwth-aachen.de/acplt/pyi40aas): 이 프로젝트는 AAS를 조작하고
검증하기 위한 Python 모듈을 제공
· SAP AAS 서비스(https://github.com/SAP/i40-aas): 이 프로젝트는 RAMI 4.0 참조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Docker 이미지 기반 시스템을 제공
· NOVAAS(https://gitlab.com/gidouninova/novaas): 이 프로젝트는 JavaScript 및 LCDP
(Low-code Development Platform) Node-Red를 사용하여 AAS 개념의 구현을 제공

<Industrial Digital Twin Association>

¡ GAIA-X
- GAIA-X는 2020년에 설립되어 유럽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개발을 목표로 하는
유럽 프로젝트. 상호운용성, 투명성 및 개방성이 핵심 요소
- 디지털 트윈은 회사 국경을 넘어 데이터 교환 역할을 할 것으로, 개방형 표준과 산업 데이터
공간(IDS) 내에서 개발된 것과 같은 개방형 소스 파생물은 GAIA-X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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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MII
- CESMII는 청정에너지 및 스마트제조 혁신연구소로 2016년에 설립되었으며, 2021년 1월
CESMII와 IIC는 산업용 IoT 기술, 인프라 및 솔루션의 개발, 채택 및 수익화를 가속화하여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조업체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가치 제공하기로 합의
- 협업과 표준화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실현하여 디지털 트윈 영역의 스마트제조 프로파일을 위한
OPC UA 정보 모델 직렬화를 선택
- CESMII는 OPC Foundation과 함께 UA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서 작업하여 전 세계적으로
호스팅되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개방형 데이터 모델을 제공하는 것. 이러한 데이터
모델은 디지털 트윈 구현에서 사용
· CESMII의 스마트제조 프로필: https://github.com/cesmii

<CESMII>

¡ iTwin.js
- Bentley Systems는 현실 모델링을 위한 ContextCapture와 모델 정보 공유를 위한 iModelHub를
포함하여 Bentley가 iTwin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트윈을 뒷받침할 몇 가지 핵심 기술을
오픈소스로 발표함
- Bentley는 iModel.js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개발하기 위해 Bentley 리소스를 투입함
- Bentley는 오픈소스 지리 공간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선도적인 도로 및 철도 자산 관리 시스템인
AssetWise ALIM(Lifecycle Information Management) 솔루션을 위한 새로운 프런트 엔드를
개발하였으며, 또한 AGI와 협력하여 오픈소스 Cesium 프로젝트를 지원함
- iTwin 서비스: https://www.itwinjs.org/
- iModel.js 오픈소스: https://github.com/imodeljs/imodeljs

<Bentaly Systems의 iTwin.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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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Twin Consortium (DTC)
- 디지털 트윈 컨소시엄(DTC)은 디지털 트윈 지원 기술 및 솔루션의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한 오픈
소스 협업 커뮤니티를 발표하였음. 컨소시엄 회원과 비회원은 오픈소스 프로젝트, 코드 및
자료에 대해 협력하고 DTC 생태계의 일부가 될 수 있음
- 새로운 오픈 소스 협업 커뮤니티에 기여하기 위해 DTC 기술 자문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프로젝트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승인되면 기여자는 프로젝트 또는 관련 콘텐츠를 DTC Open-Source
Collaboration GitHub 사이트에 업로드함
- DTC Open Source: https://www.digitaltwinconsortium.org/initiatives/open-source.htm

<Digital Twin Consortium의 Ope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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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국내역량요인

약 점 요 인 (W)

- 산업현장의 안전과 생산성 증진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시장이 성장 중
시
시 - 국내 시장 규모의 한계
- 한국형 뉴딜정책에 맞춰 국토
장
장 - 비표준기술 기반의 시장 확대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다양
한 사업이 진행 중
- 디지털 트윈의 확대를 위한 5G

기
기술
술 - 원천기술 연구 투자 확대

기 - 단일 응용을 위한 기술 표준
술 - 비표준 기반의 기술 개발
- 국제 표준화 주도 전문가 및

국외환경요인

표 - 디지털 제조를 위한 표준화 경험 표
지속성 부족
준 - 국제 표준 기여도/영향력 증대 준 - 제조 분야 외 응용 도메인의
표준화 미흡

【SO전략】
【WO전략】
- 디지털 트윈 시장 활성화
시
- 제조 부분의 디지털 트윈
장
상용화 서비스
- (시장) 국내 디지털 트윈 기술의 - (시장) 정부 주도의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적용·검증을 통한 조기 시범 사업 추진 및 핵심기술 확보
- 모델링, 시뮬레이션 및 예지 상용화 및 시장 선도
가능한 기술 분야의 정책 추진
- (기술) 디지털 트윈 기술 연구와 기존 - (기술)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유기적
기 기 보전 기술 상용화
회 술 - 에너지, 도시, 환경 등 다양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ICT 노하우를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산학관연의
응용 도메인에 적용하기 위한 통해 거대 시장의 요구사항을 적극 협력을 통한 국제 표준화 참여
요
기술 개발 전개
- (표준) 경쟁력이 미흡한 기술분야
적으로 반영
인
- (표준) 국내에서 우위를 점하는 육성책 마련(기술개발 투자 확대
(O)
- 제조 부분의 표준를 바탕으로 표준화 분야 및 표준화 기구의 및 관련분야 시험 서비스 실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적극 활용을 통한 표준 선점분야 - (기타)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한
표 표준화 시작
디지털 트윈 원천기술 및 표준
확대
준 - 다수의 국제공식표준화 기구를
IPR 획득 가능 분야에의 집중
포함하여 사실표준화 기구에서
디지털 트윈 표준의 관심 증대

【WT전략】
- 거대 사업자의 영향력을 통한 【ST전략】
시 시장 독과점 우려
장 - 과다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로 - (시장) 국내 강점분야인 ICT 통신 - (시장) 국내에서 디지털 트윈 시범
수익성 악화

기술 및 서비스 분야를 중점 개발

하여 국제표준특허 확보하여 시장
위
방어
협
기 - 주요 기술에 대한 경쟁 격화 - (기술)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요
술 - 외국기업의 핵심 원천기술 선점
디지털 트윈 원천기술 개발을 유도
인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용 기술 (T)
개발을 통한 디지털 트윈 시범

표
준

서비스를 통하여 국내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에 대한 시장 수요 증가
확대
(기술) 해외 공동 개발 확대를 통한
선진기술 공유
(표준) 표준 주도세력과 기술 교류를
통한 디지털 트윈 표준 전문가 양성

서비스 적용
- 기술 지배적 기업의 표준화
(표준)
국제표준화 주도를 통한 표준
참여에 의한 표준화 주도권
IPR
확보로
외국 기업의 특허 공격
경쟁
으로부터 국내 중소기업 보호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국제 표준화 주도 전문가의 지속성이 부족하며, 제조 분야를 제외한 응용 분야에서의 표준화 참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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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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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JTC1 SC41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현대제철,
부품DB,
신성이엔지,
녹원정보기술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스테툴스, NIST, 보잉, 록히드마틴 (스웨덴) 샌
기업
드빅, KTH (프랑스) 에어버스 (중국) 화웨이

표준화
단계

국내

TTA
CPS PG/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플랫폼 PG,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미국) 스텝툴스/NIST/보잉/록히드마틴, (스웨덴) 샌드빅/
선도국가/
표준
KTH, (프랑스) 에어버스, (중국) 화웨이, (한국) ETRI/현
기업
수준
대제철/부품DB/신성이엔지/녹원정보기술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디지털 트윈 동기화 표준은 아니지만, 디지털 트윈 관련 국내 표준이 이미 2건 개발되어 있고, 국제
표준이 2021년에 4건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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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표준 개발
- 디지털 트윈 동기화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개발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ISO TC184 SC4 WG15에서
물리객체와 가상객체간의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과제 제안 및 채택 추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과제 제안후 해당과제의 에디터를
수임하여 채택까지 활동함

<표준화 계획>
-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능 요구사항 표준 개발
- 디지털 트윈 동기화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 개발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CPS PG(PG609)에서 물리객체와 가상객체간의 동기화
기능요구사항 국내단체표준 개발 추진
- (표준화 포럼 활동) 사물인터넷융합포럼에서 물리객체와 가상객체간의 동기화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국내단체표준 개발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물리객체와 가상객체간의 동기화 기능 관련 특허는 현재 많지 않고, 디지털
트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술이므로, 표준기반의 특허 확보 전략이 요구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디지털 동기화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동기화 기능을 정의하고 이를 국내특허로 선출원후
국제표준특허에 반영하는 전략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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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병행)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JTC1 SC41,
IEEE 2888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KAIST,
현대제철,
건국대학교,
명지대학교,
KET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CPS PG/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플랫폼 PG,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미국) GE/PTC, (독일) 지멘스/SAP,
(프랑스) 다쏘시스템, (일본) MH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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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현대제철, 건국대학교,
명지대학교, KETI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물리객체와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을 디지털 트윈의 기본 기술이고, 다양한 디지털 트윈 제품
및 솔루션에서 물리객체와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나, 모두 비표준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EEE 2888에서 가상객체 정보 수집을 위한 센서 및 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표준과
디지털 트윈시스템, CPS 등의 물리객체와 가상객체 동기화를 위한 센서/액추에어터 인터페이스 적용
가이드라인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물리객체와 가상객체간 상태 동기화를 위한 기술 구조 및 연동
인터페이스 표준화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일부 기술에 대한 표준이 개발되고 있어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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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IEEE 2888에서 국내 참여기업/기관/학계 참여로 가상객체 정보 수집을 위한 센서/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표준과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서 적용 가능한 물리객체와 가상객체 동기화를
위해 센서/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적용 가이드라인 표준 개발 (‘19년 ～ ’24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 JTC1 SC41에서 TTA 및 사물인터넷융포럼의 참여로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를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구조 및 인터페이스 표준과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를
위한 프로토콜 표준 개발 (‘22년 ～ ’25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를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구조 및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 과제
제안 및 채택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국내 주도로 IEEE 2888에서
가상객체 정보 수집을 위한 센서/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표준과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서
적용 가능한 물리객체와 가상객체 동기화를 위해 센서/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적용 가이드
라인 표준화가 진행 중이므로, 국내 기술에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표준
화 활동 추진
<표준화 계획>
- TTA CPS PG(PG609)를 통해 다양한 응용/서비스 분야에서 상태 동기화 표준기술 적용을
통한 국내 고유 표준 개발 (‘21년 ～ ’24년)
- IoT융합포럼의 디지털 트윈 WG에서 기술 및 표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표준화 이슈
발굴, 포럼 표준화를 추진하고, TTA 단체 표준화 추진 (‘21년 ～ ’24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활동)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서비스
분에서의 동기화 기술 적용하여 응용/서비스별 동기화 기술 표준화 추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디지털 트윈 상태 동기화 표준기반으로 연구개발 추진하여
표준 검증 및 구현 가능한 기술의 표준개발을 위해 연구개발/표준화 과제간의 선순환 연계
및 협력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 물리객체와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관련 특허가 많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모두 비표준
기반의 동기화 기술이며, 물리 객체와 가상 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표준 기반의 상태 동기화 기술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적극적인 기고 전략을
통하여 표준화 진행 방향에 따라 표준특허 확보 전략이 요구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물리객체와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표준기술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상태 동기화
기술은 디지털 트윈에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개발 바탕으로 표준화 추진이 필요하여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병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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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CPS PG,
IoT융합포럼

국제

JTC1 SC41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KETI,
KAIST,
현대제철,
유노믹 등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NIST, (미국) 로크웰, (독일) 지멘스

기술
수준

7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NIST, (미국) 보잉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디지털 쓰레드는 기업들의 자체적 솔루션으로 구현 기술 상태로 개발되어 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아직 표준 모델화의 단계로 들지는 못 했고, 디지털 트윈 제조를 다루고 있는 ISO/TC 184/SC 4에서
표준화 필요성 제기가 있는 상태이므로 ISO 23247 디지털 트윈 제조 표준화 주도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공략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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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JTC1 SC41은 디지털 트윈 기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국제표준화를 SC 41을 기반으로 추진하며, 개념 및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프레임워크 표준화
- ITU-T SG20에서 개발되는 디지털 트윈 성숙도, 디지털 트윈 연합 표준화 내용을 연계하여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 설계
- IEEE 2888에서 데이터 동기화 표준화가 진행 중이므로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에 반영 필요
- ISO TC184 SC4는 제조 분야에 대한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 및 디지털 쓰레드
표준화 시도가 있으므로 연계하여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에 반영 필요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디지털 쓰레드는 다양한 구현 사례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공통적 관점을 끌어내어 표준화를 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개념화, 기능화, 구조화 등의 단계적 과정으로 기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현장 적용 과정과 함께 표준화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IEEE P2888 작업반에서 데이터
동기화 표준화가 진행 중이므로 디지털 쓰레드 프레임워크에 반영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CPS PG(PG609)를 통해 디지털 쓰레드에 대한 개념화, 요구사항 분석 및 관련 기술
표준화를 추진
- IoT융합포럼의 디지털 트윈 WG에서 기술 및 표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표준화 이슈
발굴, 포럼 표준화를 추진하고, TTA 단체표준화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CPS와 디지털 트윈은 같은 개념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
에 디지털 트윈 단체표준화는 TTA CPS PG(PG609)에서 추진할 수 있으며, CPS 관련 표
준화 내용들과 연계하여 디지털 쓰레드 개념화 및 기술 프레임워크 표준화 추진
-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TTA의 디지털 트윈 표준 전략맵을 바탕으로 중장기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 기술, 표준화 동향을 바탕으로 지속적 보완 추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디지털 트윈 기술개발 및 표준화 과제들이 속속 착수되고
있으므로 진행 중 또는 향후 추진될 연구개발/표준화 과제들 간의 선순환 연계 및 협력
활동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제품의 생애주기
동안에 상태 정보의 생성, 변화, 흐름, 연계, 종료 과정을 다루어야 하므로 특허 창출이
가능하며, 특허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화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디지털 쓰레드는 제품에 대한 생애주기 동안의 일관적 상태 유지관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산업분야별 제품 특성에 따라 생애주기 관리 목표와 목적,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산업분야별 디지털 쓰레드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공통적 기능 속성을 바탕으로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특허 내용을 반영

SOC 디지털화 Part.2 _ 디지털 트윈 235

(차세대공략 | 선행)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CPS PG,
사물인터넷융
합포럼

국제

ITU-T SG20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가트너, IET, At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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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ST, 보잉 (한국) ETRI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ITU-T SG20 및 ISO TC184 SC4와 JTC1 SC41 등에서 디지털 트윈 개념, 요구사항, 구조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도메인별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상호연동을 위해 단계별 진화방안을
제시하고 성숙도를 평가하는 성숙도 모델 표준화는 도메인별 디지털 트윈 표준화가 일정 단계에
다다랐을 때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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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기업/기관/학계가 참여하여 국내단체표준을 제정 (’21년 ～ ’22년)
- 제정된 국내단체표준을 바탕으로 ‘22년도에 ITU-T SG20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22년)
- ITU-T SG20에서 국제표준개발 (’22년 ～ ’24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디지털 트윈의 단계별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성숙도 모델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 과제 제안 및 채택

<표준화 계획>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디지털 트윈 WG에서 기업/기관/학계의 참여로 단체 표준을 제정
(’21년 ～ ’22년)
- ITU-T에서 국제 표준으로 제정된 후 TTA 영문표준으로 수용
<대응방안>
- (표준화포럼활동) 사물인터넷융합포럼에서 국내 단체 표준 개발
- (국제표준준용) ITU-T 국제 표준을 TTA 영문표준으로 수용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 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전략)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되는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실시 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전략이 요구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은 현재 기술 기획 단계에 있으므로, 디지털 트윈이 적용되는
제조, 에너지, 도시, 헬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시 예를 구성하고 이를 표준특허에
반영하는 전략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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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선행)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요구사항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CPS PG,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국제

ITU-T SG20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LG
CNS, KETI,
한국MS, LH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GE, ANSYS, NIST, 보잉 (프랑
기업
스) 다쏘시스템 (독일) SIEMENS

표준화
단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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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ETRI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ITU-T SG20 등에서 디지털 트윈 개념, 요구사항, 구조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도메인별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기능이 상호연동을 위한 4단계에 이르렀을 때 표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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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기업/기관/학계가 참여하여 국내단체표준을 제정 (’21년 ～ ’22년)
- 제정된 국내단체표준을 바탕으로 ‘22년도에 ITU-T SG20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22년)
- ITU-T SG20에서 국제표준개발 (’22년 ～ ’24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디지털 트윈의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모델 및 데이터 모델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 과제 제안 및 채택

<표준화 계획>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디지털 트윈 WG에서 기업/기관/학계의 참여로 단체표준을 제정
(’21년 ～ ’22년)
- ITU-T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후 TTA 영문표준으로 수용
<대응방안>
- (표준화포럼활동) 사물인터넷융합포럼에서 국내단체표준 개발
- (국제표준준용) ITU-T 국제표준을 TTA 영문표준으로 수용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되는 디지털 트윈 연합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이 요구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은 현재 기술 기획 단계에 있으므로, 디지털 트윈이 적용되는 제조,
에너지, 도시,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트윈 연합 서비스 사례를 구성하고 이를
표준 특허에 반영하는 전략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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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선행)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CPS PG,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국제

ITU-T SG20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LG
CNS, KETI,
한국MS, LH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GE, ANSYS, NIST, 보잉
(프랑스) 다쏘시스템 (독일) SIE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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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ETRI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ITU-T SG20 등에서 디지털 트윈 개념, 요구사항, 구조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도메인별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기능이 상호연동을 위한 4단계에 이르렀을 때 디지털 트윈 연합
관련 표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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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기업/기관/학계가 참여하여 국내단체표준을 제정 (’21년 ～ ’22년)
- 제정된 국내단체표준을 바탕으로 ‘22년도에 ITU-T SG20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22년)
- ITU-T SG20에서 국제표준개발 (’22년 ～ ’24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디지털 트윈의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모델 및 데이터 모델을 포함한 참조모델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 과제
제안 및 채택

<표준화 계획>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디지털 트윈 WG에서 기업/기관/학계의 참여로 단체표준을 제정
(’21년 ～ ’22년)
- ITU-T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후 TTA 영문표준으로 수용
<대응방안>
- (표준화포럼활동) 사물인터넷융합포럼에서 국내단체표준 개발
- (국제표준준용) ITU-T 국제표준을 TTA 영문표준으로 수용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되는 디지털 트윈 연합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이 요구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은 현재 기술 기획 단계에 있으므로, 디지털 트윈이 적용되는 제조,
에너지, 도시,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트윈 연합을 위한 방법 및 서비스 사례를
구성하고 이를 표준 특허에 반영하는 전략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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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선행)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CPS PG,
사물인터넷융합
포럼

국제

JTC1 SC41,
ITU-T SG20,
ISO TC184
SC4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GE, ANSYS, NIST, 보잉
(프랑스) 다쏘시스템 (독일) SIE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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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ETRI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ISO/IEC JTC1 SC41, ITU-T SG20, ISO TC184 SC4 등에서 디지털 트윈 개념, 요구사항, 구조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특히, 디지털 트윈 연합에 대한 국내 표준 개발이 선행되고 있으며,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의 합의를 통해 디지털 트윈 연합에 대한 표준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디지털 트윈 연합에 필수적인 식별체계 및 관리 기술의 표준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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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제정된 국내단체표준을 바탕으로 ‘23년도에 JTC1/SC41 국제표준화기구에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에 대한 신규 과제 제안 (’22년)
- JTC1/SC41에서 국제표준개발 (’22년 ～ ’25년)
- ISO TC184/SC4 및 ITU-T SG20과 협업을 통하여 다양한 도메인의 식별체계 및 관리 기술
반영 (‘22년 ～ ’25년)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 과제 제안 및 채택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기업/기관/학계가 참여하여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관련 국내 단체표준을
제정 (’22년 ～ ’23년)
- JTC1/SC41에서 개발한 디지털 트윈 연합 식별체계 및 관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후
TTA 영문표준으로 수용
<대응방안>
- (표준화포럼활동) 사물인터넷융합포럼에서 국내단체표준 개발
- (국제표준준용) JTC1/SC41 국제표준을 TTA 영문표준으로 수용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 디지털 트윈에서
물리객체와 가상객체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체계 관련 특허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
되나, 디지털 트윈 연합 관점에서 다중 도메인을 아우르는 식별체계 및 관리 관련 기술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표준 개발 과정에서 특허 확보 전략이 요구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디지털 트윈 연합을 위한 식별체계 및 관리기술은 현재 기술 기획 단계에 있으며, 다중
도메인의 디지털 트윈간 연합을 위한 고려사항을 담아 기술을 정의하고 이를 표준에
반영하는 전략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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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오픈소스
그룹/
프로젝트

OMP

IDTA

CESMII

- Microsoft와 BMW가 2019년에 설
립하고, Bosch, ZF 및 AB InBev는
2020년 초에 합류한 공동개발 재
단 프로젝트
- 제조 도메인의 이기종 데이터 공
유, 결합 및 재사용 문제를 해결

- 유럽 기계 공학 산업 조직 VDMA
와 독일 전기 및 전자 제조업체 협
회인 ZVEI에서 2020년 9월에 설립
- Industrie 4.0의 산업용 디지털 트
윈을 위해 IDTA 산하의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관련 오픈소
스 프로젝트를 제공

- 미국의 스마트제조 혁신연구소로
2016년에 설립하고, ‘21년 산업용
IoT 기술, 인프라 및 솔루션 개발
- OPC Foundation과 함께 UA 클라
우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개방형
데이터 모델을 제공

<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

오픈소스
대응전략

- 디지털 트윈 분야의 오픈소스는 기존 사물인터넷과 스마트제조 분야의 기업 및 협회 등
프로젝트 단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OMP, IDTA 등이 대표적으로 오픈소스 개발에
활동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디지털 트윈 분야 오픈소스 개발 참여는 없으며, 추후 디지털 트윈 연합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식별체계 및 관리 표준, 물리객체 및 가상객체 간 상태 동기화
기술 표준을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여가 필요함

표준화
연계전략

- 디지털 트윈 분야의 국제 표준화기반 오픈소스 활동 전략은 국제 오픈소스와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디지털 트윈 컨소시엄(DTC)은 오픈소스 협업 커뮤니티에서
프로젝트, 코드 및 자료에 대해 협력하고 DTC 생태계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이 필요함
- 디지털 트윈 표준기반 새로운 오픈소스 협업 커뮤니티에 기여하기 위해 DTC 기술 자문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프로젝트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승인되면 프로젝트 또는 관련
콘텐츠를 DTC Open-Source Collaboration GitHub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기여할 수 있음
(표준화 → 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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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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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공공안전 기술은 경찰, 소방관 등 정부당국자들이 공공안전과 관련된 임무 수행에 사용하는
통신기술과 연관된 다양한 통신 인프라 기술을 포함한 ICT융합 응용기술뿐만 아니라 공공재에
해당하는 자원 효율화를 위해 ICT기술과 접목된 요소기술을 포함

< 공공안전 기술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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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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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공공안전 기술은 PS-LTE 전국망 서비스 및 5G 상용망 서비스를 제공한 국내 경험을 토대로
5G-Advanced 기반 공공안전통신 인프라 및 다양한 융합 서비스 분야의 공통기술과 공공안전
분야별 특화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미래 표준 선점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공공안전 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선도경쟁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MCS 서비스 기술 표준) 5G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MCS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3GPP
Rel-17 3단계 표준기술 개발 추진
· 3GPP CT1에서 Rel-17 5GS on-network에서 MCS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표준화가
진행 중
-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5G NR 기반 공공안전용 기기 간 직접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무선기술
및 프로토콜 표준기술 개발 추진
· 3GPP RAN 작업반에서 공공안전 및 타 버티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NR 기반 사이드링크(Sidelink)
표준기술 개발 진행 중
-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5G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화 추진
· 5G 기반 공공안전 그룹통신 세부 요구사항 반영 및 개념 모델, 기능, 참조 구조, 모델링
등 핵심 기술 확보 추진
-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MTN 선형 보호절체 기술과 무손실 보호절체 기술 표준화 추진
· ITU-T SG15에서 MTN 선형 보호절체 기술 표준화 진행 중이며, IEEE와 IETF에서 각각
이더넷 및 MPLS 기반 무손실 보호절체 기술 표준화 진행 중
-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 ESS를 다양한 응용에 적용하기 위한 요구사항 표준개발
추진
· IEC TC120에서 ESS의 전력 수요관리 및 비상전원 용도 활용을 위한 운용 요구사항
표준화 진행 중
-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진화된 형태의 열차 제어 서비스 및 스마트 역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화 추진
·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반영 완료(Stage 1) 및 핵심 원천 기술 확보/검증 추진
-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자율운항선박 및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관련
요구사항 표준화 추진
· IMO에서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3GPP 표준기술의 도입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고, 3GPP에서 자율운항기술 및 선박의 육상 원격관제에 관한 요구사항 표준화 예상
-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현재 국제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공통 경보
프레임워크 표준개발 작업을 중점 추진
· 재난정보의 전파체계와 공통 경보 서비스 제공 프레임워크(ITU-T H.DS-CASF) 표준화 추진
-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요구사항 표준을
ITU-T SG20에서 신규 제안 추진
·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서비스 유즈케이스 표준 개발 신규 제안 중

∼ 2024년

- (MCS 서비스 기술 표준) 5G-Advanced 기반 신규 MCS 서비스 표준기술 발굴을 위한 서비스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 표준기술 개발 추진
· 3GPP SA1에서 5G-Advanced 기반 MCS 서비스 지원 기술 표준화 추진
-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5G-Advanced 기반 공공안전 직접통신 기능 개선을 위한 프로토콜
표준화 추진
· 5G-Advanced 기반 기기 간 통신 서비스에 대한 추가 기능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조 측면
표준기술 개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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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공공안전 그룹통신 관련 5G 기술 개발 및 5G-Advanced 기술
표준 추진
· 5G 기반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능 구조 표준 및 세부 프로토콜 표준 반영 및 5G-Advanced 기술
요구사항 반영
-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MTN 네트워크 토폴로지 특화된 보호절체 기술 표준화 추진
· 환형(링) 또는 메시 등의 특정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특화된 MTN 보호절체 기술에 대한
표준화 추진
-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 폐배터리의 ESS 용도 재사용을 위한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표준개발 추진
· 전기차 등의 폐배터리를 ESS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 및 요구사항 표준개발 진행 중
-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진화된 고객 중심의 철도 서비스 제공의 feasibility 확보를 위한
표준화 추진
· 기능 구조 표준 및 세부 프로토콜 표준 반영 완료(Stage 2 및 Stage 3)
-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자율운항선박 및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관련 표준기술
확보 추진
· IMO에서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3GPP 표준기술의 도입 및 적용범위에 관한 표준화가
예상되고, 3GPP에서 자율운항기술 및 선박의 육상 원격관제에 관한 네트워크 구조 표준화 예상
-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재난정보의 화면 표출 기술과 경보 정보 전달
프로토콜에 대한 신규 국제표준개발 과제 제안 및 표준화 추진
· 경보 서비스를 위한 재난정보 메타데이터(ITU-T H.DS-ASM) 표준화와 Human factors를
고려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정보의 표현(ITU-T F.MDI)에 대한 표준화를 중점 추진
-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참조구조 표준을
ITU-T SG20에서 제안 추진
·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참조구조 표준 신규 개발 추진

∼ 2026년

- (MCS 서비스 기술 표준) 5G-Advanced 기반 새로운 기능들을 응용할 수 있는 MCS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 표준기술 개발 추진
· 3GPP SA6 및 CT1에서 5G-Advanced 기반 MCS 서비스 지원 기술 표준화 추진
-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5G-Advanced 기반 공공안전 직접통신 기능 개선을 위한
무선기술 표준화 추진
· 5G 기반 기기 간 통신 서비스에 대한 추가 기능 개선을 위한 무선접속 통신 프로토콜 측면
표준기술 개발 진행
-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공공안전 그룹통신 관련 5G-Advanced 및 6G 기반 기술
표준 추진
· 5G-Advanced 기반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능 구조 표준 및 세부 프로토콜 표준 반영 및 6G
기술 요구사항 반영
-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이종망 간의 보호절체 연동 기술에 관한 국내/국제 표준화를 추진
· 종단 간(end-to-end) 통신재난 대응 고가용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호절체
기술이 적용된 이종망 간의 보호절체 연동 기술에 대한 표준화 추진
-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안정된 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표준 기술의 상용화 및 적용 확대를
위한 표준화 추진
· 기존 Phase 1 표준 기술의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 및 기능 구조 표준 기술 마련
-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자율운항선박 및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관련 표준기술 확보 추진
· IMO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통신 성능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화가 예상되고, 3GPP에서
자율운항기술 및 선박의 육상 원격관제에 관한 세부 프로토콜 표준화 예상
-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타 디지털방송 및 미디어 매체와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융합형 재난경보 서비스 기술에 대한 표준화 추진
· 재난 및 사회안전 경보 서비스 유형별로 공유 및 연계가 요구되는 재난안전 경보 정보
연동 기술에 대한 표준화 추진
-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표준화 추진
·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표준 신규 개발 추진(국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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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이동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안전이라는 5G 버티컬 분야의 표준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인한 융복합 신시장 형성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 유럽의 국제철도연맹과 더불어 협력적인 철도 국제 표준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철도 국제 표준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 한국이 3GPP 표준기반 해사 ICT 융합 서비스 기술을 IMO 차원에서 해상분야 도입 논의를
주도하여 국제 해사안전 및 선박관제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 ITU-T SG15 및 IEEE 802.1, IETF DetNet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통신재난 대응 기술 국제
표준화 작업의 주도권 확보
· 4차 산업혁명 공공 안전 인프라를 위한 사물인터넷 공공 알림 서비스 국제표준 기술은 특정
응용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응용 분야에 적용되어야 하는 공통 기술로써, 다양한
서비스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시장의 활성화 및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ITU-T SG16 및 W3C에서 국제표준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관련 재난경보 서비스 국제표준 개발 작업의 주도권 확보를 통한 미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제공
· 국내 ESS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제표준 추진 및 표준안 반영을 통해 국내 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수출 경쟁력 확보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창업 기업(Start-up)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물인터넷 공공 알림 서비스 국제표준을 통한 재난 대응
관련 사물인터넷 신규 시장 창출 기대
· 철도/차량용 통신 서비스 및 중소기업 철도/차량용 통신 모듈 개발 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상용 제품 개발에 필요한 토대 마련
· IMO, IALA 및 3GPP 등에서 해양 ICT 융합 서비스에 관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전 세계
해사 ICT 융합 서비스의 시장을 개척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차량 및 열차 제어 등과 같은 MCS 기술은 새로운 서비스 기술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관련 중소기업 및 관련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토양 마련
· 철도 스마트 역사 서비스 기술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중소 업체들의 신사업 창출 및 IoT
서비스의 활성화 기여
· 국내 통신장비제조 중소기업이 통신재난 대응 기술이 탑재된 장비 개발로 고생존·고가용
네트워크 시장 진출에 기여
· 중소 제조 기업의 산업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 도입 비용 절감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
기대
·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내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 및 서비스 시장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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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고 있으므로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솔루션
개발 및 시장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ESS의 안전성 향상을 통해 ESS 관련 장치 개발 중소기업, ESS 시스템 구축 관련 ISP 사업
중소기업 등의 사업성 증대에 기여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국가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공공안전망을 철도망과 해양망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차원의
공공안전망으로 발전되어 언제/어디서나 빠르게 안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해양의 사용자(선원, 어민, 해경 등)에게 3GPP 통신기술의 제공함으로써 해양에서 육상과
정보격차 해소 및 해사안전 증진 기대
· 각종 재해예방과 재해복구에서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보완하여 이용기관 종사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정된 통신환경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재해복구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행복과 안전보장의 실현 기대
·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이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초연결 사회에서 국가 핵심 인프라로써 통신
네트워크 중요성 증대되는 상황에서 통신재난 대응 기술은 ‘초저지연·고정밀·고안정성’을
요구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위해 always-on 수준의 네트워크 생존성 보장
· 사회 기반시설로서의 사물인터넷 공공 알림 서비스의 도입을 통한 국민 안전 보장의
토대 마련
· 긴급구조 상황에서 구조요청자의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긴급구조용 측위를 지원하는
단말을 확대하여 국가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 백화점, 쇼핑몰, 역사 등 주요 다중 밀집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을 통해 빈번히 발생하는 태풍, 지진, 폭우, 범죄, 구제역 등 각종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관련사건 발생 및 대응 정보를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국민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에
기여
· 주요 전력 설비 중 하나인 ESS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급증하는 신재생 발전설비와 연계된
ESS의 사고 위험도를 낮추고 폐 배터리의 안정적인 재사용을 통해 환경영향 감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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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재난발생시 공공안전 임무 수행과 평상시 치안유지뿐만 아니라 공공안전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원활한 정보교환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통신 인프라 기본 요소 표준기술을 ‘공공안전ICT 공통 기술’로 선정.
또한, 에너지 등과 같은 국가 내 공공재에 해당하는 자원과 관련된 ICT 연관 표준기술을
‘공공안전ICT 공통 기술’로 포함시킴. 공공안전 내 세분화된 특정 영역(예: 소방, 철도제어)에서
필요로 하는 ICT 표준기술을 ‘공공안전ICT 특정 영역 기술’로 선정
< 공공안전 Ver.2022 표준화항목 >
표준화 항목

Target
SDOs

표준화 내용

5G 기반 정부 당국자 간 공공안전, 철도, 유틸리티 및 해양
MCS
등에 적용되는 MCS 관련 기술 표준
서비스
- 5G 기반 MBS 그룹통신 기능 기반 MCS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술 표준
Stage 3 표준기술
- LTE 기반 MCS 통신 프로토콜 개선을 위한 Stage 3 표준기술

공공
안전
ICT
공통
기술

3GPP
SA1/SA6/
CT1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③

O

IoT 기기 포함 이동기기들의 통화권 확대하고자 이동기기들에
의한 멀티릴레이 기능을 포함한 네트워크 개입 없는 기기 간
기기 간
3GPP SA2/
통신 기술 표준
통신 기술
RAN1/
- 5G NR 기반 공공안전을 위한 기기 간 음성/데이터 직접
표준
RAN2
통신 서비스 기술 표준
- 5G 시스템 내 PC5 직접 탐색(Direct Discovery) 기술 표준

②

O

공공안전통신망 사용자 통화그룹에서 효율적인 그룹통신을
위한 기술 표준
공공안전
- 5G 기반 공공안전 그룹통신을 위한 기술(5G Multicast
그룹통신
broadcast services)
기술 표준
- 5G NR/5GC 멀티캐스트 기반 그룹통신을 위한 기능 개선
기술

③

O

ITU-T
통신 재난 발생을 억제하거나 통신 재난 발생 시 대응을 위한 SG15/SG11,
통신재난
기술 표준
IEEE 802.1,
대응 기술
- 망 생존성 및 가용성 향상을 위한 트래픽 보호 및 복원 기술 IETF DetNet/
표준
MPLS/
- 재난 대응 통신망 복구 기술
SPRING

⑤

O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치, 운용,
시험 기술 표준
- ESS의 전력 수요관리 및 비상전원 용도 활용을 위한 설치
에너지
및 운용 요구사항 표준
저장
- ESS의 파워집중형 용도 활용을 위한 설치 및 운용 요구사항
장치(ESS)
IEC TC120
표준
안전기술
- ESS의 환경 영향성을 고려한 안전운용 지침
표준
- ESS 폐배터리 재사용 절차 및 요구사항 표준
- 전기화학적 배터리 기반 ESS 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
- ESS 응용별 성능 시험 방법

③

O

3GPP
SA1/SA2/
SA6/C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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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ICT 및
에너지
설비
온실가스
감축 표준

Target
SDOs

표준화 내용

탄소제로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설비의
온실가스 저감 또는 ICT 기술 활용 기후변화 완화 기술 표준
IEC TC120,
- ESS 활용 온실가스 감축 기술
ITU-T SG5
-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평가 및 개선 지침 표준
- 도시 및 가정용 스마트 에너지 표준

⑥

X

③

O

해사안전 5G 기반 자율운항선박 및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기술 표준
3GPP SA1,
ICT 융합 - IMO에서 해사안전 증진을 위해 3GPP 표준기술의 도입
IMO MSC,
서비스
및 적용 범위에 관한 표준
IALA ENAV
기술 표준 - 선박의 육상 원격관제 및 제어 서비스 요구사항 기술 표준

②

O

다중 밀집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에 재난
및 사회안전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경보
디지털
서비스 기술 표준
사이니지
- 재난 및 사회안전 경보 서비스 메시지 전파체계 기술
경보
- 공통 경보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서비스
- 재난 및 사회안전 경보 정보 화면 표출 기술
기술 표준
- 경보 정보 전달 프로토콜 기술
- 자연재난/사회재난/안전 메타데이터 기술

ITU-T
SG16,
W3C

⑤

O

각 건물에 설치된 소방 설비들을 IoT 기반으로 실시간 관리하기
위한 소방 관리 시스템 관련 표준
- IoT 기반 소방관리 시스템 서비스 유즈케이스 및 요구사항
- IoT 기반 소방관리 시스템 참조모델
- 소방설비 IoT 데이터 모델

ITU-T
SG20

②

O

이동통신망을 통한 CBS 기반 경보 서비스로 5G 사물인터넷
5G
재난문자 기기를 포함한 차세대 재난문자 서비스 표준
3GPP CT1,
개선 기술 - 언어 이슈 해결을 위한 재난유형 픽토그램의 유니코드 JTC1 SC2
표준기술
표준

⑤

X

IoT 기반 IoT 기술을 활용한 공공안전 알림 서비스 기술 표준
oneM2M
공공안전 - 이종 IoT 표준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공공안전 알림 메시지를
RDM,
알림
전달하기 위한 상호연동 기술
ITU-T SG20,
서비스
- 공공안전 알림 메시지 수신에 따른 디바이스 유형별 재난
OCF
대응 프로세스 표준 프로파일
기술 표준

⑤

X

영상보안시스템(Video Surveillance System) 상호 운용성
영상보안
확보를 위한 연동 인터페이스 정의 표준
시스템 간
- VMS 및 VSaaS(Cloud Video Surveillance as a Service)의 IEC TC79
상호연동
시스템 연동 요구사항 정의
표준
- IP 비디오 기반 데이터/기능/정보 연동 기술 표준

⑤

X

철도 서비스에 특화된 MCS 요구사항 및 기능 구조 표준
철도
- Off-network 기반 철도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 승객 중심의 진화된 열차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말 기능
기술 표준
강화 표준기술

공공
안전
ICT
특정
영역
기술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

3GPP
SA1/SA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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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전략맵 공공안전 분과에서는 3GPP 등 사실표준화기구와 ITU,
IMO, IEC 등 공식표준화기구에서 논의가 착수되었거나 진행 중인 기술들 중에서 공공안전
통신 인프라 및 응용서비스, 공공재 관련 핵심기술들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항목 위주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
- (MCS 서비스 기술 표준) 사용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PTT(Push to Talk),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통신 어플리케이션 제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3GPP 국제표준기술 기반의 통신
서비스로, 공공안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관, 경찰 등 정부 당국자들뿐만 아니라 철도 제어
서비스, 공공서비스, 해양 ICT융합 서비스 등 여러 버티컬 산업들에 의해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진화된 5G기술 기반 MCS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3GPP 국제표준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한국, 미국, 영국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이 채택한 재난안전통신망의 핵심기술들에
대한 표준기술로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기기 또는 사물 간 직접 통신을 위해 5G/5G-Advanced 기반 3GPP
국제표준화가 진행 중이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네트워크 연결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용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은 재난안전통신망, 철도망, 해상망 등
정부 당국자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재난 현장의 대규모 구호 인력(경찰, 소방, 의료 등)의
통신방식의 진화(LTE에서 5G)로 표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구축 중인 재난망,
철도망, 해상망에서 기술의 진화 방향으로 표준화가 필요하기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통신 재난 발생 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통신
재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망 생존성 및 가용성 향상을 위한 복원 및 보호절체 기술과 통신 재난
발생 시 대응을 위한 통신망 복구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 ESS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의 이행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발전원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저장하여 원활하게
전력계통에 연계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건물 및 공장 등의 비상전원 용도,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용 등을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임. ESS에 탑재되는 배터리 등의 장치에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ESS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안전기술 표준의 개발이
시급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유럽 국제철도연맹 및 다수의 유럽제조회사들과 국내외 학계 및
연구원을 중심으로, Rel-18 기반의 다양한 철도 서비스 관련 study item이 제정되어 반영되고
있는 추세이며, 기존 공공안전 계열의 MCS 서비스 표준과의 연계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철도 표준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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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국제해사기구(IMO)는 3GPP 표준 기반 통신시스템을
해사안전 증진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차기 해사안전위원회(MSC 104)에서 작업의제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한국은 2020년 세계 최초로 해상 100km까지 LTE-Maritime 구축을
완료하여 2021년부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상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기부 ’6G 위성통신기술 개발 로드맵‘에서 2026년부터 5G 저궤도 위성 기반
자율운항선박 원격제어 서비스와 지능형해상교통 서비스 검증을 실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백화점, 쇼핑몰, 터미널, 역사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 밀집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스크린에 각종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과 공공
안전 관련 정보를 신속히 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 국민 안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정부 부처 및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안전 서비스로써 관련
국제표준화가 추진 중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 소방시설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수의 소방
시설을 ICT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IoT 기반 표준 기술을 활용하여 소방
시설 안전관리 서비스 분야에 적합한 표준을 개발하고,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로부터
표준화된 정보를 수집하여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 및 절차를 정의하고, 시스템 인터
페이스를 정의하기 위한 국내외 표준화가 추진 중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3GPP 국제표준 기반 이동통신 인프라 및 그 인프라 기반의 응용 서비스
기술들에 대한 중점항목들 중에서 MCS 서비스 기술 표준,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중점 표준화 항목들로 다루고, 다섯
가지 중점항목들(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응급의료 정보전송 기술 표준,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5G 재난문자개선 기술 표준,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을 신규로 추가하였고,
사전예방 및 대응 서비스 기술들에 대한 중점항목들 중에서 IoT 기반 공공안전 알림 서비스
기술 표준, 긴급구조 정밀측위 제공을 위한 연동 기술 표준,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유지
- Ver.2021(2020년)에서는 3GPP 국제표준 기반 이동통신 인프라 및 그 인프라 기반의 응용
서비스 기술들에 대한 중점표준화항목들 중에서 MCS 서비스 기술 표준,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중점 표준화 항목들로
다루고, 사전예방 및 대응 서비스 기술들에 대한 중점항목들 중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유지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을 신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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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2022(2021년)에서는 공공안전ICT 공통 기술에 해당하는 중점표준화항목으로 MCS 서비스
기술 표준,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유지, 공공안전ICT 특정 영역 기술에 해당하는 중점표준화 항목으로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유지,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은 신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추가
<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 Ver. 2022 신규항목
구분

공공안전ICT
공통 기술

공공안전ICT
특정영역 기술

Ver.2020

Ver.2021

Ver.2022

미션크리티컬 서비스 기술
표준

MCS 서비스 기술 표준

MCS 서비스 기술 표준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

-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

5G 재난문자개선 기술 표준

-

-

응급의료 정보전송 기술
표준

-

-

IoT 기반 공공안전 알림
서비스 기술 표준

-

-

긴급구조 정밀측위 제공을
위한 연동 기술 표준

-

-

SOC 디지털화 Part.2 _ 공공안전 263

Ⅱ. 국내외 현황분석
2.1. 연도별 주요 현황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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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 현황 및 전망
구분

주요 현황

한국

- 과기정통부, 초소형위성 및 6G 위성통신기술 개발 방안 발표(2021)
- 해수부,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2021∼2025) 및 2021년 시행계획
발표(2021)
- 해수부, 해상디지털통합 활용연계 기술개발사업(2021∼2025) 실시 공표(2021)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무선설비 다각화 및 통신연계 기술개발(2021∼2025)
- 세계 최초 LTE기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KT, SKT 구축 완료 및 개통(2021)
- 서울지하철 8호선 열차무선시스템 개량(LTE-R) 사업 사업자 LG U+ 선정(2021)
- 중앙선 청량리∼서원주 개량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매 설치 사업자 LG U+선정(2021)
- 호남선 대전조차장∼광주송정 개량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매 설치 사업자 KT 선정(2021)
- 행안부,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
· 3대 목표(‘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
· 4대 전략(‘포용적 안전관리’, ‘예방적 생활안전’, ‘현장중심 재난대응’,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무선시스템 개량(LTE-R) 사업 사업자 LG U+ 선정(2020)
-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무선시스템 개량(LTE-R) 사업 완료(2020)
- 국내 최초 LG U+ 서울지하철 2호선 스마트스테이션 관리시스템 사업 완공(2020)
- 해수부-산자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착수(2020∼2025)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9)
- 과기정통부·경찰청·소방청,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다부처 협력 사업 추진(2019)
- 행안부는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에 긴급재난정보를 표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 표준화, 실증사업
추진방안 검토(2019)
- 산업부, ‘제4차 에너지기술 개발계획’ 및 ‘이노베이션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ESS 안전성
확보를 관련 중점 기술에 명시(2019)
- 전국 철도 노선에 철도무선통신망(LTE-R) 구축 예정(2018∼2025)
- 재난안전통신망 본사업 사업자 KT(A,B 구역), SKT(C 구역) 선정(2018)
- 과기정통부,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확정․발표(2018)
- 2018∼2020년 PS-LTE의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하여 향후 운영 예정(2018)
- 국토부,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018～2027) 발표(2018)
·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동력 육성(예: 무인이동체 자율주행 기술 개발)
· 기술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예: 기존 수송시스템 혁신기술 도입)
· 사람 중심의 국토교통기술개발(예: 재난 및 재해 예방 등 안전 기술 개발)
· 미래지향적 R&D 시스템 도입(예: 연구개발 성과와 산업간 연결고리 강화)
- 해수부, 제2차 국가해사 안전기본계획(2017∼2021) 발표(2017)
· (해상통신망 구축) e-Navi 서비스 본격 시행을 위한 LTE-M 구축(∼2020)
· (위치정보 고도화) IMO 항법성능기준에 따른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해양
위치·항법정보(PNT) 고도화 추진(∼2024)
- 국토부,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발표(2016∼2022)
· (철도 설비 고도화) 철도 시설 및 안전설비의 확충·개량(∼2022)
· (철도 안전 관리 개선) 철도 위기 대응 체계 향상 및 강화(∼2022)
-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 대책(2016년∼2018년) 발표(2015)
-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중소기업청, 세계 최고의 스마트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계획(2015∼2020) 발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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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미국

- FCC, 2019년 말까지 LTE 이동통신망을 통한 재난문자 서비스의 Geo-fencing 기능 적용
발표(2019)
- FirstNet Phase1 사업완료(2018)
- FirstNet의 공공안전망 구축 및 운영 사업자로 AT&T 선정, 장비사로 Ericsson, Nokia 선정(2017)
- 2017∼2022년 PS-LTE의 FirstNet망 구축하여 향후 25년 간 운영 예정(2017)
- 공공안전망 RFP 공표(2016)
- 미국전력연구소(EPRI)는 향후 반세기 동안에 공공과 일반 부문에 영향을 미칠 비전, 리더십,
투자, 혁신 분야를 활성화 하고자 하여 기술 로드맵 수립(2015)
- FCC는 실내위치정보제공을 강화한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확도 규정을 제정(2015)

일본

- 총무성은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재난경보 및 대응을 위한 표준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적극
추진(2018)
- ‘재해대책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법률 및 ‘총무성 해설집’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통신사가 중요통신설비의 분산배치, 망 이원화, 재해대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또는
권고(2018)
-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통해 2025년 모든 일상생활 영역에서 사물인터넷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액션플랜을 구체화(2016)
-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한 다국어 지원 긴급 지진속보 등 재난정보 알림 시스템 시범 운영
추진(2016)
-

유럽

유럽 국가들은 3GPP Rel-17 5G 시스템 기반 차세대 공공안전 통신망 도입 검토 중(2019)
유럽 연합의회, 유럽 연합국들에게 공공 경보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2018)
영국은 2019년까지 기존 TETRA망에서 LTE망으로 공공안전망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2016)
국제철도연맹을 중심으로, 철도 통신 및 철도 서비스 기술을 표준화하여, 유럽 전역을 통합된
철도 통신 및 철도 서비스화 하는 것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3GPP 국제 표준화 진행 중(2016)
- 2024년 Post-GSM-R 구축 및 2030년 기존 GSM-R을 모두 5G 기반 열차통신 및 열차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국제철도연맹을 중심으로, 3GPP 국제 표준화 진행 중
(2016∼현재)
- PS-LTE의 ESN 망 구축하여 향후 운영(2016∼2020년) 예정(2016)
- 유럽 국가들은 MUNIN, AAWA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선박의 연결성 향상 및 무인선박에
관한 실증 연구 실시(2012∼2017)

중국

기타

- 재난경보방송은 중국의 국가 방송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SARTF(State Administrator Radio,
Television and Film)에서 중국의 모바일 방송인 CMMB(China Mobile Multimedia Broadcasting)로
하여금 재난경보방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그 기술은 중국 모바일 방송 기술인 STiMi을
표준으로 함(2009)
- 싱가폴, 항만청(MPA), 싱가포르 항만에 5G 기반 스마트 항만 적용 계획 발표(2021)
- APT-AWG 회의에서 APT 700㎒ band 28과 Asian LTE 800㎒ band 26을 통일된 PS-LTE 밴드로
채택(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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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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2%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공공안전ICT 공통 기술]
¡ (MCS 서비스 기술 표준) LTE 기반 MCS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전국망으로
구축 완료하였으며, 5G 기반 MCS 서비스 기술로 전환을 위한 기술 로드맵 개발 필요
- 삼성전자
· 3GPP Rel-13 MCS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들 및 단말기 개발
- KT, SKT, 한국철도공단, 삼성전자
· 공공안전통신망간 인프라, 서비스, 무선자원 등 상호공유 기술은 국내 통신사업자의 4G
LTE 상용망에서 로밍 및 설비 공유 등 등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PS-LTE 기술
방식을 채택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철도무선통신망 및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에서
주파수 공유 환경 하에서 구축 및 운용을 위하여 간섭회피 기술, 기지국 공유, 커버리지
확대, MCPTT 구현 및 QoS 확보 기술 등에 대하여 활발하게 연구 및 적용을 통한 세계
최초 상용화
¡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LTE 기반 직접통신 표준기술이 개발되었으나 해당 시장의 규모의
경제 크기 문제로 Qualcomm 등 칩셋제조업체들에 의해 실제 상용 제품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기기 간 통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개발이 난항 중이나 국내는 삼성전자에서
자체 칩셋 개발을 통해 제품 개발 중. 5G 기반 표준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칩셋도 개발할
것으로 전망
- 삼성전자
· LTE 기반 MCS의 네트워크 연결 없이 기기 간 통신이 될 수 있도록 칩셋 개발 및 단말기
개발
- 에스트래픽
· LTE 기반 직접통신 기능이 칩셋에서 지원되지 않아 대안으로 UHF 주파수를 활용한 직접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복합단말기 개발
- 싱크테크노
· 5G에서의 기기 간 통신 표준기술 개발을 3GPP 국제표준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타국
연관기관들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표준기술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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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은 재난안전통신망, 철도망, 해상망에
적용되어 운용중이며 제조사, 국내 사업자에서 LTE 기반의 공공안전 그룹통신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용화하였고, 5G기반의 그룹통신 기술 표준에 원천 기술을 확보 예정
- KT
· eMBMS기반 그룹 통신 기술 상용화, 다른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에서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그룹통신 하는 기술 상용화
· LTE기반 그룹통신 기술 및 동시 음성영상 전송 기술 상용화(재난망, 철도망, 해상망)
- 삼성전자
· LTE 기반 그룹 통신 기술 상용화 및 최적화
· 5G NR 기반 그룹 통신 기술 개발 예정
¡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망 생존성 및 가용성 향상을 위한 트래픽 보호 및 복원 기술을
개발 중이며, 재난 대응 통신망 복구 기술 개발 필요
-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 OTN, 이더넷, MPLS-TP 등의 전달망을 위한 보호절체 기술을 탑재한 상용 통신 장비를
생산하여 국내 주요 통신사 및 공공망에 적용 중이며, MPLS-TP 듀얼 호밍 등 패킷 전달망
에지 노드 이중화 기술 개발 계획 중
- ETRI
· 통신 장애 상황에서도 데이터 끊김이 전혀 없는 높은 수준의 임계 임무 서비스를 위한
무손실 보호절체 기술 개발 중
¡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 ESS 안전성 시험 및 향상을 위한 시험평가 기술,
ESS 상태 모니터링 기술, 배터리 발화 실증 시험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며, 안전성 향상 기술
확보 예정
- ETRI
· ESS를 전력 수요관리 및 비상전원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설치 및 운용 요구사항을 개발 중
· ESS 세부 장치에 대한 안전도 관리 및 이력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진행 중
· IoT 기반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시험·실증 진행 중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ESS의 현장인수시험 절차 및 테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형 ESS 시험장치를 개발하여
국내 시험운용 중이며, ESS 배터리 발화 원인 분석을 위한 기술개발 진행 중
- 한국전기안전공사
· IoT 기반의 전기안전 관리시스템(미리몬)을 개발하여 부산 등에 현장실증 진행 중이며,
클라우드 기반의 전기안전 관리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정읍 실증단지에서 실증 수행 중
· 생애이력 기반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전기안전법 시행에 부응하여
전기설비 온라인 점검 관련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 중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ESS에 사용되는 대용량 PCS 기능시험 과제에 착수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대용량
PCS 통합 시험 기술개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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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ICT 특정영역 기술]
¡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통신 사업자를 중심으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철도 통신망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신뢰성 있는 그룹통신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철도 통신용
기지국 및 열차 차상 단말이 활발하게 상용 수준으로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음. 향후, 구축된 철도
통신망을 기반으로 상용 수준의 열차제어시스템 기술이 개발되어 고속철도·일반철도·도시철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예상
- KRRI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열차자율주행제어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확보
추진 중
· 5G 기반 열차 제어 서비스를 비롯한 MCS 서비스 기술을 국제 표준화하기 위한 표준화
사업을 국가 R&D사업으로 수행 중
- ETRI
· 새로운 교통수단인 열차자율주행제어 기술 및 초고속 이동체 지원을 위한 5G 및 beyond
5G 기반의 통신 기술 연구 수행 중
- 스마트철도표준화포럼
· 국가철도공단, 국내 다양한 제조회사, 연구계 그리고 학계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철도표준화포럼을
통하여 철도 서비스와 MCS 서비스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추진
- LG U+
· 철도 환경과 동일한 LTE-R 종합검증센터 구축(2019.6) 및 중소 철도 관련 업체 시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상생 구축, 서울지하철 2호선 스마트스테이션 플랫폼 구축
· 서울지하철 2,5호선 LTE-R 열차무선시스템 개량 사업 및 2호선 스마트스테이션 관리
시스템 완공(2020), 8호선 스마트스테이션 관리시스템 구축 예정(2022)
· 서울지하철 3,4,7,8호선 LTE-R 열차무선시스템 개량 사업 구축 진행 중
· 철도시설공단 원주∼제천 개량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완료(2020) 및 부강~추풍령
구간, 중앙선(청량리∼서원주) 구축 진행 중
- SKT/KT/LG U+
· 수도권 지하철을 중심으로, LTE 기반의 철도 통신 및 열차 제어 서비스를 현재 활발하게
구축 진행 중에 있으며, 5G 기반의 철도 서비스의 feasibility 확보를 위한 토대 마련 중
¡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선박, 초고속해상무선통신
(LTE-Maritime) 다각화 사업 등을 국가 R&D과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국내 자체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ITU, 3GPP, IMO 등 국제표준화 추진 예상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해상디지털통합 활용연계 기술개발 사업”, “스마트 항로표지
및 연계기술 개발사업” 등 해사안전 ICT 융합서비스 분야의 대부분의 국가 R&D 사업에서
사업단 역할을 수행 중
- 한국선급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스마트 항만-자율운항선박 연계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선박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지능형 자율항해 시스템 등의 기술개발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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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 선박 항해통신시스템인 AIS, ECS 등과 연동하여 위험물, 파고, 해류, 바람 등의 환경변수를
고려하는 충돌회피지원시스템(HiCASS)를 개발
- 삼성중공업
· SKT와 5G 기반 선박제어 및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
- 한화시스템
· 레이더 감시기술과 다중 센서에 의한 장애물 탐지/추적,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
기반 충돌회피 기술 개발 진행 중
- KT
·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자로 KT가 선정되었으며 대한민국 영해 및 연근해 최대
100km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어선,

소형선박,

상선

등)을

대상으로

LTE기반의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제공.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 및 해상재난안전 대응지원 등의
해상 정보활동의 인프라로써 초고속해상무선통신 서비스 상용화
¡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과
공공안전 관련 경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소 기술 및 플랫폼, 서비스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2021년에 스마트사이니지 포럼을 중심으로 수립중인 국내 사이니지 산업 발전방안의
세부 내용으로 기술개발 이슈를 발굴하여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에 예산 투입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기술 개발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
- ETRI
· 디지털 사이니지 재난경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난정보 전파체계, 재난정보 화면표출
가이드 등에 대한 선행 기술개발 작업과 ITU-T SG16 및 W3C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재난정보 전파 관련 국제표준화 대응 활동을 수행 중
· 소방방재청 및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재난 정보를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재난
경보 제공 서비스 기술 개발 및 건물의 화재 발생 시 인접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하여 사용자
위치에 따라 대피방향을 안내해주는 서비스 기술 개발 등을 수행
- CJ파워캐스트
· 디지털 사이니지 재난경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재난 정보의 화면 표출을 위한
단말 기능 개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사전 연구를 추진한 바 있음
- 엘토브
· 2020년부터 지체/시각/청각 및 복합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용 편리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러한 특수 키오스크 형
디지털 사이니지에 재난정보를 표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 IoT 기반으로 소방시설을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며, 소방시설 안전 향상 기술 확보 전망
- ETRI
· IoT 기반 소방시설(감지기, 수신기 등)에 대한 관리 플랫폼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기술의 실증을
진행 중
- 이트론
· 서울소방본부와 협력하여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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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공공안전ICT 공통 기술]
¡ (MCS 서비스 기술 표준) 3GPP MCS 서비스의 표준과 호환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시스템,
솔루션, 어플리케이션 및 단말장치의 개발 추진 중이며, 5G 기반 직접통신기술 개발 필요
- 미국, Motorola Solution
· 휴대용 LTE 시스템을 개발하여 긴급 서비스를 위하여 휴대하거나 헬기, 드론, 차량에 설치
가능
· FirstNet용 PS-LTE 휴대용 단말기 출시. 자사의 P25 단말기와 Bluetooth 페어링 기능 제공
· FirstNet용 PS-LTE 차량용 단말기 등록
· 범용 PS-LTE 휴대용 단말기를 출시. 자사의 TETRA 또는 P25 단말기와 Bluetooth 페어링
기능 제공
- 미국, Apple
· FirstNet 용 iPhone 휴대용 단말기 등록
- 미국, Cradlepoint
· FirstNet 용 PS-LTE 차량용 단말기 등록
- 미국, Netgear
· FirstNet 용 LTE Mobile Hotspot Router 등록
- 미국, Sonim
· FirstNet 용 휴대용 단말기 등록
- 프랑스, AirBus
·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는 2016년 5월에 LTE 스마트폰과 테트라 휴대용 무전기를
통합한 듀얼모드 단말기를 발표
- 유럽, ETSI
· ETSI가 TCCA 등의 협조로 LTE MCX 플러그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MCPTT, MCVideo,
MCData 표준 호환성 확인 작업을 위해 5차 플러그 시험을 2020년 9월 21부터 10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 30여 글로벌 통신 업체가 참여하고 벨기에, 캐나다, 노르웨이,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및 미국 대표가 참관
- 캐나다, Sierra Wireless
· FirstNet 용 PS-LTE 차량용 단말기 등록
- 중국, Talkpod
· PoC touch screen 무전기를 출시
¡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Rel-13 오프네트워크 상황에서의 공공안전용 기기 간 통신 기술을
지원하는 상용제품이 개발되지 않아 5G에서 버티컬 영역들 특히 자율자동차 영역에 의해
진행되는 단말기 간 직접 통신기술 표준화를 통해 공공안전용 기기 간 필요 제품 확보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3GPP 국제표준회의를 참여하고 있는 타국 연관기관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Rel-17 표준개발 완료 후 해당 표준을 적용한 칩셋 개발이 진행될 전망
- 미국, Qualcomm
· 기기 간 통신이 될 수 있도록 칩셋 개발을 위해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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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LTE기반 그룹통신 기술은 기지국, 코어 기반 대부분의
제조사가 개발 완료하였고, 5G기반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개발 예정
- 핀란드, Nokia
· 5G 공공안전 그룹통신기술을 위한 코어시스템 및 Access 시스템 기술 개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안전 그룹통신 활용 방안 모색
- 스웨덴, Ericsson
· 5G 공공안전 그룹통신기술을 위한 코어시스템 및 Access 시스템 기술 개발
· 5G 네트워크 기반 응급 의료 서비스에 그룹통신 기술 개발
· LTE의 eMBMS와 유사한 5G NR Rel.17에서 멀티캐스트 및 브로드캐스트 개발 중
¡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망 생존성 및 가용성 향상을 위한 트래픽 보호 및 복원 기술과 재난
대응 통신망 복구 기술에 대한 개발이 진행 중이며, 보다 신속한 통신망 복구를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
- 미국, Nokia
· 파장 분할 다중화, 광전달망, 이더넷, MPLS-TP 등의 전달망에서 장애 시 50ms 이내의
트래픽 복구를 위한 다양한 보호절체 기술을 탑재한 통신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 중
- 미국, Ericsson
· 파장 분할 다중화, 광전달망, 이더넷, MPLS-TP 등의 전달망에서 장애 시 50ms 이내의
트래픽 복구를 위한 다양한 보호절체 기술을 탑재한 통신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 중
· IEEE와 IETF에서 진행 중인 무손실 보호절체 기술 관련 장비 개발을 진행 중
- 미국, Cisco
· 파장 분할 다중화, 광전달망, 이더넷, MPLS-TP 등의 전달망에서 장애 시 50ms 이내의
트래픽 복구를 위한 다양한 보호절체 기술을 탑재한 통신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 중
· 산업 공정 제어계측 네트워크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IEC 62439-3 표준에 따른 Parallel
Redundancy Protocol(PRP)과 High Availability Seamless Redundancy(HSR) 기술을 탑재한
상용 이더넷 스위치 장비를 생산 중
- 중국, Huawei
· 파장 분할 다중화, 광전달망, 이더넷, MPLS-TP 등의 전달망에서 장애 시 50ms 이내의
트래픽 복구를 위한 다양한 보호절체 기술을 탑재한 통신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 중
· 산업 공정 제어계측 네트워크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IEC 62439-3 표준에 따른 Parallel
Redundancy Protocol(PRP)과 High Availability Seamless Redundancy(HSR) 기술을 탑재한
상용 이더넷 스위치 장비를 생산 중
· IEEE와 IETF에서 진행 중인 무손실 보호절체 기술 관련 장비 개발을 진행 중
- 독일, Siemens
· 산업 공정 제어계측 네트워크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IEC 62439-3 표준에 따른 Parallel
Redundancy Protocol(PRP)과 High Availability Seamless Redundancy(HSR) 기술을 탑재한
상용 이더넷 스위치 장비를 생산 중
- 일본, NEC
· 파장 분할 다중화, 광전달망, 이더넷, MPLS-TP 등의 전달망에서 장애 시 50ms 이내의
트래픽 복구를 위한 다양한 보호절체 기술을 탑재한 통신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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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NICT
· NICT 산하 RIRC(Resilient ICT Research Center)에서는 재난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 기술로서 재난 시 광전달망의 트래픽 폭주 문제 해결과 응급 광전달망의 신속 구축
기술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무선통신에 기반 한 전천후 연결성 확보와 재해재난
상황에서의 사용자 참여형 실시간 정보 수집 및 공유 기술 개발 중
¡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 중국, 일본, 독일 등을 중심으로 ESS 안전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및 시험·실증 수행 예정
- 중국, 상하이전력공사 등
· ESS를 신재생 설비 및 전력 계통과 연계하여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운용기술, 관리 및
모니터링 기술 등을 개발하고, ESS 실증설비에 적용 및 시험운용을 통해 검증 중
· ESS의 사고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방법 개발 중
- 일본, 도쿄전력/도시바/히다치 등
· ESS를 수요관리 및 전력계통 안전성 향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진행 중이며,
ESS 기반의 가상발전소 관련 기술 시험실증 진행 중
· 전기차 등의 폐배터리를 ESS용도로 재사용하기 위한 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관련 기술개발
진행 중
- 독일, Siemens
· ESS를 계통에 연계할 때, 실제 발전기와 같이 관성 모멘트를 제공할 수 있는 Virtual Inertia
기술 개발 진행 중
[공공안전ICT 특정영역 기술]
¡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철도에 특화된 철도 서비스 형태로 그룹통신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차별화된 철도 그룹통신 서비스 기능을 탑재한 차상 단말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 현재 시제품 수준으로 구현된 철도 그룹통신 기능이 유럽 제조업체(예: Swiss Federal
Railways)를 중심으로 상용 수준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유럽을 첫 시작으로 전 세계 철도
그룹통신 서비스에 확산되어 적용될 것으로 예상
- 스위스, Swiss Federal Railways
· 철도 그룹통신의 특화된 기능에 해당하는 multi-talker control 및 functional alias 등의
기능을 탑재한 진화된 철도 그룹통신 단말 기술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
- 유럽, 국제철도연맹
· 유럽의 다양한 제조회사들은 국제철도연맹을 중심으로 FRMCS 프로젝트 아래에서 긴밀한
협력 체제하에 철도 서비스 기술 개발 및 검증 중
· 3GPP와 non-3GPP 사이의 연계성 강화, 철도 서비스와 MCS 사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단말
기능 측면에서의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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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3GPP 표준기반 서비스 개발이 미미한 상황이나,
LTE 기반 선박 충돌/좌초 모니터링 서비스, 선박 간 충돌예방 서비스 등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핀란드, VTT
· 자율운항선박 기술구현을 위해 필요한 지상파와 위성 간 하이브리드 형태의 통신 성능
요구사항을 백서로 발간하였고, 선박 충돌/좌초/회피 기술개발 진행 중
- 노르웨이, Kongsberg
· 핀란드 AAWA 프로젝트를 통해 시스템 통합 및 자동화 제어 시스템 개발
- 덴마크, Maesk line
· LiDAR 센서, HD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브릿지 스크린 같은 기술을 합쳐 상황인식 및
충돌방지 시스템 개발
- 유럽, ESA
· 5G 육상 기지국을 백홀로 사용하여 위성 Access 기반 선박(UE)과 선박 내 UE(Relay UE)
간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 진행 중
¡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일본을 중심으로 지진, 해일 등의 재난정보를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스마트폰과의 재난정보 연동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 시범 적용 중. 동경 올림픽 개최 등의 주요 이벤트와 연계하여 향상된
사이니지 기반 재난정보 서비스 기술 개발 및 적용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
- 일본 NTT/NEC 등
· 후쿠오카시에 긴급재난 방송용 키오스크를 시범 설치한 바 있고 특히, 재난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도출 등을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계속적으로 추진 중
¡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
시스템의 제품 출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IoT 기능을 지원하는 관리시스템 및 소방
설비의 개발 및 출시가 진행될 전망
- 미국, Johnson Controls
· 다양한 형태의 화재수신기를 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방관리 시스템 기술개발 및 제품
출시 진행 중
- 독일, Siemens
· 스마트 화재 감지 기능을 지원하는 SRF 2.0을 출시하고 IoT 기능 지원을 위한 확장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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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공공안전 관련 표준 중에서 현재 특허 이슈가 높은 9개의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함
* MCS 서비스 기술 표준,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

- (분석 대상 및 범위) 본 분석에서는 keywert 특허분석 DB를 활용하여 한/미/일/유럽/WO
총 5개국에 공개/등록된 특허데이터를 대상으로 추출하되, 특허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하여 2001.01.01. 이후 출원된 2,629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9년 말부터 출원된 특허는 미공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공공안전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MCS 서비스 기술 표준을 비롯한 총 9개 기술에 포함된 표준화
항목별 핵심키워드를 담당 분과위원으로부터 제공 받아 키워드를 참고하여 특허 검색식을
작성 후 분석을 진행함
< 공공안전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MCS 서비스 기술
표준

핵심 키워드
[영문] 3GPP 5G, NR, New
Radio, stand-alone, LTE,
Long-Term Evolution, MCPTT,
MCVideo, MCData,
mission-critical push to talk,
mission-critical data,
mission-critical video,
mission-critical service
[국문] 미션크리티컬 푸쉬 투
토크, 미션크리티컬 비디오,
미션크리티컬 데이터

특허 검색식
(“5G 통신” or “5세대 통신” or 단독기지국 or “NR”
or “New Radio” or “stand alone” or “SA” or “5G
communicat*” or “5G” or “5th generation” or “3GPP”
or “3rd genereration partnership project” or “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or “Long-Term
Evolution” or “LTE”) and (“미션크리티컬 푸쉬 투
토크” or “미션크리티컬 비디오” or “미션크리티컬
데이터” or “MCPTT” or “mission-critical push to
talk” or “MCVideo” or “mission-critical video” or
“MCData” or “mission-critical data” or
“mission-critic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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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핵심 키워드

[영문] 3GPP 5G, NR, New
Radio, stand-alone,
device-to-device,
machine-to-machine, massive
machine, multi-layer, hopping,
public safety, emergency,
disaster, social participant
[국문] 5세대 통신, 기기 간,
단말 간, 다수의 기기, 멀티 홉,
멀티 릴레이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영문] 3GPP 5G, NR, New
Radio, emergency call, eCall,
Multicast broadcast service, 5G
group communication, 5G
multicast, public safety,
emergency, disaster
[국문] 5세대 통신, 멀티캐스트
기반 그룹통신, 5G 기반
그룹통신, 공공안전, 재난콜,
긴급 호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영문] communication failure,
communication restoration,
network traffic protection,
network restoration
[국문] 통신재난, 통신실패,
통신장애, 트래픽 복원,
네트워크 재난, 네트워크 복원,
재난대응 통산망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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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검색식
(“5G 통신” or “5세대 통신” or 단독기지국 or “NR”
or “New Radio” or “stand alone” or “SA” or “5G
communicat*” or “5G” or “5th generation” or
“3GPP” or “3rd genereration partnership project”
or “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and
((“단말간*” or “단말 간*” or
“디바이스-대-디바이스*” or “다수의 장치대*” or
“장치 간*” or “기기 대 기기*” or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or “디바이스 대 디바이스*” or “장치
대 장치*” or “머신타입 통신” or “다중 디바이스
직접통신” or “강화된 머신 타입 통신” or 멀티홉*
or “멀티 홉*” or 멀티릴레이* or “멀티 릴레이” or
“device-to-device” or “device to device“ or “D2D”
or “multi-hop” or “multi-relay*“ or
“machine-to-machine“ or “machine to machine“ or
“M2M“ or “enhanced machine type communicat*“
or “eMTC“ or ”hop-by-hop“ or ”NB-iot“ or
”narrowband iot“ or ”narrowband internet of things“
or ”narrowband internet-of-things“ or ”further
enhanced machine type communicat*“) n/2
(공공안전 or ”공공 안전“ or ” or 사회참여* or
“사회 참여” or 위험* or 재난* or 긴급* or 응급*
or “public safety” or emergen* or disaster* or
“social participant”))
(“5G 통신” or “5세대 통신” or 단독기지국 or “NR”
or “New Radio” or “stand alone” or “SA” or “5G
communicat*” or “5G” or “5th generation” or “3GPP”
or “3rd genereration partnership project” or “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and ((재난콜* or
“긴급 호*” or “재난전화*” or “재난통신*” or 긴급콜*
or ”emergency call*” or “eCall” or 멀티캐스* or
멀티케스* or 그룹통신* or multicast* or
“multi-cast*” or “group communicat*”) n/3 (안전*
or 공공서비스* or “공공 서비스*” or 재난* or safe*
or “public service*” or “emergency call*” or “eCall”))
(“통신 실패*” or 통신실패* or “통신 장애*” or
통신장애* or “통신 재난*” or 통신재난* or
“네트워크 장애” or “네트워크 재난“ or 통신복구*
or “통신 복구*” or “네트워크 복구*” or “네트워크
트래픽 보호*” or “재난대응 통신망 복구*” or
“communication fail*” or “failure communication” or
“communication restorat*” or “restoration
communication” or “communication failover” or
“failover communicat*” or “network traffic protect*”
or “protect network traffic” or “network fail*” or
“network restorat*” or “restoration network” or
“failover network” or “failure network”)

특허분석 항목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

핵심 키워드
[영문] ESS, energy storage
system, ESS safety, energy
demand response, power
prediction, demand response,
emergency demand, waste
battery, used battery, recycle,
remanufacture, reuse, refurbish,
restoration
[국문] 에너지 저장 시스템,
폐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재생산,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수요예측, 비상전원, 안전성,
성능시험, 운용 요구사항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영문] 3GPP 5G, NR, New
Radio, stand-alone, LTE,
Long-Term Evolution, train,
railroad, off-network, positioning,
Train control, Train positioning,
Virtual coupling, Train location,
Station location, Mobility location,
Multitalker control, Functional
alias
[국문] 5세대 통신, 열차 제어,
열차 위치, 가상 커플링,
모빌리티 위치, 멀티토크 제어,
기능적 연합, 열차 그룹통신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영문]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maritime
communication, marine
communication, offshore
communication,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fication, MMSI,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satellite
[국문] 해상통신, 해사통신, 선박
고유 식별자, 단말기 식별자,
통합 식별자, 위성

특허 검색식

(“에너지 저장 장치” or “폐배터리” or “ESS” or
“energy storage system” or “energy storage
service” or “energy storage infrastructure” or
“waste battery” or “used battery” or “lithium
battery”) n/2 (안전* or “시험 기술” or “설치 운용”
or “비상 전원” or “성능 시험” or “성능 기준” or
수요관리 or “수요 관리” or 전력예상 or “전력
예상” or 예상전력 or “예상 전력” or 수요예측 or
“수요 예측” or “power demand” or “demand
predict*” or “energy demand” or “demand energy”
or “demand response” or “predicted demand” or
“emergency power” or recycl* or remanufact* or
restorat* or refurbish* or reconstitut*)

(“5G 통신” or “5세대 통신” or “NR” or “New
Radio” or “stand alone” or “SA” or “5G
communicat*” or “5G” or “5th generation” or
“3GPP” or “3rd genereration partnership project”
or “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or
“Long-Term Evolution” or “LTE”) and ((철도* or
열차* or 기차* or 철도차량* or “철도 차량*” or
train* or locomot* or railway or “rail-way” or
railroad* or “rail-road” or “rail vehicle*”) N/3 (“오프
네트워크*” or “위치 측위*” or 위치측위* or
그룹통신* or “그룹 통신*” or 제어* or 멀티톡커*
or “멀티 토커*” or 멀티톡* or “기능적 연합*” or
“기능적 조합” or “off-network” or control* or
position* or “group communication*” or “virtual
coupling” or multitalk* or “multi-talk*” or “functional
alias*” or “functional-alias*”))

(“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 or 이동통신 or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and ((해상통신* or
“해상 통신*” or 해사통신* or “해사 통신*” or “선박
고유 식별자*” or “단말기 식별자*” or “marine
communicat*” or “maritime communicat*” or
“offshore communicat*” or “maritime mobile
communicat*” or “maritime wireless communicat*”
or “MMSI” or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or
“IMSI” or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or (((satellite* or 위성*) and (land* or 육상* or
육지*) n/3 (ship* or vessel* or 선박* or 선상* or
해상* or 해양*)) and (연결* or 상호호환* or “상호
호환” or connect* or compatab* or interope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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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핵심 키워드

[영문] Digital signage, disaster
information, social protection
information, warning message,
alert message, warming
message service framework,
warning message service
information metadata, warning
information display, warning
message protocol
[국문] 디지털 사이니지, 재난
정보 전달, 재난 정보
디스플레이, 경보 전달
프로토콜, 경보 서비스 전달
메타데이터, 경보 서비스
프레임워크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

[영문] IoT, Internet of Things,
IoE, Internet of Everything,
Real-Time, Fire Protection,
Firefight management
[국문] 사물인터넷, 실시간,
소방관리

27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특허 검색식
(“디지털 사이니지” or “공공 디스플레이” or “공공
정보 전달 디스플레이” or “공공 정보 전달
다중화디스플레이*” or “digital sinage” or “public
information display*” or “public information
multi-display”) and (“재난 정보 메시지” or “재난
정보 디스플레이” or “경보 메시지” or “경보 전달”
or “경보 전달 메타데이터” or “경보 서비스
프레임워크” or “경보 전달 프로토콜” or “재난
메시지” or “재난 전달” or “재난 전달 메타데이터”
or “재난 전달 프레임워크” or “재난 전달 프로토콜”
or “disaster information” or “social protection
message” or “warning message” or “alert message”
or “emergency message” or “warning message
service framework” or “alert message service
framework” or “emergency message service
framework” or “warning message service metadata”
or “alert message service metadata” or “emergency
message service metadata” or “warning message
protocol” or “alert message protocol” or “emergency
message protocol”
("사물 인터넷*” or "아이오티*“ or "사물통신*“ or
"사물간 통신*” or "사물 지능 통신*” or
"사물지능통신*“ or ”지능형 사물“ or “머신 투
머신*” or “머신 대 머신*” or “기계 타입 통신*”
or "머신 타입 통신*“ or "머신형 통신*” “머신 유형
통신*” or "머신간*“ or "기계간 통신*” or "기계형
통신*” or “엠투엠*” or “기기간 통신*” or "기계
대기계*“ or "마시웅토우마신*” or ”머신 타이프
커뮤니케이션“ or "smart object*" or ”스마트
오브젝트“ or ”스마트 사물“ or ”만물 인터넷“ or
"사물 웹” or (("센서*“) N/1 (네트워크* or 노드* or
유비퀴토스 or 유비쿼터스 or 유비키타스*)) or
“MTC" or "M2M" or "machine-to-machine" or
"machine to machine" or "internet of things" or
"machine-type communicat*" or "machine type
communicat*" or "IoT" or "IOT" or "smart object*"
or "smart things" or "web of things" or "WoT" or
"internet of everything" or ”IoE" or “machine
orient*" or "USN*" or "ubiquitous sensor*" or
RFID* or "RF-ID*" or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or ((sensor*) N/1 (network* or
node*))) and (소방* or 방재* or 소화* or 화재* or
스프린클러* or “fire fight*” or firefight* or “fire
hydrant*” or hydrant* or “sprinkler*” or “flammable
liquid*” or “fammable metal*” or “solid
combustible*” or “dry powder*” or “water mist*” or
“water fog*”)

¡ 공공안전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공공안전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공공안전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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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안전 분야 전체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로
출원 활동이 이뤄지고 2015년도부터 급상승하여 2018년에는 특허분석 구간 중에서 가장
출원 활동이 활발함
- 공공안전 분야에서, MCS 서비스 기술 표준,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그리고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은 3GPP 5G NR(New Radio) 표준에
기반 한 서비스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서 2015년도에 특허 활동이 급상승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추세가 특허공개가 완료된 2018년도에 출원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로 추정됨
- 특허공개가 완료되지 않은 2019년 이후 구간에서도 현재 출원 활동을 감안하면 3GPP 5G
NR의 표준 완료 예정 시점인 2022년까지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특허(WO)에 있어서 분석시점 기준 최근 30개월 구간에 포함되는 국제특허(WO)는
전체특허의 약 7%에 해당하며, 향후 다수의 국가로 개별국진입(재출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허라서 국제특허(WO)로 인한 추가적인 출원 활동 증가가 예상됨
- 특허 발행국별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에 출원된 특허가 915건(35%)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한국 627건(24%), 국제특허 605건(23%), 유럽 243건(9%) 그리고 일본
239건(9%) 순임
- 발행국별 동향을 보면, 한국의 출원 활동은 2015년부터 급격히 상승하며 2017년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2018년도에 다시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공공안전 분야 전체 출원
추세와 유사한 출원 활동 패턴을 보임
- 미국 발행국의 출원 동향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출원 활동이 급격히 상승하며, 특허공개가
완료되지 않은 2019년도 출원이 특허공개가 완료된 2018년 출원과 유사할 정도로 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후에도 출원 활동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 국제특허(WO)는 2015년부터 출원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3GPP 5G NR
관련 기술에 대한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출원 활동으로 분석되며 3GPP 5G NR 표준화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유럽 발행국의 출원 동향은 타 발행국의 출원 활동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2015년에 출원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허공개가 완료되지 않은 2019년 이후 구간에서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일본 발행국의 출원 동향은 2017년까지 출원 활동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비교적 최근인
2018년도부터 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증가추세를 볼 때 이후
구간에서도 출원 활동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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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안전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공공안전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MCS
서비스
기술
표준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공공
안전
그룹
통신
기술
표준

통신
재난
대응
기술
표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안전
기술
표준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해사
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IoT
기반
실시간
소방
관리
시스템
표준

합계

2001

0

0

0

5

6

0

8

0

0

19

2002

0

0

0

4

1

0

4

0

0

9

2003

0

0

0

4

5

0

5

0

0

14

2004

0

0

0

4

3

0

3

0

0

10

2005

0

0

0

15

6

0

5

0

0

26

2006

4

0

0

6

5

0

11

0

0

26

2007

1

0

0

14

10

2

3

2

0

32

2008

2

0

0

13

9

0

7

4

0

35

2009

2

0

0

11

11

2

6

0

0

32

2010

1

0

0

17

20

0

6

5

0

49

2011

0

0

0

19

29

1

20

2

0

71

2012

2

0

0

11

23

2

15

7

1

61

2013

2

0

0

18

22

0

18

3

2

65

2014

8

0

0

23

11

4

6

21

4

77

2015

50

91

46

16

18

7

9

10

2

249

2016

38

143

34

14

22

6

8

14

14

293

2017

69

112

63

17

37

20

9

15

30

372

2018

79

118

94

57

108

30

27

13

46

572

2019

49

83

92

54

59

13

23

11

57

441

2020

25

19

19

12

24

29

4

1

36

169

2021

2

0

0

0

2

0

0

0

3

7

합계

334

566

348

334

431

116

197

108

195

2,629

특허분석
항목

출원연도

- 특허분석 항목의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안전기술 표준,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MCS 서비스 기술 표준,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기술 표준,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순으로 출원 활동이 활발함
-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그리고 MCS 서비스 기술 표준의
출원 활동은 2015년부터 이후 구간에서 출원 활동이 집중되었는데, 이는 해당 표준이
3GPP 5G NR 표준화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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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은 2010년부터 출원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비교적
최근인 2018년에 출원 활동이 증가함. 이는 미국의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 2010년에 발간된 PHEV/EV에 사용되는 리튬-이온(Lithium-ion) 배터리의
재활용(second-use) 분야의 하나로 에너지 저장 장치(ESS)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결과가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 관련 출원 활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또한,
2014년 미국 에너지국(Department of Energy)의 ‘The Strategy Energy Storage Safety’와
관련된 ESS 안전 규정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추정되며, 유럽에서는 2017년 설립된
European Battery Alliance가 본격적으로 배터리 사용과 사용한 배터리의 재활용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ESS)에 관심을 가진 결과가 출원 활동의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예상됨. 한국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배터리 관련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한 결과가 최근의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의 출원 활동 증가로 이어짐
-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은 2012년부터 출원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2017년부터
출원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oneM2M, OCF, ITU-T SG20 등 IoT 관련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추진이 출원 활동 증가의 주요 원인임
- 통신재난 대응기술 표준은 분석구간 전 구간에 걸쳐 출원 활동을 하며, 비교적 최근 구간인
2018년부터 출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최근 재난 상태에서 비상 통신망의 연결성에 관심이
집중된 것이 출원 증가의 원인임
-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은 분석 전구간에 걸쳐 출원 활동이 있으며, 2011년
이전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부터 주로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집중적으로
출원 활동을 하여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2011년부터 시행된 해양 안전 관련 법규
(해사법)가 주요 원인임
-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은 2007년부터 출원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2013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 출원 활동이 활발해졌는데, 이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보유한
Panasonic이 2014년부터 적극적으로 출원 활동을 시작한 것이 주요 원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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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안전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공공안전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 출원 현황 >
특허분석 항목

구간A
(2011년∼2013년)

구간B
(2014년∼2016년)

구간C
(2017년∼2019년)

MCS 서비스 기술 표준

4

96

197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0

234

313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0

80

249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48

53

128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

74

51

204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3

17

63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53

23

59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12

45

39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

3

20

133

- 특허 미공개기간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를 3년 단위의 3개 분석구간으로 설정
- MCS 서비스 표준 기술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2,300%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은 105%로 이전 구간 대비에서 출원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초기 구간에서 출원 활동이 저조해서 나타난 현상이며, 실질적으로는 최근 구간에서 출원
활동이 활발함
-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은 구간A에서 출원 활동이 없으며 구간B 대비 구간C에서 출원
증가율은 34%로, 출원증가율로만 판단하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출원건수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공공안전 분야 모든 구간에서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의 구간C에서 출원을
가장 많이 함
-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은 구간A에서 출원 활동이 없으며 구간B 대비 구간C에서 출원
증가율은 211%로, 출원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최근 구간에서 출원 활동이 매우 활발함
-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10%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의 증가율은 약 142%로 급증하여 최근 구간에서 출원 활동이 급증함
-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 기술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31%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은 300%로, 구간B에서 출원 활동이 다소 감소하나 최근에
다시 출원이 증가함
-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467%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는 약 271%로, 이전 구간에서 출원증가율이 매우 높아 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출원건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구간A에서 출원 활동이 미미해서 상대적으로
구간B에서 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처럼 나타남
-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57%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에서의 증가율은 약 157%로, 구간B에서 출원 활동이 다소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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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275%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의 증가율은 약 –13%로 최근 출원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함
-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은 구간A 대비 구간B에서 출원증가율이 약 567%이고,
구간B 대비 구간C의 증가율은 약 565%로 출원증가율이 계속해서 증가함
¡ 공공안전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공공안전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특허분석
항목
특허
발행국

에너지
해사
공공
MCS
기기 간
통신 저장장치 철도 안전 ICT
안전 그룹
서비스 통신 기술
재난 대응 (ESS)
서비스
융합
통신 기술
기술 표준 표준
기술 표준 안전 기술 기술 표준 서비스
표준
표준
기술 표준

IoT 기반
디지털
실시간
사이니지
소방
경보
합계
관리
서비스
시스템
기술 표준
표준

한국특허
(KR)

55

68

26

81

177

24

78

13

105

627

미국특허
(US)

130

222

163

114

115

40

40

49

42

915

일본특허
(JP)

22

33

4

64

28

4

40

23

21

239

유럽특허
(EP)

47

54

27

34

32

15

13

10

11

243

국제특허
(WO)

80

189

128

41

79

33

26

13

16

605

합계

334

566

348

334

431

116

197

108

195

2,629

- 공공안전 분야에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출원을 집중한 분야와 국가는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으로 미국에 가장 많이 출원하였고, 다음으로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에 국제
출원(WO),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 기술 표준에 한국 출원,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에 미국 출원 그리고 MCS 서비스 기술 표준에 미국 출원을 집중함
- 공공안전 분야에서 출원 국가별 집중도를 보면,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 기술 표준,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그리고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을 제외한 나머지 표준에
미국 출원을 집중하고 있음
- 한국에 출원된 특허를 살펴보면,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 기술 표준이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 105건,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81건
그리고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78건 순이며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이
13건으로 가장 낮음
- 미국에서의 출원을 살펴보면,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에 출원을 가장 많이 집중하였고,
다음으로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MCS 서비스 기술 표준,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
기술 표준, 그리고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순으로 집중하며,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등에 출원 활동을 하고 있음. 미국 출원은 주로 3GPP 5G NR 이동통신 관련 기술
표준에 특허 활동이 집중됨
- 일본에서의 출원을 살펴보면,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에 출원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다음
순으로는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그리고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분야이며,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과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에 출원 활동이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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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의 출원을 살펴보면, 3GPP 5G NR 이동통신 기반의 공공안전 기술 표준인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MCS 서비스 기술 표준 순으로 출원 활동이 집중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통신 재난대응 기술 표준과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 기술 표준 순으로 출원 활동을 하고
있고, IoT 기반 실시간 소방 관리 시스템 표준과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순으로 출원 활동이 낮아짐
- 국제특허(WO)는 분석시점을 기준으로 3GPP 5G NR 표준 관련 분야인 MCS 서비스 기술
표준,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그리고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에 출원이 집중되고,
다음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 기술 표준에 출원이 집중됨. 공공안전 분야의 주요
출원 집중 분야가 미국과 유럽에서의 출원 관심 분야와 유사함
¡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공공안전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한국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MCS 기기 간
서비스
통신
기술
기술
표준
표준

출원인

공공
안전
그룹
통신
기술
표준

통신
재난
대응
기술
표준

에너지
저장장치
(ESS)
안전
기술
표준

해사
디지털 IoT 기반
철도 안전 ICT 사이니지 실시간
서비스
융합
경보
소방
합계
기술
서비스 서비스
관리
표준
기술
기술
시스템
표준
표준
표준

삼성전자

9

2

12

0

0

7

0

0

0

30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0

0

0

2

0

1

14

2

0

19

목포대학교

0

0

0

0

0

0

10

0

0

10

Ericsson

5

0

0

4

0

0

0

0

0

9

Huawei

7

0

2

0

0

0

0

0

0

9

LS산전

0

0

0

2

7

0

0

0

0

9

Marioff

0

2

0

0

0

0

1

1

4

8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0

0

0

0

0

8

0

0

0

8

기타

34

64

12

73

170

8

53

10

101

525

합계

55

68

26

81

177

24

78

13

105

627

- 한국에서의 공공안전 분야에 주요 TOP5 출원인은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목포대학교,
Ericsson, Huawei, LS산전, Marioff 그리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순이며, 주요 TOP5 출원인
대부분이 국내 출원인이며, 해외 출원인으로는 Ericsson과 Huawei가 국내시장에 관심이 있음
- 한국국적의 주요 TOP5 출원인은 기업, 공공연구소 그리고 대학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표준 분야에 출원을 집중하고 있음
- 한국에서 주요 출원인 TOP5는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에 관심이 없음
- 기타 출원인은 다수의 출원인이 소규모 출원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국적으로는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이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케이티(KT)는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에너지 저장장치(ESS) 안전기술 표준 등에 출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국국적으로는 독일국적의 Fraunhofer가 MCS 서비스 기술 표준 그리고 미국국적의 Tyco
Fire Product가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에 출원 활동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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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공공안전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해외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MCS 기기 간
서비스
통신
기술
기술
표준
표준

출원인

공공
안전
그룹
통신
기술
표준

통신
재난
대응
기술
표준

에너지
저장장치 철도
(ESS)
서비스
안전
기술
기술
표준
표준

해사
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IoT
기반
실시간
소방
관리
시스템
표준

합계

삼성전자

46

15

45

2

0

17

0

0

0

125

Qualcomm

24

14

62

4

0

1

0

0

0

105

Panasonic

1

3

0

7

7

0

0

39

1

58

Ericsson

9

10

10

17

0

2

3

0

0

51

Huawei

14

7

7

7

2

4

0

0

0

41

Fraunhofer

11

12

4

0

0

2

1

0

0

30

Intel

1

4

24

0

0

0

0

0

0

29

LG전자

7

6

10

2

0

2

0

1

0

28

Siemens

0

9

0

4

2

10

0

0

0

25

NEC

3

3

1

15

1

0

0

0

0

23

Hochiki

0

9

0

0

0

0

0

2

12

23

기타

163

406

159

195

242

54

115

53

77

1,464

합계

279

498

322

253

254

92

119

95

90

2,002

- 해외 국가(미국, 일본, 유럽, 국제특허(WO))에서의 공공안전 분야 주요 TOP10 출원인은
삼성전자, Qualcomm, Panasonic, Ericsson, Huawei, Fraunhofer, Intel, LG전자, Siemens, NEC
그리고 Hochiki 순이며, 한국국적의 출원인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요 TOP10 출원인에
포함됨
- 해외 국가에 출원한 주요 출원인 TOP10의 출원 활동은 주로 3GPP 이동통신 표준화 활동을 하는
삼성전자, Qualcomm, Panasonic, Ericsson, Huawei, Fraunhofer, Intel, LG전자가 MCS 서비스
기술 표준,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그리고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에 출원을 집중함
- 3GPP 주요 표준화 멤버인 Qualcomm은 공공안전 분야에서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에
출원을 집중하고, 디스플레이 기술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Panasonic은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에 관심이 매우 높음
- 해외 국가에서의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은 다수의 출원인이 소규모의 출원
활동을 하며, 주요 출원인으로는 미국 국적의 Marioff, Tyco Fire Product, Unica Fire Safety와
일본 국적의 Hochiki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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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국가에서 출원 활동을 하는 기타 출원인들은 다수의 출원인이 소규모 출원 활동을 하며,
T-Mobile, ZT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Verizon 그리고 AT&T 등 재난통신
관련 서비스 표준에 출원 활동을 하며, 이외에는 Marioff, Tyco Fire Product, Nohmi Bosai
그리고 Unica Fire Safety 등이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에 출원 활동을 하고 있음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공공안전 분야 9개 기술 표준에 대한 한국의 글로벌 특허경쟁력은 해외 주요
기업과 비교해 볼 때, 국내와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동통신 표준화에 기반한 공공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기업이 해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나머지 기술 표준 분야에서 해외 경쟁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공공안전 모든 연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이에 기초한 특허권 확보 그리고
국제표준화의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국제표준 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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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92.1%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SG2

(WP1/Q3-Service and operational aspects of telecommunications,
including service definition) 재난 복구 시스템 관련 용어 표준(E.102), 재난복구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요구사항(E.108), 안전도 확인 및 재난복구 방송 메시지
요구사항(E.119) 등의 권고 제정

SG11

(WP1/Q3-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for emergency
telecommunications) 비상통신과 재난구호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신호
요구사항과 프로토콜 관련 권고 개발

SG15

(WP3/Q10-Interfaces, interworking, OAM, protection and equipment
specifications for packet-based transport networks) 이더넷 및 MPLS-TP
등의 패킷 전달망 생존성 및 가용성 향상을 위한 트래픽 보호 및 복원 기술 권고
개발
(WP3/Q11-Signal structures, interfaces, equipment functions, protection
and interworking for optical transport networks) OTN 및 MTN 등의 회선
전달망 생존성 및 가용성 향상을 위한 트래픽 보호 절체 기술 권고 개발
(WP3/Q14-Management and control of transport systems and equipment)
전달망 보호절체 및 복원 기술의 제어 및 관리 측면의 권고 개발

SG16

(WP1/Q13-Content delivery, multimedia application platforms and end
systems for IP-based TV services including digital signage)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재난경보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H.785.0)이 제정되었고, 공통경보
프레임워크(H.DS-CASF)와 재난안전 공통정보 메타데이터(H.DS-ASM)에 대한
표준개발 작업이 진행 중
(WP1/Q21-Multimedia framework, applications and services) 드론을
이용한 재난정보 서비스 유스케이스 및 요구사항 표준(HSTP.DIS-UAV) 제정 완료
(WP2/Q24-Human factors for intelligent user interfaces and services)
휴먼 요소를 고려한 각종 재난 정보의 표현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화 작업 추진
중(F.MDI)

SG17

(WP3/Q4-Cybersecurity and countering spam)
공통경보프로토콜(CAP) 기술에 대한 표준화 작업 지속

SG20

(WP1/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architectural frameworks
across verticals enhanced by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소방설비 중
소화설비관리 프레임워크(Y.water-SFP) 및 소화활동을 위한 요구사항 표준
(Y.dt-smartfirefighting) 개발 진행 중

ITU-T
국제
(공식)

OASIS와 협력하여

(Maritime Safety Committee) 해사안전위원회는 국제항해선박의 SOLAS
IMO

M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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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STCW 협약 등을 포함하여 자율운항선박, 사이버 보안, e-네비게이션 및
GMDSS 현대화 등에 관한 규정 개발

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TC120

(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시스템 관련 표준개발
위원회로, ESS 안전 운용 지침, ESS 시험 평가 방법, ESS 설치 및 성능평가
방법, 폐배터리의 ESS 재사용 요구사항 등 다양한 표준 개발 진행 중

RAN

(RAN1-Radio Layer 1)
- 5G NR Sidelink 표준기술 개발을 3GPP Rel-17 일정 내 완료하고자 표준화가
진행 중이고, 공공안전용 기기 간 직접 통신 기술도 지원될 수 있도록 표준화
목표로 정의
- 5G MBS 표준기술 개발을 3GPP Rel-17 일정 내 추진하고자 표준화 진행
중이며, 그에 따른 MCS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그룹통신기술 관련
무선 표준기술 개발 추진

SA

(SA1-Services)
- Rel-18 MCS 시스템 간 관리 설정 정보 공유를 위한 서비스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 표준화 진행 중
- Rel-16에서 3GPP 시스템에서의 해양통신서비스에 대한 Stage 1기술규격
표준화 완료
- 비 인프라 기반의 안정된 철도 서비스 및 철도 요소 기술 강화를 위한 요구
사항 반영이 Rel-18 기반 1단계로 표준화 진행 중
- Rel-18 5G off-network기반 열차 서비스 use case 및 요구사항 관련 표준화
진행 중
- Rel-18 5G 기반 스마트 역내 서비스 관련 use case 및 요구사항 관련 표준화
진행 중
(SA2-System Architecture and Services)
- Rel-17 5G기반 그룹통신기술 표준화 진행 중
(SA3-Security and Privacy)
- Rel-16 MCS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적용되는 보안 표준기술 개발
(SA6-Mission-critical applications)
- Rel-17 미션 크리티컬 기술규격 개선 및 유지 보수 표준화 진행
- Rel-17 MCS 관련 3단계 표준화 진행 중
- non-3GPP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차상 단말 기능 구조 표준 기술이 Rel-18
기반 2단계로 개발 중

CT

(CT1-User Equipment to Core Network protocols) 5GS 기반 MCS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표준화 진행

IALA

ENAV

(e-Navigation Information Services and Communications) IMT-2020의
해사분야 적용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발 진행 중

IEEE

802.1

(LAN/MAN Bridging & Management) 이더넷 기반의 무손실 보호절체 표준
개발 진행 중

DetNet

(Deterministic Networking WG) IP와 MPLS 망을 위한 무손실 보호절체 표준
개발 진행 중

MPLS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WG) MPLS 네트워크의 링보호절체 표준
개발 중

SPRING

(Source Packet Routing in Networking WG) 세그먼트 라우팅 네트워크의
보호 및 복원 표준 개발 중

IEC

3GPP

국제
(사실)

I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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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W3C

(Web-based Signage BG) 웹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의 긴급정보
프로파일에 대한 표준개발 작업이 진행 중

PG201

(광전송) OTN, MPLS-TP, DetNet 보호절체 관련 표준 개발 중

PG218

(이더넷) 이더넷 보호절체 및 무손실 보호절체 표준 개발 중

PG221

(네트워크/서비스품질)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 품질 기준 표준 개발 중

PG224

(통신망응용)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재난경보 메시지 전파 체계 및 재생 지침
단체표준 제정

PG902

(공공안전통신)
- 다목적용 단말기, 지령장치, 듀얼모드(PS-LTE/DMR) 단말기 기술요구사항 등
기술규격 표준 개발 중
- 지령장치/고정형 단말기 기본 서비스 시험규격 등 재난안전통신망 시험 표준
개발 중
- 정부 발령 시스템과 인터넷 경보 서비스 연동 규격, 통합경보시스템을 위한
공통경보프로토콜 프로파일 등 통합경보 관련 표준화 추진 중
- 2019년 공공안전 그룹통신을 위한 재난안전망 멀티밴더 환경에서의 eMBMS
동기화 표준 채택

PG903

(특수통신)
- LTE-Maritime 송수신기 기술규격 및 시험규격 표준화 완료
- 어선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관련 표준화 추진 중

PG905

(ITS/차량/철도 ICT) 도시철도/일반철도/고속철도의 LTE 기반 스마트 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 관련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화 진행 중

PG1001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참조구조, 레거시 소방 설비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중

TTA

국내

-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재난경보 메시지 전파 체계 및 재생지침 포럼 표준 제정
완료 및 재난경보 프레임워크와 메타데이터 등에 대한 표준화 이슈 논의
한국스마트사이니지포럼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이니지 키오스크 인터페이스 표준화 작업 추진 중(재난
경보 정보 표츨 기능 고려)
OTN, MPLS-TP, DetNet, 이더넷을 비롯한 다양한 전달망 보호절체 기술과 항공기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 및 전장 네트워크 보호절체 기술에 대한 산·학·연 기술 교류 및 관련 국내 표준(안)
개발 중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 ESS 안전·운용·설계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대한 국내 단체표준 개발을 진행 중
스마트철도표준화포럼 스마트철도 표준화를 통한 국내 및 글로벌 이슈의 전략적 대응 및 시장기술 선점
사물인터넷융합포럼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에서 소방설비의 식별을 위한 식별체계 표준안 개발 중

국가기술표준원

ESS의 계획 및 설치를 위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안전 요구사항의 IEC 국제표준
부합화를 통한 국가표준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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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공공안전ICT 공통 기술]
¡ (MCS 서비스 기술 표준) 3GPP Rel-16 미션크리티컬 기술 규격들을 국내 표준으로 전환하여
준용 채택 필요
-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
· 2020년 6월 표준화가 완료된 3GPP Rel-16 표준 내 개발된 MCS 관련 기술규격들을 TTA
국내표준으로 전환하여 준용 채택 필요
- TTA 공공안전통신 PG(PG902)
· 재난안전통신망의 단말기에서 요구되는 기술방식, 기능 및 성능(통화, 메시지, MCPTT
서비스 등) 표준화 추진
· 통합공공망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공공망(PS-LTE, LTE-M, LTE-R 등) 간의 기지국 중첩
지역에서 간섭 해소를 위한 네트워크 간 상호 연동 요구사항 및 네트워크 연결 절차 표준개발
- TTA 네트워크/서비스품질 PG(PG221)
·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 품질에 관련된 표준화 진행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1103

TTA PG902

TTA PG221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3G-22.281(R15-15.1.0), 3GPP - Services and System Aspects; Mission
Critical Video services(Release15)

2019

TTAT.3G-22.280(R15-15.3.0), 3GPP - Services and System Aspects; Mission
Critical Services Common Requirements(MCCoRe); Stage 1(Release15)

2019

TTAT.3G-22.282(R15-15.1.0), 3GPP - Services and System Aspects; Mission
Critical Data services(Release15)

2019

TTAK.KO-06.0526, 700MHz 통합공공망 간 기지국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연결 절차

2020

TTAK.KO-06.0471, 통합공공망 주파수 공유 및 상호연동 요구사항

2018

2020-0006,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 품질 지표

진행중
(2022)

2020-0007,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 품질 측정 방법

진행중
(2022)

2020-0008,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 품질 기준

진행중
(2022)

¡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국내 중소기업인 싱크테크노를 포함한 국내외 유관 기관들에 의해 3GPP
Rel-17 표준기술로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Rel-17 표준화 완료기한인 2022년 이후에 5G NR V2X
내 공공안전 관련 기기 간 통신 기술 부분 등을 포함한 3GPP 국제표준 기술규격들에 대한 TTA
국내표준으로 전환하여 준용채택을 추진 예정
¡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은 eMBMS기반 LTE 영상 전송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고, 재난망 본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적용 완료. 5G기반 그룹통신 기술 표준은
국제 표준이 3GPP Rel-16부터 본격화 되었고, 국내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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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로 채택. 3GPP 국제표준 기술규격들에 대한 TTA 국내표준으로 전환하여 준용채택으로
추진 예정
- TTA 공공안전통신 PG(PG902)
· 재난안전통신망 멀티밴더 환경에서의 eMBMS 동기화가 국내 표준으로 채택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902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06.0499, 재난안전통신망 멀티밴더 환경에서의 eMBMS 동기화

2019

¡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이더넷 및 DetNet, MPLS-TP, OTN 보호절체 기술에 관한 다양한 국제
표준은 영문 표준 준용의 형태로 국내 표준화가 완료되었거나 표준화 진행 중이며, MTN 보호절체
기술 관련 표준화 진행 예상
- TTA 광전송 PG(PG201)
· OTN과 MPLS-TP 보호절체에 관한 국내 표준이 영문 국제표준 준용의 형태로 표준화
완료되었으며, MPLS 기반 DetNet 보호절체 표준화 진행 중이며 향후 MTN 보호절체
표준화 진행 예상
- TTA 이더넷 PG(PG218)
· 이더넷 보호절체에 관한 국내 표준이 영문 국제표준 준용의 형태로 표준화가 완료되었으며,
이더넷 무손실 보호절체 관련 표준화 논의 중
-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
· OTN, MPLS-TP, 이더넷, DetNet을 비롯한 다양한 전달망 보호절체 기술과 항공기 및 전장
네트워크 보호절체 기술에 대한 산·학·연 기술 교류 및 관련 국내 표준(안) 개발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2021-0619, DetNet 데이터 평면: MPLS

TTA PG201

TTA PG218

완료연도
진행중
(2022)

TTAE.IT-G.8132, MPLS-TP 링 보호 절체

2020

TTAE.IT-G.8133, MPLS-TP 의사회선 듀얼 호밍 보호 절체

2020

TTAE.IT-G.8131/Y.1382/R1, MPLS 전송 프로파일(MPLS-TP) 선형 보호 절체

2019

TTAE.IT-G.808.1/R1, 일반 선형 보호 절체

2019

TTAE.IT-G.8031/Y.1342/R3, 이더넷 선형 보호 절체

2019

ICNF-2020-EN-ITUT.G.8132, MPLS-TP 링 보호 절체

2020

ICNF-2020-EN-ITUT.G.8133, MPLS-TP 의사회선 듀얼 호밍 보호 절체
산업융합
ICNF-2019-EN-ITUT.G.8131, MPLS 전송 프로파일 (MPLS-TP) 선형 보호 절체
네트워크포럼
ICNF-2019-EN-ITUT.G.808.1, 일반 선형 보호 스위칭
ICNF-2019-EN-ITUT.G.8031, 이더넷 선형 보호 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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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19
2019
2019

¡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 에너지저장장치 안전 관련 시험 요구사항과 ESS 계획 및
설치 관련 시스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등이 국내 단체 및 국가표준으로 제정되었으며, ESS 세부
장치들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및 운용 지침 등의 표준 개발이 후속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
· ESS를 포함하는 분산전원을 통합한 가상발전소 사례 및 신재생 발전설비의 계통연계를 위한
요구사항을 단체표준으로 개발
· ESS를 전력계통 연계하기 위한 안전 요구사항 중 리튬전지 기반의 고려사항과 신재생 설비와
ESS를 연계하기 위한 통신 표준의 시험방법 표준 개발
- 국가기술표준원 IEC TC120 전문위원회
· IEC TC120에서 진행되고 있는 ESS 안전기술 관련 국제표준기고서 검토 및 승인 등의 국제표준화
대응 작업 진행 중
· ESS의 계통 연계 및 안전 요구사항 등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이 완료되었으며, ESS 관련 용어
정의가 국가표준으로 제정되어 관련 업계에서 공통된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후속으로 ESS 폐배터리 안전성 향상 지침, 환경을 고려한 ESS 신재생 연계 안전지침 등의 표준
개발이 진행될 예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국가기술
표준원
IEC TC120
전문위원회

표준(안)명

완료연도

KS C IEC/TS62933-3-1,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3-1부: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계획 및 성능평가 - 일반 요구사항

2020

KS C IEC62933-1,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1부: 용어

2020

KS C IEC62933-2-1,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2-1부: 유닛 파라미터
및 시험방법 - 일반 사양

2019

KS C IEC/TS62933-4-1,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4-1부: 환경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 - 일반 사양

2019

KS C IEC/TS62933-5-1,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5-1부: 계통 연계
EES 시스템을 위한 안전 고려사항 - 일반 사양

2019

KS C IEC62933-5-2,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5-2부: 계통연계 EES
시스템을 위한 안전 요구사항 - 전기화학기반 시스템

2019

KSGA-011-X,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계통연계 ESS 시스템을 위한 안전
요구사항 - 리튬이온이차전지 기반 시스템

진행중
(2022)

SGSF-025-X,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현장평가 시험방법

진행중
(2022)

KSGA/TR 025-10-2, 가상발전소(VPP)-제2부: 유스케이스

2021

KSGA-025-9-3, 계통 연계 요구사항 - 신재생 감시제어장치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 간 성능 및 통신 프로토콜 시험방법
표준화포럼 SGSF-025-4,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 성능요구사항(Ed4.0)

2021
2020

SGSF-025-5-2-1,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 제2-1부: 비상전원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의 시험방법

2017

SGSF-025-5-1-1,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 제1-1부: 비상전원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2017

SGSF-025-5-1,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2016

SGSF-025-5-2,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 제2부 : 시험방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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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ICT 특정영역 기술]
¡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LTE 기반의 양질의 스마트 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조적인 관점에서
철도 플랫폼 및 철도 디바이스 정보모델 표준화 등과 같은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표준화가 추진
중이며, 향후 본 표준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철도 IoT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용 수준의 제품이 개발되어
보급될 것으로 예상
- TTA ITS/차량/철도 ICT PG(PG905)
· 도시철도/일반철도/고속철도의 LTE 기반 스마트 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
관련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화 진행 중
- 스마트철도표준화포럼
· 스마트철도 관련 요구사항 및 구조 기술규격 표준화
· 스마트철도 플랫폼 기술 분야 표준화
· 스마트철도 디바이스의 정보모델 표준화
· 스마트철도 서비스 모델 표준화(NB-IoT, eMTC 등 IoT 서비스)
· 스마트철도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연구 진행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905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0-0576, 스마트 철도 디바이스 정보모델

2021

2020-0581, 스마트 철도 디바이스 요구사항 - 정보모델

2021

2020-0582, 스마트 철도 플랫폼 요구사항 - 정보모델

2021

¡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LTE 기반의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송수신기의 요구
사항 및 통합공공망과 상호운용성 시험에 관한 규격이 TTA 국내표준으로 채택되었고, 어선
안전항해 원격모니터링시스템 관련 표준화 추진 예정
- TTA 특수통신 PG(PG903)
· LTE 기반 해상무선통신망 송수신기에 대한 요구사항 및 통합공공망과 상호운용성 시험에
관한 규격이 국내 표준으로 채택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903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06.0529, LTE 기반 해상무선통신망 송수신기 요구사항

2020

TTAK.KO-06.0530, LTE 기반 해상무선통신망 송수신기(상호운용성) 시험 규격

2020

¡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에 다양한 자연재난 정보를 표출하기
위한 기술표준이 일부 제정되었으며, 향후 사회재난과 공공안전 관련 경보 서비스로 확장이 요구되고
있음. 본 이슈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정부 부처의 관심이 높으며, 최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사업의 추진과 함께 주요 표준 개발 작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
- TTA 통신망응용 PG(PG224)
· TTA IPTV/디지털 사이니지 PG(PG219)에서 재난경보 서비스 관련 요구사항, 재난경보
메시지 전파체계 및 재생지침 등의 기술표준이 제정되었으며, 2019년에 TTA 통신망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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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PG224)로 관련 표준화 작업이 이관되어 후속 표준개발 작업 추진 중
· 재난경보 정보 전파를 위한 공통경보 프레임워크, 경보 정보 메타데이터 표준화 작업이 관련
국제표준화 작업 추진 일정과 연계되어 차기 ITU-T 연구회기(2021~2023) 기간에 추진 예상
· 향후 재난정보 연동 메타데이터, 그리고 미아 및 치매노인 찾기 등의 각종 사회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화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
- ITU-T 연구단 SG16 연구반
· ITU-T SG16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난경보 공통 프레임워크 및 메타데이터에 대한 국제
표준기고서 검토 및 승인 등의 표준화 작업 추진
- 한국스마트사이니지포럼
· 포럼 표준기술분과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재난경보 메시지 전파체계 및 재생 지침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ITU-T SG16에서 진행되는 재난경보 관련 국제 표준화 활동과 연계하여 재난
경보 공통 프레임워크 및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논의 추진 중
· 2021년부터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이니지 기반 키오스크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재난정보 표출 기능을 고려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08.0054,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재난경보 메시지 전파체계 및 재생 지침

2017

TTAE.IT-H.782, 디지털 사이니지 메타데이터

2017

TTAK.KO-08.0044,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한 실내 재난경보 표출방법

2015

TTAE.IT-H.785.0, 디지털 사이니지: 재난정보 서비스 요구사항

2014

한국스마트
사이니지포럼 SSF-ST-002,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재난경보 메시지 전파체계 및 재생 지침

2017

TTA PG224

¡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 시스템 관련 표준화가
개시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참조구조, 기존 화재수신기에
대한 인터페이스 표준이 TTA에서 개발 중. 또한, 소방 설비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체계 표준이
사물인터넷포럼표준으로 개발 중. 상기 표준 이외에 후속으로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의 IoT
기능 요구사항, 종래 비IoT 설비와의 연동방법 등의 표준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

· IoT 기반으로 소방시설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의 요구사항, 참조구조,
인터페이스 표준화가 진행 중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 소방 설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식별방법의 표준화를 진행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1001
사물인터넷
융합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728,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 제1부: 요구사항

2021

2021-0727,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 제2부: 참조구조

2021

2021-0726,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 제3부: 화재경보제어기 데이터 모델

2021

IoTFS-0217, IoT 기반 실시간 소방설비 관리시스템 식별체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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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공공안전ICT 공통 기술]
¡ (MCS 서비스 기술 표준) 5GS에서 MCS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 표준기술
개발 진행 중이며 Rel-18 직접통신 기능개선에 따라 연계된 MCS 서버-클라이언트 프로토콜
표준기술 개발 필요
- 3GPP SA6
· Rel-16 MCPTT 및 MCData 관련 시스템 구조 측면에서의 표준기술 개발 완료
· 게이트웨이 UE 기능에 대한 기술보고서 표준화 개발 완료되어 기술규격 표준화 추진
· Rel-17 5GS 기반 MCS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조 측면에서의 표준기술 개발 완료,
CT1의 연계된 표준화 진행에 따라 유지보수 표준화 예상
- 3GPP SA3
· Rel-16 MCS 서비스의 보안 표준기술 개발 완료
- 3GPP SA1
· Rel-16 MCS 서비스의 공통 요구사항 표준기술 개발 완료
· Rel-18 MCS 시스템 간의 관리 설정 정보 공유를 위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기술보고서
표준화 진행 중
- 3GPP CT1
· Rel-16 MCS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표준기술 개발 완료
· 3GPP Rel-17 3단계 MCS 개선 및 신규 기능 추가 관련 표준화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23.289, Mission Critical services over 5G System; Stage 2

2021

TR 22.889, Study of Gateway UE function for Mission Critical Communication

2021

TR 22.881, Study on sharing administrative configuration information between
interconnected Mission Critical(MCX) service systems

2021

TS 23.180, Mission critical services support in the Isolated Operation for
Public Safety(IOPS) mode of operation

2020

TS 23.379, Enhanced Mission Critical Push-to-talk architecture phase 2

2019

TS 23.282, Enhancements to Functional architecture and information flows for
Mission Critical Data

2019

TS 26.348, MCData File Distribution support over xMB

2019

3GPP SA3

TS 33.018, Mission Critical Services Security Enhancements

2019

3GPP SA1

TS 22.280, Mission Critical Services Common Requirements(MCCoRe)

2018

3GPP SA6

MCOver5GS, Mission Critical services over 5G System; Stage 3

진행중
(2022)

TS 24.380, Protocol enhancements for Mission Critical Services

2019

3GPP C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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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3GPP Rel-17 국제표준 기술규격 표준개발을 목표로 5G NR V2X
표준항목 내 공공안전용 기기 간 통신기술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이며, 5G-Advanced 기반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화 추진 예정
- 3GPP SA1
· 3GPP Rel-17 1단계 표준기술 개발을 목표로 서비스 시나리오 및 잠재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보고서 완료
- 3GPP RAN1
· 3GPP Rel-17 표준기술 개발을 목표로 5G NR Sidelink 표준항목 내 공공안전용 기기 간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지원을 위한 표준화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3GPP SA1

TR 22.866, Study on enhanced Relays for Energy efficiency and Extensive Coverage

2019

3GPP RAN1

진행중
(2022)

TS 38.523, 5G V2X with NR sidelink(Rel-17)

¡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5G기반의 통신 기술 표준화 진행 하에 5G 기반의 MCS를 위한
멀티캐스트 서비스가 Work Item으로 진행 중이며 기술개발을 위한 추가 표준화 진행 예정
- 3GPP SA1
· 3GPP Rel-13부터 공공안전 그룹 통신 표준화가 추진되었으며 서비스 표준 개발 완료
- 3GPP SA2
· 3GPP Rel-16부터 5G기반 그룹통신 서비스를 위한 멀티캐스트 서비스가 Work Item으로
선정되어 Rel-17 Stage 2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Stage 3 완료 예정
- 3GPP SA6
· 3GPP Rel-16 LTE기반 eMBMS 서비스 표준 개발 완료
- 3GPP CT1
· 3GPP Rel-16 LTE기반 eMBMS 서비스 표준 개발 완료
- 3GPP RAN1
· 3GPP Rel-16부터 5G MBS 표준기술 개발을 3GPP Rel-17 일정 내 추진하고자 표준화 진행
중이며, 그에 따른 MCS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그룹통신기술 관련 무선 표준기술
개발 추진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22.179, Mission Critical Push to Talk(MCPTT); Stage 1

2018

TS 22.280, Mission Critical Services Common Requirements(MCCoRe)

2018

3GPP SA1

3GPP SA2

TR 23.757, Study on Architectural enhancements for 5G multicast-broadcast services

진행중
(2022)

SOC 디지털화 Part.2 _ 공공안전 297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3GPP SA6

TS 23.479, MBMS APIs for Mission Critical Services

2019
2019

3GPP CT1

TS 24.380, Mission Critical Push To Talk(MCPTT) media plane control; Protocol
specification
TS 24.379, Mission Critical Push To Talk(MCPTT) call control; Protocol specification

2018

3GPP RAN1

TR 36.979, Overall description of LTE-based 5G broadcast

진행중
(2022)

¡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망 생존성 및 가용성 향상을 위한 트래픽 보호 및 복원 기술과
재난 대응 통신망 복구 기술에 대한 표준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OTN 등 기존
전달망 기술에 대한 보호절체 권고 개정과 MTN 등 새로운 전달망 기술에 대한 보호절체
권고 제정 작업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
- ITU-T SG15 WP3 Q10
· 이더넷 보호 관련하여 G.8031(이더넷 선형 보호절체), G.8032(이더넷 링 보호절체),
G.Suppl.60(이더넷 보호절체 기반 이중 노드 연결 보호)에 대한 국제 표준 제정 완료
하였으며, 2018년 G.8031 개정 작업(Amd.1)을 완료
· MPLS-TP 네트워크 보호 관련하여 G.8131(MPLS-TP 선형 보호절체), G.8132(MPLS-TP 링
보호절체), G.8133(MPLS-TP 듀얼 호밍 보호절체)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정 완료하였으며,
2018년 G.8131 개정 작업(Amd.3)을 완료
- ITU-T SG15 WP3 Q11
· G.808(네트워크 보호 및 복원 기술 용어 및 정의), G.808.1(일반 선형 보호절체), G.808.2
(일반 링 보호절체), G.808.3(일반 공유 메쉬 보호절체) 등 회선 및 패킷 전달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정 완료하였으며, G.808 및 G.808.2에
대한 개정 작업을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완료
· 광전달망(OTN) 보호 관련하여 G.873.1(OTN 선형 보호절체), G.873.2(OTN 링 보호절체),
G.873.3(OTN 공유 메쉬 보호절체)에 대한 국제 표준 제정 완료되었으며, 현재 G.873.1
개정(Amd.1) 작업 진행 중
· 메트로전달망(MTN) 경로 계층망의 장애 시 선형 보호절체를 위한 표준화(G.8331)가
진행 중
- ITU-T SG15 WP3 Q14
· G.8052.2(이더넷 네트워크 요소를 위한 신뢰성 정보 모델 및 데이터 모델) 제정 작업과
G.8152.2(MPLS-TP 네트워크 요소를 위한 신뢰성 정보 모델 및 데이터 모델) 개정(Amd.1)
작업 진행 중
- ITU-T SG11 WP1 Q3
· 자연 재해 상황에서 신속히 전개될 수 있는 비상통신 네트워크의 신호 구조를 기술한
Q.3060 권고를 2020년 제정 완료하고, Q.Sig_Req_ETS_IMS_roaming(IMS 로밍 환경에서
비상통신 서비스 신호 요구사항) 권고 제정 작업 진행 중
- IEEE 802.1
· 이더넷 기반의 무손실 보호절체 기술인 802.1CB(신뢰성을 위한 프레임 복제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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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 제정 완료됨. 현재 이더넷 기반의 무손실 보호절체 기술을 보다 다양한 어플리
케이션에 적용하기 위하여 스트림 식별에 관한 확장 작업을 진행 중
- IETF DetNet
· IP 와 MPLS 망을 위한 무손실 보호절체 표준 개발 진행 중
- IETF MPLS
· MPLS-TP 네트워크의 선형 및 링 보호절체 표준을 ITU-T SG15와 협력하여 개발 완료
하였으며, 현재 MPLS 네트워크 링 보호절체 표준 개발 진행 중
- IETF SPRING
· 세그먼트 라우팅 네트워크의 보호 및 복원 표준 개발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TU-T SG15
WP3 Q10

ITU-T SG15
WP3 Q11

ITU-T SG15
WP3 Q14

ITU-T SG11
WP1 Q3

IEEE 802.1

표준(안)명
G.8133, Dual-Homing Protection for MPLS-TP Pseudowires

2019

G.8131 Amd.3, Linear protection switching for MPLS transport profile

2018

G.8031 Amd.1, Ethernet linear protection switching

2018

G.8331, Linear protection for a metro transport network

진행중
(2022)

G.873.1 Amd.1, Optical transport network: Linear protection - Amendment 1

진행중
(2022)

G.808.2, Generic protection switching - ring protection

2019

G.808 Amd.1, Terms and definitions for network protection and restoration

2018

G.8052.2, Resilience Information/Data Models for Ethernet Transport Network
Element

진행중
(2022)

G.8152.2 Amd.1, MPLS-TP NE Resilience Information Model & Data Model
- Amendment 1

진행중
(2022)

Q.Sig_Req_ETS_IMS_roaming,
Signalling
requirements
telecommunication service in IMS roaming environment

진행중
(2022)

IETF MPLS

IETF
SPRING

for

emergency

Q.3060, Signalling architecture of fast deployment emergency telecommunication
networks to be used in a natural disaster

Deterministic

Networking(DetNet):

Packet

2020
진행중
(2022)

IEEE P802.1CBdb, FRER Extended Stream Identification Functions
draft-varga-detnet-pof,
Function

IETF DetNet

완료연도

Ordering

진행중
(2022)

RFC 8964, Deterministic Networking(DetNet) Data Plane: MPLS

2021

RFC 8938, Deterministic Networking(DetNet) Data Plane Framework

2020

draft-ietf-mpls-rmr, Resilient MPLS Rings

진행중
(2022)

draft-geng-spring-sr-redundancy-protection, Segment Routing for Redundancy
Protection

진행중
(2022)

draft-hu-spring-segment-routing-proxy-forwarding-14, SR-TE Path Midpoint
Restoration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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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 에너지저장장치 설계·설치·시험·운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안전과 관련되는 기술 분야에 대한 ESS 시스템 측면의 표준개발이 진행 중이며,
ESS 화재 원인 요소 중 배터리의 보호 관련 신규 표준화 추진 중
- IEC TC120
· ESS의 설계·설치·시험 방법과 관련된 표준개발을 완료하고, 후속 표준으로 ESS 적용 분야별
상세 시험 및 설계·운용 방법 표준 개발을 진행 중
· ESS 안전기술 분야 관련하여 안전지침 일반 요구사항의 표준 개발 이후 배터리 안전 운용 지침,
환경 영향을 고려한 운용 지침, 계통 연계시의 안전 요구사항 등 세부 표준 개발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EC TC120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62933-4-2,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4-2: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requirement for electrochemical based systems failure

진행중
(2023)

IEC 62933-4-3,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4-3: The protection
requirements of BESS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location types

진행중
(2023)

IEC 62933-4-4,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4-4: Environmental
requirements for BESS using reused batteries in various installations and aspects
of life cycles

진행중
(2023)

IEC 62933-5-3,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5-3: Safety
requirements for electrochemical based EES systems considering initially
non-anticipated modifications - partial replacement, changing application, relocation
and loading reused battery

진행중
(2023)

IEC 62933-5-4, Electrical energy storage(ESS) systems Part 5-4: Safety test
methods and procedures for grid integrated EES systems - Lithium ion battery-based
systems

진행중
(2023)

IEC TS 62933-2-2,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2-2: Unit
parameters and testing methods – Applications and Performance testing

진행중
(2022)

IEC TS 62933-3-2,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3-2: Planning
and performance assessment of 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s - Additional
requirements for power intensive and for renewable energy sources integration
related applications

진행중
(2022)

IEC TS 62933-3-3,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3-3: Planning
and performance assessment of 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s - Additional
requirements for energy intensive and backup power applications

진행중
(2022)

IEC TR 62933-4-200,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Part 4-200: Guidance on
environmental issues - Greenhouse gas(GHG) emission assessment by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진행중
(2022)

IEC 62933-5-2,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5-2: Safety requirements
for grid-integrated EES systems - Electrochemical-based systems

2020

IEC TS 62933-3-1,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3-1: Planning
and performance assessment of 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s - General
specification

2018

IEC 62933-2-1,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2-1: Unit parameters
and testing methods - General specification

2017

IEC TS 62933-5-1,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5-1: Safety
considerations for grid-integrated EES systems - General specification

2017

IEC TS 62933-4-1,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4-1: Guidance
on environmental issues - General specificati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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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ICT 특정영역 기술]
¡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기존 철도 서비스의 교통수단으로서 기술적인 진화 및 승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비인프라 기반의 열차 제어 서비스 및 역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효율성/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 및 기능 구조 표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인프라 기반의 전반적인 열차 서비스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
- 3GPP SA1
· Rel-18 기반의 가상 결합을 포함한 열차 서비스 관련 요구사항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2021년
12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FS_OffNetRail)
· Rel-18 기반의 스마트 역사 내 승객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철도 서비스 기술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use case 발굴 및 기능/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FS_RAILSS)
- 3GPP SA6
· Rel-18 기반의 non-3GPP(FS_MCGWUE) 및 서로 다른 3GPP access(FS_IRail)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열차 서비스 증대를 위한 기능 구조 표준기술 개발이 활발하여 진행되어
2021년 12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R 22.890, Study on supporting of railway smart station services

2021

TS 22.990, Study on off-network for rail

2021

TR 22.989, Study on Future Railway Mobile Communication System

2021

TR 22.889, Study of Gateway UE function for Mission Critical Communication

2021

TS 23.700-90, Study of Interconnection and Migration Aspects for Railways

2021

3GPP SA1

3GPP SA6

¡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IALA는 자율운항선박과 IMT 기술 기반의 AtoN(항로표지)
서비스에 관한 사용자 요구사항 표준화가 진행 중이고, 3GPP에서 자율운항선박 및 선박 육상관제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화 추진될 것으로 예상
- 3GPP SA1
· 3GPP는 해사ICT 융합서비스 표준기술 개발을 위해 IALA와 공식적으로 연락문서를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자율운항선박 및 선박 육상관제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화가 2021년 11월
추진될 것으로 예상
- IALA ENAV
· IMT 기술 기반 AtoN(항로표지)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용자 요구사항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2021년 12월 완료될 것으로 예상
· 자율운항선박(MASS) 개발에 관한 사용자 요구사항 표준 개발 진행 중이며, 2021년 12월
완료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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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3GPP SA1

IALA ENAV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22.119, Maritime Communication services over 3GPP system

2018

TR 22.819, Feasibility Study on Maritime Communication Services over 3GPP
system; Stage 1

2018

G.XXX, IALA Guideline on integration and use of
Telecommunications(IMT) technologies by aton authorities

2021

International

Mobile

G.XXX, IALA Guideline on developments in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2021

¡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과 공공안전 관련 정보를
전파 단말에 표준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기술표준 개발 작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재난안전
정보의 화면 표출, 재난안전 정보 전송, 재난안전 정보 서비스 연동, 서비스 유형별 프로화일
등에 대한 기술표준화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ITU-T SG16 WP1 Q13
· 각종 재난 및 사회안전 정보를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에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공통재난경보
서비스 프레임워크(H.DS-CASF)와 공통재난경보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H.DS-ASM) 등의
표준 개발이 진행 중
· 디지털 사이니지 재난경보 관련 용어를 포함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용어정의 기술문서가
2020년 7월 회의에서 승인됨(HSTP.DS-Gloss)
· 2021.1부터 기존 Q14/16이 Q13/16과 통합되어 사이니지 관련 표준화 작업이 Q13/16으로
이관
- ITU-T SG16 WP1 Q21
· 드론을 이용한 재난정보 서비스 유스케이스 및 요구사항 표준문서가 2018년에 승인됨
(HSTP.DIS-UAV)
- ITU-T SG16 WP2 Q24
· Human Factors를 고려한 재난정보 표현을 위한 메타데이터 권고 개발 과제가 2019년
11월에 채택되어 권고 초안(F.MDI) 개발 작업이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
- ITU-T SG17 WP3 Q4
· 재난 및 사회안전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경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공통 경보 프로토콜인
CAP1.2(Common Alerting Protocol) 표준이 개발되어 적용중이며, 표준 유지 보수 및 개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
- ITU-T SG2 WP1 Q3
· 재난 복구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복구 관련 용어 정의 표준이 2019년에 제정되었고, 재난안전
서비스 정의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
- W3C WSBG
· 웹 환경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플레이어 모듈에 재난안전 정보를 전달, 화면에 표출하기 위한
긴급 서비스 프로화일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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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TU-T SG16
WP1 Q13

표준(안)명

완료연도

H.DS-FIS, Digital signage: Framework for interactive service

진행중
(2023)

H.DS-ASM, Digital signage: Metadata for alerting services

진행중
(2023)

H.DS-CASF, Digital Signage: Common alerting service framework

진행중
(2022)

HSTP.DS-Gloss, Technical Paper on Digital signage: Use-cases regarding
interactive services

2020

H.782(v2), Digital Signage: Metadata

2018

H.781, Digital signage: Functional architecture

2015

H.785.0, Digital Signage: Requirements of disaster information services

2014

ITU-T SG16
WP1 Q21

HSTP.DIS-UAV, Use cases and service scenarios of disaster information service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s

2018

ITU-T SG16
WP2 Q24

F.MDI, Metadata for disaster information presentation with human factors

ITU-T SG17
WP3 Q4

X.1303, Common Alerting Protocol(CAP 1.2)

2014

E.102, Terms and definitions for disaster relief systems, network resilience and
recovery

2019

E.119, Requirements for safety confirmation and broadcast message service for
disaster relief

2017

E.106, International Emergency Preference Scheme(IEPS) for disaster relief
operations

2003

Architecture and Requirements for Web-based Signage Player - Emergency Profile

진행중
(2022)

ITU-T SG2
WP1 Q3

W3C WSBG

진행중
(2022)

¡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 IoT 기반 소방 설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해 소방 설비 중 소화설비 및 소방 활동 지원 관련 표준개발이 진행 중이며, 소방 설비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소방 설비 관리시스템 관련 표준화가 우리나라 주도로 신규 추진될 것으로 전망
- ITU-T SG20 WP1 Q2
· IoT 기반 소방 설비 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중 물 관련 설비에 대한 관리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소방 활동 요구사항 표준화가 진행 중
· 신규 표준화로 실시간 소방 설비 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참조구조 표준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TU-T SG20
WP1 Q2

표준(안)명

완료연도

Y.dt-smartfirefighting,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digital twin for
smart firefighting

진행중
(2022)

Y.water-SFP, Framework of monitoring of water system for smart fire protection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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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약 점 요 인 (W)

- PS-LTE 재난안전통신망의 전국망
- 국제적으로 호환되는 5G기반
구축
공공안전통신 원천기술 개발에
국내역량요인 시 - 5G 세계최초 상용화로 공공안전 시 대한 검토 미비
장 관련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본 장 - 글로벌 업체의 세계시장 선점
통신 인프라 확보
가속화
- PS-LTE 표준기반 재난안전
- 국제적 공조 기반 5G공공안전
통신망
기
기 기술 개발 미흡
- LTE-R 기반 철도전용 무선통신망
술 기술 확보
술 - 5G 변화를 고려한 통합적인
재난 경보 서비스 제공 미흡
- LTE/5G 적용 무선통신망 기술 확보

국외환경요인

- 5G MCS와 LTE MCS 간 연동

- LTE-R 기반 철도전용 무선통신망

표
표 표준 미흡
국내 표준화
준 - 5G 기반 해양ICT융합 국제표준화 준 - 공공안전 관련 타국 정부기관들과의
국제협력 기반 표준화 추진 시급

- 공공안전 통신기술 시장 매년 【SO전략】
【WO전략】
시 성장 지속
장 - 5G 이동통신망과 연결되는 버티컬 - (시장) PS-LTE 및 LTE-R을 기반으로 - (시장) PS-LTE 이후 5G공공안전기술
산업들을 위한 신규 시장 출현

기
- 공공안전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
타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요 기
개발 중
인 술 - 에너지 등 공공재에 대한 기술 (O)
개발 중
- 5G망에서의

MCS

연계 시장 로드맵 개발
재난통신망 구축/운용 선도
(기술) 공공안전 ICT 통신 인프라 (기술) 5G 기기 간 직접 통신 기술
기술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융합 확보 등 공공안전 관련 신규 기능
기술 개발
서비스 기술 선도
(표준) 5G에서의 MCS 서비스 등 - (표준) 5G망에서의 미션크리티컬 및
공공안전 ICT 관련 분야 표준화 선도 기기 간 직접 통신, 육해공 공공안전 ICT
융합기술 등 선제적 표준화

개선하는

표
기술 표준
준 - 에너지 관련 표준기술

시 - 미국, 유럽 정부들에 의해 채택되는 【ST전략】
장 글로벌 업체 솔루션으로 시장 선점

【WT전략】

- (시장) PS-LTE망 구축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5G 기반 공공안전통신망 잠재
- 중국 기업들의 공공안전 및 여러
위
시장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제품 개발
협 기 버티컬 산업들이 필요로 하는 - (기술) 공공안전 ICT 통신 인프라 기술 기술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개발
및 융합서비스 기술의 조기 개발을
요 술
- 버티컬 산업들과의 협력을 토대로
통한 국내 시장 선점 및 세계 시장
인
국제표준 기반 기술 개발
진출/경쟁
(T)
- (표준) 시장의 규모 확대를 염두에 둔
표 - 공공안전 및 타 버티컬 산업들과의 타국 연관기관들과의 국제협력 기반
조화로 규모의 시장 크기 확대를 국제표준 기술 개발 및 활동에 적극 참여
준
위한 국제표준화 선도 경쟁 심화

(시장) 공공안전 관련 시장과 타
버티컬 산업들 관련 시장의 통합
기반 규모의 경제 크기 확대 추진
(기술) 단말기 등 글로벌 업체
솔루션 확보 용이를 위한 국제표준
기반 공공안전 솔루션 기술 개발 추진
(표준) 국제표준 기반 솔루션 확보를
위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타국
연관기관들의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에 동참 필요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5G 국제표준과 호환되는 공공안전 솔루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부기관이 타국 연관기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국제표준화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 정부기관과 타국 정부기관들과의 사전
합의를 토대로 상용화된 솔루션 확보를 위해 단계별 국제표준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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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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MCS 서비스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이동통신
네트워크 PG,
5G포럼

국제

3GPP
SA1/SA6/CT1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삼성전자,
싱크테크노,
KR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Qualcomm/Harris/Motorola,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Qualcomm/Harris/Motorola,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국내 재난안전통신망이 LTE 기반으로 전국망으로 구축되고, 이후 5G로의 진화 구축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5GS 기반 MCS 표준기술 개발은 타 버티컬 산업들과의 융합을 통해 규모의 크기 확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공공안전에 필요한 신규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5G 기반 표준기술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어 작년에 이어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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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5G-Advanced에서 신규로 지원 가능한 기능들을 활용한 MCS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개발을 추진
- 5G-Advanced 기반 MCS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SA6에서 Stage 2 표준기술 개발 및
CT1에서 Stage 3 표준기술 개발을 추진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5G에서의 공공안전 표준기술
개발에 국내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으로, 국제표준기술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적극대응 및 정부기관의 타국 연관기관들과의 협력 대응을 토대로 표준화 추진

<표준화 계획>
-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을 중심으로 3GPP 국제표준 기술규격들의 표준화가
완료된 이후 적기에 필요한 공공안전 관련 3GPP 국제표준 기술규격들의 국내표준으로 전환하여
준용채택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사실표준 준용) 3GPP Rel-16 기술규격들의 TTA 국내표준으로 전환하여 준용 채택하는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전략) LTE뿐만 아니라
5G-Advanced에서 적용되는 MCS 서비스 표준기술 특허망 구축 전략 수립 및 변화에 따른
표준특허 전략 재수립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LTE 기반 MCS는 5G에서도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서비스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함으로 신규 5G 요소기술들과 접목하는 표준화와 동시에 기술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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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협력공략 | 선행)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이동통신
네트워크 PG,
5G포럼

국제

3GPP
SA2/RAN1/
RAN2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삼성전자,
LG전자,
싱크테크노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Qualcomm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Qualcomm, (중국) Huawei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21) → 추격/협력공략(Ver.2022)
3GPP Rel-17 및 Rel-18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 중 국내 진입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타 국가의 표준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후발주자로써 추격하거나 다각화된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추격/협력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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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5G NR 기반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화를 추진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공공안전 용도뿐만 아니라 타
산업들(예: 공장자동화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표준기술로 표준화를 추진하여 생태계
확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크기 확대하여 솔루션 확보가 용이하도록 전략적 표준화 추진

<표준화 계획>
- 3GPP Rel-17 표준기술규격이 완료되는 2022년 6월 이후 NR V2X 기반 공공안전용 기기
간 통신 기술을 포함한 3GPP Rel-17 기술규격들의 TTA 국내표준으로 전환하여 준용
채택하는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사실표준 준용) TTA 이동통신기술 위원회(TC11)을 중심으로 3GPP 국제표준 기술규격들의
표준화가 완료된 이후 적기에 필요한 공공안전 관련 3GPP 국제표준 기술규격들의
국내표준으로의 전환하여 준용채택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LTE 및 5G 기반
표준기술에서 고려되지 않은 직접통신 기능에 대하여 5G-Advanced 표준 기반 신규 표준
특허 창출을 할 수 있는 전략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멀티홉을 포함한 5G 기기 간 통신 기술 표준화가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및 잠재 요구사항
표준화가 진행 중이므로, 국제표준화를 통한 선표준화 이후 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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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공공안전
통신 PG/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이동통신
네트워크 PG

국제

3GPP
SA1/SA2/SA6/
CT1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싱크테크노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AT&T/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CMCC/Huawei/ZTE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LTE 기반 공공안전 그룹통신 표준화는 Rel-16에서 완료되어 국내 공공안전통신망의 경우 제품
상용화가 되어 서비스 중인 상태임. 5G기반 그룹통신 기술 표준은 Rel-17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며
5G기반 그룹통신을 위하여 지속적인 요구사항 정의 및 무선 액세스망, 코어망 기술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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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5G기반 공공안전 그룹통신 표준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기술 개발 전략 수립
및 핵심기술 연구 개발 계획 수립
- LTE기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멀티캐스트 전송 기술은 stage 2 표준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며 제품 상용화에 따른 관련 표준 지속 대응 계획 수립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SA에서 5G기반 그룹통신
기술 표준을 본격화 하고 있으며, 5G기반의 MCS를 위한 멀티캐스트 서비스가 표준화
진행 중. 이와 관련하여 5G기반의 그룹통신 서비스를 위한 멀티캐스트 서비스 기술 표준을
추진하고 추후 5G기반의 그룹통신 기술 서비스 표준 대응 계획 수립

<표준화 계획>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 공공안전통신 PG
(PG902)를 중심으로 국내 공공안전 그룹통신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국내 표준화
추진 및 3GPP Rel-17의 그룹통신 기술 규격들에 대한 TTA 국내표준으로 전환 추진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5G기반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룹통신 기술 표준화는
국제 표준화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3GPP 국제 표준을 TTA 국내표준으로 전환하여 준용
채택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공공안전
그룹통신 기술 표준 특허는 LTE기반은 다수의 특허들이 이미 있는 상태이며, 5G기반의
그룹통신 기술 변화에 따른 표준특허 전략 재수립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5G기반 그룹통신 서비스 및 원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한 표준화
및 IPR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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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TTA 광전송 PG/
이더넷 PG,
국내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SG15/SG11,
IEEE 802.1,
IETF DetNet/
MPLS/SPRING

국내 ETRI, KT, SKT,
참여 LGU+, 코위버,
업체/
우리넷,
기관
유버쿼터스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술
(미국) AT&T/Nokia/Ericsson, (중국) Huawei, (일본) NTT
수준
기업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한국) ETRI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통신재난 대응 기술 표준 관련하여 국제 표준화 진행 중이거나 시작 예정인 망 생존성 및 가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 표준들에 대한 국내 표준화 전문가의 역량이 높아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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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ITU-T SG15/SG11에서 트래픽 보호 및 복원 기술과 재난 대응 통신망 복구 기술 표준 추진
- IEEE 802.1 WG에서 이더넷 기반의 무손실 보호절체 표준 개발에 참여
- IETF DetNet WG에서 IP와 MPLS 망을 위한 무손실 보호절체, MPLS WG에서 MPLS 보호
절체, SPRING WG에서 세그먼트 라우팅 보호 및 복원 표준 개발을 추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ITU-T SG15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달망 보호절체 표준에 대한 에디터 활동과 메트로전달망
(MTN) 경로 보호절체 표준 개발에서 에디터로서 주도적 역할 수행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사실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IEEE 802.1 WG에서 진행 중인 이더넷 기반의 무손실 보호절체 표준 개발에 적극적인
기고 활동을 하고 IETF DetNet/MPLS/SPRING WG에서 진행 중인 IP와 MPLS 망을 위한
무손실 보호절체 표준 개발 참여와 MPLS 및 세그먼트 라우팅 분야에서 새로운 보호 및
복원 관련 표준 개발 과제를 제안
<표준화 계획>
- TTA 광전송 PG(PG201)과 이더넷 PG(PG218)를 통하여 MPLS-TP를 비롯한 전달망 보호절체
관련 국내 표준과 이더넷 보호절체 관련 국내 표준을 개발하고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에서는
무손실 보장 네트워크를 포함한 다양한 전달망 보호에 대한 산·학·연 기술 교류 및 관련
국내 표준(안) 작성 및 검토 등의 지원 역할을 수행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기존 TTA 광전송 PG(PG201)와 이더넷 PG(PG218)를 통하여 국내
표준 개발 추진
- (표준화 포럼 활동)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을 통하여 액세스 네트워크 및 인프라의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학연 기술 교류 및 관련 국내 표준(안) 작성 및 검토 등의 지원 활동 추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통신재난 대응 기술을 통신 장비에 탑재하기 위한 표준화 연계
개발을 연구소와 국내 통신 장비 업체에서 추진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보호절체 및 복원
기술과 통신 재난 복구 기술 관련 국제 표준 초안에서 추가될 필요가 있는 새로운 세부 기능
및 동작에 관한 특허 도출 후 기고를 통하여 표준 초안에 채택시켜 표준 특허 획득 추진
- 통신재난 대응을 위한 고생존성 기술과 통신 재난 복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표준화 활동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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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에너지 저장 장치(ESS) 안전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스마트그리드
표준화포럼,
IEC TC120
전문위원회,
한국전지
산업협회

국제

IEC TC120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KTR,
KTL, 한국전기
기술인협회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UL, (일본) NITE, (중국) 상하이전력공사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한국) ETRI/KTR/KTL, (일본) 도쿄전력/히타치/도시바
기업
/NITE, (중국) 상하이전력공사, (독일) Siemens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2018년부터 급격히 진행된 ESS의 국내 보급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ESS의 안전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으며 관련 산업의 급속한 위축을 초래함. 산업부에서는 ESS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및 국제/국내 표준개발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의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음.
해외에서도 ESS의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ESS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국내 ESS 산업의 활성화 및 해외 기업 대비 국내 기업들의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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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표준화 계획>
- 우리나라 주도로 IEC TC120에서 개발되고 있는 ESS 수요관리 및 비상전원 운용 요구
사항(IEC 62933-3-3)과 환경 요소를 고려한 ESS 보호조치 요구사항(IEC 62933-4-3) 표준
개발을 주도하여 2022년까지 IEC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추진
- ESS용 배터리 재활용 지침(IEC 62933-4-4)과 ESS 기반 전력품질 및 신재생연계 요구
사항(IEC 62933-3-2) 표준에 참여하여 2022년까지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추진
- 리튬전지 기반의 ESS 안전성 시험 방법(IEC 62933-5-4) 표준 개발이 착수되어 2023년까지
표준개발 진행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EC TC120 WG3에서 개발 중인
ESS 수요관리 및 비상전원 운용 요구사항(IEC 62933-3-3) 표준과 WG4에서 개발 중인
환경 요소를 고려한 ESS 보호조치 요구사항(IEC 62933-4-3) 표준은 우리나라가 프로젝트
리더를 수임하여 표준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국내 ESS 관련 기술 및 업계의 현황이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고 제출을 통해 국제표준 개발 필요함. 또한, ESS 배터리
재활용 지침 표준은 향후 ESS의 배터리 내구연한이 다가올 때 재활용하기 위한 지침을
정의할 예정이므로, 국내 ESS 배터리 생산 관련 기업들의 표준화 참여가 필요함
<표준화 계획>
-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 및 한국전지산업협회를 통해 ESS 시스템 및 배터리 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시험 관련 국내 단체표준 제정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IEC TC120
국내전문위원회를 통해 국가표준 제정 작업을 추진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산업부에서 진행 중인 ESS 안전성 확보 관련 다양한 기술
개발 결과를 국내 표준으로 개발하여 국내 ESS 산업계에 보급 및 기 구축된 ESS 사이트의
안전성 향상에 활용
- (국제표준 준용) IEC TC120에서 제정되는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부합화 하여 국제
표준의 국내 도입 활성화를 추진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ESS 안전운용 및
재활용 분야 기술 이슈에 대한 표준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국내 강점 기술 분야의 신규
표준화 과제 발굴 및 신규 표준 특허 발굴 필요
- ESS 안전운용 및 설치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고, 주요 핵심 기
술에 대한 국제 및 국내 표준화를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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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철도 서비스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ITS/차량/철도
ICT PG,
스마트철도
표준화포럼

국제

3GPP SA1/SA6

KRRI, ETRI,
국내 경기대, 한성대,
참여
삼성전자,
업체/
LG전자, KT,
기관
SKT, LGU+,
ITL, 싱크테크노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스위스) Swiss Federal Railways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Rel-17에서 인프라 기반의 철도 서비스 요구사항 관련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Rel-18에서
신뢰도/고효율성/편의성 측면에서 철도 서비스를 강화시키는 요구사항 표준작업을 위한 study item이
제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2022년에 본격적으로 Rel-18 기반의 Stage1과 Stage2
작업에 해당하는 SA1 및 SA6의 표준화가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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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표준화 계획>
-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장기과제에 해당하는 열차자율주행제어 핵심기술 개발이
2024년 완료될 예정이며, 3GPP SA1에서 off-network 기반 열차 표준화 기술에 대한 요구
사항 작업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확보된 비인프라 기반의 열차제어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철도 서비스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 예정
- 3GPP access 및 non-3GPP access 기반의 철도 단말 기능 강화를 포함한 철도 서비스
표준화 기술의 고도화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Rel-18 기반의 열차 서비스 기술
반영을 위한 기능 및 구조 차원의 표준화 아이템 제정 및 관련 기술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Rel-18 기반 열차 서비스 기술
표준화가 진행 중이므로, TTA ITS/차량/철도 ICT PG(PG905) 및 스마트철도표준화포럼을
통하여 협력적인 공동 기고 전략을 통해 국제 표준화에 반영 예정
<표준화 계획>
- TTA ITS/차량/철도 ICT PG(PG905) 및 스마트철도표준화포럼을 중심으로 Rel-18 기반의
스마트 철도 융합 use case 확보 및 협력적인 철도 서비스 기술(Off-network 기반 철도
서비스, 승객 중심의 진화된 열차 서비스를 위한 단말 기능 강화 표준기술)의 요구사항
및 기능/구조 표준 반영 추진 계획
- 통신사업자 및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사를 중심으로 운영자를 위한 철도 통신과 철도
서비스 기술뿐만 아니라, 고객 중심의 확대된 철도 서비스 국내 표준화 추진이 예상됨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3GPP에 철도 통신 및 철도 서비스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
TTA ITS/차량/철도 ICT PG(PG905) 및 스마트철도표준화포럼 등을 토대도 완성도 있는
표준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 필요
- (산업체간 협력대응) 국제적인 표준 기술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국제철도연맹, 노키아
등과 같은 철도 서비스 유관 기관들과의 국제 공동 협력적인 표준화 활동 필요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비인프라 기반의 열차자율주행
제어 서비스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철도 통신 및 철도 서비스 관점에서의 표준기술에
대한 기존 원천 표준 기술 보완 및 확장 표준 기술 확보 전략
- 철도 통신 및 철도 서비스 관련 3GPP 국제 표준화 동향 및 반영된 표준 기술을 고려하여
관련 특허에 대한 확장/보완 기술 확보 및 관련 SA1 및 SA6 표준화 반영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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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해사안전 ICT 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

TTA 특수통신
PG,
국내
스마트자율운항
선박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SA1,
IMO MSC,
IALA ENAV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싱크테크노,
한국선급, KT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핀란드) VTT, (노르웨이) Kongsberg, (영국) Inmarsat
기업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한국) 싱크테크노/KT/한국선급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해사안전 ICT 융합서비스 기술표준은 2018년 12월 3GPP 1단계 기술규격(TS) 표준화가 완료되었으나,
2단계, 3단계 표준화 논의가 지연되었음. 다만, IMO를 중심으로 최근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3GPP 기반 이동통신기술의 해사분야 도입 필요성이 식별되었고, 2021년 3GPP Rel-19에서
해사안전 ICT융합 서비스 기술 표준이 제안될 예정이기 때문에 차세대공략으로 분류

31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ALA ENAV 회의에서 자율운항선박의 사용자 요구사항 표준화 및 IMT 기술 기반 AtoN
(항로표지)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용자 요구사항 표준화 추진 예정
- IMO MSC 회의에서 해사안전 증진을 위해 3GPP 표준기술의 도입 및 범위 설정에 관한
표준화 추진 예정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기존의 해양 관련 표준기구들과의
협력하여 3GPP SA1에서 자율운항선박 및 선박 원격관제에 관한 Study Item 제안을 통해
요구사항 표준화를 추진하는 전략 필요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기반 기술의 생태계가 해상
통신 분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IMO 규제개발 논의에 적극 대응 필요

<표준화 계획>
- 3GPP Stage 1 표준화를 완료하는 시점에 TTA 국내표준으로 전환채택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기존 TTA 특수통신 PG(PG903)와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PG(PG607)를
통하여 TTA 국내표준으로 전환채택 추진 필요
- (표준화 포럼 활동) 스마트자율운항선박포럼에서 기존 해상통신기술 기반 연구뿐 아니라
3GPP 표준기술 기반 해사ICT 융합서비스에 관한 연구추진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권리범위 확대 전략) 3GPP 국제표준에서 서비스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 표준화를 진행 중이므로, 표준화 추진 경과에 따라 해당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기술 및 솔루션 개발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표준 특허 창출 가능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내 업체들의 솔루션 및 기술들의 해외시장 선점하고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기 위해서
병행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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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기술 표준

TTA
통신망응용 PG,
국내
한국스마트
사이니지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SG16,
W3C

ETRI,
국내
인텔리안
참여
시스템즈,
업체/
CJ 파워캐스트
기관
엘토브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IIJ/VISIX, (일본) NTT/NEC/OKI

기술
수준

7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일본) NTT/NEC/OKI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는 국내외의 공공 및 사회안전 서비스 성격으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높은 분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해당 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긴급재난정보 전파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공동 주도로 ITU-T SG16 Q14에서 관련 국제표준화가 적극 진행되고 있으므로 Ver.2022에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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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16 Q13에서 개발되는 디지털 사이니지 재난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통경보
프레임워크(H.DS-CASF), 재난정보 메타데이터(H.DS-ASM), Q24의 휴먼 팩터 연계 재난
정보 표현 메타데이터(F.MDI) 표준개발 작업을 주도하여 2023년까지 ITU-T 권고 제정 추진
- ITU-T SG16 Q13에서 경보 정보 화면표출 기술, 경보 정보 전달 프로토콜 등에 대한 신규
표준과제를 제안, 채택시키고, 2025년까지 ITU-T 권고로 제정되도록 추진
- W3C WSBG에서 에디터를 수임하여 개발되고 있는 웹 사이니지 단말에서 재난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긴급(emergency) 서비스 프로파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2023년까지 완료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 SG16 Q13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재난경보 프레임워크 및 메타데이터, Q24의 재난정보 표현
메타데이터 표준 과제에 대한 에디터 활동을 통해 국제표준개발 작업을 계속하여 주도
하고, 재난경보 프로토콜 기술 등 후속 신규 표준개발 과제 제안 활동 적극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W3C 산하 WSBG 활동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 참여를 통해 에디터십을 확보하고 있는 웹사이니지 단말의 긴급서비스
프로파일 개발 작업과 추가적인 재난경보 이슈 표준화 활동에 적극 대응 추진
<표준화 계획>
- TTA 통신망응용 PG(PG224)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재난 및 사회안전 서비스 전반에 대한
국내표준 제정 및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공통경보 프레임워크 및 경보정보 메타데이터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신규과제 제안 및 표준 개발 작업 우선 추진
- 한국스마트사이니지포럼에서 ITU-T 국제표준 개발 작업과 연계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재난안전 경보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의 협력 활동 추진
- 최근 한국스마트사이니지포럼에서 추진되는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키오스크 서비스에
재난안전 정보 경보 서비스 기능 지원, 포럼 및 TTA 단체표준화 작업 적극 추진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과기부 및 행안부와 협의하여 과기부/방통위 통합재난관리
시스템(UDMS) 및 행안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과 연동되는 재난안전정보 경보서비스
기술 및 표준개발 사업 발굴 추진(스마트사이니지 산업 발전방안 마련 작업과 연계)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재난 및 사회안전
서비스 관련 표준기술 이슈에 대한 신규 특허 발굴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표준개발 항목
이외에 추가적인 표준화 이슈 발굴을 통해 표준특허 기고 제안 및 반영 추진
-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각종 재난 및 사회안전 정보 경보 서비스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고,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한 국제 및 국내 표준화를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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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IoT 기반 실시간 소방관리 시스템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플랫폼 PG,
사물인터넷융합
포럼

국제

ITU-T SG20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Johnson Controls, (독일) Siemens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중국) CAICT/China Mobile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표준화는 소방 설비 중 소화설비 일부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진행
중이나 전체 관리시스템 관련 표준화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는 ETRI 주도로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표준화 착수를 추진 중이며, 타 산업분야에 IoT를 융합하기 위한 표준화 관련 역량을 기반으로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분야 표준화의 주도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세대공략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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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사물인터넷 관련 표준개발 기구인 ITU-T SG20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신규 표준화를 2021년 제안하여 권고안 개발 착수 후 2023년까지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추진
-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참조구조 표준은 2022년 신규 제안하여 2023년까지 표준제정
추진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ITU-T SG20 Q2에서 기존에 개발 중인
소방시설 중 소방용수 관리 권고안을 아우를 수 있는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프레임워크 표준을
개발하고, 우리나라가 권고안 에디터를 수임하여 IoT 기반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표준화를
주도하며 국내 소방시설 관련 기술 및 업계의 현황이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고 제출을
통해 국제표준의 개발이 필요함
<표준화 계획>
-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에서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참조구조 국내 단체표준 제정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국가표준 제정 작업을 추진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과기정통부에서 진행 중인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표준화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되는 표준을 국내 소방시설 산업계에 보급 및 기 구축된
소방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활용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기술 분야는
표준 없이 제조사 자체 규격에 기반하여 기술 및 제품개발이 추진되어 왔으므로, 표준화 개시
시점에 맞춰 기술 기반의 표준화 이슈 발굴 및 신규 표준특허 제안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소방청 및 각 지역 소방본부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실증사업과
연계하여 국내 실증 시스템의 주요 기능 및 요구사항이 국제 및 국내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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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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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ICT 융합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
3.4.1. 개요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 분야에서 추구하는 비전, 개발 목적과 범위, 추진 전략 등을 기술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대상 분야의 사회·경제적 미래상으로서의 비전을 제시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의 개발 과정에서는 작업 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공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의 개발 이후에는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 스마트에너지(전기안전) 표준화 프레임워크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융합 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IT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표준화 활동이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과 산업 활성화,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9년 12월 발표한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서는 2028년까지
에너지 기술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4대 전략·15대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에너지안전 분야의 목표로 에너지 시설(전기, 가스, 열에너지 등) 생애 전주기 관리를 통한 사전
위험예측, 실시간 예방 및 에너지안전 탄력운영 강화를 설정
- 생애이력 기반 전기안전 기술의 보급 확산을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전기설비 안전관리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점추진 분야에서 생애이력 기반 전기안전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고, 이들 중 4개 항목 선별하여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
3.4.2. 스마트에너지(전기안전) 표준화 프레임워크 추진현황
¡ 비전 및 전략
- 스마트에너지(전기안전) 표준화 프레임워크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 관련 유관기관의
정책을 기반으로 전기안전 분야에서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미래상으로 “전기설비 생애
전주기 상의 안전 확보로 전기사고 및 설비고장 예방”을 비전으로 제시
- 개발 목적에서 확인된 전기안전 관련 사회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각 문제에 대응하여
설정된 중점 추진 영역은 현재 상황에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도출되는 영역으로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장 파급효과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전기사고 제로화를 위해 안전을 고려한 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 지원
· 전기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전기설비 안전등급과 ICT를 활용한 지능형 검사 및 진단
서비스 제공
· 전기설비의 안전도와 수명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전기설비의 예지/보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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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모델 수립
- 스마트에너지(전기안전) 표준화 프레임워크의 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 생태계(business ecosystem)를 가치 흐름에 따라
추상화한 모형인 개념 모델은 스마트에너지(전기안전) 분야의 특징, 요구사항, 기술, 서비스
및 표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최상위 수준에서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고,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향후 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상황을
모두 논의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최상위의 비즈니스 영역을 묘사하므로 현실 세계에
대한 직관적이고 공통된 이해를 제공
- 스마트에너지(전기안전) 분야의 개념모델은 시장 참가자, 비즈니스, 기술, 서비스,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도메인 내의 그리고 도메인 간의 잠재적인 상호작용과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잠재적인 서비스를 확인하는데 유용
- 스마트에너지(전기안전) 분야 개념 모델의 최상위 도메인
· 서비스 고객 도메인 : 전기설비의 공급, 시공, 사용 및 관리를 담당
· 전기설비 도메인 : 서비스 고객에게 전력을 제공하는 도구로써의 기능(공급)과 전기설비에
탑재된 센서들을 바탕으로 전기설비 상황을 수집하는 기능(생산), 또한 타 도메인과의
통신을 통해 수신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서비스 고객의 개입 없이 전기설비를 제어하는
(소비)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
· 전기안전관리센터 도메인 : 전기설비 및 환경 정보를 수집하는 생산 기능과 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 전기설비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 : 전기설비의 시공 후 사용 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설비의 주기적인 안전검사 서비스 등 전통적인 전기설비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 ICT 기반 안전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 : 전기안전관리센터 도메인에서 수집된 전기설비
안전데이터와 전기설비에서 직접 수집되는 전기설비 상태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기설비의
상태, 잔여수명, 사고전조 예측, 전기설비 안전등급 평가 등의 지능형 서비스 제공
¡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모델 수립
- 개념 모델에서 정의된 도메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비즈니스와 도메인 간의 상호
작용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체 시스템을 모형화

<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모델 다이어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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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정의
- 시장의 니즈를 기반으로 향후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높은 시장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 서비스를 식별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기능적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각 서비스 별로 유즈케이스를 개발
< 중점 추진 영역별 서비스 현황 >
서비스 패키지

단위 서비스 유즈케이스

안전을 고려한 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 서비스

․전기설비 설계 시뮬레이션 지원 서비스
․AR/VR 연계 설비 시공 및 사용전 검사 지원 서비스

설비고장 및 전기사고 예방 지원
지능형 서비스

․기상 및 재해정보 제공과 대응 지원 서비스
․전기화재/감전사고 발생 시 긴급통보 지원 서비스
․고압 전기설비 모니터링기반 전기사고 전조 감지 및 통보
서비스
․저압 전기설비의 안전 이상징후 통보 서비스

전기설비 안전등급 기반 서비스

․안전등급 기반 차등점검 지원 서비스
․전기설비 안전 데이터 공유 서비스

설비 수명 기반 예지보전 서비스

․잔여수명 추정 기반 위탁관리 서비스
․AR/VR 기반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서비스

※ 서비스 패키지: 단위 서비스의 묶음이나 집합을 의미

¡ 표준 갭분석
- 표준 갭 분석은 서로 다른 기기나 시스템 간에 서비스, 정보 및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 교환
및 운용되도록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정의의 각 단위
서비스를 대상으로 표준화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충족하는 표준을 도출하는 작업으로서,
도출된 표준은 현재 이용 가능한 식별 표준과 향후 개발이 요구되는 잠재표준으로 구분
- 서비스 정의를 통해 도출된 서비스 패키지 및 단위 서비스 유즈케이스들을 토대로 각 서비스
구현을 위한 표준 목록을 도출
- 표준 갭 분석은 앞에서 제시된 유스케이스별 표준 프로파일을 통해 도출된 표준화 항목을
기반으로 표준화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의 4개 범주로 분류함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에 대한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을 정의
· 안전 서비스 제공 시스템 : ICT 기반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아키텍처, 인증
보안 등
· 인터페이스 : 기기 및 시스템 간 통신 및 제어 인터페이스
· 데이터 모델/교환 정보 포맷 정의 : 표준 데이터 모델 및 교환 정보에 대한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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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에너지(전기안전) 표준화 프레임워크 서비스 유즈케이스와 표준화 요구사항 매핑 >

- 스마트에너지(전기안전) 표준화 프레임워크에서 제안된 유즈케이스를 실현하기 위해 표준화
항목 정의에서 정의된 각 표준화 항목을 대상으로 항목별 이를 충족하는 국내외 표준의
유무와 신규·보완 개발의 필요성을 분석하여 중복제거 후 70여 개의 잠재 표준화 항목을
아래의 표와 같이 도출함
< 스마트에너지(전기안전) 표준화 프레임워크 잠재표준 목록 >
우선순위
(H/M/L)

설명

개발단계

H

산업설비를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설계 요구사항

TTA PG424
WD

H

전기설비 용량 설계를 위한 시스템의 참조모델
표준 정의

-

H

전기설비 용량 설계를 위한 시스템과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 표준 정의

-

L

전기설비 용량 설계 시뮬레이션 서비스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 정의

-

M

전기설비 용량 산정을 위한 가입자 로드
프로파일 정보 정의

-

L

전력 사용자의 표준화된 부하모델 정의

-

AR/VR 지원시스템 요구사항

M

IEEE P2048.1 - Standard for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Device Taxonomy and
Definitions

AR/VR 지원시스템 보안 및 인증

H

IEEE P2048.4 - Standard for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Person Identity

표준화 항목
전기설비 용량
설계시스템 - 요구사항
전기설비 용량
설계시스템 - 참조모델
전기설비 용량
설계시스템 데이터모델
전기설비 설계
시뮬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전력 사용자의 로드
프로파일 정보
사용자의 소비 전력
표준부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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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CES/VRARSC
WD
IEEE
CES/VRARSC
WD

표준화 항목

우선순위
(H/M/L)

IEEE P2048.2 - Standard for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Immersive Video Taxonomy
and Quality Metrics

H

IEEE P2048.6 - Standard for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Immersive User Interface

M

M

M

M

M

M

M

M
AR/VR 단말의 사용을
위한 안전 요구사항
작업전 작업자
안전상태 점검
요구사항
IoT 기반 기상정보
관리시스템 - 보안 및
인증
자가용 설비
안전관리자 단말
인터페이스

기상 및 재해정보
제공과 대응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정의

개발단계

M
정보제공 HMI

AR/VR 활용 전기설비
시공/운용/관리 방법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모델 및
메시지 포맷

설명

M

IEEE P2048.3 - Standard for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Immersive Video File and
Stream Formats
IEEE P2048.7 - Standard for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Map for Virtual Objects in the
Real World
IEEE P2048.8 - Standard for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Interoperability between Virtual
Objects and the Real World
IEEE P2048.9 - Standard for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Immersive Audio Taxonomy
and Quality Metrics
IEEE P2048.10 - Standard for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Immersive Audio File and
Stream Formats
IEEE P2048.12 - Standard for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Content Ratings and
Descriptors
ISO/IEC 23090-5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5: Video-based Point
Cloud Compression
ISO/IEC 23090-9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9: Graphics-based Point
Cloud Compression
AR 단말 착용 후 동작 수행 시, 현실의 모습에
AR 정보가 추가되어 위험한 환경이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안전 고려사항 필요

IEEE
CES/VRARSC
WD
IEEE
CES/VRARSC
WD
IEEE
CES/VRARSC
WD
IEEE
CES/VRARSC
WD
IEEE
CES/VRARSC
WD
IEEE
CES/VRARSC
WD
IEEE
CES/VRARSC
WD
IEEE
CES/VRARSC
WD
ISO/IEC
JTC1/SC29
FDIS
ISO/IEC
JTC1/SC29
FDIS
-

L

AR/VR 단말 착용 작업자의 작업 전 안전상태
점검을 위한 요구사항

-

H

IoT 기반 관리시스템 - 보안 및 인증 방법

-

H

자가용 설비 안전관리자 단말 인터페이스

-

L

L

IEC 62933-4-2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 4-2: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requirement for electrochemical
based systems failure
IEC 62933-4-3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s; part4-3: The protection requirements of
BESS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location types

IEC TC120
WD

IEC TC120
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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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우선순위
(H/M/L)

기상 및 재해정보
제공과 대응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용 프로토콜
기상 및 재해정보
제공과 대응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모델 및 메시지
포맷
IoT 기반 관리시스템 보안 및 인증
전기화재/감전사고
발생 시 긴급통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용 프로토콜
데이터 모델/정보 교환
포맷 정의
전기설비 상태 판단
요구사항 및 절차
IoT 기반
수배전고압전기설비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모델
IoT 기반
수배전고압전기설비
안전관리시스템 - 보안
및 인증
고압전기사고
전조예측시스템 요구사항
고압전기사고
전조예측시스템 참조모델
고압전기사고
전조예측시스템 데이터 모델
전기사고 전조감지 및
통보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전기설비와 통신
프로토콜 간의 브릿징
정보제공/경고시스템
HMI
데이터 수집시스템과
서비스 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동
IoT 기반 저압용
전기안전관리시스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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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개발단계

L

2020-0084 수배전 고압 전기설비 안전관리
시스템 - 제3부: 전기안전관리 서비스
인터페이스

H

기상 및 재해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 모델 및
메시지 형식 정의

-

M

IoT 기반 관리시스템 - 보안 및 인증 방법

-

L

2020-0084 수배전 고압 전기설비 안전관리
시스템 - 제3부: 전기안전관리 서비스
인터페이스

TTA PG424
WD

M

긴급 상황 통보를 위한 메시지 정의

-

H

전기설비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이를 위한 요구사항

-

H

수배전고압전기설비의 데이터 모델을 확장

-

M

고압의 수배전 설비의 안전을 위해 데이터에
대한 보안과 설비에 대한 인증 표준

-

M

고압전기사고 전조예측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

-

M

고압전기사고 전조예측 서비스를 위한 구조 및
참조모델 정의

-

M

L

M
M

사고 전조 예측을 위한 고압전기설비의
전기안전 데이터 프로파일과 사고 예측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데이터 프로파일
수배전 설비의 사고전조를 예측하여 가입자에게
통보하는 서비스 유즈케이스를 위한 요구사항
정의
대부분의 전기설비는 레거시 통신방식(예:
MODBUS, DNP 등)을 사용하므로 IoT
프로토콜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브릿징 기능
전기사고 예측 정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TTA PG424
WD

-

-

-

L

데이터수집시스템과 전조예측시스템 간의
연동을 위한 데이터 프로파일

-

M

저압 가입자의 전기안전 정보를 수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

-

표준화 항목
에너지관리시스템
(EMS)과 IoT 기반 저압용
전기안전관리시스템 연동
저압설비의 안전
이상징후 통보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저압설비 식별체계
요구사항

우선순위
(H/M/L)

저압가입자의 에너지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전기안전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연동 기능

-

L

저압설비 사고에 대한 징후를 예측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서비스 유즈케이스를 위한
요구사항

-

L
L

전기안전 데이터 모델

H

고압전기설비의
잔여수명
예측시스템-데이터모델

개발단계

L

저압설비 식별체계

고압전기설비의
안전등급평가시스템 요구사항
고압전기설비의
안전등급평가시스템 참조모델
고압전기설비의
안전등급평가시스템 데이터모델
안전등급 기반
차등점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정보제공/경고시스템
HMI
데이터 수집시스템과
서비스 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동
전기설비 데이터 공유
시스템 - 요구사항
전기설비 데이터 공유
시스템 - 참조모델
전기설비 안전 데이터
공유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전기설비 데이터
거래와 유통을 위한
서비스 시나리오 및
절차
고압전기설비의
잔여수명
예측시스템-요구사항
고압전기설비의
잔여수명
예측시스템-참조모델

설명

저압가입자의 안전 디바이스를 식별하기위한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
저압가입자 설비에 식별자를 주여하고 관리학
위한 체계
저압 가입자의 안전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프로파일을 정의

-

M

고압전기설비의 안전등급평가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

-

M

고압전기설비의 안전등급평가 서비스를 위한
구조 및 참조모델 정의

-

M

전기설비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데이터모델

-

L

전기설비의 안전 등급을 평가하여 가입자에게
통보하는 서비스 유즈케이스를 위한 요구사항

-

L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정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

L

데이터수집시스템과 안전등급평가시스템 간의
연동을 위한 데이터 프로파일

-

H
M
M

전기설비 데이터 공유 및 유통을 위한 시스템의
요구사항 정의
전기설비 데이터 공유 및 유통을 위한 시스템의
참조구조를 정의
전기설비의 안전 데이터를 다양한 관련자들에게
공유 및 유통하는 서비스 유즈케이스를 위한
요구사항

-

M

전기설비의 안전 데이터를 다양한 관련자들에게
공유 및 유통하는 서비스 유즈케이스

-

M

고압전기설비의 잔여수명 예측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

-

M

잔여수명 예측 서비스를 위한 구조 및 참조모델
정의

-

M

전기설비의 잔여수명을 예측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데이터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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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H/M/L)

설명

개발단계

설비 수명 기반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H

수배전 설비의 잔여수명을 예측하여 가입자에게
통보하는 서비스 유즈케이스를 위한 요구사항
정의

-

전기설비 단위의
데이터 모델

H

고압의 수배전 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전기설비에 대한 데이터 모델(리소스 모델)

-

정보제공/경고시스템
HMI

M

전기설비의 유지보수 정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

L

데이터수집시스템과 잔여수명 예측시스템 간의
연동을 위한 데이터 프로파일

-

L

잔여수명 예측시스템과 설비유지보수관리
시스템 간의 연동을 위한 데이터 프로파일

-

M

교육 정보 표시 및 전달 방법

-

L

교육 상태 및 완료 정보 표시 및 전달 방법

-

M

IEEE P2048.3 - Standard for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Immersive Video File and
Stream Formats

IEEE
CES/VRARSC
WD

M

IEEE P2048.7 - Standard for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Map for Virtual Objects in the
Real World

IEEE
CES/VRARSC
WD

M

IEEE P2048.8 - Standard for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Interoperability between Virtual
Objects and the Real World

IEEE
CES/VRARSC
WD

M

IEEE P2048.9 - Standard for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Immersive Audio Taxonomy
and Quality Metrics

IEEE
CES/VRARSC
WD

M

IEEE P2048.10 - Standard for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Immersive Audio File and
Stream Formats

IEEE
CES/VRARSC
WD

M

IEEE P2048.12 - Standard for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Content Ratings and
Descriptors

IEEE
CES/VRARSC
WD

M

ISO/IEC 23090-5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5: Video-based Point
Cloud Compression

ISO/IEC
JTC1/SC29
FDIS

M

ISO/IEC 23090-9 Coded representation of
immersive media - Part 9: Graphics-based Point
Cloud Compression

ISO/IEC
JTC1/SC29
FDIS

표준화 항목

데이터 수집시스템과
잔여수명 예측시스템
서비스 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동
잔여수명 예측시스템
서비스 시스템과
설비유지보수관리 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동
AR/VR 기반 전기안전
관리자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정의
AR/VR 기반 전기안전
관리자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정의

AR/VR 기반 전기안전
관리자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모델 및 메시지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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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표준화 항목 도출 및 국내외 표준화 추진 전략
- 국내·국제 표준화 전략 및 표준화 추진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이 잠재표준 목록에서 표준
개발의 선도 가능성, 시장 파급효과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 추진 잠재
표준을 선정
< 스마트에너지(전기안전) 표준화 프레임워크 우선 추진 잠재표준 목록 >
표준화 항목
기상 및 재해정보 제공과
대응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설명

개발단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설비 관리자에게 기상 및 재해정보
IEC TC120 WD
제공과 대응 지원 서비스 요구사항을 정의

전기화재/감전사고 발생 시
전기사고 발생 시 관련자에 사고관련 긴급통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긴급통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TTA PG424 WD
응용 통신 방법 정의
응용 프로토콜
IoT 기반
수배전고압전기설비
수배전고압전기설비의 데이터 모델을 확장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모델
IoT 기반 저압용
전기안전관리시스템
요구사항

-

저압 가입자의 전기안전 정보를 수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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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재해정보 제공과 대응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스마트
에너지/환경
PG

국제

ITU-T SG5,
IEC TC120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KTR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영국) British Telecom, (일본) NTT/NEC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영국) Northern Power Grid,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정의) 전기설비 설치 장소의 강설, 폭우, 침수, 태풍 등 전기설비의 안전 운용에 위험을 미치는 기상
정보를 실시간 통합 관측하고, 전기설비 관리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기상 및 재해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는 기술
- (필요성) 옥외에 주로 설치되는 전기설비의 특성상 기상 및 재해에 설비의 안전성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 및 재해 강도 및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자연재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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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우라나라에서 ITU-T SG5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그룹인 Q11의 라포터를 수임하고 있으므로,
Q11을 중심으로 2022년 전기설비의 기후변화 대응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여
신규 권고 개발 제안 예정
- IEC TC120에서 에너지저장장치의 환경 측면에서의 보호 지침(IEC 62933-4-3) 표준을 개발
중에 있으며, 해당 표준에 국내 기술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우리나라에서
라포터를 수임하고 있는 ITU-T SG5 Q11에서 국내기관이 국내 산학연과 협력을 통해
도출한 표준화 항목의 신규 표준개발을 제안하여 주도권 확보하고, 국내 산업체 기술을
반영한 표준개발 추진 필요. IEC TC120에서 개발중인 에너지저장장치의 환경 안전성
지침 표준에는 국내 기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개발 추진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스마트 에너지/환경 PG(PG424)를 통해 전기설비 기후변화 대응 요구사항, 에너지저장장치
및 전기설비의 환경을 고려한 안전 지침 등을 국내 단체표준으로 추진하고, 관련 국내 업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 및
발굴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해당 기술개발 내용과 국내 관련 업계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표준 개발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기상 및 재해정보 제공과
관련된 표준화는 국내 및 국제에서 표준 개발이 시작되고 있으며, 에너지저장장치의 기후변화
대응 안전 지침 등은 국제표준 초안 개발이 진행 중. 재해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화는 아직 초기단계 이므로 서비스 프레임워크 개념을 우선 정립 후 핵심 구성 요소들에
대해 표준과 연계된 IPR 확보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TTA 스마트 에너지/환경 PG(PG424)와 연계하여 재해 재난 상황에서의 안정적 통신망 유지,
긴급 통신망 구축, 통신망 복구 등 관련 기술연구 및 표준화를 통해 IPR 확보 및 표준
특허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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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감전사고 발생 시 긴급통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용 프로토콜

TTA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국내
플랫폼 PG/
스마트 에너지/
환경 PG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SG20

국내
참여 ETRI, 한국전기
업체/
안전공사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독일) Adresys

기술
수준

7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한국) ETRI/한국전기안전공사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정의) 화재사고, 전기사고, 응급 상황 발생 시 협조기관(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에 위치 및 사고
내용을 통보하고, 사고를 판단하여 전기설비 온도, 전압, 전류, 관리자의 긴급 정지 수행 등 설비의
위치와 설비 정보를 협조기관에 전달하는 기술
- (필요성) 전기설비의 사고 발생 시 작업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험해질 수 있으며, 작업자가 전기사고를
당하는 경우 사고 신고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전기기사고, 특히 감전사고
발생 시 해당 사고의 내용 및 관련 정보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및 표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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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ETRI 주도로 ITU-T SG20에서 차량 사고 발생 시 긴급통보 서비스 프레임워크 관련
권고안 개발을 추진한 성과를 활용하여, 전기화재/감전사고 발생 시의 IoT기반 긴급통보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여 신규 권고 개발 제안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ITU-T SG20에
국내 관련 기관들이 IoT 관련 표준개발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므로, 국내 산학연과 협력을
통해 도출한 표준화 항목의 신규 표준개발을 제안하여 주도권 확보하고 국내 산업체 기술을
반영한 표준개발 추진 필요
<표준화 계획>
- IoT 기반 사고 통보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에서
관련 기관들의 참여로 표준개발을 추진하고, 전기사고 및 감전 사고를 판단하는 방법과 관련된
지침 표준은 TTA 스마트 에너지/환경 PG(PG424)를 통한 TTA 국내 단체표준 개발 추진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전기화재/감전사고 관련 긴급통보 기술은 선도국가 대비 국내
기술수준이 뒤진 상태이므로, 기술개발 과제의 기획 및 수행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동시에
확보된 기술을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와 스마트 에너지/환경
PG(PG424) 통한 국내 표준 개발 및 산업체 의견 반영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전기사고/감전사고 감지
기술과 관련하여 국외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으나 표준화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표준 개발 시 국내 R&D결과를 기반으로 대상 특허를 발굴하여 표준에 특허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TTA 스마트 에너지/환경 PG(PG424)와 연계하여 전기사고를 조기에 판단하기 위한
판단기법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 기술 및 특허를 발굴하여 해당 내용을 표준에 반영하여
국제 표준개발 추진
-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긴급통보를 위한 시스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PG(PG1001)와 연계하여 긴급통보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조, 인터페이스 등의 표준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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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 수배전고압전기설비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모델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스마트
에너지/환경
PG

국제

OCF,
ISO TC205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KERI,
한국전기
안전공사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Siemens/GE, (프랑스) Schneider

기술
수준

7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Siemens/GE, (프랑스) Schneider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정의) 수용가에서 전력계통으로부터 고압전기를 수전하여 구내 배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배전고
압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하는 기술
- (필요성) 고압의 전기를 수전하는 수배전고압전기설비는 사고 시 화재 발생과 같은 큰 피해를 초
래하므로 전기사고 예측과 안전한 설비관리를 통한 재해 예방이 중요함.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
기설비에 IoT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 전기안전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여 고압설비의 상시적 안
전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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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우리나라는 삼성, ETRI를 중심으로 OCF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Commercial PG에서
태양광 관련 설비의 리소스 모델을 표준에 반영하였음. 이후 기존의 Commercial PG은
Smart Commercial Building WG으로 변경되었고, 빌딩 내의 배전 기능을 수행하는 수배전
고압전기설비의 사고 예방과 설비 관리를 위한 표준 제안 필요함. 이에 빌딩 내의 고압
전기장치 및 ESS 관련 장치를 위한 리소스 모델 표준을 추진할 예정
- ISO TC205(Building environment design)에서 빌딩 내 전기설비를 위한 표준화 항목 도출과
신규 표준 제안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ISO TC205에서
표준화 활동이 아직 미비하므로, 국내 산학연과 협력을 통해 도출한 표준화 항목의 성공적인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표준화 회의 참여와 국내 산업체 기술을 반영한 표준개발
추진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OCF Korea를
통해 산 학 연 간의 협업을 추진하여 신규 표준화 항목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
필요
<표준화 계획>
- 기관/학계의 표준화 요구사항은 TTA 스마트 에너지/환경 PG(PG424)를 통해 요구사항의
수렴 및 국내 단체표준으로 추진
- 수배전고압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센서 및 신재생 설비의 데이터
모델에 대한 신규 단체표준 개발 추진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R&D로 진행하고 있는 생애이력
기반 전기안전관리시스템 기술 개발에서 요구되는 표준화 항목을 반영하여 표준개발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생애이력기반 전기안전
관리시스템 기술 개발에서 요구하는 표준 및 관련 IPR을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TTA 스마트 에너지/환경 PG(PG424)와 연계하여 전기안전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고압
전기설비의 전기안전 센서 및 신재생 설비의 데이터 모델 표준 아이템 및 IPR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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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 저압용 전기안전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스마트
에너지/환경
PG

국제

ITU-T SG20,
OCF

국내
참여 ETRI, 한국전기
업체/
안전공사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Siemens/GE, (프랑스) Schneider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Siemens/GE, (프랑스) Schneider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정의) 저압 전기설비에 전기안전 감시 센서를 가지는 IoT 장치를 설치하여 전기안전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하는 전기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술
- (필요성) 가정이나 시장 등 저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누전이나 아크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빈번하여 전기재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IoT 장치의 설치가 요구됨. 또한, IoT 장치로부터
수집된 전기안전 데이터를 분석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시스템 기술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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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TU-T SG20에서 ETRI는 다수의 의장단과 표준 전문가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스마트시티에서 개별 가정의 전기안전 관리를 위한 IoT 인프라 구축에
요구되는 IoT 기반 전기안전관리시스템 관련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고 신규 권고 개발 추진
- OCF Korea를 통한 산 학 연 분야에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Smart Home WG에서 전기안전
관련 리소스 모델에 대한 표준 제안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ITU-T SG20에서
개발 중인 IoT 표준들을 벤치마킹하여 저압용 전기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고 국내 산업체 기술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개발 추진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OCF와 같은
사실표준화 기구는 사업화에 대한 니즈가 강력하므로 관련 산업체의 사업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신규 표준화 항목을 발굴하여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 필요
<표준화 계획>
- 기관/학계의 표준화 요구사항은 TTA 스마트 에너지/환경 PG(PG424)를 통해 요구사항의
수렴 및 국내 단체표준으로 추진
- IoT 장치에 대한 표준은 하드웨어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IoT 장치의 통신 기능 및 IoT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한 전체 프레임워크 기반의 표준 추진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R&D로 진행하고 있는 저압용
IoT 장치 기술개발에서는 표준보다는 설치사업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확장성이나
상호운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여 표준개발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저압용 IoT 기술은 적용
범위가 넓어 파급력이 매우 크므로 표준개발 시 R&D와 연계한 IPR 확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TTA 스마트 에너지/환경 PG(PG424)와 연계하여 전기안전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재해 예측 관련 표준 아이템 및 IPR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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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Core network and Ter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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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istic Networking

DMR

Digital Mobile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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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Signage

ECS

Electronic Chart System

EES

Electrical Energy Storage

eMBMS

enhanced 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

ePWS

enhancements of Public Warning System

ESN

Emergency Services Network

ESS

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s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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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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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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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Railway Mobile Commun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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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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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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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Availability Seamless Redundancy

IAL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ies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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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S

IP Multimedia Subsystem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IoT

Internet of Things

IP

Internet Protocol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U-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Radiocommunication sector

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Telecommunication sector

LAN

Local Area Network

LBS

Location-based service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LPWA

Low Power Wide Area

LTE

Long Term Evolution

MARCOM

Maritime Communication services over 3GPP systems

MBMS

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

MBS

Metropolitan Beacon System

MCData

Mission Critical Data

MCPTT

Mission Critical Push To Talk

MCS

Mission Critical Service

MCVideo

Mission Critical Video

MPLS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MPLS-TP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Transport Profile

MTN

Metro Transport Network

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R

New Radio

OC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OTN

Optical Transport Network

PAS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PETS

Performance Evaluation of Tracking and Surveillance

PG

Project Group

PoC

Proof of Concept

PON

Passive Optical Network

POTN

Packet Optical Transpor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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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

Parallel Redundancy Protocol

PS-LTE

Public Safety LTE

PTN

Packet Transport Network

QoS

Quality of Service

RAN

Radio Access Network

RFP

Request For Proposal

SA

Service and system Aspects

SARFT

State Administrator Radio, Film and Television

TETRA

Terrestrial Trunked Radio

T-MPLS

Transport-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TS

Technical Specification

UAV

Unmanned Aerial Vehicle

UDMS

Unifi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UHF

Ultra High Frequency

V2X

Vehicle to Everything

VR

Virtual Reality

WSBG

Web Signage Busines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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