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신산업 육성

▶

메타버스 콘텐츠

기능성 게임의 성과 측정 및 평가 절차 표준
(후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7)
JTC1 SC35
90%

90%

기술수준

기술수준

디지털 홀로그램 정보 표현 표준
(후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② | ~2024)
IEC TC110, JTC1 SC29 WG1

표준수준

95%

95%

TTA TTAK.KO-10.1106, 효과성 중심의 기능성 게임 분류 방법, TTAK.KO-10.1107, 기능성 게임 충족 평가를 위한 기능적 요구사항

현실세계 센서 데이터 및 센서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후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② | ~2023)
IEEE 2888
표준수준

100%

TTA TTAK.KO-10.1260/R1, 대공간 인지를 위한 센서 데이터 포맷 개정, TTAK.KO-10.1260, 대공간 인지를 위한 센서 데이터 포맷 제정
IEEE 2888 IEEE 2888.1, Specification of Sens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

기술수준

웹기반 콘텐츠 데이터 연동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023)
W3C DID, JSONLD WG

표준수준

95%

90%

TTA 2021-2160, 홀로그램 생성과 프린팅을 위한 딥러닝 네트워크 학습 데이터셋 및 콘텐츠 스트리밍 포맷, TTAK.KO-10.1256, 포인트

기술수준

기술수준

현실가상융합콘텐츠

표준수준

100%

기술수준

표준수준

100%

JTC1 SC29 WG07 ISO/IEC 23093-4, 2nd, ed. Reference
software and conformance, ISO/IEC 23093-1, 2nd ed.
Architecture, ISO/IEC 23093-2, 2nd ed. Dicovery and
communication API, ISO/IEC 23093-3, 2nd, ed. Media data
formats and API
IEEE 2888 IEEE 2888.1, Specification of Sens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

디지털 가상훈련 시스템 평가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② | ~2024)
IEEE 2888
80%

기술수준

표준수준

TTA 디지털가상훈련시스템평가표준(안)

디지털 홀로그램 정보 표현

100%

JTC1 SC29 WG7 ISO/IEC 23093-4, 2nd, ed. Reference software

100%

기술수준

표준수준

IEEE 2888 IEEE 2888.1, Specification of Sens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

IEEE 2888 IEEE 2888.3, Standard on Orchestration of Digital

Service Provider

VR/MR/XR

오감미디어 콘텐츠

미디어사물 간 거래 및
고속 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이터 포맷
미디어사물의
자율 협업을 위한 태스크
표현 데이터 포맷

Synchronization between Cyber and Physical World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MTP Latency

XR 콘텐츠 사용자 인터랙션 만족도 기준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⑤ | ~2023)
IEEE 3079/3079.2, JTC1 SC24 WG11
표준수준

Contents Server

100%

JTC1 SC29 WG7 ISO/IEC 23093-4, 2nd, ed. Reference software

and conformance, ISO/IEC 23093-1, 2nd ed. Architecture, ISO/
IEC 23093-2, 2nd ed. Dicovery and communication API, ISO/
IEC 23093-3, 2nd, ed. Media data formats and API

기술수준

스크린 리더용 멀티
포 인트 제스처 표준

MR 서비스 프레임워크

3D 가상자산 생성을
위 한 가이드라인

연결된 이미지
미디어 포맷

후각 스크리닝 휴먼팩터
데이터 구조 및 시험 절차

MR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024)
IEEE 3079.2

TTA 2121-P1802, 확장현실 콘텐츠의 사용자 상호작용 품질 평가

95%

IEEE 3079 IEEE 3079-2020, IEEE Standard for Head-Mounted

AR Content Production Framework based
Low-latency Interaction on the 5G Mobile Edge Computing,
Monitoring and Measuring Procedures of the Quality of User
Interaction on the Extended Reality Content

MTP Latency 표준
(후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4)
IEEE 3079.1

JTC1 SC24 WG11 Health, safety, security and usability of
Augmented & Virtual Reality(AR/VR)

IEEE 3079.1 Motion to Photon(MTP)
Latency in Virtual Environments

IEEE 3079.2

기술수준

스크린 리더용 멀티포인트 제스처 표준
(후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022)
JTC1 SC35 WG9

표준수준

100%

90%

TTA 2021-P1801, 깊이 카메라를 활용한 실시간 사용자 추적 시스템, 2021-P1800, RGB 이미지 기반 사용자 동작 교정 지시 제공

Display(HMD)-Based Virtual Reality(VR) Sickness Reduction
Technology

80%

기술수준

표준수준

85%

표준수준

90%

기술수준

햅틱
기술

비디오 휴먼 팩터
가이드라인

100%

표준수준

100%

기술수준

기술수준

표준수준

90%

TTA TTAK.KO-10.1071, 호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자코 시험 및 데이터

ITU-T SG16 Proposal for a new work item on framework for ICT olfactory
function test

for screen readers, ISO/IEC 30113-60, Gesture-based interfaces across devices and methods - Part 60: Guideline of
gestures for screen readers, ISO/IEC 30113-61, Gesture-based interfaces across devices and methods - Part 61: Singlepoint gestures for screen readers, ISO/IEC 30113-12, Gesture-based interfaces across devices and methods - Part
12: Multi-point gestures for common system actions, ISO/IEC 30113-5, Gesture-based interfaces across devices and
methods - Part 5: Gesture markup language, ISO/IEC 30113-11, Gesture-based interfaces across devices and methods Part 11: Single-point gestures for common system actions

IEEE 3079.2 Mixed Reality Standard Framework for Motion Learning

90%

기술수준

표준수준

Router

85%

로봇 정보 모델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⑧ | ~2024)
ISO TC299
80%

기술수준

표준수준

기술수준

90%

GW

표준수준

GW

Internet

90%

맞춤형

지능화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안내로봇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지능 표준

- 1부 일반요구사항
의료/재활로봇

감지 및 인식 지능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모듈을 위한
평가 표준
성호운용성 표준

로봇 정보
모델 표준

국방로봇

80%

기술수준

표준수준

건설로봇

95%

물류/이송로봇

표준수준

80%

TTA TTAK.IT-Y.3507, 클라우드컴퓨팅 물리 머신 기능 요구사항, TTAK.KO-10.1039,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마이크로 서버
하드웨어 기능 및 구조 버전 1.0, TTAK.KO-10.0972,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마이크로 서버 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 TTAK.KO10.0892,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마이크로 서버 시스템의 사용자 요구사항
ALL@CLOUD포럼 CCF.KO-1046,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마이크로 서버 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 CCF.KO-1039,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고집적 마이크로 서버 시스템의 사용자 요구사항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ICTF.KO-1012, 컨테이너 가상화 프레임워크 기능 확장을 위한 사용자 리소스 정의 방법, ICTF.KO-1011,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콘텐츠

웹서비스

of Inter-Cloud Trust Management, Y.3514, Cloud computing-Trusted inter-cloud computing framework and
requirements

협업

통신

금융

보안

스냅샷과 중복제거에 의한 에너지 효율적인 스토리지 용량 최적화 방법, ICTF.KO-1010, 지능형 디바이스들을 위한 에지 컴퓨팅 관리
인터페이스, ICTF.KO-1009, 에지 노드 저장 데이터의 서버 송신용 인터페이스, ICTF.KO-1005, 데이터 센터 서버 전원 관리 인터
페이스, ICTF.KO-1003,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인터페이스(국문), ICTF.KO-1002, 스토리지 시스템 소비전력 효율측정 분류체계 및
요구사항, ICTF.KO-1001,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마이크로서버 하드웨어 기능 및 구조

클라우드 컴퓨팅

ITU-T SG17 X.sa-ec, Security architecture of edge cloud, X.sgdc, Security guidelines for distributed cloud,

X.sgmc, Security guidelines for multi-cloud, X.nssa-cc, Requirements of network security situational
awareness platform for cloud computing, X.sgcc, Security guidelines for container in cloud computing
environment, X.1603, Data security requirements for the monitoring service of cloud computing

ITU-T SG13 Y.3507, Cloud computing-Functional requirements of physical machine

클라우드 서비스 감사 표준
(병행 | 전략적수용 | 표준특허전략-| ~2022)
JTC1 SC38

70%

커넥티드 자동차 보안 요구사항, TTAE.OT-12.0015,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침, TTAR12.0037,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를 위한 운용 해설서(기술보고서), TTAK.KO-12.0360, 클라우드 기반 다중
백신 서비스의 시스템 요구사항, TTAK.KO-10.0893,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한 보안 자가진단 지침, TTAK.
KO-10.0616, 퍼스널 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참조모델, TTAK.KO-10.0615, 퍼스널 클라우드 접근제어

80%

기술수준

표준수준

80%

JTC1 SC38 ISO/IEC DTR 3445, Information technology - Cloud computing - Audit of cloud services

CCF.KO-1064,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한 보안 자가진단 지침, CCF.KO-1014, 퍼스널
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참조모델, CCF.KO-1013, 퍼스널 클라우드 접근 제어, CCF.KO-1008, 퍼스널 클라우드
보안 프레임워크
ALL@CLOUD포럼

컴퓨터 자원(IaaS)

분산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관리 표준
(선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⑧ | ~2022)
ITU-T SG13

소프트웨어(SaaS)
90%

framework-Part 4: Components of security and of protection of PII, ISO/IEC 27036-4:2016, Information
technology-Security techniques-Information security for supplier relationships-Part 4: Guidelines for
security of cloud services, ISO/IEC 27018:2014, Code of practice for protec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PII) in public clouds acting as PII processors

보안기술

데이터활용기술

연동 기술

기술수준

전문서비스용 로봇

표준수준

100%

ITU-T SG13 Y.ccgmfdc, Cloud computing-Global Management Framework of Distributed Cloud, Y.3508, Cloud computingOverview and high-level requirements of distributed cloud

ITU-T SG17 X.sgcnp, Security guidelines for cloud native PaaS, X.edrsec, Security guidelines for cloud-based

기술수준

표준수준

95%

100%

IRTF COINRG draft-mcbride-edge-data-discovery-overview, Edge Data Discovery for COIN

70%

기술수준

표준수준

100%

JTC1 SC38 ISO/IEC DIS 19944-2, Cloud computing and distributed platformsCloud services and devices: data flow, data categories and data use-Part 2: Use and
extension guidance

90%

기술수준

표준수준

멀티 클라우드 기능 요구사항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3)
ITU-T SG13

100%

90%

80%

기술수준

표준수준

100%

JTC1 SC38 ISO/IEC DIS 23751, Information technology-Cloud computing and

distributed platforms-Data sharing agreement

표준수준

100%

TTA TTAE.IT-Y.3506,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의
기능요구사항, TTAK.KO-10.1042,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프레임워크

TTA 2021-P1764, 멀티 클라우드: 개요 및 고수준 요구사항, 2021-P0646,
멀티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분할 요구사항, 2021-P1765, 멀티 클라우드: 기능
구조

CCF.KO-1072,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기능 요구사항

CCF.ET-1080, 멀티 클라우드 통합 모니터링 : 개념 및
기능 구조, CCF.ET-1081, 멀티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분할 요구사항

ITU-T SG13 Y.csb-arch, Cloud computing-Functional
architecture for cloud service brokerage, Y.3506,
Cloud computing-Functional requirements for cloud
service brokerage, Y.3502, Information technologyCloud computing-Reference architecture

ITU-T SG13 Y.mc-reqts, Functional requirements of cloud service partner
for multi-cloud, Y.3508, Cloud computing-Overview and high-level
requirements of distributed cloud, Y.3506, Cloud computing-Functional
requirements for cloud service brokerage, Y.3517, Cloud computingOverview of inter-cloud trust management, Y.3518, Cloud computingFunctional requirements of inter-cloud data management

ALL@CLOUD포럼

데이터 공유 협약 프레임 워크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 ~2022)
JTC1 SC38

기술수준

멀티 클라우드 개념 및 다중 클라우드 배치 모델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3)
JTC1 SC38

ALL@CLOUD포럼

DSA framework

90%

기술수준

표준수준

90%

에지 클라우드 관리 요구사항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023)
ITU-T SG13

에지 클라우드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 표준
(후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3)
ITU-T SG13

80%

70%

기술수준

표준수준

90%

TTA 2021-P1764, 멀티 클라우드: 개요 및
고수준 요구사항, TTAE.IT-Y.3514, 신뢰 기반
인터클라우드컴퓨팅 프웨임워크 및 요구사항,
TTAE.IT-Y.3516, 클라우드컴퓨팅-인터클라우드
컴퓨팅 기능적 구조

TTA TTAE.IT-Y.3508, 클라우드 컴퓨팅 – 분산
클라우드 개요 및 고수준 요구사항, TTAK.KO10.1040, 분산 클라우드: 개념, 정의 및 고수준
요구사항

JTC1 SC38 ISO/IEC WD 5140, Cloud computing
-Concepts for multi-cloud and other multiple
cloud deployment models, ISO/IEC CD 22123-2.3,
Cloud computing-Part 2: Concepts

분산 클라우드 개요 및 고수준 요구사항, CCF.KO1069, 분산 클라우드: 개념, 정의 및 고수준 요구사항

ALL@CLOUD포럼 CCF.ET-1086, 클라우드 컴퓨팅 -

ITU-T SG13 Y.3526, Cloud ComputingRequirements of edge cloud management,
Y.3508, Cloud computing-Overview and highlevel requirements of distributed cloud

기술수준

표준수준

기술수준

95%

TTA TTAE.IT-Y.3508, 클라우드 컴퓨팅 –
분산 클라우드 개요 및 고수준 요구사항
ALL@CLOUD포럼 CCF.ET-1086, 클라우드
컴퓨팅 - 분산 클라우드 개요 및 고수준 요구
사항
ITU-T SG13 Y.ecloud-reqts, C l o u d
computing - Functional requirements of
edge cloud

기술수준

기술수준

표준수준

80%

표준수준

80%

90%

TTA TTAK.KO-10.1266-Part1, 5G 기반 스마트시티 영상
정보 수집 및 지능형 분석 시스템 - 제1부 요구사항, TTAK.
KO-10.1266-Part2, 5G 기반 스마트시티 영상 정보 수집 및
지능형 분석 시스템 - 제2부 참조구조, TTAK.KO-10.1266Part3, 5G 기반 스마트시티 영상 정보 수집 및 지능형 분석
시스템 - 제3부 인터페이스, TTAT.MM-TS-0026, 3GPP
Interworking v3

3GPP S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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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 23.285,
Architecture enhancements for V2X services(Release
16), TS 23.682, Architecture enhancements to
facilitate communications with packet data networks
and applications(Release 15), TS 23.285, Architecture
enhancements for V2X services(Release 15)

기술수준

표준수준

기술수준

90%

기술수준

표준수준

표준수준

95%

MEC 포럼 MECFS-0001, 이기종 네트워크 접속 관리 기술
ITU-T SG11 Q.5001, Signalling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of intelligent edge computing, Q.FMEC-SRA:Signalling
requirement and architecture for federated MEC, Q.IEC-PRO: Protocols for microservices based intelligent edge computing

기술수준

표준수준

스마트시티

서
비
스

oneM2M SDS WG oneM2M TS-0001, Func tional
Architecture v5, oneM2M TS-0004, Service Layer Core
Protocol v5

90%

기술수준

표준수준

관리 기술

ETSI ETSI GR MEC 035, Study on Inter-MEC systems and MEC-Cloud systems coordination

Static Context Header Compression(SCHC) for the 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Co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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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및
연동기술

기술수준

90%

표준수준

90%

80%

기술수준

표준수준

IEEE Blockchain in Energy P2418.5 WG Standards, PE/SBLC - Smart Buildings, Loads and Customer
Systems
Energy Web Foundation(EWF) Energy Web Decentralized Operating System(EW-DOS)기반의 Energy Web

Platform

표준수준

80%

management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술수준

70%

기술수준

표준수준

100%

기술수준

표준수준

TTA TTAK.KO-10.1278, 분산원장기술 도입지침

탈중앙 프로토콜
인터넷

IoT 서비스 접근성

경량형 IoT

가이드라인 표준

데이터 분석 기술 표준

IoT 플랫폼 코어 네트워크

IoT 플랫폼 연동을 위한

연동 검증 표준

플
랫
폼

기술수준

표준수준

기계학습 기반 IoT
네트워크 관리 표준
IoT 데이터 유통

IoT 플랫폼과

거래 플랫폼 표준

이동 통신망 연동 표준

IoT 저전력

정보중심 네트워킹(ICN) 기반

네트워킹 표준

IoT 통신 표준

분산협업 지원

IoT 디바이스

스마트 IoT 디바이스 표준

보안설정 표준

85%

합의 알고리즘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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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TC307 TS 23635, Guidelines for Governance
IEEE BCGOV WG P2145, Blockchain governance standards

표준수준

interworking, TS-0024, OCF interworking

범례

ISO TC173 SC2

75%

중점 표준화 항목(표준개발 대상)
(표준화 특성 | 표준화 전략목표 | 표준특허전략 | 완료시점)
Target SDOs
100%

기술수준

표준수준

100%

ISO/DIS 9999, Assistive products - classification and

Part 1: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 for interoperability

온라인 배포판

자료마당

100%

TTA간행물

표준화기구 표준번호, 표준명

프레임워크, TTAK.KO-12.0351, 분산원장기술 전자지불시스템 보안위협 및 요구사항

ICT표준 활용/개발 맵

Security framework fo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X.1405,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for digital payment systems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X.sc-dlt, Security controls fo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80%

기술수준

표준수준

표준수준

80%

인터페이스, TTAK.KO-10.0109, 음성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지능형
디바이스 및 응용서비스 성능 평가체계 기준 현황(기술보고서),
TTAK.KO-10.0110, 지능형 디바이스 및 응용서비스 사업화 현황 분석
(기술보고서), 2021-0014, 무선 제스처 인식 시스템의 입출력 접속용
단자, 2020-0074, 다중 칩 기반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위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2020-0073, 다중 칩 구성이 가능한 인공지능 프로세서
구조, TTAK.KO-10.1210, 유아용 화상위험 감지를 위한 센서 시스템의
성능 평가, TTAK.KO-10.1211, 낙상사고 감지를 위한 센서 시스템의 성능
평가, TTAK.KO-10.1144, 지능형 반도체 적용을 위한 스파이킹 신경망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JTC1 S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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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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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TTA TTAE.IF-RFC4122, 범용 고유 식별자(UUID) URN 명칭 공간,
TTAE.IF-RFC8065, IPv6 적응계층 메커니즘을 위한 개인정보 고려 사항,
TTAE.IF-RFC8152, CBOR 객체 서명 및 암호화
OCF Security WG CR3035, Event Logging, CR3149, New Resource
Type for Event Logging, CR3150, List of Auditable Events, CR3151,
Remote Event Logging, CR2658, Create a Push Proxy Pattern
Resource, CR3398, Extension of Cloud Account Resource, Ver.2.2.3,
OCF Security spec, OCF Onboarding Tool spec

IEC TC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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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63244-1
ED1, Semiconductor devices - Semiconductor devices for wireless
power transfer and charging - Part 1 : General requirements and
specifications
IEC TC113 PWI 113-122, Nano-enabled electrical energy storage
- Hybrid Supercapacitors for ISG application - Electrochemical
characterisations of electrodes and modules

표준화 및 표준특허 전략
표준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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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특허 전략

높음

차세대 공략
국

선도경쟁 공략
국제표준
선도가능 분야

내

신규 표준화
선점 가능 분야

역
량

ITU-T SG17 X.1401, Security threats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X.1042,

ISO TC307 PWI Guidance for auditing DLT systems

100%

기술수준

TTA TTAK.KO-10.1141, 지능형 디바이스를 위한 에지 컴퓨팅 관리

IoT 디바이스 보안설정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3)
OCF Sec WG, IETF Core

JTC1 SC35 ISO/IEC 13066-1, interoperability with assistive technology(AT) -

TTA홈페이지(http://www.tta.or.kr)
90%

TTA TTAE.IT-X.1401, 분산원장기술 보안 위협, TTAE.IT-X.1402, 분산원장기술 보안

100%

표준수준

90%

군집지능 지원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025)
JTC1 SC25, IEC TC47/TC113

인터페이스 표준

기술수준

표준수준

ITU-T SG13 Y.3072,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of Name Mapping
and Resolution for Information Centric Networking in IMT-2020

IoT 접근성 보조기기

90%

기술수준

for Name Resolution Service in ICN, draft-irtf-icnrg-nrsarchconsiderations, Architectural Considerations of ICN using Name
Resolution Service, draft-irtf-icnrg-icnlowpan, ICN Adaptation to
LoWPAN Networks(ICN LoWPAN)

군집기능 지원

ITU-T SG20 Y.4204,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IoT Applications and Services

oneM2M TS-0040, Modubus interworking, TS-0026, 3GPP interworking, TS-0014, LWM2M interworking, TS-0035, OSGi

90%

정보중심네트워킹(ICN) 기반의 IoT 통신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023)
IRTF ICNRG

지능형 IoT 디바이스 표준

Class Mapping, Resource to UPlus Mapping, Resource to Zigbee Cluster Mapping, Resource to Z-Wave Mapping, Resource to
EnOcean Mapping

분산원장기술 보안통제 표준
(선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⑤ | ~2023)
ITU-T SG17, ISO TC307
기술수준

95%

표준수준

IRTF ICNRG draft-irtf-icnrg-nrs-requirements, Design Guidelines

IoT 접근성 보조기기 인터페이스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4)
ITU-T SG20, JTC1 SC35, ISO TC173 SC2

표준수준

기술수준

IRTF NMRG draft-kim-nmrg-rl-05, IIntelligent Reinforcementlearning-based Network Management, draft-pedro-nmrg-intelligentreasoning-01, Intelligent Reasoning on External Events for Network
Management

브릿징 표준

terminology

[관련표준 대응 리스트]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
(선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② | ~2023)
ISO TC307, IEEE BCGOV WG
90%

분산원장

프레임워크 표준

OCF Bridging TG Ver.2.2.3, Resource to AllJoyn Interface Mapping, Resource to BLE Mapping, Resource to OneM2M Module

ITU-T SG17 Q14 X.das-mgt, Security threats and requirements for data access and
sharing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X.sa-dsm, Security architecture of
data sharing management based on th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100%

성능평가

탈중앙
네트워크

IoT 통합보안

서비스 표준

국가기술표준원 KS X 9211,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 KS X ISO/IEC 13066-1,
정보기술 - 보조기술(AT) 상호운용성 - 제1부: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및 권장사항

ISO TC307 ISO/WD TR 23642, Overview of smart contract security
good practice and issues

for smart contract

프라이버시
70%

기술수준

ITU-T SG17 X.srscm-dlt, Security requirements for smart contract

ITU-T SG16 Q22 H.DLT-VERI, Formal cerification framework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80%

비대면 배송

TTA TTAK.KO-10.1289-Part1, 태스크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프레임워크 - 제1부: 마이크로서비스 요구
사항 및 구조, TTAK.KO-10.1289-Part2, 태스크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프레임워크 - 제2부: 마이크로서비스
메시지 규격

TTA 2019-1270, 스마트 계약 정형 검증을 위한 프레임워크

에너지 관련 블록체인 표준
(병행 | 추격/협력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023)
IEEE P2418.5, Energy Web Foundation(EWF)

기계학습 기반 IoT 네트워크 관리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⑤ | ~2024)
ITU-T FG-ML5G, IETF/IRTF NMRG

IoT 서비스 융합

디
바
이
스

분산협업 지원 스마트 IoT 디바이스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024)
OCF Core, oneM2M SDS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표준
(선행 | 추격/협력공략 | 표준특허전략② | ~2023)
ITU-T SG17, ISO TC307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형검증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4)
ITU-T SG16

암호
95%

철도 IoT
서비스 표준

90%

IETF LPWAN WG RFC 9011, Static Context Header Compression and Fragmentation(SCHC) over LoRaWAN, RFC 8824,

DLT 기반 신원관리를 위한 신뢰 앵커 개요 표준
(선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② | ~2023)
ISO TC307 JWG4

거버넌스

스마트공장

표준수준

nfc, Transmission of IPv6 Packets over Near Field Communication

스마트헬스

유통

IRTF NMRG draft-hong-lightweight-a, Requirement of Lightweight AI in
constrained device, draft-choi-icnrg-aiot-00, Requirements and Challenges for
User-level Service Managements of IoT Network by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데이터 모델 표준

네
트
워
크

JTC1 SC38 ISO/IEC TR 23188:2020, Information technology-Cloud computing-Edge computing landscape

and Functional Specification

전자 투표

IRTF T2TRG draft-irtf-t2trg-iot-edge-02, IoT Edge Challenges and Functions

TM Forum TMF620, Product Catalog Management API

for mobile edge computing enabled content delivery networks

분산원장 기반 데이터 접근관리 보안 표준
(선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⑤ | ~2024)
ITU-T SG17

지식재산 관리

90%

R19

IEEE802.15.4w TG4w LPWA P802.15.4w, Standard for Low-Rate Wireless Networks Amendment for a Low Power Wide

신원 및 접근 관리

금융

OCF SmartHome WG OCF Smart Home Device Specification v2.0,
OCF Smart Home Device Specification v1.3, OCF Smart Home Device
Specification v1.0

표준수준

ITU-T FG-ML5G Y.Sup55 : ITU-T Y.3170-series, Machine learning in
future networks including IMT-2020: use cases

TTA TTAT.MM-TS.0001, oneM2M - Functional
Architecture v5, TTAT.MM-TS.0004, oneM2M - Service
Layer Core Protocol v5

IETF 6lo WG draft-ietf-6lo-use-cases, IPv6 over Constrained Node Networks(6lo) Applicability & Use cases, draft-ietf-6lo-

ETSI ETSI GR PDL 004, Permissioned Distributed Ledgers(PDL); Smart Contracts: System Architecture

공신력있는 기록, 기록 시스템 그리고 기록 관리 관점에서의 블록체인과 DLT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⑦ | ~2022)
ISO TC46 SC11 JWG1

ITU-T SG11 Q.IEC-PRO, Protocols for microservices based intelligent edge
computing, Q.5001, Signalling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of intelligent edge
computing

기술수준

TTA 2022-XXXX, 경량형 IoT 데이터 분석 기술 요구사항, 2022-XXXX, 경량형

XXXX, 기계학습 기반 IoT 네트워크 관리 기법

지원하는 광역 저전력 네트워크 PHY 규격, TTAK.KO-10.1267-Part1, 승강기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 제1부 :
구조 및 기능 요구사항, TTAK.KO-10.1267-Part2, 승강기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 제2부 : ELMP-485
프로토콜, TTAK.KO-10.1267-Part3, 승강기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 인터넷 게이트웨이 - 제3부 : 모니터링 데이터 모델,
TTAK.KO-10.1268, OCF와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기 간 연동, TTAK.KO-10.1270, LWM2M 기반 수요반응 서비스 정보모델링

IRTF COINRG draft-mcbride-edge-data-discovery-overview, Edge Data Discovery for COIN

TTA TTAK.KO-12.0335,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투표 모델 및 보안 위협 대응

기록 관리

IoT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능 구조

OMA CD/DMSE objLwM2M, Object for LwM2M, DWAPI-3DP,
Device WebAPI - 3D Printer, DWAPI-PCH, Device WebAPI - Personal
Connected Healthcare

90%

TTA 2022-XXXX, 기계학습 기반 IoT 네트워크 관리 요구사항, 2022-

90%

ITU-T SG16 F.743.10, Requirements for mobile edge computing enabled content delivery networks, H.644.4, Architecture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 Overview of Trust Anchors for DLT-based
Identity Management

스마트 계약

oneM2M RDM WG TS-0023 Rel-5, SDT based Information Model
and Mapping for Vertical Industry, TS-0023 Rel-4, SDT based
Information Model and Mapping for Vertical Industry, TS-0023 Rel-3,
Home Application Information Model

경량형 IoT 데이터 분석 기술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⑤ | ~2024)
ITU-T SG11, IETF/IRTF NMRG, T2TRG

IoT 데이터 유통 거래 플랫폼 표준
(후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3)
oneM2M SDS
90%

100%

ITU-T SG20 Y.HEP, Framework for Home Environment Profiles
and Levels of IoT Systems, Y.4500.23, oneM2M-Home Appliances
Information Model and Mapping

90%

GCF CC v3.80.0, GCF Certification Criteria

Area Network(LPWAN) extension to the Low Energy Critical Infrastructure Monitoring(LECIM) Physical layer(PHY)

ISO TC307 JWG4

응용 기술
(dApp)

JTC1 SC27 ISO/IEC 29192-7,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Lightweight cryptography - Part 7: Broadcast authentication protocols, ISO/
IEC 29192-6,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Lightweight
cryptography - Part 6: Message authentication codes(MACs)

ITU-T SG20 Y.ACC-UI-req,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Smart Application supporting IoT, Y.4211,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Smart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Y.4204,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IoT Applications
and Services

oneM2M TDE WG TS-0017, Implementation Conformance
Statements, TS-0018, Test Suite Structure and Test
Purposes v3, TS-0019, Abstract Test Suite & Implementation
eXtra information for Test, TS-0025, Product Profile v3

ITU-T SG13 Y.eg-retqs, Overview and requirement of edge computing

90%

ISO TC307 TS 23259, Legally binding smart contracts, TR 23455, Overview of smart contract

IRTF T2TRG RFC8576, Internet of Things(IoT) Security: State of the Art and

Challenges

3GPP TR 23.748, Study on enhancement of support for Edge Computing in 5G Core network

90%

ITU-T SG17 X.1406(X.stov), Security threats to online voting system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handling system in Internet of things environment, X.1361, Security framework
for Internet of Things based on the gateway model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사항 표준, KS X 2013, 사물인터넷 접근성
요구사항 표준[스마트홈]

표준수준

06.0507/R1, 스마트 철도 디바이스 요구사항 - 정보모델, TTAK.KO06.0508/R1, 스마트 철도 플랫폼 요구사항 - 정보모델, 2020-0724,
토탈 실버케어 보장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아키텍쳐 및 데이터 세트,
2021-0060, 소방활동을 위한 공간정보융합 시스템 - 제3부: 플랫폼 서비스
인터페이스, TTAK.KO-10.1265-Part1, 소방활동을 위한 공간정보융합
시스템 - 제1부 : 요구사항, TTAK.KO-10.1265-Part2, 소방활동을 위한
공간정보융합 시스템 - 제2부 : 참조구조, TTAK.KO-10.1203-Part2, 스마트
밴드 기반 인체 정전기 관리 시스템 - 제2부: 참조구조, TTAR-10.0131,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시스템 데이터 세트/카탈로그 메타데이터(기술
보고서), TTAK.KO-10.1202, 무인항공기 시스템 관리를 위한 임무 식별
체계, TTAK.KO-10.1118,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TTAK.KO-10.1031,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캠퍼스: 디바이스관리 서비스 오픈API 참조모델, TTAK.KO-10.1032,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캠퍼스: 서비스 센서/디바이스 참조모델

oneM2M SDS WG TS-0003, Security solutions v4.4.0

90%

기술수준

TTA TTAK.KO-06.0533, 스마트철도 디바이스 정보모델, TTAK.KO-

ITU-T SG17 X.1363, Technical framework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국가기술표준원 KS X XXXX,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및

90%

100%

TTA TTAT.MM-TS.0018, Test Suite Structure and Test
Purposes v3, TTAT.MM-TS.0025, Product Profiles v3,
2020-0057, 에너지 전력 분야 사물인터넷(e-IoT) 상호 운용성
시험 규격, TTAK.KO-10.1200, 에너지 전력 분야 사물인터넷
(e-IoT) 상호운용성 시험 규격

3GPP CT1 TS 29.122, T8 reference point for Northbound

기술수준

표준수준

IoT 서비스 융합 데이터 모델 표준
(선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⑤ | ~2023)
oneM2M RDM, OCF, OMA CD/DMSE W3C WoT

90%

Ver.2.2.3, Security Specification, Ver.2.2.3, Cloud Security

OCF Security WG

IoT 서비스 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4)
ITU-T SG20, OCF, W3C

IoT 플랫폼 코어 네트워크 연동 검증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⑧ | ~2023)
oneM2M SDS/TDE, 3GPP CT3/SA2

표준수준

Specification

90%

OCF Bridging TG CR2599, Cloud Gateway, Ver2.1.3, Resource to LWM2M Object Mapping, OCF Bridging Framework spec,
Resource to AllJoyn Interface Mapping, Resource to BLE Mapping, Resource to OneM2M Module Class Mapping, Resource
to UPlus Mapping, Resource to Zigbee Cluster Mapping, Resource to Z-Wave Mapping

기술수준

기술수준

사물인터넷포럼 IoTFS-0198,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IoT 디바이스
보안 요구사항, IoTFS-0151, oneM2M IPE 기반 사물인터넷 플랫폼과 타 플랫폼과의
보안 연동 가이드라인

service robot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ISO 22166201, Robotics - Modularity for service robots - Part 201:
Common information model for modules

국가기술표준원 KS X 3280, 에너지·전력분야 사물인터넷 인터페이스

IoT 플랫폼과 이동통신망 연동 표준
(병행 | 전략적수용 | 표준특허전략⑫ | ~2023)
oneM2M SDS, ITU-T SG20 WP1 Q3, 3GPP SA6

95%

TTA TTAK.KO-06.0509,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에서의 차별화된 무선 채널 액세스 규격, TTAK.KO-06.0480, 차별화된 서비스를

Router

정보보호

90%

RFC6234, 보안 해시 알고리즘, TTAK.IT-X.1363,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정보
선호도에 기반한 개인정보 처리 보안 프레임워크, TTAK.KO-12.0367, 협대역 사물
인터넷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과 프레임워크

서비스 정보모델링

90%

GW

스마트 합법 콘트랙트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022)
ITU-T SG17, ISO TC307 WG3, ETSI

표준수준

- 제6부 : 장치 추상화를 위한 로봇 인터페이스, TTAK.KO10.066/R1, 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 제1부 : 정의 및
시스템 구성, TTAK.KO-10.0420/R2, 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 제2부 : 컴포넌트, TTAK.KO-10.0801, 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평가, (2021-XXXX), 무인 배송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연동 요구사항, (2021-XXXX), 무인 배송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연동 프로토콜

TTA 2020-0597, LWM2M과 OCF 연동, TTAK.KO-10.1268, OCF와 BLE 기기간 연동, TTAK.KO-10.1270, LwM2M 기반 수요반응

90%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TTA 2020-0026, 사물인터넷을 위한 Cross-Layer 인증 프로토콜, TTAE.IF-

IoT 저전력 네트워킹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⑫ | ~2023)
ITU-T SG20, IETF 6lo WG/lpwan WG

에지 컴퓨팅 개념 및 요구사항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2)
ITU-T SG13/SG11/SG16, JTC1 SC38, ETSI, 3GPP, IRTF

80%

JEDEC JC42 HBM3(High Bandwidth Memory),
PIM(Processor in Memory) Interface

IoT 통합보안 프레임워크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⑧ | ~2024)
OCF Sec WG, oneM2M SDS, ITU-T SG17

스마트로봇표준포럼 KOROS 1148:2020,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 - 제2-1부 : 모듈을 위한 공통 정보 모델, KOROS 11491:2020,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OROS 1106-1:2015, 서비스 로봇용 기계적 전기적 모듈화 제1부 : 일반사항, KOROS 1067-6, 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 제6부 : 장치 추상화를 위한 공통 로봇 인터페이스

IoT 플랫폼 연동을 위한 브릿징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2)
OCF Bridging TG, Bluetooth SIG, OMA DM

ITU-T SG11 Q.IEC-PRO, Protocols for microservices based intelligent edge computing, Q.5001, Signalling requirements and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참조구조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022)
ITU-T SG13

90%

TTA TTAK.KO-10.0912,개방형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architecture of intelligent edge computing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흐름, 데이터 범주 및 사용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 ~2022)
JTC1 SC38

표준수준

정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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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s(Release 17), TS 29.122, T8 reference point for
Northbound APIs(Release 16), TS 29.122, T8 reference
point for Northbound APIs(Release 15)

IRTF T2TRG draft-irtf-t2trg-iot-edge, IoT Edge Challenges and Functions

CSA Cloud Incident Response(CIR) Framework, CSA Security Guidance v4.0, Open Certification
Framework(OCF)

ISO TC22 ISO 21448, Road vehicle -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ISO/PAS 21448,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ISO 26262, Road vehicles
- Functional safety(2nd edition)

스마트로봇표준포럼 KOROS 1148-2:2021,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 - 제2-3부: 비전 기반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자
/ 율형 사물인터넷

IoT 에지 컴퓨팅 모델 및 기능 정의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2)
ITU-T SG13/SG11/SG16, JTC1 SC38, ETSI, 3GPP, IRTF
95%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기술수준

85%

GW

보안

event data recorders in automotive environment, X.sr-cphr, Security requirements of cloud-based platform
under low latency and high reliability application scenarios, X.1604, Security requirements of network as a
service(NaaS) in cloud computing, X.1605, Security requirements of public infrastructure as a service(IaaS)
in cloud computing, X.1603, Data security requirements for the monitoring service of cloud computing,
X.1641, Guidelines for cloud service customer data security, X.1642, Guidelines for the operational security
of cloud computing

자율주행차

90%

UIC FRMCS FU-7100, User Requirements Specification(v5.0.0), MG-7900, Use cases(v2.0.0), TOBA-7540, Telecom OnBoard System - Architecture Migration(v1.0.0)

0026, 3GPP Interworking v3, TR-0047, Developer Guide
of 3GPP Interworking

ALL@CLOUD포럼 CCF.KO-1069, 분산 클라우드: 개념, 정의 및 고수준 요구사항

ITU-T SG13 Y.BaaS-reqts, Cloud computing-functional requirements for blockchain as a service

청소로봇

표준수준

TTA

감지 및 인식 지능 모듈을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5)
ISO TC299

개인서비스용 로봇

90%

표준수준

oneM2M SDS WG TS-0026, 3GPP Interworking v4, TS-

TTA 2020-P0119, 분산 클라우드: 개념, 정의 및 고수준 요구사항

기반 기술

슈퍼컴퓨터

기술수준

TTAR-10.0111,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안전성 플랜, TTAR-10.0112,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기능안전 인터페이스, TTAR-10.0113, 다중 칩
구성이 가능한 인공지능 프로세서 구조, TTAR-10.0114,
다중 칩 기반 인공지능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드론

지능형

JTC1 SC27 ISO/IEC 19086-4, Information technology-Cloud computing-Service level agreement(SLA)

개발환경(PaaS)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025)
ISO TC22 SC32, JTC1 SC42, JEDEC JC42

인공지능 프로세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표준

실버케어로봇

ITU-T SG20 Y.XXXX, Smart device Interworking
framework for unmanned delivery, Y.4420, Framework of
IoT based monitoring and management for Lift

85%

80%

안정화

IoT디바이스

oneM2M RDM WG TR-0058, Railway Domain Enablements, TS-0023, SDT based Information Model and Mapping for
Vertical Industry Rel-5, TS-0023, SDT based Information Model and Mapping for Vertical Industry Rel-4

100%

TTA 2021-0682-01, 의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보안 지침(기술보고서), TTAK.KO-12.0342, 클라우드

교육용로봇

가사도우미로봇

농축산로봇

TTA 2021-0053, 열차무결성 검지시스템 통신 요구사항(화물열차), 2019-1207, LTE-R 기반 스마트 플랫폼 서비스 요구사항
(일반, 고속철도), 2019-1206, LTE-R 기반 스마트 플랫폼 서비스 요구사항(도시철도), 2019-1205, LTE-R 기반 스마트 철도 서비스
플랫폼 요구사항, TTAR-06.0212, 철도통신용 차상장치 - 도시철도(기술보고서), TTAR-06.0205, LTE-R 철도 통신 시스템 기지국
구성 방안(기술보고서), TTAK.KO-06.0457, LTE 기반 철도 통신 시스템과 기존 철도 통신 시스템(VHF, TRS-ASTRO/TETRA)과의
상호연동 규격, TTAK.KO-06.0458, LTE 기반 철도통신 시스템 성능 시험 규격

OCP Delta Lake 1S Server Design Specification, OCP NIC 3.0 Design Specification, Inspur Server Mother Board Design
Scheme, Facebook 2S ServerTioga Pass Rev 1.0, MiniLake COM-Express Mezzanine Card Hardware Specification Rev 1.6,
Twin Lakes 1S Server Design Specification V1.0, 2S Server Tioga Pass Specification v1.0, Big Basin-JBOG Specifications Rev1.0,
Facebook Multi-Node Server Platform: Yosemite V2 Design Specification V1.0, Panther+ Micor-Server Card Hardware Vo.8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표준
(후행 | 추격/협력공략 | 표준특허전략⑫ | ~2025)
JTC1 SC27, ITU-T SG13/SG17, CSA

저전력화

비대면 무인 배송을 위한 IoT 융합 서비스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4)
ITU-T SG20, ISO TC299

기술수준

표준수준

지능형로봇

Router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024)
ITU-T SG13, JTC1 SC42, ISO TC299

기술수준

TTA TTAK.KO-10.1144, 지능형 반도체 적용을 위한

90%

클라우드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표준

사회안전로봇

3GPP SA1 TR22.890, Supporting of Railway Smart Station Services, TR22.889, Future Railway Mobile Communication

클라우드 인프라 서버 표준
(후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2)
OCP Server Project, ITU-T SG13

ITU-T SG13 Y.ccrm, Cloud computing-Framework of risk management, Y.3517, Cloud Computing-Overview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전성 고도화 설계 표준

스마트시티

3GPP SA6 TR23.796, application architecture for the Future Railway Mobile Communication System(FRMCS) Phase 2

기술수준

80%

지능형 프로세서

스파이킹 신경망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System, TS22.289, Mobile Communication System for Railways

80%

소셜로봇

스파이킹 신경망 기반의 인터페이스 표준
(후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⑤ | ~2025)
JTC1 SC42

신재생에너지

90%

국가기술표준원 KS xxxx,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화

ISO TC299 ISO 22166-201, Modularity for service
robots - Part201: Common information model for
modules

80%

JEDEC JC14 J E S D 2 2 - A 1 0 5 D , P o w e r a n d
Temperature Cycling, JESD22-B110B.01, Mechanical
Shock - Device and Subassembly, JEP143D, SolidState Reliability Assessment and Qualification
Methodologies, JESD671D, Device Quality
Problem Analysis and Corrective Action Resolution
Methodology

혁신신약

헬스케어

표준수준

ISO TC22 ISO/SAE FDIS 21434, Road vehicles Cyber security engineering, ISO/PAS 21448,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ISO 26262, Road
vehicles - Functional safety

지능형 소자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제조용 로봇

기술수준

TTAR-10.0111,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안전성 플랜, TTAR-10.0112, 인공지능 프로
세서의 기능안전 인터페이스, TTAK.KO-11.0280-Part1,
검증용 데이터세트의 밸런스 기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 방법 - 제1부: 방법론 및 체계, TTAK.KO11.0268-part1,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의 안전·신뢰성
확보 지침 제1부: CPS 사고분석모델
TTA

지능형 반도체

방안, SRF.TS.02-0001.KR, 스마트철도 플랫폼 요구사항, SRF.TS.02-0002.KR, 스마트철도 플랫폼 구조

Router

Router

Requirements for conta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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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수준

Trucks - Driverless Trucks and Their Systems

스마트철도표준화포럼 SRFK.02-2106.0004, 승강장 안전문(PSD) 표준 프로토콜, SRF.TR.05-0004.KR, 스마트철도서비스 확대

ITU-T SG13 Y.cccm-reqts, Cloud computing -

ALL@CLOUD포럼 CCF.KO-1061,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운영 보안 지침, CCF.KO-1059, 가상화 엔진 기반의
보안 계층 인터페이스, CCF.KO-1058, 가상화된 저장장치 기반의 보안 인터페이스, CCF.KO-1055, 정보기술-보안
기술-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ISO/IEC 27002 기반의 정보보안 통제 실무 지침, CCF.KO-1054,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 CCF.KO-1035, 클라우드 보안 관리 항목 및 세부 기능(기술보고서), CCF.KO-1019, 저장장치
가상화 시스템 보안 요구 사항, CCF.KO-1018, 서버 가상화 시스템 보안 요구 사항, CCF.KO-1009, 협업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침입탐지 프레임워크

기술수준

DIN DIN EN 1525:1997, Safety of Industrial

철도 IoT 서비스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⑫ | ~2023)
3GPP SA1/SA6, UIC FRMCS, oneM2M RDM/TDE

위한 컨테이너 자원예약 인터페이스 지침

70%

환경에서 가용성 공격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관리 요구사항, TTAE.IT-X.1601,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보안 프레임
워크, TTAE.IT-X.1603, 클라우드 컴퓨팅의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TTAK.KO-10.1041,
클라우드 보안사고 조사 참조모델 및 고려사항, TTAK.KO-10.0890, 가상화된 저장장치 기반의 보안 인터페이스,
TTAK.KO-10.0889, 가상화 엔진 기반의 보안 계층 인터페이스, TTAK.KO-10.0792, 저장장치 가상화 시스템 보안
관리 항목 및 세부 기능, TTAK.KO-10.0791, 서버 가상화 시스템 보안 관리 항목 및 세부 기능

80%

기술수준

90%

Router

TTA TTAK.KO-10.1272, 사용자 수준 디바이스를

표준수준

ISO TC110 ISO 3691-4:2020, Industrial trucks
- Safety requirements and verification - Part 4:
Driverless industrial trucks and their systems

GW

클라우드컴퓨팅 경량 가상화 서비스 표준
(후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3)
ITU-T SG13

지능형 프로세서 기반 시스템 반도체 안정성 고도화 설계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⑩ | ~2025)
JTC1 SC42, JEDEC JC14, ISO TC22 SC32

IEC TC113 IEC TS 62876-4-x, Nanomanufacturing - Reliability assessments - Part 4-x: Quantum dot materials used in Q-LCFs,
IEC TS 62565-5-1 ED1,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 - Part 5-1: Nanoporous activated carbon for electrochemical
capacitor - Blank detail specification, IEC TS 62565-5-2 ED1,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 - Part 5-2: Nano-enabled
electrode of electrochemical capacitor - Blank detail specification, IEC 62565-3-1 ED1,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s
- Part 3-1: Graphene - Blank detail specification, IEC TS 62565-3-2,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s - Part 3-2:
Graphene - Sectional blank detail specification for nano-ink, IEC TS 62565-1 ED1,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s Part 1-Basic concept, IEC TS 62565-3-3,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s - Part 3-3: Graphene film - Sectional blank
detail specification: Monolayer graphene, IEC TS 62565-3-4,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s - Part 3-4: Graphene
film - Sectional blank detail specification: Bilayer graphene, IEC TS 62565-3-5, Nanomanufacturing - Material specifications - Part
3-5: Graphene - Sectional blank detail specification for graphene powder

가상증강현실

Khronos Group 3D Commerce - Metadata, Validation, OpenXR - AR VR API
Standards, glTF - gl Transformation Format(Version 2.0)

Router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표준
(후행 | 추격/협력공략 | 표준특허전략⑫ | ~2025)
JTC1 SC27, ITU-T SG13/SG17
TTA TTAK.KO-12.0316,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지침, TTAK.KO-12.0301, 클라우드 가상 머신

로봇의 대인충돌 안전성 평가방법, KOROS
1134:2018, ISO 13482 기반 실내 이동 로봇의
보호 정지 평가방법, KOROS 1128:2017, 이동로봇
장애물 회피 성능평가 - 실외 보도 환경

IEEE RAS IEEE P2751, 3D Map Data Representation
for Robotics and Automation

100%

80%

스마트로봇표준포럼 KOROS 1145:2019, 이동형

협동 로봇

TTA 2019-1161, 3차원 디지털 콘텐츠 자산 표현 방법(Khronos Group glTF)

클라우드컴퓨팅

90%

도포 저항률 측정, KS C IEC TS 62607-4-1,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1부: 나노화된 전기에너지 저장을 위한 양극 나노물질 - 전기
화학적 측정, 2-전극 측정법, KS C IEC TS 62607-4-5,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5부: 나노화된 전기에너지 저장을 위한 양극 나노
물질 - 전기화학적 측정, 3-전극 측정법

GW

3D 가상 자산 생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⑤ | ~2024)
Khronos Group 3D Commerce WG, JTC1 WG12/SC24

표준수준

안전성 평가방법, TTAK.KO-10.1067, 이동로봇
장애물 회피 성능평가 - 실외 보도 환경

제2부: 제스처 정의 지침, TTAK.KO-10.0685, 제스처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제1부: 프레임워크
JTC1 SC35 ISO/IEC 30113-62, Gesture-based interfaces across devices and methods - Part 61: Multi-point gestures

기술수준

국가기술표준원 KS C IEC TS 62607-4-3,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3부: 나노 활용 전기 에너지 저장 - 나노물질의 접촉 저항률과

지도 데이터 표현

Y.RaaS-reqts, Cloud computing functional requirements for robotics as a service

GW

80%

조립/용접용
로봇

스마트로봇표준포럼 KOROS 1135:2018, 주행용 로봇

ITU-T SG13

JTC1 SC29 WG1 ISO/IEC19566-7, JPEG Linked Media Format(JLINK)

90%

반송용 로봇

90%

모듈 - 제2-2부: 소프트웨어 모듈을 위한 정보 모델,
KOROS 1148:2020,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 - 제2-1부:
모듈을 위한 공통 정보모델, KOROS 1149-1:2020, 서비스
로봇을 위한 모듈 - 제1부 일반요구사항

TTA TTAK.KO-10.0995, 시스템 공통기능을 위한 싱글포인트 제스처, TTAK.KO-10.0734, 제스처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스템, 2021-P1799, 콘텐츠 원격 조정을 위한 JWT와 QR코드를 이용한 WebRTC 연결 지침, TTAK.KO-10.1286, 혼합현실
동작인식을 위한 골격 정보 표현 포맷, TTAK.KO-10.1287, 혼합현실 개인인식을 위한 안면 영상 서술 체계, TTAK.KO-10.1251,
사용자 정보 기반의 동작 출력 인터페이스 제작 참조 모델, TTAK.KO-10.1252, 동작인식 센서를 이용한 동작 교정 정보의
화면 표시 인터페이스, TTAK.KO-10.1263, 깊이 카메라를 이용한 프로젝터의 인터페이스 맵핑 지침, TTAK.KO-10.0869/R1,
콘텐츠와 사용자간 입출력 상호작용 지침(개정), TTAK.KO-10.1191, 3차원 캐릭터 기반의 사용자 동작 검증 시스템 아키텍쳐,
TTAK.KO-10.1029, 혼합현실 콘텐츠 제공 장치의 좌표계 자동 보정 절차

표준수준

- Part 333: Stereoscopic displays using glasses

100%

100%

기술수준

스마트로봇표준포럼 KOROS xxxx, 서비스 로봇을 위한

처리 방법, TTAK.KO-10.0511, 콘텐츠와 후각 인식 장치간 상호작용 참조
모델, TTAK.KO-10.1072, 가상현실에서의 향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TTAK.KO-10.0100, 향 디스플레이 기술의 현황과 미래 응용기술

표준수준

90%

표준수준

지능형 로봇

ISO TC159 ISO 9241-333:2017, Ergonomics of human-system interaction

후각 스크리닝 휴먼팩터 데이터 구조 및 시험 절차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2)
ITU-T SG16

연결된 이미지 미디어 포맷 표준
(후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022)
JTC1 SC29 WG1

95%

프레임워크, TTAK.KO-10.1259, 혼합현실 콘텐츠의 상호작용 만족도
정량화 절차

기술수준

IEC TC110 IEC TR 62629-51-1:2020, 3D display devices(ED1.0) - Part 511: Generic introduction of aerial display, IEC 63145-22-10:2020, Eyewear
display(ED1.0) - Part 22-10: Specific measurement methods for AR type
- Optical properties, IEC 62629-12-2:2019, 3D display devices(ED1.0) Part 12-2: Measuring methods for stereoscopic displays using glasses
- Motion blur, IEC 63145-20-10:2019, Eyewear display(ED1.0) - Part
20-10: Fundamental measurement methods - Optical properties, IEC
63145-20-20:2019, Eyewear display(ED1.0) - Part 20-20: Fundamental
measurement methods - Image quality, IEC TR 63145-1-1:2018, Eyewear
display(ED1.0) - Part 1-1: Generic introduction

디지털 가상훈련
시스템 평가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and conformance, ISO/IEC 23093-1, 2nd ed. Architecture, ISO/
IEC 23093-2, 2nd ed. Dicovery and communication API, ISO/
IEC 23093-3, 2nd, ed. Media data formats and API

90%

90%

TTAK.KO-10.1197, 디지털 홀로그램 객관적 화질 평가 방법,
TTAK.KO-10.1025, 3차원 영상 관찰 시의 조절력 측정 및 비교 방법

미디어사물 자율협업 데이터포맷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② | ~2025)
JTC1 SC29 WG7, IEEE 2888

ANSI/RIA ANSI/RIA R15.08-1-2020,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Industrial Mobile Robots Safety Requirements - Part 1: Requirements for the Industrial Mobile Robot

로봇 이동지능 기반의 시맨틱 맵데이터 표현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① | ~2026)
IEEE RAS

TTA

for Cyber and Physical World, IEEE 2888.4, Standard on
Architecture for Virtual Reality Disaster Response Training
System with Six degrees of Freedom(6 DoF), IEEE 2888.5,
Standard on Metrics of Virtual Reality Training System

ISO TC299 ISO 10218-1.2, Robotics - Safety requirements - Part 1: Industrial robots, ISO 102182, Robotics - Safety requirements for robot systems in an industrial environment - Part 2: Robot
systems, robot applications and robot cells integration, ISO 18646-3, Robotics - Performance
criteria and related test methods for service robots - Part 3: Manipulation

기술수준

지능형 디바이스

인공지능 기기 탑재 뉴로모픽 소자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5)
IEC TC47/TC113, JTC1 SC42

TTA TTAK.KO-10.1223, 이동형 로봇의 대인충돌

로봇지능

표준수준

웹 기반 콘텐츠 데이터 연동

IEEE 2888 IEEE 2888.1, Specification of Sensor Interface

미디어사물 컴팩트 데이터포맷 표준
(선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④ | ~2024)
JTC1 SC29 WG7, IEEE 2888
기술수준

브라우저내 콘텐츠 표현

80%

국가기술표준원 KS B ISOTS15066, 로봇 및 로봇 장치 – 협동로봇

비디오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표준
(후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024)
IEC TC110, JTC1 SC29 WG1, ISO TC159

기능성게임의 성과 측정 및 평가 절차

90%

IEEE SA IEEE P7009, Standard for Fail-Safe Design of Autonomous and Semi-Autonomous
Systems, IEEE P7001, Transparency of Autonomous Systems

Khronos Group WebGL 2.0

현실세계 액추에이터
구동 명령어 및 액추에이터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95%

90%

W3C HTML5.3, CSS Level별 표준, HTML5.2

현실세계 센서 데이터 및
센서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Contents Storage

100%

웹기반 콘텐츠 플랫폼

표준수준

KOROS 1141:2019, 로봇의 정적·동적 접촉 물리량 측정 및 평가 방법

TTA TTAE.OT-10.0449, 웹 기반 차량 정보 서비스 인터페이스, 2021-0690,
타임드 텍스트 마크업 언어 2(TTML2) - 과제 제안, TTAK.OT-10.0368/R1,
HTML5 웹 메시징, TTAE.OT-10.0384/R1, HTML 5.1, TTAK.OT-10.0407, CSS
폰트 모듈 레벨 3

100%

IEEE 2888 IEEE 2888.2, Specification of Actuator Interface for Cyber and Physical World

미디어사물 간 거래를 위한 API 표준
(선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④ | ~2024)
JTC1 SC29 WG07, IEEE 2888

홀로그래픽 콘텐츠

표준수준

기술수준

TTA TTAK.KO-10.1137, 로봇의 정적·동적 접촉 물리량 측정 및 평가 방법, TTAR-10.0096, 인공지능

스마트로봇표준포럼 KOROS 1154:2020, 모바일 머니퓰레이터 로봇 시스템 - 성능항목 및 시험방법,

브라우저내 콘텐츠 표현 표준
(병행 | 지속/확산공략 | 표준특허전략⑪ | ~2023)
W3C, Khronos Group
기술수준

80%

이동로봇의 밀집군중하 주행안전 평가 표준
(병행 | 차세대공략 | 표준특허전략⑥ | ~2024)
ISO TC299

서비스의 성능 평가 항목 및 절차

W3C DID 1.0, JSON LD 1.1, WOT Architecture, Activitypub, Webmention

IEC TC110 IEC 62629-1-2, 3D display devices - Part 1-2: Generic - Terminology and letter symbols(ED2), PWI 110-17 ED1,
Measurement method of holographic display - optical, IEC TR62629-41-1:2019, 3D Display devices(ED1.0) - Part 41-1: Generic
introduction of holographic display

게임

80%

TTAI.OT-10.0360, 사물웹 아키텍처, TTAE.OT-10.0435, 소셜활동 게재

90%

90%

표준수준

http://www.tta.or.kr

인간과 로봇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조작 지능 표준
(병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⑧ | ~2024)
ISO TC299

TTA TTAI.OT-10.0361, 사물웹 사물 기술, TTAR-11.0073, 분산식별자 입문서,

클라우드 기반 홀로그래픽 파면프린팅 제작 지침, TTAK.KO-10.1197, 디지털 홀로그램 객관적 화질 평가 방법, TTAK.KO-10.1193, 디지털
홀로그래픽 테이블탑형 디스플레이 성능 측정 및 평가, TTAK.KO-10.1192, 오픈홀로 라이브러리 기반 홀로그램 데이터의 파일 포맷,
TTAK.KO-10.1025, 3차원 영상 관찰 시의 조절력 측정 및 비교 방법, TTAK.KO-10.1022, 컬러 홀로그램의 복셀 크기 및 색상 측정 절차

JTC1 SC35 W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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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IEC 30113-61, Gesture-based interfaces across devices and methods - Part
61: Single-point gestures for screen readers, ISO/IEC 30113-60, Gesture-based interfaces across devices and methods - Part 60: General guidance on
gestures for screen readers, ISO/IEC 30113-5, Gesture-based interfaces across devices and methods - Part 5: Gesture Interface Markup Language(GIML),
ISO/IEC 30113-12, Gesture-based interfaces across devices and methods - Part 12: Multi-point gestures for common system actions

현실세계 액추에이터 구동 명령어 및 액추에이터 특성 정보 데이터 표준
(후행 | 선도경쟁공략 | 표준특허전략② | ~2023)
IEEE 2888

TTA-21151-SD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 메타버스 콘텐츠, 지능형 디바이스(지능형 로봇, 지능형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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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

표준 활용/확산

지속/확산 공략
후속/개정 표준 및
시장확산 필요 분야

추격/협력 공략

전략적 수용

다각화 협력
필요 분야

국제표준
수용/적용 분야

표 표준 승인/발간
준

표준 초안

개

항목 승인

발

의제 연구
표준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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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①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②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③ 선출원 지위확보를 위한 긴급 출원 전략
④ 권리범위 확대 전략
⑤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확보 전략

기초연구

기획

국제 표준화 단계

활용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⑩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⑪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⑫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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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품

연 구 개 발

제품화

사업화
출처 : KIS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