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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례 모음집」을 내며

표준은 세계와 소통하는 약속입니다.
정보통신시대, ICT 표준은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ICT 표준의 가치를 알고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많은 중소·중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TTA에서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7년간(’15년~’21년) 자문을 통해 기업이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되었던 사례들을 묶어 사례 모음집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 모음집을 통해 ICT 표준화의 힘을 공유하고 표준을 활용한
기업의 성장을 가늠해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TTA에서는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기대합니다.

이 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시행한 정보 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자료로 무단 복제를 금하며, 내용을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정보통신
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의 결과임을 밝히고 사용해야 합니다.

TTA가 제공하는 ICT 표준기술
One-Stop 자문서비스를 만나보세요.
ICT 표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ICT 표준을 적용해 제품·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기업
이를 위해 국내외 시장·기술·인증·제품의 동향 파악이 필요한 기업
› 정부사업(R&D 결과물)의 신뢰도 확보를 필요로 하거나 표준을 적용한 사업화 계획으로 신규 사업을
수주하고자 하는 기업
› 자사 기술을 국내·국제표준에 반영해 경쟁력을 갖추고 싶은 기업
›
›

›

제품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와 품질 검증을 통해 신뢰도 및 완성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기획부터 ICT 표준의 적용, 보유 기술의 표준화, 표준기술 동향 파악에 필요한 자문과 › › › › › › › › › › › ›
제품·서비스 상용화에 필요한 시험인증 지원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

제품화

표준 적용

연구개발

기술 제품화

ICT 표준기술 자문
consulting.tta.or.kr

표준 적용 및
개발 자문

표준 특허
자문

기술, 동향 등
자문

표준 검증

제품 상용화

상용화

마케팅

정보통신 / SW 시험인증 자문
test.tta.or.kr / sw.tta.or.kr

제품 상용화 자문

마케팅

개발지원,
애로기술지원

로드쇼, 기술세미나,
시험인증대상

자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2

3

4

›››››

신청

전문가 매칭

자문진행

자문 만족도 측정

기업이 필요로하는

신청 내용이 접수되면

전문가와 구체적인 자문

자문 사항을

매회 자문이 끝나면,

전문가를 매칭하여

내용, 일정을 협의하고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문 결과를 시스템

알려드리고,

자문 일정을 진행합니다.

신청해주세요.

(consulting.tta.or.kr)에서

표준기술 자문서비스의

자문은 세미나, 소규모

consulting.tta.or.kr

작성해 주시면,

상세 이용 방법을

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자문서비스 개선 및

안내해 드립니다.

횟수 제한없이

기업 성과 창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진행할 됩니다.

자문서비스 문의 consulting@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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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우수 자문 기업 Story
01 ㈜뉴론웍스/㈜보강시스템
IoT 기반 네트워크 구축으로 스마트 팩토리 시대의 문을 열다

02 ㈜모바일에코
IoT 단말기와 서비스 플랫폼, 국제 표준으로 한계를 극복

03 ㈜에스엠시스템
새로운 표준 제안으로 한발 더 앞선 SaaS 플랫폼 제작

04 ㈜오픈베이스
ADC 통합관리솔루션의 새로운 장을 열다

|6

34

CHAPTER 4

05 ㈜브로드웨이브
IoT 국제 표준으로 스마트폰 업사이클링

06 ㈜나우테스테크놀러지
IoT 향후 10년을 준비하다

07 ㈜넷앤티비
MPEG-MMT 표준 기술로 차세대 방송 문화 꿈꿔

08 ㈜센서테크
IoT 기술 장착으로 한 차원 더 앞선다

09 ㈜아바엔터테인먼트
최신 표준 기술로 업그레이드한 / 360˚ VR 영상

10 ㈜아이두잇
SAT>IP 기술로 위성방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11 ㈜아이티엘
표준 창출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다

12 ㈜엠투엠테크
IoT 표준으로 국내 승강기 시장 지킨다

13 ㈜유엠로직스
국제 표준 장착한 정보보호 제품으로 세계 시장 진출

14 ㈜클레버로직
표준으로 선행 제품 개발의 자신감을 얻다

15 ㈜헤르메시스
메타데이터 국제 표준 준수로 공공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다

16 ㈜헤리트
oneM2M 국제 표준 기반 IoT 플랫폼 구현

17 ㈜아모텍
TTA 자문으로 국제 표준 포석

18 ㈜유양디앤유
TTA로 LED빛에 날개를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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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엠티
TTA와 함께 후발주자에서 선도 그룹으로

20 ㈜휴맥스
TTA와 손잡고 미래로 도약

21 ㈜넥스트랩
TTA 표준 적용해 솔루션 개발 성공

22 ㈜A2U정보통신
국내 최초 칩셋을 국제통용 완성형으로

23 ㈜AKN KOREA
수혜 업체에서 기여 기업으로 발돋움하다

24 ㈜모바일에코
두 번째 도약도 TTA와 함께

25 ㈜에스엠시스템
TTA 자문서비스로 표준 완성도 높인다

26 ㈜바이너리랩
TTA 조언으로 선택과 집중

27 ㈜스피니티
TTA 자문서비스로 전문성 완비

28 ㈜앤솔루션
방향키가 되어 준 TTA 자문서비스

29 ㈜에이앤티에스
TTA 조언으로 사업 영역 확대

30 ㈜피제이팩토리
이미지 파일 포맷 세계 표준 도전

31 오픈스택㈜
TTA 자문으로 저변과 꿈 확장

32 ㈜화승엑스윌
4차 산업혁명으로 내딛는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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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넥스트랩
시장 확장을 이끈 표준 기술 적용

34 AKN KOREA㈜ I 심혁훈 대표
기술과 표준으로 완전무장

35 ㈜칩스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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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셀프라스디자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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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1년
우수 자문 사례 기업 리스트
★ 우수 자문사례 선정 기업

20
15

1

㈜뉴론웍스/
㈜보강시스템

•염
 색작업공정 불량률 개선을 위해 IoT 기반
게이트웨이/미들웨어 개발

2

㈜모바일에코

•차
 세대 스마트카 기반의 스마트 셔틀을 위한
모바일 융합 IoT 단말 개발

3

㈜에스엠시스템

•클
 라우드 SaaS 서비스의 표준기반 연동 솔루션
개발

4

㈜오픈베이스

•A
 DCsmart (L4-7 스위치 통합관리솔루션) 개발

5

㈜브로드웨이브

• IoT 관련 국내외 표준화 동향 소개

6

㈜나우테스테크놀러지

• IoT 관련 표준기술 소개

7

㈜넷앤티비

•M
 MT기반 표준기술 소개

8

㈜센서테크

• IoT 관련 표준기술 소개

9

㈜아바엔터테인먼트

• MPEG 관련 표준기술 소개

10

㈜아이두잇

• IPv4/IPv6 전환기술 관련 표준기술 소개

11

㈜아이티엘

• e-Learning 표준화 동향 등 소개

12

㈜엠투엠테크★

• M2M/IoT 기반 표준기술 소개

13

㈜유엠로직스

• 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동향 소개

14

㈜클레버로직

• 3GPP 표준 동향 소개

15

㈜헤르메시스

• 메타데이타 관련 표준 동향 소개

16

㈜헤리트

• oneM2M 표준 기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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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모텍

• 무선충전 분야 국제표준 동향 소개

18

㈜유양디앤유

• VLC 분야 국제표준 동향 소개

19

㈜지엠티

• 해상통신 분야 국제표준 동향 소개

20

㈜휴맥스

• WiFi 분야 국제표준 동향 소개

21

㈜넥스트랩

• 셋톱박스 UX 품질 지표 표준 소개

22

㈜A2U정보통신

• IoT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국제표준규격의 FAN
프로토콜 탑재 서브기가 비면허 대역용 100
나노미터급 SoC 통신 모듈 개발

23

㈜AKN KOREA

•W
 ebRTC 서비스 플랫폼에 MPEG DASH/MMT
표준기술 소개

24

㈜모바일 에코

• IoT 플랫폼 및 모바일 단말기술 표준기술 소개

25

㈜에스엠시스템

•S
 aaS 서비스 연동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상호연동
서비스 TTA 표준안 개발 추진

26

㈜바이너리랩

•M
 PEG 관련 표준기술 소개

27

㈜스피니티

•외
 부 학습자원과 학습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 기반의 써드파티 연동 기술개발

28

㈜앤솔류션

•망
 분리 관련 표준 동향 소개

29

㈜에이앤티에스

• IoT 관련 표준기술 소개

30

㈜피제이팩토리

•이
 미지 파일 포맷 관련 표준 동향 소개

31

오픈스택(주)

•셋
 톱박스 비디오 코덱 장비(OSBE-5000) 개발

32

㈜화승엑스웰

•스
 마트팩토리 관련 표준 동향 소개

33

㈜넥스트랩★

•스
 마트기기 최종 품질 관리를 위한 영상 인식 기반
시나리오 테스트 자동화 기술 개발

34

㈜AKN KOREA

•W
 3C 표준 동향 소개

20
18

35

㈜칩스앤미디어

•차
 세대비디오코딩(FVC) 표준 동향 소개

36

㈜피제이팩토리

•이
 미지 파일 포맷 관련 표준개발 추진

37

㈜지엠티

•V
 DES 국제표준 동향 소개

38

㈜유양디앤유

•V
 LC 기반 IoT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39

㈜퀀텀게이트

• IoT와 Big Data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예보시스템
개발

40

㈜웨이테크

•B
 LE 표준기술 소개

41

큐비콤(주)

•3
 GPP NR 표준기술 소개

42

㈜에스티엠

•스
 마트팜 표준 동향 소개
•T
 TA 표준제정(19년): 모드버스/485 기반 스마트온실
노드/디바이스 등록 절차 및 기술 규격(TTAK.KO10.1173)

43

㈜셀프라스디자인센터

•B
 LE 5.1 기반 BLE SoC (Connection-oriented AoA)
개발

44

오픈스택(주)★

•H
 .265 UHD IP Video Encoder & Decoder (OSBE2500) 장비 개발

45

㈜넥스트랩

•T
 TA표준 제정: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가상
현실 서비스의 영상 품질 지표(TTAK.KO-01.0212)

46

㈜AKN KOREA

•W
 3C 표준 동향 소개

47

㈜아크릴

•감
 성인식 관련 국제표준 동향 소개

48

㈜지엠티

•A
 IS-i를 이용한 스마트선박 서비스와 표준 개발
추진

49

㈜후본

•3
 D프린팅 소프트웨어 포맷 국제표준 동향 소개

50

팅크웨어(주)

•A
 DAS(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국제 표준 동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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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피제이팩토리★

•3
 60도 이미지간 연관관계 기술 및 구조화를 위한
차세대 이미지 컨테이너 국제표준 개발 추진

52

㈜유양디앤유

•사
 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초연결 가시광 통신
응용기술 국제표준 개발 추진

53

㈜이오피스코리아

•사
 물인터넷 기반의 다기능 스마트 멀티탭 제품
개발

54

㈜트루네트웍스

•이
 중화 기능 내장 레이어2 스마트 스위치 개발

55

㈜여우전자

• IoT 관련 표준기술 소개

56

타이니파워(주)★

• IEEE 2847 WG창설

57

㈜와임★

•T
 TA 표준제정: 정보분할에 의한 바이오인식 정보보호
(TTAK.KO-12.0358)

58

㈜라도포스

•3
 GPP NR Positioning 국제표준 동향 소개

59

㈜그리드스페이스

•T
 TA 표준제정: 무인기에 의해 수집되는 장애물 정보
데이터 모델(TTAK.KO-10.1134)

60

㈜소프트자이온

•M
 PEG NNR 표준화 동향 소개

61

㈜토브소프트

•학
 습분석 데이터 수집을 위한 Caliper sensor
표준 구현

62

㈜하몬소프트

•빅
 데이터/인공지능 관련 표준 동향 소개

63

㈜후본

•A
 R/VR/MR 관련 국제표준 동향 소개

64

㈜피제이팩토리

•국
 제표준 과제채택: JPEG Linked Media Format
(JLINK) (ISO/IEC 19566-7)

65

㈜소프트자이온

•T
 TA 표준제정: 기계학습 기반 구매패턴 분석을 위한
전자상거래 데이터구성요소(TTAK.KO-10.1277)

66

㈜여우전자★

•블
 루투스 표준 적용 탁구경기용 로봇심판시스템 시제품
개발

67

타이니파워(주)

• IEEE 2847 표준화 진행

20
21

68

㈜셀프라스디자인센터★

•국
 제표준 과제채택: Enhancement of IPS for
Connectionless AoA(Bluetooth SIG)

69

㈜아크릴★

•국
 제표준 제정: Emotion enabled multimodal
user interface based on artificial neural
networks(ITU-T SG16)

70

㈜와임

•T
 TA 표준제정: 정보분할에 의한 일회용 패스워드와
바이오인식을 이용한 다중 인증(TTAK.KO12.0371)

71

㈜이스톰★

•T
 TA 표준제정: 비컨 기반 동적 인증정보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기록 절차(TTAK.KO-12.0369)
•국
 제표준 과제채택: Framework for Out-of-Band
Server Authentication Using Mobile Device(ITU-T
SG17)
•T
 TA 표준 과제채택: 모바일 단말을 이용한 대역 외
서버인증 프레임워크
•표
 준구현 사업화 선정: 구현·검증 분야
•T
 TA표준 기반 언택트방문증 POS용(Windows)
개발

72

㈜휴톤

•T
 TA 표준기반 지상파 UHD AEAT 엔코더 및 서버
개발
•표
 준구현 사업화 선정: 구현·검증 분야

73

타이니파워(주)

•국
 제표준 제정: Standard for DC Power
Transmission and Communication to DC
Loads(IEEE 2847)

74

㈜기원테크

•T
 TA 표준제정: 표적형 이메일 공격 차단을 위한
보안기능 요구사항(TTAK.KO-12.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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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 ICT 표준기술 자문 우수 성과
ICT 표준기술 자문 우수 성과 사례 36건

국제표준

표준제정 총

3건

’20년 1건 | ’21년 2건

국내표준

과제채택 총

6건

표준제정 총

11건

’18년 2건 | ’19년 3건

’18년 1건 | ’19년 2건

’21년 1건

’20년 5건 | ’21년 3건

과제채택 총

’21년 1건

표준기반 제품•서비스 개발

구현•사업화 지원

총 13건

총 2건

’17년 4건 | ’18년 5건 | ’19년 1건 | ’20년 1건 | ’21년 2건

’21년 2건

| 18

1건

ICT 표준기술 자문
성공사례(1) 국제표준화 9건

’19년 과제 채택

’21년 12월 제정

’18년 과제 채택

(제정 3건, 과제채택 6건)

’21년 16월 제정

’18년 과제 채택

’20년 1월 제정

직류 전력선 통신

인공지능 기술 기반 감성 공감 기술

가시광통신 기반 IoT 서비스 프레임워크

타이니파워㈜

㈜아크릴

㈜유양디앤유

IEEE 2847: DC Power Transmission
and Communication to DC Loads

ITU-T SG16 표준제정

ITU-T Y.4465: VLC 기반 IoT 프레임워크

인공지능 멀티모달 감성인식 UI 표준화

박물관 안내, 빌딩 조명제어 등 VLC 기반 IoT

직류 전력선 통신을 위한 물리/데이터 링크
계층 IEEE 표준화

AI 감성인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인터페이스 표준화

서비스(요구사항, 참조 모델)를 위한 ITU 표
준 제정

’19년 3월 과제 채택

’21년 9월 과제 채택

가시광통신 기반 IoT 서비스 프레임워크

언택트방문증 표준개발

BT를 활용한 실내위치측위 표준개발

㈜피제이팩토리

㈜이스톰

㈜셀프라스디자인센터

ISO/IEC 19566-7: JPEG Linked Media
Format
다양한 이미지(2D, 360˚, Video 등)를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는 메타데이터 표준화
(CD단계)

ITU-T SG17 신규 과제 채택
Framework for Out-of-Band Server
Authentication Using Mobile Device

’19년 10월 과제 채택

Bluetooth SIG 신규 과제 채택
Enhancement_of_IPS for_
Connectionless_A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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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2) 국내표준화
★ ’19년 12월 제정

(TTA 표준 제정 11건, 과제채택 1건)

★ ’19년 12월 제정

★ ’19년 12월 제정

TTA 표준 적용해 솔루션 개발 성공

데이터분할 기반 정보보호

무인기 전자지도 전송 프로토콜

㈜넥스트랩

㈜와임

㈜그리드스페이스

TTAK.KO-01.0227
가상 현실 서비스 품질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 컨텐츠 제작 방법
★ ’20년 12월 제정

TTAK.KO-12.0358
정보분할, 분산저장을 기반으로 개인식별
정보 및 바이오인식 정보보호 표준제정
★ ’20년 12월 제정

TTAK.KO-10.1133
무인기에 의해 수집되는 장애물 정보 데이
터 모델
★ ’20년 12월 제정

2차원 촉각콘텐츠 서비스 프레임워크

ML을 위한 전자상거래 데이터 구성요소

엠포러스

㈜소프트자이온

IEEE-SA 직류전력선통신

타이니파워㈜

APLC 전용 SMPS

IoT

APLC 스위치

TTAK.KO-10.1254-Part 1, 2, 3
제1부_분류체계
제2부_표현포맷
제3부_진동체계

TTAK.KO-10.1277
기계학습 기반 구매패턴 분석을 위한 전자
상거래 데이터구성요소

★ ’21년 9월 과제 채택 ★’21년 6월 제정
상호 인증 기술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표준 제안

㈜이스톰

TTA PG502
비컨 기반 동적 인증정보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 기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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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K.KO-04.0197-Part33
웹 기반 홈가전 제어 및 관리 프로토콜- 제33부
직류부하확장장치 프로파일

★ ’21년 12월 제정
이메일 보안 아키텍처

㈜기원테크

2021-0026
표적형 이메일 공격 차단을 위한 보안기능
요구사항

성공사례(3) 표준기반 제품/서비스 개발
TTAK.KO-07.0127/R1

㈜오픈스택

OSBE-5000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기반 셋톱
박스 비디오 코덱 장비

W3C Web RTC 1.0

AKN

(13건)

TTAK.KO-01.0201

㈜넥스트랩

AKN17-100

BTSTB-SA-SNNN

WebRTC 기반의 영어 멘토링 플랫폼
(WebRTC+WebAR) 개발

STB UX 품질 지표 및 측정 방법을 활용한
셋톱박스 상시 UX 품질측정 계측기

TTAK.KO-01.0201

블루투스 5.0 AoA표준기술

ATSC 3.0 표준

㈜넥스트랩

㈜셀프라스디자인센터

㈜오픈스택

Beyond Test OTT
영상 기반 UX 품질 지표기반 VR 헤드셋
UX 품질 측정 솔루션

TTAK.KO-01.0201

㈜넥스트랩

BLE SoC (Connection-oriented AoA)
Indoor location을 위해 AoA(Angle of
Arrival) 표준을 지원하는 BLE SoC 개발

W3C Web RTC 1.0

AKN

BTOTT-O1-WVNN

ARTalk (version 1.0)

TTA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품질측정 방법
기반 Beyondtest OTT

W3C WebRTC 1.0 표준 기반 ARTalk 개발

H.264 UHD IP 인코더/디코더
(OSBE-5000)
ATSC 3.0 기반 H.265 UHD IP Video
Encoder & Decoder (OSBE-2500)

SBC보안기능 요구사항

㈜트루네트웍스

TRUE SBC-RW(TTAK.KO-12.0085)
mVoIP 기반 콜센터에 적용가능한 SBC
(Session Border Controller, 세션 간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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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 우수 자문 성과

성공사례(3) 표준기반 제품/서비스 개발

IMS Cailper 표준

블루투스 5.0 표준

토브소프트

㈜여우전자

(13건)

㈜여우전자
센서 신호의 정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로봇심판시스템 구축

학습분석 데이터 수집을 위한
Caliper sensor 표준 구현
교육용 콘텐츠, 러닝 플랫폼 개발 및 디지털
교과서 제작, 유통

9

TTA 표준 기반 언택트 방문증 개발

ATSC 3.0 표준 / TTA 표준

㈜이스톰

㈜휴톤

ISO/IEC 19566-7: JPEG Linked Media
Format
다양한 이미지(2D, 360˚, Video 등)를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는 메타데이터 표준화
(CD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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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경기 자동심판 시스템
BT기술을 활용 충격신호 분석을 통한 탁구
자동심판시스템

지상파 UHD AEAT 인코더 및 서버
ATSC3.0 및 TTA 전용 수신기를 위한 지상
파 UHD 재난경보서비스 구현 가이드

기업의 성과를 함께한
우수 자문 전문가 리스트
2015

윤주상(동의대)
허의남(경희대)

2016

㈜뉴론웍스 13회, 표준기술 적용 제품개발
㈜에스엠시스템 12회, 표준과제 개발 지원

박종계(네트연합)

㈜오픈베이스 7회, 표준기술 적용 제품개발

홍용근(ETRI)

㈜모바일에코 5회, 표준기술 적용 제품개발

박정수(ETRI)

4개 기업 10회, 표준기술 동향 자문

김평수(산업대)

㈜아이두잇, 표준기술 동향 자문

임민중(동국대)
고석주(경북대)
유영호(해양대)

㈜에이투유정보통신 9회, 표준기술 적용 제품개발
㈜유양디앤유 10회, ITU 국제표준 제정(’20.1.)
㈜지엠티 7회, 표준기술 적용 제품개발

정의석(학술정보원)

㈜스피니티,(주)토브 각 1회, 표준기술 동향 자문

2017

김상진(SBS)

㈜오픈스택 10회, 표준기술 적용 제품개발

2018

서범석(SK브로드)

㈜넥스트랩 10회, TTA 단체표준 제정(’18.12.)

2019

정상권(조이펀)

타이니파워(주) 8회 및 표준화 과정 지원

2020

이일완(지씨티리써치)

㈜셀프라스 2회 및 표준화 과정 지원

2021

최미란(ETRI)

 개 기업 13회 자문수행을 통해 ITU-T 표준제 및
3
MPAI 표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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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자문 전문가 소개

IoT 네트워크 프로토콜 전문가
동의대학교 윤주상 교수

Q 윤주상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IETF, ITU-T SG13, SG20, 3GPP 등의 표준화 기
구에서 활동하는 TTA 국제 표준 전문가입니다. 무
선·이동성 관련 통신 프로토콜과 IoT 분야 통신·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표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동의대학교 산업ICT기술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Q교
 수님의 전문 분야는 요즘 어떤 추세인가요?
IoT 분야의 네트워크 관련 표준 기술은 현재 완성
단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분야 통신 프로토콜이 IoT 서비스 개발에 적극 활
용되고 있죠. 서비스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되기 때
문에 그 트렌드에 맞게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어
 떤 기업들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IoT 플랫폼과 연동되는 IoT 디바이스와 게이트웨
이를 개발하는 기업이 저와 가장 잘 맞을 것 같습
니다. MQTT, CoAP, websocket 등 디바이스 개
발에 필수적인 통신 프로토콜 관련 사항이라면 무
엇이든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IoT 서비스 개발 전
반에 대한 컨설팅도 물론 가능합니다. LWM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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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M2M 플랫폼 기술과 활용 방법에 관해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TTA 자문서비스란 이런 것이다!
경쟁력 있는 제품이 표준이나 기술 동향에 대한 인
식 부족으로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제
일 안타깝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쉽게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기술 문서가 부족하기 때문이
죠. TTA 자문서비스는 이들을 위한 살아있는 맞춤
형 해설서입니다. 그간 기술적·사업적으로 완성도
높은 제품과 서비스들을 배출하며 그 성과를 증명
해왔습니다.
Q 왜 TTA 자문서비스가 필요할까요?
IoT는 한두 개의 기술로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새로 수립되는 표준뿐
아니라 이미 시장에 통용되는 포럼이나 협의체의
ICT 표준기술도 숙지하고 있어야 하죠. 개발 목적,
서비스 특징, 제품 단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표준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
들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TTA 자문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 개발 과정
이 한결 빠르고 수월해질 것입니다.

미래 인터넷 IoT 보안 전문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정수

Q 박정수 책임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유무선 애드혹 및 메
쉬 네트워크 라우팅 및 보안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
득하고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책임으
로 있습니다. ITU-T, IETF, ISO, IEEE, oneM2M
등 다양한 표준화 기구에서 국제 표준을 개발했죠.
미래 인터넷(Future Internet)과 IoT 보안 분야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책임님의 전문 분야, 요즘 무엇이 대세인가요?
특정 네트워크 기술에 한정되지 않는 서비스 공통
플랫폼 개발이 트렌드입니다. 많은 국제 표준 기구
들이 관련 표준을 연구 중이며,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이들의
응용 표준이 크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에는 프라이버시, 트러스트 등 식별과 보안에 대한
쟁점 사항도 부각되고 있고요. 블록체인이나 AI 기
술을 활용한 확장에 대해서도 표준화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Q 어떤 기업들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센서, 게이트웨이 등 IoT 디바이스와 서버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중견기업들에 제가 딱입니다. 공통

책임

으로 활용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을 소개하고 각 기
업 특징에 알맞는 데이터 모델 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기존 시장에서 함께 성장
하고자 하는 업체들, IoT 환경에서 새로운 사업 영
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업체들 모두 저에게 오세요!
Q TTA 자문서비스, 무엇이 남다를까요?
기본 담당자 뿐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관련
기술 전문가 모두가 표준 전문가와 함께 자문회의
에 참여합니다.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청취·반영
되고 그만큼 의사 결정이 빠르죠. 자연스럽게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역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멘토인 저로서도 실제로 필드에 설치된 사례로 성
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뿌듯함이 더 크죠.
Q 왜 TTA 자문서비스가 필요할까요?
IoT 분야는 각 산업의 규모가 작아 시장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개발되는 것이
IoT 관련 공통 표준으로, TTA 자문서비스는 중소
기업들이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
유의 독립성 확보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
장에서 유연하게 협력·공유할 수 있는 상생 비즈
니스 모델, 매력적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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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 통신 융합
경북대학교

고석주 교수

Q 고석주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
고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센터장을 맡고 있습니
다. 지난 15년간 ITU-T, JTC1, IETF 등의 국제 표
준 기구에서 국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죠.
Q 교수님의 전문 분야는 무엇인가요?
인공지능, 빅 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통신 융합 서비스입니다. 이들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주요 기술로 전망되
지요. 이들의 실질적인 서비스 상용화를 실현하는
데는 수많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연결하는 초연결 네트워킹 기술이 필
수적입니다.
Q 어떤 기업들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산업체와 연구 기관의 기술·서비스 공동 개
발을 주최하는 동시에 이를 국제 표준화에 반영하
는 작업도 가능한 멀티 플레이어입니다. IoT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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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융합 서비스나 관련 기술의 개발, 사업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제가 제격일 것입니다.
Q TTA 자문서비스에 대해 직접 소개해주세요.
기술 자문, 특허 출원 및 표준화 추진 등의 패키지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기업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을 초월해 전문가와 기
업을 매칭하며 잦은 장거리 이동은 전문가가 부담
합니다. 표준에 무지한 기업도 백지부터 교육해 공
동으로 국제 특허를 출원케 합니다. 더 나아가 국
내외 표준화 과정에도 함께 참여해 활동할 수도 있
습니다.
Q TTA 자문서비스 맛보기 Tip을 주신다면요?
최근 다양한 IoT 기반 서비스 개발 시도에 발맞추
어 CoAP, MQTT 등의 국제 표준 프로토콜 활용도
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새로운
기술과 제품, 서비스 개척에 이들을 적절히 적용한
다면 마케팅이나 시장 확대에 지대한 시너지를 발
휘할 것입니다.

국내외 선박 ICT 표준 전문가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유영호

Q. 유영호 소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조선해양ICT융합기
술센터 유영호 연구소장입니다. 선급협회 검사원,
SOLAS선박 기관장, 25년간의 한국해양대학교 IT
공학부 교수를 거쳐, 스마트자율운항선박포럼, e내비게이션 대응전략포럼, 해상 e-내비게이션 프
로젝트그룹(PG607) 등에서 의장을 맡고 있습니
다. IMEA/NMEA 이사로서 국내 IMEA/NMEA 관
련 인증시험과 교육도 대행합니다.

Q. 요즘 스마트 선박업계에는 어떤 이슈가 있
나요?
스마트 선박과 자율운항선박, 사이버 보안 이슈가
한동안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스마트 선박
은 ICT 기술을 활용해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최적
의 경제운항을 꾀합니다. IMO 자율운항선박(IMO
MASS)은 2020년까지 법적 개념 정립 완료 계
획을 수립하였고 터그보트, 물자공급선 등 특수목
적선의 자율운항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ICT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관련 표준화 활동
도 활발합니다.

소장

Q. 어떤 기업들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요?
선박자동화, 스마트 선박, 자율운항선박, 선박네트
워크, 선박의 사이버 보안 관련 기술과 장비, 시스
템을 개발하고자하는 기업을 먼저 꼽을 수 있습니
다.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노리는 기업도 환
영합니다. 70여개의 협회 회원사를 통해 우호적인
협력관계 구축도 도와 드립니다.

Q. 스마트 선박 관련 주요 표준을 추천해주세
요.
TTA TC6 PG607에서 제정한 여러 표준을 참
조하면 이를 활용한 경제성 높은 서비스를 발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자율운항선박포럼(www.
sanship.or.kr)의 표준도 주목할 만합니다. e내비
게이션대응전략포럼(www.e-navi.or.kr)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한 서비스 요구사항들로부터 아이
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겁입니다.

Q. 왜 TTA 표준자문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의외로 전문기업들도 표준에 대한 상식이 없는 경
우가 많습니다. 국내 대기업에서 선박 네트워크 표
준을 만들고 국제표준화를 시도하다가 이미 국제
표준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된 적도 있습니다. 표준
은 함께 만들고 함께 사용해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
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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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규격과 시스템 개발의 모든 것
SBS 뉴미디어개발팀

김상진 연구소장

Q 김상진 소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SBS 뉴미디어개발팀·방송기술연구소의 연구
소장입니다. TTA TC8(방송기술위원회)과 TTA
DTV PG802(DTV PG)에서 의장직도 맡고 있
습니다. 모바일 방송으로 ABU Broadcasting
Engineering Excellence Award를 수상했고,
UHDTV 방송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여러 번 수
상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방송 기술 R&D 분야에
서 일하고 있지요.
Q 소장님 전문 분야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아날로그 방송부터 UHDTV까지 모든 방송의
규격과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현재는 방송의 형
태 자체도 바뀌고 있는데, 요즘 주목하는 것은 온
라인 플랫폼입니다. UHDTV 기술을 활용하면 방
송사에서도 이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릴 것
이라 예상합니다. 아울러 콘텐츠 보호 기술도 소비
의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계속 연구되고 있고요.
Q 요즘에는 어떤 이슈가 있나요?
UHDTV의 모바일 방송 준비, 브로드밴드 방송
의 활성화, HTML5 기반 IBB 기술 탑재로 인
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등을 꼽을 수 있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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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ACR(Automatic Content Recognition)을
UHDTV에 적용하여 시청률 전수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유료 방송 사업자와 연동해서 지상파의 킬러
앱이 동작하게 하려고도 합니다. 타깃 광고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는 중이죠.
Q 어떤 기업들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새로운 방송 기술·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
을 환영합니다. 방송 기술의 현재 위치와 상황을
잘 몰라도 제가 최신 현황을 제공하니 괜찮습니다.
표준 관련이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개발
협력에도 자신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연구소,
가전사 등의 기술적 협력과 지원 요청도 도와드립
니다.
Q 왜 TTA 자문서비스가 필요할까요?
새로운 기술들의 덩치가 크다 보니 중소기업이 전
체를 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방송 기술은 그 크기에 따라 표준도 너무나 방대
하지요. 거대 표준은 내용 안에 또 다른 표준을 참
조하고 있을 때도 많고요. TTA 자문서비스는 이런
부분에서 큰 도움을 드립니다. 기본 개념의 가닥을
바로잡는 것이 TTA 자문서비스의 큰 역할 중 하나
이니까요.

데이터 통신 서비스 품질 전문가
SK브로드밴드 서범석 매니저

Q 서범석 매니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SK브로드밴드 Infra 솔루션팀 매니저로 재직 중
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도입 이후 내내 국내 통신
서비스 품질 관리의 중심에 있는 역사의 산증인
이라고 할 수 있죠.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IPTV, WiFi 등 데이터 통신의 발전 과정을 함께했
으며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기술요소와 인적요소
를 두루 섭렵했다고 자부합니다.
Q 전문 분야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꼽는다
면?
2차원 영상 기반 기기 중 IPTV의 UX 품질 국제 표
준과 참조 모델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향후
표준화와 기술 개발에 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
죠.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VR, AR 등의 3
차원 기반 실감미디어도 도전이 필요한 상황입니
다. 이들은 기술적으로도 화면에서 공간으로 서비
스 영역이 확대되었을 뿐더러, 서비스 품질이 시장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Q 어떤 기업들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 기반 제품의 UX 품질 수준을 파악하고 이
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업체, Motion
Sickness와 같은 실감미디어 관련 국내외 표준의
동향을 파악해, 이를 자사의 기술·제품에 접목하

고 싶은 업체 등이 떠오르네요. 통신 사업자의 고
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측면의 고려 사항
을 명확하게 파악하면 차후 서비스 개선이나 개발
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죠.
Q TTA 자문서비스 경험을 나눠주세요.
가장 기쁜 순간은 무엇보다 자문 과정에서 논의하
고 검증한 내용을 실제 성과로써 확인할 때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TTA 자문서비스 후에 연간 경영 계
획상으로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큰 매출 실적을 올
립니다. 그러면 마치 제가 직접 판매에 나섰던 것
처럼 뿌듯하죠.
Q 왜 TTA 자문서비스가 필요할까요?
최근 실감미디어 분야 내 중국 기업의 국제 표준
화 주도 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감미디
어는 몰입 관련 이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강제적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계는 표준화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
인 관심을 가지고 과정에 참여하고자 노력해야 합
니다. TTA 자문서비스가 이 과정을 도울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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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니파워(주) 자문 전문가
(주)조이펀 정상권 대표

Q. 정상권 대표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주)조이펀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물리
학을 전공했고, 2004년부터 OMA, IEEE 802,
Khronos Group 등 국제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번 IEEE 2847 WG 0|| 1 o 27
0|| IEEE 3079 WG0|| 14 Secretary 를, IEEE
2888 WG에서도 Secretary를, 그리고 IEEE
802.21 IG에서도 의장을 수임했습니다. 현재 정
보기술국 가표준 기술 심의회와 '정보응용' 국가표
준 기술 심의회에 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포럼으로는 실감 형혼합현실기술포럼의
운영위원장, 디지털가상화포럼 운영 위 간사 역할
도 수임하고 있습니다.
Q이
 번 표준화가 전력선통신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
쳤나요?
전력선통신 분야는 10여 년 전부터 매우 많은 기
관들이 관 심을 갖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분
적인 이슈가 기술적 확장성 부족으로 이어졌고 침
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문 기업인 타이니
파워(주)가 직류 전력선통신 기술을 IoT 에 적용하
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직류
를 통한 전력선 통신 기술이 시장에서 많은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금번 표준화를 계기로
국제 기술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Q기
 준으로 삼은 표준 개발 조직은 무엇이었나요??
네트워크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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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와 같 이 IEEE-SA는 표준화 기구 중에서도
메이저급에 속합니 다. 표준화 과정도 빠르고, 추
진 과정에서 의사 결정도 합리적입니다. 기술적 자
부심이 뛰어난 기업이 국제표준의 위상 을 갖고 싶
다면, IEEE-SA를 대상으로 표준화를 진행하는 것
이 매우 좋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Q 타이니파워(주)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국제 표준에 대한 프로세스와 방법을 모르는 상황
이었지만, 기술적 독창성과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표준화에 필요한 위원회 신
설과 신규 표준화 과제 채 택 절차 지식이 부족해
전략적인 자문이 필요해 보였습니 다. 결국 IEEE
2847 WG이라고 하는 위원회를 신설해, IEEE
P2847 프로젝트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Q 자문 과정에서 어떤 보람을 느끼셨나요?
자문기간 중 힘들었던 부분은 위원회 구성이었습
니다. 국제 표준을 한다고 나섰을 때, 주변의 많은
기관이 동참하고 지 원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
무리 기술이 좋고, 우수하다. 고 외쳐도 중소기업
을 알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IEEE-SA
내에 전력선 통신의 동종업계 기관이 해당 기술 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해 독립 위원회가 신설될
수 있 었습니다. 과정이 힘든 만큼 좋은 결과로 이
어져 보람 있었 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표준화를 진행하면서 시 장에서 인정받는 기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노하우 전달하는 실무 전문가
GCT Semiconductor 이일완 이사

Q. 이일완 이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무선통신 반도체 기업인 GCT Semiconductor에
서 WirelessConnectivity Solution 연구 개발
담당 이사로 근무중입니다. 주로 WLAN(WiFi)과
블루투스 관련하여 표준 적용, H/W 설계 및 검증,
필드 테스트, 인증 시험, IP Integration지원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Q. 요즘 어떤 이슈가 있나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는 이전의 단순한 무선통신
역할에 그치지 않고 GPS 신호가 거의 잡히지 않
는 실내에서의 전파측위(Indoor Positioning)에
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의 경우는 RTT를
이용한 WiFi location 표준이 안드로이드 오레오
에서부터 지원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블루투스도
BLE 6 표준이 도입되면 다중 안테나를 이용하여
정확도가 대폭 향상된 실내 측위 시스템들이 나오
리라 기대합니다.

Q. 어떤 기업들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요?
WLAN(802.11ax)이나 블루투스 5.1 내의
positioning 또는 location을 위한 기능들은 업
체 간의 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아직 표준
화 단체에서 진행 중인 부분들에 대해 공동 협력
대응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SIG의 경우 UPF와
IOP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므로 UPF 참여시 사
전상호 호환성 시험 준비에도 도움드릴 수 있습니
다.

Q. 왜 TTA 표준자문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1년간의 장기 자문 동안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블
루투스 SIG의 표준 자료 문서들을 구하기 어려웠
습니다. 다행히 TTA가 블루투스 SIG associate
member로 활약하고 있어 필요한 기술 자료들을
매 자문 회의 때마다 꾸준히 전달받을 수 있었습
니다. TTA의 적극적인 협조가 소기의 자문 성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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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크릴 자문 전문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미란
(ETRI)

Q전
 문가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인공지능연구소의 책임연
구원 및 표준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언어지능
분야의 연구와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미란입
니다. 저는 전산학을 전공하였으며, ITU-T SG16의 인
적요소 그룹의 의장과 사실 표준화 그룹인 MPAI 표준
화 기구 부의장 등의 국제표준화 의장단으로 활동하고
있고 ISO의 언어지능 그룹과 MPEG 등의 표준화 기구
에서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표준화 활동
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위원회, 메타데이터 기술위원회,
ITU-T 국내위원회에서 국내 표준의 개발과 표준교육을
통한 확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 전문 분야 관련 기술 동향/이슈/ 트랜드/ 시
장 전망
최근 크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다양한 응
용기술과 표준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사람과 기계와
의 인터페이스를 다루는 언어지능 기술은 딥러닝의 발
전에 힘입어서 다양한 응용 시스템의 필수 구성 기술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표준이 각 표준화 그룹
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텍스트나 음성, 이미지 등
의 단일 입력을 처리하는 유니모달 인터페이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와 감성처리 기
술까지 통합된 UI의 표준화가 이슈가 되고 있고 ITU-T,
ISO, MPAI 등에서 이를 위한 표준이 다수 개발되고 있
습니다. 언어지능은 특히 자율주행차에서도 중요한 UI
기술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공존
을 다루는 메타버스에도 응용되어 향후 기반 기술로 활
용될 예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표준 개발도 시작되었습
니다.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의 큰 트랜드와 시장을 선도
하는 주요 표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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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Q 특히 도움 줄 수 있는 기업 타입 및 TTA 자문
서비스의 필요성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
에 따라서 관련 기업에게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
용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을 위하여 표준특허와
표준개발을 통하여 기업의 특성과 기술을 알리기 위해
TTA의 자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많
이 확산되고 있는 딥러닝 기반의 언어모델 활용 인공
지능 기술 개발과 이를 서비스로 개발하는 기업에게는
TTA 자문서비스를 통하여 기술과 표준을 동시에 레벨
업시키고 다양한 표준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알리는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
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기술을 표준으로 개
발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하여 기초부터 차근차근 표준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국제무대에서
사업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합니다.

Q 이번 자문 기업(아크릴)에게 어떤 구체적인
자문으로 도움을 주셨나요?
자문 기업인 (주)아크릴은 국내에서 몇 안되는 핵심 인
공지능 기술을 소지한 기업으로 감성인식이나 언어지
능 분야에서 다양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장 기업입니다. (주)아크릴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표준화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TTA의 자
문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며 특히 감성인식 기술을 활용
한 응용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분
야가 잘 맞는 저의 자문을 통한 표준 기고서 개발을 시작
하였습니다. (주)아크릴의 인공지능 감성인식 기술을 적
용한 멀티모달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은 ITU-T

SG16에서 미국,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관심하에서 신
규 표준화 항목으로 채택되었으며 2년간의 표준 개발
을 통하여 2021년 6월에 ITU-T H.862.5 (Emotion
enabled multimodal user interface based on
artificial neural networks)로 최종 표준 승인이 되었
습니다. 표준의 신규 제안 단계부터 최종 승인 단계까지
자문회의를 통하여 표준 절차에 대한 교육과 기술과 표
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단계별 기고서를 작
성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크릴의 기술이 잘 반
영된 활용도 높은 표준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아크릴의 인공지능 기술과 TTA 자문서비스의 표준화
노하우의 제공을 통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아크릴에 대한 표준화 자문은
올해부터 다시 시작되어 표준특허의 개발과 함께 차기
버전의 표준을 개발하여 기업의 향상된 기술을 반영하
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새로운 표준
의 신규 제안을 위한 기고서의 제출이 예정되어 있습니
다.

Q 기억에 남는 자문 에피소드, 자문을 하면서
느낀점, 개선할 사항
아크릴의 표준 자문을 하면서 같은 분야에 대한 기술 논
의를 하고 표준 개발을 하는 과정은 제게도 좋은 경험이
되었으며 기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었으며 국제표준개발과
더불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를 할 수 있었
던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을 하나 들자면 기술 개발을 하
는 기업에서는 시간을 쪼개서 표준화도 추가로 참여하
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어렵게 투자한 시
간에 대한 보상은 가까운 미래에 또는 먼 미래에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자문회의를 통해서 기업의 표준
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긍정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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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론웍스/㈜보강시스템

IoT 기반 네트워크 구축으로 스마트 팩토리 시대의
문을 열다

TTA 자문서비스와 함께 IoT 기반 네트워크 구축
2011년 사업을 시작해 현재 국내 최고의 통합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한 ㈜뉴론웍
스는 대한민국 ICT의 역사를 개척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회사이다. 제조 ICT, 물류 ICT
등다양한 I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의 70%가 연구 개발 인력으로 이루어
져 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은 ㈜뉴론웍스가 중소 규모 SI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솔
루션, 웹 서비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등 여러 첨단 융합 ICT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축적하는 데 중요한 바탕으로 작용했다. 한편 섬유정보화 전문기업인 ㈜보강시
스템은 1994년 설립 이후 제직, 염색, 후가공 등 섬유업종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보강시스템의 솔루션은 20년간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30여개의 섬유업체에서
이용되고 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뉴론웍스와 보강시스템은 IoT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해 힘을 합쳤다. 하지만 인적 자원에 투자함에도 중소기업 단독으
로 기술 개발 및 성장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고민 끝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의 표준 자문서비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신기술 개발을 막는 장벽을 뛰어넘다
㈜뉴론웍스는 ㈜보강시스템, 다이텍연구원과 함께 섬유 염색 제조 분야에 접목한 IoT 디
㈜뉴론웍스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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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웹 콘텐츠 관리 솔루션iCONS 개발

2013년

‘이종 응용프로토콜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 구성 방법 및 장치’ 등 5개 특허 보유

2014년

IoT 미들웨어 부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정중소기업청

2015년

융합기술개발사업 선정중소기업청

바이스 및 시스템을 연구 개발 중이며 염색공정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구현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작업 표준이 현장에 상주하는 전문가에 의존했다면,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데이터가 그 역할을 대신해 더욱 정밀한 공정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불량률
역시 크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TTA 자문서비스
신선 ㈜뉴론웍스 대표는 이제까지 컨설팅을 받아 본 경험이 많으나 모두 형식적인 보고서
를 제출하는 요식행위에 그쳐 처음에는 TTA의 자문 서비스에도 기대가 크지 않았다고 고
백했다. 그러나 10차에 걸친 6개월 동안의 자문 과정 후에는 이러한 선입견을 많이 깰 수
있었다고 TA에 고마움을 전했다.

㈜뉴론웍스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여러 국제표준기구의 최신 표준 정보

사
 물 통신M2M분야 국제 표준화 협력체인 oneM2M의 동향 설명
글
 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승인한 표준 기술의 내역과 트렌드 소개
이
 중 ㈜뉴론웍스가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들 제안

IoT/M2M 기술 실현을 위한
표준 적용 모듈 개발

미
 들웨어와 게이트웨이에 올릴 구체적인 스펙과 프로토콜 지침 제안
Q
 oS 관점의 데이터 타입 구분 및 전송 방법 제시
트
 래픽데이터 발생 모델 설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성 시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
후보군 결정 조언

기업명

㈜뉴론웍스

대표자

신선

홈페이지

www.neuronworks.co.kr

주요사업

IoT/M2M 솔루션 개발 및 구축

설립일

2011년 12월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영남이공대
학교 창업보육센터 708호

기업명

㈜보강시스템

대표자

이안수

홈페이지

www.bokang.co.kr

주요사업

섬유업종 특화 솔루션 개발

설립일

1994년 7월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앤씨이노비즈타워 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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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코

2015

IoT 단말기와 서비스 플랫폼,
국제 표준으로 한계를 극복

TTA와 함께 IoT 단말기와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박차
IoT 전문 기업인 ㈜모바일에코는 퀄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이동통신사에
WCDMA/LTE 기반의 모바일 라우터, 사물통신용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미 3G/LTE
기반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IoT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와 서비스 플랫폼을 준비하던 ㈜모바일에코는, 향후 IoT 솔루션의
호환성 및 확장성을 위해 ICT 표준 기술 적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한국정보통신기
술협회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를 신청하게 된 계기였다.

새로운 IoT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의 필요성
㈜모바일에코는 2015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ICT 기술사업화 기반구축사업
지원 과제인 ‘이동체 도난방지를 위한 IoT 융복합 단말 및 IoT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주관기
관으로 선정되었다. 기존의 정부 지원금으로 이룩한 기술 성과물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취
㈜뉴론웍스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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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퀄컴 라이선스 보유

2012년

국내·외 이동통신사에 WCDMA/LTE 기반의 모바일 라우터, 사물통신용 단말기 공급

2013년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인 RMSRouter Management System 자체 개발

2014년

RMS를 이용하여 ㈜모바일에코에서 판매하는 모든 사물통신용 단말기에 대한
실시간 원격 관제 서비스 제공

2015년

7월 ‘이동체 도난방지를 위한 IoT 융복합 단말 및 IoT 서비스 플랫폼 개발’
선정미래창조과학부
8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모바일 IoT 미들웨어 기술’과 ‘
시맨틱 IoT 서비스 플랫폼 기술’에 대해 기술 이전 완료

지로, ㈜모바일에코는 지난 8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IoT 플랫폼의 ‘모바
일 IoT 미들웨어 기술’과 ‘시맨틱 IoT 서비스 플랫폼 기술’을 이전 받았다.

TTA의 자문서비스로 기술 업그레이드
TTA는 IoT 표준 관련 전문가인 ETRI의 홍용근 박사를 ㈜모바일에코를 위한 전문가로 섭
외했다. 홍용근 박사는 IoT 단말기와 서비스 플랫폼과 관련하여 특히 oneM2M,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 Allseen Alliance와 같은 국제 표준의 최근 진행 상황에 대
해 여러 차례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했다. 더불어 이동체 관련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동향, 스마트팜 등 ㈜모바일에코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자문 도
중 별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모바일에코는 6개월에 걸친 TTA의 자문서비스를 마치고 ㈜모바일에코에서 자체 구축
한 기존의 RMS 시스템을 표준 IoT 서비스 플랫폼인 oneM2M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RMS 시스템은 향후 새로운 IoT 서비스 시장에서 호환
성 및 확장성을 확보함으로써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oT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
로 보고있다.

㈜모바일에코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IoT 단말기와 서비스 플랫폼 제작

o
 neM2M, OIC, Allseen Alliance와 같은 국제 표준의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교육과

ITS 동향, 스마트팜 등의 관심 분야 정보

김
 우용 교수부산대 초빙 교육

기업명

㈜모바일에코

대표자

유승열

홈페이지

www.mobileeco.com

주요사업

사물통신용 IoT 통신 단말 및 IoT 서비스

설립일

2009년 12월 30일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67 성령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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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시스템

2015

새로운 표준 제안으로
한발 더 앞선 SaaS 플랫폼 제작

TTA 자문서비스로 업계 선두주자를 꿈꾸다
㈜에스엠시스템은 2015년 2월 법인으로 전환한 젊은 회사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
일하게 aPaaSapplication-Platform-as-a-Service 기반의 SaaS 플랫폼을 개발 및 보급
하고 있는 수준 높은 기술력을 가진 클라우드 전문 기업이다. 주력 브랜드로는 그룹웨어E,
RP, CRM 등 다양한 분야에 SaaS 플랫폼을 제공하는 종자넷 서비스가 있다. 이러한 기술력
을 바탕으로 ㈜에스엠시스템은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사업의 SaaS 플랫폼 개발을 담
당하고 있다. 그러나 구현 단계에서 표준화의 벽에 맞닥뜨린 ㈜에스엠시스템은 한국정보
통신기술협회TTA의 자문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다.

전년 대비 500% 매출 신장의 신화
㈜에스엠시스템의 aPaaS 기반 SaaS 플랫폼 기술은 전년 대비 500%라는 괄목할 만한
매출 신장을 가능케 하였으며 국립대학의 자원관리 시스템으로도 그 적용 영역을 확대하
였다. 39개 국립대학 자원관리 서비스의 핵심인 SaaS 플랫폼의 개발 책임사로 정부사업

㈜에스엠시스템 의
주요 성과 내용

클라우드 기반의 동적 생성 UI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 특허 보유
NIPA에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 선정
2014~
2015년

KT, SKT, LG 등 국내 통신사업자의 플랫폼 설계 및 개발 참여
국내 클라우드 SaaS 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협동조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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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SI와 클라우드 기술의 접목을 통한 것으로 기존 SI
사업의 방향 자체를 크게 전환시킨다.

TTA의 자문서비스로 표준의 개척자가 되다
TTA는 경희대학교 실시간 모바일 클라우드 연구센터 센터장이자 클라우드/빅데이터 특
별기술위원회의 의장으로 활동 중인 허의남 교수를 멘토링 전문가로 섭외했다. 국내 클라
우드 관련 표준의 최고 수준 전문가인 허의남 교수는 14회에 걸친 자문 과정 동안 교육부
가 요구한 대학 SaaS 플랫폼에 대한 표준과 SaaS 연동을 위한 표준, 총 두 가지의 표준 제
안 작업을 자문했다.
㈜에스엠시스템은 이미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클라우드서비스포럼 등에 활발히 참여하
고 있지만 단순히 단체의 회원으로 국한되지 않고자 한다. 국내 클라우드 SaaS 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클라우드서비스협동조합의 설립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도 이
번 TTA 자문서비스의 의도와 맥락을 같이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당장의 가시적인 수익
외에도, 점진적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모범적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 앞으로도 ㈜에스엠시
스템은 공익적 역할과 책임을 자처할 계획이다.

㈜에스엠시스템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대학 SaaS 플랫폼에 대한 표준

S
 aaS 플랫폼 구현 범주, 개념 정립

SaaS 연동을 위한 표준

S
 aaS 플랫폼 기능 가능성, 적용 범위 설명

기업명

㈜에스엠시스템

대표자

김성민

홈페이지

www.jongja.net

주요사업

클라우드 SaaS 서비스 솔루션 개발 및 제공

설립일

2014년 8월

주소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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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베이스

2015

ADC 통합관리솔루션의 새로운 장을 열다

TTA와 함께 한 클라우드 기술 분석
2015년은 ㈜오픈베이스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 1995년 1세대
T 기I 업으로 출범 후 국내 최초로 인터넷 트래픽 매니지먼트 사업을 시작한㈜ 오픈베이스
는 지난 20년간 ADC 및 네트워크 분야 리더 기업의 위치를 확고히 해왔다. 더불어 차세대
방화벽, 웹 게이트웨이 등 탁월한 보안 솔루션까지 갖춤으로써 네트워크와 보안을 함께 아
우를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는 중이다. 2012년 자
체 기술로 ADCsmart를 출시하며 ‘ADC 통합관리솔루션’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단순 유통기업에서 솔루션 벤더업체로 발돋움한 ㈜오픈베이스는 자사의 기술을 클라우드
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표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정보통신기
술협회TTA의 자문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다.

우수성을 입증받은 ADCsmart와 클라우드의 만남
ADCsmart는 2014년 GSGood Software 인증을 획득 했을 뿐 아니라 신 소프트웨어
상품 연말 대상에서는 국무총리상을 받으며 우수성을 입증했다. ㈜오픈베이스는 2015년
제14회 대한민국 SW기업 경쟁력 대상에서도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에서 최우수상
을 받는 등 시장과 정부 양측 모두로부터 인정받는 자타공인 ADC 리딩 기업이다. ㈜오픈
베이스는 IT 인프라 솔루션 1위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네트워크와 보안의 융합을 통한 차
세대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며 끝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오픈베이스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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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ADCsmart로 GSGood Software 인증 획득
신 소프트웨어 상품 연말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2015년

제14회 대한민국 SW기업 경쟁력 대상에서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에서 최우수상

ADCsmart는 국내 인터넷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외에도 삼성 SDS, 건강
보험공단, 국세청 등에 활용되며 ADC 관리의 편리성과 효율성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
다. 최근에는 ADC 솔루션이 클라우드 상에서 동작하는 가상화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에
맞춰 ㈜오픈베이스는 ADCsmart를 클라우드 버전으로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고심했다.
ADCsmart를 클라우드에 적용하면 고객들이 개별적으로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를 갖출 필
요도 없어지며, 장비를 다루어야 하는 관리자의 부담도 덜게 된다. ㈜오픈베이스와 고객사, 고
객사와 ㈜오픈베이스 양측 모두에서 더욱 효율적인 사업 활성화가 가능해지는 부분이었다.

현장과 학계를 넘나드는 TTA의 자문 서비스
㈜오픈베이스는 2016년 자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도 개발 중이며, 해당 솔루션과 ADC
통합관리솔루션인 ADCsmart를 쌍두마차로 클라우드 사업과 접목해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오픈베이스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가상화 기술의 ADCsmart 제품 적용

네
 트워크 장비의 클라우드화에 필요한 기술인 SDN과 NFV를 소개하여
ADCSmart 제품을 차세대 네트워크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차세대 ADCsmart 제품의 시장 진출

클
 라우드, SDN/NFV에 대한 시장 전망 분석을 통하여 ADCsmart 제품
홍보를 최적화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에 대한 자문

SaaS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실사례 공유

S
 aaS 플랫폼 기능 가능성, 적용 범위 설명

기업명

㈜오픈베이스

대표자

송규헌

홈페이지

www.openbase.co.kr

주요사업

네트워크 솔루션, 보안 솔루션, 서버, 소프트웨어 개발

설립일

1995년 9월 18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 빌딩 리빙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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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웨이브

2015

IoT 국제 표준으로 스마트폰 업사이클링

TTA와 함께 국제 표준화를 노리다
Smart Connectivity를 위한 IoT, 네트워킹,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로드웨이브는 자
사만의 경쟁력을 통해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 내실있
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개방과 공유로써 성공적인 IoT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
국제 표준 기반의 개방형 IoT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사용하지 않는
중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IoT 표준화를 통해 다른 스마트폰이나 PC, 노트북간의 게이트웨
이로서 기능케 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관점을 전달받는 것이 중요했고, 고민 끝에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IoT 게이트웨이 표준을 위한 한 걸음
㈜브로드웨이브는 이미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015년도 중소기업 표준개발 지원사업 부
문에서 ‘2015년 스마트폰을 이용한 IoT 게이트웨이 표준 개발’이라는 과제를 수주하는 데

㈜브로드웨이브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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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무선메쉬네트워크Wireless Mesh Network로 도로공사, 현대제철 등에 인프라 구축

2009년

IP-USN서울시 시범서비스 수행

2010년

미국 Digi International과 전략적 파트너 계약, 현재까지 Cloud IoT 솔루션 공급

2014년

ETRI와 공동 연구로 TIITrusted Information Infrastructure 프레임워크 개발
사업 참여

성공했다. 동의대학교와 협력하는 이 프로젝트는 스마트폰 재활용을 통한 IoT 서비스 연계
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방형 DIY 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스마트폰을 IoT의 게이트웨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진행하는 것까지 포괄한다.

TTA의 자문서비스로 최신 정보까지 한눈에
㈜브로드웨이브는 TTA 표준 자문 서비스를 통해 IETF와 ITU-T 등에서 이루어지는 IoT와
연관된 국제 표준화에 대한 추세 및 표준화 히스토리 등에 대해 소개 받음으로써 최근 국제
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 사항들을 시기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력은
차후 ㈜브로드웨이브의 주요 경쟁 기술 개발 시에도 참조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태진 ㈜브로드웨이브 대표는 TTA 표준 자문이 기업의 방향성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
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브로드웨이브는 표준 제안 기술이 향후 국내 IoT 기술개발에
표준 기술로 확대 사용되길 희망하며, 아울러 이를 위해 개방형 기술교류를 위한 IoT 오
픈 포럼 사이트인 Limecode.co.kr을 개발 중에 있다. 또한, 경쟁력있는 기술력을 바탕으
로 L-IoT 플랫폼, RTLSReal-Time Locating System 등을 개발하고 있다.

㈜브로드웨이브가 필요로 한 서비스
표준화 기술에 대한 동향, 인적 네트워크, 표준화 진행을
위한 전략 등의 다양한 리소스 마련

기업명

㈜브로드웨이브

대표자

이태진

홈페이지

www.broadwave.co.kr

주요사업

Wireless IoT Device, Gateway

설립일

2004년 4월 28일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두산더랜드파크 B동 620호

TTA가 제공한 서비스
IETF와 ITU-T 등에서 이루어지는 IoT와 연관된 국제 표준화
에 대한 추세 및 표준화 히스토리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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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테스테크놀러지

2015

IoT 향후 10년을 준비하다

TTA 자문서비스로 10년 후를 준비하다
㈜나우테스테크놀러지는 2003년 3월 설립 이래 음성코덱, H.323, H.263,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기술 등을 기반으로 인터넷 환경에서의 음성 및 영상 처리, 음성자동응
답IVR, 음성우편서비스VMS, 컨퍼런스 등 다수의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미디어 솔루션을
확보해 왔다. 또한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이슈에 대비하여 VoIP 서버
를 위한 네트워크 연동 기능을 가진 차세대 SBCSession Border Controller 솔루션도 보
유했다. 이러한 안정적인 대용량 처리 시스템 구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IoT에 관련한 새로
운 사업 분야 개척을 준비하던 ㈜나우테스테크놀러지는 IoT 서비스 플랫폼인 Pluszone 서
비스를 일본 NESICNEC 그룹의 자회사에 공급하게 되었다.
현재 NESIC은 Pluszone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또 다른 어려
움이 존재했다. 이들을 타개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를 알게 된 ㈜나우테스테크놀러지는 TTA에 자문을 요청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적용 가능한 기술 제안
TTA 표준 자문은 WoTWeb of Things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과 IoT 솔루션에 웹을 접
목하는 아이디어 및 구체적인 표준들을 소개했다. 특히 OMA의 Got APIGeneric Open

㈜나우테스테크놀러지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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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삼양사, 온세텔레콤에 SBCSession Border Controller 보급

2011년

SK브로드밴드에 대용량 녹취시스템 공급

2012년

일본 NECSICNEC 그룹 자회사에 Pluszone 서비스 공급

Terminal API 표준을 설명하고 ㈜나우테스테크놀러지가 개발한 다양한 장비 및 솔루션
등에 해당 표준들을 적용함으로써 글로벌한 인터페이스 확보가 가능함을 조언했다.
또한, 표준화 활동을 통해 글로벌한 기술 마케팅까지 가능함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OMA
의 표준화 프로세스 및 활동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나우테스테
크놀러지의 차기 장비 및 솔루션에 대해 표준화와 해외 마케팅을 병행함으로써 글로벌 시
장 접근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었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 IoT 관련 표준화 상황을 분석하던 중, 해외 업체는 초기 표준안으로 제
품을 개발 및 출시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업체의 제품화 시도가 없었음을 파악해낸 것도
TTA 표준 자문서비스로 얻은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나우테스테크놀러지는 현재 관
련 기술을 습득 후 기존 제품에 추가로 업그레이드하고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분야
에 집중적인 투자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나우테스테크놀러지가
필요로 한 서비스
IoT 기술을 이용한 업그레이드

TTA가 제공한 서비스
W
 oTWeb of Things 관련 기술 설명
IoT 솔루션에 웹을 접목하는 아이디어 및 구체적인 표준 소개
표
 준화 활동을 통한 글로벌 기술 마케팅 가능성 설명

기업명

㈜나우테스테크놀러지

대표자

임중권

홈페이지

www.nautestech.com

주요사업

VoIP 솔루션, IoT 플랫폼

설립일

2003년 3월

주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학의로 282
금강펜테리움 B동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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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앤티비

2015

MPEG-MMT 표준 기술로 차세대 방송 문화 꿈꿔

TTA 자문서비스로 스텝업!
방송은 표준 기술에 민감한 분야이다. 그래서 차세대 방송 포맷과 연관된 솔루션과 서비스
개발은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르다. ㈜넷앤티비는 향후 쌍방향 방송Interactive Broadcast
기술을 기반으로 2세대 인터넷 방송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
2000년 ㈜넷앤티비는 지상파 DMB 방송으로 출발하여 10년 넘게 개척자의 자리를 지켜
왔다. 미래 경쟁력을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은 필수불가결하며, 방송 기술은 누가 표준 기술
을 개발하는가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 표준 기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파트너
와 기획단계부터 호흡을 맞춘다면 자사의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어 향후 수십년간 수익을
보장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넷앤티비는 TTA에 국제 표준에 대한 기술자문과 교
육서비스를 요청하게 되었다.

㈜넷앤티비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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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MPEG-4 필수특허 특허대상 세종대왕상 수상

2005년

세계 최초로 휴대폰용 BIFS 플레이어 개발

2006년

양방향 DMB 서비스 시스템 구축, KTF-4개 DMB 방송사에 협력 서비스 시작

2009년

이탈리아 RAIWayTV,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에 iDMB 솔루션 수출

차세대 표준 기술로 스텝업
차세대 방송 시장에 대비해 ㈜넷앤티비는 2세대 인터넷 방송의 기반 기술이 되는 MPEG4 BIFS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인터넷 방송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핵심
소프트웨어인 MMTMPEG Media Transport 에뮬레이터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상
용 MMT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TTA의 자문으로 만난 최적의 멘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 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
이었다. 그리하여 ㈜넷앤티비는 TTA에 상용 개발을 위한 자문과 더불어 개발에 참여할 ㈜넷
앤티비의 연구 인력이 표준 문서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함께 요청했다. TTA는 ICT
표준 자문 전문가들 중 ㈜넷앤티비에 최적인 멘토를 찾아냈다. MPEG-MMT 표준 기술 전문
가인 경희대학교 서덕영 교수를 선발한 TTA는 ㈜넷앤티비의 자문 및 교육 요청에 대응이 이
루어지도록 하였다. ㈜넷앤티비가 자문을 필요로 했던 내용은 구체적으로 MPEG-MMT 표준
규격을 적용한 MMT-TS 컨버터 구현 기술과 MMT 서버 구현 기술 및 구현 특허 기술, MMT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의 기술적 분석 방법 등이었다.

㈜넷앤티비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MMT-TS 컨버터 구현 기술

TS 시그널링과 MMT 시그널링 매핑 과정 설명
TS 프레임→인터넷 패킷 변환 방법 설명
1:n , n:1 서비스 가능성 증명

MMT 서버 구현 기술 및 구현 특허 기술
MMT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의 기술적 분석 방법 등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객체 지향적 모델링 문서 제공 및 설명
포괄적 시각에서 표준과 시장에 대한 교육

기업명

㈜넷앤티비

대표자

박재홍 대표

홈페이지

www.netntv.co.kr

주요사업

인터넷/모바일방송 및 리치미디어 솔루션 개발 판매

설립일

2000년 7월 28일

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이앤씨벤처드림타워 5차 3층 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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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테크

2015

IoT 기술 장착으로 한 차원 더 앞선다

TTA의 자문서비스로 혁신을 거듭하다
2000년 창립한 ㈜센서테크는 지난 15년간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환경 기술 분야의
환경 가스 탐지장비 개발 업체로서 기술 혁신을 거듭해 왔다.
매년 매출액 대비 10% 이상을 연구 개발비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센서테크는
다양한 소형 탐지장비를 개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는 특수재난CBRNE 대응 분야
를 선도하는 세계 리더로 성장한다는 큰 그림 아래 끊임없이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새롭게 개발 중인 화학물질 탐지 센서를 비롯한 그 외 개발 제품에 IoT 기술을 더하고자 한
것도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IoT를 다뤄본 경험이 전무한
㈜센서테크는 센서 제품에 IoT를 구현하기 이전에 전반적인 IoT 관련 지식과 실현 방법, 고
려해야 할 항목 등을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고민하던 중 주변의 추천으로 한국정
보통신기술협회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의 문을 두드렸다.

㈜센서테크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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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05년

환경부와 전 산업자원부 사업으로 각각 PID 방식을 이용한 VOC 등 실내공기 오염
물질 측정분석 장비와 반도체 방사능 탐지 소자를 이용한 방사능 측정기, 117nm
파장의 광이온화원을 이용한 복합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기 개발

2014년

융합기술개발사업 선정중소기업청

전문가가 진단하고 제안하는 서비스
TTA에서는 앱센터의 김규호 박사를 ㈜센서테크를 위한 전문가로 섭외했다. 앱센터는 문
화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이제 막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개발자 네트
워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커뮤니티를 구성해 도움을 주는 곳
이다. 앱센터의 전문위원인 김규호 박사는 2015년 초에 많은 이들이 불편해하는 지역난
방 아파트의 난방 관련 문제를 IoT 기술을 통해 해결한 좋은 사례로서 많은 사람의 관심
을 받은 바 있다. 김규호 박사는 먼저 각 통신모듈Bluetooth, WiFi, nRF24, ZigBee의 장
단점을 안내하고 센서에 IoT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요소 및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VOCVolatiile Organic Compounds 등 유기화합물 측정기 전문 업체들의 무선 데이터
로깅방식에 활용된 다양한 선행 기술 및 방법론을 조사한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센서테
크의 기술 전략을 탐색했다. 구체적으로는 ㈜센서테크 제품의 선행 데모 시스템 모델로 라
즈베리파이나 아두이노의 활용이 가능한지 확인했다. 소프트웨어란 무엇인지 경험을 통
해 개념을 잡아가고 자문 마지막 회차에는 아두이노를 이용해 센서 노드를 만들고, 이를
WiFi 모듈을 통해 클라우드 서버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시나리오 일부를 직접 만들고 경
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센서테크가 필요로 한 서비스
자사의 센서 제품 간
또는 서버 간 연동

TTA가 제공한 서비스
각
 통신모듈Bluetooth, WiFi, nRF24, ZigBee의 장단점 안내
센
 서에 IoT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요소 및 방법 설명
㈜
 센서테크 제품의 선행 데모 시스템 모델로 라즈베리파이나 및 아두이노의
활용 가능성 확인
경
 험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념 정립
아
 두이노를 이용한 센서 노드 제작
제
 작한 센서 노드로 Wi-Fi 모듈을 통해 클라우드 서버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시나리오의 일부 제작 및 경험

기업명

㈜센서테크

대표자

김미숙

홈페이지

www.isensor.co.kr

주요사업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설립일

2000년 6월 8일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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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엔터테인먼트

2015

㈜아바엔터테인먼트는 방송, 교육, 교양, 3D 영상관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 및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UHD 3D 기술을 통해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유

사업발전에도
기여한 바 있으며
최근 UHD
/ 360˚
최신 표준 기술로
업그레이드한
VR콘텐츠가
영상국내 매출 12억을 달성한 데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에도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이 이루어지는 등 경사가 이

그러나 수출이 급격히 확대될수록 ㈜아바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방송시장이 요구

부합하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더욱 철저한 대응책이 요구되었다. 상승세를 유지하

확장하기 위해 까다로운 국제 표준을 파악해 이를 만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빠르게

이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자문서비스를 신청,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

TTA 자문서비스로 신기술 개발 가속화
㈜아바엔터테인먼트는 방송, 교육, 교양, 3D 영상관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UHD 3D 기술을 통해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유산
디지털화 사업발전에도 기여한 바 있으며 최근 UHD 콘텐츠가 국내 매출 12억을 달성한 데
이어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에도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이 이루어지는 등 경사가 이어
졌다. 그러나 수출이 급격히
확대될수록
㈜아바엔터테인먼트는
방송시장이
TTA의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글로벌
자문서비스를
찾은요구하
㈜아바엔터테인먼

국제 표준에 대한
는 수준에 부합하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더욱 철저한
대응책이
유지
트는
TTA가
연계해
준 전문가를
통해요구되었다.
UHD 영상상승세를
MPEG 표준화에
대해 기
능동적 접근 요구
하고 장차 더욱 확장하기술적으로
위해 까다로운
국제 표준을
파악해
필요성이
이해하고,
특히 VR
영상이를
관련만족시켜야
MPEG -V할표준화
진행 상황을 전

빠르게
대두한얻었다.
것이다. 이렇게 습득한 정보들은 UHD 영상 촬영, 편집, 제작 전반에 걸쳐 직접적으
달받을
기회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자문서비스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크게 도움을 받았
로 이에
활용되었으며
VR 영상과 관련하여
현재 개발신청,
중이던
360° VR
생방송
기술에

다.

Desktop / Notebook

iOS / Android
360 VR LIVE SYSTEM →
VR / Mobile VR

Digital Signage / Kio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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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에 대한 능동적 접근 요구
TTA의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를 찾은 ㈜아바엔터테인먼트는 TTA가 연
계해 준 전문가를 통해 UHD 영상 MPEG 표준화에 대해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VR
영상 관련 MPEG-V 표준화 진행 상황을 전달받을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습득한 정보들
은 UHD 영상 촬영, 편집, 제작 전반에 걸쳐 직접적으로 활용되었으며 VR 영상과 관련하
여 현재 개발 중이던 360° VR 생방송 기술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시장이 2018년까지 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디지털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쌓아온 ㈜아
바엔터테인먼트는 최첨단 3D 카메라 시스템 및 영상제작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고
화질 4K UHD 3D 영상과 360° VR 콘텐츠 분야에도 진출하여 새로운 콘텐츠 세계를 열어
가고 있던 터였다. ㈜아바엔터테인먼트는 2015년 9월 개최된 그랜드 케이팝 페스티벌에
서 아시아 최초로 360° VR 실시간 라이브 중계에 성공했다. 또한, 실시간 스티칭이 가능한
360° VR 콘텐츠 워크플로우 기술, 시청환경 적응적 3D 입체 저작도구 및 렌더링 프로세스,
VR 통합 플랫폼을 비롯한 여러 자체 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는 등 다수의 성과를 이루었음
에도 중소기업으로서 국제 표준에 대해 능동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아바엔터테인먼트가
필요로 한 서비스
국제 표준에 대한 능동적 접근

기업명

㈜아바엔터테인먼트

대표자

김태형

홈페이지

www.360do.kr

주요사업

컨텐츠서비스 & 방송프로그램

설립일

2009년 3월 27일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센터 1022호

TTA가 제공한 서비스
V
 R 영상 관련 MPEG-V 및 영상규격, 해상도, 퍼블리싱 등 관련 이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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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두잇

2015

SAT>IP 기술로 위성방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TTA 자문서비스로 신기술에 표준을 더해 신시장 개척
위성 안테나 전문 기업인 ㈜아이두잇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고 교내 스마
트허브 산학융합본부에 입주해 있다. 최첨단 안테나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신개념 웨이브
가이드 안테나 및 모바일 안테나와 같은 디지털 방송 관련 제품을 개발한다.
㈜아이두잇은 2014년에만 171억 원의 매출, 1,560만 불의 수출실적을 올리는 등 IT 및
통신 분야의 선두를 걷고 있다.
하지만 다양하고 풍부해진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찾아 웹으로 넘어가는 가입자들이 많아지
기 시작하며 위성방송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현재의 시점에
서 변화의 돌파구가 필요했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자문서비스로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아이두잇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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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무선송수신기 부문 중소기업청장상

2013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협회장상 수상

2014년

아웃도어 안테나 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 수상
총 21개 국내 특허, 30여 개의 디자인 특허 보유

위성방송 기술의 또 다른 진화
㈜아이두잇은 95% 이상의 실적을 수출에서 얻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이다. 유럽과 호
주, 동남아 국가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주력하는 지역은 가정용 위성 TV
안테나 시장이 그중 제일 크고 활성화된 서유럽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위성
방송과 IP의 결합인 SAT>IP 관련 기술 개발에 ㈜아이두잇이 관심을 두게 된 것은 필연적
인 일이었다. 10여 년 전에는 접시 안테나만 달아도 ‘봉주르 라이프~’가 가능했지만 지금
은 아니다. 위성방송 가입자들은 현재의 위성방송의 일방향성 콘텐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해진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찾아 웹
으로 넘어가는 가입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위성방송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새
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 현재 시점이다.

TTA의 자문서비스로 표준화 동향 파악
TTA는 등록된 ICT 표준 자문전문가 중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전자공학부 김평수 교수를 적
임자로 판단하고 ㈜아이두잇에 연결 후, 관련 정보 제공을 아끼지 않았다. ㈜아이두잇은
김평수 교수가 주도한 TTA 자문의 도움으로 인터넷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다루고 있
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ETF의 전반적인 동

㈜아이두잇이 필요로 한 서비스
인터넷 통신 관련 기술
IPv4/IPv6 전환 기술 관련 표준기술동향

기업명

㈜아이두잇

대표자

임승준

홈페이지

selfsat.com

주요사업

위성방송 수신용 안테나 및
멀티미디어 기기 개발/제조/판매

설립일

2006년 11월

주소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스마트허브산학융합본부

TTA가 제공한 서비스
김평수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자문
IP 전문가 조언으로 자체적으로 IPv6를 적용한 SAT>IP 서버 및
클라이언트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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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엘

표준 창출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다

세 명의 TTA 자문전문가와 만나다
㈜아이티엘은 특허 기술 중심의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기업을 지향하는 기업이다. 2014년에는 특허경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ICT 특허경영대상’에서 기업부문 동상을 받은 바 있다. 아이
티엘 표준연구소는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표준’을 모토로 현재 주요 연구개발 분야인
㈜아이티엘 표준 창출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다

통신표준 분야에 200여 건의 국내.외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 편익을 줄 수

있는 생활 표준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면서 표준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이들이 국
제 표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적극적인 국제 표준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국민공감형 표준화 사업을 제안하여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도서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
중이며 최종 목표는 단체 표준 제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 동향 및 국내ㆍ외 표준
화 현황에
대해서IPIntellectual
보다 구체적이고
또한,40여
특허를
활용한 또 다른
㈜아이티엘은
Property 실질적인
자체 창출 및정보가
수익화를 필요했다.
도모할 뿐 아니라
개의 다양한
민간사업을 수행하며 대학, 출연연구소, 민간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우수 특허와 아이
컨설팅정부사업
사업인및의료정보
기술의 비즈니스 전략 구축과 관련해서도 표준화 현황 및 시장 현
디어를 발굴해 이를 분석/가공한 기술사업화를 진행한다. 현재 사업 수행을 통해 연구소 기업의 새

황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가
상황이었다.
중
살림을
차리는 중이며
유망한요구되는
아이디어와 특허
기술에 직접그래서
투자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자회사 역시 설립 중이다.
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아이티엘의 표준연구소 활동

사업
관계성

표준
완성률

상용
가능성

RIO

IPR
정책

표준
가능성

기술
연구

→

Simulation

기술
연구

제품화

IP
화보
표준
확정

이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표준 컨설팅 및 표준화 사업을 진행
해 IP 수익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앞장서는 선도 기업이 되리라고 ㈜아이티엘은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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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의 ICT 표준 자문 전문가의 조언
TTA는 ㈜아이티엘을 위해 총 세 명의 ICT 표준 자문전문가들을 선정했다. 첫 번째는 전
자출판 관련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정의석 선임연구원이었
다. 정의석 선임연구원은 공적 표준과 사실 표준, 표준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
념을 비롯, 전자책과 e-Learning을 다루는 표준화 기구와 이들의 주요 작업 중 하나인
Open Annotations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설명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문가로는 한국전
자통신연구원의 유돈식 박사와 ㈜카이랩 배인호 대표가 의료 정보 표준에 대하여 매칭되
었다. 유돈식 박사는 의료 정보 표준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시장 상황에 대한 상세 정황과 함
께 의료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의료 정보에 대한 인식과 니즈를 소개했다.
㈜아이티엘은 IPIntellectual Property 자체 창출 및 수익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40여 개
의 다양한 정부사업 및 민간사업을 수행하며 대학, 출연연구소, 민간 기업 및 개인으로부
터 우수 특허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이를 분석/가공한 기술사업화를 진행한다. 현재 사업
수행을 통해 연구소 기업의 새살림을 차리는 중이며 유망한 아이디어와 특허 기술에 직접
투자하는 자회사 역시 설립 중이다.
㈜아이티엘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e-Learning 표준화 동향

공
 적 표준과 사실 표준, 표준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전자책과 e-Learning을 다루는 표준화 기구와 Open Annotations 설명
표
 준화 기구 간의 상호 관계 및 체계와 함께 이들의 표준화 영역과 기술 개발 동향 전달

의료정보 표준화 동향

의
 료 정보 표준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시장 상황에 대한 상세 정황 소개
의
 료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의료 정보에 관한 인식과 니즈 소개

HL7, IHE 등 의료 분야
표준 기술

H
 L7, IHE, FHIR 등의 구체적인 표준 기술 및 세부 요건, 구현 형태,
국내ㆍ외 적용사례로 사업화 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해 질의 응답
향
 후 의료 정보 표준 기술 및 표준화의 방향성과 수익화에 대한 전망 공유

기업명

㈜아이티엘

대표자

황차동

홈페이지

www.itlist.co.kr

주요사업

표준특허 창출, IP컨설팅,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설립일

2013년 8월 27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204 양재동 83-1
JK빌딩 4층

│

www.goodi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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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투엠테크

IoT 표준으로 국내 승강기 시장 지킨다

TTA는 승강기와 loT라는 서로 다른 두 분야의 작업에 최적인 각각

TTA의 자문서비스로
TTA 자문서비스와
함께 표준을
준비하다
의 전문가들을
㈜엠투엠테크에 소개했다. 서일대학교 전기공학과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다
엄용기 교수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정수 책임연구원이 이들이

㈜엠투엠테크는
산업분야에서
IoT 기반
스마트
디바이스를
개발전문가이며,
중인 스타트업
기
다. 엄용기승강기
교수는 한국승강기학회
부회장으로
명실공히
국내 승강기
산업계의 최고
박
정수 원격진단,
책임은 ITU-T,포렌식
IETF 등에서
여러
IPv6 관련
국제 표준을 채택시킨
IoT 스마트
표준 전문가이다.
업이다. 특히,
기능
등건의
확장된
관제서비스가
가능한
디바이스 개발
처음엔 단기 자문으로 시작했으나 ㈜엠투엠테크의 요청으로 TTA 표준 자문은 3개월에 걸쳐 총 7차

에 주력하고
있다. 하나의 디바이스가 다양한 제조사의 승강기에 적용되려면 승강기의 주
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승강기에 특화된 프로토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자연스럽게 국제 표준
제안을 준비하게
되었다.
표준 초안을
작성할 때도
두 전문가
영역의
시너지 효과가
컸다.승강기의
엄용기 교 안전을
요 부품, 디바이스,
관제
센터간의
표준화된
통신
체계가
필요하며,
기존
수가 범위를 한정하고 항목을 리스트업하는 큰 그림을 그리면 박정수 책임연구원이 이들의 구체적

담보할 수인있는
시스템 유지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미래에는 전체 스마트 디바이스
방법론을 제안하고 리뷰하는 식이었다.
로의 연결을 더욱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스마트 빌딩, 도시로의 적용 역시 가능하게 할 단계
㈜엠투엠테크가 TTA 표준 자문과 함께 준비하는 표준은 승강기 부품에서 미들박스인 엘사블랙박

적 진화 모델의
고려가 필요한 것도 물론이다. ㈜엠투엠테크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스까지의 프로토콜과 다시 엘사블랙박스에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관제 센터까
지의 프로토콜 두위한
가지다.
1년 내외면
먼저 단체 표준
제정이것은
가능할이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실무 작
의 중소ㆍ중견기업을
표준
자문서비스를
신청한
때문이었다.
㈜엠투엠테크는
업이 완료되면 국가 표준으로도 건의할 계획이다.

TTA 표준 자문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IoT 프로토콜을 적용해 제품을 업
다국적 승강기 기업들은 저마다 별도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외부에 오픈하지 않고 있다.

그레이드할
수대해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할
있었다.
이에
㈜엠투엠테크는
국내 승강기 산업의
해외수
기술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 프로토콜을 표준화
해 국가 표준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IoT 기반 승강기 유지관리 솔루션

계획정비TBM/CMMS
·Inspection
·Repair
·Replacement

예측 관리CBM
·진단
·분석
·경향관리

운행상태 진단
/ 위험성관리

Smart work
·원격 제어
·원격 구출
·스마트 워크

CMMS
Database

CBM
Database

Risk Evaluation
Database

Smart work
Database

Grade classifier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Protective Measurement Schedule

안전한 승강기
LCC생애주기관리비용 감소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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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승강기 시장을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
국내 승강기 시장은 2014년 기준, 운행 수 52만 6천 대로 세계 8위, 신규 설치 3만 4천
대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80% 이상을 현대, 오티스, 티센크루프, 미
쓰비시, 쉰들러 등 소위 빅파이브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제조 기반이 붕괴되어 경쟁력을 잃고 수입 지향형으로 돌아서는 것이 현실이다.

TTA의 자문서비스로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다
㈜엠투엠테크가 TTA 표준 자문과 함께 준비하는 표준은 승강기 부품에서 미들박스인 엘
사블랙박스까지의 프로토콜과 다시 엘사블랙박스에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
비스 관제 센터까지의 프로토콜 두 가지다. 1년 내외면 먼저 단체 표준 제정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되며 최종 실무 작업이 완료되면 국가 표준으로도 건의할 계획이다.
다국적 승강기 기업들은 저마다 별도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외부에 오픈하지 않
고 있다. 이에 대해 ㈜엠투엠테크는 국내 승강기 산업의 해외 기술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
프로토콜을 표준화해 국가 표준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엠투엠테크가 필요로 한 서비스
약 2만 2천여 개에 달하는 승강기 부품들의 인포메이션 모델을
정의하는 데이터 프로파일링 표준 작업
이들의 리소스 주소Addressing 체계 및 게이트웨이 간
IoT 통신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데이터 모델 작업

기업명

㈜엠투엠테크

대표자

김진기

홈페이지

www.m2mtech.co.kr

주요사업

승강기 관제 및 부품 제조 개발,
Embedded S/W, Security Consulting

설립일

2014년 7월 17일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 686 533, 534호

TTA가 제공한 서비스
3
 개월에 걸쳐 총 7차의 자문서비스로 작업 진행
엄용기 교수: 작업 범위 정의 및 항목 리스트업
박정수 책임연구원: 구체적인 방법론 제안 및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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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엠로직스

2015

국제 표준 장착한 정보보호 제품으로
세계 시장 진출

TTA 자문서비스로 도약
2005년 설립된 ㈜유엠로직스는 ICT 통신기기 원격제어 및 제어 정보보호 기술 개발에 성공
한 후 2006년부터 KT와 업무 협력을 체결, 100억 이상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였다. 현재 이
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및 서비스인 uPrivacy 상품을 출
시한 상태이다. uPrivacy를 비롯한 ㈜유엠로직스의 자체 개인정보보호 기술 또는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 표준의 준수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다양한 국제표준화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표준
화 정보를 ㈜유엠로직스와 같은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수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유
엠로직스는 국내·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전 세계적 개인정보보호의 동향 및 기술 정
보를 수집하고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국제 표준화에 활용할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한
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에 자문을 의뢰했다.

원격제어와 정보보호 분야의 강자
㈜유엠로직스는 원격제어 및 정보보호 분야 내 13개 종류의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으며
20여 개의 관련 국내기술특허를 확보하고 벤처기업인증, 기업부설 연구소, ISO9001 인
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30억 이상의 연 매출을 달성하는 ㈜유엠로직스의 효자상
품이다. 최근에는 특히 내부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
㈜유엠로직스의 정보보호 상품인 uPrivacy의 출시는 특히 영세 사업자들에게 희소식이
다. 그동안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준용사업자임에도 고가
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에 대한 가격 부담으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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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uPrivacy는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검출을 수행하
는 서버의 프로세서 활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원가를 절감하게 되므로 월 정액제의 저렴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2015년 ㈜유엠로직스가 KT와 새롭게 업무 협력
을 체결한 것도 uPrivacy 서비스에 대해서다. 인터넷 부가서비스로 상품을 출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2017년에는 개인정보 국
제표준에 맞는 상품을 추가 개발하여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시장에서의 선도 기업의 위치
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시장 진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국제 표준을 검토해 준비하는 단계가
필수적이다. TTA 표준 자문은 uPrivacy가 클라우드 기술을 융합한 개인정보보호 제품이
므로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관련 국제 표준화의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자문전문가를 맡은 고려대 허준범 교수는 두 개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화 기구들과 이들의 최근의 동향 및 기술적 추세에 대해 ㈜유엠로직스에 자세히 설명
했다. 남기효 ㈜유엠로직스 부사장은 TTA 표준 자문서비스의 도움으로 막연했던 사업 방
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유엠로직스는 벌써 몇 군데의 해외 업체와 개인정보보호 구현 부문에서 협약을 맺은 상
태다. 2017년에는 uPrivacy를 국제 표준에 적용해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버전을 내놓으
며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유엠로직스가
필요로 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와 클라우드 분야의 국제 표준화 정보

기업명

㈜유엠로직스

대표자

권환우

홈페이지

www.umlogics.com

주요사업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및 생산

설립일

2005년 1월 1일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7 관평동, 2층

TTA가 제공한 서비스
두
 개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화 기구들과 이들의 최근 표준화
동향 및 기술적 추세 설명

61 |

CHAPTER 4
우수 자문 기업 Story

14

㈜클레버로직

2015

표준으로 선행 제품 개발의 자신감을 얻다

TTA와 함께 통신 표준의 진화 방향을 예측하다
㈜클레버로직은 IoT/IoEInternet Of Everything, M2M 분야에 사용될 이동통신용 저가
M2M 단말 LTE 모뎀을 개발한다. 이동통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3GPP LTE 표준을 따
르며 현재 3GPP 릴리즈 10 규격을 준수하여 개발하고 있다. ㈜클레버로직의 경쟁사는 중
견 이상 규모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대기업 수준의 기술을 갖
출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추가된 표준을 분석하여 제품 개발에 즉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3GPP에서는 지금껏 대략 2년의 주기로 새로운 표준을 발표해 왔으나, 최
근에는 3GPP 릴리즈 12의 MTC, 릴리즈 13 및 14의 CIoTCellular IoT 등 다양한 국제 표
준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쏟아지는 국제표준을 이해하고 그 기
능을 개발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을 갖추는 것은 국제표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중소
기업으로서 쉽지 않다. ㈜클레버로직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
한 표준 자문서비스로 이러한 고민을 해결했다.

대기업 수준의 기술을 갖춘 중소 기업
2008년 설립된 ㈜클레버로직은 R&D 전문 기업으로 높은 수준의 첨단 무선 통신 및 신
호 처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체 기술의 LTE 모뎀 IP를 바탕으로 LTE-UE IP, LTEeNB IP, LTE-UE/eNB Emulator, LTE 단말 모뎀, LTE 계측장비, LTE-Relay Modem을
개발하였고, 현재 다시 이들을 기반으로 LTE 기반 M2M용 모뎀칩, LTE 기반 M2M용 통
신 모듈을 개발하고 있다.
TTA는 ㈜클레버로직을 위한 전문가로 이동통신 국가R&D PDProgram Director를 역임
한 바 있으며 현재 5G 포럼 대외전략분과 위원장, TTA IMT 프로젝트 그룹 의장, 재난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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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포럼 전문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단국대학교 이현우 교수를 추천했다. 이현
우 교수는 3GPP 표준로드맵 작성, 차세대이동통신 연구개발 전략 수립 등의 경력을 가진
이동통신 분야 표준 전문가이다.
㈜클레버로직은 이현우 교수가 리드하는 TTA 표준 자문서비스를 통해 3GPP LTE 관련
표준을 분석하고 향후 진화방향을 예측하는 작업을 자문받았다. 이로써 현재 개발 중인
M2M/MTC/IoT LTE 모뎀 및 모듈 디바이스의 표준화 추세 적응 및 목표 유동성에 대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 표준 변경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했기 때문에 선행 제품의
개발 및 개발 제품의 국제 표준 적합성 확보가 가능해진 것이다.

“M2M용 LTE 통신칩/모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국내·외 시장의 수요 확대, M2M
생태계 자가 구축 및 성장 유도, M2M 관련 제조/네트워크/서버/응용 서비스 사업 발
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영민 ㈜클레버로직 대표는 TTA 표준 자문서비스로 얻은 자신감으로 M2M용 LTE 통신
모뎀 업계 글로벌 1위를 목표로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클레버로직가
필요로 한 서비스
최신 국제 표준의 이해와 분석

기업명

㈜클레버로직

대표자

최영민

홈페이지

www.cleverlogic.co.kr

주요사업

유무선 통신 및 신호 처리 기술 개발

설립일

2008년 10월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31
도룡동, TJB대전방송별관 6층

TTA가 제공한 서비스
3
 GPP LTE 관련 표준 분석
향
 후 진화방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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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메시스

2015

메타데이터 국제 표준 준수로 공공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다

TTA 자문서비스로 특화된 표준 교육받아
㈜헤르메시스는 공간정보처리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가 관리하는 이학 공학 관련 융합분야 연구개발업 부문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하
였다. 2014년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HyGIS 기술GMMap, GMTools, HyGISTOPMODEL, HyGIS-SWAT, HyGIS-GRM, HyGIS-Flood을 이전받는 등 공공연구기관 주요
연구개발 성과물들의 기술 및 실시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굵직한 사업을 계속 진행
할수록 ㈜헤르메시스는 표준에 있어 한층 더 신중을 기해야 함을 절감하게 되었고, 한국정보
통신기술협회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공간정보처리 분야의 강자로 우뚝 서다
㈜헤르메시스는 위치기반 서비스 서버, 단말기를 통한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 및 그 제공
방법 등 공간 데이터 분야에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기반 기술들과 자
체 보유한 래스터Raster, 벡터 자료 처리,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서비스 솔루
션을 바탕으로 주로 국가출연연구소, 지방자치단체, 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상하수도, 강

㈜헤르메시스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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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학 공학 관련 융합분야 연구개발업 부문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

2014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HyGIS 기술GMMap, GMTools,
HyGIS-TOPMODEL, HyGIS-SWAT, HyGIS-GRM, HyGIS-Flood을 이전받음

2015년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연구원과 관측자료 제공을 위한 자료 교환 기본 설계 완료
서울특별시의 도시통계지도 기능 개선 및 자료 업데이트
국민안전처의 풍수해 피해 예측 과제 착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도시홍수 예측 과제 완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공간정보 처리 ToolK-GIS 개발

우, 방범, 물 관리, 방재, 도시통계, 적지 분석 등 다양한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헤르메시스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공간정보시스템의 실무 기술에
대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5
년에 진행된 사업들만 해도 다수이다. 굵직하게는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연구원과 관
측자료 제공을 위한 자료 교환 기본 설계를 완료하였고, 서울특별시의 도시통계지도 기능
개선 및 자료 업데이트를 담당했다. 또한, 국민안전처의 풍수해 피해 예측 과제에 착수하
였으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도시홍수 예측 과제를 완료하였다. 2015년 하반기에는 국
립농업과학원에게 새만금 간척지 시설단지 조성지구의 기상환경 GIS 정밀지도 제작을 의
뢰받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공간정보 처리 ToolK-GIS 개발도 완료했다.

국내·외 정보를 모두 꼼꼼히 제공하는 TTA 자문서비스
김순연 ㈜헤르메시스 대표이사는 TTA 자문으로 얻은 표준 관련 지식들을 ㈜헤르메시스의
자체서비스와 솔루션을 비롯한 사업 수행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꾸준히 국내·
외 표준 준수를 지향하는 한편, 여건이 갖춰진다면 ㈜헤르메시스가 주도적으로 표준을 상정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그때 보다 쉽게 표준을 제정할 노하우에 대해 TTA에 다시 한
번 자문을 받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헤르메시스가 필요로 한 서비스
국제표준 ISO 19115:2003
Geographic Information - Metadata와
ISO 19139 Geographic
information Metadata XML schema
implementation 정보 교육

기업명

㈜헤르메시스

대표자

김순연

홈페이지

www.hermesys.co.kr

주요사업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설립일

2010년 10월 15일

주소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847,
양주테크노시티 513호

TTA가 제공한 서비스
표
 준에 대한 개괄 및 메타데이터의 실제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도입
사례를 함께 소개
표
 준의 준수 여부 입증에 관한 객관적 검증 단계 교육
국
 내·외 표준화 절차에 대한 추가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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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트

2015

oneM2M 국제 표준 기반 IoT 플랫폼 구현

어려움이 생길 때면 TTA 자문서비스와 함께
㈜헤리트는 2015년 ‘제60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여성 최초로 정보통신대상을 받
은 권은희 의원을 배출한 곳으로, 지능망 솔루션 및 Io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다. 자체 기술로 개발한 IoT 플랫폼 솔루션인 HUBISS는 독보
적인 노하우를 담은 ㈜헤리트의 자랑이다. 이 HUBISS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홈, 스마트오
피스, 스마트팜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IoT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LGU+에서 2015년 7
월 상용 오픈한 IoT@Home 서비스 플랫폼 역시 ㈜헤리트가 구축하여 운용 중이다. 하지만
㈜헤리트는 까다로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고, 이에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를 신청했다.

IoT 생태계 확장을 위한 노력
2015년 oneM2M 회원사로 가입한 것은 ㈜헤리트가 IoT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쏟
는 노력의 일환이다. 표준화 활동과 더불어 oneM2M 기반 표준 IoT 시스템 개발을 진행
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이를 오픈소스화해 IoT 개발자에게 보다 손쉬운 환경
을 제공하고자 한다. 2015년 9월에 있었던 ‘oneM2M 상호호환성 검증 행사oneM2M
Interoperability Event’에서 이미 IoT 기기와 플랫폼 간 상호호환성 검증 테스트도 마쳤다.
㈜헤리트가 2015년 9월 oneM2M 상호호환성 검증 행사에서 테스트한 IoT 플랫폼은 미
래창조과학부의 ICBMS-3세부 R&D 국책과제인 ‘사물 가상화, 분산 자율지능 및 데이터
연계/분석을 지원하는 IoT 기반 플랫폼 기술 개발’의 성과물이다. 이 과제는 oneM2M 국
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IoT 플랫폼을 만들어 사물을 가상화하고 이를 이용한 서비스 오
케스트레이션 기술과 시멘틱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도록 IoT 지식 프레임워
크를 개발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한다. ㈜헤리트는 이 중 oneM2M 국제 표준을 적용한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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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플랫폼을 개발을 담당하게 되었다. 테스트 결과, 표준을 준수한 IoT 플랫폼의 기능과
함께 HTT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웹 기반 IoT 기기와의 호환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문제 예측부터 해결 방안까지 한 번에
TTA는 이번 ㈜헤리트가 수주한 국책과제에 알맞은 전문가로써 전자부품연구원KETI의
김재호 팀장을 적임자로 판단했다. 마침 전자부품연구원은 2015년 2월 유럽 7개국이 참
가하는 글로벌 IoT 서비스 연동 프로젝트에 비유럽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하며 유럽연
합 R&D 지원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IoT 테스트베드 및 플랫폼 연동 공동 연구FIESTA’
사업의 공식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IoT 시장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를
마련한 터였다. 김재호 팀장은 상기 FIESTA 프로젝트의 사업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IoT 관
련하여 이미 oneM2M 오픈소스 플랫폼인 Mobius 및 &Cube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외 여러 기업과의 연동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타공인의 전문가다.
㈜헤리트가 맡은 국책과제는 2015년 3월에 착수되어 2018년 완료 예정인 3개년 과제
로서 현재 2016년 2월 1차년도 종료를 앞두고 프레임워크 플랫폼의 개발까지 완료된 상
태이다. 차후 2차, 3차년도 동안 탑재될 프로토콜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아마도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를 찾게 될 듯 하다고 재이용의
의사를 밝혔다.

㈜헤리트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oneM2M 기반의 플랫폼을 다른 IoT 플랫폼과
연동시키는 실 사례의 수집 및 분석

o
 neM2M 시스템의 연동 기능을 다른 기업 또는 기관에서 기술
개발 중 발생했던 이슈와 그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

IoT 디바이스 디스커버리 등 IoT
플랫폼에서 고려해야 할 필수 사항 파악

다
 른 기업의 경우를 역추적하여 ㈜헤리트의 개발 과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예측과 조언

기업명

㈜헤리트

대표자

김기령

홈페이지

www.herit.net

주요사업

IoT·M2M솔루션, 개방형 솔루션
유무선 지능망 솔루션, 메시징 솔루션

설립일

2000년 1월 18일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A동10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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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텍

2016

TTA 자문으로 국제 표준 포석

공진형 무선충전 기술 표준의 국산화 꿈꿔
‘전선 없는 세상’이 확대된다. 스마트폰에 실용화된 무선충전 기술이 조만간 의료기기, 교통
수단 등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Wi-Fi)에
빗대 ‘와이파워(Wi-Power)’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전기와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
의 궁극적 지향점이자 오늘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기술 분야 중 하나이다. 신소재
기반의 IT·에너지 종합부품기업 ㈜아모텍은 무선충전 기술의 핵심인 안테나 설계기술과,
자기장차폐, 방열 관련 다수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제품에도 이 특허기술들을
적용하고 있으나 특허권을 확장하려면 표준특허가 필수적이었다. ㈜아모텍이 TTA에 자문
서비스를 요청한 것은 이 때문이다. ㈜아모텍은 TTA의 시험인증을 거쳐 2016년 7월 무선
충전 국제 표준화 단체인 A4WP에 자사 제품을 등재시키는데 성공했다.

진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기술 표준으로 부응한다
무선충전 기술은 크게 자기유도 방식과 자기공명 방식으로 나뉜다. 자기유도 방식은 제조
가 쉽고 안정성이 높지만 자기장이 약해 대부분의 유효 거리가 고작 몇 mm에 불과하고
전송거리가 멀어지면 효율이 낮다. 이에 반해 자기공명 방식은 공진 현상을 이용하며, 발
신 장치와 수신 장치가 모두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접촉할 필요가 없어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어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유효거리가 수 미
터에 이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기기를 충전할 수도 있고 먼 미래에는 주머니나 가방에서
기기를 꺼낼 필요도 없다. ㈜아모텍이 자기공명 방식인 공진형에 주목한 것도 이 때문이

㈜아모텍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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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계일류상품 재선정 ‘Chip Varistor’(산업통상자원부)
특허경영대상 대상 수상(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K-tech(케이테크) 10대 기술 선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3년

글로벌전문기업 선정(산업통상자원부)

2012년

부품 소재 전문기업 인증(지식경제부)

다. ㈜아모텍에는 이미 무선충전과 NFC, MST 안테나를 하나로 집약한 콤보 모듈 형태의
안테나 기술이 있었다. 독보적인 소재 기술로 콤보 안테나 구현의 핵심 소재인 페라이트
차폐시트와 비정질 금속(Amorphous Metal)을 이용한 메탈 차폐시트의 생산을 자체 특
허기술로 내재화했다. ㈜아모텍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량의 WPC 방식 콤보 안테
나와 자기장 차폐시트를 생산하는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다.

돌파구를 제시하는 최적의 멘토
TTA는 무선충전기술전문가인 ETRI 조인귀 박사와 한국전기연구원 박영진 센터장을 ㈜아
모텍과 연결했다. 기술 전문가와 표준 전문가가 ㈜아모텍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자문은
먼저 각 표준화 단체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는 데서 시작했다. WPC와 AFA의 표준 문서들
을 함께 살펴보고 이들과 관련된 최신 표준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무선충전 기술에 활용 중인
㈜아모텍의 자기장차폐, 방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다 면밀히 분석했다. 기존 국제 표준화
단체와 각각의 표준 작성법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자 마침내 ㈜아모텍이 표준특허를 발굴
하여 국제 표준으로 제안할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아모텍이 가진
기술을 표준특허에 담기 위한 단계적 방안으로 측정과 인증부터 시작할 것을 권유했다.

㈜아모텍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국제 표준화 단체의 구조 및
최신 표준 정보

자기유도 기반 표준화 단체의 구조 및 특성 설명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 현황 및 트렌드 정보 제공
국제 표준을 제안하기 위한 전략 조언

자기장차폐, 방열 및 안테나 기술의 표준특허
발굴 방안

자기장차폐, 방열 기술에 대한 보유 특허 분석
표준특허 발굴 가능성 및 전략 제시
표준화 과제를 통한 단계적 표준특허 발굴 방안 조언

기업명

㈜아모텍

대표자

김병규, 정준환

홈페이지

www.amotech.co.kr

주요사업

세라믹 부품, 감전보호소자, 무선충전,
NFC 안테나, BLDC 모터

설립일

1994년 10월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80(남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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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디앤유

2016

TTA로 LED빛에 날개를 달다

가시광 통신과 IoT 표준 세계 최초 접목 시도
LED 조명의 가시광에 데이터를 담아 보내는 가시광 통신(VLC) 기술 특허출원이 2009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빛(Light)과 와이파이(Wi-Fi)를 합쳐 이른바 라이
파이(Li-Fi, Light Fidelity)라고도 부르는 이 기술은 백만 분의 1초 간격으로 LED 조명을 켜
고 끄는 것을 반복하여 데이터를 교환한다. 국내에서는 ㈜유양디앤유가 2013년 이마트와
협력해 쇼핑 관련 VLC 기술을 적용한 시범 사업을 한 바 있다. ㈜유양디앤유는 VLC 기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IoT를 접목해 사업을 다각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양디앤유는 관련된 특허를 개발하고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기 위해 TTA에
도움을 요청했다. TTA는 자문서비스와 함께 표준특허 인큐베이팅 사업을 연계하여 ㈜유양
디앤유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IoT를 접목한 VLC 무선 통신 국내 특허와 PCT 국제출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개척 신기술 국제 표준으로 선점한다
가시광 통신(VLC)은 켜져 있는 LED 조명을 이용하므로 추가 에너지 소비가 적고, 기존 무
선통신 주파수 대역보다 1만 배 넓은 가시광 대역을 이용하므로 와이파이의 100배가 넘
는 전송속도를 구현 할 수 있다. 또한, 장소, 시간 등에 맞춰 의도적으로 빛을 차단해 원하
지 않는 곳으로 흘러나가는 신호를 방지함으로써 보안성도 높다. 기존 통신 기술들이 전자
기파 간섭 문제로 병원, 항공기,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사용이 극히 제한되는데 반해 VLC
는 이러한 제약이 전혀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데이터 요구량이 급증하는
㈜유양디앤유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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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오스람 실바니아 LED 솔루션 공급계약 체결

2014년

LED 산업 신기술(가시광 무선통신) 최우수 대통령상 수상

2012년

600W LED 투광등 북미 안전인증 획득 및 첫 수출

2011년

지식경제부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

가운데, VLC는 기존 통신 기술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각도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지원
㈜유양디앤유를 위한 IoT 분야 전문가로는 17년째 ITU-T, ISO/IEC JTC1 등에서 국제 표
준화 활동에 참여 중인 고석주 경북대 IT대학 컴퓨터학부 교수가 초빙되었다. 자문 과정
에서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VLC 기반 IoT 서비스 기술의 사업화 추진 방향이었다. 먼저,
VLC 기술을 IoT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박물관이나 대형 할
인점의 안내 서비스, 대형 빌딩의 조명 제어 및 VLC 융합 IT 서비스 등 VLC 기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시나리오 발굴이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도출된 아이디어의 국내외 특허출원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다수의 국가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PCT 출원을 진행하기 위해 표준특허 전문 변리사의 자문이 이뤄
졌다. 이와 함께 ITU-T, OCF, IETF 등의 국제 표준화 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개발된 기술
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유양디앤유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IoT 관련 국제 표준화 동향 및
VLC 기반 IoT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 전략

ITU-T, OCF, IETF 등의 표준 동향 정보 제공
VLC 기술을 IoT 서비스에 적용할 세부 방안 제안
ITU-T SG20 등에 국제 표준화 추진 전략 제안

VLC 기반 IoT 서비스 기술의사업화
추진 방향

IoT 서비스에서 VLC 기술의 장점 극대화 방안 제안VLC 기반 IoT 기술의 상용
서비스 시나리오 발굴
VLC 기반 IoT 서비스 제공 방식 관련 신규 특허공동개발(국제 특허 출원)

기업명

㈜유양디앤유

대표자

김상옥

홈페이지

www.yuyang.co.kr

주요사업

SMPS 모듈, LED 솔루션, HIC, 스마트팜,
IoT 및 가시광 통신 모듈

설립일

1976년 11월

주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길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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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티

2016

TTA와 함께 후발주자에서 선도 그룹으로

해상통신 국제 표준 제정에 참여하여 업계 리드할 것
선박과 육상을 아우르는 해양 정보를 수집, 통합, 교환, 표현 및 분석하는 선박 운항체계인
e-Navigation은 배가 출항할 때부터 귀항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과 보안을 목
적으로 한다. ㈜지엠티가 주목한 것이 바로 이러한 e-Navigation의 차세대 핵심통신기
술로 부각되고 있는 초단파를 이용한 데이터교환시스템인 VDES(VHF Data Exchange
System)다. 위치기반 교통/상황 관제 및 항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엠티는 이미
기존의 리치미디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솔루션들을 실용화했던 쟁쟁한 경험이 있지만,
VDES는 이제 막 국제 표준개발을 검토 중인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다. TTA는 국제 표준 관
련 경험이 전무했던 ㈜지엠티를 표준 전문가 네트워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
이드하였다.

새로운 기술이 가져온 절호의 기회, 국제 표준이 답이다
현재 국제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는 VDES는 VHF(초단파) 대역에서 항해 안전정보 등의
데이터에 대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상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다. 이는 기존에 사용하
던 선박자동식별장치(AIS)에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AIS 응용메시지와 VHF 주파수를
이용하는 데이터 링크 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친 것이다. 이러한 VDES 기술은 앞
으로 e-Navigation 통신 및 서비스의 기반이 될 기술로써 관련 서비스 및 장비 시장을 선
점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국제 표준화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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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양수산부 2016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확대 구축 사업

2015년

해양경찰청 V-Pass 시스템 4차 구축사업

2014년

해양수산부 제 5차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고도화 사업

2013년

해양경찰청 원거리추적감시시스템 3차 구축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원한 서비스, 30년을 내다본다
TTA는 ㈜지엠티를 위한 맞춤형 자문을 위해 해상통신장치 권위자인 한국해양대학교 유
영호 교수와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의 모수종 국장을 전문가로 초빙하였다. 전문가들
은 약 10개월간 ㈜지엠티와 매월 자문회의를 가지고 VDES 국제 표준화 진행의 동향을
전달하는 한편, 표준을 적용한 제품 개발을 위한 올바른 접근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이 제공한 정보는 IALA 표준제정 시 국제협력이 이루어지는 단계별 과정과 같은
기초 지식에서부터 IALA, ITU, IEC 등의 작업 진행 정도 및 관련 국제단체의 인적 네트워
크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아울렀다. 특히 VDES의 e-Navigation 활용에 관한 연구사례 등
은 기술 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지엠티는 보유 중인 다양한 해양 IT 관련 기술에 자문서비스로 확보한 표준 전문가 네트
워크를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TTA 자문서비스 이후 단기적으로는 차년
도 미래부/산업부 표준화 사업 수주를 추진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해양 IT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것 이라고 다부진 의지를 드러냈다.

㈜지엠티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VDES 국제 표준 제정 동향

IALA, ITU, IEC 등의 VDES 표준 진행과정 정보
IEC 표준 제정을 위한 단계 및 국제협력 전략
VDES와 관련한 국제 표준화 단체의 인적 네트워크 정보

VDES의 e-Navigation 활용 및
국제 표준 제정

IMO의 e-Navigation의 경과 과정과 목적 등에 대한 정보
VDES의 e-Navigation 활용에 관한 연구사례 등
VDES 국제 표준 제정을 위한 전략

기업명

㈜지엠티

대표자

이근석

홈페이지

www.gmtc.kr

주요사업

해양 IT 솔루션, 무선통신장치 HW, 해양안전 SW

설립일

2002년 5월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9-22,
판교W-CITY 7층(711~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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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맥스

2016

TTA와 손잡고 미래로 도약

차세대 무선랜 국제 표준 한 발 먼저 준비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확산으로 무선랜은 이제 현대인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IEEE
802.11 표준은 모바일 기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무선 근거리 통신망 기술
인 무선랜 와이파이를 정의하는 표준이다. 무선랜 기술은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
며, 스마트그리드, IoT 등과 같은 새로운 응용서비스들로 인해 더욱 일상생활에 밀접해지고
있다. ㈜휴맥스는 다수의 무선랜 제품으로 디지털 방송을 선도하는 게이트웨이 제조업체
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되며 최신 와이파이 표준 및 차세대 표준인 802.11ac와
802.11ax 표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졌다. TTA 자문서비스를 만난 ㈜휴맥스는 이를 응용
한 표준특허 제안과 미래부 표준개발 사업 제안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국제 표준으로 다음 세대에 대비한다
현재 대부분의 최신 스마트 기기에 탑재된 무선랜 표준은 IEEE에서 제정한 802.11ac 표
준이다. IEEE에서는 차세대 무선랜 표준으로 802.11ax 표준을 4년에 걸쳐 개발하고 있
다. 기존 표준이 이상적인 환경에서의 최대 전송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던데 반해, 11ax
표준은 다수의 AP와 단말이 혼재된 사용 환경에서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능 향상에
주력한다. 또한 IEEE에서는 무선랜 기반 IoT 기기들을 지원할 장거리 저전력(LRLP) 통신
기술도 논의하고 있다.

㈜휴맥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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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iF Design Award Product Design 본상(2015, 2016)

2015년

Reddot Design Award 수상(2014, 2015), IDEA SILVER Award 수상

2014년

호주 올해의 제품 선정(HMS-1000T)
영국 리테일 시장 점유율 No.1(55%) (출처: Gfk, 2013.11~2014.10)

표준 동향 예측에서 주도적 표준 제안까지
자문의 골자는 추후 제정될 무선랜 기반 IoT 표준이 제공할 기능들을 파악하여 다양한 서
비스를 미리 설계해 보는 것이었다. 새로운 IoT 무선랜 표준은 기존에 출시된 수많은 무선
랜 기기들과 필수적으로 공존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한 기술 설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
왔다. 전문가와의 논의로 가정 내 IoT 기기들을 지원할 무선랜 기반 LRLP 통신기술의 필
요성을 인식한 ㈜휴맥스는 기술 개발을 위한 초기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수행했다. 이
를 위해 무선랜에 협대역 통신개념이 도입되었다.
㈜휴맥스는 이번 자문을 활용해 앞으로 기업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WFA 인증 관련 표
준개발도 추진해보고자 한다고 의욕을 보였다. 내실을 다진 후에는 미래부 정보통신 방송
표준 개발지원사업에도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과제화가 되지 않더라도 TTA는 출원된
특허들에 대한 후속 관리 및 표준화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차후의 PCT 국제 출원
등을 통한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휴맥스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IEEE 802.11의 최신 표준 정보

IEEE 802.11 전체 동향 제공
11ax 표준의 주요 기술 및 표준화 현황 제공
향후 휴맥스 무선랜 제품의 주요 기능들 제안

장거리 무선랜 차세대 표준 기술 선
점을 위한 공동 연구

 선랜 기반 IoT 기기를 위한 협대역 장거리 무선랜 프토토콜 논의
무
장거리 무선랜 기기의 무선랜 프레임 포맷, 상하향 통신 방식 제시
11ax 기기와 장거리 무선랜 기기와의 효율적인 공존을 고려한 혼합 프레임 포맷 및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법 연구

기업명

㈜휴맥스

대표자

김태훈

홈페이지

www.humaxdigital.com

주요사업

주요사업 셋톱박스, 게이트웨이, 오디오·비디오·
내비게이션(AVN)

설립일

2009년 10월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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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랩

2016

TTA 표준 적용해 솔루션 개발 성공

영상 기반 UX(사용자경험) 품질 지표로 오랜 개발 결실
UX(User eXperience)가 디지털 시대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UX란 사용자가 어떤 제품이
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 경험을 말한다. 개인화된 스마트 디
바이스 사용이 보편화되어 사용자와 기기 간 상호작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UX에 대한 정
량적 측정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었다. ㈜넥스트랩은 UI/UX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취득한
원천특허기술 바탕으로 UX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연구소다. 2013년부터 IPTV 체감품
질(QoE) 및 UX 솔루션을 개발하던 중, 단계별 정량화 요소 및 계측 방법에 대한 도움이 절
실해졌다. 관련 표준을 보유한 TA가 ㈜넥스트랩에 표준 제정에 참여한 위원을 전문가로 소
개했다. TTA 자문서비스는 솔루션 개발 기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며 사업화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필수 표준 작성 위원을 맞춤 자문 전문가로
제품의 제조, 시험 과정에서 획득한 영상을 기반으로 이상 현상, 불량 등을 감지하는 솔루
션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상당 기간 발전해 온 분야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서비스품질( Q
o S ) , 비디오 및 오디오 체감품질(QoE)에 대한 연구 결과나 표준은 다양한 데 반해, UX
품질 요소에 대한 지표 정의, 측정 방법 및 품질 기준 표준화는 산업계의 필요에도 불구하
고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TTA는 2015년 ‘영상 기반 UX 품질 지표(TTAK. KO 01.0201)’ 표준을 발표했다.
㈜넥스트랩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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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SK브로드밴드에 IPTV 서비스 체감 품질 자동화 솔루션 ‘BeyondTest STB’ 납품
LG전자 VC사업부에 자동차 내비게이션 품질 평가 자동화 솔루션 납품

2015년

SK텔레콤에서 IPTV 서비스 UX 품질 정량화 및 시나리오 테스트 자동화 R&D 수주
LG전자에 카메라 체감 품질 자동화 솔루션 납품
IPTV UHD 영상 품질 실시간 평가 부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정(중소기업청)

2014년

스마트 기기 UX 품질 정량화 부문 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중소기업청)

자문서비스로 얻은 혜택 그대로 주력 제품화
현장에서 실무를 겸하는 전문가와의 자문으로 ㈜넥스트랩은 현재 통신사에서 주도하고
있는 IPTV 시장에 대한 이해와 향후 필요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TTA 표준을 응
용해 지표 정의와 측정방법에 대한 의문점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이는 2017년도 기술 개
발 및 사업화 방향을 잡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이창근 ㈜넥스트랩 대표는 목표 시장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 기술 개발 및 사업 전
반의 방향을 정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TTA 자문서비스를 돌아보았다. 이창근
대표는 특히 VR, AR, 딥러닝과 같은 다른 최신 기술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감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넥스트랩은 현재의 IPTV 품질 평가 솔루션을 고도화하여 2017년 SKT R&D 연구과제
와 중소기업청 창업성장 개발과제 수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둘 다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을 통해 일차적으로 국내에서 사업적 가치와 경쟁력을 입증한
다음에는 글로벌 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넥스트랩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영상 기반 UX 품질의 정량적 분석·
계측 기술

 내외 표준기구의 QoS, QoE, UX 관련 동향 제공
국
TTA UX 품질 지표 세부 사항 설명 및 기술 자문
IPTV 서비스 품질 측정/분석 방법 및 솔루션

IPTV 서비스용 셋톱박스의 개발,
운영, 시험, 평가 전반에 대한
요구 사항

IPTV 셋톱박스 개발/시험 절차
IPTV 셋톱박스 시험 항목, 성공/실패 기준
IPTV 셋톱박스 시험 환경 구성을 위한 N/W 및 시스템 구축 방법
각종 개발/시험 시료 등

기업명

㈜넥스트랩

대표자

이창근

홈페이지

www.nextlab.co.kr

주요사업

스마트 기기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개발 및 공급

설립일

2012년 7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24-6 성해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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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U정보통신

2016

국내 최초 칩셋을 국제통용 완성형으로

저전력광역통신 표준으로 200억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세계 곳곳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싱크홀, 이들을 모두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 있
다. 전력발전과 송전, 배전, 도시가스, 송유관, 상하수도 등의 원격 모니터링 장비에 활용할
수 있는 IoT용 저전력 장거리통신 칩세트가 그것이다. ㈜A2U정보통신이 국내 최초로 개발
에 성공했다. ㈜A2U정보통신은 차별화된 이동 및 무선 통신 모뎀 기술을 바탕으로 모뎀 소
프트웨어/모듈 시장에서 탄탄한 비즈니스 기반을 확보했지만, 새롭게 개발한 칩세트를 oIT
용 무선 네트워크에 통용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표준 및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갖춘
무선통신 전문가가 간절할 때, 주변의 추천으로 TTA를 소개받았다. TTA의 자문 서비스를
통해 IoT 무선통신망 원천기술까지 확보한 ㈜A2U정보통신은 업계 내 독보적인 위치를 선
점할 수 있었다.

기술에 표준을 더해 사업화·차별화를 꾀하다
IoT 통신망은 광범위한 지역의 수많은 기기를 낮은 전력소모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저
전력광역통신기술(LPWA)이 통신망 분 야의 가장 큰 축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
은 이 때문이다. LPWA의 ‘저전력 장거리’라는 특징은 기존 유·무선통신망 기반 통신망을
IoT에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단점을 적절히 보완할 수 있다.

지식 전달 이상의 역지사지 자문 서비스
자문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기반기술과 표준 및 관련 이슈들에 대한 이
해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단계에서 IoT용 무선 LAN, IoT용 이동통신 시스템, IoT용 비표

㈜A2U정보통신의
주요 성과 내용
2016년

| 78

LPWA 모듈(AXM100)의 Wi-SUN얼라이언스 및 KC 인증 획득
K-Brain 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선정(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융ㆍ복합기술개발사업 선정(초소형 음성인식 전용 SoC 개발)
LPWA 모듈 및 칩세트, 900MHz 안테나 국산 상용화

준 통신 시스템 등 다양한 IoT 무선통신 시스템에 대한 동향 및 장단점을 파악했다. 이후로
는 구체적인 IoT 무선망의 설계 및 운용, 경쟁사의 유사기술에 대비한 사업화 전략을 수립
했다. 망 성능 향상을 위한 다중안테나, 주파수 재사용, 간섭 관리 기술 등을 구체화하였으
며 지하실 등의 음영지역, 디바이스 밀도가 높은 환경, 다른 시스템으로부터의 간섭이 큰
환경 등에서의 해결 방안도 모색되었다.
㈜A2U정보통신은 주력이던 동기 모듈 사업에서 Wi-SUN 사업으로 전환하여 4년 동안
준비한 만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초기 시장 확보에 매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주한 과제 ‘IoT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국제표준규격의 FAN 프로토콜 탑재 및 서브기가
비면허 대역용 100나노미터급 SoC 통신 모듈 개발’에도 최근 돌입했다. ㈜A2U정보통신
은 2020년까지 200억을 달성하겠다는 ‘2020200’ 표어에 걸맞게, 장차 해외 판로 개척
에도 나설 것이라고 당당한 포부를 밝혔다.

㈜A2U정보통신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900MHz 안테나와
IEEE 802.15.4g/k/e 기술 접목

 반 기술의 이해, 표준 분석 및 적용
기
표준을 제품에 적용하는 방안
표준 항목들의 중요도 검토 및 시스템 구현 방안
표준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이슈 분석
국내 주파수 및 전파 규격에 따른 이슈 분석

무선망 설계/운용, 사업방향

 양한 IoT 무선통신 시스템의 동향 및 장단점 분석
다
유사기술 대비 경쟁 우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
망 성능 향상을 위한 다중 안테나, 주파수 재사용, 간섭 관리 기술 제안
불안정한 무선망 환경에서의 안정성 확보 방안

기업명
대표자
홈페이지
주요사업
설립일
주소

㈜A2U정보통신
정성현
www.a2uict.com
LPWA Module & Chip sets, 이동통신 DSP
SW Engineering, LTE-TDD 동기 모듈
2009년 1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28,
1202호 (수내동, 오너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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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N KOREA

2016

수혜 업체에서 기여 기업으로 발돋움하다

웹기반 통신기술(WebRTC)에 적응형 기능 얹고
국제 표준까지 전력 질주
㈜AKN KOREA는 WebRTC 기술을 서비스하는 실리콘밸리 출신 신생 기업이다.
WebRTC란 웹사이트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음성 및 화상
및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을 말한다. 업무 프로세스와 내부 IT 시스템들
을 통합하는 추세인 요즘, WebRTC는 기업 디지털화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
AKN Korea는 HTTP 동적 스트리밍 기술인 DASH 기술이 WebRTC에 적용 가능할지 자
문이 필요하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로부터 DASH 기술을 이전받았으나 사업화를
하기에는 기술의 많은 부분이 표준과 연계되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 적용하는
데에 TTA가 큰 도움이 되었다. ㈜AKN Korea는 TTA의 자문서비스로 WebRTC 양방향 커
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적응형(Adaptive) 스트리밍 기술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표준 전문가의 경험 빌려 신기술에 날개를 달다
WebRTC는 웹브라우저 간에 플러그인의 도움 없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오픈
소스 API이다. 음성 통화, 영상 통화, P2P 파일 공유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껏 기업의
통합 인터페이스 체제가 확산되는 중에도, 음성 통신만큼은 별도의 네트워크를 필요로 해
다른 IT 시스템과 통합하기 어려웠다. WebRTC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개
발자들 간의 통신 서비스 구현을 위한 표준 웹 프로토콜 역할까지 할 수 있어 더욱 각광받
고 있다.

㈜AKN KOREA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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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투자연계형 R&D 지원사업 선정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사업 2단계 선정

2015년

한국과학기술지주로부터 3억 원 투자유치
미국 현지 엔젤투자자로부터 10만 달러 투자유치

기술 분석부터 위기관리까지 풀 패키지 자문서비스
관련 국제 표준의 동향으로 물꼬를 튼 자문은 응용 기술로서의 DASH와 SVC 특성 및 사례
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이어졌다. 기술적으로는 특히 ㈜AKN KOREA에서 추구하는 실시간
화상회의 솔루션에 맞추어, 활용 가능한 미디어 스트리밍 및 코덱 기술을 살펴보았다. 실시
간 적응적 스트리밍을 위한 SVC 비디오 코덱 활용 방안과 다양한 서비스 접근 방식이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 TTA 자문 위원들은 기술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단점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았다. 시나리오를 통해 이들을 미리 파악한 후에는 대처할 수 있는 수단
까지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시행착오로 있을 수 있는 회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신속히 기
술 개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기술적인 대비가 끝나자 ㈜AKN KOREA도 차후 WebRTC
표준 확장을 제안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한 노하우도 귀띔했다.
심혁훈 대표는 이번 자문이 ㈜AKN KOREA가 차별화된 기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며, 앞으로 시장에서 성과를 내서 좋은 사례를 만드는 것이 ㈜AKN KOREA의 사
명이라고 말했다. ㈜AKN KOREA는 WebRTC와 관련한 보다 다양한 표준 기술과 솔루션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글로벌시장에서 WebRTC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고 각오를 다졌다.
㈜AKN KOREA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DASH 표준 관련 최신 동향 정보

 ASH 기술에 대한 표준 동향 정보 제공
D
DASH와 SVC 기술 표준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실시간 화상회의 솔루션에 활용 가능한 미디어 스트리밍 기술 및부호화 기술 안내

WebRTC 기반 화상 회의 기술 개발

 ebRTC 웹 통신 규격에서의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메커니즘 제시
W
다양한 단말 및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적응적 미디어 스트리밍 기술 소개
실시간 화상 회의를 위한 DASH 솔루션의 문제점 및 대체 방안 제시

기업명

㈜AKN KOREA

대표자

심혁훈

홈페이지

www.akn.io

주요사업

White-label WebRTC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양방향 적응형 스트리밍 솔루션

설립일

2015년 2월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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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코

2016

두 번째 도약도 TTA와 함께

저전력광역 IoT 통신 기술로 매출 24억 달성 향해
㈜모바일에코는 M2M 모듈 및 LTE 라우터를 전문 개발 공급하는 기업이다. 퀄컴 라이선스
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시간 원격관리 시스템(PMS, RMS)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기술기업
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바일에코는 2015년 이미 6개월간의 TTA 자문서비스를 받은 바
있다. 그 결과로 미래부 ICT 기술사업화 기반구축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
다. 당시 ‘이동체 도난방지를 위한 IoT 융복합 단말 및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자문을 받았던
㈜모바일에코는, 이를 구제역 방역 사업에 적용한 인터넷기반 보정 정보 시스템(NTRIP) 기
술을 들고 다시 한 번 TTA의 문을 두드렸다. 표준과 표준 기술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얻기
에는 TTA 자문서비스만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성공으로 쌓은 신뢰, 두 번째 자문 신청으로
㈜모바일에코는 TTA 자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2015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기
술사업화 기반구축사업인 ‘이동체 도난방지 서비스를 위한 IoT 융·복합 단말 및 IoT 서비
스 플랫폼 개발’ 사업을 수행했다. 이 개발 사업의 결과물인 ‘이동체 맞춤형 IoT 융·복합 단
말제품’은 현재 KT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방역을 위한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이 단말기는 주로 농가의 트럭에 장착되는데, 실시간으로 이들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기 위
한 별도의 기술이 요구되었다. GPS오차보정기술(DGPS)과 저전력광역(LPWA) I oT 통신
기술이 그것이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IoT 플랫폼과도 연동해야 했다.
㈜모바일에코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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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LPWA IoT 네트워크 핵심기술개발’ 과제 참여(미래창조과학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과 연동되는 GPS 위치관제 단말 사업화 시작

2015년

‘이동체 도난방지를 위한 IoT 융복합 단말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선정(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모바일에코 사물통신용 단말기에 RMS 실시간 원격 관제 서비스 제공

2013년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RMS 자체 개발

그러려면 사물 통신 분야의 국제표준화 단체인 OCF 표준이 필수였다.

OCF 국제 표준에서 단말 적용까지
TTA는 2015년 ㈜모바일에코의 자문을 성공으로 이끈 ETRI의 홍용근박사를 전문가로 초
빙했다. ㈜모바일에코를 잘 알고 있는 표준 전문가로서 그 이상의 적임자가 없기 때문이었
다. 이번에는 ETRI 박태준 박사와 삼성전자 박수홍 수석도 연계해 자문의 완성도를 더욱 높
였다. 먼저 사물통신 분야 국제 표준화 단체인 OCF 동향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관련 글로
벌 기업들에서 표준을 제안한 내역이나 트렌드 역시 살펴보았다. 이 중 ㈜모바일에코에서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 기술을 선별했다. 그 다음으로는 모듈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뒤따랐다. LPWA IoT 통신기술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제안도 이때 이루어졌다.
㈜모바일에코는 ETRI와 함께 우선순위 관리형 LPWA IoT 네트워크 핵심기술을 활용한 단
말 및 IoT서비스를 사업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6년 5월 시작한 IoT 융복합 단말 적용
구제역 방역 사업은 현재까지 누적 5천 대, 약 6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2018년까지
누적 2만 대, 24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에코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IoT 관련 국제표준화기구의
최신 표준 정보

 물 통신 분야 국제 표준화 단체인 OCF 동향 설명
사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 제안 내역, 트렌드 정보 제공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 기술 제안

IoT 표준 기술 구현을 위한 모듈 개발

 전력 광역 IoT 통신 기술 개발 참여를 위한 제안
저
‘이동형 맞춤형 IoT 융·복합 단말’ 실시간 모니터링 기법 제안

기업명

㈜모바일에코

대표자

박세철

홈페이지

www.mobileeco.com

주요사업

사물통신용 IoT 통신 단말 및 IoT 서비스

설립일

2009년 12월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7 성령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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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시스템

2016

TTA 자문서비스로 표준 완성도 높인다

클라우드 SaaS 상호운용성에 보안까지 완비
클라우드 PaaS 분야의 세계 최고 업체를 꿈꾸는 ㈜에스엠시스템과 TTA 자문서비스와의
인연은 2년째 이어졌다. ㈜에스엠시스템은 2015년 자문서비스를 통해, 교육부가 요구한
대학 SaaS 플랫폼에 대한 표준과 기업 범용 SaaS 상호 연동성에 대한 상호연계표준 제안
에 착수했다.

또 한 번의 발전, TTA 자문서비스와 함께
초기에는 상호운영성에 초점을 두어 기술을 정의하고 표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 단계에서 보안 문제 표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에스엠시스템은 상호운용
성의 보안사항에 관한 기술적 표준화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한 번 더 TTA 자문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했고, TTA는 국내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표준화 방법으로 화답했다. ㈜에스엠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의 동적 생성 UI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수
준 높은 클라우드 전문 기업이다. aPaaS(application PaaS) 기반 SaaS 플랫폼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주력 브랜드인 ‘종자넷 서비스’로 그룹웨어, ERP, CRM 등 다양
한 분야에 SaaS 플랫폼을 제공한다.
TTA는 2015년의 표준 제안 과정을 이끌었던 허의남 교수를 다시금 ㈜에스엠시스템을
위한 전문가로 초빙했다. 허의남 교수는 경희대학교 실시간 모바일 클라우드 연구센터 센

㈜에스엠시스템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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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래부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협의체 참여

2015년

국내 클라우드 SaaS 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협동조합 추진

2014년

클라우드 기반의 동적 생성 UI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 특허 보유
NIPA에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 선정
KT, SKT, LG 등 국내 통신사업자의 플랫폼 설계 및 개발 참여

터장이자 클라우드/빅데이터 특별기술위원회 의장으로, 국내 클라우드 관련 표준의 최고
수준 전문가이다. ㈜에스엠시스템의 요청은 독립적으로 개발되는 클라우드 SaaS 서비스
의 표준 기반 연동 솔루션을 도출하고 표준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클라우드
SaaS 서비스 간 상호운영성의 보안에 대한 해외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동향으로
얻은 정보는 표준 초안 문서를 검토하는 데 활용되었다.

기업 범용 SaaS 연동을 위한 플랫폼 표준개발로 멀리 뛰다
㈜에스엠시스템은 두 번째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서비스간 보안 문제를 해외의 선진 수
준에 맞추는 표준을 정립할 수 있었다. 시험인증에도 소기의 진척이 있었다. 클라우드 서
비스 역시 이들을 바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객에게 좀 더 구체적인 보안 수준을 제시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확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민 ㈜에스엠시스템
대표는 보안 문제까지 상호운용성 표준에 포함하게 되면 보다 많은 서비스들의 상호 협력
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엠시스템은 과거 10년간의 클라우드 컴퓨팅 SaaS 사업 경험과 5년의 PaaS 플랫
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써 클라우드 PaaS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
력 회사로 널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에스엠시스템이 필요로 한 서비스
기업 범용 SaaS 연동을 위한 요구 사항,
플랫폼 표준개발

TTA가 제공한 서비스
SaaS 요구 사항 구체화, 주체와 대상 구분
메타데이터 보안과의 구분
표준 초안 문서 검토

기업명

㈜에스엠시스템

대표자

김성민

홈페이지

www.jongja.net

주요사업

클라우드 SaaS 서비스 솔루션 개발 및 제공

설립일

2014년 8월

주소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로159 금강펜테리움 1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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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너리랩

2016

TTA 조언으로 선택과 집중

단문 메시지 압축 기술 세계화에 몰두하기로
㈜바이너리랩은 이진 데이터의 압축, 암호화 알고리즘 및 헬스케어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특화된 기업으로 특히 SNS 단문 메시지 압축 기술이 자랑이다. ㈜바이너리랩의 다양하고
도 기발한 방식의 이진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은 열악한 통신 환경이나 통신 사각지대를 해
소하는 데 기여하며 서버 트래픽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바이너리랩은 보유하고 있
던 유니버설 코드(Universal code) 압축 기술을 응용하여 상용화 목표로 삼았던 동영상 압
축 코덱 기술로 실제 구현 가능한지, 또 상용화 가치가 있을 지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검증받고 싶었다. 그러나 2015년 설립해 신생 기업 중에서도 사업 초기 단계를 밟고 있는
만큼, 마땅한 연결고리를 찾기가 힘들었다. 마침 TTA에서 자문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이너리랩은 주저 없이 지원했다.

한계를 넘기 위해 TTA 자문서비스를 두드리다
유니버설 코드는 특정 코드넘버(code-num)를 실시간으로 유일복호성을 가지는 이진수
로 변환하여 시켜주는 기술로서 영상압축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바이너리랩이 자
체 개발한 코드로 대체했을 때에도 과연 원하는 효과가 일어날 것인가가 ㈜바이너리랩의
최대 의문이었다.
㈜바이너리랩의 인력은 대부분 약학 분야의 전공자들이다 보니 데이터 압축, 그중에서도
영상 압축에대한 기술적 특징이나 현황을 파악하기엔 많은 한계가 있었다. TTA는 ㈜바이

㈜바이너리랩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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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슈퍼맨 창조오디션 결선 진출 및 테크크런치 컨퍼런스 참가
창업 맞춤형 사업 선정
판교 융합 SW 클러스터사업 선정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사업 선정

2015년

사업화 연계 특허기술 가치 평가사업 선정

너리랩을 위해 MPEG 전문가인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의 호요성 교수와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심동규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추천했다.

현재를 파악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하다
김정훈 ㈜바이너리랩 대표는 섣불리 사업화를 진행했으면 자칫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과
직면했을 수도 있었다며 다행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관련 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 수준을
확인하게 되어 자체 전략을 수정할 수 있었으니, 오히려 비즈니스적 리스크나 불명확성을
해소한 셈이라 굉장한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바이너리랩은 자문 이후 현재 수준과 관심 영역, 기술 분야에 더욱 적합한 비즈니스 및
기술 모델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강점인 전 세계 언어를 지원하는 단문 메시지 압
축 기술에 집중해 해외 시장에 기술을 수출할 계획이다. 2016년이 R&D와 사업 모델 수
립의 해였다면 2017년에는 이를 통해 실제로 도약할 수 있는 한 해로 만들 것이라고 ㈜바
이너리랩은 단단한 의지를 보였다.

㈜바이너리랩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바이너리랩 개발 유니코드 분석

코드 구조, 인코딩, 디코딩 알고리즘 분석
실질적 성능 파악을 위한 확률적 분포 특성 고려 제안
H.264의 CAVLC(Context-adaptive Variable Length Coding) 부호화방법 제안

자체 유니코드의 영상압축 분야
활용 가능성

복잡도가 낮은 장치(TV콘텐서, 캡슐 내시경 등)에 대한 활용 가능성 제시

기업명

㈜바이너리랩

대표자

김정훈

홈페이지

www.binarylab.co.kr

주요사업

단문 압축 알고리즘,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
CDSS(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설립일

2015년 4월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창업보육동 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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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니티

2016

TTA 자문서비스로 전문성 완비

이러닝 국제 표준 확보해 경쟁력 강화
㈜스피니티는 교육업계 최초로 연습, 관리, 소셜 기능을 연계한 영어 학습 플랫폼을 서비스
했다. 20여 년간의 영어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공영방송 VOA(Voice of America)와
제휴를 맺고 14개의 영어 스피킹 연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최근에는 보다 나
은 개인맞춤형 스마트러닝 플랫폼을 연구 중이었다. 그러나 자체 기술 로드맵 작성에서 한
계에 부딪힌 ㈜스피니티는 TTA에 도움을 요청했다. ㈜스피니티는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이러닝(e-Learning) 국제 표준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해 2016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
업에 선정되었다.

IMS 국제 표준 이해, TTA 자문서비스와 함께
IMS GLC는 1999년 설립된 국제 이러닝 컨소시엄이다. 약 190여개의 전 세계 산·학·연·
관이 참여해 e러닝 국제 표준을 개발한다. IMS GLC에 참여하던 ㈜스피니티는 그동안 시
장의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개발해온 기술들이 세계적인 표준화 기술의 도전
과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스마트러닝 기술의 필요성과 지능형 학습 플
랫폼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1인 기업으로 시작한 스타트업으로서 ㈜스피니티
혼자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를 갖추기가 힘겨웠다. 특히 IMS 국제표준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았다. 그러나 기존 이러닝 기술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IMS 국제 표준과 관련 기
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였다. TTA 자문서비스는 바로 이 점을 해결해 줬다.
㈜스피니티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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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중소기업청)

2015년

조달청 새싹기업에 선정(공공기관 납품추천 영어학습 도움 S/W 품목으로 지정)

2014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제201450336호)

2013년

구글플레이 베스트앱 선정(7주 연속 ‘스피킹 900’ 메인 추천)

2012년

글로벌 진출 App 지원 사업 선정(중소기업청, SK Telecom)

빠른 상용화보다 독자적 기술로의 발전이 먼저
㈜스피니티는 TTA 자문서비스로 단기간에 IMS 국제 표준에 대해 낱낱이 이해할 수 있었
다. 이로써 ㈜스피니티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체계와 전문성을 빠르게 보완함은 물론,
객관적인 평가방법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는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2016년 창업
성장 기술개발 사업에 ㈜스피니티가 선정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의석 연구원은 EPUB을 적용한 뷰어, 콘텐츠를 개발하면 다양한 환경에서도 전자책 뷰
어와 콘텐츠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채널에서 발생하는
학습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활용하는 학습 분석 플랫폼 개발에도 국제 표준이 기
여할 것이라며 차후 ㈜스피니티가 확장성/개방형 이러닝 시스템까지 구축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했다. ㈜스피니티의 김정은 대표는 신속하게 전문가를 연결해준 TTA와 대구에서
서울까지 직접 방문해 아낌없는 상담을 펼친 전문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스피니티는 이번 기술 개발의 성공으로 영어학습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
차 IMS 국제표준의 미구현 분야에도 표준특허기술로써 도전할 것이라고 꿈을 밝혔다.

㈜스피니티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전자책, 이러닝 관련 최신 표준 정보

전자책 분야 국제 표준(IDPF) 정보 제공
이러닝 분야 국제 표준화 단체인 IMS GLC의 표준 정보 제공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자출판/이러닝 표준 설명

이러닝 기술의 객관적인
성능 시험 규격 정보

소프트웨어 시험 인증 기준 설명
IMS GLC Caliper, LTI 표준 설명
IDPF EPUB, EDUPUB 표준 설명
이러닝 기술에 대한 객관적 성능 지표 도출 방법 조언

기업명

㈜스피니티

대표자

김정은

홈페이지

www.speanity.com

주요사업

스마트러닝 소프트웨어 개발 및 영어 스피킹 훈련 서비스

설립일

2012년 3월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SK 텔레콤연구소 1층 상생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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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솔루션

2016

TTA 자문서비스, 앤솔루션의 방향키가 되다

망분리 기술의 최정점을 향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 기밀 등 중요 자료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00년대 후반부터 공공기관의 인터넷과 업무전산망 분리구축이 추진되었다. 2012년에
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100만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했거나 정보통신서
비스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망분리’를 도입할 것을 법으
로 의무화했다. ㈜앤솔루션은 2009년부터 망분리를 핵심 사업 영역으로 하여 기존 물리
적, 논리적 방식의 망분리에 대한 컨설팅, 운영, 유지보수 등을 추진해왔다. 2013년에는 기
존 방식의 한계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망분리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자체
개발한 제품을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동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 이에 관련 기술의 전문성을 가진 표준화 단체인 TTA에 자문서비스
를 요청했고, TTA의 도움으로 구체적인 제품의 개발 방향과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었다.

체계적인 분석으로 융합형 망분리 구현 기술을 찾다
망분리는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는 보안 체계를 뜻한다. 논리적 망분리와 물리
적 망분리 두 방식으로 구분된다. 물리적 망분리는 단말과 네트워크 모두를 물리적으로 분
리하여 구축하는 것이고, 논리적 망분리는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단말 및 네트워크를 분
리 구성하는 것이다.

TTA의 자문서비스와 함께 세계 진출의 꿈을 얻다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앤솔루션은 현재의 서비스 모델에서 더욱 높은 안정성과 시장
㈜앤솔루션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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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가상사설망을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 망분리 시스템 및 방법’ 특허 등록

2013년

중소기업청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자 선정

2012년

안랩 “Advanced Technology Partner(AhnLab TrusZone 분야)”선정

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다. 단기적으로 우선하
여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의 큰 윤곽을 그려준 자문 덕에, ㈜앤솔루션의 연구소와 사업부
도 손쉽게 공통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수월하게 협의를 해 나가게 되었다.
㈜앤솔루션의 솔루션은 기존의 물리적 망분리 방식과 논리적 망분리 방식이 결합된 융합
형 방식이다. 박종계 부장은 융합형 방식에 대해 2개의 단말을 사용하더라도 네트워크 부
분만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을 사용하므로 보안성은 충족하면서 가격 효율성이 높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예상했다.
기회가 된다면 차후에도 자문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며 ㈜앤솔루션 권재욱 이사는 이번
자문이 단기로 완료되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TTA 자문서비스로 획득한 것들이 기대 이
상이었기 때문이다. 소규모의 제한된 인적 자원으로 해당 분야 이외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여력이 부족했다.
㈜앤솔루션은 자체 개발한 융합형 망분리 솔루션인 NetSpliter를 공공시장에 최적화되도
록 개선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매출을 증대할 계획이다. 국내 공공시장을 중심으로 국내시
장 검증이 끝나면 해외시장에 진출할 토대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앤솔루션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망분리 동향 및 국내 가이드라인 분석

주요 사이버 공격의 유형 정보 제공
망분리 최근 기술 동향 정보 제공
국내 망분리 기준 정보 제공

망분리 구현 위한 표준 기술 및 이슈

망분리에 필요한 구현 기술 정보 제공
다양한 망분리 방식의 장단점 비교 분석
솔루션의 사업화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 제공

기업명

㈜앤솔루션

대표자

진영인

홈페이지

www.nsolution.kr

주요사업

네트워크, 보안 컨설팅, 망분리 사업, NI, SI

설립일

2009년 10월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87
디지털엠파이어 A동 10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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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티에스

2016

TTA 조언으로 사업 영역 확대

사물인터넷 통신기술 로라(LoRa)로 IoT 시장 문 두드려
2004년 이동통신용 중계기 개발/제조 전문기업으로 시작한 ㈜에이앤티에스는 2012년
원격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IoT 시장에 진입했다. 현재 저전력 광역 통신기
술(LPWA) 중 하나인 로라(LoRa)와 센서 모니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보안 및 안전관리 분야
의 상품 개발 중이다. ㈜에이앤티에스는 IoT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자 했다. 보
다 깊게 시장에 개입할 방법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oIT 비즈니스 전문가를 물색하던 중, 주
변에서 TTA를 추천했다. TTA의 자문서비스를 거친 ㈜에이앤티에스는 LoRa 모뎀 및 게이
트웨이를 개발하여 본격적인 IoT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IoT 네트워크의 원리에서 트렌드 분석까지
현재 IoT와 관련된 이슈는 플랫폼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IoT 플랫폼이 제 기능을 다
하려면 IoT를 지원하는 적절한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산업, 과학, 의료용(ISM) 주파
수 대역을 사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로 시그폭스(SigFox)와 로라(LoRa)
가 유력하며, 기존 LTE 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킨 방식으로는 LTE-MTC(Machine-Type
Communications), NB-IoT(NarrowBand)-IoT 기술이 2017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되고 있다. ㈜에이앤티에스는 IoT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후속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IoT 응
용 서비스가 탄생할 것을 예상했다. ㈜에이앤티에스에는 이동통신 사업자에 특화된 ICT
장비나 솔루션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지만, IoT 관련 지식은 일반적인 수준이었다. TTA 자
문서비스가 광범위한 IoT 시장에서 ㈜에이앤티에스에 적합한 분야/영역을 선정하는 것을
도왔다.
㈜에이앤티에스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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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비전센서 및 로라(LoRa) 기술을 이용한 아날로그 게이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시작
SK테크엑스에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원격제어장치 공급

2015년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에 원격전력검침장치 공급
SK텔레콤에 무인기지국의 누전차단기 원격 Trip 시험 및 자동제어장치 공급

TTA 자문서비스로 IoT 네트워크 시장으로의 안전한 진입
TTA 자문서비스 결과, ㈜에이앤티에스는 센서 데이터를 서버로 올리기 위한 저전력 통신
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있을뿐더러 향후 사업 확대에도 용이
할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저전력 통신방식의 대표 격인LoRa를 최종
선정하여 LoRa 모뎀 및 게이트웨이 개발에 돌입하게 되었다. 차후 각종 센서와 통신모뎀
을 결합하여 보안, 안전, 환경 분야에서 자체적인 IoT 솔루션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상근 교수는 ㈜에이앤티에스가 IoT 기지국 제조과정의 관련 기술을 정확히 이해함으로
써, 보다 효율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TTA 자문서비스로 IoT
네트워크 기술과 시장에 시행착오 없이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무리 없이 새로운 사업 기회
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교영 ㈜에이앤티에스 부사장도 앞으로의 IoT 산
업 전개방향을 예측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고맙다는 뜻을 표했다. 그는 TTA 자
문서비스가 향후 업무 계획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을 전했다.
㈜에이앤티에스는 기존에 보유한 이동통신 장비 제조 및 시험 자동화 솔루션에 ICT/I oT
기술을 추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자체 LoRa 게이트웨이를 바탕으로 자가망을
구축하여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되겠다고 ㈜에이앤티에스는 다짐했다.
㈜에이앤티에스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IoT 관련 국제표준화기구의
최신 표준 정보

IoT 네트워크 기술 표준화 및 산업화 동향
대표 IoT 기술들의 구조와 특징, 동작 원리 소개
IoT 기지국 제조 기술에서 고려할 RF 기술 소개

IoT/M2M 표준 기술 구현을 위한
모듈 개발

RF 관점의 LoRa와 측정 기술에 대한 조언
LoRa OVSF Code tree에 따른 트래픽 발생 모델 설명

기업명

㈜에이앤티에스

대표자

구데니스

홈페이지

www.ants.co.kr

주요사업

원격전력검침모뎀,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센서 네트워크

설립일

2004년 8월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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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이팩토리

2016

이미지 파일 포맷 세계 표준 도전

표준 망망대해에 길잡이가 된 TTA
㈜피제이팩토리는 이미지의 정보화 작업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가능하게 하는 UX(User
eXperience)를 개발했으며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디테일(Detail)’은 그 특허를 통해
구현된 ㈜피제이팩토리의 모바일기기 기반 카메라 앱 및 S NS 서비스다. 2016년 2월, 기
업환경통합(EAI/ESB), 애플리케이션성능관리(APM) 및 보안 솔루션 개발 구축 전문업체인
모코엠시스로부터 5억여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새로운 이미지 파일 포맷을 개발하던 ㈜
피제이팩토리는 국제 표준화의 필요성을 알았으나,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전략을 구상하
기에는 정보와 경험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때 지인의 소개로 국제 표준화 작업 과정을 도울
기관으로 TTA를 추천받았다. TTA의 자문서비스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 JTC1
SC29에 국제 표준으로 제안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이미지 파일 포맷의 현재화, TTA 자문서비스와 손잡다
이미지 파일 포맷이란 영상을 표현하는 형식을 말한다. 현재 JPEG나 MPEG 파일 포맷은
각각 독립적으로 개발 및 운용되고 있어, 새로운 파일 포맷이 기존 디바이스 서비스에 진
입하는 경우 연동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모든 스마트 디바이스에 맞는 파일 포맷
표준이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신개념 이미지 네트워킹 솔루션으로 세계 시장을 향하다
㈜피제이팩토리는 TTA의 도움으로 국제 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으
며, 그 과정에서 정부 및 담당기관에 국제 표준에 관련한 지원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피제이팩토리의
주요 성과 내용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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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지원사업 창업선도대학 아이템 사업화 선정
일본 광학기기업체 RICOH Corp.과 협업 관련 NDA 작성
DETAIL UX 국내특허 등록 / 해외 특허출원(미국, 일본, 유럽, 중국)
중견 SI 업체 모코엠시스(MocoMsys)로부터 투자 유치

되었다. TTA는 ㈜피제이팩토리에 표준특허 전문 변리사도 소개해주었다. 차후 상용 특허
의 표준특허화 가능성을 감별하고, 표준특허를 활용해 본격적인 국제 표준화 작업을 진행
할 때 큰 몫을 할 든든한 아군이었다.
㈜피제이팩토리의 전우진 이사도 이번 파일 포맷이 실용화되면 단순한 표준 구현을 넘어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빅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신
개념 이미지 네트워킹솔루션으로서 전 세계 모바일 및 AR/VR 산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특히, 정부 지원사업과 앞으로의 개발 방향에 대한 전략적인 자문은 ㈜피제이팩토리의 전
체 경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우진 이사는 술회했다. ㈜피제이팩토리는 새로운 이미지
파일 포맷 솔루션을 통한 차세대 빅데이터 서비스를 실용화하여 장차 네트워크 커뮤니케
이션을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피제이팩토리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자체 개발한 이미지 파일 형식의
국제 표준화 가능 여부 확인

파일 포맷에 대한 국제 표준화 기구 ISO/IEC JTC1 SC29 동향 설명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 제안 내역, 트렌드 정보 제공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 기술 제안

이미지 파일 포맷 기술 구현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

이미지 파일 포맷의 구체적인 규격과 프토토콜 제안
JPEG와 MPEG의 데이터 타입 종류 및 파일 포맷 제시
JPEG나 MPEG에서 사용 가능한 파일 포맷 후보군 선택 조언

기업명

㈜피제이팩토리

대표자

박정환

홈페이지

www.pjfactory.com

주요사업

새로운 이미지 포맷 및 생성기 개발(DETAIL)

설립일

2016년 1월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4길 68
리젠트오피스텔 6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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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택㈜

2017

TTA 자문으로 저변과 꿈 확장

ATSC 3.0 호환 UHD 인코더(Encoder)로 상용화보다 앞선 개발
오픈스택㈜은 2008년 창업 이래 10년간 비디오 코덱 분석 및 개발 연구에 전념했다.
국내 방송용 Encoder 장비 시장에서 오픈스택㈜의 OSBE-2000 series Video Encoder
는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10년은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딥러닝 기반 비
디오 분석 기술을 비디오 코덱 장비에 결합해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할 계획이다. H.264
1080p@60fps triple play를 지원하는 OSBE-1000 series와 4K UHD H.265
@60fps를 지원하는 OSBE-5000이 주력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해외 시장 진출, 특
히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해서는 ATSC에서 제정한 UHD 방송 기술 표준인 ATSC 3.0의 적용
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ATSC 3.0은 표준 자체가 방대할뿐더러 해당 기술도 끊임없이 변화
하는 상황이라 중소기업인 오픈스택㈜으로서는 이를 독자적으로 학습해 제품에 접목할 길
이 막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한 TTA 자문서비스는 ATSC 3.0 관련 업체와의 협업
체결과 ETRI 기술 이전이라는 목표 이상의 결과를 끌어냈다.

표준 본토를 앞지르는 기술력 노린다
ATSC 3.0은 미국 디지털 TV 표준화 단체인 ATSC의 차세대 디지털TV 방송 표준 규격이

오픈스택㈜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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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ICT 핵심융합과제 ‘4K UHD 영상과 ATSC 3.0을 지원하는 실시간 방송용
Encoder 장비 개발’ 선정

2016년

제51회 발명의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장 수상

2015년

특허경영 대상 수상

2014년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취득

다. 인터넷 프로토콜(IP)로 브로드밴드와 호환성 있는 고화질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며 고
효율 코덱(CODEC), 효율적인 RF 주파수 대역 사용 등이 특징이다. 다채널 방송과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며 호환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으로 유럽의 DVB-T2나 일본의 ISDB-T 방
식보다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하다. 국내에서는 2016년 7월 지상파 UHD 방송 표준 규격으
로 채택되었다.

자문서비스, 막막함을 해소하는 빛이 되다
김상진 SBS 연구소장이 오픈스택㈜의 자문 코디네이터를 맡아 ATSC 3.0 기술 전문가인
삼성전자 황성희 수석연구원, 양현구 수석연구원, 이학주 수석연구원, ETRI 배병준 박사
등을 자문위원으로 초빙해 최고의 자문팀을 꾸렸다. 자문위원들은 먼저 ATSC 3.0 관련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 관련 개발 상황과 트렌드를 살펴보았
다. 이를 국내 업체들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오픈스택㈜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발
로드맵도 수립했다.
오픈스택㈜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ATSC 3.0 표준에 대한 설명

A
 TSC 3.0 표준의 개요
A
 TSC 3.0 시스템 프로토콜인 MMT/ROUTE 표준 설명
A
 TSC 3.0에서 채택한 A/V 코덱 기술, 시그널링, RF 규격 설명

ATSC 3.0 기반의
간이형 송출 시스템 제작 방안

학
 교 및 교회에서 송출할 수 있는 ATSC 3.0 기반 간이형 송출 시스템 개발 방안 및
관련 산업체 동향 자료 제공
R
 F/IP 기반 송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 기술 설명
디
 코더 소스 획득 방안 제공, 관련 연구 개발 업계 협의 주선
시
 스템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제공
관
 련 산업 활성화 시기 및 사업 추진 최적기 파악
방
 송 서비스 동향 및 계획 분석

기업명

오픈스택㈜

대표자

남재권

홈페이지

www.openstack.co.kr

주요사업

Video Codec 장비-방송용 Encoder

설립일

2008년 1월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97
분당테크노파크 A동 9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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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엑스윌

2017

4차 산업혁명으로 내딛는 첫 걸음

IoT 융합 스마트 컨베이어 벨트로 대세를 주도한다
2007년 화승그룹, R&A에서 분사한 ㈜화승엑스윌은 컨베이어 벨트, 산업용·유압 호스, 특
수물, 시트 등의 산업용 고무제품과 철도 장비 등을 제조·도매한다. 특히 해양 방현재의 설
계 및 제작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해양
수산부 등을, 해외에서는 SUMITOMO, TEXCEL, TRELLEBORG 등을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승엑스윌은 세계적 대세를 따라 기존의 컨베이어용 벨트를 IoT 융합형
스마트 컨베이어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했고, 개발 기술의 표준화도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제조업 기반 기업으로서 표준·IoT 관련 전문성은 외부에서 구할 수밖에 없었다. 주변의 추
천으로 TTA 자문서비스를 신청한 ㈜화승엑스윌은 현재 IoT 표준 제품의 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부 과제 참여를 검토 중이다.

제조·생산 영역에서 시스템 개발로 확장
IoT 융합 스마트 컨베이어는 영상, 센서, 고무 내부 층의 색깔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
한다. 마모 상태를 포함해 운행 중 발생하는 문제를 자동으로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벨트
의 한계 수명을 예측하고 생산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산업 현장과 기
술 표준 모두가 스마트 컨베이어를 지향하는 쪽으로 변화 중이다. 국내의 컨베이어 시스템
업계도 이와 관련된 국제 표준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간 ㈜화승엑스윌의 주력 생산 품

㈜화승엑스윌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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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글로벌 전문 기술 개발 사업 선정(KEIT, Concrete docking hose)

2016년

Hyundai Steel 1st Tech show 우수제안상 수상(Colorful conveyor belt)

2015년

‘마모 확인 타입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 및 그 제조 방법’ 특허 출원(한국, 미국, 중국)

목은 컨베이어 벨트용 고무였다. 이에 대해서는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수십 개에 달하
는 특허와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컨베이어 시스템 전체에 대한 기술 분야에는
아직 발을 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특히 스마트 컨베이어는 기술 구현의 핵심이 고
무 내부에 삽입되는 센서와 무선 통신, 데이터 저장 및 분석 등 다양한 ICT 기술에 있다. ㈜
화승엑스윌에 TTA 자문서비스의 도움이 절실했던 이유다.

표준 소비자에서 표준 생산자로 전환
자문을 진행하면서 관련 표준을 파악한 결과, 국내에서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컨베이
어 벨트의 고무에 대한 표준을 다룬 것이 고작이었다. ㈜화승엑스윌이 추구하는 전체 시스
템을 대상으로 한 표준은 아직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다. 대신 기존 제품에 IoT를 융
합한 신제품을 시험·인증하는 기술 개발이 추진 중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기
술 개발이 ㈜화승엑스윌의 사업과 연계 추진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화승엑스윌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컨베이어 벨트 모니터링 기술 개발

업체 현황 및 상품에 대한 진단 분석
기존 정부 R&D 사업 수요조사서 수정
스마트팩토리 관련 표준 조언
관련 해외 산업 단체 ARPM 및 가이드북 검토, 분석

스마트 기술 적용 및 확산을 위한
관련 표준 제안

국내외 관련 표준 동향 파악
한국산업규격(KS M 6534)에 대한 제안 내용 정리 및 추진 방향 제시
관련 시험 인증 기술과 연계 개발 추진 방법 조언

기업명

㈜화승엑스윌

대표자

박동호

홈페이지

www.hs-exwill.co.kr

주요사업

산업용 컨베이어 벨트, 호스, 해양 방현재의 설계·제작·판매

설립일

2007년 4월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 장천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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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랩

2017

시장 확장을 이끈 표준 기술 적용

UX 품질 측정 솔루션의 개발과 납품 동시 성공
㈜넥스트랩은 2016년부터 TTA 자문서비스를 이용해왔다.
스마트 기기 UX(User eXperience) 품질의 정량적 측정과 분석 기술 개발을 자문받았다.
당시 TTA로부터 얻은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이 기술 사업 전반의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
을 주었다. 솔루션 개발 기간과 비용도 크게 절감되었다. 2017년에는 2016년의 자문 성과
에서 더 나아가, 개발한 UX 품질 측정·분석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AR·VR 성능 측정에 적
용하고자 했다. 기술 개발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넥스트랩은 다시 TTA 자문서비스의
문을 두드렸다. 2년 차 자문에서는 전년도에 개발한 솔루션의 고도화 개발과 납품 수주 성
공이라는 보다 뚜렷한 가시적인 결과들이 있었다.

표준으로 솔루션 확장
국내 IPTV 서비스 시장에서 화질과 콘텐츠 부문은 상호 경쟁력이 상당히 평준화되어 있다.
때문에 조작에 대한 반응의 신속성이나 신뢰성과 같이 사용자의 편의적 측면이 가장 중요
한 요소 중 하나로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러한 UX 품질의 정량 지표 정의 및 측정은 기존의
품질 계측 솔루션으로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었다. 미비한 표준과 측정 방법의 난
이도 등으로 대부분이 부정확하고 생산성이 낮은 수동적 측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넥스트랩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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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영상 인식 기반 시나리오 테스트 자동화 연구과제 수주(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IPTV 셋톱박스의 상시 UX 품질 측정 솔루션 개발·납품(SK Broadband)
셋톱박스·리모컨 품질측정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수주(SK Broadband)

2016년

PTV 셋톱박스 자동화 품질 측정 솔루션 출시 및 납품(SK Broadband)

2015년

자동차 내비게이션 제스처 품질 측정 솔루션 출시 및 납품(LG전자)

다다익선, 더욱 커진 2년 차 자문서비스의 성과
TTA 자문서비스는 우선 차후 실제 활용하게 될 현업에 ㈜넥스트랩이 개발 중인 솔루션의
사전 적용을 실시하게 했다. 사전 적용으로 얻은 피드백은 솔루션을 신속하게 안정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개발된 솔루션의 납품 이후의 안정화와 활용성 극대화 측면에도 미리 신경
을 썼다. 또한, 장차 VR·AR 등의 실감 미디어 서비스 QoE 관리에도 기술을 확장할 수 있
도록 국내외 학계 및 표준화 기구의 동향을 조사해 공유하고 AR·VR 전시회 참여 및 솔루
션 시연 방안을 조언했다.
이창근 ㈜넥스트랩 대표는 2년에 걸친 TTA 자문서비스의 도움으로 ㈜넥스트랩의 셋톱박
스 체감 품질 측정 기술을 중심으로 한 통합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창근 대표는 앞으로 측정 장치를 소형화하고 측정 업무 전 과정
에 걸친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넥스트랩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IPTV UX 품질 상시 모니터링
기술·표준·시나리오 개발 및
현업 응용 방안과 개선 정보

2
 017년 제정 추진 중인 셋톱박스 UX 품질 지표 및
측정 방법 표준 정보 제공
현
 업에서 필요한 모니터링 규격(안) 및 결과 분석 방안 공동 개발
개
 발 시스템 활용 측정 결과 공동 분석 및 제품 성능 개선 지원
셋
 톱박스 개발 부서 등으로 기술·제품 확산 지원

VR·AR 등 실감 미디어 서비스의
QoE 측정·개선 동향 및 관련
국내외 학계·산업계의 표준화 동향

ITU-T, IEEE, 국내외 학계 등의 관련 연구·표준화 동향 공유
시
 장 동향 및 전망, 사업화 방향, 솔루션 개발 방향에 대한 컨설팅
V
 R QoE 관련 협회 및 표준화 기구 참여 방법 안내

기업명

㈜넥스트랩

대표자

이창근

홈페이지

www.nextlab.co.kr

주요사업

스마트 기기 테스트 자동화 체감 품질 측정
솔루션 개발 및 공급

설립일

2012년 7월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24-6 성해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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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N KOREA㈜

2017

기술과 표준으로 완전무장

WebRTC에 WebVR 더해 블루오션 개척
AKN KOREA㈜는 2016년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WebRTC 스트리밍에 적응형 스트리
밍 기술을 구현한 White-label WebRTC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개발에 성공했다.
WebRTC란 웹사이트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음성 및 화상
및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를 계기로 2017년부터 W3C 회
원사로서 W3C WebRTC WG에도 참여한다. 2017년 들어 AKN KOREA㈜는 서비스 분
야를 가상현실(VR) 커뮤니케이션 분야로 확대하고자 했으며, AKN KOREA㈜는 다시 한 번
TTA 자문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대는 빗나가지 않았고, 자문의
성과는 이전 성과를 크게 웃돌았다. TTA 자문서비스를 거치며 AKN KOREA㈜는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개발해냈고, 효율적인 서비스 사업화 전략의 방향도 잡았다.

정보의 바다를 밝히는 등대, TTA 자문서비스
WebRTC 기술을 활용하면 모바일, PC, TV 등 거의 모든 디바이스에서 화상 통화 및 채
팅이 가능하다. 현재 W3C는 웹 기반 가상현실 서비스 환경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인

AKN KOREA㈜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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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혼합현실 기반 커뮤니케이션 기술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WebRTC 기반 원격 멘토링 서비스 REGO 출시
K-Global 300 기업 선정

2016년

WebRTC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WebPeer 출시
KOITA 투자연계형 R&D 지원사업 선정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사업 2단계 선정

2015년

한국과학기술지주로부터 3억 원 투자유치

WebVR을 개발하고 있다. 장차 WebVR을 기반으로 한 차원 높은 웹 콘텐츠 서비스가 만
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글, 모질라,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도 WebVR 표준 개발
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기술이라는 창과 표준이라는 방패를 갖추다
AKN KOREA㈜는 URI scheme을 확장하여 peer에 대한 설정 및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The peer: URI scheme’에 대한 W3C 표준화를 검토 중이었다. 이원석 박사는 전체 표준
화 개발 방향에 대한 레퍼런스로 과거 W3C에서 URI scheme을 확장한 표준을 개발한 사
례를 찾아 소개했다. W3C의 Royalty Free 정책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W3C
에 표준을 제안하는 절차와 함께 깃허브(GitHub)를 활용하는 기고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한국, 미국, 홍콩에서 활동하는 AKN KOREA㈜는 2년에 걸친 TTA 자문서비스가 글로벌 사
업화를 추진하는데 많은 활용이 될 것으로 믿는다. 세계 최초로 WebRTC와 WebVR이 융
합된 가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의 목표다. W3C 표준화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머지않았다고 AKN KOREA㈜는 자신한다.

AKN KOREA㈜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W3C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의
최신 표준 정보

W3C 최신 현황 및 표준화 활동 방법 제공
W3C WebRTC WG 최신 표준 개발 현황 제공
W3C WebVR 표준화 현황 및 관련 서비스 개발 방안 제공

‘The peer: URI scheme’의
W3C 표준화 추진 자문

‘The peer: URI scheme’의 표준화 추진 시 필요한 검토 사항 제공
깃허브(Github) 기반의 W3C 기고 방법 제공

W3C 표준화 참여 전략 수립 및
표준화 회의 참여 지원

스타트업에 필요한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자문
표준화 회의 시 적극적인 네트워킹 지원

기업명

AKN KOREA㈜

대표자

심혁훈

홈페이지

www.akn.io

주요사업

가상현실 기반 WebRTC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설립일

2015년 2월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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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스앤미디어

2017

국내 유일에서 세계의 표준으로

차세대 비디오 코딩 표준 특허 출원
㈜칩스앤미디어는 2003년 반도체 설계 자산(Semiconductor IP)생산을 시작으로 현재는
표준 영상 압축 기술인 MPEG 표준을 비롯하여 UHD 표준 압축 기술인 HEVC 등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미지 신호 처리(ISP) 및 CV IP 등의 시장 출시를 준비 중이다.
HEVC의 개발 이후 ISO/IEC에서는 차세대 영상 압축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논의하고 있다.
㈜칩스앤미디어는 표준 규격이 완료되기를 기다려 이를 구현하기보다, 한 발 더 앞서 행동
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했다. 직접 국제 표준을 제안함으로써 원천 특허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TTA 자문서비스의 도움으로 ㈜칩스앤미디어는 차세대 영상 압축 기술 표준 관
련 특허출원에 성공했다.

국내 유일에서 세계 표준을 향해
차세대 비디오 코딩(FVC)은 ITU-T SG16/WG3/Q6(VCEG)와 ISO/IEC JCT1/SC29/
WG11(MPEG)가 공동 주관하는 비디오 코딩 표준이다. 퀄컴, 인터디지털, 고프로, 화웨
이, 애플, 소니, 테크니칼라, NHK, KDDI, Dolby, Panasonic, Sharp, Ateme, HiSilicon,
Arris, HHI, 미디어텍 등의 해외 기업들과 국내의 삼성전자, ETRI, LG전자 등이 이 표준에

㈜칩스앤미디어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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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초소형 UHD 급 HEVC 코덱(CODEC) 출시

2015년

UHD 급 HEVC & VP9 비디오 디코더 IP 출시

2014년

UHD 급 HEVC 비디오 디코더 IP 출시
IP 적용 SoC 칩 생산 누계 2억 개 돌파

2012년

미국 지사 및 일본 사무소 설립

뛰어들었다. 차세대 비디오 코딩 기술은 2017년 10월까지 약 30%에 가까운 비트 감소
를 하고 있다. ㈜칩스앤미디어는 영상신호처리 비디오 IP 기술 분야 전문 회사이다. Video
Post Processing부터 Video Frame Buffer Compression, 이미지 신호 처리(ISP)까지
비디오 코덱 중심의 IP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 입지 세울 기회, 표준 특허
이영렬 교수는 차세대 비디오 코딩 표준에 하드웨어 구현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 반
영될 것이라는 국제 동향을 ㈜칩스앤미디어에 전달했다. 하드웨어 내장형(Hard-wired)
IP를 판매하는 ㈜칩스앤미디어로서는 매우 귀한 정보였다. MPEG-LA의 특허 풀에 회사
이름이 등재되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귀띔해 ㈜칩스앤미디어의
표준 특허 도전 의욕을 북돋기도 했다.
㈜칩스앤미디어는 TTA 자문서비스를 계기로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국제 표준을 따라가
는 후발 주자가 아닌 먼저 국제 표준을 제안하고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앞
선 기술로 무장한 토털 IP 개발사의 입지를 굳혀 장차 세계 최고 수준의 영상 처리 반도체
설계자산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칩스앤미디어는 포부를 밝혔다.

㈜칩스앤미디어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차세대 비디오 코딩
국제 표준 확보 지원

여
 러 회사의 차세대 비디오 코딩 예비 실험
(EE, Experimental Experiments) 내용 공유 및 논의
칩
 스앤미디어의 기존 출원 특허들에 대해 차세대 비디오 코딩에 유용한
특허 여부 검토
차세대 비디오 코딩을 위한 특허 출원 5건

기업명

㈜칩스앤미디어

대표자

김상현

홈페이지

www.chipsnmedia.com

주요사업

반도체 설계 자산(Semiconductor IP), 소프트웨어

설립일

2003년 3월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5길 26
(대치동 V&S 빌딩)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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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이팩토리

2017

이미지 파일 포맷의 국제 표준화

ISO/IEC JTC1/SC29 표준 제안 목전에
2016년 설립한 신생 벤처기업 ㈜피제이팩토리는 모바일기기 기반 카메라 앱,
그리고 SNS 솔루션인 ‘디테일(DETAIL)’을 서비스하고 있다. 디테일은 ㈜피제이팩토리가
개발해 특허를 확보한 자체 상품으로 이미지 정보화 작업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가능하
게 하는 UX(User eXperience) 기술을 구현했다. 그 가능성을 인정한 기업환경통합(EAI/
ESB), 애플리케이션성능관리(APM), 보안 솔루션 개발 구축 전문 업체 모코엠시스로부터 5
억여 원의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 ㈜피제이팩토리가 TTA 자문서비스와 인연을 맺기 시작
한 것은 지난 2016년부터다. 총 3회 만에 매우 구체적인 국제 표준 제안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고, 이에 ㈜피제이팩토리는 2017년 정식으로 표준 개발 부문 TTA 자문서비스를 신청
했다. 지금은 ISO/IEC JTC1/SC29 진입을 코앞에 앞두고 있다.

단기 자문에서 장기 자문으로 신뢰의 확대
이미지 파일 포맷이란 영상을 표현하는 형식을 말한다. 현재 JPEG나 MPEG 파일 포맷은
각각 독립적으로 개발 및 운용되고 있어 새로운 파일 포맷이 기존 디바이스 서비스에 진입
할 때 연동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피제이팩토리가 개발하는 이미지 파일 포맷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기반 환경을 조성하며, 모든 스마트 디바이스에 맞는 파
일 포맷 표준을 제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한국특허전략
㈜피제이팩토리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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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기술개발사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R&D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정
예술의전당 디지털전시 협업 MOU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선정

2016년

일본 광학기기업체 RICOH Corp.과 협업 관련 NDA 체결

개발원 등에서 정부 지원 사업 및 벤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며 몇 개의 국내외 특허 등
록도 완료했다.

자금 문제까지 해결한 ‘디테일’ 전략
전략 기획 단계에서 ISO/IEC JTC1/SC29가 ㈜피제이팩토리의 새로운 이미지 파일 포맷
국제 표준을 제안할 구체적 타깃으로 결정되었다. 표준화 자문은 크게 기존 JPEG 파일 포
맷에 대한 표준과 MPEG에 대한 표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특히 JPEG 표준에 대해서
는 상용 중인 이미지 파일의 요구 사항에 맞추도록 했다. 또한 자문의 일환으로 공동 기술
개발 연구에도 착수했다.
㈜피제이팩토리의 디테일 애플리케이션은 2018년 초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 출시
될 예정이다. 디테일 이미지 포맷 솔루션 상용화를 기반으로 AR·VR 접목과 전자 출판, 디
지털 도감 기술 개발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한 디지털 이미지 서비스를 넘어서 모든 사
람이 방대한 이미지 정보를 손쉽게 함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로 성장하는 것
이 ㈜피제이팩토리의 꿈이다.

㈜피제이팩토리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이미지 파일 포맷 및 JPEG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의 최신 표준 정보

이미지 파일 포맷에 대한 SC29 동향 설명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 제안 내용과 트렌드 정보 제공
㈜피제이팩토리가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 기술 제안
㈜피제이팩토리의 표준화 기구 활동 전략 제시

이미지 파일 포맷 기술 구현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

이미지 파일 포맷의 구체적 규격과 프로토콜 제안
JPEG와 MPEG의 데이터 타입 종류와 파일 포맷 제시
JPEG나 MPEG에서 사용 가능한 파일 포맷 후보군 선택 조언

기업명

㈜피제이팩토리

대표자

박정환

홈페이지

www.pjfactory.com

주요사업

이미지 솔루션 서비스 DETAIL

설립일

2016년 1월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4길 68
리젠트오피스텔 6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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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티

2017

TTA 엄호로 세계 시장 진출 준비 완료

VDES 국제 표준의 블루오션 개척한다
㈜지엠티는 해상선박관제, 항로 표지 관리, 항공관제, 항해통신 및 수색 구조 등에 관한 장
비와 서비스를 다루는 기업이다. 운항 중인 선박 정보를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기반으로
모니터링해 정부 및 인증된 기관에 제공하는 통합 상황 관제 시스템을 개발·제공한다. 최근
차세대 전자항법 체계인 e-Navigation이 대두됨에 따라 ㈜지엠티도 기술 개발을 위한 기
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중 ㈜지엠티가 주목한 것이 e-Navigation의 차세대 핵심통신
기술로 부각된 VDES이다. VDES는 현재 국제 표준화를 논의 중인 단계로 관련 서비스 및
장비 시장을 선점하려면 국제 표준 전문가가 절실했다. 이에 2016년부터 TTA에 자문을 구
해온 ㈜지엠티는 2017년에도 자문서비스의 도움으로 IALA, IEC TC80, NMEA 등을 통한
국제표준화 협력 방안과 전략을 마련하였다.

국제 표준 흐름 읽고 지피지기
VDES는 기존에 사용하던 선박자동식별장치(AIS)에 AIS 응용 메시지(ASM)와 VHF 주파
수를 이용하는 데이터 링크 서비스(VHF Data Link)를 하나의 장비로 합친 것이다. AIS와
VDES의 장비 개발과 활용에 관한 표준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 않으면 시장 진출이 어렵다. 2019년 WRC 회의 결과에 따라 빠른 진척이 예상되

㈜지엠티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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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양수산부 원양어선 FMC 사업, 해양수산부 재난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해양수산부 2016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확대 구축 사업
해양경찰청 V-Pass 시스템 4차 구축사업
해양수산부 제5차 선박 자동식별 시스템(AIS) 고도화 사업

2015년

해양경찰청 원거리 추적감시 시스템 3차 구축

므로 국내에서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섬세한 전략, 타깃 선정으로 백전백승
유영호 소장은 ㈜지엠티에 장비 표준과 서비스 표준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공동으로 작
업하면 장비와 서비스 시장에 동시적으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분야 내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선제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관한 MOU
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표준 외의 비즈니스 활동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위성과
연계한 서비스는 현재 Exact Earth와 ORBCOMM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ORBCOMM
은 AIS 트랜스폰더를 탑재한 위성 발사 시험을 마치고 상용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다. IALA eNAV WG3에서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표준화가 논의 중이다.
㈜지엠티는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VDES 연구 및 제품 기획의 방향성을 잡고 현재 관련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여 국산화를 진행 중이다. 2018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
상자원부의 표준화 관련 사업 수주 추진도 예정되어 있다. ㈜지엠티는 e-Navigation을 선
도하는 기업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향해 앞으로도 TTA 자문 성과를 십분 활용할 계획이다.

㈜지엠티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VDES 국제 표준 제정 동향

A
 LA eNAV WG3 통신 그룹의 VDES 표준 제정 동향 설명
IEC TC80 WG15의 VDES 관련 국제 표준 제정 동향 설명

VDES 개발에 대한 국제 기업 동향

미
 국 Shine Micro의 VDES 개발 동향 설명
독
 일 및 국내 e-Navigation 사업단의 VDES 개발 동향 설명

기업명

㈜지엠티

대표자

이주환

홈페이지

www.gmtc.kr

주요사업

선박 자동식별 시스템, 선박 관제 시스템, 항해 통신 장비

설립일

2002년 5월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9-22,
판교W-CITY 7층(711~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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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디앤유

2017

TTA와 함께 세계로 뻗는 빛의 기술

세계 최초의 VLC 기반 IoT 기술 상용화 시나리오
TTA 회원사로 활동 중인 ㈜유양디앤유는 지난 2016년 1차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한국특
허전략개발원이 지원하는 표준특허창출지원 사업을 소개받았다. 2016년에만 3건의 가시
광 통신(Visible Light Communication, VLC)을 활용한 특허권을 취득했으며, 2017에도
잇달아 또 하나의 VLC 기반의 서비스 특허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총 4건의 IoT를 접목
한 VLC 무선 통신 국내 특허와 1건의 PCT 국제 특허를 동시에 출원하는 쾌거를 이룬 후에도
이를 표준으로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였다. 특히 특허를 바탕으로 표준에 접근할 수 있
는 표준특허 부분 관련 조언과 그 작성 과정 등 구체적인 방법론에 도움이 필요했다. 이에 ㈜
유양디앤유는 2016년의 신뢰를 바탕으로 TTA 자문서비스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서비스 분야 표준으로 개척한다
VLC는 LED 조명을 활용하는 통신 기술로 IEEE 802.15.7 국제 표준으로 승인되었다. 실
내조명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실내에 위치한 사용자만
이 VLC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IoT 서비
스와 VLC 기술을 접목하는 ‘VLC 기반 IoT 서비스’가 대두되며 수많은 LED 조명의 제어뿐
아니라 VLC 사용자의 단말기 관리 기능 및 IoT 네트워킹을 통한 부가 통신 서비스까지 제
㈜유양디앤유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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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오스람 실바니아 LED 솔루션 공급계약 체결

2014년

LED 산업 신기술 최우수 대통령상 수상(가시광 무선통신)

2013년

지식경제부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

2012년

600W LED 투광등 북미 안전인증 획득 및 첫 수출

공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토털 솔루션 제공하는 전방위적 자문서비스
고석주 교수는 먼저 VLC 기술을 IoT 네트워킹 및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조
명 기반의 정확한 실내 측위 등 VLC 기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시나리오를 발굴하
는 데 주력했다. 시나리오 내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 등도 꼼꼼히 조언했다. 이윽고 관련 아
이디어를 국제 특허로 출원하게 된 ㈜유양디앤유와 TTA 자문서비스는, 이후의 관련 개발
기술의 국내 표준화 및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전략을 수립했다.

㈜유양디앤유의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IoT 관련 국제 표준화 동향 및
VLC 기반 IoT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 전략

IoT 분야 국제 표준화 협력체인 ITU-T, OCF, IETF 등의 표준 동향 정보 제공
V
 LC 보유 기술을 IoT 서비스에 적용하는 세부 방안 제안
V
 LC 기반 IoT 기술의 국제 표준화 전략 제안(TTA PG 425, ITU-T SG20 등)

VLC 기반 IoT 서비스 기술의
사업화 추진 방향

IoT 서비스 내 VLC 기술의 장점 극대화 방안 제안(실내 위치, 보안성 등)
V
 LC 기반 IoT 기술의 상용 서비스 시나리오 발굴
IoT 테스트베드 상에서 VLC 서비스 기술 구현 및 검증
V
 LC 기반 IoT 서비스 제공 방식 관련 신규 특허 공동 개발(국제 특허 출원)

기업명

㈜유양디앤유

대표자

김상옥

홈페이지

www.yuyang.co.kr

주요사업

SMPS 모듈, LED 솔루션, HIC, 스마트팜,
IoT 및 가시광 통신 모듈

설립일

1976년 11월

주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길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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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게이트

2017

TTA와 교통안전 수호자 꿈꾼다

빅데이터와 지능형 교통 통신 시스템 융합 성공
㈜퀀텀게이트는 스쿨존 차량 과속 경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2016년 설립한 신생
기업으로 ILDA 기반 Laser Display 방식 구현 등의 기술을 갖고 있다. 2017년 현재 중소
벤처기업부 혁신형기업기술개발과제를 수주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IoT 기
술을 이용한 교통안전 ICT 융합 시스템 제품을 개발 중이다. 대략적인 신제품 개발 계획을
짜던 ㈜퀀텀게이트가 한계에 부닥친 건 정부 과제 수주를 진행하면서 신제품에 적용 가능
한 관련 표준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제품 고도화 방향을 잡는 단계였다. 소프트웨어 시험
의뢰로 TTA와 인연이 있던 ㈜퀀텀게이트는 TTA 표준 자문서비스의 문을 두드렸다. 자문
성과는 정부 과제에 최종 선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과제 수주를 위한 신뢰도 확보
㈜퀀텀게이트의 서비스 콘셉트는 스쿨존, 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을 대상으
로 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이다. 기존의 공간 입지 분석과 센서, 웹 서비스들을 통신으
로 묶어 서비스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퀀텀게이트는 ITS 통신시스템
을 위한 LTE 시스템 인터페이스,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의 기능적 요구사항, 빅데
이터 실시간 처리 관련 표준 등에 이해가 깊지 못했다. 정부 과제 수주에 필수 요소인 개발
목표와 산출물의 신뢰도 확보도 시급했다.
㈜퀀텀게이트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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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특허청 특허전략개발원 IP-R&D과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형기업기술개발과제(2년) 최종 선정
2017 코리아 유레카 데이 한국 대표단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서비스 분야 GOOD DESIGN 선정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융합 R&D 과제 선정

IoT 및 빅데이터 제품, 날개를 달다
IoT와 빅데이터의 제품 적용에 대한 표준 및 상용화 기술 이슈 분석으로 ㈜퀀텀게이트는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기획의 많은 부분을 구체화 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는 2년
간 5억 원을 지원받는 혁신형기업기술개발과제 최종 선정으로 이어졌다.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되는 표준 기술 및 표준 적용 방안에 대한 조언은 유연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
에 직접적인 보탬이 되었다.
백주용 ㈜퀀텀게이트 대표는 무선통신을 통한 IoT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와 차량 CAN 통
신, OBD-2통신 표준 등 다양한 교통 관련 표준들에 대해서도 추가 자문을 계획하고 있다.
이후에도 TTA 자문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유럽 국제 협력 R&D 사
업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국제 기술 표준 확립에도 참여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포석을 다지는 것이 ㈜
퀀텀게이트의 장기 기획이다. 교통안전 ITS 분야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이 되고자 ㈜퀀텀
게이트는 오늘도 목표에 매진한다.

㈜퀀텀게이트의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빅데이터 기본 구성, 상용화 예시,
개발 툴의 종류 및 특징

제
 품 개발 시 수집 가능한 데이터 활용 방안 및 사고 예측 등
분석 방법의 적절성 검토
수
 집 대상 데이터를 적용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 방안 마련

빅데이터 분석 관련 표준 및 법적
규제사항 등 활용 가능한 표준 소개

서
 비스 사용자층 및 적용 분야에 대한 기술적 포지셔닝
C
 -ITS, 차량 인포테인먼트 관련 기술 및 표준화 동향
수
 집된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법적 문제(개인정보 보호법, GDPR) 소개

기업명

㈜퀀텀게이트

대표자

백주용

홈페이지

www.quantumgate.co.kr

주요사업

ICT 융합 시스템(교통 인프라) 제조 및 판매

설립일

2016년 3월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72번길 72
동영벤처스텔 5차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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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테크

2017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진출

BLE 표준 습득해 개발 영역 심화
2012년 설립한 ㈜웨이테크는 블루투스, 무선 주파수(RF) 등의 통신 기술을 일상에 접목한
IoT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한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통신 기술과 별도
센서 없이 지판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기타 지판 인식 기술 등을 보유했다. 주로 IoT 기반 웹
과 애플리케이션 구현으로 기존 제품에 대해 신규 기능 추가, 그리고 성능 개선 등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웨이테크는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자 BLE 통신
에 눈을 돌렸다.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펌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통신의 규격과 표준
에 대해 깊은 이해가 필요했다. TTA 자문서비스로 전문가를 소개받은 ㈜웨이테크는 현재
OBD용 BLE 모듈과 BLE 기반 음원 전송 보드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드웨어 구현에 대한 노하우 전수받아
블루투스는 IEEE 802.15.3 국제 표준 기술이다. BLE는 블루투스의 4.0 버전으로 기존
Bluetooth 3.0에 대비 전력 소모를 1/10 수준으로 줄였다. 저전력 BLE Protocol과 적응
Frequency Hopping 등이 핵심 기술이다. 애플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에 필수 탑재되는 등
IoT 기반의 여러 응용 서비스에 활용된다. 최근 출시된 5.0 버전에서는 전송 속도가 50Mbps
까지 증가했으며, 일부 기능이 개선·추가되어 근거리에서 중거리 무선 표준으로 진화 중이다.
㈜웨이테크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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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성균 엔젤 펀드 추가 투자 유치

2014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선정 및 자본투자

2013년

RFID 통신 기반 산학연기술개발사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2012년

RFID 통신을 이용한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선정(창업진흥원)

기술 개발과 목표 성능지표, 하드웨어 블루투스 통신까지 확장
TTA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전자공학과의 김정곤 교수를 ㈜웨이테크의 자문 위원으로 추
천했다. ㈜웨이테크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내의 시흥 비즈니스센터에 위치한 점을 고려
해 자문서비스 이후에도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어지도록 매칭한 것이다. 김정곤 교수는 크
게 두 주제로 나누어 자문 회의를 진행했다.
㈜웨이테크는 TTA 자문서비스를 수료하고 웹·앱 응용 애플리케이션에만 집중되어 있던
기술 개발과 목표 성능지표를 하드웨어 블루투스 통신까지 넓힐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차
기 전략 제품인 전자 음원 무선 전송 서비스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웨이테크
는 자문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부서와 기업부설 연구소도 설립할 예정이다.
㈜웨이테크는 TTA 자문서비스 이후 사업 영역을 블루투스 기반 보드의 직접 개발까지 확
장하고자 한다. 출발점은 IoT 기반 스마트 지판인식 기타 개발이다. 기존 악기 시장의 블루
오션을 개척하고 스마트 연주 지원 디바이스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것이
㈜웨이테크의 포부다.

㈜웨이테크의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BLE 표준 규격 및
핵심 기술 세부 정보

블
 루투스 기술 개념 및 표준 규격 진화 방향
최
 신 버전 BLE 표준 규격 특징 및 저전력 구현 세부 기술
B
 LE 응용 분야 및 향후 IoT 분야와의 연동 관련 적용 기술

BLE 모듈 활용한 앱 개발 및
펌웨어 설계 방안

O
 BD를 활용한 차량 정보 전송 보드 구현 시 BLE 모듈 및 펌웨어 통한 전송 성능 비교
결과 평가 방안
B
 LE 활용 모듈 설계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적용 기술 세부 논의
B
 LE 기반 음원 전송 보드 개발을 위한 회로 구성, 통신 회로 설계 및 성능 평가 방안 논의

기업명

㈜웨이테크

대표자

엄문회

홈페이지

www.waytech.kr

주요사업

블루투스 통신을 기반 IoT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지판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기타 및 애플리케이션

설립일

2012년 9월

주소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8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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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비콤㈜

2018

선제적 정보 획득으로 한 박자 빠른 제품 개발

표준 공표 전에 핵심 내용과 기술을 누구보다 먼저 흡수한다
큐비콤㈜은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통신망 품질측정 계측 장비를 개발한다.
이동통신망 설계, 최적화 컨설팅, 전문측정 및 분석기술 등 경쟁력 있는 R&D 역량을 확보하
고 있다. 이동통신 기술이 LTE에서 5G로 진화하고 있지만 아직 5G 표준은 미완성인 상태
에서 5G 표준기술에 대한 전문가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큐비콤㈜는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5G 시스템의 후보 표준기술인 5G NR Layer 1/2/3 프로토콜과 NR
Measurement에 대한 자문을 받고, 5G 계측 장비 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 분석 및 무선
신호 측정 방법을 설계할 수 있었다.

표준 컨설턴트와 컴공과 교수의 콜라보
큐비콤㈜은 LTE 시스템에서의 무선 품질 측정을 기반으로 최적의 무선망 설계 및 분석을
통해 보다 향상된 방법을 제안하는 측정 장비 제조·개발업체다. 2018년 LTE의 다음 세대
인 5G NR 시스템의 표준완성이 임박함에 따라, 이에 대응해 기존 장비들의 무선신호 측정
방법 설계를 변경해야 했다. 사실상 새로운 측정 장비의 제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큐비콤㈜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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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머신러닝을 이용한 이동통신(LTE/5G) 자동화 분석 시스템 개발

2017년

자동차 전장 모뎀 무인 측정 및 머신러닝을 이용한 Big Data 분석 시스템 개발

2015년

상용 LTE망 데이터 전송속도 향상을 위한 스마트폰용 Multi DM 및 웹 기반 무선
파라미터(RRC)
분석 시스템 개발

2013년

LTE DM 및 분석 웹 서버 WAS 개발(Web base)

5G 이동통신망 최적화 분석 시스템 개발
TTA는 권기범 ㈜아이티엘 실장과 손일수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교수를 큐
비콤㈜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3GPP 국제 표준화 기구에 참여 중인 5G
표준 전문가다. 계측장비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기지국 시스템 간의 프로토콜을 검증하고
시스템 성능을 측정 및 분석하는 역할을 하며, 5G망을 설치하는 초기 시점부터 사용되는
장비로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표준 스펙과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이들 전문가들의 자
문은 개발 장비 요구사항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큐비콤㈜은 TTA 표준 자문 서비스로 막연하게 느껴졌던 최신 표준기술 상황을 인지하고
필요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자문 결과를 활용해 연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추후 5G 분석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스템
상용화로 수입 대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
차를 가해 5G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큰 공헌을 하겠다는 것이 큐비콤㈜의 각오다.

큐비콤㈜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5G NR Layer 1/2/3 프로토콜 소개

5
 G 시스템 후보 기술인 3GPP의 NR 표준기술 중 Layer 1/2/3 프로토콜에
대한 소개 및 설명
N
 R PHY 표준화 현황 및 Massive MIMO 기법 소개
표
 준 공표 전 단계의 합의된 내용 소개 및 설명
각
 Layer 별 LTE 대비 변경 점이 많은 기술 소개 및 설명

NR Measurement 소개

NR 시스템에서의 무선신호 측정 방법 설명
L
 TE와 유사한 부분, NR에서만 적용되는 측정 방법 및 측정 구성정보 등에 대한
내용 설명
미
 완성인 표준기술 중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

기업명

큐비콤㈜

대표자

최병혁

홈페이지

www.qubicom.co.kr.

주요사업

S/W 개발, 정보통신엔지니어링, 교육 및 컨설팅

설립일

2006년 6월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91 성호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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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엠

2018

영양가 높은 표준으로 신제품 수확 임박

표준이 개정되어도 최소한의 수정으로 대응하는 팁
온습도 및 시스템 제어 기술을 보유한 ㈜에스티엠은 온실 하우스 제어 시스템인 하우스마
루 시리즈를 개발 중이다. 기존 제품에 표준을 적용해 하우스마루 7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에스티엠의 고민은 TTA 자문서비스를 만나 해결되기 시작했다. 보유 기술과 기존 표준
규격을 비교 분석하고, 개발 시제품 적용 시기에 대한 조언도 받았다. ㈜에스티엠은 TTA 스
마트 농업 프로젝트그룹(PG426)의 표준 자료를 입수해 신규 프로젝트에 반영하고 사용환
경 변화에 쉽게 대응하는 기술력까지 확보했다.

미래 먹거리 제공하는 표준
㈜에스티엠은 냉동탑차 컨트롤러의 온도기록계, 냉동 컨테이너 제어장치 등 온/습도 및
시스템 제어 제품을 전문으로 제조한다. 차기 목표는 표준을 적용한 온실 하우스 환경제어
시스템을 개발해 주력 시스템으로 삼는 것이다. 이를 위한 부수적 과제로 저가의 CCTV 시
스템을 구축할 방안도 필요했다. 스마트 농업은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데이터 관
리, 컨설팅, 판매까지 모든 부분을 입체적으로 아우른다. 지능화된 농업시스템으로, 단계마
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사용자는 사물인터넷, 빅데이

㈜에스티엠의
주요 성과 내용

2018년
2017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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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단동하우스 분산제어 환경조절시스템 보급 3차 시범사업
(전국 8개, 15 농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단동하우스 분산제어 환경조절시스템 보급 2차 시범사업
(전국 8개, 17 농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단동하우스 분산제어 환경조절시스템 보급 1차 시범사업
(전국 11개, 25 농가)

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PC와 스마트폰 등으로 원
격에서 자동 관리할 수 있다.

미래를 향한 종합 환경 시스템으로 진화
TTA 자문서비스의 통신 프로토콜 표준 자료로 ㈜에스티엠은 가장 필요한 최적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표준 하드웨어의 구성요소를 이해한 뒤에는 이를 활용해 신규 프로젝트
인 마루7 환경제어 시스템의 제품 설계에 반영했다. 개발 시제품의 적절한 시장 적용 시기
도 검토되었다.
㈜에스티엠은 그전까지 자체 보유기술에 기대어 스스로 제품 개발과 판매에 힘써왔다. 그
러나 이번 자문서비스로 TTA와 같은 정부 산하기관도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는 중소기업
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 남은 단계들이 있지만, 이번 경험을 토대
로 스마트 농업 표준을 적용한 온실 하우스 제어 시스템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리라고
㈜에스티엠은 다짐한다.

㈜에스티엠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스마트 농업 관련 국내외
표준화 기구의 최신 표준 정보

A
 TSC 국제표준화 기구 ITU-T SG13, ITU-T SG20의 스마트 농업 분야 동향
국
 내 표준화 단체 TTA PG426의 스마트 농업 분야 표준 동향
㈜
 에스티엠 개발 제품과 표준의 차이점, 현실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표준기술 설명

스마트 농업 영상 카메라의
최신 표준 정보

A
 TSC ‘스마트 온실을 위한 원격 감시용 스마트 영상 장치’ 표준 소개 및 개발
방법론 조언

스마트온실을 구성하기 위한
공통센서 노드 표준안 조언

센
 서 모듈만을 교체하여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제기
범
 용 센서 노드의 TTA 표준화 추진 가능성에 대한 조언

기업명

㈜에스티엠

대표자

엄기석

홈페이지

www.stmt.co.kr.

주요사업

온·습도제어 및 시스템 제어

설립일

2008년 1월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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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라스 디자인센터

2018

표준으로 기술 역전

BLE 4.2 기반 AoA 표준기술에 BLE 5.1 서비스 지원
무선충전 IC, BLE IC를 개발하는 셀프라스 디자인센터는 팹리스 반도체로 출발해 무선 충
전 제품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하지만 BLE 5로 옮겨가며 BLE 5.1까지 바라보는 시장 환경
속에서, 셀프라스 디자인센터 기술은 BLE 4.2가 최선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다. TTA
자문서비스로 현재 상황에 맞는 개발 방향을 자문받고, 국제 블루투스 상호운용성 시험 행
사인 UPF 60에 참가하는 기회도 가졌다. BLE 4.2로 BLE 5.1 Direction Finding 기능을
구현하고, 바로 적용 가능한 H/W와 F/W, IOP 검증 환경까지 한번에 구축할 수 있었다.

급변하는 시장, 시작은 표준
셀프라스 디자인센터는 2016년 저전력 블루투스(BLE) transceiver IC 및 무선 전력 전
송 IC를 개발하는 팹리스 반도체 회사로 출발했다. BLE 4.2 지원 RF/analog, PHY, Link
controller 및 Qi 1.2.x 지원 아날로그, 디지털 컨트롤러 설계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밀 실내 위치 측위를 제공하는 BLE IC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묵은 기술에서 최신 서비스로
TTA 표준자문 서비스는 표준 동향과 기술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개발 방향까
지 상세하게 설정해주었다. AoD는 Direction Finding 기술의 핵심 중 하나지

셀프라스
디자인센터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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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5W EPP Wireless Power Transmitter 인증 획득(QI-ID 2496)

2017년

15W EPP Wireless Power Receiver 인증 획득(QI-ID 2231)
Bluetooth Low Energy(이하 BLE) 4.2 Controller Subsystem 인증 획득(QDID 99277)

만 BLE 5에만 있는 Periodic Advertisement Packet을 사용하므로 구현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조언했다. 대신 AoA의 경우에는 CTE(Constant Tone Extension) 생성 모듈만
있으면 BLE 4.2 기반으로도 구현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셀프라스 디자인센터는 전문가의 소개로 Bluetooth SIG의 PTS 팀과 IOP 테스트를 진행하
고 최초로 test success report를 제출한 기업으로 등록되었다. Asset Tracking Profile
Test 초기 단계에서는 실험이 쉽지 않은 멀티 안테나를 사용하는 항목에 대한 피드백을 블
루투스 SIG에 전문가와 공동으로 전달했고 멀티 안테나 시험 항목을 유예하는 안이 다음 I
OP에 바로 반영되었다. Mobile Tag에 적용 가능한 BLE SoC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셀프
라스 디자인센터의 다음 목표다. BLE 5.1이 공식 발표되고 TTA에서 인증 서비스가 시작되
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인증을 받는 기업이 되리라고 셀프라스 디자인센터는 자신한다.

셀프라스 디자인센터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BLE 4.2에 기반한
Direction Finding 기능 구현

블
 루투스 SIG의 차세대 BLE 5.1(또는 Madrid version)에서 진행 중인
Direction Finding Group의 내용 소개
현
 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집중 기술 및 제외할 부분 제안
C
 TE(Constant Tone Extension) 핵심 생성 모듈의 구체적인 설계 방식 제공

2018 UPF 60 참가 방법

A
 TSC BLE 5.1에 맞춰 locator H/W를 경량화하여 tag role을 쉽게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전
 문가의 이전 UPF IOP 참가 경험 전수
IOP 참여로 Bluetooth-SIG 내 PTS(Protocol Test Suite)팀과 직접 대면 테스트 기회
제공 및 DF WG의 CTES와 ATP에 최초로 IOP 테스트 성공 기업으로 등록

기업명

셀프라스 디자인센터

대표자

이승욱

홈페이지

www.celfras.com

주요사업

무선충전IC 개발, BLE IC 개발

설립일

2016년 4월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14,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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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택㈜

2018

최고의 전문가에게 전수받는 고난이도 표준

UHD 인코더 OBSE-5000, ATSC 3.0 상용화 완료
10여 년간 Video Codec & Analytics 연구 개발에 전념해 온 오픈스택㈜는 ATSC 1.0 용
인코더와 8VSB modulator 일체형 장비를 주력제품으로 내세운다. 방대한 ATSC 3.0 표
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언제 구현할지가 고민이었다. TTA 표준자문 서비스를 통해 만난 분
야별 최고 전문가에게 맞춤형 기술을 자문받고 ATSC 3.0 호환 UHD 인코더인 OSBE5000 개발에 성공했다. 국내 시장 선점과 북미 시장 진출 준비도 완료했다.

계속되는 TTA와 표준에 대한 신뢰
오픈스택㈜은 ATSC 1.0 용 인코더와 8VSB modulator 일체형 장비를 연구 개발 및 생
산하는 방송 송출 장비 제조 업체다. 주 판매 대상은 국내 관공서와 학교다. 2008년 창업
이래 지난 10여 년간 Video Codec & Analytics 연구 개발에 전념해 왔으며 국내 방송용
인코더 장비 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표준 정복으로 고급 기술 선제적 상용화
2017년부터 오픈스택㈜의 자문 코디네이터를 맡아온 김상진 SBS 연구소장이 국내 최고
의 ATSC 3.0 각 분야 전문가들을 섭외했다. 특히 RF 기술은 오픈스택㈜의 전문 영역이 아
니라 상세한 설명과 도움이 필요했다. 관련 모듈의 도입과 모듈 활용 시 필요한 인터페이스
오픈스택㈜의
주요 성과 내용

| 122

2018년

대한발명진흥회 우수발명품에 선정

2017년

‘4K UHD 영상과 ATSC 3.0을 지원하는 실시간 방송용 인코더 장비 개발’
ICT 핵심융합과제 선정

2016년

제51회 발명의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장 수상

규격에 대해서도 집중적 자문이 이루어졌다. 가장 큰 성과는 ‘17년까지 기능 적용 기획 단
계의 시제품 수준이었던 OSBE-5000(ATSC 3.0 호환 UHD 인코더)에 MMTP, ROUTE,
HEVC/H.265 비디오 코덱, MPEG-H 오디오 코덱을 자문 받아 IP 송출 기능, 코덱 등의
UHD 관련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게 된 것이다. 2018년 5월에는 KOBA 전시회에, 11
월에는 일본 InterBEE 전시회에도 참가해 성공적으로 신제품을 발표할 수 있었다.
오픈스택㈜은 국내 시장 선점과 북미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김상진 연구소장은 미국의
방송 서비스가 상용화되는 시점을 목표로 개발한다면 사업적인 성공이 충분히 가능하다
고 예측한다. 다음 목표는 OSBE-5000에 딥 러닝 기술을 접목해 세계 최초 딥 러닝 기능
지원 방송용 인코더를 개발하는 것이다. 혁신 창출을 향한 오픈스택㈜과 TTA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픈스택㈜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ATSC 3.0 표준에 대한 설명

A
 TSC 3.0 물리계층 전송 기술 설명
R
 F 모듈과의 인터페이스에서 ALP와 STL 규격 자문
A
 TSC 3.0(A/324) STL 인터페이스 표준 설명
S
 TL 정합에서의 타이밍 이슈 설명
M
 PEG-H 오디오 표준 설명
지
 상파 방송사의 현 RF 파라미터 세트 정보

OFDM Waveform 생성을 위한
FPGA의 구현

A
 TSC BLE 6.0에 맞춰 locator H/W를 경량화하여 tag role을 쉽게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전
 문가의 이전 UPF IOP 참가 경험 전수
IOP 참여로 Bluetooth-SIG 내 PTS(Protocol Test Suite)팀과 직접 대면 테스트 기회 제공
및 DF WG의 CTES와 ATP에 최초로 IOP 테스트 성공 기업으로 등록

기업명

오픈스택㈜

대표자

남재권

홈페이지

www.openstack.co.kr.

주요사업

Video Codec 장비 - 방송용 인코더

설립일

2008년 1월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97
분당테크노파크 A동 9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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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랩

2018

표준기술로 세계 시장에 최적화

제품 개발, 해외시장 진출, 표준 제정까지 한 번에
자동화 체감품질 측정 솔루션 업체인 ㈜넥스트랩은 2016년부터 3년째 TTA 장기집중 자
문을 받고 있다. 표준을 적용한 제품 개발, 해외 시장 진출, 표준 제정 주도까지 TTA 표준자
문 서비스를 통해 전방위적인 종합 자문을 받았다. OTT QoE 측정 솔루션 개발에 납품 계약
을 완료하고, IPTV STB 품질 측정 솔루션의 해외 시장 수출을 눈 앞에 두고 있다.

해외 진출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
자동화 테스트/품질평가 측정 솔루션 업체인 ㈜넥스트랩은 3년 차 TTA 표준자문 서비스
이용 기업이다. 스마트 기기 UX 품질의 정량적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에 대한 자문으로
2016년 인연을 시작했다. 2017년에는 해당 기술을 고도화해 IPTV 셋톱박스의 UX 품질
측정 기술을 개발하고, VR/AR 성능 측정 영역까지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 기술 개발 영역
의 확장과 납품 수주 성공이라는 뚜렷한 결과들이 매해 자문을 이어간 원동력이 되었다.

㈜넥스트랩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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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OTT 체감품질(QoE) 측정 솔루션 납품(SK Broadband)
셋톱박스 검증센터 솔루션 납품(SK Planet)
IPTV QoE / QoS 통합품질평가 연구과제 수주(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사업)
영상처리기반 이물검사 시스템 개발 및 납품을 위한 MOU 체결(Pungkook Corporation)

2017년

셋톱박스 검증센터 솔루션 납품(SK Broadband)
영상인식 기반 시나리오 테스트 자동화 연구과제 수주(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2016년

IPTV 셋톱박스 자동화 품질측정 솔루션 출시 및 납품(SK Broadband)

연차만큼 확대되는 TTA 자문 성과
통신망 품질관리와 체감품질 기술 전문가인 서범석 SK브로드밴드 매니저가 3년 연속으로
㈜넥스트랩의 자문을 담당했다. 서범석 매니저는 10여 년의 국내 IPTV/STB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시연 방안, 국내 사례에 따른 수출용 솔루션 진화 방안 등을 적극 제안했다. 지
금 ㈜넥스트랩은 베트남 FPT Telecom으로의 솔루션 납품계약 성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넥스트랩은 전문가의 풍부한 경험과 이해에서 비롯된 전방위적인 자문이 TTA 표준자문
서비스만의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평한다. 자문으로 얻은 성과인 기술 고도화와 신기술 개발
을 지속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인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넥스트랩은 다짐한다.

㈜넥스트랩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OTT QoE 품질평가표준을
활용한 OTT 서비스의
QoE 측정 솔루션 개발

Q
 oE 측정과 관련된 업계의 요구사항 설명
표
 준화위원회에서 개발 중인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품질 측정 방법’ 표준의 상용화
적용방안 자문
O
 TT QoE 측정 솔루션 개발 방향 및 기능/UI 설계안 검토

STB UI 탐색 자동화 기술 개발 및
기존 솔루션 대상 적용

A
 TSC STB UI 구성/변화를 자동으로 탐색하여 데이터화 하는 기술 개발
개
 발 알고리즘 타당성 검토 및 field 적용 가능성 시험
기
 존 QoS/QoE 계측 솔루션에 해당 기술 적용 방안 제안
개
 발 기술의 국내 표준화(2019년 완료 예정)

STB UX/UI QoE 솔루션 관련
신규 국책 과제 수주 지원

A
 TSC 기존 솔루션의 개선 방향 조언
작
 성된 제안서 관련 수정/보완 사항 조언

IPTV 서비스 & STB QoS/QoE
솔루션 수출 추진 방안

A
 TSC 고객사(베트남 FPT Telecom JSC) 상황에 적절한 솔루션 방향 제안
국
 내 IPTV 업계의 서비스 개선 history 및 솔루션 진화 방향 제공
국
 제적으로 솔루션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는 표준 적용/시험 방안 제안
제
 안서 검수, 제안/현지 시연 등을 위한 전략 수립

기업명

㈜넥스트랩

대표자

이창근

홈페이지

www.nextlab.co.kr

주요사업

Smart Automation, Smart Factory를 위한
자동화 테스트/품질평가 솔루션 개발공급

설립일

2012년 7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2 JS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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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N KOREA㈜

2018

TTA와 함께하는 W3C 국제 표준 정복

블록체인 기반 WebRTC 플랫폼 최초 개발
WebRTC 표준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스타트업인 ㈜AKN KOREA는 혼합현실 및 블록체인
기술 분야로까지 확장했다. 신기술 융합 서비스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그리고 확보한 특허
로 국제 표준 개발에 도전해 보고 싶었던 ㈜AKN KOREA는 WebRTC 표준 문제는 W3C에
서, 블록체인 표준은 EEA에서 해결했다. WebRTC 기술, 증강현실(AR), 블록체인을 융합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고, 플랫폼 성장을 위해 오픈소스화도 고려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표준 개발 따라잡기
㈜AKN은 WebRTC 표준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 및 융합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한다.
2016년 처음 TTA 자문서비스를 접했고 WebRTC 스트리밍에 적응형 스트리밍 기술을
구현한 White-label WebRTC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개발에 성공했다. 2017년에는 가
상현실(VR)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원격 멘토링 서비스 REGO(프로토
타입)’를 개발하고, 올해는 AR 글래스를 통해 WebRTC를 구현하는 제품 ‘ARTalk’을 출

AKN KOREA㈜의
주요 성과 내용

| 126

2018년

해외 특허 출원 지원사업 선정(서울지식재산센터)
블록체인 기반 WebRTC 플랫폼 MEET 출시

2017년

혼합현실 기반 커뮤니케이션 기술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정(중소기업청)
WebRTC 기반 원격 멘토링 서비스 REGO 출시
K-Global 300 기업 선정

2016년

WebRTC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WebPeer 출시
KOITA 투자연계형 R&D 지원사업 선정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사업 2단계 선정

시했다. 이 모든 서비스는 W3C WebRTC 1.0 표준에 기반한다. ㈜AKN은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회원사로서 W3C WebRTC WG에도 참여하고 있다.

보유 특허 기반 W3C 표준 제안, 서비스의 오픈소스화까지 고민 중
㈜AKN KOREA는 확보한 특허를 바탕으로 ‘peer:URI scheme(WebRTC 전용의 인터넷
주소 사용을 제안)’에 대한 W3C 표준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이 표준은 ‘19년 W3C에 제
안할 계획이다. WebRTC에서 Peer의 설정이나 연동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서비
스 확산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판단했다.
이원석 박사는 기존 ㈜AKN KOREA의 WebRTC 기반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실제 서비스 형태와 사례를 소개하고 서비스 개발 방식 및 개선 방법 특히, 플랫
폼으로서의 역할과 서비스 구조를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문했다.

AKN KOREA㈜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peer : URI scheme’의
W3C 표준화 추진 자문

미
 들웨어와 게이트웨이에 올릴 구체적인 규격과 프로토콜 제안
Q
 oS 관점의 데이터 타입 종류 및 전송방법 제시
트
 래픽 발생 모델 설계를 통해 네트워크 구성 시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 후보군
선택 조언

블록체인의 표준화 현황 및 개발 방법/
방향, 오픈소스화 전략

W
 3C에서 블록체인 표준화 추진 방향 및 전략
ISO에서 블록체인 표준화 추진 방향 및 전략
W
 ebRTC와 블록체인의 융합 방안
E
 thereum 및 Solidity 개발 방법론 및 Ethereum test net 및 main net 적용 전략
블
 록체인 기술 오픈소스 프로젝트 컨셉 설정 및 방향, 사례 자문

기업명

AKN KOREA㈜

대표자

심혁훈

홈페이지

www.akn.io

주요사업

블록체인 기반 WebRTC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설립일

2015년 2월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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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

2018

천리 표준도 한 걸음부터

ITU-T 국제 표준화와 표준 특허 동시에 노린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핵심 모듈 중 하나인 감성 인식 기술과 관련 특허를 보유한 ㈜아크릴
은 감성 인식 솔루션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은 초
기 단계인 인공지능 국제 표준화 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지에 대한 ㈜아크릴의 고민을
TTA 표준자문 서비스가 앞을 내다보는 표준 계획으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제안할 것인
지 가이드했다. ITU-T SG16 신규 표준 제안을 위한 배경 기술 기고서를 제출하고, ITU-T
SG16 Q24에 ‘멀티모달 감성 인식 UI 표준화’ 신규 제안을 성공했다.

인공지능 표준, 지금이 기회
㈜아크릴은 2011년 텍스트 기반 감성 인식 솔루션으로 출발했다. AI플랫폼, AI 시스템, AI
응용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한다. 텍스트 분석 지능, 감성 분석 지능, 대화 지능, 학습 데이
터 생성 시스템, 분산 데이터 크롤링 엔진, 분산처리 컴퓨팅 프레임워크 기술을 보유했다.
사람에 공감하는 궁극의 AI 구현을 목표로 현재 공감형 인공지능 플랫폼(Jonathan) 기반
AI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 중이다.

㈜아크릴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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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전략적 투자 유치
옴니씨앤에스와 감성 분석 인공지능 기반의 심리상담 플랫폼 개발 MOU 체결
베스티안병원 재단과 인공지능 헬스케어 신사업 업무 협약 체결
B2C 서비스 Hawayou IF 디자인 어워드 ‘Social Media’ 부문 수상

2017년

특허경영대상 특허청장상(금상) 수상
이노비즈 기업 선정 (AA등급)
우수 벤처기업 선정 (벤처기업협회)

국제 표준 선정을 향한 치밀한 플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최미란 책임이 ㈜아크릴을 위한 표준 자문위원으로 배정되었다.
자문은 ㈜아크릴의 보유 기술인 언어지능의 표준 반영을 NP → CD → 표준 승인의 총 2
년 과정으로 설계했다. 세부적으로는 감성 인식과 관련된 신규 표준화 항목(NP) 제안 과정
을 소개하고 제안 표준기구로 ITU-T SG16 Q24 Human Factors related issues를 제
시했다. 제2 후보로는 중국 발의로 Sentiment analysis framework을 개발 중인 JTC1
SC35 WG5를 꼽았다. ㈜아크릴은 최미란 책임의 지도하에 7월 정기 ITU-T SG16 회의
에서 신규 표준화 항목을 제안하기 위한 배경 기고서를 제출했다. 참여 국가들의 긍정적
인 반응이 이어졌다. 곧바로 차기 회의에서 제안할 신규 표준화 항목에 대한 제목 선정과
목록 등 구체적 내용이 자문회의에서 검토되었다. ITU-T SG16 Q24 회의에서도 감성 인
식 프레임워크 전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점으로 정의해 모듈별 상세 표준화를 제안하
는데 성공했다. ㈜아크릴은 표준화 기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절차와 더불어 인공지능
멀티모달 감성인식 프레임워크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사항 및 표준 진행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표준화를 진행하게 되는 쾌거가 이어졌다. 표준특허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의 방문 교육을 제공하는 TTA 표준자문 서비스가 대단히 좋은 기회
였다고 전한다. 이제 국제표준과 표준특허로써 글로벌 시장 진출을 꿈꾼다.

㈜아크릴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감성 인식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의
최신 표준 정보

감성 인식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의 현황 정보 제공
표준 제안할 후보 표준화 기구 소개 및 추천

감성 인식 프레임워크 표준기술 개발

감성 인식 표준화와 표준특허 창출에 적합한 표준기구 소개 및 표준 주제 제안
기고서를 통한 신규 표준화 항목 프로세스에 대한 조언

기업명

㈜아크릴

대표자

박외진

홈페이지

www.iacryl.com

주요사업

AI 플랫폼·시스템·응용 사업

설립일

2011년 3월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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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티

2018

국제 표준으로 꿈꾸는 안전한 바다

AIS와 인터넷 결합한 스마트 선박 서비스 국제 표준화
해양 관련 기관에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엠티.
15년 이상 해양 안전 및 선박 관제 분야에서 기술력을 키웠다. 자율운항은 물론 경제적, 안
전 운항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시핑(smart shipping) 시대, AIS와 인터넷을 결합한 국제 표
준이 없어 해상사고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TTA 자문 서비스는 AIS-i 국제 표준 현장에
다리를 놔주었고, 서비스와 장비 시장 선점을 위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미국 RTCM의 AIS-i
표준 사용을 협의하고 있으며, ISO TC8 WG10에 PWI(예비작업항목) 등록을 성공했다.

해난사고 예방할 AIS 국제표준
㈜지엠티는 해상선박 관제, 항로 표지 관리, 항공관제, 항해통신 및 수색 구조 등에 관한
장비와 서비스를 다루는 기업이다. e-Navigation의 차세대 핵심통신기술인 VDES(VHF
Data Exchange System)에 주목하고 2016년부터 TTA와 인연을 맺어왔다. 2017년에
는 자문서비스의 성과로 IALA, IEC TC80, NMEA 등의 관련 국제 표준 당사국들과 빠르
게 접촉하고 협력할 방안과 전략을 마련했다.

㈜지엠티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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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형 e-Navigation 통합시험센터구축사업
해양수산부 AIS 시스템 운영 및 구축사업

2017년

해양경찰청 통합재난시스템 구축사업
수협중앙회 조업 알리미 시스템 구축사업
해양수산부 원양어선 FMC 사업

2016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재난 대응 체계 컨설팅 및 구축사업

국제 공통 시스템 판로 개척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유영호 소장이 2018년에도 ㈜지엠티의 자문위원을 맡았다.
우선 RTCM에서 이미 AIS-i 표준을 개발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지엠티가 사용
할 수 있도록 RTCM과 협의했다. ㈜지엠티가 스마트선박의 인터넷과 연계한 각종 서비스
를 상선과 어선에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나아가 이 서
비스를 포함해 인터넷과 AIS를 연계한 스마트 선박 서비스 표준을 ISO TC8 WG10(스마
트 시핑 표준화그룹)의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PWI(Preliminary Work Item, 예비
작업항목)로 제안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전략을 세웠다. 그 결과, 2018년 10월 영국 런던
에서 개최된 TC8 WG10에서 PWI 등록을 성공할 수 있었다.
㈜지엠티는 TTA 표준자문 서비스를 통해 상선과 어선 간 정보 교환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세계에 제시할 수 있었다. 여러 국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판로를 개척
한 것이다. AIS-i 및 관련 통신기술 연구와 제품 기획의 방향도 잡았다. 현재 제품화를 진행
중인 ㈜지엠티는 추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표준화 관련 사업 수주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엠티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AIS-i를 이용한 스마트 선박
서비스와 서비스 표준 개발

미
 국에서 논의 중인 AIS-i 표준 설명 및 정보 제공
국
 내 어선과 상선 간 해난사고 방지를 위한 위치 공유 방법 제안
고
 의적 V-Pass 전원 차단으로 인한 위치전송 방해 방지 방법 제안

AIS와 인터넷 결합
서비스 표준의 국제 표준화

추가적 서비스 표준 제안을 위해 미국 RTCM과 표준 사용에 대해 협의
S
 tandard of Service for Smart Shipping combining AIS and Internet 발표
자료 검토 및 전략 수립

기업명

㈜지엠티

대표자

이주환

홈페이지

www.gmtc.kr.

주요사업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선박 관제 시스템, 항해 통신 장비

설립일

2002년 5월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9-22,
판교W-CITY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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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본

2018

국제 표준으로 그린 큰 그림

이종 소재 융복합 3D 프린터 소프트웨어·장비 표준화
연구소 중심 융합기술 개발 전문기업 ㈜후본은 2014년부터 IP R&D를 통한 차세대 3D 프
린팅 기술 확보에 힘쓰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했지만 기술 선점과 표준
화를 위한 방법을 몰라 막막한 상황에서 TTA 표준자문 서비스를 만났다. ASTM F42, ISO/
IEC JTC 1/WG 12 멤버로 국제 표준화에 참여할 수 있었고 중장기 사업전략, 기술 사업화
방향을 구체화했다.

국제표준의 블루오션 3D 프린팅
㈜후본은 융합기술 개발 전문기업이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IT 기술 등
에 전문성을 구축하며 융복합 소재 출력 3D 프린터 솔루션, 착용형 컴퓨팅 HMD(Head
Mounted Display), IoT 보안 시스템 SECARD 등 50여 건 이상의 기술 특허를 보유했다.
2014년부터 IP R&D를 통한 차세대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연구과 특허출원 등을 통한
기술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

㈜후본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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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통한 표준개발 활동 및 기술 개발(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17년

자동차 3D 프린팅을 위한 3축 제어 프로그램 개발 및 솔루션 공급(한국탄소융합기술원)

2016년

지식재산 활용 전략 사업 선정(한국발명진흥회)

2015년

특허경영대상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표창

2014년

IP R&D ‘차세대 3D프린터’ 전략사업 주관(한국지식재산전략원)

꿈을 현실로 이루는 표준
TTA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3D융합산업협회의 강승철 팀장과 한국전자통신연
구원의 이병남 박사, 이승욱 박사 및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이환용 교수를 ㈜후본
에 소개했다. 이들은 ASTM F42(미국재료시험학회)에 회원사 가입을 추천하고 ISO/IEC
JTC 1/WG 12(3D 프린팅 및 스캐닝표준화)에 멤버로 참가하도록 적극 지원했다. 3D 프
린팅 및 콘텐츠 보안을 위한 DRM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자문도 이루어졌다. ㈜후
본이 ISO/IEC JTC 1/WG 12의 국내 및 국제 표준화 회의 온라인 컨퍼런스콜에 참여하게
된 이후에는 ㈜후본의 사업 아이템을 표준화에 반영할 방안을 논의했다. ㈜후본 특허만의
특성을 활용한 PCB 고 전문성이 바로 적용될만한 예술 분야 등 가능한 실증화 영역을 체
크했다. 사업성과 시장 현황, 운영 접근에 대한 기술과 콘텐츠 보안 방안에 대한 대응 필요
도 확인했다 .
㈜후본은 표준과 특허를 포함한 기술 전략이 중장기적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
한다. 제품과 기술 개발 대상을 선정할 때 시장의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표준활동을 통한 기업의 기술 이미지 제고와 경쟁사의 동향 정보 획득도 기대하고
있다. 일반 사용자들도 가정에서 쉽게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셀프팩토리, ㈜후
본이 꿈꾸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미래에 TTA가 동참한다.

㈜후본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포맷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방향 설정

3
 D 프린팅 관련 표준화 기구 및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
특
 허 표준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관련 기술 자문

3D 프린팅 콘텐츠 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DRM 관련 기술 등)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방향 설정

3D 프린팅에 대한 표준화 연관 기술로 DRM 관련 기술 제안
표
 준을 기업 전략체계에 맞추는 방안 설명, 참조 사례 확보

기업명

㈜후본

대표자

배영식

홈페이지

www.whoborn.net

주요사업

ICT 융합 기술 개발, 표준기술 개발 및 제품화

설립일

2013년 4월

주소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24길 20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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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크웨어㈜

2018

국제 표준으로 본격 세계 진출

ADAS 솔루션 국제 표준화
국내 최초 PDA 기반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팅크웨어㈜는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했다. 국제 표준화 활동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TTA 표준자문 서
비스를 만났다. 팅크웨어㈜가 보유한 ADAS 기술과 국제표준과의 매칭 작업으로 ADAS 관
련 신규 특허 아이템을 설계하고 표준 특허 확보 로드맵을 수립했다. ISO 11067 국제 표준
인증 시험도 준비 중이다.

국제 통용 차세대 솔루션을 위해
팅크웨어㈜는 2001년 국내 최초로 PDA 기반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차량
용 내비게이션 장치,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 및 위치 기반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시장을 선
도한다. 2014년에는 국내 최초로 증강현실(AR) 기반의 내비게이션을 출시했고 해외 28
개국에 차량용 블랙박스(Dash cam)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과 AR/ADAS 솔루션 공급을 계획 중이다.

팅크웨어㈜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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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본 Volkswagen에 Dash cam 제품 공급

2017년

일본 Denso Sales에 Dash cam 제품 공급

2016년

KT, LGU+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시

2015년

Mercedes Benz Korea 전용 블랙박스 공급

2014년

국내 최초 증강현실 기반 내비게이션 X1 출시

세계 시장을 향한 인증마크, 표준
팅크웨어㈜가 보유한 ADAS 관련 기술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해 안전한 주행에 필요
한 정보를 검출·계산·제공한다.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기반기술이다.
전문가는 팅크웨어㈜의 ADAS 솔루션과 현재 국제표준의 개발방향을 비교하고, 보유 특
허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 반영 가능성을 자문했다.
팅크웨어㈜는 이번 표준자문 경험으로 국제 표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게 되었다. 보유 기
술들의 표준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막연했던 ISO 표준 시험의 구체적인 시험 방법 등을 알
게 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TTA의 도움으로 얻은 표준화 주요 멤버들과 긴
밀한 체계를 구축해 국내 표준화 활동도 지속한다. 팅크웨어㈜는 향후 표준화 기구의 IPR
정책을 고려한 표준특허 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팅크웨어㈜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ADAS 솔루션 표준화
방향 설정 및 애로 사항 분석

A
 TSC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 자료 제공 및 설명
연
 관성이 높은 EEBL FVCWS ACC PADS CSWS 등의 표준 문건 전달 및 설명
표
 준화 회의 현장의 최근 이슈 설명

ADAS 국제표준화를 위한
국제 표준화 기구 문서 검토

팅크웨어㈜에 적합한 C-ITS 시스템들에 대해 논의
C
 -ITS 서비스 항목에 대한 제안 및 설명, 자료 전달
차
 량용 통신 메시지 관련 내용 논의

ADAS/자율주행차 국제
표준화 관련 인증 프로세스

ISO를 기준으로 목표치를 포함하는 절차서 작성, 구체적 시나리오 구축
다
 중 차선 인식 관련 단일 카메라를 통한 인식방법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안

기업명

팅크웨어㈜

대표자

이흥복

홈페이지

www.thinkware.co.kr

주요사업

차량용 블랙박스, 차량용 내비게이션, 위치 기반 서비스

설립일

1997년 3월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
(삼환하이펙스 A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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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이팩토리

2018

시장 확대와 수익 창출 이끄는 국제 표준

보유 특허로 차세대 이미지 포맷 국제 표준화 추진
새로운 형식의 이미지 포맷, ‘디테일’ 솔루션을 제공하는 ㈜피제이팩토리는 차세대 이미지
네트워킹 선도 기업을 꿈꾼다. 각기 다른 연관 이미지들을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는 표준을
제안하고 싶었고 TTA 표준자문 서비스를 만나 국제 표준화 기구 활동을 시작하면서 기술
을 구현하기 위한 이미지 포맷을 JPEG 360 AHG에 제안 중이다.
6건의 다중 이미지 처리 기술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
통신 방송표준개발 지원사업을 수주했다.

포괄적 종합 표준의 필요성
㈜피제이팩토리는 모바일기기 기반 카메라 앱 및 SNS 솔루션인 ‘디테일(DETAIL)’을 서비
스한다. 디테일은 ㈜피제이팩토리의 특허 상품으로 이미지 정보화 작업을 최소한의 움직
임으로 가능하게 하는 UX기술을 구현했다. 2016년부터 TTA 자문서비스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피제이팩토리는 현재 자문성과로 2018년 상반기부터 ISO/IEC JTC 1/SC 29/
WG 1 360도 이미지 그룹에서 국제표준화 활동 중이다.

㈜피제이팩토리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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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9, 80, 81차 ISO/IEC JTC1 SC29 WG1 국제표준화회의 활동(360도 이미지그룹)
AWS 국내 최대 총판업체 ‘메가존’과 협업 NDA 및 MOU 체결
IITP ‘정보통신 방송표준개발’ 및 ‘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
백남준 아트센터와 협업 NDA 및 MOU 체결

2017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 선정
예술의 전당과 협업 NDA 및 MOU 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
IITP ‘첨단 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

세계가 인정하는 표준 특허 포트폴리오
㈜피제이팩토리는 TTA 표준자문 서비스에서 새로운 이미지 파일 포맷에 대한 자문을 구
했었다. 2년차 2018년의 자문 대상은 SC29/WG1의 19566-6 JPEG 360 Metadata와
point to point move다. 폭넓은 전문가 풀에서 적합한 전문가를 발굴하고 자문회의에 필
요한 행정 등의 처리를 지원하는데는 TTA 표준자문 서비스만 한 데가 없었다. 2년 여에 걸
친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과 부처 공동 사업기획으로 함께 추진한 TTA 자문의 성
과로 ㈜피제이팩토리는 6건의 다중 이미지 처리기술 관련 유즈 케이스를 고려한 특허 포트
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방송표
준개발 지원사업을 수주하고 ISO/IEC JTC1 SC29 WG1 JPEG 360AHG에도 참여했다.
㈜피제이팩토리는 현재까지 AHG 내 기고 및 발표 2회, Requirement 기고 및 발표 2회,
Recommendation 등록 1회 등 활발한 국제 표준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 단계는
다중 이미지 처리기술 관련 출원 특허를 표준화 추진 기술과 시장 활용 기술로 구분하는 것
이다. 표준화 주요 멤버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시장 형성과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표준기술 콘텐츠·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피제이팩토리의 계획이다.
㈜피제이팩토리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360 Image file format 및 JPEG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의 최신 표준 정보

A
 TSC JPEG 360 image file format에 대한 19566-6 – JPEG 360
메타데이터 동향 설명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 제안 내역, 트렌드 정보 제공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JPEG 360 표준기술 제안

360 Image file format
기술 구현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

JPEG 360 image file format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프로토콜 제안
JPEG과 MPEG의 데이터 타입 종류 및 file format 제시
JPEG 360 Use case 조언

기업명

㈜피제이팩토리

대표자

박정환

홈페이지

www.pjfactory.com

주요사업

‘DETAIL’ 이미지 솔루션 서비스

설립일

2016년 1월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4길 68, 610호

137 |

CHAPTER 4
우수 자문 기업 Story

52

㈜유양디앤유

2018

표준으로 밝히는 특허 기술

초연결 IoT 서비스를 위한 가시광 통신 서비스 플랫폼 표준 제안
디지로그 회로기술 기반의 ICT 융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양디앤유는 가시광 통신 기
술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가시광 통신(VLC) 기반 IoT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관
련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TTA 표준자문 서비스를 3년째 이용중이다. 표준화 전략에서
사업화 방향까지 빠짐없이 조언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방송표준개발 지원사
업 과제를 수주할 수 있었고 국내·외 표준화를 동시 추진 중이다.

표준의 잠재력을 깨닫다
㈜유양디앤유는 디지로그 회로기술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TV용 전원공급 장치와 고출력
LED 조명, ICT 융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VLC기반 IoT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표
준특허 개발 및 국제표준화를 연계 추진하고자 했다. 3년에 걸친 표준자문으로 ㈜유양디
앤유는 VLC 기반 IoT 서비스를 지원하는 무선 조명 네트워크의 구성이 가능해졌다. 서비
스 구현 시나리오를 발굴하는 한편, 특허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국내특허와 PCT를 3년
째 출원·진행하고 있다.

㈜유양디앤유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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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철도공사 승강장 안전문 VLC시스템 적용 대체 센서 개발 계약

2015년

오스람 실바니아 LED 솔루션 공급계약 체결

2014년

LED 산업 신기술 최우수 대통령상 수상(가시광 무선통신)

2012년

600W LED 투광등 북미 안전인증 획득 및 첫 수출

사업화에 박차를 가한 표준자문
㈜유양디앤유의 올해 TTA 표준자문 목표는 관련 정부 사업의 지원을 통해 핵심 기술을 조
기에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국제 표준화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TTA는 융합 서
비스 전문가인 경북대학교 고석주 교수를 계속해서 ㈜유양디앤유의 자문위원으로 임명했
다. VLC 기반의 IoT 서비스를 지원하는 무선 조명 네트워크의 구성이 가능해지자 전시 안
내 서비스를 Use case로 하여 VLC 송수신 서비스를 구현했다. ㈜유양디앤유는 이 기술
로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장치 VLC 플랫폼 적용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다.
TTA 표준자문 서비스가 사업화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유양
디앤유는 말한다. ㈜유양디앤유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표준 개발지원 과제도 수주했다. 2.5년간 약 6억이 지원되는 정부 사업이다.
또한 지금까지 도출된 11건의 특허 성과물 중 표준 관련성이 높은 기술들은 이른 시일 내
에 표준안 반영을 목표로 추진을 앞두고 있다.

㈜유양디앤유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VLC기반 IoT 서비스 기술의
국제·국내표준화 추진 전략

A
 TSC VLC 보유 기술을 IoT 서비스에 적용하는 세부 방안 제안
V
 LC 기반 IoT 기술의 국내·국제 표준화 추진(TTA PG 425, ITU-T SG20)

VLC 기반 IoT 서비스 기술
구현, 검증 및 사업화
추진 방향 수립

IoT 서비스에서 VLC 기술의 장점 극대화 방안 제안(실내 위치, 보안성)
V
 LC 기반 IoT 기술의 상용 서비스 시나리오 발굴(위치 기반 안내서비스 등)
V
 LC 기반 IoT 서비스 기술의 구현 및 테스트베드 검증
V
 LC 기반 IoT 서비스 및 핸드오버 관련 특허 공동개발(국제특허 출원)

기업명

㈜유양디앤유

대표자

김상옥, 박일

홈페이지

www.yuyang.co.kr

주요사업

SMPS 모듈, LED 솔루션, HIC, 스마트팜, IoT 및
가시광 통신 모듈

설립일

1976년 11월

주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길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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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피스코리아

2018

표준기술로 눈앞에 다가온 상품화

IoT 기반 다기능 스마트 멀티탭 제품 개발
컴퓨터 주변 기기와 모바일 액세서리 도매업체 ㈜이오피스코리아는 IoT 기술을 적용한 스
마트 오피스 사무용품을 개발하고 있다. 판매력은 높은데 기술력이 부족하고, IoT 상품화를
실현할 맞춤형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TTA를 만나 최적화를 이룰 표준기술과 서비스 모
델을 자문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R&D과제를 수주할 수 있었고, 이를 발판으로 스마트 오
피스, 스마트 홈케어 소형가전 라인업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제품 개발의 키워드, 표준기술
컴퓨터 주변 기기 및 모바일 액세서리 도매업과 가맹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이오피스코
리아는 유통전문 중기업으로서 보유 제품의 IoT 연계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19년간 축적
한 생산 및 유통 노하우와 전국 단위 B2B 유통망, B2C 대형 할인점 기반의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표준으로 첫 삽 뜨는 스마트 오피스
TTA는 윤주상 동의대학교 산업융합시스템공학부 교수를 ㈜이오피스코리아의 표준자문
위원으로 추천했다. 최우선 사항은 멀티탭에 통신 기능을 적용해 전원 온/오프 제어, 스마
㈜이오피스코리아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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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전문기업(K-ESP) 협력기술 개발사업 선정

2017년

경영혁신(Main-Biz) 선정

2016년

삼성물산 ㈜플레오맥스 해외 및 국내 상표권 인수(86개국)

2015년

커버스토리 휴대폰 케이스 프랜차이즈 인수

트 오피스 에너지 관리 허브 역할 등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었다. 윤주상 교수는 제품에 필
요한 기능을 검토하고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제시했다. 사업화를 위해 생산원가
측면까지도 면밀히 고려했다. 구현에 필요한 표준기술로는 블루투스 및 블루투스 메쉬 표
준기술이 제시되었다. 블루투스 메쉬 기술은 간단한 구성 방식으로 메쉬 네트워크를 형성
한다. IoT 응용 서비스 개발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에너지 절감 측
면을 고려한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추후 스마트 오피스 에너지 허브 기능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
㈜이오피스코리아는 이번 TTA 표준자문 서비스를 통해 제품에는 단일 기술이 필요한 경
우보다 여러기술이 복합적으로 상호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종합적인
개발을 수행하는 데는 표준 정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번에 얻은 노하우다.
㈜이오피스코리아는 이번 자문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홈케어 소
형가전 라인업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이오피스코리아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IoT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의
최신 표준 정보

A
 TSC IoT 근거리 통신 기술에 대한 설명
블
 루투스 기술 및 블루투스 메쉬 네트워크 구축 표준기술 제공
㈜
 이오피스코리아가 개발 중인 IoT 제품에 필요한 표준기술 제안

IoT 기반 스마트 멀티탭 개발

통
 신 기능이 제공되는 IoT 기반 스마트 멀티탭의 서비스 모델 제안
스
 마트 멀티탭에 적용 가능한 통신 방식 검토
블
 루투스 4, 블루투스 5 및 블루투스 메쉬 표준기술 적용 방법 제시
메
 쉬 기술 적용 시 서비스 모델 조언
스
 마트 멀티탭 제어를 위한 앱 설계 및 기능 조언

기업명

㈜이오피스코리아

대표자

임광철

홈페이지

www.pleomaxclub.co.kr

주요사업

컴퓨터 주변기기 및 모바일 액세서리
도매업/ 가맹사업

설립일

2004년 7월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14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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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네트웍스

2018

표준 발판 딛고 도약

이중화 기능 내장 L2 이더넷 스위치 개발
IT 보안 솔루션 개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루네트웍스의 최근 관심 분야는 표준에
부합하는 SBC 장비 개발, L2 이더넷 스위치 이중화 기술이다. 표준화, 사업화, 기술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TTA의 단기수시 자문서비스를 받았다. SBC 장비 개발을 완료하고, 중소
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도 수주할 수 있었다. 표준화를 통해 기술을 확산
하고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 구현 어려움 타개하는 표준
㈜트루네트웍스의 주요 사업 분야는 MikroTik의 네트워크 장비 국내 총판 및 NSP, VPN,
NUC Server 서비스다. 연평균 매출액 대비 30%를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에 투자해 다양
한 IT 솔루션 사업화로 확장하고 있다. 기술 집약, 고집적, 저전력, 외산 솔루션 대체, 시스
템 통합을 위한 솔루션을 연구해 공급한다.

표준화 통한 기술 확산
이광국 KT 책임은 프로토콜 레벨에서의 이중화 기능 구현 방안과 효율적인 기능 검증 방안
㈜트루네트웍스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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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규 특허출원 4건, 등록 3건
모바일 게이트웨이 TTA 자급제 단말 인증 및 전용보안장비(SBC) 개발
모바일 콜센터 솔루션, 중소기업용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솔루션 테크팀, RDI 기반
선박용 통합 인프라 솔루션 출시

2017년

누적 특허 12건 출원 2건 등록, sktellink, kt 등 장비납품, 매출 20억 달성

2016년

정부 연구개발과제 선정(2건 5억)

을 제시했다. 특히, MAC 테이블 동기화 방법 중 ITU-T G.8032에서 사용되는 방식의 예를
들어 테이블 공유 메커니즘을 프로토콜화 하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표준화를 통한 ㈜트루네트웍스의 보다 큰 기술 확산도 꾀했다. 이더넷 관련 기술
의 표준화를 담당하는 TTA 이더넷 프로젝트그룹(PG218)의 활동과 관련 표준화 기술들을
㈜트루네트웍스에 소개했다. L2 이더넷 스위치 이중화기술 표준화를 제안하기 위해 직접
위원회에 참가해 분위기도 경험해 보았다. 현재 관련된 표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표준화를 통한 기술 확산, 시장 확대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문가는 전망했다.
TTA 표준자문 서비스의 노력으로 ㈜트루네트웍스는 국내표준에 부합하는 SBC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 이중화 기능 내장 L2 이더넷 스위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
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도 수주했다. 모바일 콜센터 솔루션 국
내 도입을 위해 법적, 제도적인 검토를 시작하고 시장 공략 방향을 수립 중이다. TTA 표준
자문 서비스가 소기업을 벗어나 중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주었다고 ㈜트
루네트웍스는 말한다.

㈜트루네트웍스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SBC 제품의 표준 부합화 확인

A
 TSC 개발중인 SBC 제품의 보안 요구사항, 보안 표준 적용 점검 자문
스위치 이중화 기능 구현

스위치 이중화 기능 구현

A
 TSC L2 이중화 기술 소개(LAG, MC-LAG, VRRP/HSRP, ERP 등)
스
 위치 MAC 테이블 동기화 기능 구현 애로사항 조치 방법 제시

이중화 솔루션의 표준화 방안 및
적절성 논의

A
 TSC TTA 국내 표준화 제안 가능성 제시
특
 화 기술 표준화에 따른 IPR 제도 검토 조언
T
 TA PG218 표준화 활동 범위 소개

기업명

㈜트루네트웍스

대표자

류선영

홈페이지

www.truenetworks.co.kr

주요사업

IT 보안 솔루션 개발 및 IT 서비스, 정보통신 장비 수출입

설립일

2009년 6월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3번길 10번지
하나EZ타워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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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전자

2018

약점을 극복하는 표준기술

충격 센서를 이용한 탁구경기 자동심판 장치 개발
전자장치와 자동화기기 분야의 오랜 실력자인 여우전자는 스포츠 산업과 IoT 기술을 융합
한 제품을 개발 중이다. 무선통신 전문지식이 부족해 신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TTA 단기수시 자문서비스를 받았다. 블루투스 표준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구현할 수
있었고 시간과 노력 모두 절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주
하고, 국민대학교와 무선통신 부문 산학연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판단이 어려울 땐 표준이 기준
㈜여우전자는 전자장치와 자동화기기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다. 전자기술을 기반으
로 Embedded system, 유무선 통신 장치 개발, Mechatronics 장치를 개발한다. 주요
제품으로 LCD 터치 패널, 카드 프린터, 통행권 발행기, 통행권 확인기 등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Controller를 개발·판매한다. 최근 신규 사업으로 스포츠 산업과 IoT 기술을 융
합한 제품 개발을 준비 중이다.

㈜여우전자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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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 대상 선정

2017년

스포츠개발원 보육기업 선정
8 Hopper Card 발급기 개발

2016년

고속도로 통행권 제어시스템 개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표준
TTA는 무선 통신 전문가인 동의대학교 산업융합시스템공학부 윤주상 교수를 ㈜여우전자
에 소개했다. 우선적으로 업체에서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필요 기술 검토가 시행되었다.
윤주상 교수는 다 대 다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어
블루투스 기술을 통해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상대적으로 간섭
문제와 네트워크 구축 비용에서 자유로운 블루투스 4.2 기술과 블루투스 메쉬 네트워크
표준기술을 선정했다. TTA 자문으로 제품에 필요한 통신기술과 나아갈 방향까지 조언을
받으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여우전자는 이후 ST사의 블루투스 4.2 키트를 구입
해 블루투스 기반 성능을 테스트 해보았다. 자체적으로 블루투스 4.2 모듈을 제작해 자동
심판장치의 충격 센서 모듈 시제품 성능을 확인중이다.
㈜여우전자에게 무선통신은 약점이었다. 그러나 TTA 표준자문 서비스로 무선통신에 대
한 자신감을 갖게 되어 향후 다른 IoT 산업 분야로의 진출도 모색할 것이라고 ㈜여우전자
는 밝혔다. 현재 개발 중인 미세 다중 충격 센서를 활용한 IoT 기반 탁구 자동 심판 장치는
해외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여우전자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IoT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의
최신 표준 정보

IoT 통신 분야 중 근거리 통신 기술 방식에 대한 설명
근
 거리 통신 환경에서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 및 통신 방법 제공
블
 루투스 기술 및 블루투스 메쉬 네트워크 구축 표준기술 제공

소규모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
탁구 점수대 개발

스
 마트 탁구 점수대 제품에 필요한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 방법 제안
스
 마트 탁구 점수대에 적용 가능한 통신 방식(와이파이, 블루투스) 검토 및 제안
블
 루투스 5.0 및 블루투스 메쉬 표준기술 적용 방법 제시

기업명

㈜여우전자

대표자

박창호

홈페이지

www.smartfox.kr

주요사업

전자장치, 자동화기기

설립일

2013년 10월 30일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2길 10 옥산빌딩 402호

145 |

CHAPTER 4
우수 자문 기업 Story

56

타이니파워㈜

2019

표준 경험 제로에서 IEEE-SA 신규 위원회 창설까지

IEEE 2847 Working Group 창설로 직류전력선통신 표준 제정의
기틀을 갖추다
타이니파워㈜가 개발한 새로운 방식의 직류전력선통신 기술은 고전적 컨덴서 커플링방식
의 Impedance matching 이슈로 인한 통신 신뢰성 문제를 해결한다. RF Carrier의 불요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고가의 Blocking Filter 요구를 피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술이다.
기존 교류전력선통신과 달리 직류기반의 기술로서 태양광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ESS, 직
류 마이크로그리드와 같은 직류전력환경에서 경쟁력이 있다.

신기술 개발, 막연한 표준화
신기술을 개발해도 IEEE 사실 표준화 추진은 어려운 중소기업
해당 기술을 포섭할 카테고리의 워킹그룹조차 없는 상황
교번 직류전력선통신(HPLC)은 H-Bridge 회로를 이용해 두 가닥인 직류전선의 상대적 전
위 높낮이를 바꿀 수 있다. 패턴에 전송 데이터/제어 명령을 맵핑하며 수신 측에서는 이를
분석·복호해 정류수단으로 평탄화하고 회로나 연결된 직류부하에 전력원으로 공급한다.
IEEE-SA PLC 후원그룹 내 다양한 워킹그룹에서 전력선통신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었
으나 타이니파워㈜의 독창적인 기술을 표준화할 적절한 워킹그룹은 없었다.

경험으로 전수하는 알짜배기 표준화 팁
매뉴얼만으로 알 수 없는 IEEE 표준화 과정의 관례와 노하우
실제 표준화 과정을 경험한 전문가의 가이드로 시행착오 없는 진행
타이니파워㈜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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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 특허등록(U.S. 10298292)

2018년

EU 특허등록(EP 3163550)

2017년

한국 특허등록(KR 101745779), 일본 특허등록(JP 6259126)

TTA는 IEEE 표준화 전문가인 ㈜조이펀 정상권 대표를 자문전문가로 임명하고 IEEE-SA
PAR(Project Authorization Request, 과제승인요청서) 제출과 워킹그룹 창설을 주제로
12월까지 총 8회의 자문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IEEE 매뉴얼에 나오지 않는 IEEE
의 표준화 과정의 실무 절차를 소개하고 맞춤 표준화 전략을 제공했다.

국제 표준화를 위한 모든 상황 준비 완료
대전력 직류전력의 원격전송과 신뢰성 높은 전력선통신에 대한 표준화 진행
새로운 IEEE 워킹그룹 신규 창설로 신기술 표준화 토대 마련
HPLC의 IEEE 국제 표준화가 목전에
자문의 성과로 타이니파워㈜는 IEEE-SA 신규 표준화 위원회인 ‘DC Power
Transmission and Communication to DC Loads Working Group’(코드명 2847, 의
장 정상권) 신설을 승인받았다. 표준화 프로젝트(코드명 P2847)의 승인도 잇달아 획득했
다. 2020년 워킹그룹 창립총회 및 의장단 운영, 기고서 작성 제출, 표준안 도출 등 본격적
으로 타이니파워㈜의 기술의 성공적인 IEEE 표준화를 위한 프레임을 만들 예정이다.

타이니파워㈜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IEEE 및 IEEE-SA 기구 소개

A
 TSC IEEE-SA 기구 및 표준화 절차 소개
신
 규 WG 창설을 위한 절차와 전략 소개

IEEE PAR 작성 지원

A
 TSC PAR의 개념적 정의, 작성 방법 및 전략 공유
P
 AR 담당 후원그룹 검토 및 협의
작
 성된 PAR 검토 및 보완

IEEE-SA 신규 위원회 창설 지원

H
 PLC 기술 표준화를 위한 IEEE-SA 신규 WG 창설 지원
W
 G 운영 규정 및 운영방안 제정을 위한 전략 수립

기업명

타이니파워㈜

대표자

최창준

홈페이지

http://www.tinypower.co.kr

주요사업

LED 시스템조명, 마이크로그리드를 위한
직류전력선통신 솔루션, 교통 및 관제

설립일

2015년 1월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관양동 에이스평촌타워) 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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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임

2019

패러다임을 바꾼 기술 표준의 쾌거

TTA 국내 표준 등재로 차 세대 보안기술 적용 확산
㈜와임은 자체 개발한 정보 분할 기술을 이용한 정보보안 솔루션을 개발한다. 정보 분할,
인증, 공유정보 보호 등 다양한 보유 기술을 국내외 표준으로 반영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술을 확산하는 길을 모색했고, 이번 TTA 표준 자문을 통해 정보 분할에 의한 바이오인식
정보 보호 표준을 제안했다. 이를 국제 표준에도 반영하기 위한 ISO/IEC JTC1/SC 27 표준
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신규 기술에 진입장벽 높은 정보 보안 시장
신기술 개발 후에도 막막한 국내외 표준화 방법과 가능성
미래 기술에 대비할 기술 보완에 대한 대비│신뢰성 확보와 기술 확산이 관건
정보 분할 기술은 정보를 다루는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와임의 기반 기술이다. 특히
보안에 적합하여 차세대 보안 기술로 평가된다. 개인정보 및 바이오 정보보호, 인증 등 다
양하게 응용되며 공유정보보호 등 파생 기술 개발에도 활용된다. 그러나 암호화 기술이 주
류인 기존 시장은 신규 기술에 진입장벽이 높다.

백지 상태에서 일군 탄탄한 표준화 전략
보유 기술의 표준화 가능성 및 추가 개발의 방향성 타진
국내 표준 등재 및 국제 표준화 로드맵 수립│신규 기술에 표준화 전략 적용해 추가 표준 개발
㈜와임은 표준화와 관련해 아무런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였다. TTA는 ㈜와임을 위해
㈜와임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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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보 분할 기술과 연속인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 없는 간편인증 솔루션 개발

2018년

정보보호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선정(한국인터넷진흥원)

2017년

K-GLOBAL 300 기업 선정
K-글로벌 시큐리티 스타트업(창업 개발 지원) 선정

PG505 부의장인 충북대학교 전명근 교수를 바이오인식 표준화 전문가로, 개인정보보호/
ID 관리, 블록체인 보안 프로젝트그룹(이하 PG502) 전문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승
현 박사를 개인정보보호/ID 표준화 전문가로 선정해 자문단을 꾸렸다. 장기 집중 자문은
각각 바이오인식 부문 7회, 개인정보보호/ID 관리 부문 1회로 총 8회가 진행되었다.

표준화로 무장한 기술 신뢰성
보유 기술의 국내외 표준 등재│차세대 보안 기술의 국제 표준화 준비
정보 분할 보안 기술 적용 확산 및 제품화로 세계 시장 개척
㈜와임은 국제 표준 개발의 준비 단계로 2019년 한국 지능시스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이는 TTA PG505 정보 분할에 의한 바이오인식 정보 보호 표준 개발
로 이어졌다. ID/관리인증, 개인정보 관리 표준화 회의에도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
동은 표준개발 프로세스와 진행방식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TTA의
표준 자문은 ㈜와임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실제 추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정보 분할을 통한
인증 및 정보보호의 국제 표준 기술 개발 및 등재가 다음 목표이고 기술의 신뢰성과 적극적
사업화가 정보보안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으로 ㈜와임은 확신한다.

㈜와임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정보보호 국내 표준 개발

A
 TSC 바이오인식과 개인정보보호/ID 관리 부문별 애로사항 및 기술 분석.
해당 표준화 관련 현황 소개
표
 준 진행 가능 방안 수립 및 추진 전략 제시
학
 술대회 논문 제출 및 표준안 작성

정보보호 국제 표준 개발

2
 020년 이후 국제 표준 참가 자문
표
 준화 관련 자문 및 필요 경험 전수

기업명

㈜와임

대표자

조래성

홈페이지

http://www.waem.kr

주요사업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정보유출방지솔루션

설립일

2015년 4월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신지식산업센터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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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포스

2019

글로벌 기업보다 발 빠른 표준 확보로 미국 시장 선점

3GPP 5G 고정밀 측위 표준기술로 미국 E911의 요구사항을 만족
하는 휴대폰 시장 시장 진출
㈜라도포스는 모바일 슈퍼 측위 기술을 상용화하고자 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창업
기업이다. 세계 최초로 기존 4G 기반 측위 기술보다 오차 범위를 1/10 이하로 낮춘 실내외 측
위 기술을 개발했다. 이러한 정밀도는 미국 FCC의 공공안전을 위한 E911 요구사항을 완벽
하게 만족시킨다. 미국 상용화에 성공하면 판매되는 모든 휴대폰에 필수로 적용되며 자율 자
동차, 무인공장 등 위치 정확도를 요하는 각종 관련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국제적 기업들과 겨루는 치열한 기술 경쟁
글로벌 기업들의 견제로 진입장벽이 높은 3GPP 표준│국내엔 관련 전문가 풀조차 부족한 상황
미국 FCC는 2020년 이후 판매되는 모든 모바일 폰에 수평 50m, 수직 3m 이내 자동 위
치 파악 기능 제공을 의무화(FCC notice, Feb. 2015, E911 Phase-II 요구사항)했다. 이
에 따라 가장 먼저 이를 만족시킬 실내외 측위 기술 개발 및 표준화 경쟁이 치열하다. 5G
의 초정밀 측위 기술은 FCC뿐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활용 가
능하다. 3GPP RAN1 워킹그룹에서는 2018년 11월부터 5G NR(New Radio)을 위한 고
정밀 측위 표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특허 창출과 표준 전략 수립을 한 번에
TTA, KISTA의 자문 협력으로 기술 보완과 표준특허에 대한 해결책 동시 제시
㈜라도포스의
주요 성과 내용

10월 미국 라도포스 설립
2019년

09월 TTA, KISTA 지원으로 US 특허 4건 확보
03월 슈퍼해상도 측위 프로토타입 시스템 개발 시작
02월 한국 라도포스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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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P NR Positioning 표준화 가능성 큰 핵심 기술 4개 US 특허 획득
세계 최고 수준의 고정밀 측위 3GPP 표준화를 위한 핵심 기술 확보
㈜라도포스가 개발한 휴대폰 고정밀 측위 기술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국내·외 기술 및
표준 전문가가 거의 부재한 매우 희소한 기술이었다. 이에 KISTA는 TTA와 연계하는 자문
작업을 제안하였고 TTA에서도 ㈜라도포스를 집중 자문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 표준특허
창출 지원과 표준자문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다.

3GPP 표준화 핵심 기술 선점
미국 FCC의 E911 고정밀 측위 규격 인증에 도전 예정
기술 라이선스를 통해 미국 시장 내 연간 수백억 원의 기술료 수익 기대
㈜라도포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정밀 측위 3GPP 표준화를 위한 핵심 기술을 선점했다.
향후에는 북미 지역에 진출해 미국 FCC가 E911을 통해 요구하는 공공안전을 위한 고정
밀 측위 규격 인증에 도전할 계획이며, 미국 휴대폰 제조사 및 통신사들은 ㈜라도포스의
기술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도포스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3GPP NR Positioning 표준 동향 파악

A
 TSC 5G NR Positioning 동향 파악
R
 AN1 표준회의 NR Positioning 관련 기고 현황 파악

슈퍼해상도 기술 개요 습득

초
 분해능 부공간 분해 기법의 이론 설명
L
 TE와 NR에 각각 적용되는 측정 방법 및 측정 구성정보 등에 대한 세부 내용 설명
표
 준 기술의 필수 포함 부분 설명

3GPP 빔 스캔 관련 표준 동향 파악

3
 GPP NR 표준화 현황 및 최신 표준화 동향 소개
밀
 리미터파 기반 빔포밍 통신 기술 표준동향 및 핵심 기술 설명

기업명

㈜라도포스

대표자

조재형

홈페이지

http://www.radopos.com

주요사업

휴대폰용 고정밀 실내측위 기술 개발 및 라이센
스 판매

설립일

2019년 2월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도봉로76가길 55,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B동 1층 유니콘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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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스페이스

2019

드론 시대의 새로운 표준에 도전

실시간 드론 비행에 필수적인 실시간 장애물 정보의 표준화
(주)그리드스페이스는 3D 가상현실, 임베디드, 자동제어, 시스템 프로그래밍 및 모션 베이
스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육해공 교육 훈련용 시뮬레이터를 개발·공급한다. 시뮬레이터 전
문 SI 업체로서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선행 연구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차세대 공항 시스템, 무인 항공기 시스템도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드라이빙 분야와
항공 분야에서 주요 실적을 인정받는 떠오르는 강자다.

빠른 대처가 판가름하는 표준 경쟁
발 빠르게 파악한 드론의 미래 요구 조건│선두주자로 발돋움하려면 새로운 표준 선점이 필수
드론은 실시간 자동 비행 시 지상 통제장치에서 미리 계획해둔 경로를 따라 비행한다. 비
행 전 비행경로를 생성할 때 일차적으로 장애물 정보가 포함된 정밀 지도가 필요하며, 이
차적으로 장착한 센서로 새로운 장애물까지 탐지해 안전하게 회피해야 한다. ㈜그리드스
페이스는 한국한공우주연구원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실시간 장애물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고 관련 표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쾌속 표준 자문, 전문가 연계는 서비스
스케줄 요건까지 맞추는 전문성 높은 표준 자문
㈜그리드스페이스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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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찰 오토바이 운전 시뮬레이터 교육 시스템 개발(경찰인재개발원)

2017년

가상/증강현실 기반 다기능 어지럼증 재활치료기기 개발

2016년

인체감응효과를 구비한 낙하 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2015년

DMM 기반 장애물 회피 및 소형 무인기 조종 장치 기술 개발(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4년

3차원 비행 종합분석 시스템 개발(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간정보 전문가들과의 연계로 명확한 표준안 제시
표준화 제정과 관련된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시간의 지체였다. TTA
자문 서비스는 즉각 공간정보 전문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유재준 박사를 ㈜그
리드스페이스를 위한 맞춤 자문위원으로 선정했다. 적극적이고 빠른 자문은 (주)그리드스
페이스가 제안하고자 하는 표준의 방향성에서부터 작성한 표준 초안 문서까지 개선점들
을 신속하게 수정해나갔다.

자문 이후까지 책임지는 디딤돌 표준
표준안 제시에서 표준 활용까지 시야 확대│원활한 정보 획득으로 업계 간 시너지 기대
총 4회의 자문 회의 회차가 무색할 정도로 ㈜그리드스페이스와 자문위원은 메일 등을 통
해 수시로 질의응답을 교환했다. 성실한 자문으로 ㈜그리드스페이스는 예상보다 더 빠른
진행과 일정으로 새로운 표준 제정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자문 과정을 통해 맺은 인연
도 소중한 자산이다. 공간정보 전문가 프로젝트 그룹에 준회원으로 참여함으로서 보다 공
격적으로 사업을 전개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드스페이스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표준안 제정 전반에 걸친 속도감
있는 자문 서비스

즉
 각적인 전문가 추천 및 절차 진행으로 신속 대응
명
 확하고 핵심적인 표준안을 위한 세밀한 검토
향
 후 해당 표준을 활용할 기업 관점에서 자문 재검토

해당 표준이 실질적으로 소속될
업계의 동향

공
 간정보 업계의 동향 정보 공유
공
 간정보 프로젝트 그룹의 의견 수렴
회
 원사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

기업명
대표자
홈페이지
주요사업
설립일
주소

㈜그리드스페이스
박무영
http://www.gridspace.co.kr
교육 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항공·공항 시스템 개발,
무인항공기(드론) 기술 개발
2004년 4월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
대륭테크노타운 1차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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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자이온

2019

AI CRM 표준으로 아시아 시장 진출

셀비스 CRM 시스템에 AI CRM 국제 표준화 기반 마련
㈜소프트자이온은 다양한 기업과 공공기관에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서비스를 공급한다. 최근 기존 CRM 솔루션에 머신러닝 기반 분석 결과를
더한 AI(인공지능) 추천 파일럿 서비스 개발을 완료했다. 마케팅 도출 자동학습 시스템, 통
합 DB 및 분산 정보 통합 뷰 생성 등에 대한 특허 기술도 보유했다. 머신러닝 기반 AI 영업비
서 등 자동화 기술과 AI 기술 분야에서 2023년 아시아 최고의 AI CRM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장기 목표다.

표준 부재 상황, 위기 혹은 기회
인공지능 CRM 분야에 적용 가능한 표준 기술 모색
표준화된 클라우드 기반 AI CRM 서비스로 중심 확장
점차 SI 성 개발 작업이 많아지면서 낮은 개발 효율성, 높은 도입 비용 등의 개선점이 대두
되었다. 관련 표준화를 통해 신뢰성, 효율성, 확장성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었다. 그러나 ㈜
소프트자이온이 개발 중인 CRM 솔루션에는 AI 기반 고도화와 데이터분석 엔진 개발, 이
종 환경 속의 데이터 연동에 대한 별도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규약이 존재하지 않았다.

표준화로 구체화하는 해외 진출 전략
유사 B2B 솔루션 분야의 국제표준 적용 성공사례 벤치마킹
머신러닝 기반 AI 데이터 분석 엔진 개발 관련 표준 기술 적용
㈜소프트자이온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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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 CRM 공급기업 선정

2017년

셀비스 ssCRM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 70여 CRM 유료서비스 가입 기업 확보

2016년

효과적인 마케팅을 도출하는 자동학습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

2015년

우수벤처기업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인터페이스 방안 및 데이터 구조화 등 표준화 방향성 설정
자문은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던 ㈜소프트자이온 CRM S/W의 해외 진출 구체화 작
업부터 시작되었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표준화를 통한 신뢰성 확보가 먼저였다.
TTA는 SC42 표준화 전문가인 천승문 인시그널 연구소장과 지능정보산업협회 신지웅 팀
장, 차의과학대학교 정태경 교수를 자문전문가로 초빙했다. AI CRM 분야와 접목할 수 있
는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동향 및 유스케이스 제시 등을 주제로 자문이 진행되었다.

아시아 최초로 AI CRM 국제 표준 완비
직접 참여하는 AI CRM 분야 국제 표준화의 시발점│AI CRM 표준화 개발 방향 설정
자체 시스템에 적용할만한 AI 모델링 도출 기반 마련
자문의 성과는 셀비스 4.0 아키텍처 설계에 즉시 반영되었다. ㈜소프트자이온은 TTA 자
문을 거치며 머신러닝 기반 AI 데이터 분석 엔진 개발 관련 표준화의 방향을 잡았다. 요구
기능에 대한 관련성 분석에 대한 필요도 확인했다. 모든 자문 과정이 2023년 아시아 최고
의 AI CRM 기업 등극이라는 ㈜소프트자이온의 중장기 목표에 주안점을 두었다.

㈜소프트자이온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표준화 방향 설정 및
관련 기술 소개·전수

S
 C42와 SC29/WG11 MPEG-NNR 표준화 주요 이슈 및 동향 소개
표
 준 적용·개발 검토 및 향후 전략 논의

CRM 솔루션 AI 기반 고도화 방안

M
 PEG-NNR 인공신경망 압축표현 표준 기술 제안
A
 I 표준 적용 유스케이스 작성논의
A
 I 표준 적용 CRM 개발 방향 및 적용 가능한 AI 모델링 리뷰

기업명

㈜소프트자이온

대표자

이준호

홈페이지

http://www.softzion.com │ www.salevis.kr

주요사업

CRM S/W개발 및 서비스, IoT Monitoring &
Mobile Control S/W

설립일

2012년 5월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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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브소프트

2019

표준 맞춤으로 모듈 개발 업그레이드

IMS Global CaliperSensor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학습 데이터
수집 모델
㈜토브소프트는 스마트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콘텐츠, 러닝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다. 디지털 교과서 제작,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등이 주요 사업 분야이다. 교육부의
디지털 교과서 뷰어와 콘텐츠 유통 플랫폼 개발 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판사와
연계해 디지털 교과서, 전자 저작물, 영상 자료, 교수학습지원 플랫폼 등의 개발·공급도 한다.

표준 모르고 개발한 모듈, 괜찮을까?
디지털 교과서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한 고민│맞춤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DB 구축의 필요성 증대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의 교과 내용에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 문항, 보충 심화를 위
한 추가 학습 자료들을 추가로 제공한다. 학습 지원과 관리 기능이 부가되고 교육용 콘텐
츠 오픈마켓 등 외부 자료와의 연계가 가능하다. IDPF(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 EPUB3.0 전자책 표준과 HTML5 웹표준 규격을 기반으로 한다. ㈜토브소프트가
국내 최초로 이들이 적용된 학습데이터 수집 모델인 DTCaliperSensor를 개발·운영 중이
다.

표준으로 완성된 샘플과 기술 방향성
디지털 교과서에 적용된 DTCaliperSensor의 표준 적합성 검증
가이드라인에 맞춘 한국형 학습 데이터 수집 모델 사례 제시
㈜토브소프트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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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검인정 디지털교과서, 전자저작물 심사본 개발 및 출원

2017년

디지털교과서 뷰어 개발 및 운영
교육용 출판사 교수학습지원 플랫폼 개발 및 공급

2015년

디지털 교과서 노트 개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표준품질 부분 연구를 담당한 정의석 연구원이 ㈜토브소프트의
자문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자문은 기술 표준의 개념 이해부터 적용 개발과 검증 단계 순서
로 이루어졌다. DTCaliperSensor API에 대한 표준 적합성 부분은 해당 기술에 대한 표준
을 연구했던 서울시립대 이재호 교수가 담당했다.

확대된 활용도, 확장된 포부
디지털 교과서 문항 콘텐츠와 연계한 CaliperSensor 수집 표준안 개발
QTI 표준의 연계로 웹 환경에서 학습 데이터 수집안 도출
IMS Learning Impact 참가를 위한 발판 마련
가장 큰 자문 성과 중 하나는 학습 데이터 수집이 WEB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출한 것이다. 문항에 보다 적극적으로 모듈을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교과서
의 풀도 개인별 맞춤 수준의 교과 내용 제공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확장이 가능해졌다. 차
후 교육 분야와 AI 기반 딥러닝의 접목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토브소프트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IMS Global
CaliperSensor API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A
 TSC 전자책, 이러닝 관련 표준화 기구 및 단체 (ISO/IEC JTC1 SC36, IMS Global 등) 소개
학
 습 분석 모델과 적용분야 소개 및 활용 모델 제시
IMS Caliper analytics 개념과 Learning Metric Profile 설명
L
 TI.LIS / QTI 기반 및 확장, 관련 표준 동향 공유

학습 데이터 수집 모델의
표준 적합성 검토

현
 재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에 적용된 DTCaliperSensor 분석 결과 설명
C
 aliperSensor 적용시 추가 가이드라인 제시
학
 습분석 기술 및 표준 동향 공유
IMS Caliper analytics 설명 및 Use case 소

학습분석 CaliperSensor와
연동가능한 QTI 표준

Q
 TI 기술 표준 개요 및 관련 국내 연구 진행도 소개
C
 aliperSensor API와 연계 지점 토의

기업명

㈜토브소프트

대표자

설재갑

홈페이지

http://www.tovsoft.com

주요사업

디지털 교과서 뷰어 및 콘텐츠 개발,
검인정 전자저작물 콘텐츠 개발

설립일

2015년 7월

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12층(다동, 한국관광공사 C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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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몬소프트

2019

표준 모델이 된 기반 기술

지능형 네트워크 관제시스템 표준 기술 적용
㈜하몬소프트는 오픈 플랫폼 기반 IoT 확장성에 최적화된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이다. 인프라 관제 솔루션 20종, 보안 솔루션 6종을 보유했다. 다수의 대규모 인프라 관제
시스템 구축 경험과 다양한 고객사 맞춤형 최적화 대시보드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 통합관
제 분야에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융합해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
하는 것이 목표다.

목표는 세계화인데 해외 동향에 깜깜
머신러닝/인공지능 탑재한 관제시스템 고도화가 목표
기술 신뢰도 향상, 다양한 산업군 활용엔 표준이 필수
㈜하몬소프트는 현재 빅데이터/머신러닝 기반 통합관제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이 플랫폼
을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하려면 관련 기술 및 표준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개발 방
향을 잡아야 한다. ㈜하몬소프트는 표준 특허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데이터 모델링 기술을 개발하고자 TTA 표준 자문의 문을 두드렸다.

개발 방향 제시하는 표준 솔루션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관제 표준 기술 적용
전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제 플랫폼 기술 동향 파악
먼저 ㈜하몬소프트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표준화 여부 및 표준 기술 적용을 살펴보았다.
데이터 수집/통합/ETL 프레임워크를 개발한 후에는 표준 데이터 포맷 기반 데이터 처리
㈜하몬소프트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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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Netis-NMS/FMS GS인증, Log-Mon CC인증

2017년

빅데이터 DDoS 탐지시스템 구축

2016년

전국 2만여개 초·중·고교 대용량 통합 트래픽 분석시스템 구축

프로세스를 정립했다. 빅데이터/인공지능 표준화도 분석했다. TTA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
능 전략 로드맵을 기준으로 각 표준화 항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표준으로 재정비한 프레임워크
SDN/IDN 표준화 아키텍처 설계│표준 기술로 향상된 통합관제 프로토콜 품질과 신뢰도
㈜하몬소프트는 미들웨어 CUPID에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MQTT 프로토콜 표준을
적용해 프레임워크를 재정비했다. 이로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SDN/IDN의 개발 방향도 정립했다.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시
SDN 및 IDN 요소 기술 적용을 위한 아키텍처 설계가 진행 중이다. 자문은 ㈜하몬소프트
가 고려해야 할 지능형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과 관련 선도 기업을 소개하여 기술 개발 방
향을 잡아주었다. 표준화 핵심 이슈로의 접근법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자문을 통해 기대 이
상의 기술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몬소프트의 다음 목표는 자문으로 확보한 지능형 네트
워크 관제의 요소 기술을 분석해 통합관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다.

㈜하몬소프트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초고속 통신망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기
 술 표준화 여부 확인 및 표준 기술 적용
빅
 데이터/인공지능 표준화 분석
빅
 데이터 및 엣지 기반 IoT 플랫폼 로드맵 전략 수립
빅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엣지/플랫폼 표준화 적용 전략 로드맵 작성

ITU 지능형 네트워크 관제시스템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표준 동향 분석 및
전략 마련

지
 능형 네트워크 관제시스템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분석
Intent-Based Networking (IBN) 분석
A
 I in/for Network, 통합 학습, 머신러닝/딥러닝 분석
네
 트워크 지능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조/스택 등의 표준 기술 개발 조언

기업명

㈜하몬소프트

대표자

강원석, 이석호

홈페이지

http://hamonsoft.co.kr

주요사업

통합관제, 물리보안

설립일

2008년 1월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32
갑을그레이트밸리 B동 1201,1202,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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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본

2019

융복합 소재 3D 프린팅 및 멀티모달리티 기술 표준화

3D 프린팅 기술과 멀티모달리티 실증화 모델과 표준 목표를 확보
㈜후본은 융복합 3D 기술 기반의 3D 프린팅, AR/VR/MR, 3D Audio, IoT 보안 시스템 기술
을 보유한 벤처기업이다. ICT 융합기술 전문 기업부설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지
식 재산화, 프로젝트 관리, 제품화 등 4차산업 혁명의 융복합 기술 역량을 확대한다. 2014
년 차세대 3D 프린팅의 IP-R&D 전략지원 사업을 통해 3D 프린팅 기술 아이디어를 국내외
권리화하였고 기술 보호 전략으로 더욱 전문적인 융복합 IT 제품을 제조한다.

표준 미완성 상황, 기술의 방향성은?
3D 콘텐츠 급성장의 시대, 기술 완성은 끝이 아닌 시장 적용의 시작점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도 세계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을까
(주)후본의 3D 프린팅 기술은 융복합 소재 출력을 목표로 한다. 소재 특성 분석 적용 기
술, 소재 결합에 따른 현상을 재현하는 기술, 무게중심 및 경도 등을 계산하는 기술 등이
내장된 W-Engine을 연구 개발 중이다. 2015년 세계 최초의 융복합 소재 자동화 출력
W-Engine 베타 버전을 공개했다. 3D 모델의 멀티모달리티 포맷에 대한 설계 및 체감, 구
현 기술 연구로 기술 저변도 확대 중이다.

국제 표준, 없으면 참여해서 제안한다
3D 프린팅과 멀티모달리티 전문 자문으로 폭발적 시너지
㈜후본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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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멀티모달리티 기반 3차원 오디오 재생 제품 상용화

2017년

자동차 3D 프린팅을 위한 3축 제어 프로그램 솔루션 개발(한국탄소융합기술원)

2016년

2016 지식재산 활용 전략 사업 선정(한국발명진흥회)

2015년

2015 특허경영대상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표창

2014년

IP R&D 차세대 3D프린터 전략사업 주관(한국지식재산전략원)

MAR 기술의 선구 SC24 표준에 참여하다
TTA는 2018년부터 3D 프린팅을 위한 ㈜후본의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 SC24 한국전문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충북대학교 류관희 교수가 ㈜후본을 담당한다. SC24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 영상처리 및 환경정보표현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실질적 경쟁력 기반이 되는 표준화
멀티모달리티 기술 구현을 위한 실증화 모델 확보
3D 프린팅 기술과 접목한 멀티모달리티 표준 전략으로 시장 저변 확대
㈜후본은 2019년부터 SC24/WG9 표준 제안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자문으로 타진 받
은 표준 가능성을 실증화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해도 시장에서 쓰
이지 않으면 지속적인 제품 개발이 어렵다. ㈜후본은 자문의 조언을 따라 개발기술을 표준
화해 시장에서 자유롭게 적용되게 하고 개발 과정에서 확보하는 구현 기술로 사업을 지속
해 나가는 전략을 택했다. 표준화가 실질적인 경쟁력 기반이 되어준 것이다. SC24에서 제
안되고 있는 신규 과제에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에 ㈜후본의 멀티모달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MAR 입력장치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도 병행하여 추
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후본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MAR(Mixed Augmented
Reality) 기술 범위 및 표준화 동향

증
 강현실/혼합현실에 대한 표준화 동향 및 관련 표준 소개
M
 AR Reference Model 완료에 따른 SC24 유지보수 현황
S
 C24의 MAR 기술 등에 대한 표준화 추진 가능성 협의

3D 프린팅 기술과 멀티모달리티 기
술 표준 제안 공동 추진

ISO/IEC JTC1 SC24 : NWIP 제안
ISO/IEC JTC1 WG 12 : NWIP 진행

기업명

㈜후본

대표자

배영식

홈페이지

www.whoborn.net

주요사업

ICT 융합 기술 개발, 표준기술 개발 및 제품화

설립일

2013년 4월

주소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24길 20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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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이팩토리

2019

국제 표준 리더로 성장한 중소기업

ISO/IEC JTC1 SC29 WG1 19566-7 신설로 국제 표준화 선도
㈜피제이팩토리는 카메라 앱과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디테일 이미지
포맷(.dtl) 솔루션과 디테일 이미지 생성기/편집기/뷰어 개발로 모코엠시스와 5억여원의 투
자약정을 맺었다. 디테일 포맷을 기반으로 하는 디테일 이미지 솔루션은 K-Fairs 및 대한민
국 방위산업전시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완료하고 상용화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관련한 35
건의 국내외 지적재산권이 있으며 2021년 국제 표준 제정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신 기술과 특허로도 해결 안 되는 상용화
성공 사례가 증명하는 표준의 힘│표준화는 표준 전문 기관에서
㈜피제이팩토리의 디테일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이미지 관련 특허를 통해 구현된
모바일기기 기반 카메라 앱이다. 디테일 이미지 솔루션은 통합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를 제공한다. 한정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 받아야하는 MICE 시장에 적합
하다. 2019 홈·테이블·데코 페어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 기업보다 적극적인 표준 자문
각 분야 전문가가 모인 자문 드림팀│국제 표준화 장기 로드맵 수립
3년간 TTA 표준 자문 서비스를 통해 JPEG 국제표준 전문가인 단국대학교 김영섭 교수,
국제표준화 활동 전문가인 KAIST 박주상 박사, E-Pub 및 Point Cloud 전문가들이 ㈜피
㈜피제이팩토리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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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DETAIL 이미지 솔루션 상용화
국제표준기구(ISO/IEC JTC1 SC29) 그룹내 Part 신설 및 Editor 수임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한국특허전략개발원/정보통신기획평가원 R&D 및 표준특허개발 관련
지원사업 선정

2016년

DETAIL 기반기술 특허 등록

제이팩토리를 도왔다. 변리사들과 KISTA 연구원들도 표준특허개발 진행에 힘을 보탰다.
자문위원들은 (주)피제이팩토리의 표준화 활동 현황을 자세히 피드백하며 더 필요한 사항
들과 앞으로 준비해야할 요소 및 사업화 부분에 대해 조언했다.

경제적·시간적 효율성 챙긴 표준화
국제표준기구 표준그룹 신설│MICE 시장 상용화 성공
㈜피제이팩토리는 자문 결과에 힘입어 기존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ISO/IEC JTC1 SC29
WG1 JPEG Systems Part 6에서 독립해 새로운 그룹인 Part 7을 신설했다. ㈜피제이팩
토리의 박정환 대표는 현재 Part 7, Linked Media Format의 에디터로 활동 중이다. 더
많은 (주)피제이팩토리의 기술을 접목한 국제 표준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의 관련 지원 사업들을 소개받은 것도 TTA 표준 자문 서비스로 얻은 소중한 성과다.
이들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많은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전반적인 회사 운영 계획에
도 큰 변화가 있었다. 현재 ㈜피제이팩토리는 MICE 시장에 적용될 디테일 이미지 솔루션
상용화를 기반으로 AR/VR 과의 접목 기술 개발을 계획 중이다. 디지털 출판(ePub)과 디
지털 도감, 온라인 이미징 솔루션 기술들이 다음 목표다.

㈜피제이팩토리가 필요로 한 서비스
디테일 포맷 국제 표준화 프로세스
점검 및 장기 로드맵 작성

TTA가 제공한 서비스
19566-6 진행 현황 체크: FDIS승인 단계이며 무난히 IS 등록이 될 것으로 판단
19566-6 Amendment 추가 시, 변경된 ISO/IEC Directives 2.1.3 내용에 따른
NP 필요조건 점검
연계 표준화 진행 위해 새로운 Part/Group 신설 제안

기업명

㈜피제이팩토리

대표자

박정환

홈페이지

http://www.pjfactory.com

주요사업

DETAIL 이미지 솔루션 서비스

설립일

2016년 1월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4길 68, 610호
(구의동, 리젠트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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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자이온

2020

AI 활용을 위한 전자상거래 데이터 표준화 및
AI CRM 글로벌 시장 확대

아시아 최고의 머신러닝 기반 AI CRM 기업으로 성장 기틀을 갖추다
㈜소프트자이온은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 표준
형과 건설/유통/교육업 등 다양한 업종별 CRM 솔루션을 바탕으로 30여 곳의 대기업, 금
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100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에게 월정액
방식의 SaaS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2019년 머신러닝 기반 AI(인공지능) 추천엔진을
자체 개발하여 AI CRM 버전을 출시하였으며, 전자상거래 분야에 접목하여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고, 마케팅을 위한 자동학습 시스템, 통합 DB 및 분산 정보 통합
뷰 생성 등에 대한 특허 기술도 보유하였다. 머신러닝 기반 AI 영업비서 등 자동화 기술과
다양한 분야의 AI 컨설팅 및 분석/활용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아시아 최고의 AI CRM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장기 목표다.

㈜소프트자이온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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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 CRM 공급기업 선정 및 AI CRM 솔루션 출시

2019년

TTA ICT 표준기술 우수자문 사례 선정 및 CRM 유료서비스 100개 기업 돌파

2018년

NIPA 클라우드 CRM 공급기업 선정 및 CRM 전문기업으로 투자유치 확정

2017년

셀비스 ssCRM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 CRM 유료서비스 가입 기업 확보

2016년

효과적인 마케팅을 도출하는 자동학습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

2015년

우수벤처기업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신뢰성 확보
㈜소프트자이온은 TTA 자문을 통해 그동안 고민이었던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기보유 데
이터가 가진 데이터 정합성 문제와 SI성 인터페이스 개발 문제를 해결할 방향을 잡았다. 다
양한 업종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축적된 정보를 기계학습 기반 구매패턴 분석에 적용하
기 위해 무엇을 표준화해야 하는지와 표준화에 대한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 직접
표준 초안을 작성하여 자문을 받고, 표준화위원회의 검증을 통하여 그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소프트자이온은 자문 결과를 기반으로 2023년 아시아 넘버원 AI CRM 기업이 되겠다
는 회사의 중장기 목표에 부합하는 신뢰성 있는 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 방법과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었다. 비대면 시대에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AI CRM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고객 신뢰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B2B 솔루
션 및 ㈜소프트자이온의 셀비스 AI Commerce CRM 시스템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휴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상호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자이온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표준화 방향 설정 및 최신 동향 정보

•맞춤형 표준화 주요 이슈 및 동향 소개
•표준 요구사항 수렴 및 검토 후 국내 표준 제정 절차 및 방법 소개
•표준개발 대상 및 범위 검토, 재설정
•TTA PG1005 위원회 소개 및 개발 전략 수립

AI Commerce CRM 표준화를
통한 국내외 신뢰성 확보

•관련 선행표준 검토
•표준화 요소에 대한 기술 구성도 검토 및 논의
•기술과 표준의 가교 역할이 부각되도록 방향 제안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 관련 내용 수정/보완 제안
•요구사항 항목별 작성 내용 수정 제안

기업명
대표자
홈페이지
주요사업
설립일
주소

㈜소프트자이온
이준호
http://www.softzion.com │ www.salevis.kr
CRM S/W 개발 및 서비스, IoT Monitoring &
Mobile Control S/W
2012년 5월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30,
에이스하이테크시티3 5층

165 |

CHAPTER 4
우수 자문 기업 Story

66

㈜여우전자

2020

블루투스에 인공지능까지
로봇심판시스템으로 발돋움하다

AI 기술을 활용한 타격 신호 구분으로 정확도를 높인 로봇심판시스템
블루투스 표준을 적용하여 IoT 융합제품인 로봇심판시스템을 개발한 ㈜여우전자는 IoT 기술
을 생활스포츠 분야로 확대·적용하여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실내 체육인 탁구경기에서 자동
으로 득점 등의 판정을 하고, 경기 진행을 보조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탁구경기용 로봇
심판시스템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탁구 라켓의 진동 특성과 선수들의 타격자세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센서로
부터 오는 신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정확성이 개선된 시스템을 개발하
고 있다.
TTA 자문서비스를 이용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통신의 차이점과 탁구경기에서 활용 할 수
있는 통신방식에 대한 자문을 받았고, 블루투스 5.0 기술을 이용한 무선통신기술을 확보하
여 자동 심판대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여우전자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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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AI를 적용한 제품 고도화 진행중

2020. 8

탁구경기용 로봇심판시스템 시제품 개발

2019. 12

탁구경기용 자동심판장치 프로토타입 개발

2019. 3

벤처기업 인증

2017. 4

8 Hopper Card 발급기 개발

2016. 8

고속도로 통행권 제어시스템 개발

2015. 6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

스마트 로봇심판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과 구성을 갖추고 있다.
로봇심판기능 

 구공 이동을 감지하기 위해 공의 충격을 감지하는 센서 모듈을 탁
탁
구대, 네트, 라켓에 장착. 센서로부터의 충격 신호를 종합하여 Two
Bounce 또는 Table Out 등 경기 중 상황을 인지하여 득점을 판정함

경기 진행기능 

 점된 점수상황에 올바른 Service Change, Deuce, Game Out을 음
득
성 출력과 화상 출력으로 알림

경기정보
제공기능 

 기 진행 상황과 결과를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로 공유하고 경기기록,
경
개인기록 등의 서비스 제공

HW 전문기업, SW 개발을 통해 날개를 달
지속적인 제품 고도화를 통해 탁구경기에서 자동으로 득점을 판정하는 역할뿐 아니라 경기
진행을 보조하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미 개발된 센서와 무
선통신기술을 AI 기술과 융합한다면, 데이터 측정 분야로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사업 진출
도 가능할 것이라 전망한다.
㈜여우전자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제품 분석을 통해 적용 가능한
표준 맞춤 자문

•자율적 IoT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무선통신 표준무선통신 기술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무선통신기술 적용 가능성 검토
•Data class 및 labling 방법
•블루투스 메쉬 등 블루투스 표준 동향

수집 데이터 활용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

•AI 분야 최신 연구 동향
•AI에 필요한 데이터의 중요성
•Data class 및 labling 방법
•공의 충격 신호를 구별하기 위한 타격 및 비타격 신호 수집·전처리 기술
•학습에 사용될 알고리즘 추천
•학습모델 기반 서비스 개발방법

기업명

㈜여우전자

대표자

박창호

홈페이지

www.smartfox.kr

주요사업

로봇심판시스템, 카드발급기, LCD touch panel

설립일

2013년 10월 30일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2길 10 옥산빌딩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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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니파워㈜

2020

IEEE 2847 국제 사실표준화에
적극 나서다

신개념 직류전력선통신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IEEE 2847
워킹그룹에서 의장단 활동과 표준 기고 활동에 참여하다
타이니파워㈜가 개발한 새로운 방식의 직류전력선통신 기술은 RF 무선주파수를 사용하
는 고 전적 컨덴서 커플링방식의 선로 impedance matching 이슈로 인한 통신 신뢰성 문
제를 해결하였다. OFDM 등의 변복조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간단한 구조로 경제적이며 기
존 교류전력선통신과 달리 직류기반의 기술로서 태양광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ESS, 직류
마이크로그리드와 같은 직류전력 환경에서 경쟁력이 있다. 타이니파워㈜의 신기술은 IEEE
2847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HPDS-PLC (High Power Differential Signal Power Line
Communication, 대전력 차동신호 전력선통신)로 정의되었다. 정기총회에서 타이니파워
㈜는 IEEE 2847 워킹그룹의 부의장과 Secretary를 배출하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타이니파워㈜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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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IEEE 2847 2020년 #6 임시총회(Interim Meeting) 개최
워킹그룹 투표를 위한 표준 초안 기고문 검토

2020.11.17~19

IEEE 2847 2020년 #5 정기총회(Plenary Meeting) 개최
기고문 7건 발표, 7건 승인

2020.10.07

IEEE 2847 2020년 #4 임시총회(Interim Meeting) 개최
기고문 3건 발표, 3건 승인

2020.08.18~20

IEEE 2847 2020년 #3 정기총회(Plenary Meeting) 개최
기고문 8건 발표, 7건 승인

2020.06.24

IEEE 2847 2020년 #2 임시총회(Interim Meeting) 개최
기고문 1건 발표

2020.05.12~14

IEEE 2847 2020년 #1 창립총회 개최
부의장 및 Secretary 2인 의장단 선임
기고문 3건 발표, 3건 승인

2019.11.07

IEEE P2847 표준화 프로젝트 승인(NesCom)

IEEE 국제 표준화를 위한 매진
자문의 성과로 2019년 10월 타이니파워㈜는 IEEE-SA 신규 표준화위원회인 ‘DC
Power Transmission and Communication to DC Loads Working Group’(코드명
2847, 의장 정상권) 신설을 승인받았다. 2020년에 들어와서는 COVID-19의 팬데믹 상
황에서도 IEEE 2847 워킹그룹 창립총회 및 의장단 운영, 임시총회와 정기총회 진행, 기
고서 작성 제출 및 승인 획득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 앞으로 표준 Draft 도출을 위한
추가적인 기고 활동과 자체 표준안 확정, Sponsor Ballot 및 IEEE-SA의 후속 표준화 활
동을 이어나가면서 HPDS-PLC 기술의 IEEE 2847 표준을 완성하고자 한다.
IEEE 표준화 과정은 몇 년에 걸친 장거리 마라톤과 같고 현재는 결승선을 향한 질주 중이
라고 할 수 있다.
V+

MOSFET H-브리지 회로

브리지 다이오드 회로 + 필터
부하전력

G1

G2

1 0 1
R

101

일련의 신호
G3
V-

G4

1 0 1
차동
전력 + 신호

부하 GND

타이니파워㈜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IEEE 워킹그룹 회의 준비를
위한 경험

•IEEE 2847 워킹그룹 회의 2주 전에 전문가 포함 자문회의 개최
•차기 워킹그룹 회의에서 준비사항 점검 및 토의
•의장단의 역할 준비 등

IEEE 표준회의
실제 진행 방법 지식

•IEEE 2847 워킹그룹 운영 규정 및 절차 제정 지원
•IEEE 워킹그룹 회의 운영 지원(회의개설, 안내, 참여위원 등)
•매칭 전문가가 IEEE 워킹그룹 의장을 맡아 실제 표준회의 진행을 보여줌
•전문가는 회의 진행 과정에서 IEEE-SA 규정상 문제되는 부분 사전 스크리닝해줌

기업명

타이니파워㈜

대표자

최창준

홈페이지

http://www.tinypower.co.kr

주요사업

LED 시스템조명, 마이크로그리드를 위한
직류전력선통신 솔루션, 교통 및 관제

설립일

2015년 1월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관양동 에이스평촌타워) 710호

169 |

CHAPTER 4
우수 자문 기업 Story

68

㈜셀프라스디자인센터

2020

블루투스 표준화를 향한 의지
BLE 4.2에서 BLE 5.1로 업그레이드

TTA와 함께 한 클라우드 기술 분석
㈜셀프라스디자인센터는 2016년 BLE (Bluetooth Low Energy) transceiver IC 및
wireless power transfer IC를 개발하는 팹리스 반도체 회사로 출발했으며, BLE 4.2 지
원 RF/analog, PHY, Link controller 및 Qi 1.2.x 지원 analog, digital controller 설계 기
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정밀 실내 위치 측위 기술이 개발·발전함에 따라 블루투스 기
술을 이용하여 실내 위치를 제공하는 BLE IC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셀프라스디
자인센터가 보유한 BLE 4.2 기반 기술로는 보다 정확한 실내 위치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고, BLE 5.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을 무
시할 수 없었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경쟁 기업들에 뒤쳐질 것 같아 좋은 개발 방법이 아니
었다. 이에, BLE 4.2 기반으로 보다 정밀한 실내 측위 기술을 구현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TTA 자문서비스를 통해 전문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자문을 통해, BLE 4.2 기반
에 BLE 5.1 Direction Finding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5.1 이전에도 유
용하게 사용되었던 기능이 표준화되지 않은 채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 관련 기능
에 대한 추가 표준개발까지 제안하였다.

㈜셀프라스디자인센터의
주요 성과 내용

2020. 3

Connectionless Asset Tracking Service (CATS) NWP(신규과제제안) 채택

2019

Blutooth-SIG UPF 60,61,62,63 참석하여 IOP 테스트 완료

2018

BLE 4.2 기반 Direction Finding 서비스를 위한 CTES, ATP 표준 구현
15W EPP Wireless Power Transmitter 인증 획득(QI-ID 2496)

2017

15W EPP Wireless Power Receiver 인증 획득(QI-ID 2231)
Bluetooth Low Energy (BLE) 4.2 Controller Subsystem 인증 획득
(QDID 9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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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표준 스펙 구현에 대한 의지
㈜셀프라스디자인센터가 가장 먼저 목표했던 기술 분야는 Bluetooth-SIG 산하의 많
은 워킹그룹(WG) 중 Direction Finding 내의 ATP (Asset Tracking Profile)와 CTES
(Constant Tone Extension Service)였다. 이는, connection에 기반한 AoA(Angle
of Arrival)를 구현하기 위한 서비스와 프로파일 스펙인데, ㈜셀프라스디자인센터가 보
유한 BLE 4.2 기반에서도 기술 적용이 가능한 기능이었다. 지씨티리서치의 이일완 이사
의 자문으로 시작된 이 과정은 먼저 BLE 5.1의 Direction Finding 기능 중 connectionoriented AoA 기능을 기존에 보유한 4.2 IP에 추가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렇
게 구현한 CTES와 ATP를 Bluetooth-SIG에서 주최하는 UPF (IOP 행사)에 직접 참가하
여 IOP 표준에 활용해 보면서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여 기술 개발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셀프라스디자인센터는 BLE 4.2 기반으로 실내 측위 기술을 구현하여, BLE 5.0,
5.1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 기업들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시장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CATS 표준 과제 제안, 표준 적용에서 표준개발까지
“CATS (Connectionless Asset Tracking Service)”의 신규 표준(안)에 대한 NWP
(New Work Proposal)를 Bluetooth-SIG에 제안하였고, BoD의 승인을 받아 Direction
Finding WG 아래 서브그룹(subgroup)을 신설하여 관련 표준개발을 이끌어 가고 있
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표준화 회의에 참여하여 최종 표준의 승인과 릴리즈를 위한 다
양한 절차의 표준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현재는 기능요구서(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단계를 작성하고, BARB의 승인을 위한 마무리 작업 중에 있
으며, 이 표준화는 내년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명

㈜셀프라스디자인센터

대표자

송은석

홈페이지

http://www.celfras.com

주요사업

무선충전IC 개발, BLE IC 개발

설립일

2016년 4월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14,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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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크릴

2021

Prepare Your New AI,
시대를 주도하는 최적의 AI 기술 실현

(주)아크릴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AI에 대한 모든 상상을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고 쉽
게 구현하는 회사입니다. (주)아크릴은 헬스케어 분야 특화 사업을 통해 AI 유니콘으로 성장
중입니다.

글로벌 성장을 위한 국제 표준특허 확보 전략
2025년까지 AI 유니콘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주)아크릴의 목표
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특허 개발 선행이 필수!
(주)아크릴은 국내 AI 업계에서 감성 인식 분야 선구자이자 최고 기술기업이다(참고기사:
https://jmagazine.joins.com/forbes/view/330455). 감성인식이란 입력된 텍스트나
음성, 이미지 또는 비디오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자의 감성을 딥러닝을 적용하여 인식하는
기술로 각각의 입력 데이터에 따라 다른 인식 알고리즘이 적용되며 최종적으로 통합적인
감성을 출력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아크릴이 보유 및 개발중인 감성인식 기술의 뛰어난 기
술력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여 감성인식 분야를 선도해 나
가기 위해서는 표준특허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특허전략개
발원(KISTA)와 TTA로부터 지원을 받아 표준특허 개발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고 있다.
(주)아크릴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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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및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기업(ICT GROWTH)

2019년

SW R&D 성과발표회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2018년

지능정보산업협회 부회장사 취임 및 SW R&D 성과 발표회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2017년

특허경영대상 특허청장상 금상 및 벤처기업협회 우수벤처기업 선정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감성인식 분야 선구자로서의 명성
(주)아크릴은 표준 개발 1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특허 출
원과 표준특허 아이템 분석을 통한 추가적인 표준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출원
한 인공지능 특허의 표준특허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표준화 개발이 가능한지 검토
하였다. 그 결과, 최미란 박사로부터 기존 감성인식 특허를 개량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표준
아이템으로 제안·개발을 하는 것이 (주)아크릴에 더욱 유리할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고, 현
재 신규 표준 개발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인공지능
분야의 사실표준화기구인 MPAI(Moving Picture, Audio and Data Coding by Artificial
Intelligence, MPEG 창시자 Leonardo Chiariglione가 설립한 비영리 표준단체) 표준화 활
동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공적 표준과 사실 표준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면, 감
성인식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을 보다 굳건하게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아크릴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보유한 기술을 반영한 표준특허 분석 및
표준특허 아이템 발굴

 원 특허 분석 및 표준 개발 아이템 검토
출
표준특허 개발이 가능한 국제표준화기구 검토 및 전략 연구
ITU-T 국제표준 동향 분석
ITU-T 국제 표준 개발 전략 제안

표준특허 개발 방향 설정

 TSC표준 개발 대상 및 범위 검토, 재설정
A
표준 요구사항 수렴 및 검토 후 국제 표준 제정 절차 및 방법 소개
관련 선행 표준 검토 및 표준화 주요 이슈 및 동향 분석

국제표준화 개발을 통한
국내외 신뢰성 확보

 규 과제 제안 및 기술과 표준의 가교 역할이 부각되도록 방향 제안 및 국제
신
표준화 활동 대응 지원
요구사항 항목별 작성 내용 수정 제안 및 대응

기업명

㈜아크릴

대표자

박외진

홈페이지

www.iacryl.com

주요사업

인공지능 플랫폼, 헬스케어

설립일

2011년 3월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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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임

2021

데이터분할기술 표준화를 기반으로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

TTA 국내 표준 등재로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응용서비스 시장진출
확대 가속화
(주)와임은 데이터분할기술(Data Split Technology)을 바탕으로 간편인증 서비스, 데이터
베이스 보안 등 다양한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을 개발, 제공하고 있다. 2020년 상용 클라우
드에 적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용 데이터분할기술을 개발하여 클라우드산업협회에 표준화
기술로 등재하였고, 이를 인용하여 2022년 TTA 표준 등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의료를 포
함한 각종 전문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한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기술을 개발하여
2022년 상반기 TTA 표준 신규과제 제안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데이터분할기술을 기반
으로 여러 건의 국내 특허는 물론 미국 개별국 특허도 3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정
보보호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하고, 보안이 내재된 플랫폼 기술로 발전시
켜 안전한 정보 이용을 지원하는 정보보호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와임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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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보통신방송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정보보호 국제공동연구 선정, 미국특허 3건 등록
‘정보분할에 의한 일회용 패스워드와 바이오인식을 이용한 다중 인증’ TTA 표준 제정

2020년

클라우드산업협회 멀티 클라우드 표준 등재 및 강소기업 지정(고용노동부)

2019년

바이오 정보보호 기술 표준기술 등재 및 TTA ICT 표준기술 우수자문 사례 선정
‘정보분할에 의한 바이오인식 정보보호’ TTA 표준 제정

2018년

정보보호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기업 선정, 미국 특허 출원

2017년

벤처기업 인증,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K-GLOBAL 300 기업 선정

2016년

중국 F사 SmartFactory 사업 Middleware 및 데이터 보안 구축

2015년

글로벌 K-스타트업 2015 보안부문 지원기업 선정

바이오 정보의 다양한 인증 및 민감정보 활용을 위한 표준화
표준화 전문가의 자문으로 단계적 기술 개발 방향 및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바이오 정보를 다중인증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개발 및 민감 정보 활용으로 확대 진행

데이터분할기술을 내재화한 표준기술 정립, 글로벌 서비스 확대
내부 인력의 표준화 참여 및 표준기반 제품개발 경험으로 자체 고급 인력 양성 효과
단계적 기술 개발, 개발/서비스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해 선도적 제품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고성장 발판 마련
(주)와임은 TTA 자문을 통해 기반기술인 데이터분할기술을 적용한 바이오정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응용기술개발과 표준화 적용을 위한 준비 사항과 세부적인 문제 해결의 도
움을 받았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바이오정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무엇을
정의하고 어떻게 표준화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자문위원과 함께 표준안 작성과 함께
위원회의 검증을 통하여 그 완성도를 높이고 표준 제정을 할 수 있었다.

㈜와임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표준화 방향 설정 및 최신 동향 정보

맞춤형 표준화 주요 이슈 및 동향 소개
표준 요구사항 수렴 및 검토 후 국내 표준 제정 절차 및 방법 소개
표준개발 대상 및 범위 검토, 재설정
표준화 기구의 각 위원회 소개 및 개발 전략 수립

바이오정보보호 표준화를 통한
국내외 신뢰성 확보

관련 선행표준 검토
표준화 요소에 대한 기술 검토 및 논의
개발기술의 표준적용이 부합되도록 방향 제시
요구사항 항목별 작성 내용 자문

기업명

㈜와임

대표자

조래성

홈페이지

http://www.waem.kr

주요사업

데이터분할기술 기반의 간편인증, DB분할,
개인정보보호 등 제품 및 서비스

설립일

2015년 4월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정보보호클러스터 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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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스톰

2021

인증 기술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국제 표준 도전

상호 인증의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로 패스워드의 패러다임 전환
(주)이스톰은 1999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상호 인증 기술
인 오토패스워드를 자체 개발해 공급하고 있는 인증기술 전문 회사이다. 특히 온라인 상호인
증을 비롯해 단말기 접근, 시설물 이용, 신원 확인에 대한 상호 인증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
하고 개발하여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에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계속해 등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인증 기술을 기반으로 PC의 OS 로그인부터 웹서비스, 물리적 출입까지 자동암
호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공공기관과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상호 인증 기술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표준 제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ICT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 대두
(주)이스톰이 개발한 비컨 기반 동적 인증정보를 이용한 기록 절차와 관련한 기술은 근접
거리 및 근거리에서 개인정보의 교환 없이도 이용자가 해당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기록에 대한 의무화가 시행되고, 전자출입명부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주)이스톰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여를 이루고자 하는 바람으로 TTA ICT 표준기술 자문
(주)이스톰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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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반기업, 금융권 사용자 인증체계 강화 솔루션 납품

2020년

중앙정부기관, 국책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상호 인증 솔루션 납품

2018년

국제 인증 기술 표준 FIDO (FastIDentityOnline) 적용 및 FIDO Alliance 인증 획득

2016년

Finovate Newyork 및 Hongkong 본선, London Fintech Innovation TOP5 선정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보안인증센터 – 인증분야 보안플랫폼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우수기술연구센터 지정

서비스를 신청하여 표준화에 도전하였다. TTA의 표준화 자문을 통하여 적절한 표준화 활
동 접근 방법과 완성도 높은 표준 문서 작성이 가능하였으며,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표준
화 위원들의 많은 공감을 통해 신속하게 TTA 단체 표준에 제정되었다.

국제 표준화 활동 입문과 동시에 이룬 성과
(주)이스톰은 인증 기술 전문 기업이지만 TTA를 통해 많은 표준화 전문가들과의 자문 서
비스를 거치면서 기고서의 내용을 향상시키고 발표 방향 등을 정립하여 완성도 높은 기고
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TTA 표준기술 자문 서비스를 통해 지름길과도 같은 훌륭한 조언
을 받은 덕분에 당당하게 국가대표단으로 선정되어 국제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 과
정에서도 TTA의 자문을 통해 ITU 시스템 사용 방법에서부터 발표 방법과 내용의 정리는
물론, 다른 국가들의 의견에 대응하고 후속 조치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었다.

(주)이스톰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보유 기술 분석을 통한 표준화 가능 여부 판단

보유 기술 분석 및 표준화 가능성 의견 제시
관련 기술 선행 표준 분석을 통한 표준화 범위 도출

표준화 활동 방법

국내 및 해외 표준화 기구 소개
국내 및 해외 표준 제정 절차 및 방법 안내
국내 및 해외 표준특허 관련 절차 및 방법 안내
TTA PG502 활동 방법 및 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TTA PG502 맞춤 표준화 전략 수립
ITU-T SG17 맞춤 표준화 전략 수립

표준 문서 작성 방법 및 노하우

표준화 범위 및 내용 검토 후 보완 및 수정 제안
표준 과제 제안서 및 기고서 검토 후 보완 및 수정 제안
표준 초안 검토 후 보완 및 수정 제안

기업명

(주)이스톰

대표자

우종현

홈페이지

www.dualauth.com │ www.estorm.co.kr

주요사업

상호 인증 기술 및 서비스 개발/
공급, 핀테크 기술 및 서비스 개발/공급

설립일

2000년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가산동,
남성프라자(에이스9차) 1310호, 1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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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톤

2021

지상파 UHD 기반의 국가재난정보 서비스
방송장비 개발

(주)휴톤은, TV공청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방송장비를 개발, 제조하는 디지털 방송장
비 전문기업이며, HD 인코더, 8VSB 신호처리기, UHD 신호처리기 등 디지털 방송장비 관
련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주)휴톤은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된 2012년
도부터 국내 디지털 방송장비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CT 표준기술 구현 검증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상파 UHD 기반
자주방송용 재난정보 서비스 방송장비 개발 착수
TTA에서 주관하는 “21’ ICT 표준기술 구현 검증 지원사업”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에 소요
되는 비용을 지원받아 개발비용 부담 경감
지상파 UHD 기반 자주방송용 재난정보 방송장비 개발을 시작할 무렵, 때마침 TTA에서 주
관하는 “21’ ICT 표준기술 구현 검증 지원사업” 공고를 보고 (주)휴톤이 개발하고자 하는 방
송장비의 성격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21’ ICT 표준기술 구현 검증 지원사업＂에 지
원하였으며, 운좋게도 선정이 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다. (주)휴톤과 같은 소규모 중소기업에
게는 신제품 개발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그 우
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TTA의 이러한 지원사
(주)휴톤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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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상파 UHD 기반 국가재난정보 서비스 방송장비 개발

2020년

비상방송 기능 채널형 FM REMODULATOR 개발

2019년

UHD REMODULATOR 개발

2014년

비상방송 기능 HD ENCODER, REMODULATOR 개발

2011년

정보통신부 녹색기술인증 취득

2010년

HD ENCODER 개발

업은 (주)휴톤처럼 제품 및 기술개발 위주의 기업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

TTA 단체표준을 추진하고자 TTA 자문지원 신청
지상파 UHD 기반 자주방송용 재난정보 서비스 기술에 대한 TTA 자문지원 신청
올해 하반기부터는 TTA의 지원을 통하여 개발한 “지상파 UHD 기반 자주방송용 재난정보
방송장비”에 적용된 기술들을 TTA 단체표준으로 제안하는 자문지원을 신청하여 현재 이
에 대한 자문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2일에 진행된 TTA WG8028 제53차 정기회의에
서 개발된 기술에 관한 TTA 단체표준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표준 내용은, KBS, MBC, SBS
등과 같은 정규방송이 아닌 CCTV 방송, 사내방송, 해외 위성방송과 같은 자주방송 화면에
는 국가재난정보가 방송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자주방송 시청자들도 국가재난정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자주방송용 재난정보 서비스 구현 가이드이다. 현재, 진행 중인 TTA
단체 표준 제안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그동안 아낌없이 자문 지원에 힘써주신
TTA 정국식 연구원님, ETRI 배병준 자문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주)휴톤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표준기술 소개 및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
료 제공

ATSC 3.0 MMT/ROUTE 표준 및 스펙에 대한 설명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에 대한 동향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설명
지상파 UHD 셋톱박스 최소 기술규격 소개

보유기술의 국내단체 표준(TTA) 추진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을 기반으로 국가재난정보 서비스 방송장비 개발을
위한 표준기술 교육
지상파 UHD 기반 자주방송용 재난정보 서비스 기술에 대한 TTA 단체 표준
기고문 작성 지원

기업명

(주)휴톤

대표자

김영상

홈페이지

http://www.huton.co.kr

주요사업

디지털 방송장비 HD ENCODER, 8VSB REMODULATOR,
UHD REMODULATOR 개발 및 제조

설립일

2002년 1월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 5층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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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타이니파워

2021

IEEE 2847 국제 사실표준화 마무리하다

(주)타이니파워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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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IEEE 2847 2020년 #6 임시총회(Interim Meeting) 개최
워킹그룹 투표를 위한 표준 초안 기고문 검토

2020.11.17~19

IEEE 2847 2020년 #5 정기총회(Plenary Meeting) 개최
기고문 7건 발표, 7건 승인

2020.10.07

IEEE 2847 2020년 #4 임시총회(Interim Meeting) 개최
기고문 3건 발표, 3건 승인

2020.08.18~20

IEEE 2847 2020년 #2 임시총회(Interim Meeting) 개최 기고문 1건 발표

2020.06.24

IEEE 2847 2020년 #3 정기총회(Plenary Meeting) 개최
기고문 8건 발표, 7건 승인

2020.05.12~14

IEEE 2847 2020년 #1 창립총회 개최
부의장 및 Secretary 2인 의장단 선임
기고문 3건 발표, 3건 승인

2019.11.07

IEEE P2847 표준화 프로젝트 승인(NesCom)

2020.12.16

IEEE 2847 2020년 #7 임시총회(Interim Meeting) 개최
기고문 3건 발표, 3건 승인

2021.02.17

IEEE 2847 2021년 #8 정기총회(Plenary Meeting) 개최
Working Group Ballot 통과
Mandartory Editorial Coordinatin 준비, IEEE-SA Ballot 준비

2021.04.30

IEEE 2847 2021년 #9 임시총회(Interim Meeting) 개최
IEEE 2847 D2 Draft Standard 도출, IEEE-SA Ballot 개시 결정

2021.07.22

IEEE-SA Initial Ballot 통과

2021.09.03

IEEE-SA 1차 회람(Recirculation) 통과

2021.09.24

IEEE-SA 2ck 회람(Recirculation) 통과

2021.10.22

IEEE-SA RevCom 심의 통과

2021.11.9

IEEE SASB 표준 승인

신개념 직류전력선통신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IEEE 2847 워킹그
룹에서 의장단 활동과 표준 기고 활동에 참여하여 표준 승인을 얻다
타이니파워(주)는 2020년에 이어 IEEE 2847 국제 사실표준화 활동을 계속하였다. IEEE
2847 이 표준화 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식의 직류전력선통신 기술은 HPDS-PLC(High
Power Differential Signal Power Line Communication: 대전력 차동신호 전력선통
신)이라 명명되었고 RF 무선주파수를 사용하는 고전적 컨덴서 커플링 방식의 전력선통신
이 가지는 선로 impedance matching 이슈의 통신 신뢰성 문제를 갖지 않는다. 기존 방
식과 비교하면 OFDM의 변복조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간단한 구조로서 경제적이며 직류
전력기반의 기술이므로 태양광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ESS, 직류 마이크로그리드와 같
은 직류전력 환경에서 경쟁력이 있다. 타이니파워(주)는 2021년에도 연이어 IEEE 2847
워킹그룹의 부의장과 Secretary를 수임하였다.

IEEE 국제 표준화를 위한 매진
대전력 차동신호 전력선 통신(HPDS-PLC)에 대한 표준화 마무리, Use-Case 표준의 확
대로 이어지길....
기술은 가졌지만 IEEE 표준회의에 한번도 참석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 표준 승인을 눈
앞에 둔 상황에 오게 된 것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한
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갖추고 있는 탁월한 지원시스템 덕분이다. 물론 이 시스템
이 가능한 대한민국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력에 감사드린다. 욕심이 있다면 본
IEEE 2847 표준을 적용하여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직류 마이크로그리드, 저개발국가형
신호등시스템등 다양한 분야에서 Use-Case 표준 활동이 이어지길 바란다.

기업명

타이니파워㈜

대표자

최창준

홈페이지

http://www.tinypower.co.kr

주요사업

LED 시스템조명, 마이크로그리드를 위한
직류전력선통신 솔루션, 교통 및 관제

설립일

2015년 1월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관양동 에이스평촌타워) 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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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원테크

2021

이메일 보안 트랜드를 선도할 표준안 수립,
TTA 국내 표준 등재로 글로벌 확대 가속화

(주)기원테크는 수신 이메일 보안에서부터 발신 이메일 보안, 이메일 보안 진단 등 여러 이
메일 보안 솔루션들을 바탕으로 4개국의 해외 데이터센터 및 인프라들을 바탕으로 5개국
400여 곳의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이메일 보안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2019년 대한민
국 최초 이메일 보안 Gartner 리포트에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은 Gartner가 출판한 글로벌 이메일 보안 50개사에 선정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수십가지의 표적형 이메일 해킹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공
통 보안 지침 부재
많은 기업들이 이메일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능형 공격들을 차단하기 위한 방
법들은 모두 다름
언택트 시대에서 이메일은 중요한 비즈니스 소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커
의 이메일 해킹 공격과 이로 인한 피해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0년 이상 이메일 서
비스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 맞춤형 인공지능 이메일 보안 기술을 개발하여 7년 이
상 상용화 하여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안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공통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있지 않다보니 세계적으로 해킹을 차단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주)기원테크의
주요 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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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TTA ICT 표준기술 우수자문 사례 선정 및 중동 지역 진출

2020년

특허청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 및 글로벌 5개국 450개 기업 돌파

2019년

Gartner 대한민국 최초 지역을 대표하는 이메일 보안 기업으로 등재

2018년

인공지능 이메일 보안 솔루션 일본, 싱가포르 진출

2017년

인공지능 이메일 보안 솔루션 베트남 진출

2016년

2016 대한민국 기업대상 (보안 솔루션 부문) 2년 연속

있다. 관련 표준 개발에 대해 알아보던 중 TTA 웹페이지 홍보를 통한 표준화 자문 서비스를
알게 되어 표준 개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TTA ICT 표준기
술 자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이메일 보안 분야의 트렌드를 선도할 보안 진단 시스템 개발
이메일 보안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로 보안 관리자들이 이메일 보안 정책 수립 및
솔루션 검토 시 공통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보안 기준 수립 및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이
메일 보안 표준 진단 시스템 개발로 인한 매출증진까지
(주)기원테크는 이메일 보안 표준안을 활용하여 2025년 전 세계에서 이메일 보안 표준 기
술을 이용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회사의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있다. 비대면 시대에 급증하
고 있는 이메일 보안 분야에 글로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 기술 및 표준안을 널리
알리고,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고객 신뢰성을 확보하며, 다양한 B2B 솔루션 및
보안 컨설팅 및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과 협업하여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메일 보안과 관
련된 글로벌 기준을 만든 대한민국의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주)기원테크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표준화 방향 설정 및 최신 동향 정보

맞춤형 표준화 주요 이슈 및 동향 소개
표준 요구사항 수렴 및 검토 후 국내 표준 제정 절차 및 방법 소개
국내, 국제 표준개발 대상 및 범위 검토, 재설정
표준화 기구 PG503 위원회 소개 및 3개년 표준 개발 전략 수립 (국제 표준 포함)

표적형 이메일 공격 차단과 관련된
국내외 최초 표준화를 통한 국내외
신뢰성 확보

관련 선행표준 검토
표준화 요소에 대한 기술 구성도 검토 및 논의
기술과 표준의 가교 역할이 부각되도록 방향 제안
표적형 이메일 공격 및 보안 기능 요구사항 유형에 대한 분류 기준 제안
요구사항 항목별 작성 내용 수정 제안

기업명

(주)기원테크

대표자

김동철

홈페이지

www.kiwontech.com │ https://secu-email.com

주요사업

이메일 서비스, 이메일 보안 , 보안 진단, 스마트팩토리, SI

설립일

2014년 7월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53,
ENC벤처드림타워 5차 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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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민들이
TTA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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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특허
기술, 동향

››››››››
표준 적용
표준 개발

Open Lab 지원
무선전력전송 종합지원센터

수출용 SW현지화 시험, 컨설팅

차세대방송통신기술지원센터

GS 시험인증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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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 · 품질 전문 교육기관

TTA아카데미

TTA아카데미는 ICT표준화 및 시험인증 전문 교육기관으로, 최신 ICT 표준·시험 기술 보급 및 표준화·품질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세미나와 CSTS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TA아카데미 교육·세미나/자격시험 신청 edu.tta.or.kr

IT품질 전문인력 육성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신청
champ.tta.or.kr

※ 기관/기업별 맞춤형 On-Site 교육 가능

각종 전문기관 지정·운영
●

ISO 21001(교육기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증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전문인력양성기관(SWETI)

●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

교육부 평생교육시설

ICT 자격제도 운영

ICT표준기술 보급 및 표준 전문가 양성

●

SW 테스트 전문가(CSTS; Certified SW Test Specialist)

●

최신 ICT 표준기술 교육 및 표준화 동향 세미나

●

ICT 표준 전문가 양성교육

일반등급 공인민간자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9-01호)

(국제표준화 회의 현장실습 병행)

고급등급 등록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13-1321호)

자격시험(일반등급/고급등급)

SW 테스트·품질 전문인력 양성

정보통신 시험기술 전문인력 양성
●

●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일반/고급/실습과정)

5G, 전파/위성, 공공안전, ICT융합 등

●

SW 테스트 품질 및 정보보호 실무교육

세미나 / 기술특강

●

협약기업 재직자 대상 ICT 품질역량 강화교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신청방법>

TTA아카데미 접속
(edu.tta.or.kr)

화면상단
교육, 세미나, 자격시험 선택

ICT 자격제도 운영

ICT표준기술 보급 및 표준 전문가 양성
최신 ICT 표준기술 교육 및 표준화 동향 세미나
ICT 표준 전문가 양성교육

T 031)780-9084 E std_edu@tta.or.kr
T 031)780-9071 E std_hrd@tta.or.kr

T 031)780-9391 E csts@tta.or.kr

T 031)780-9401 E sw_edu@tta.or.kr
T 031)780-9015 E cc_edu@tta.or.kr
T 031)780-9396 E champ_edu@tta.or.kr

T 031)780-9386 E ict_edu@tta.or.kr

SW 테스트·품질 전문인력 양성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일반/실습/고급)
SW 테스트 품질 및 정보보호 실무교육
협약기업 재직자 대상 ICT 품질역량 강화교육

신청

정보통신 시험기술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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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아카데미

표준전문가로 가는 길
ICT 표준 전문인력 양성교육
교육 목적

교육 대상

교육 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있는 표준 강소기업 육성을 위
해 글로벌 표준화에 대응 가능
한 신진 글로벌 ICT 표준 전문
인력 양성

ICT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심있
고, 연구개발과 영어 역량을 갖
춘 재직자, 대학원생 등

ICT 국제표준화 개론과 D·N·A
+ ICT 융합 표준화 사례 분석 중
심의 입문 기본 과정, 기구별 표
준화 절차, 방법과 R&D- 표준특허 연계, 국제화의 영어 등 국
제표준화 실무 전력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 ICT 표준인력 양성교육이 될까?

01

02

03

04

국제표준화

국제표준화

국제표준화

국제표준화

입문과정

기본과정

실무과정

전략과정

ICT 표준화 개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동통신 등
D·N·A + ICT 융합
분야와 표준화

공식표준화 기구와
(ITU, ISO/IEC/JTC 1)
사실표준화 기구의
(3GPP, IEEE, IETF,
W3C 등)
표준화 체계 및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실무

다양한 R&D 표준화
특허 연계 사례

기술혁신과 표준

기술요소, 표준화 동향,
표준화 사례 분석 등

국제표준화 전략 사례
국제회의 참여 자세

국제표준화

현장실습
교육 수료생 대상
(국제표준화 활동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발)

해당 분야의
국제표준전문가를 매칭,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를 지원
(항공료, 체재비, 회의
등록비 등 출장비 일체)

지원사항

교육일정

교육비 무료, 교육 우수 수료생
국제표준화회의 현장실습* 지원

연간 2회 (상·하반기)

*기술 기구별 표준전문가를 트레이너로 매칭하여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지원 (국외출장경비 일체)

| 188

영어 표현 방법

05

신청 및 문의
TTA 아카데미 (edu.tta.or.kr)
std_hrd@tta.or.kr

ICT 표준 전문이력 양성교육

현장실습

현장실습 과정
현장실습 과정은
'ICT 표준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생
중 향후 국제표준화 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여 선발된 인원을 '차세대 표준
전문가로 인큐베이팅'하기 위한 프로그램
입니다.

실습 목적
ICT 표준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수료생을
실제 국제 표준화 회의에 참여하게 함으로
써 국제 표준화 실무경험 축적 기회 제공

실습 대상
교육 우수 수료생

선발 절차

각 회차 교육 완료 후,
교육수료생 대상 국제회의
실습 참가 신청서 접수

교육과정 이수율, 어학수준,
국제표준화 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선발, 기술 분야·기구별
전담 Trainer 매칭

지원내용	기술 기구별 전담 Trainer와 함께 국제 표준화 회의 참가 지원 (코칭 프로그램 병행)
※ 출장경비 일체 지원: 국제회의 참가를 위한 회의 등록비, 국외출장비 (항공권, 체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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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사업참가자(회원사)가
되어 보세요
국내외 ICT 분야의 기술 동향 및 표준화 관련 각종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TTA 회원사가 되어 보세요.
ICT 표준 발굴과 제정은 물론 시험 평가에 이르기까지 Ont-Stop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참가 구분
정회원사 모든 표준화 활동 참여
준회원사 1개 특정부문 표준화 활동만 참여

사업참가 분담금
정회원사 1구좌당 2,850천 원부터
준회원사 1/2구좌 1,420천 원
참여방법 member.tta.or.kr

사업참가 혜택
정보통신표준총회 및 표준화위원회 활동 참여
진행 중인 표준(안)에 대한 열람
국제표준협력프로젝트(oneM2M, 3GPP, 3GPP2 등) 가입자격 부
여
납입구좌 수에 따른 정보통신표준총회 투표권 부여(정회원사)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 제공
표준화 인프라 활용(교육 행사 할인, 표준 정보 서비스 등)
TTA 간행물 무료 또는 할인 제공
표준(안) 에디터 자격 부여
문의처 member@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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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이래서
필요해요
높은 호환성
호환성(Compati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의 제공으로
같은 기종 또는 다른 기종 간에 정보교환,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생산, 거래 비용 절감
제조업체 등 사업자는 단위 생산·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량생산을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 기술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이전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무역
WTO TBT 협정에 따라 국가 간 무역은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국제 교역이 활성화됩니다.

시장 진출 성공
표준의 제정 과정에는 소비자 및 시장의 요구가 반영됩니다.
즉, 소비자는 표준을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국, 표준을 사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진출 시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품질 제품
표준에 명시된 방법으로 품질보장 및 관리, 생산관리 등 제품 및 서비스를
측정함으로써 제품 개선이 손쉬워집니다.

공공성 기여
재난 대비, 환경 보호 등을 위한 ICT 표준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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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로 보는
ICT 표준활용 사례
제품 개발에 적용해 시장경쟁력 확보
㈜엠투엠테크는 사물인터넷 프로토콜의 하나인 CoAP (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를 자사
ELSA IoT Gateway 솔루션에 적용했습니다. 국내 승강기 산업분야에서는 최초로 국제표준을 개발단
계부터 자문을 받아 자체기술로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인연으로 업계 최초로 TTA CoAP Verified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2015 자문사례집>
㈜넥스트랩은 TTA ‘영상 기반 UX 품질 지표‘, ‘셋톱박스 UX 품질 지표 및 측정 방법‘ 표준의 지표를 적용해
셋톱박스 UX 품질 측정 계측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완성된 제품은 매출로 이어졌고, 정부 사업도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2016, 2017 자문사례집>

국제표준화와 특허료 수익
모바일 기기 기반 카메라 앱 및 SNS 솔루션인 ‘디테일(Detail)’을 서비스 하는 ㈜피제이팩토리는 보유 기술
에 대한 특허를 분석·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ISO/IEC JTC1에서 국제표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
다. 표준 특허로 이어진다면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로열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6, 2017 자문사례집>

표준 정복으로 고급 기술 선제적 상용화
오픈스택㈜은 DTV 간이 송출 시스템상의 ATSC 1.0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ATSC 3.0 간이 송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2년째 TTA 표준자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ATSC 3.0 표준 기술과 아울러 기
술의 배경, 진화될 서비스 형태 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2018년에는 2017년에 완성하지 못했던 RF 구현
에 최대한 가깝게 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2018 자문사례집>

계획 수립·진단에 활용
CMMI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장비 운영 업체들의 업무 능력
및 조직의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장비 운영 분야의 품질 관련 국제
공인 기준으로 TTA 표준(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프로세스 part 1~6)으로 제정,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표준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표준화 활동을 통해 동 분야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통의 이
해관계를 가지는 여러 기업들과 연계,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표
 준 특허(SEP, Standard-Essential Patent): 국제표준화 기구가 정한 표준규격에 따라 제품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
정에서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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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을
제품·서비스에 어떻게 활용할까요?
제품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나요?
어떤 표준이 있는지 더 알고 싶어요.
표준으로 제품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표준에 특허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타겟 시장, 규모, 상황에 따른 제품 개발 전략에 대해 조언받고 싶어요.
최신 기술과 동향 정보가 필요해요.

제품 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고 싶은가요?
국내외 인증 표준, 인증 단체를 확인하고 싶어요.
인증 방향과 시험 방법 등을 알아보고 싶어요.

ICT

진행하고 있는 정부개발과제의 R&D 개발 목표를 검증하려고 해요.
제품 서비스와 연동이 필요한 상호운용성 표준과 테스트베드 여부를 확인하
려고 해요.

지금 바로
TTA 표준기술
자문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정보통신 시험인증 | test.tta.or.kr
GSM/WCDMA 시험, 블루투스 시험인증 등

consulting.tta.or.kr
표준 적용/개발 자문, 표준특허 자문,
기술, 동향 등 단기수시 자문
자문은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consulting@tta.or.kr

SW 시험인증 | sw.tta.or.kr
GS시험 인증, CC평가, V&V, BMT 등

TTA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 std.tta.or.kr
표준, 인증, 검증, 테스트베드 등에 대한
무료 또는 할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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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 함께하는 성공
TTA와 함께하면 표준
TTA는 ICT 분야의 새로운 표준을 발굴, 제정하고 ICT 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의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자율 ICT 표준화 및 시험인증기관입니다.
1988년 12월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후, 1992년 8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 의해 법정법인
으로 재출범하였고, 2001년 12월 시험인증연구소를 개소하면서 표준개발부터 시험인증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표방합니다.
국제표준화협력기구인 3GPPs, oneM2M 참여 및 ETSI(유럽), TIA(미국), ATIS(미국), CCSA
(중국), TTC(일본), ARIB(일본), IEEE 등 많은 국제기구와의 업무협력 MoU 체결을 통해 국제 표준화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 기구인 ITU의 표준참조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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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는 국내 하나뿐인
ICT 표준화 기구
정보통신표준(ICT Stanard)이란
정보통신/방송 제품 및 서비스 등의 상호 연동 호환 및 정보 공동 활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합의된
규약(Protocol)을 말합니다.
사람 간의 통신에도 언어가 필요하듯 IT 시스템간의 통신에는 ICT 표준이 필요하며, ICT 표준은
휴대폰, 충전기, 재난 방송, 5G 이동통신, 정보보안 등 IT 서비스 제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ICT 표준이 존재합니다.
기기 간의 호환이 되는 제품을 생산하려면
표준을 통해 확보된 호환성(Compati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의 제공으
로 같은 기종 또는 다른 기종간에 정보교환,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생산, 거래의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면
표준화된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기술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이전에 대한 연구 ·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무역을 하고 싶다면
WTO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정에 따라 국가 간 무역은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국제 교역이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시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표준의 제정 과정에는 소비자 및 시장의 요구가 반영됩니다. 즉, 소비자는 표준을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국, 표준을 사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진출 시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뛰어난 제품을 만들고 싶다면
표준에 명시된 방법으로 품질보장 및 관리, 생산관리 등 제품 및 서비스를 측정함으로
써 제품 개선이 손쉬워집니다.

안전,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싶다면
재난 대비, 환경 보호 등을 위한 ICT 표준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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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제정 절차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제정됩니다.
이 작업은 표준화 기구에 따라 1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과 전문가들
이 참여하여 이뤄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 TTA는 그 동안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국내외
표준화 활동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01

표준화 항목 제안

02

기술위원회 표준 초안 검토

03

기술위원회 합의

04

회원의견 청취

05

회원의결

06

표준문서 발행

07

표준의 유지보수

제안

초안작성

심의

의견 수렴

채택

발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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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기구에 자사의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표준화 항목을 제안.
이때, 해당 항목에 대한 표준 초안을 함께 제안

관련 기술위원회는 제안된 기술을 비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안기술을
수정하여 기술적으로 최선의 표준 초안 개발

기술위원회의 합의로 표준안 도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2단계로 회부

모든 회원에게 표준안을 공개하여 의견 청취,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최종표준안으로 확정. 타당한 이견이 제기된 경우 단계 2~3을 반복

모든 회원이 최종표준안에 대하여 투표하고,
승인된 경우 표준 채택(부결된 경우 단계 2~4를 반복)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문서 발행 후
표준화 기구의 정책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로 배포

기술과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표준의 개정,
폐지 등 지속적인 관리

TTA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전분야 →

디지털사이니지 →

ICT 표준기술 자문
무료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디지털사이니지 품질인증
무료 (중소·스타트업 기업에 한함)
디지털사이니지 테스트베드
무료 (중소·스타트업 기업에 한함)

ICT 시험인증
중소기업 10% 할인
국제 표준 기반 ICT 제품 검증 및 상용화 지원
개발지원 무료, 인증 20% 할인
R&D 과제 결과물 검증시험
중소기업 10%~20% 할인
SW →

R&D 과제 결과물(SW) 확인 및 검증 (V&V)
중소기업 25%~45% 할인
ICT 장비용 SW 플랫폼 테스트베드
무료 (중소기업에 한함)

방송, 융합 →

방통융합 기반기술 테스트베드
무료
CCTV →

영상보안시스템(CCTV) 시험인증
개발지원 무료, 한시적 인증시험 할인 (대기업 40%이상,
중소기업 60%이상)
IoT →

ICT 장비용 SW 플랫폼 확인 및 검증 (V&V)
중소기업 70% 할인

글로벌 IoT 시험인증

수출용 SW현지화 시험, 컨설팅

컨설팅 무료, 중소기업 30~50% 할인

*국제화(I18N) 컨설팅, 현지화(L10N) 시험

무료 (중소기업에 한함, 분기별 접수)
Open Lab 지원
무료 (중소기업에 한함)
GS 시험인증
중소기업 30% 할인
HPC →

고성능컴퓨팅(HPC) 성능검증 및 오픈랩
무료 (HPC 활용 중소기업, 기반 SW및 컴퓨팅장비 활용
기관에 한함)

*국제공인인증: oneM2M, OCF, LoRa, LwM2M 등

무선전력 →

무선전력 제품검증
*국제공인인증: Qi, AFA

사전시험 무료, 중소기업 66% 할인
클라우드 →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시험 및 컨설팅
무료 (선정기업에 한함, 매년 모집공고)
클라우드 품질·성능 검증 및 컨설팅
무료 (선정기업에 한함, 매년 모집공고)

기반 SW·컴퓨팅장비 국제공인 시험인증 지원(TPC, SPC,
SPEC)
95% 할인(선정기업에 한함, 매년 모집공고)

FIDO →

네트워크 →

융합 →

네트워크장비 BMT(벤치마크테스트)
30% 할인 (대기업/중소기업/외국기업 포함)

ICT 융합 품질인증
컨설팅 무료, 인증비용 무료(시험비용 제외)

FIDO 생체인식 성능 및 보안성 컨설팅
무료 (중소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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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 성과현황 리스트
국내외 표준개발 : 국제(제정 3건, 채택 6건), 국내(제정 11 건, 채택 1건)
No.

기업명

표준기구

진행단계
(승인일)

표준명(과제명)

자문기간

1 유양디앤유

ITU-T

과제채택
(’18년)

Y.4465: Internet of things and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 Frameworks, architectures and
protocols

2 아크릴

ITU-T

과제채택
(’18년 11월)

Emotion enabled multimodal user interface
based on artificial neural networks

’18년~현재

3 피제이팩토리

JTC1

과제채택
(’19년 3월)

JPEG Linked Media Format (JLINK) (ISO/IEC
19566-7)

’16년~’18년

IEEE

과제채택
(’19년 11월)

DC Power Transmission and Communication to
DC Loads

’19년~현재

제정
(’20년 1월)

Y.4465: Internet of things and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 Frameworks, architectures and
protocols

’16년~’18년

Enhancement of IPS for Connectionless AoA

’18년~’20년

4 타이니파워

’16년~’18년

5 유양디앤유

ITU-T

6 셀프라스 디자인센터

Bluetooth SIG 과제채택
(’20년 3월)

7 아크릴

ITU-T

제정
(’21년 6월)

Emotion enabled multimodal user interface
based on artificial neural networks

’18년~현재

8 이스톰

ITU-T

과제채택
(’21년 9월)

Framework for Out-of-Band Server
Authentication Using Mobile Device

’20년~현재

9 타이니파워

IEEE

제정
(’21년 12월)

Standard for DC Power Transmission and
Communication to DC Loads(IEEE 2847)

’19년~현재

10 넥스트랩

TTA

제정
(’18년 12월)

가상 현실 서비스 품질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 컨텐츠 제작
’16년~현재
방법(TTAK.KO-01.0227)

11 와임

TTA

제정
(’19년 12월)

정보분할에 의한 바이오인식 정보보호
(TTAK.KO-12.0358)

12 그리드스페이스

TTA

제정
(’19년 12월)

무인기에 의해 수집되는 장애물 정보 데이터 모델(TTAK.
’19년
KO-10.1134)

13 엠포러스

TTA

제정
(’20년 12월)

2차원 촉각콘텐츠 서비스 프레임워크
-제1부_분류체계(TTAK.KO-10.1254-Part1)

’19년

14 엠포러스

TTA

제정
(’20년 12월)

2차원 촉각콘텐츠 서비스 프레임워크
-제2부_표현포맷(TTAK.KO-10.1254-Part2)

’19년

TTA

제정
(’20년 12월)

2차원 촉각콘텐츠 서비스 프레임워크
-제3부_진동체계(TTAK.KO-10.1254-Part3)

’19년
’19년~현재

15 엠포러스

’19년~현재

16 소프트자이온

TTA

제정
(’20년 12월)

기계학습 기반 구매패턴 분석을 위한 전자상거래
데이터구성요소
(TTAK.KO-10.1277: 기계학습 기반)

17 타이니파워

TTA

제정
(’20년 12월)

웹 기반 홈가전 제어 및 관리 프로토콜- 제33부
직류부하확장장치 프로파일 (TTAK.KO-04.0197Part33)

’19년~현재

18 이스톰

TTA

제정
(’21년 6월)

비컨 기반 동적 인증정보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기록
절차

’20년~현재

19 와임

TTA

제정
(’21년 6월)

정보분할에 의한 일회용 패스워드와 바이오인식을 이용한
다중 인증

20 이스톰

TTA

과제채택
(’21년 9월)

모바일 단말을 이용한 대역 외 서버인증 프레임워크

’20년~현재

21 기원테크

TTA

제정
(’21년 12월)

표적형 이메일 공격 차단을 위한 보안 기능 요구사항

’21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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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적용 제품·서비스개발(13건)
NO.

기업명

적용표준명

제품명(서비스)

자문기간

1

오픈스택

TTAK.KO-07.0127/R1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기반 셋톱박스 비디오
’17년~’19년
코덱 장비(OSBE-5000)

2

AKN

W3C Web RTC 1.0

WebRTC 기반의 영어 멘토링 플랫폼(WebRTC+WebAR)
’16년~’18년
개발(AKN17-100)

3

넥스트랩

TTAK.KO-01.0201

STB UX 품질 지표 및 측정 방법을 활용한 셋톱박스 상시
’16년~현재
UX 품질측정 계측기(BTSTB-SA-SNNN)

4

넥스트랩

TTAK.KO-01.0201

영상 기반 UX 품질 지표기반 VR 헤드셋 UX 품질 측정
’16년~현재
솔루션

5

셀프라스
디자인센터

Bluetooth-5.1

BLE 5.1 기반 BLE SoC (Connection-oriented AoA)
’18년~’20년
개발

6

오픈스택

ATSC 3.0

ATSC 3.0 기반 H.265 UHD IP Video Encoder &
’17년~’19년
Decoder (OSBE-2500)

7

넥스트랩

TTAK.KO-01.0201

TTA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품질측정 방법 기반
’16년~현재
Beyondtest OTT (BTOTT-O1-WVNN)

8

AKN

W3C WebRTC 1.0

W3C WebRTC 1.0 표준 기반 ARTalk 개발

트루네트웍스

TTAK.KO-12.0085

SBC 보안기능 요구사항 기반 TRUE SBC-R / -V (리얼서버
’17년~현재
기반/가상서버 기반) 개발

10

토브소프트

IMS Cailper 표준

학습분석 데이터 수집을 위한 Caliper sensor 표준 구현

11

여우전자

Bluetooth BLE

블루투스 표준 적용 “탁구경기용 로봇심판시스템” 시제품
’18년~현재
개발

12

㈜이스톰

TTAK.KO-12.0369

TTA표준 기반 언택트방문증 POS용(Windows) 개발

’20년~현재

13

㈜휴톤

TTAK.KO-07.0142/R2

TTA 표준기반 지상파 UHD AEAT 엔코더 및 서버 개발

’20년~현재

9

’16년~’18년

’16년~’19년

ICT 표준 구현 사업화 지원(2건)
NO.

기업명

제품명

지원내용

1

㈜이스톰

언택트 방문증 POS용

인증비컨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위한 태블릿 및 Windows
방문시설 단말기 애플리케이션개발 구현 및 검증 비용 지원(4천만원)

2

㈜휴톤

지상파 UHD AEAT 엔코더 및 서버

국가 긴급재난정보 표출 HD 방송장비 구현 및 검증 개발비 지원(4
천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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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 총괄표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기업 수

23

45

51

40

29

35

40

30

33

39

28

31

30

35

자문 횟수

30

51

51

40

29

35

40 100 55

62

61

45

54

72 100 92

99 117 95

90 111

전문가 수

17

35

40

26

23

26

30

28

35

23

35

32

48

39

54

42

24

32

29

28

35

35

37

50

31

31

29

44

차트 제목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50

100
기업 수

| 200

150
자문 횟수

전문가 수

200

250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 전체 수행 리스트(’01년도-’21년도)
자문년도

’01

’02

NO.

기업명

자문 수행내용(요약)

1

(주)디지탈웨이브

IETF와 3GPP, W3C의 MMS 관련 표준화 동향

2

한국통신 통신망연구소

차세대 네트워크 및 서비스 구성 컴포넌트

3

(주)넷피아

mDNS 국제동향소개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스펙 제안

4

LG전자기술원

IETF VoIP 분야의 표쥰화동향

5

(주)위즈정보기술

IETF내의 이동성 지원 프로토콜 동향

6

(주)아이티

Internet QoS and Bandwidth Management 및 IEEE

7

(주)헤르쯔

802.1p&802.1q VLAN

8

(주)브레인21

3GPP,3GPP2에서의 이동 인터넷 표준화 동향

9

(주)엠엠씨테크놀로지

차세대 VoIP 첨단 부가서비스 구조와 구성 컴포넌트

10

(주)엠아이피텔레콤

멀테캐스트 및 멀티미디어 그룹통신 프로토콜 및 서비스 표준

11

(주)에스피소프트

차세대 네트워크 구조와 서비스 구조 및 컴포넌트

12

(주)폴리픽스

IETF 보안기술 표준개요

13

(주)아이넥션

IETF QoS 기술 표준화 동향

14

(주)포디홈네트

IETF 멀티미디어 멀티캐스트 기술표준개요

15

(주)미디어코러스

분산망 관리와 QoS관리 방안

16

(주)서치캐스트

MPEG-4 시스템, MPEG-7 표준화 동향

17

(주)케이알라인

JVT 표준화 동향 및 핵심기술 소개

18

(주)아이넥션

MPSL 기술을 이용한 응용분야의 동향 및 전망

19

(주)시스메이트

3GPP/3GPP2의 IMP-2000 무선접속표준

20

(주)프롬투정보통신

CPE-based VPN 기술소개

21

(주)라오넷

ITU-R WP8F 이동통신기술 표준 개요

22

(주)엔프라테크

MPLS 기술의 최근 동향 및 전망

23

(주)디지캡

MPLS 기술의 개요, 최근 동향

1

나노맥

EC/CISPR , EMI/EMC 기술기준, 시험방법, 시험절차

2

봉오전자공업

IEC/CISPR 기술표준안에 의한 국제규격, 불요전자파 방출 억제기술

3

퓨처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4

이노디지타탈

전자상거래 표준, XML 가반정보보호 기술

5

로내싸이트

EC/CISPR 기술표준안에 의한 EMI/EMC 기술기준 및 불요전자파 방출
억제기술신

6

넷진테크

NGN 동향

7

주인넷

RMT관련 국제 표준 기술 및 최근 국제표준화 동향

8

임프레스정보통신

인터넷비디오 전송기술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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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자문년도

’02

| 202

NO.

기업명

자문 수행내용(요약)

9

웹패턴테크놀러지

EB-XML Messing

10

디지털앤디지털

고품질 비디오

11

닷위저드

EB-XML Messing

12

바넷정보통신

EB-XML Messing 교환

13

FoMoCom

3GPP 동향

14

엠아이피텔레콤

QoS표준현황, VoIP표준현황

15

데시콤

이동 인터넷에서의 이동성 및 보안 기술

16

엔코모닷컴

XML 기술

17

SP소프트

ESM 관련 인터넷 표준기술

18

M플러스텍

MPEG-4와 H.26L 비디오 기술, MPEG Audio 기슬

19

넷앤티브

MPEG-4 시스템 표준 기술

20

아이티

NG-SDH를 기반으로 인터페이스 표준, VCAT을 이용한 LCAS 처리에 대한
표준

21

이노디지털

ebXML Registry에 새로운 3.0 표준 기술

22

(주)헤르츠

IETF Mobile IP 표준 기술

23

파워넷테크놀로지

Voip서비스 구현을 위한 SIP 기술

24

서치캐스트(주)

MPEG-4, 7 표준화 동향 MPEG 표준 기술활용제품동향

25

모두텍

VoIP 표준화 기술 및 동향, SIP 최신 표준 기술

26

프롬투정보통신

4세대 이동통신망 구조 및 연동

27

엠바이엔(주)

MPEG-4, 7 표준화 동향, MPEG 표준 기술활용제품동향

28

(주)디지스타

UPnP(Universal Plug and Play) 기술

29

영산정보통신(주)

Mobile IP 최신 표준화 동향

30

로버스텍

홈네트워킹을 위한 전반적인기술,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 홈네트워킹 기술

31

다영자동화기기

ITU 17상호운용성 표준, TTCN 표준, FDT(SDL, LOTOS, ESTELLE) 표준

32

넷피아

네이밍 관련

33

아이팀즈

인터넷 보안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동향

34

웨이블텍

IMT-2000, RIP 프로토콜

35

달리텍

무선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규격

36

테라링크 커뮤니케이션스

DWDM시스템에서의 광채널별 광 성능 파라메타

37

탑랭커

IETF Multicast 기술의 최신 동향

38

미디어코러스

MPEG-4 part 10 비디오 코딩 기술, MPEG-4 system 표준 규격 동향 및
활용 제품

39

알에프티엔씨

802.1x 프로토콜, 무선랜 Packet 동향

40

NET21

홈페이지 콘텐츠 보안 기술

41

한아시스템

멀티미디어 응용을 위한 서비스 품질 제공 방안

자문년도

’02

’03

NO.

기업명

자문 수행내용(요약)

42

가우리

TMForum의 Solution Set 내용 파악

43

A-Logics

3세대 이동통신

44

㈜디지캡

IETF MANET 워킹그룹 라우팅 프로토콜 기술

45

피컴스

ASP 및 ERP 서비스 등을 위한 현재 Internet 및 차세대 네트워크에서의
고품질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방안 및 국제 표준화 동향

1

(주) 주인네트

MLM(Multicast in the Last Mile) 및 멀티캐스트 관련 국제 표준 기술 컨설팅,
멀티캐스트 관련 최근 국제표준화 동향 컨설팅

2

다영자동화시스템(주)

정보통신 네트워크 성능시험 기술

3

델타정보통신(주)

IMT-2000 표준과 IMT-2000 이후 4세대 이동통신표준

4

세계무역

ebXML기반 전자무역 및 전자문서 활용

5

T-page(주)

ebXML기반 전자무역 및 전자문서 활용

6

시큐어소프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표준화동향 및 척도 개발

7

A3 Security Consulting

ISMS 국제표준화 동향

8

CNSKorea

MPEG Audio 표준 기술

9

비트웹

SDL을 이용한 통신 프로토콜 설계 및 검증

10

(주)서티텍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합성 평가 표준화 관련

11

이노디지털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합 인증및 접근제어 관리 기술, OASIS의 표준인 SAML
과 XACML을 중심으로 ITU-T의 표준인 X.509기반의 PKI와 PMI의 연동방안
제시. 구체적인 상품화 방안 토론

12

미디어코러스 (주)

MPEG-4 Part 10 (Advanced Video Coding)

13

손랩

MPEG-4 Part 10 (Advanced Video Coding)

14

(주)티컴&디티비로

H.264 Baseline Profile, -H.264 Baseline profile seminar, -PC상에서
H.264 Baseline encoder complexity 설명, -TI DSP상에서 H.264
realtime Main Profile decoder의 가능성 설명 및 논의

15

온타임텍

H.264 Baseline Profile, -H.264 Baseline profile seminar, -PC상에서
H.264 Baseline encoder complexity 설명, -StrongARM 206MHz
상에서 H.264 realtime Baseline decoder의 가능성 설명 및 논의

16

넷필드(주)

국제표준화 기구 현황

17

청훈산업계사

미국(FCC), 독일(VDE)을 포함한 유럽, 일본(VCCI), 중국 등 국산 전자제품,중요
수출국의 현행 EMI/EMC 기술표준 및 기준, 불요전자파의 측정방법 및 절차
그리고 IEC/CISPR 의 향후 기술 동향

18

제이월드텍

미국 및 유럽의 불요전자파(EMI) 방출 허용기준과 이에 대한 대책기술 전수
희망

19

(주) 창성미디어

인터넷 보안 기술 및 표준화 동향

20

(주) 아이팀즈

인터넷 보안 기술 및 표준화 동향

21

(주)플랜티넷

메트로 이더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22

㈜로버스텍

UMS시스템 동작 구조 파악 및 연동을 위한 미듈웨어 기술과 관련된 표준기술

23

주인넷

안정적인 DNS 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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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렛스비젼

JVT 비디오 코덱 기술 (H.264/MPEG-4 AVC)

25

팍스콤

Source-specific multicasting 프로토콜 구현

26

제너시스템즈 기술연구소

VoIP Protocol

27

(주)두일테크

ebXML기반 전자무역 및 전자문서 활용

28

㈜프로토콜즈

802.3 Synchronous Ethernet 기술의 개념과 표준화 동향

29

㈜디지카토

IEEE 802.15 Wireless PAN 프로토콜 기술 개요

30

㈜기업소프트웨어제작소

OASIS UBL 표준화 관련 기술 현황 및 향후 기업의 대응 방안

31

㈜스펙트론시스템

유무선 통합망 표준기술

32

㈜시큐어텔레콤

유무선 통합망 표준기술

33

디지털앤디지털

최신 MPEG 비디오 기술동향 컨설팅

34

넥스트리밍

H264/MPEG-4 part10 AVC에 대한 표준화 동향

35

㈜가인정보기술

SCTP 표준기술 동향 및 전망

36

㈜라임미디어테크놀로지스

디지텔 컨텐츠의 유통을 위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기반 기술

37

㈜엔지스테크널러지

OGC 인증

38

㈜코스모

Mobile IPv6 보안기술

39

㈜마이크로인피니티

Wireless PAN(IEEE 802.15.3a) 근거리 고속 데이터 통신 기술 및 표준화
동향

40

㈜디지스타

전화망에서의 패킷 네트워킹 표준기술

41

(주)케이벨

LDAP과 ENUM 서비스이 연동

42

크로스반도체(주)

IPv4/IPv6 패킷 전달 방법에 관한 기술

43

레피아컴㈜

분산 컴퓨팅 신기술 및 표준화 동향

44

엠아이피텔레콤

VoIP관련 IETF의 표준기술 동향 및 SIP의 응용기술에 대한 자문

45

웨이브인컴

5GHz대역 무선 LAN 관련 공유기술

46

현대텔링스

VoIP 전화기 시장 동향

47

㈜마이크로페이스

DMB표준동향, 디지털 TV

48

㈜케이블앤텔레콤

유비커터스 컴퓨팅의 이해 및 사업모델

49

버카나와이어리스 코리아(주)

IPv6 표준화 기습 파악

50

더소프트(주)

IETF 이동 인터넷 기술 및 동향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이동 게임 개발
가능성 타진

51

텔트론

ITS,DBS용 RF링크 및 안테나 규격

1

네빌소프트㈜

통신/방송/디지털기기에 사용되는 코덱의 표준화 동향

2

하이스마텍

정보보호표준

3

로버스텍

BcN에서의 UMS 적용 및 보안/QoS 적용 방안

4

렛스비전㈜

H.264및 MPEG4 AVC 구현

5

뉴레카㈜

유무선 홈네트워킹 및 고품질 음성표준 기술

자문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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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비즈온(주)

UML 2.0

7

한국정보컨설팅

UML 2.0

8

이비스톰

SPEM 1.0

9

워드씨피엘

ISO/TC37 및 ONIX

10

넷진테크(주)

Traffic Monitor & Management in ATM Network

11

BSI Korea

ISMS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 및 시사점

12

프롬투정보통신(주)

정보보호 기술 표준

13

프로시스트 테크놀로지 코리아

OSGi 표준(텔레매틱스 및 홈네트워크 표준)

14

(주)주인네트

IPv6 : Now and beyond

15

(주)쌤텍

13.56 MHz RFID 국제표준기반 병원시스템 구성 및 다중인식 구현

16

한국기술연구소

1GHz 이상의 전자파측정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동향 및 기술지도

17

이니텍(주)

정보보호 기술 표준

18

엔코모닷컴

웹서비스 상호운용성 표준 기술

19

다영자동화시스템(주)

ITU-T SG15 중심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표준화 신기술 및 ITU-T SG13 중심의
성능 시험 표준화 신기술

20

에스넷 시스템

국제표준프로세스의 이해 및 망관리 기술표준 컨설팅

21

(주)우린정보

웹 서비스 기술 및 표준화 동향

22

(주) 대하넷

차세대 통신망

23

한반도정보통신(주)

위성DVB기술

24

코리아텍(주)

차세대 통신망

25

(주)휴텍 21

3GPP 물리계층 중 HSDPA 및 TDD 최신규격동향 및 기술분석

26

㈜시큐러스아이엔씨

MPEG-4 AVC

27

지오넷트

무선데이타통신( IMT-2000, WLAN 802.11, 802.16)

28

(주)에이치쓰리시스템

RFID 국제표준화 동향 및 충돌방지 기술에 대한 분석

29

기업소프트웨어제작소

전자상거래 표준(범용 비즈니스 언어)

30

아마티스(주)

IEC/CISPR/ITU-R

31

(주)에스티

웹 서비스 보안 : SOAP 메시지 보안 (Working draft 13)

32

㈜하이전자

CISPR/FCC/CENELEC

33

온타임텍

3D 비디오 코딩 표준화

34

티컴앤디티비로

3D 비디오 코딩 표준화

35

디지털텔레텍

차세대 이동통신

36

㈜한광무역

CISPR/TC-77/SC-77C

37

바이오키㈜

생체인식분야 ISO/IEC JTC1/SC37 국제 표준화

38

미디어코러스㈜

MPEG-4 A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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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트리쯔

xDSL 기술표준화 동향 및 기술 개발 방향

40

㈜메타라이츠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상호운용 기술 표준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테스트베드 구축

1

㈜기산텔레콤

차세대 이동통신망

2

㈜모빌랩

WIPI Overview - WIPI Specification and Architecture

3

㈜지아이티

휴대 인터넷[Wibro] 동향

4

㈜지케이엔

ebXML 기반 e-Trade 시스템과 전자문서표준

5

미디어코러스㈜

PC 기반 소프트웨어 DMB 수신기 개발을 위한 MPEG-4 Part10 Advanced
Video Coding 표준 기술

6

아마티스㈜

In-situ-Measurements

7

㈜아이에스티(IST)

In-situ-Measurements

8

세계 통신㈜

단말기용 초소형 Dual Band(PCS, IMT2000) Intenna

9

㈜센텍정보통신

CISPR SC I WG 2, 3 회의

10

나노웨이브

디지털 비디오 압축 기술과 동향

11

㈜에어포인트

정보통신 네트워크 표준화

12

온타임텍㈜

JVT(Joint Video Team) ITU-T Rec. H.264; ISO/IEC 14496-10 AVC

13

Trend of Multi-View Video FPGA 기반 DMB용 칩 개발을 위한 MPEG-4 Part10 Advanced Video
Coding in Korea (3D AV)
Coding 표준 기술

14

㈜에이직뱅크

FPGA 기반 DMB용 칩 개발을 위한 MPEG-4 Part10 Advanced Video
Coding 표준 기술

15

㈜인베스트클럽

ebXML 기반 e-Trade 시스템과 전자문서표준

16

㈜아이에스에스

정보통신표준화 활동 및 방재통신표준화 동향

17

㈜렛스비전

H.264 비디오 코덱의 표준 규격

18

㈜셀런

JVT(Joint Video Team) ITU-T Rec. H.264; ISO/IEC 14496-10 AVC

19

Trend of Multi-View Video
MPEG-4 3DAV 표준화 작업 및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기술
Coding in Korea (3D AV)

20

㈜라임미디어 테크놀러지스

XMDR과 MMF와의 조화 방안

21

㈜파버나인

MPEG-4 3DAV 표준화 작업 및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기술

22

㈜픽스트리

VCTR in the 74th MPEG

23

아코지토㈜

Ubiquitous Home Network 서비스의 구현 기술 및 국제 표준화 현황과 활동
방향

24

㈜서티텍

EMF 노출량 평가 표준화

25

㈜주인네트

Overlay Multicast

26

타임네트웍스

IMS 표준기술동향

27

㈜스마비스

IC카드와 단말기 국제표준 자문 서비스

28

넷포드㈜

IEEE 802.15.3 HR-WPAN 기술 및 표준화 동향

29

케이티 컨버전스 본부

Parlay 표준화 절차

자문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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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수행내용(요약)

1

다영자동화기기㈜

ITU-T SG15 중심 정보통신 네트워크 표준화 신기술 현황

2

㈜퍼비즈

보안분야 기술동향, 네트워크 보안

3

㈜월드비즈넷

국제표준 따른 무역관련 전자문서표준

4

㈜인베스트클럽

ebXML 기반 e-Trade 시스템과 전자문서표준

5

㈜카서

TTA 표준화 제정

6

㈜엠씨에스로직

VoIP 서비스 현황 및 발전방향

7

㈜에이로직스

BcN 기술 개요

8

㈜내외코리아

TPMS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국제 표준 주파수 대역 및
주파수 편이 허용한도

9

유비티스

Adaptive Dual Band ANT 설계

10

아마티스㈜

EMC (전자파 양립성) 인증 관련 최신 동향 분석

11

토탈위성시스템

국내외 위성시스템

12

㈜엠씨넥스

Adaptive Intenna를 포함한 3X ZOOM Camera Module

13

㈜센텍정보통신

옥외용 광전송 설비 접지기술

14

㈜모빌랩

Network Threats And Protection Technologies

15

㈜셀런

MVC (Multi-view Video Coding) Standardization Trend H.264/MPEG4 AVC Amd. 4

16

㈜주인네트

IPTV

17

온타임텍㈜

MVC (Multi-view Video Coding) Standardization Trend H.264/MPEG4 AVC Amd. 4

18

바이오키㈜

RFID/USN 보안 기술 및 표준화 동향

19

위즈인포㈜

BcN 보안 기술 및 표준화 동향

20

미래텔레콤㈜

MPEG4 Visual 과 H.264

21

㈜인티큐브

IMS 서비스 아키텍쳐 표준화 기술

22

㈜유오씨

모바일 RFID 기술 및 표준화 이슈

23

에이앤디엔지니어링㈜

지상파 DMB 재난경보방송 소개

24

아토정보기술㈜

차세대 웹 표준화 동향

25

㈜스마비스

홈네트워크/무선인터넷 보안기술표준

26

㈜솔루션텍

WPAN기술 현황과 전망 IP-USN기술

27

㈜코리아와이즈넛

Web : Now & Future - Mobile Web 2.0 중심

28

㈜렛스비젼

멀티미디어 응용서비스를 위한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기술

29

㈜파버나인

3차원 TV 서비스를 위한 다시점 비디오 처리기술

30

㈜헤음시스템

홈네트워크/무선인터넷 보안기술표준

31

㈜셀리지온

IPTV 기술과 표준화

32

타임네트웍스

이동성 관리 표준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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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와이더댄㈜

IETF MANET & AUTOCONF 워킹그룹 관련 기술 동향

34

㈜기산텔레콤

IP Multimedia core Network

35

㈜조이넷

IPTV 서비스를 위한 AVC 비디오 부호화 기술

1

㈜렛스비젼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기술의 이해 및 분석

2

㈜파버나인

자유시점 TV 서비스를 위한 MPEG/JVT 표준화 작업

3

㈜스마비스

홈네트워크/ WCDMA USIM 보안기술표준

4

㈜유오씨

센서태그기술 및 RuBee 기술동향

5

㈜헤음시스템

와이브로/홈네트워크 보안표준

6

미디어플러스

XML의 개념과 Web EDI 적용사례 및 적용방안

7

위즈인포㈜

RFID/USN 보안 기술 및 표준화 동향

8

㈜모빌랩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 개발동향-OMA 표준화 중심

9

㈜월드비즈넷

전자무역표준화 및 차세대 ebXML 기술동향

10

㈜아이코리아

BcN 보안기술 및 표준화 동향

11

아마티스㈜

최신 EMC 관련 IEC/CISPR 회의 내용 및 동향

12

토탈위성시스템

차세대 위성 통신 기술 동향

13

㈜내외코리아

국제표준 주파수 대역 및 주파수편이 허용한도

14

㈜아이에스티

EMC (전자파 양립성) 인증 관련 최신 동향 분석

15

세븐코아㈜

저전력 이동 단말의 SDIO 설계 및 구현

16

이엠시스

EMC 규격동향 및 측정방법

17

포스데이타㈜

NGN 및 IPTV 기반 융합서비스 표준화 동향

18

씨티에스㈜

이더넷 PG 국내외 표준화 이슈

19

㈜프로시스트
코리아

20

지인정보기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운영체제) 및 개발환경 동향

21

㈜에이앤씨테크놀러지

상용 서비스를 위한 그리드 기술의 표준화

22

㈜알지시스템

상용 서비스를 위한 그리드 기술의 표준화

23

다영자동화기기㈜

IT839 및 U-IT839국가전략 분석 및 추진방향과 ITU-T SG 15 중심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표준화 신기술 동향

24

백선통신㈜

IT839 및 U-IT839국가전략 분석 및 추진방향과 ITU-T SG 15 중심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표준화 신기술 동향

25

㈜아이디콤

EMC 규격동향 및 측정방법

26

㈜에이로직스

IPTV system

27

㈜주인네트

P2P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

28

㈜인포틱스

WEB-Mobile Combined Approach for Authentication

29

아카넷티비㈜

ITPV 현황및 IPTV 백엔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테크놀로지

OSGi/Telematic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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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씨티앤디

u-Farm과 센서네트워크의 접목기술

31

㈜인스모바일

인터넷 이동성 기술 표준화 동향

32

㈜제너시스템즈

차세대 웹 표준화 동향

33

㈜넥스트웹

Mobile 응용 서비스 표준화 현황

34

에이앤디엔지니어링㈜

VoIP 표준기술 개요 및 방송 응용서비스 개발 적용방안

35

㈜코어벨

USN 기술 표준화 동향

36

㈜아이웨어

Wireless LAN, MAC Protocols and Interference/ 6LoWPAN(IPv6
based Low Power WPAN)

37

㈜넷진테크

Seemless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 단말의 핸드오버 관리 기술

38

㈜아키스

Session Border Controller IP Multimedia Subsystem

39

넷포드㈜

Mesh WPAN 기술 개발 동향

40

㈜사라콤

Seemless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 단말의 핸드오버 관리 기술

1

㈜파버나인

다시점비디오압축부호화를위한MPEG/JVT 표준화작업

2

㈜우대칼스

센서기반응용에관한표준기술

3

㈜기산텔레콤

WCDMA/HSPA 네트워크 및 프로토콜 구조

4

㈜지니테크

BcN 서비스에대한품질관리기술정책방향

5

㈜조이넷

H.264/AVC 비디오압축부호화기술의이해

6

한국씰란트

ebXML Framework e-Trade 프로세스표준

7

에드엠

EMC적합성 표준화동향 및 대응방안

8

픽스트리

차세대 비디오 코딩 표준동향

9

이노와이어리스

3GPP LTE Overview

10

㈜월드비즈넷

ebXML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프레임웍

11

㈜케이벨

NGN 융합서비스와통합ID 관리

12

㈜유브릿지

DMB 방송과RFID 기술의관계및국제표준화동향

13

동원시스템즈㈜

모바일WiMax 표준화

14

에이앤디엔지니어링㈜

무선랜동향및개요

15

㈜모빌랩

GPS 기술을이용한Address Positioning 기술세미나

16

㈜엑스크립트

IPTV Security Standard

17

팜몰㈜

국내S/W 프로젝트품질관리기술동향

18

㈜코아크로스

CAS/DRM 표준동향및IPTV 보안표준의요구사항

19

위즈인포㈜

차세대네트워크망에서정보보호표준화기술

20

넷진테크㈜

차세대통신망구조와서비스제어기술

21

아이코리아㈜

웹서비스보안기술표준화동향

22

㈜환경과학기술

Web GIS 아키텍처소개및활동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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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온넷기술㈜

IPTV 기술표준화동향

24

㈜아이비트

IPv6와IPv4 인터네트워킹표준화동향

25

㈜맨엔텔

IT 표준화전문가활동방법

26

㈜제너시스템즈

IPv6와IPv4 인터네트워킹표준화동향

27

㈜인소프트

IT 표준화전문가활동방법

28

㈜이디엘솔루션

임베디드리눅스표준화동향

29

㈜라오넷

Proxy Mobile IP 표준화동향

30

㈜주인네트

국내외IPTV 생방송전송관련기술, 표준화동향및테스트베드구축

31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Wibro 품질관리방안

32

㈜지란지교소프트

인터넷그룹통신서비스제어기술

33

㈜사라콤

전파방송관련기술기준

34

㈜에스알씨

해상통신분야표준화및기술기준

35

㈜오투스

멀티프로바이더환경에서융합단말기능표준

36

㈜텐노드솔루션

소프트웨어공학표준및기술동향

37

㈜웨이버스

텔레매틱스표준화로드맵

38

㈜윈아이티

국내외IPTV 서비스사례및구축현황

39

㈜에어포인트

해상통신표준화및기술기준

40

넥스프라임

국내외IPTV 표준화동향

41

골드피처㈜

국내외Mobile platform 표준동향

42

나스미디어

IPTV 서비스및플랫폼기술

43

디플러그 커뮤니케이션

IPTV 서비스핵심기술및전략

44

창해에너지어링

차세대비디오코덱동향

45

도호무역㈜

동영상미디어국제표준과기술동향

46

마이크로네임즈

국제표준과지적재산권

47

Actus Networks㈜

캐리어이더넷표준화동향

48

㈜네투르

번호체계진화및네트워크제어표준기술

49

세트렉아이

지능로봇표준화동향

50

㈜네비웨이

DMB 정책및현황

51

㈜카이런

국내u-Home 표준동향

52

㈜다날소프트

어자일프로세스, XP방법론, 린, 스크럼등

53

㈜이너큐브

이동멀티미디어방송기술표준

54

온넷기술㈜

IT표준화전문가활동방법

1

오픈스택㈜

IPTV 국제 표준화 동향

2

(주)엠더블유스토리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보호 기술 및 표준화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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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니테크

IPTV 서비스 품질관리 표준화 및 정책 동향

4

조은시큐리티

홈네트웤과 콘텐츠 보안

5

㈜넥서스웨어

IPTV 품질평가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표준화 현황

6

㈜해솔씨엔에스

사업자간 QoS/QoE 관리기술 및 표준화 동향

7

디시티 나도텍

전파자원의 할당, 분배 및 지정

8

㈜지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통신 및 정보저장 시의 암호알고리즘의 선택과 적용 방안

9

㈜이티에스

RFID+USN융합기술의 국내/국제 표준화추진 동향

10

㈜다임즈

WIBRO 품질측정 및 관리방안

11

㈜포엔티

캐리어이더넷 제어프로토콜 표준화 동향

12

한맥

차세대 웹 표준 기술

13

㈜지더블유리더

개방형 IPTV 플랫폼 기술

14

(주)에어포인트

차세대 텔레매틱스를 위한 복합기능 모듈기술

15

에이비앤아이㈜

소프트웨어공학 국제 표준 동향

16

넷진테크㈜

유비쿼터스 서비스 표준 기술동향

17

㈜포휴먼

초고소인터넷/인터넷전화 측정지표/SLA 표준화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18

한솔디케이㈜

IPTV 표준기술을 이용한 컨텐츠 제작 방법

19

액턱스 네트웍스㈜

MPLS 표준화 동향

20

㈜맥한

이동형 ITS 컨버젼스 기능 모듈 개발 기술

21

(주)파비나인코리아

3차원 비디오 부호화 관련 표준화 작업 동향

22

온넷기술㈜

IPTV 미들웨어 기술 표준화 동향

23

㈜오투스

IPTV 응용서비스 품질감시 네트워크 및 자바/웹기반 플랫폼 표준 동향

24

㈜굿소프트웨어랩

방통융합 정책과 품질관리 기술/표준 동향

25

㈜엘컴텍

자바기반 IPTV M/W 동향

26

㈜님버스

IPTV CAS 표준화 동향

27

㈜쉐카이나소프트

RPT 기반의 오디오/비디오 방송서비스 개발관련 기술 및 표준화 동향

28

㈜지엑스

Car Infotainment 기술동향 및 관련 기술

29

㈜마린소프트

XML 및 웹 정보 추출 기술 동향

30

㈜빅아이엔터테인먼트

3차원 비디오 부호화 장치의 요구사항 분석

1

㈜맥한

UPG 칩기반 복합멀티미디어 통합서비스 시스템기술 및 표준

2

㈜투비소프트

RIA 관련 W3C 표준개발 현황

3

㈜다임즈

TM Forum NGOSS에 대한 개념/요소기술 소개 및 적용사례, 활용방안

4

에어포인트

휴대전화 및 인터넷자판 표준화 기술

5

평화기공㈜

표준특허와 지적재산, RFID 표준특허 가이드

6

오픈스택㈜

P2P SIP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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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업명

자문 수행내용(요약)

7

금오기전㈜

임베디드 표준기술 동향

8

㈜이엔솔

전기통신설비 및 기술기준

9

㈜지니테크

UC 개요와 표준기술 : 시장동향 및 업체동향

10

㈜포휴먼

초광대역 서비스에서의 품질측정 연구동향 및 개발현황 분석

11

㈜빅아이엔터테인먼트

다시점 3차원 콘텐츠 생성 표준화 작업

12

㈜나딕윈

IPTV 표준화현황 및 개요

13

㈜알투소프트

IPTV 융합서비스 표준기술과 규제정책

14

㈜준소프트

국내외 IPTV 미들웨어 기술 및 표준동향 분석

15

㈜아이디웍스시스템

국내외 Dash Board 표준기술

16

㈜넷비젼텔레콤

Wireless Backhaul을 위한 MPLS-TP 표준화동향

17

㈜시큐레딧

사이버공격 패턴 자동검출 표준기술 개발 및 시장동향 분석

18

㈜엔스퍼트

AT-DMB 표준화 동향

19

Actus networks

Wireless Backhaul을 위한 PBB-TE 표준과 MPLS-TP 표준의 비교

20

㈜엔소프트

OMA 표준화 프로세스

21

㈜모빌랩

IETF IPv6 표준화 동향 소개

22

㈜아이씨엔아이티

RFID S/W 분야의 사실표준단체 및 국제표준기구를 통한 표준화 전망

23

㈜슈프리마

바이오인식 기술 국제표준화 기술 현황

24

유니웹스㈜

국제표준화 활동개요 및 활동요령

25

제너시스템즈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및 표준화 동향

26

㈜브이쓰리아이

다시점 3차원 비디오 디스플레이 장치의 표준화 동향

27

㈜에이씨엠텍

사업자간 QoS 상호접속 관련 기술 표준화 동향

28

㈜굿소프트웨어랩

U-City 및 Internet-TV 기술 및 표준(ARP)

29

㈜울프슨랩

개방형 플랫폼 기반 IPTV 서비스 플랫폼 표준기술 동향 및 전망

30

넷진테크㈜

그린 ICT를 위한 ITU-T 표준기술 동향

31

KJ무선주식회사

XML 메시지처리 표준기술 및 동향

32

㈜이디엘솔루션

IPTV 국내외 표준동향 및 관련 기술 분석

33

디씨티나노텍㈜

훈민정음 창개원리를 적용한 휴대폰 한글문자판 입력배열 표준기술

1

㈜넥시아디바이스

실감입체방송 표준특허 조사 및 방송사업화 방안

2

누리뜰희망IT㈜

사회복지(노인생활시설) 통합사례관리 전산 프로그램의 기술동향 및 표준화
방향

3

㈜빅아이

MPEG 3DV 부호화 표준기술 분석

4

오픈스택㈜

3DTV 방송 국내외 서비스 규격 표준화 현황

5

㈜헤리트

M2M 기술 및 표준화 동향

6

㈜디지캡

IPTV 단말 프로비저닝 및 원격관리 표준화 기술

자문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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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업명

자문 수행내용(요약)

7

㈜위즈노바

LTE-A를 위한 주요 전송 표준기술

8

프롬투정보통신㈜

IPTV QoE 측정 표준기술 및 동향

9

㈜IDWorks 시스템

Web Services 표준 및 기술 동향

10

온넷기술㈜

NGN 표준화 동향

11

㈜공영DBM

SaaS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술표준 설계

12

㈜굿소프트웨어랩

IPTV 영상 QoE 표준기술 동향 및 측정 기법

13

준소프트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 모바일 플랫폼 표준 기술 동향

14

인소프트

NGN 관련 국내/국제 표준화 방향

15

㈜다임즈

LTE 표준기술 개요 및 NMS 방안

16

제니텔정보통신㈜

ITU의 NGN기술 표준화

17

㈜퓨전소프트

차세대 ITS 관련 표준기술 동향 및 시장성 분석

18

㈜픽스트리

3차원 TV를 위한 MPEG 표준화 작업

19

㈜지노스

임베디드 표준 기술 동향

20

㈜나딕윈

전파자원의 활용

21

에너바이오텍㈜

USN 미들웨어 표준화 추진 전략

22

주식회사 필링크

HEVC 표준기술소개

23

이노와이어리스

LTE 개요 및 표준규격(PHY/Protocol)

24

㈜넷커스

RFID 시스템, 응용 및 미들웨어 표준기술 동향

25

㈜엘컴텍

소셜 네트워크 기술 및 국제 표준화 동향

26

㈜지니테크

VoIP 보안 위협과 대응을 위한 인터넷전화 보안 기술표준 및 동향

27

㈜시큐위즈

SSL VPN 표준동향 및 추진전략

28

㈜머큐리

Femtocell 표준동향 및 기술분석

29

액터스네트웍스㈜

G.8032 Ring protection 표준화동향 및 성능향상 방법

30

에어포인트

Web 서비스 표준기술 및 응용

31

동강메디칼시스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를 위한 전자파 강도 측정 방법

32

㈜에이씨엠텍

초광대역 기반 서비스 기술표준 연구 동향

33

㈜헤르메시스

Ubiquitous GIS 기술 동향 및 표준화 전략

34

㈜쉐카이나소프트

디지털방송서비스 영상 및 기능품질 측정 표준기술

35

㈜연합정밀

멀티미디어용 비차폐 고속 신호용 케이블 표준

36

㈜아이센텍이엔씨

낙뢰에 대한 광케이블 보호 수단의 기술표준

37

㈜바인젠

VoIP 표준 암호기술 현황 소개

38

㈜네트

Wireless LAN 표준기술 및 동향

39

㈜지아이블루

이동통신의 진화와 LTE 표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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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업명

자문 수행내용(요약)

1

누리뜰희망IT㈜

사회복지(노인생활시설) 통합사례관리 전산 프로그램의 기술동향 및 표준화
방향

2

에너바이오텍㈜

IP-USN 미들웨어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전략

3

에어포인트

IPTV 무선 중계기 개발 및 관련 표준기술

4

오픈스택㈜

3DTV 방송 국내외 서비스 규격 표준화 현황

5

온넷기술㈜

NGN 표준화 동향

6

이노와이어리스

LTE 개요 및 표준규격(PHY/Protocol)

7

인소프트

NGN 관련 국내/국제 표준화 방향

8

제니텔정보통신㈜

ITU의 NGN기술 표준화

9

㈜IDWorks 시스템

Web Services 표준 및 기술 동향

10

㈜굿소프트웨어랩

IPTV 영상 QoE 표준기술 동향 및 측정 기법

11

㈜나딕윈

전파자원의 활용

12

㈜네트

Wireless LAN 표준기술 및 동향

13

㈜넷커스

RFID 시스템, 응용 및 미들웨어 표준기술 동향

14

㈜다임즈

LTE 표준기술 개요 및 NMS 방안

15

㈜디지캡

IPTV 단말 프로비저닝 및 원격관리 표준화 기술

16

㈜머큐리

Femtocell 표준동향 및 기술분석

17

㈜바인젠

VoIP 표준 암호기술 현황 소개

18

㈜시큐위즈

SSL VPN 표준동향 및 추진전략

19

㈜아이센텍이엔씨

낙뢰에 대한 광케이블 보호 수단의 기술표준

20

㈜에이씨엠텍

초광대역 기반 서비스 기술표준 연구 동향

21

㈜엘컴텍

소셜 네트워크 기술 및 국제 표준화 동향

22

㈜지니테크

VoIP 보안 위협과 대응을 위한 인터넷전화 보안 기술표준 및 동향

23

㈜지아이블루

이동통신의 진화와 LTE 표준기술

24

㈜퓨전소프트

차세대 ITS 관련 표준기술 동향 및 시장성 분석

25

㈜픽스트리

3차원 TV를 위한 MPEG 표준화 작업

26

㈜헤르메시스

Ubiquitous GIS 기술 동향 및 표준화 전략

27

㈜헤리트

M2M 기술 및 표준화 동향

28

프롬투정보통신㈜

IPTV QoE 측정 표준기술 및 동향

1

㈜헤리트

IPv6/IPv4 표준화동향 소개 및 M2M 플랫폼에서 고려해야하는 사항

2

㈜탑텍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및 품질관리 기술

3

㈜큐빛솔루션

전자현미경 표준화 설계 및 응용기술

4

㈜엘컴텍

국내외 디지털 사이니지 표준기술동향 및 사업화 방안

5

㈜나딕윈

IPTV S/W 기술 표준화

자문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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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자문 수행내용(요약)

6

에어포인트

코스닥 진출 및 기업합병, 중계기/블랙박스/하이패스 제품의 국내 기업합병을
위한 중소기업 국내 글로벌 경영 자문서비스

7

㈜크레펀

IPTV기술 표준화

8

쓰리디엔터테인먼트㈜

3차원 영상관련 B3G, NGN, IPTV, DMB 등 표준화회의결과 및 기술동향 발표

9

㈜지앤아이

RFID 이론과 USN과 RFID 표준화 동향

10

㈜헤르메시스

OGC 표준의 GML과 WMTS 소개

11

㈜아이들

모바일 푸쉬플랫폼 관련 국내외 주요 표준 및 산업현황

12

㈜지오위즈넷

WLAN과 영상신호처리 기술 자문

13

㈜로임시스템

난시청지역 방송 표준기술, 난시청무선중계기 개발기술

14

다임즈

VoIP, IPTV 보안 국제표준동향 및 개발

15

에이브이에이엔터테인먼트㈜

3차원 영상에 관련된 국제 표준화 기술 동향

16

디지캡

디지털케이블 네트워크 기술 동향

17

새하컴즈

MPEG SVC와 HEVC 표준기술의 이해

18

머큐리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및 시스템 기술 현황과 미래기술전망

19

리아컴즈

전자책 저작도구 및 스마트러닝 표준과 기술 동향

20

스프링웨이브

LTE 무선 기술의 이해

21

아이스플럽

비디오컨텐츠 관리 시스템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법

22

고백기술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패킷데이터 원거리 전송 기술

23

알에프윈도우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아이템 발굴 방안

24

이즈웰

HTML5 웹플랫폼 아키텍처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구축 방안

25

씨에스티

광역 u-City 인프라 연계를 위한 IoT 플랫폼(미들웨어)기술 및 표준 이슈

26

엠엠씨테크놀로지

LTE 표준관련 출원특허에 대한 분석-1

27

엘로이즈

3차원 영상에 관련된 국제 표준화 기술 동향

28

㈜쿠노소프트

정보보호 표준화 동향

29

산들정보통신

IoT/M2M 표준화 동향 및 기술

30

㈜지니테크

국내외 정보보호 암호기술 및 표준화 동향

31

콘텔라㈜

LTE/LTE-A Protocol

1

㈜톤스

스마트 문구 표준화 추진

2

㈜애드잇

모바일 광고 서비스 시스템 구조 및 현황

3

㈜노스

디지털교과서 기술, 표준동향 및 제작 사례

4

㈜삼보컴퓨터

UHD 방송표준 및 기술 동향

5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4G&Beyond4G 이동통신 시스템 개요 및 핵심기술

6

㈜가온미디어

AC3 표준특허 동향 분석

7

㈜라이즈

loT/M2M 플랫폼 기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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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수행내용(요약)

8

뉴론웍스

loT 미들웨어 구현을 위한 표준기술

9

㈜지니테크

공공기관 영상회의 상호운용성 관련 표준 동향

10

㈜나모인터랙티브

디지털 교과서 기술 및 표준 동향, 플랫폼 프레임 워크 개발 방향

11

㈜기가레인

4G, Beyond 4G, 5G 이동통신 기술 개요

12

스피니티

이러닝 기술, 표준동향 및 비즈니스 전략

13

㈜넷비젼텔레콤

pce based provisioning framework for sdn

14

JDSU 코리아

LTE 표준기술-FOD/TDD 자원할당 구조의 이해

15

㈜앙클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는 웹 구현 기술

16

㈜그린스케일

ICT표준화 추진 가이드

17

㈜디비카드

국내외 전자금융 관련 사용자 인증 표준기술 적용 현황

18

리아컴즈

영상처리 표준기술과 Medical 응용

19

㈜성우모바일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표준 기술 및 디바이스 최적화 적용 방법

20

㈜아이네스

LTE-TDD MIMO/빔포밍 표준기술

21

㈜엔제이시스템

MPLS-TP 표준기술 소개 및 사업 시 고려사항

22

㈜모션블루

아동용 콘텐츠 창작기술 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추진 가이드/Q&A 및 종료

23

㈜엘로이즈

2D 컨텐츠의 3D 변환 방법

24

㈜헤르메시스

공간정보 분야 표준화 추진

25

㈜콘텔라

System Security&Standard Technology

26

㈜에이엠텔레콤

4G&Beyond4G 표준기술

27

㈜헤리트

실시간 웹서비스 구축을 위한 표준기술

28

㈜그린클라우드

㈜그린클라우드 보유기술 분석 및 TTA 단체표준 작성 방법 소개

29

㈜투비소프트

표준화를 위한 마스트 플랜 검토 및 RIA DCM RFP 리뷰

30

(주)휴맥스

3GPP Dual Connectivity 표준화 동향 분석

1

(주)나우테스테크놀러지

OMA 소셜 사물인터넷 표준화 동향 및 GoTAPI 기술

2

(주)넷앤티비

MPEG-MMT 표준기술 현황 및 분석

3

(주)노스

N-Tools(가칭)ePub3.0 저작

4

(주)누리뜰희망아이티

통신모듈 개발 및 모바일서비스

5

(주)모바일에코

차세대 스마트카 기반의 스마트셔틀을 위한 모바일 융합 IoT 단말

6

(주)베터라이프

실내라돈 모니터링을 통한 알람시스템

7

(주)블락스톤

IoT 서비스 제품 해외 진출을 위한기획, 표준, 특허, 인증서비스

8

(주)서현정보통신

공항 항행안전시설 현황 및 표준

9

(주)센서테크

온도 센서를 클라우드에 로깅해서 그래프 출력을 구현하는 핸즈온 워크숍

10

(주)씨에스피미디어

Second Screen에서의 Host Screen과 Controller Screen 간의 통신과 UX

11

(주)아이두잇

IETF 표준화 기구 및 IETF 미러포럼 표준화 활동

자문년도

’15

’16

NO.

기업명

자문 수행내용(요약)

12

(주)에이비앤아이

국내 SW 품질 표준 동향 및 R&D 프로세스 표준 현황

13

(주)엠아이시스

기업간 정보교류를 위한 플랫폼의표준화

14

(주)엠투엠테크

CoAP, oneM2M, LWM2M 등 표준기술 소개

15

(주)지니테크

SDN 표준기술과 활용 방법

16

(주)콘텔라

SDN/NFV기술을 이용한 혁신적 IoT 서비스인프라 상용화개발

17

(주)헤르메시스

ISO 19115, 19115-2 기술동향 및 제품사양

18

문엔지니어링

일반철도용(원주~강릉) LTE-R 무선통신 실용화 구현기술

19

아바엔터테인먼트

VR 영상 관련 MPEG-V 표준의 이해

20

아이티엘

유헬스 표준기술동향

21

아이포유

IoT기반 재실 및 퇴실감지 시스템 개발

22

에스이에스 모바일

LED 전파품질 측정 및 분석을 위한 표준기술의 이해-1

23

엘로이즈

초다시점 3차원 입체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MPEG 표준화 작업

24

유엠로직스

다양한 국제표준화기구의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동향

25

㈜뉴론웍스

OneM2M 요구사항 기술 자문

26

㈜브로드웨이브

휴대폰을 활용한 IoT게이트웨이로 활용키위한 표준화 진행

27

㈜에스엠시스템

클라우드 SaaS 서비스 API 상호운영을위한 표준화 작업

28

㈜엘트로닉스

통합형 유무선 IoT Gateway 플랫폼

29

㈜오픈베이스

SDN/NFV 기술동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검토

30

㈜톤스

스마트 문구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31

㈜헤리트

oneM2M 기반 스마트 홈 서버

32

클레버로직

3GPP WG 표준화 동향

1

(주)모션블루

HTML5에 적용 가능한 모듈형 IoT 디바이스 기반 서비스 요구사항

2

앤솔루션

Netspliter(자사 개발 솔루션) 적용 영역 확대 방안

3

㈜피제이팩토리

새로운 이미지파일 포맷의 국제표준화 진행

4

에이앤티에스

사물인터넷 기술 동향

5

에이투유정보통신

저전력 광역 무선통신 솔루션, 원격 검침 등에 적용가능한 900MHz 안테나
칩셋 개발

6

AKN

P2P 화상통화 및 데이터 전송관련 WebRTC 서비스 플랫폼 개발

7

(주)넥스트랩

UX 품질지표측정 방법을 이용한 영상캡처기반 장비, 측정 서비스 개발

8

(주)유엠로직스

클라우드 보안통제 서비스 브로커(CASB) 개발

9

동아출판

표준을 적용한 디지털교과서 및 디지털참고서 제작 및 서비스

10

(주)엠투엠테크

승강기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실무지원

11

(주)아바엔터테인먼트

360도 VR 라이브 방송 - 웹, 모바일, 공중파를 통한 VR콘텐츠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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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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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업명

자문 수행내용(요약)

12

알밤컴퍼니

IOT 융합 모바일 소프트웨어 및 안드로이드 기반 사물 인터넷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13

휴맥스오토모티브

V2X(특히, 차량 내/외부 통신 보안/인증), ADAS, 자율주행 관련 제품 개발

14

엠엘정보기술

매직키보드(MagicKeyboard), 모바일 로그인 전용 자판 개발

15

코리아퍼스텍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동적 동영상 전자상거래시스템 개발

16

나래트랜드

스마트팜, 원격아크화재감시시스템 개발

17

넥스트링크

IoT 저소비전력/광역커버리지화를 위한 무선접속 및 응용기술

18

블루클라우드

Email을 사용한 SKTelecom 운용 표준화

19

㈜모바일에코

차세대 스마트카 기반의 스마트 셔틀을 위한 모바일 융합 IoT 단말 개발

20

㈜에스엠시스템

클라우드 SaaS서비스 API상호운영을 위한 표준화

21

뉴론웍스

불량률 감소를 위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미들웨어/게이트웨이) 개발

22

(주)유양디앤유

가시광 통신 기반의 IoT 기술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개발

23

아모텍

무선 전력전송 및 무선 충전기술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개발

24

가온미디어(주)

Future Video Coding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개발

25

(주)휴맥스

차세대 WiFi 기술(IEEE 802.11ax)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개발

26

지엠티

차세대 VDES(VHF Data Exchange System) 기술 및 시스템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개발

27

(주)토브소프트

디지털교과서 및 전자책 전자도구/뷰어 개발

28

(주)리얼허브

SW 국제인증 및 국내외공항 보안 시스템 통합 국내판로개척 전문가 자문의뢰

1

㈜케이스

건축물감리App기반 표준유무선통합프로토콜연구개발

2

페이게이트

W3C 표준문서 작성방법 자문

3

(주)트루네트웍스

Security Requirements of Session Border Controller

4

(주)휴맥스

Around View Monitoring 장비 개발

5

큐비콤(주)

5G 무선기술과 Massive MIMO

6

(주)티지테크놀러지

소매유통 POS 시스템 개발

7

코드크래프트

창호 프레임 제작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 도면 자동분석

8

포윈

5G Front-End Module 개발

9

(주)큐유아이

자기장 통신 기술을 이용한 센서 개발

10

비아비솔루션스 코리아

5G 기술 및 Massive MIMO 측정 기술

11

헤르메시스

도로상에 최단 경로 탐색 관련 SW 모듈에 대한 표준 기반 검증 및 확인

12

투니텔

5G 이동 통신을 위한 전송 기술 표준화

13

(주)센스톤

양방향 동적 키 매칭 기술의 국내표준화 및 글로벌 표준화 확대방안 모색

14

(주)헤리트

NFV기반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및 KT NFV 현황과 적용 방안

15

(주)나온웍스

스마트그리드 표준 프로토콜 보안 시스템 개발

16

기가찬(주)

융복합 VR 솔루션 개발의 표준화

자문년도

’17

’18

NO.

기업명

자문 수행내용(요약)

17

웨이테크

BLE 기반의 차량 정보 전송 제품 개발 위한 표준 및 기술 자문

18

(주)케이티엔티

광케이블 해킹 감시 시스템 ICT 표준화 방법 자문

19

한길자연환경

스마트 단말기를 이용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ICT표준 적용

20

피제이비(주)

ICT 융복합 기술의 라이딩 피트니스 시스템

21

(주)화승엑스윌

한계수명예측 모니터링 ICT 컨베이어 벨트 개발

22

(주)넥스트이지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디지털융합서비스 개발

23

(주)에어포인트

저전력광역(LPWA)IoT 기술표준화 분석 및 추진

24

(주)아트앤에셋

집단지성을 활용한 정량적 가치평가 시스템

25

(주)빌리언아이즈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소셜큐레이션 지식영상플랫폼 서비스

26

(주)퀀텀게이트

IoT와 BigData에 기반한 제품의 개발목표 설정

27

AKN

P2P 화상통화 및 데이터 전송관련 WebRTC 서비스 플랫폼 개발 구현

28

(주)넥스트랩

UX 품질지표측정 방법을 이용한 영상캡처기반 장비, 측정 서비스 개발

29

(주)씨에이치 솔루션

ICT 융합 기술 적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 개발

30

오픈스택(주)

방송스마트미디어

31

(주)유양디앤유

가시광 통신 기반의 IoT 기술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개발

32

(주)지엠티

VDES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 개발

33

㈜피제이팩토리

다중 이미지간의 연관관계를 구조화하여 한 장으로 수렴하는 디테일 사진(.DTL
포맷)의 표준 개발

34

(주)브이티더블유

IoT Device 개발을 위한 SW V&V 도입 자문 요청

35

(주)칩스앤미디어

차세대 비디오 코덱 표준기술 및 디코더 IP 개발을 위한 표준개발 자문

1

㈜트루네트웍스

무선전화망 시글널링 프로토콜을 이용한 변작방지

2

(주)까사미아

까사미아 쇼핑몰 개발 시 적용가능 기술 자문

3

센스케이

스마트 TV 인터페이스 표준 규격

4

웨이브일렉트로닉스

5G NR 서비스를 위한 동기획득 방안 연구 개발

5

단솔플러스

비가청 음파 통신과 마그네틱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송수신 기술

6

(주)퀀텀게이트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시각화를 위한 SW 구조 설계

7

(주)크로스웍스

4G-LTE에서 5G-NR 표준 변화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는 통신장비의 기술변화
추이

8

㈜피제이팩토리

다중 이미지간의 연관관계를 구조화하여 한 장으로 수렴하는 디테일 사진(.DTL
포맷)의 표준 개발

9

(주)지엠티

AISi 기술 및 시스템 국제표준화

10

(주)에치에프알

5G 이동통신의 표준 기술 및 동향

11

(주)아크릴

감성인공지능 기술 관련 표준화 항목 선정 및 연구

12

팅크웨어(주)

ADAS 솔루션 고도화 및 인증 획득

13

(주)후본

이종 소재 융복합 3D 프린터 및 인쇄물 출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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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업명

자문 수행내용(요약)

14

글로벌스마트솔루션(주)

스마트팜 국내/국외 표준관련 현황 및 전망/ 계획

15

(주)유양디앤유

가시광 통신 기반의 IoT 기술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개발

16

베리타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4g/5g 이동통신 기술 교육

17

(주)크레존

massive MIMO 및 빔포밍 안테나 기술

18

(주)지니테크

AI 국제 표준 및 AI 기반 음성품질 분석 및 녹취 시스템 개발

19

(주)넥스트랩

UX 품질 지표 및 N/W QoS 관련 표준을 활용한 영상 캡처 기반 품질측정장비/
서비스 개발

20

AKN

P2P 화상통화 및 데이터 전송관련 WebRTC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블록체인
통신 SW 기술 구현

21

(주)케이스

모바일App기반 건축, 설계, 시공 관련 정보통신 표준화

22

(주)화승엑스윌

한계수명예측 모니터링 ICT 컨베이어 벨트 및 Marine Fender 개발 등

23

(주)이오피스코리아

다른 통신환경을 사용하는 헬스기기로 부터 헬스 정보를 수집하는 호환성
프레임워크 및 그 운용 방법

24

(주)그린아이티코리아

클라우드 기반 SUPERSAVE 개발

25

창바라기

ICT 융합 기기 개발 (태양광 블라인드외 융복합 기기 개발)

26

(주)한국무역정보통신

ICT서비스 플랫폼 개발 표준 규정화 및 적용

27

이니그마(주)

ICT 기반의 지능형 메시징시스템

28

(주)아이테오솔루션즈

시스템 포트용 물리 보안 장치 표준안

29

팝스라인

VR AR 관련 표준특허 상용화 자문 및 국제특허권 보호 자문

30

오픈스택(주)

ATSC 3.0 방송용 Encoder & Modulator 관련 표준화 적용 및 구현

31

큐비콤(주)

5G 이동통신망 최적화 분석 시스템 개발

32

(주)에스티엠

스마트팜 제어시스템에 ICT표준 적용

33

(주)애니워드

조합방식의 한자/중국어 입력 기술 개발

34

코미코리아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창업 컨설팅을 위한 시스템 및 그것의 제어방법

35

(주)셀프라스디자인센터

Indoor location을 위해 AoA 표준을 지원하는 BLE SoC 개발

36

(주)여우전자

충격센서를 이용한 탁구경기 자동심판장치

37

바이테크코리아

ICT 융합기술 개발(조명 관련)

1

구르는돌

테블릿 게임과 연동되는 실내 자전거용 케이던스 센서 프로그래밍 자문요청

2

엠포러스

빅데이터기반 전기비저항 지하매설물 탐사

3

오텍코리아

2020년 수중통신과 관련한 적용 주파수대역과 골전도 전송시스템 일체 및
수중호흡과 관련된 알고리즘생성과 프로그램제작 개발

4

JC엔터프라이즈

2020 flying car의 공역 표준 지정 자문

5

유엔젤

보유중인 IoT플랫폼 표준화 작업

6

주식회사 테라텍

IDN(Intelligence-Defined
Orchestration) 개발

7

피제이비(주)

2020년 ICT표준기술 장기집중 자문 사업 (신청)

Network)

기반

NSO(Network

Service

자문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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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업명

자문 수행내용(요약)

8

그리드스페이스(주)

드론 GCS 운용시의 전자지도 종류/포맷 및 통신규약

9

엠플로

TVWS관련 신호 송출기, 중계기, 단말기 개발시 적용표준 및 적용환경 자문

10

라도포스

3GPP 5G NR Positioning 표준 특허 창출 지원

11

(주)후본

이종 소재 융복합 3D 프린터 및 인쇄물 출력 방법

12

(주)에스티엠

스마트팜 제어시스템에 ICT표준 적용

13

엠포러스

진동패널기반 시각장애인 정보전달 기술 및 표준화

14

셀프라스디자인센터

Indoor location을 위해 AoA표준을 지원하는 BLE SoC 개발(2차년도 지원
기업)

15

오픈스택 주식회사

deep learning 기반 multi object tracking 연구현황

16

주식회사 피제이팩토리

디테일(.DTL) 포맷 국제표준화 장기 로드맵

17

그래메디스(주)

환자용 스마트 기저귀센서 알림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18

(주)에듀잉

AI 기반 영작문 틀을 활용한 Writing 프로그램

19

하몬소프트

빅데이터 기반 초고속통신망(4G/5G)기준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20

데이터텍

보안관제시스템 개발

21

하나로TNS

클라우드 기반 GPS/온습도 센서 IoT 디바이스 개발 및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

22

(주)노스글로벌

디지털교과서 학습분석 플랫폼 개발

23

주식회사 뉴코애드윈드

음식과 광고를 함께 배달하는 ict 기반의 융복합 서비스

24

주식회사 리디쉬

1회용품을 줄이는 친환경, 에너지를 줄이는 친에너지, 오염을 방지하는
저탄소형 배달음식 그릇 순환 서비스 플랫폼

25

농업회사법인
에이라이프

26

(주)토브소프트

IMS Caliper 학습분석과 디지털교과서 데이터 연동 연구

27

타이니파워

신개념 교번 직류 전력선통신 플랫폼을 활용한 IoT 응용 표준화

28

(주)소프트자이온

머신러닝기반 데이터분석에 따른 인공지능 영업비서 및 캠페인 비서 플랫폼
서비스 구축

29

래콘

초저전력을 가능하게 하는 다대다 디바이스 통신기술 알고리듬

30

센스케이

스마트 TV를 비롯한 스마트 홈 디바이스 제어를 위한 표준 접속 방법

31

와임

정보분할보안기술을 이용한 정보보호서비스 개발

1

알밤컴퍼니

엣지컴퓨팅

2

(주)브로드웨이브

엣지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서비스 아키텍츄어 기술

3

주식회사 브레인벤쳐스

자연어처리에서 문장의 주제어 및 내용 추출 기술개발 자문

4

(주)팅크웨어

E-call 표준의 Follow up 및 MSD 구조 및 MSD 전달 프로토콜 개발

5

(주)나인와트

지도기반 에너지절감 AI플랫폼 서비스 개발

6

(주)빌리언이십일

스마트양식 및 시스템 IoT 융합을 위한 oneM2M 표준교육

7

(주)아크릴

감성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제표준 개발

주식회사

스마트 에그트래이 및 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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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자문 수행내용(요약)

8

(주)리베르곤

BLE측위기반 포털 서비스 및 공유배터리 서비스와 연동 기술

9

가온미디어(주)

5G/6G 무선통신 표준화 역량 확보를 위한 기술교육 신청

10

에이브레인(대전지점)

IoT센서 기반의 고독사 방지 서비스 개발

11

셀프라스디자인센터

BLE4.2 기반 실내 측위(Direction Finding) 기술의 표준개발

12

(주)아이렉스넷

LoRaWAN기반 G-IoT 연계를 위한 데이터 연동 모델의 표준화

13

(주)휴톤

ATSC3.0 기반 UHD IP Encoder 장비 개발

14

(주)여우전자

Bluetooth RSSI 신호 기반으로 BLE module 거리 측정 기술개발

15

(주)라도포스

3GPP 5G NR Positioning 표준 특허 창출 지원

16

유비텍

비 면허대역 기반 ICT 융합통신기기

17

엘락테크(주)

QR코드 기반의 인증 플랫폼(Verii)의 표준화 방안

18

㈜트루네트웍스

SDR 기반 추적장비 개발

19

(주)소프트자이온

이커머스 데이터 및 이커미스 데이터를 활용한 추천시스템 인터페이스 표준화

20

(주)피플벤처스

webrtc 기반 1대1 통화 플랫폼 개발

21

(주)엠포러스

빅데이터기반 전기비저항 지하매설물 탐사

22

(주)오텍코리아

2020년 수중통신과 관련한 적용 주파수대역과 골전도 전송시스템 일체 및
수중호흡과 관련된 알고리즘생성과 프로그램제작 개발

23

(주)유엔젤

보유중인 IoT플랫폼 표준화 작업

24

타이니파워(주)

신개념 교번 직류 전력선통신 플랫폼을 활용한 IoT 응용 표준화

25

(주)와임

정보분할보안기술을 이용한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개발

26

(주)나무소프트

사이버 공격에 대비된 하이브리드 웜 스토리지

27

(주)이스톰

사용자 인증 기술 표준 동향 파악 및 국제표준 기술 등록 절차 문의

28

창바라기

ICT 융합 기기 개발 (태양광 블라인드외 융복합 기기 개발)

29

(주)지엠티

AISi 기술 및 시스템 국제표준화

1

(주)휴톤

국가재난정보(AEA) 관련 TTA 단체표준 개발 건

2

(주)이스톰

모바일 단말을 이용한 별도 채널 기반 서버 인증 프레임워크 TTA 표준 검토 등

3

(주)듀얼오스

모바일 단말을 이용한 별도 채널 기반 서버 인증 프레임워크 국제 표준 검토 등

4

누리꿈소프트(주)

스마트 현장관리 서비스 현장 점검 관리 자재 Report App 연동을 위한 표준화

5

(주)넥스트랩

표준화된 가입자망 품질측정, 품질저하구간 판정을 위한 현장기사용
휴대형계측기 개발

6

(주)이화네트웍스

분산네트워크를 이용한 커넥티드카 분리형 플랫폼 표준개발 자문

7

에스엠시스템

로우코드, 노코드 개발 플랫폼 서비스 표준개발

8

주식회사 비에스소프트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향기반 비상벨 관제시스템 개발

9

(주)지씨

항해장비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의 프로토콜 표준화

10

주식회사 티맥스에이아이

FIDO 인증장치 개발

11

카라멜소프트

아날로그계량기 영상기반 IOT 컨버전 키트 및 정보조회 서비스

자문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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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자문 수행내용(요약)

12

아이렉스넷

LoRaWAN기반 G-IoT 연계를 위한 데이터 연동 모델의 표준화

13

팅크웨어

자율주행차량 및 5G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표준특허 개발

14

(주)스카이칩스

BLE 관련 자문요청

15

(주)빌리언이십일

스마트양식 및 시스템 IoT 융합을 위한 모델링 시뮬레이션 교육

16

클레온

문화 콘텐츠 산업 활용을 위한 이미지 및 비디오 처리 딥러닝 응용 기술 연구

17

(주)오비고

자율주행 수소버스 관제 표준기술 적용

18

(주)트루본

철도승강장안전문 관련 장비의 프로토콜 표준 개발

19

(주)드림시큐리티

자율 협력 주행을 위한 인증 센터 운영 지침

20

라도포스

3GPP 5G NR Positioning 표준 특허 창출 지원

21

강원전자주식회사

USB3.0 케이블 국제 표준 핀맵에 대한 문의

22

와임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분할과 활용 표준화

23

(주)아크릴

감성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제표준 개발

24

주식회사트루네트웍스

SDR 기반 추적장비 개발

25

타이니파워

IEEE2847 Working Group 의장단 운영_신개념 직류전력선 통신 기술

26

전력품질기술

전력변환장치의 KEYPAD를 대체하는 모니터링용 Apps 개발

27

주식회사 브레인벤쳐스

자연어처리에서 문장의 주제어 및 내용 추출 기술개발

28

가온미디어㈜

5G/6G 통신표준 개발

29

(주)브로드웨이브

엣지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서비스 아키텍츄어 기술

30

(주)기원테크

머신러닝 기반 이메일 보안 아키텍처 및 솔루션 개발

31

(주)케이비드

차량 정비이력 데이터 통합 관리 방법 및 요소

32

아니스트

자기주권신원 & 저작권 증명 기술 표준화 사업

33

대양에스씨 주식회사

김 종자 개선을 위한 스마트 배양장치 표준기술

34

여우전자

탁구로봇심판시스템을 위한 Racket sensor module에서 공의 충격과 이외의
충격신호 구별

35

(주)소프트자이온

전자상거래 구매패턴분석을 위한 프론트엔드 개발기술을 활용한 로그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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