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은 IT 및 전통산업에서도 대표적인 

지식산업이면서 타 산업에 대한 연관관계가 매우 높고 파급효

과도 대단히 높은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산업

이다. 

한국통신기술협회(TTA) 소프트웨어-콘텐츠 기술위원회

(TC6)는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공개SW, 메타데이터, 소프트

웨어 품질평가, 웹서비스 등)과 융합 소프트웨어 기술(임베디

드SW, 사이버-물리시스템(CPS), e-내비게이션, e-퍼블리싱 

등),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기술(게임, 디지털시네마, 컴퓨터그

래픽 등) 분야의 표준 제정을 담당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TC6 산하 9개의 PG에서 2013년에서 현재까지 제

정한 70여건의 표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함으로

써, 향후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표준이 참조될 수 있는 기

회가 있기를 희망하며 표준화 추진 동향에 대하여 소개 하고자 

한다.

Ⅰ. 소프트웨어-콘텐츠 표준화 배경 

소프트웨어-콘텐츠는 창의력과 상상력 기반의 창조지식 창출

도구인 동시에, 제품고도화와 서비스 혁신의 핵심가치로 새로

운 패러다임 견인의 주역이 되었다. 특히 C-P-N-D의 가치사

슬 간 연계가 강화되면서 소프트웨어-콘텐츠는 그 한가운데 위

치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미래 IT시

장을 주도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보통신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한국통신기술

협회(TTA) 표준화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말 소프트웨어기술과 

콘텐츠기술을 결합하여 소프트웨어-콘텐츠 기술위원회(TC6: 

Technology Committee)를 출범하였고, 산하 9개 프로젝트그

룹(PG: Project Group) 들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표준 

제정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TC6에서 다루는 표준 분야는 모바일, 정보가전기기, 항공기, 

자동차, 첨단 국방장비 등에 활용되는 실시간 임베디드 소프트

웨어, 공개 소스 기반의 서버, 데스크탑, 모바일기기용 소프트

웨어, 우주 및 항공, 핵발전소, 대규모 실시간 교통 제어시스템, 

IoT, 스마트 팩토리 개발의 기반이 되는 사이버-물리시스템

(CPS), 선박, 육상, 해상의 데이터 제어를 위한 e-내비게이션 

등의 분야 표준과 웹서비스, 전자출판,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메타데이터 등의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 표준을 다루고 있다.

또한 게임, 그래픽, 증강현실, 가상세계, 디지털시네마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 산업 기술 표준을 다루고 있다. 

TC6에서는 매년 많은 표준 및 제품 구현에 필요한 기술보고

서 들을 개발해 내고 있다. 2012년에는 72건, 2013년에는 56건

의 표준을 제정 및 개정하였고, 2014년에도 56건의 표준 제정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

형소프트웨어, UI/UX, 웨어러블컴퓨팅 등의 기술 표준은 STC, 

혹은 TC4 등 다른 기술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으며, 소프트웨

어-콘텐츠 기술위원회와 많은 교류를 통해 표준 제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Ⅱ. 소프트웨어-콘텐츠 표준 추진 현황

1. PG 601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는 IT 융합산업의 핵심 기술로 가전, 모바일, 국

방, 의료, 로봇, 자동차 등 다양한 기기에 내장되어 제품의 성패

를 좌우하는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우리나라의 강

점인 전통산업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

한 수단이 되고 있다. 

정보가전, 모바일기기 등에 활용되는 임베디드 운영체제와 미

들웨어, 통합개발도구 등의 표준을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임베

디드용 프로세서들이 고성능화 되면서 이기종 멀티코어를 탑재

한 응용프로세서(AP)를 위한 가상화 기술과 임베디드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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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가

용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중화된 하드웨어를 고신뢰 기반으로 

운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표준을 개발하였으며, 가상화 기술

과 임베디드 SW 신뢰성 검증을 위한 정형검증 기법 등 다양한 

기술을 표준화 하여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차용 임베디드 SW 표준에는 차량용 전장 SW 플랫폼 규

격과 실행환경 등을 다루는 AUTOSAR(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 R.3.1 표준을 개발하여 자동차 전장 

시스템 개발을 위해 SW 신뢰성, 호환성 및 생산성 향상을 가

져오게 하였으며, 오픈소스 기반 차량 인포테인먼트 SW 플

랫폼 개발 표준 협의체인 GENIVI(GENEVA In-Vehicle 

Infotainment)를 통하여 GENIVI Compliance 3.0 표준의 국

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ISO 26262에서 다루는 자

동차 안전성 표준을 다루고 있다. 

국방무기체계분야에서는 미래 항공기용 운영체제인 

ARINC653 표준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원천코드를 구

현하여 국산 항공기에 탑재함으로써 안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

는 기반이 되었다. 이는 항공기 전자제어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줄이는 한편 SW 안정성과 무결성, 성능향상을 꾀하는 방안으

로 IMA(Integrated Modular Avionics) 구조를 따르되 서로 다

른 응용들끼리 상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간적 공간적인 파티

셔닝과 가상화 기술을 통하여 응용들간의 안정된 통신을 가능

하게 하였다. 

올해에는 AUTOSAR 3.1 기반의 SW 콤포넌트, IPTV 셋탑박

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기능, 멀티코어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스케줄링 방법 등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표

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제/개

정일

1
TTAR.KO-

11.0027/R1

차량	인포테인먼트용	SW	플랫폼을	위한	

GENIVI	적합성	요구사항(기술보고서)

2013.	

5.31.

2
TTAR.KO-

11.0020/R1

개발자를	위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	

분류	및	숙련도	등급	지침(기술보고서)

2013.	

11.19.

3
TTAR.KO-

11.0028

가상머신	기반	프로그램을	위한	리눅스	패

키지(기술보고서)

2013.	

11.19.

4
TTAR.KO-

11.0029

이기종	멀티코어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OpenCL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전력

소비	분석방안(기술보고서)

2013.	

11.19.

5
TTAR.KO-

11.0030

ARMv7-A의	물리주소	확장(LPAE)	기능	기

반	주소변환	테이블	형식	및	활용사례(기술

보고서)

2013.	

11.19.

6
TTAR.KO-

11.0031

임베디드	하이퍼바이저를	위한	디바이스	트

리의	가상화	확장(기술보고서)

2013.	

11.19.

7
TTAR.KO-

11.0032

AUTOSAR	3.1기반	CAN	상태관리자(State	

Manager)	명세	요약(기술보고서)

2013.	

11.19.

8
TTAR.KO-

11.0033

AUTOSAR	3.1기반	CAN	트랜시버	드라이버	

명세	요약(기술보고서)

2013.	

11.19.

9
TTAR.KO-

11.0034
AUTOSAR	기술기요(기술보고서)

2013.	

11.19.

10
TTAK.KO-

11.0153

프라이머리	및	백업	프로세서	기반	고가용	

임베디드	리눅스	시스템	참조	모델:	고가용	

시스템	구조	및	요구사항

2013.	

12.18.

11
TTAK.KO-

11.0154

네이티브	컴파일	기반	임베디드	응용	개발	

도구	기능	요구	사항

2013.	

12.18.

12
TTAK.KO-

11.0155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개방형	피드백	시

스템의	사용자	참여	지원	체계

2013.	

12.18.

13
TTAK.KO-

11.0156

프라이머리	및	백업	프로세서	기반	고가용	

임베디드	리눅스	시스템	참조	모델:	페일오

버	매니저	구조	및	요구사항

2013.	

12.18.

14
TTAK.KO-

11.0157

프라이머리	및	백업	프로세서	기반	고가용	

임베디드	리눅스	시스템	참조	모델	:	커널	

네트워크	데이터	동기	구조	및	요구사항

2013.	

12.18.

15
TTAK.KO-

11.0158

ARINC	653을	기반으로	한	파티셔닝	운영체

제	내의	통신	규격

2013.	

12.18.

16
TTAK.KO-

11.0159

임베디드	시스템	기반	가상	머신	모니터	스

케줄러	요구	사항

2013.	

12.18.

17
TTAK.KO-

11.0160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정형	검증	절차	지침

2013.	

12.18.

18
TTAK.KO-

11.0161

임베디드	 시스템	 응용	 개발을	 위한	

JavaScript	언어	확장

2013.	

12.18.

2. PG 602 공개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된 표준은 그 동안 공개 소스인 리눅스

를 기반으로 하는 분야에 한정되어 추진하여, 리눅스 서버 규격 

5.0과 교육단말 기능 규격,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

의와 분류체계 및 프로파일 등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매우 많은 종류의 공개 소프트웨어가 배포

되고 있고 이를 이용한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프트

웨어의 품질이나, 저작권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공개적으

로 평가하기 위한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개 

소프트웨어 성숙도 및 적용성 평가 지침 표준을 2013년 12월에 

제정하여, 공개 SW를 활용하는 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자면,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것

은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저작권자가 소스 코드를 공개하여 누

구나 자유롭게 설치, 복제, 수정, 재배포 등을 할 수 있는 자유

로운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공개 소프트웨

어의 수는 수십만 종에 이르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프로젝트

(제품)가 생성되기 때문에 막상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제품의 품질이 어떠한 수준인지, 상용으로 사

용하기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의 평

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속성을 공통 속성으로 선정하고, 더 

나아가 상업적 용도에 맞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선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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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필요한 확장 속성을 제시하며, 표준과 확장 속성을 

정의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근거와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을 제

정하였다.

향후에는 공개 SW 라이선스 정보 추적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

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공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업, 커뮤니

티, 기술 개발 주체들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표준들을 개발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제/개정일

1
TTAK.KO-

11.0133/R1

공개	소프트웨어	성숙	및	적용성	

평가	지침
2013.	12.18.

2 TTAK.KO-11.0176
공개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프레임

워크

2014.

7.2.

3. PG 604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소프트웨어 품질이 IT 융・복합시대 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IT 융・복합에 의해 자동차, 국방, 항공 등에

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

질이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대형화 및 복잡화로 품질 관리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크기는 최근 5년간 10배 정도 증

가했고 향후 10년 내에 100배 이상 증가하고 더욱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평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된

다. 첫째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평가로서 개발 조직

의 개발능력 및 프로세스를 평가해 개발할 제품의 품질을 예측

하는 것이며, 둘째는 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시험 평가하는 것이고, 셋째는 기업의 전사적인 품질 경영 체제

를 평가해 조직의 품질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 중 두번째인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기술이 가장 중요한 일

이다. 이것은 제품 품질평가와 품질 프로세스 평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품 품질평가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술, 품질평가 모

델링 기술 및 품질 측정 메트릭 기술 등이 있다. 프로세스 품질

은 프로세스 라이프사이클 모델링 기술, 품질 성숙도 모델링 기

술 등이 핵심기술이 된다. 

최근 자동차, 항공 우주 등 전자 기계장치에 소프트웨어

가 핵심 컴포넌트로 부상하면서 이들 장치에 대한 기능 안전

성(Safety)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안전성이 주목 받

고 있다. 각 분야에서는 분야별 특성에 맞는 환경에 따라 제정

된 안전성 표준은 의료장비 분야의 IEC 60601, 자동차 분야

의 ISO 26262, 항공우주 분야의 RTCA/DO-178, 기계 분야의 

IEC 62061, 핵발전소 분야의 IEC 60880, 철도 분야의 prEN 

50128, 용광로 분야의 IEC 50156 등이며, 이에 대응하는 국내 

표준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현재의 안전성 관련 표준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의 위험

관리를 포함하는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다. 개발된 제품의 안

전성 평가에 관한 기술 및 표준은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므

로, 향후 소프트웨어 안정성에 대한 평가 표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제/개정

일

1
TTAK.KO-

11.0090/R1
지능형	로봇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항목

2013.	

12.18.

2
TTAK.KO-

11.0076/R1
비디오	워터마크	기술평가	및	인증	지침

2013.	

12.18.

3
TTAK.KO-

11.0162
CBD	소프트웨어	산출물	개발	지침

2013.	

12.18.

4
TTAK.KO-

11.0163
동영상	검색	및	관리	응용	파일	포맷

2013.	

12.18.

5
TTAK.KO-

11.0164

객체기반	비디오	검색	기술	성능	평가	지

침

2013.	

12.18.

6
TTAK.KO-

11.0165

의료용	전자기기	기능	안전성을	위한	소

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2013.	

12.18.

4. PG 605 웹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웹에서 가장 큰 화두는 HTML5표준으

로, W3C과 ECMA에서 웹 응용을 위해 개발된 차세대 HTML 

표준이다. HTML5는 그 동안의 HTML이 가졌던 기능적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종속 스타일시트(CSS3), 문

서 객체 모델(DOM), SVG(Scalable Vector Graphic) 등의 기

능을 제공하며, 플러그인과 액티브엑스 기술에서 벗어나 자유

롭게 각종 응용들을 구동하고 웹 접근성과 상호운용성을 동시

에 해결하는 발판이 되었다. 또한 JavaScript API를 이용한 

HTML의 확장은 서버에 부하를 줄이고 클라이언트와 부하를 

나눔으로써 응용으로서의 웹의 활용도를 극대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HTML5를 제공함으로써 데스크탑은 물론 여러가지 모바일 

기기, 웨어러블 기기 위에서 다양한 브라우저를 통하여 각종 컨

텐츠를 즐길 수 있는 호환성을 제공하고, 재사용성을 높여, 궁

극적으로 보편적인 접근성을 향상시킨 주요한 도구가 되었다. 

한편 웹에서 개발된 표준 중에서 중요한 표준으로는 모바일 

OK 인증이있다. 이것은 모바일 브라우징 환경에 대한 표준으

로, 다양한 모바일 단말에서 기존 인터넷과 포털에서 제공하는 

각종 콘텐츠와 자유롭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크업 

언어, 단말 정보 규격, 응용 환경 들을 정의한 표준이다. 모바일 

OK 표준의 실증을 거치게 되면 PC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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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나, 블로그, 웹2.0 응용 서비스를 휴대폰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서는 시각, 청각 장애, 지

체 장애, 지적 장애 등과 같은 개별적인 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 콘텐츠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소

개하여 웹 콘텐츠의 보편적 사용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모바일단말, 스마트TV,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 등 다양한 

단말에서 웹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했던 K-WAC(Wholesale 

Application Community)은 2011년 12월 K-Apps로 변경되

며, WAC2.0 규격에서 정의한 핵심 기능들을 만족하는 한국형 

통합 앱 스토어의 핵심 요구 사항을 정의하였다. 즉 웹 표준, 보

안, 위젯의 생명주기, 런타임 등과 디바이스의 API를 구성하는 

기능 모듈들(API, 카메라, 가속도계, 방향, 파일시스템, 위치, 

주소록, 일정, 단말 상태 등)을 정의하는 표준 기술 보고서를 개

발하였다. 

현재는 웹 스토리지 서비스, 웹 워커 등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제/개정

일

1
TTAE.OT-

10.0353
위젯	접근	요청	정책

2013.	

5.31.

2
TTAR.KO-

10.0042

모바일	OK	인증	1.0	–	인증절차서(기

술보고서)

2013.	

11.19.

3
TTAR.KO-

10.0043

모바일	OK	인증	1.0	–	인증심의위원

회	운영절차서(기술보고서)

2013.	

11.19.

4
TTAR.KO-

10.0044

한국	통합	앱	스토어	WAC	중계	연동

(기술보고서)

2013.	

11.19.

5
TTAE.OT-

10.0354

패키지	웹	앱(위젯).	패키징과	XML	설

정(2판)

2013.	

12.18.

6
TTAK.KO-

10.0718
한국	통합	앱	스토어	앱	내	판매	연동

2013.	

12.18

7
TTAK.KO-

10.0719

소프트웨어뱅크에서	소프트웨어	명세

를	위한	XML	스키마

2013.	

12.18

8
TTAK.KO-

10.0720

소프트웨어뱅크에서	소프트웨어	제품	

명세를	위한	XML	스키마

2013.	

12.18

9
TTAK.OT-

10.0003/R2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2013.	

12.18

10
TTAI.OT-

10.0355
CSS3	미디어	쿼리	

2013.	

12.18

11
TTAI.OT-

10.0356
CSS	셀렉터	레벨3

2013.	

12.18

12
TTAI.OT-

10.0357
CSS	셀렉터	API	레벨	1

2013.	

12.18

13
TTAI.OT-

10.0358
웹소켓	API

2013.	

12.18

14
TTAR.KO-

10.0046

한국	통합	앱	스토어(K-Apps)	핵심	

요구	사항	확장(기술보고서)
2014.	3.11.	

15
TTAR.KO-

10.0047

한국	통합	앱	스토어(K-Apps)	디바이

스	API	확장(기술보고서)
2014.	3.11.	

5. PG 606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로서 정보자원의 속성을 

기술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즉, 실제로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

터 자체는 아니지만, 이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말이다.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쉽고 빠르게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다. 

즉,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관리의 용이성을, 데이

터를 사용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검색의 용이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

으로 검색하고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술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빅데이터 식별 및 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되어 가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사용

자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존재하며, 어떻게 접근할 것인

지 또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 등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의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다. 

다양한 데이터 포맷들을 그 활용 목적에 따라 변환할 수 있어

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분석 방법과 질의 언어, 보안 정책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 분석 결과 역시 상당

한 양의 데이터가 될 수 있으므로 분석 결과를 원격에서 시각화

하여 전달 받는 방법 등의 기술적 고려가 필요하다.

메타데이터는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의료, 관광, 지리, 교육, e비즈니스 등 각 분야별로 메

타데이터 표준이 있으며, 시스템 구축 시 메타데이터 표준을 준

수하면 시스템 간의 정보교환을 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 2014년 4월, 개발된 방송 콘텐츠 유통 메타데이터 관련 

표준은 국내 방송사들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진 것 으로서, 

방송사와 프로덕션 등에서 제작한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스

마트TV,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볼 수 있도록, 불필요한 메타데

이터 변환 중복 생성 등을 최소화하여 콘텐츠 유통 과정의 효율

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하였다.

최근에는 ISO/IEC JTC1/SC32 데이터 관리서비스 위원회를 

통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 네트워크 분석, 차세대 

분석 기법, 인터넷 사물 통신 등 신규 기술 분야에서 데이터 상

호운용성 증대를 위한 표준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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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제/개정일

1
TTAK.KO-

10.0721

콘텐츠	메타데이터	융합을	위한	LOD	

요구	사항

2013.	

12.18

2
TTAK.KO-

10.0722

콘텐츠	메타데이터	융합을	위한	LOD	

프레임워크

2013.	

12.18

3
TTAK.KO-

10.0723
인체	데이터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2013.	

12.18

4
TTAK.KO-

10.0724
척추뼈	형상	표현을	위한	측정	요소

2013.	

12.18

5
TTAK.KO-

10.0725

지능형	기술	분석	서비스를	위한	기술	

지식	온톨로지

2013.	

12.18

6
TTAK.KO-

10.0639/R1
소셜	웹을	위한	감성	온톨로지

2013.	

12.18

7
TTAK.KO-

10.0730

방송	콘텐츠	유통	메타데이터	구성요

소	및	형식

2014.	

4.10.

6. PG 607 e-Navigation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실현

하기 위해 2005년 12월 e-내비게이션 표준 제정을 해 왔으며, 

이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선박과 육상, 해상의 모든 구

조물들의 정보를 취합하고 통합해서 항해자에게 유용한 정보들

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공되었다. 2018년부터는 모든 선

박에 강제화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국내 조선 및 기자재 산

업은 적극적인 대응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IEC TC80, ISO TC8, NMEA, IALA 등의 조선 관련 국제 표준 

기관에서는 선박의 정보 장치들을 디지털 전자장치화 하면서 개

방형 네트워크를 통하여 통합 지능형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IEC TC80에서는 선박 전자장비들의 표준화 작업

을 담당하고 있으며, ITU의 권고안 및 성능 요건 등을 IMO에

서 채택하여 구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내비게이션 구조는 주로 국제수로기구(IALA) eNAV 위원

회에서 정의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해상 지리 정보의 데이터 

모델을 변경하여 새로운 데이터 모델의 구조인 S-100 과 항로

표지정보에 관한 데이터 세트를 제작, 배포하기 위한 표준을 제

정하였다. 

2014년부터 시작한 표준에는 선박 원격 관리 기술, 통합항해 

시스템기술, 해상데이터 처리기술, 광대역 해상 통신 기술, 선

박장비 가용성 및 신뢰성 평가기술, 네트워크 보안 기술 등 10

여건의 시급히 필요한 표준을 제정하는 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제/개정일

1
TTAK.KO-

10.0344

통합	항해	시스템	모듈러	구조-요구사

항

2013.	

06.26.

2
TTAK.KO-

10.0359
e-내비게이션	구조

2013.	

12.18

3
TTAK.KO-

10.0726
S-100	기반	항로	표지	제품	정보

2013.	

12.18

7. PG 608 e-PUB

2007년 킨들 등의 전자책 전용 단말기가 보급되기 시작되어 

전자책의 시대가 태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2010년부터 스

마트패드, 모바일 단말 등이 대중화 되면서 전자책 시장이 빠르

게 성장하게 되며 전자책 표준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떠오르게 

되었다. 이것은 전자책 포맷이 PDF, HTML, EPUB 등의 서로 

상이한 포맷으로 만들어져 호환성이 제공되지 않아 매우 불편

한 상태였다. 따라서 2011년 10월 국제전자출판포럼(IDPF)을 

중심으로 XML 기반의 EPUB 3.0표준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EPUB 3.0은 HTML5, CSS3.0, JavaScript를 적용해 비디

오, 오디오, 인터랙티비티, 글로벌 언어 지원, 다단레이아웃, 하

이픈, 내장형 폰트, 확장된 메타데이터, MathML등을 표현하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EPUB 3 은 단행본뿐만 아니라, 교육 부분의 어학, 시험지 교

재, 전문적인 분야인 만화나 잡지 등이 표현 가능하게 됨으로써 

넓은 범위의 다양한 콘텐츠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책을 표현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정도의 주요 

기술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콘텐츠 관리 및 검색을 위한 메타

데이터 표준, 콘텐츠 표현을 위한 포맷 표준, 유통을 위한 패키

징 표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이슈 등이다. 이

들에 대한 표준 개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2년 전자책 EPUB 출판물 3.0 표준 개발 후,전자문서 서

식 등록기, 프래그먼트 식별자, 문서 정보 관리 지침 등의 표준

이 2013년 개발되었고, 2014년에는 교육용 전자책 표현 표준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제/개정일

1
TTAK.KO-

10.0727
EPUB	정규	프래그먼트	식별자

2013.	

12.18

2
TTAK.KO-

10.0728
조직	내	문서	정보	관리	지침

2013.	

12.18

3
TTAK.KO-

10.0729
전자문서	서식	등록기

2013.	

12.18

8. PG 609 CPS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Cyber-Physical Systems)이란 

대규모 센서와 액튜에이터를 가진 물리적 요소와 이를 실시간

으로 제어하는 컴퓨팅 요소가 결합된 복합 시스템(System of 

Systems)이다. 과거 단순했던 제어 시스템 구조에서 수 많은 

컴퓨팅 시스템들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로 진화됨에 따라 많은 

시스템 오류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이버 영역의 기술은 최근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물리세계로

부터 복잡하고 대규모인 센싱 정보를 취득하고, 고속의 유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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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을 통해 전달되어 고성능 컴퓨팅시스템들이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판단하여 궁극적으로 확정

적인 결과 얻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물리시스템을 만들고 실시

간 제어하는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게 되었다.

차세대 항공기, 지능형 자동차, 핵발전소, 전투체계 등은 사람

의 논리력과 검증 능력을 벗어난 대규모 시스템인 CPS로 발전해 

가고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 보다 쉽고, 운용적 측

면에서 고신뢰성을 갖도록 설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계를 단순화 시켜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검증 및 구현하며, 차후에 설사 고장이 발생했다 하더라

도 자율적으로 진단하고 오류를 복구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개

발하는 것이 CPS의 목표이다. 

CPS를 위한 미들웨어는 초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실

시간 고신뢰 통신을 지원하는 OMG PUB/SUB 구조의 데이터 

배포 시스템이며, 22종류의 QoS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

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고신뢰 시스템 실현을 위하여 모델링 단계에서 복합 시

스템의 이종성을 다루기 위한 모델링 기술과 대규모 하이브리

드 시스템 모델의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및 정형검증 기술 등

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였다.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제/개정일

1
TTAK.KO-

11.0166

사용자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제어	인

터페이스	요구사항

2013.	

12.18

2
TTAK.KO-

11.0167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통신	미들

웨어를	위한	토픽	리포지토리	인터페

이스

2013.	

12.18

3
TTAK.KO-

11.0168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통신미들웨

어에서	UML	기반	QoS	프로파일	참조

모델

2013.	

12.18

4
TTAK.KO-

11.0169

다중	네트워크	도메인을	지원하는	대

규모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통신	

개체	탐색	참조	모델

2013.	

12.18

5
TTAK.KO-

11.0170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통신	미들

웨어	게이트웨이	참조모델

2013.	

12.18

6
TTAK.KO-

11.0171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통신	미들

웨어의	정적	탐색	서비스	인터페이스

2013.	

12.18

7
TTAK.KO-

11.0172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통신	미들

웨어	모듈화를	위한	모듈	구조

2013.	

12.18

8
TTAK.KO-

11.0173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통신	애플

리케이션	개발	지침

2013.	

12.18

9
TTAK.KO-

11.0174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의	협업형	

목표	모델링	요구사항

2013.	

12.18

10
TTAK.KO-

11.0175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하이브리드	

모델링	언어	정의

2013.	

12.18

9. PG 610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는 디지털과 콘텐츠가 결합한 개념으로 기존에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던 텍스트, 음성, 화상, 영상 등 각종 정

보 형태를 디지털화한 콘텐츠를 의미하며, 첨단 IT 기술을 사용

하여 디지털 포맷으로 가공, 처리하여 정보통신망, 디지털방송

망, 디지털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활용하는 정보를 말한다.

디지털 콘텐츠 기술은 3D 비디오, 홀로그래픽, 게임, 3D 프

린팅, UI/UX, 웹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술 영역이며,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의 기술들을 디지털 콘텐츠는 융합하여 소비하는 

주체이며, 각각의 서비스를 위한 최적화를 어떻게 이루어내느

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원천기술들이 진화ㆍ발전하는 것과 병행하여 

각각의 원천기술들이 콘텐츠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융합하고 서

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이 디지털 콘텐츠의 핵심 기

술 수요인 것이다.

TTA의 ICT표준화 전략포럼 산하에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포럼은 게임기술 표준화 포럼, 디지털 저작권 표준화포럼, 가상

세계 기술 표준화포럼이 있다. 

그 중에 가상세계 기술표준화 포럼에서 개발하고 있는 표준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연동기술, AR,VR,MR기술의 브라우저 

등 표현기술, 3D, 홀로그래픽 표현기술, 3D 콘텐츠의 파일 압

축 코덱 기술등이 포함되며, 실용화를 추진중인 기술은 모바일

3D, 3D IPTC, 3D DMB 등이 있다. 

디지털 콘텐츠 표준은 전자출판, 웹, 이동통신 등의 원천 기

술 프로젝트 그룹들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표준화를 위한 중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중기적으로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UHD(Ultra High 

Density) 관련 기술, 영상 서비스를 위한 검색용 메타데이터 표

준, 체감형 게임의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표준, 사용자 접근성 

등과 같이 사용자 서비스의 접점에서 밀접하게 요구되는 기술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홀로그래픽, HDR 등

의 미래 지향적 영상 콘텐츠 표준화가 진행될 것이다.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제/개정일

1
TTAK.KO-

10.0710

고도	표현을	위한	지형모델	데이터	압

축	포맷

2013.	

12.18

2
TTAK.KO-

10.0711
게임	가상화	콘트롤러

2013.	

12.18

3
TTAK.KO-

10.0712

HMD	장비의	입체감	및	휴먼	팩터	일

치를	위한	명세

2013.	

12.18

4
TTAK.KO-

10.0713

HMD	장비의	입체감	및	휴먼	팩터	제

어를	위한	API

2013.	

12.18

5
TTAK.KO-

10.0714

콘텐츠	내비게이션을	위한	사용자	인

터페이스	요구사항

2013.	

12.18

6
TTAK.KO-

10.0715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콘텐츠	공유	제

어	참조모델

2013.	

12.18

7
TTAK.KO-

10.0716

안정적	증강	현실	게임	서비스	요구사

항	

20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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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TAK.KO-

10.0717

MIH	상태에서의	게임	사용자	인증	지

침

2013.	

12.18

9
TTAK.KO-

10.0161/R1
비디오	콘텐츠	필터링	성능	평가

2013.	

12.18

Ⅲ. 전 망 

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은 IT 및 전통산업에서도 대표적인 

지식산업이면서 동시에 개인, 기업,정부에 이르는 각 경제주체

의 지식창출과 활용 및 파급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이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기간산업으로 다른 산업

과 비교할 때 연구개발 및 지적노동의 투입이 월등히 높은 지식

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도 가장 구현하기 

어렵고 복잡한 원천기술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과 사이

버-물리 시스템 기술이라 하겠다. 

국방 및 첨단 산업 전자 기기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미

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 등의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CPS를 이

용한 스마트 팩토리 건설과 핵심 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술이 선진국들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우

위 확보 전략이라는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분야의 

기술과 표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 경쟁력은 빠른 제품 개발과 함께 국제 표준 제정에 참여하

여 자사의 기술을 국제 표준화하는 작업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

라의 대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조선, 정보가전, 모바일

기기 등의 산업과 IT가 결합된 융복합 산업 분야의 표준을 적극 참

여하고 주도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e-내비게이션, EPUB, 웹서비스, 메타데이터, 고품질의 

SW 개발 방법론 등의 기술과 3D 게임, 컴퓨터그래픽, AR, VR 

등의 디지털 콘텐츠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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