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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포럼, 4차산업혁명 위한
산업간 협력 플랫폼으로 혁신한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

회장 박재문)는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

의장단 , 연구책임자 ),

참석한 가운데

『

서

□

ICT

표준기반 융합서비스

TT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월 6일(목) ~ 7일(금)

표준화포럼 전략워크숍

지원

IITP

등

35 개

포럼

100 여명이

양일간 홍천대명콘도에

』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에서는 ‘융합서비스와 표준화포럼 역할’이라는 주제로
민간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

융합 혁신 분야는 다산업 범부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공감하고 그동안 추진된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팜 등 융합
분야 관련 포럼과 유관 단체 간 협력 성과도 공유하였으며,

[결과]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팜 분야
- 융합서비스 분야 관련, 부처별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 단체/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회의 정례화를 통해 국내외 기술 시장 표준 정보공유 및 공동 세미나 개최
- 융합서비스 분야 관련, 산업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
- 산업간 융합시 발생되는 문제점, 산업 요구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활동 추진

ㅇ

특히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과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융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표준화 포럼은 첫째,
산업 간 강력한 협력을 유도하고, 둘째 산업체의 정확한 수
요기반

표준을

개발하여

Plug-fest, Hackathon

적기에

보급하며,

마지막으로

등 실증을 통해 완성도 높은 시장 표

준을 만드는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한
다는데 뜻을 모았다.

□ 박재문

TTA회장은 “본

행사는

ICT

전 분야 산학연 표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표준을 매개로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장으로, 포럼의 논의 결과가 정부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TTA는

아낌없는 노력을 다 하겠

다”고 밝혔다.

□ 한편

, TTA는

․

글로벌 표준화포럼 컨소시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중심의 포럼표준 개발 및 확산 활동을 위해 매년 기술
분야별

ICT

․

표준화포럼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선정하였으며 약

※붙임

1. ICT
2.

900여개

1부.

끝.

포럼을

이상의 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표준화포럼 목록

행사사진

35개

1부.

붙임 1

구분

2018년도 ICT 표준화포럼 목록

포럼명
HTML5융합기술포럼
IETF미러포럼
IEEE802포럼

1
미러 23
포럼
(5개)
4 한국FIDO산업포럼
5 OCF Korea Forum
6 지능정보기술포럼
7 국제무인기포럼
인큐 8 스마트카기술포럼
베이팅
9 퀀텀포럼
포럼
(7개) 10 에너지4.0플랫폼포럼
11 디지털헬스포럼
12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
13 멀티스크린서비스포럼
14 모바일콘텐츠표준화포럼
15 5G포럼
16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17 SDN/NFV포럼
18 사회안전시스템포럼
19 스마트의료보안포럼
20 실감형혼합현실기술포럼
21 3D프린팅창의융합표준화포럼
22 홀로그램포럼
표준
개발 23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
24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확산
25 스마트로봇표준포럼
포럼
(23개) 26 MPEG뉴미디어포럼
27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28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29 정보접근성포럼
30 스마트사이니지포럼
31 All@CLOUD포럼
32 사물인터넷융합포럼
33 스마트자율운항선박포럼
34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35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 FIDO : Fast IDentity Online

사무국
HTML5융합기술포럼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FIDO산업포럼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퀀텀정보통신연구조합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스마트도시협회
한국통신학회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한국농식품ICT융복합산업협회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한국통신학회
스마트의료보안포럼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3D프린팅연구조합
홀로그램포럼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한국컴퓨터산업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사물인터넷협회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붙임 2

행사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