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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C 2019, ICT 표준/특허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18일(금), IITP-TTA-KISTA 공동 중소·중견기업 표준-표준특허 성공 사례 전파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석제범, 이하
박재문, 이하

‘TTA’),

‘IITP’),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김태만, 이하

일(금) 양재 엘타워에서 공동으로

18

ICT

‘KISTA’)

은

10

월

표준/특허 성공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표준화사업 성과, 중소·중견기업의 표준을 적용한
제품·서비스 개발, 표준특허 창출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례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는

IITP

및

‘5G

‘4K/8K

이동통신을 위한 비면허대역
UHD

LTE

및

Wi-Fi

공존 통신 표준 개발’

영상컨텐츠 분산 스트리밍 프로토콜 표준 개발’ 등

표준화사업을 통해 창출된 우수성과 총 4건을 소개하고, 표준 개발자 입장에서의
성과창출 노하우 및 애로사항 해결방법 등 유익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는 ‘재난통신’, ‘장애인 접근성 관련 표준’ 및 ‘긴급 구조 요청 스마트폰

TTA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3건의 우수표준 제정 사례를 공유하고, 타이니파워의
직류전력선통신 분야

‘

IEEE

신규

Working Group

중소·중견기업이 복잡하고 난해한
지원하는

ICT

ICT

창설’ 사례 소개를 통해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 자문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KISTA
(

는 정부

사전기획 시 국제표준이 중요한

R&D

개 기술분야

2

블록체인, 서비스로봇)에 대해 표준특허 창출·활용 관점에서 도출된

유망기술 및 표준/특허 전략을 제시하고, 표준기술과 밀접한

를

R&D

수행 중인 2개 기업(카카오모빌리티, 후본)과 연계하여 진행된 표준특허
창출지원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갖는다.

TTA

박재문 회장은

표준 제정 우수 사례 및 성과를 많은 기업들이

“

벤치마킹하고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발표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

ICT

표준화의 힘을 공유하고,

표준을 활용한 기업의 성장을 가늠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번 발표회는

GISC

홈페이지(www.gisc.or.kr,

사전등록)에서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다.

[붙임] 1. 「ICT 표준/특허 성공사례 발표회」개요

▷

참가안내

▷

붙임 1 「ICT 표준/특허 성공사례 발표회」개요
□ (일자/장소) 2019년 10월 18일(금), 양재 엘타워 본관 지하 1층 골드홀
□ 개최목적
o 표준화사업 성과 및 중소·중견기업의 표준구현‧개발, 표준특허 등 기업
지원 사례발표를 통해 정보 교류 및 지식습득을 위한 공유의 場 마련
□ 주요내용
o ICT 표준개발 R&D 사업 현황 및 주요 표준개발 성과
o 표준특허, ICT 표준기술 자문서비스 등 중소기업 지원 성공사례
□ (주관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프로그램(안)
시간
09:30~10:20

내용

발표자

등록

Session 1: 표준개발 R&D 성과발표 (좌장: IITP 하선우 팀장)
- 5G 이동통신을 위한 비면허대역 LTE 및 Wi-Fi 공존 통신 표준
개발 (25')
10:20~12:00
(100')

㈜윌러스표준연구소
곽진삼 대표

- 다양한 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반의 공공안전 알림
서비스 요구사항 국제 표준 개발 (25')

㈜싱크테크노 구현희 대표

- 자기융합 통신/전력전송 기술 표준 개발 (25')

KETI 원윤재 책임

- 4K/8K UHD 영상컨텐츠 분산스트리밍 프로토콜 표준개발 (25')

ETRI 현욱 책임

12:00~13:00

Lunch (60')

Session 2: TTA 우수표준 소개(ICT 표준 웰메이드 스토리) (좌장: TTA 강부미 팀장)

13:00~14:20
(80')

14:20~14:40

- ICT 표준 웰메이드 스토리-재난통신 (20')

KANI 김동찬 전문위원

- ICT 표준 웰메이드 스토리-장애인 접근성 전자책 관련 표준 (20')

국립중앙도서관 장보성 사무관

- ’19년 상반기 우수표준 – 긴급 구조 요청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20')

SKT 신종필 매니저

- ICT 표준 자문사례 – 직류전력선통신 분야 IEEE 신규 Working Group 창설 (20')

타이니파워 최창준 대표

Coffee Break (20')

Session 3: 표준특허 중심의 R&D 기획 및 수행 사례 (좌장: KISTA 김융 팀장)

14:40~16:00
(80')

- R&D 사전기획 시 표준특허 전략지원 사례1 – 블록체인 (20')

KISTA 이학규 PM

- R&D 사전기획 시 표준특허 전략지원 사례2 – 서비스로봇 (20')

KISTA 강용진 선임

- 우수기술 보유기업 지원사례1 - 멀티모달 3D프린팅 (20’)

후본 배영식 대표

- 우수기술 보유기업 지원사례2 - V2X 군집주행/보안 (20’)

카카오모빌리티 김창오 CIS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