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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사회 실현, 사물인터넷 플랫폼 oneM2M이 가속화한다.”
- oneM2M Industry Day 및 글로벌 표준 기술총회 개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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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M2M은 IoT 플랫폼 표준화를 위해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비롯한
세계 지역별 대표 표준화기관 8곳이 공동으로 설립한 글로벌 표준화 기구이다.
현재 AT&T, 스프린트, 에릭슨, 시스코, 화웨이, 퀄컴, 알카텔-루슨트, 인텔 등
200여개의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KT, SKT, LG유플러스,
현대자동차, LG CNS, ETRI, KETI, 모다정보통신, 엔텔스, 인터디지털 아시아
유한회사, 디티앤씨, 한성대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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