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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 ICT 표준화 기구의
활동 동향

1. ISO/IEC JTC 1, 5월 총회 결과

2021년

월

6월

ISO/IEC JTC 1은 5월 10일 2021년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으며, 25개
의 회원국에서 140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회의는 6일간 매일 3시간의 온라인

21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총회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디지털 트윈 표준화 활동 착수

기사원문

JTC 1/SC 41(IoT)의 명칭과 범위를 ‘IoT 및 디지털 트윈’으로 확대·변경하고,

산하에 디지털 트윈을 다루는 워킹 그룹을 신설하였다. 또한, SC 41은 참조
구조에 대한 새로운 예비 워크아이템을 선정하였고, 디지털 트윈 전략에 대한
자문 그룹을 설립하였다.
2) 신뢰성(Trustworthiness)에 대한 진행 상황
WG 13(신뢰성)의 새로운 컨비너를 선정하고, 아래의 활동 분야에 대해 논의
하였다.
ㆍICT 신뢰성 평가 온톨로지
ㆍ스탠딩 문서 “신뢰성에 대한 랜드스케이프”
ㆍ시스템 공학 - 신뢰성 용어
ㆍ스터디 기간 - 신뢰성 참조 구조
- 이머징 기술에 대한 새로운 백서
3) JTC 1 미래전략기획 자문반(JETI)은 작업 중인 보고서를 확대하여, JTC 1

백서에 추가적으로 기술동향보고서(TTR)을 발간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시도
하고 있으며,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다.
4)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의 회의 문제 해결
COVID-19로 인한 비대면 회의가 현재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수개월
이후 대면 회의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각 국별 여행금지 조치로 인해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의 회의가 필요할 수 있다. 자문그룹 17(AG 17)에서는
이러한 활동 방식에 대한 논의를 문서화하여 11월 총회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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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O/IEC JTC 1, 5월 총회 결과(계속)
5) 도메인간 협력을 위한 JTC 1 애드혹 그룹 설립
ICT 분야의 수평적인 측면과 이를 지원하는 표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JTC 1에서 이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원칙을 개발할 수 있도록 “Collabo
ration across domains” 애드혹 그룹을 설립하였으며, 11월 총회에서 후속
조치 방안 논의 예정이다.
6) 자문그룹(AG)과 워킹그룹(WG) 활동 보고
ㆍ JTC 1 미래전략기획 자문반(JETI)은 2021년 상위 25개의 우선순위 기술
을 선정하였고, 향후 JTC 1 표준화 항목 발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ISO/TC 20/SC 16과 협력하여 무인항공기 시스
템 공개 워크숍을 개최하고, JTC 1에서 최근 발간한 드론에 대한 기술동
향 보고서(TR)를 소개할 예정이다.
ㆍ AG 6(자율주행 및 데이터 집약적 차량 자문반)은 폐지되었으며, 관련 용
어 작업은 SC 42의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이관될 예정이다
ㆍ WG 11(스마트시티)는 5건의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5개 이상의 표준이 개
발 중이다
ㆍ WG 12(3D 프린팅 및 스캐닝)는 4건의 표준을 개발 중으로 이중 1건은
올해 개발 완료 예정이며, 4D 프린팅 애드훅 그룹은 미래 기술 개발 필
요성에 따라 재설립되었다.
ㆍ WG 14(양자컴퓨팅)은 다른 표준개발기구와의 리에종 및 다른 SC와의 협
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보고서로써 “양자컴퓨팅 소개(Introdu
ction to quantum computing)”를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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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GPP, RAN Rel-18 워크숍 개최 및 5G-Advanced 계획 발표

7월

06

3GPP는 Release 18 무선접속기술 표준화를 위한 워크숍을 6월 28일~7월 2
일 개최하였고, 500개 이상의 회원사가 참여하여 eMBB, non-eMBB, crossfunctionalities(eMBB와 non-eMBB 측면이 모두 포함)에 대해 검토하였다.
금번 워크숍은 올해 12월 예정인 Release 18 패키지 승인(Package Approv

기사원문

al) 프로세스의 출발점이다. (참고: WG RAN4(무선 성능 및 프로토콜 측면)

패키지 승인은 이후 2022년 3월 이뤄질 예정)

https://www.3gpp.org/

RAN Release-18 표준화 기간은 18개월로 잠정 결정되었고, 2021년 9월 개

anced_5g

news-events/2210-adv

최 예정인 제 93차 RAN 기술총회에서 최종 확정 예정이다.
<Rel-17, 18 표준화 기간>

*출처: 3GPP 홈페이지(https://www.3gpp.org/news-events/2210-advanced_5g)

워크숍은 아래의 17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8월 30일~9월 3일 이메일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주제들에 대한 작업/연구항목으로의 조율은 제93
차 RAN 기술총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 다운링크 MIMO 진화(evolution), 업링크 향상(enhancement), 이동성 향
상, 추가 토폴로지 개선(improvement)(IAB와 스마트 중계기), XR(eXtend
ed Reality) 향상, 사이드링크 향상(포지셔닝 제외), RedCap 진화(포지셔
닝 제외), NTN(비 지상 네트워크) 진화, 브로드캐스트와 멀티캐스트 서비
스 진화, 포지셔닝의 확장과 개선, 듀플렉스 운영 진화, AI와 머신러닝, 네
트워크 에너지 절약, 추가적인 RAN1/2/3 후보 토픽(셋트1~셋트3), 잠재적
인 RAN4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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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CCSA, ‘2021년 ICT 산업의 10대 트렌드 전망’ 소개
중국 CCSA는 ‘통신세계(通信世界)’지에서 발표한 ‘2021년 ICT 산업 10대 트
렌드 전망’의 특집 기사를 소개하였다. 기사는 2021년 시작되는 14차5개년계

월간동향

2021.08

7월

07

획 정책을 통해 5G 애플리케이션 확산과 기술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
였다.
기사원문

소개된 10대 트렌드는 아래와 같다.
1) ‘14차5개년계획(十四五)’을 통한 기술 강국의 출발, 고품질의 ICT 산업 발전 추진
‘14차5개년계획’ 기간은 새로운 발전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앞서 발표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5개년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수립에 대한 제
안(이하 2035년 제안)’의 과학 기술 혁신은 ‘14차5개년계획‘의 중심이 될 것
임. 또한, ‘신인프라(新基建)’ 구축을 통해 ICT 산업 성장의 새로운 주기가 시
작될 것임
2) 기술 혁신의 국가 전략화 및 자체 제품 연구 개발 강화
‘14차5개년계획’ 뿐만 아니라,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는 2021
년 8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력 강화’를 명시. ‘203
5년 제안’에서도 ‘자주적인 과학 기술‘을 강조. 기업은 시스템 및 칩 등 산업
체인의 핵심 부문 자체 개발과 최고 수준으로의 설계 강화 등을 추진
3) 5G 구축 확대와 고품질 개발
중국은 5G 상용화 1년 만에 5G 네트워크, 단말 및 애플리케이션 등이 기대
이상의 발전을 이룸. 2021년은 종단간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밀리미터파 기
술 테스트 추진에 중점. VR, 산업인터넷, 8K HD, 클라우드 등 각종 애플리케
이션의 보급으로 5G 네트워크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2021년은 5G 융합
애플리케이션을 지속 개발. 5G 네트워크는 공장, 광산, 항만, 의료, 전력망,
운송, 보안, 교육, 문화 및 관광,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버티컬 영역으로 진출
하며 스마트 시대의 도래를 가속화할 것임
4) 규제 강화, 뉴노멀(新常态) 하에 성장 모색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반독점 강화 및 무질서한 자본 확장을 막기 위해 2021
년 주요 과제들을 제시. 구체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 파악, 데이터 수집
및 사용 관리,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 개선 등이 있음. ICT 사
업의 경우, 엄격한 규제가 뉴노멀이며, 뉴노멀 하에서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
하고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새로운 성장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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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CCSA, ‘2021년 ICT 산업의 10대 트렌드 전망’ 소개(계속)
5)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및 ‘디지털격차(数字鸿沟)’의 지속적 해소
정보, 융합, 혁신 인프라가 포함된 신인프라(新基建) 구축을 더욱 가속화.
2021년 5G 기지국수는 100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기가비트 고정
광대역 네트워크의 대중화와 Wi-Fi6도 대규모 보급 예상. 5G, 기가비트,
Wi-Fi6가 특징인 3기가시대는 사용자에게 원스톱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것. 정보네트워크기반시설 건설로 ‘디지털격차’를 좁히고, 취약 그룹의
정보 사회의 통합을 지원
6) 산업인터넷의 급속한 발전
산업인터넷은 ‘Internet+’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산업 및 영역에서 구조적
업그레이드 및 고품질을 위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제공. 모든 계층의 기반
시설이 점진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향후 몇 년 간 업계의 패턴이 재편될
것이며, 특히 자동차 제조에서 피할 수 없는 추세임. 2021년에는 5G 및
산업인터넷의 지속적 발전과 신인프라 등 관련 정책으로 산업인터넷의
가치는 더욱 부상할 것. 산업체인기업(产业链企业)에 대한 사용자, 데이터,
상업적 가치에 대한 심도있는 탐구와 새로운 블루오션 탐색 필요
7) 기업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개방형 융합 가속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온라인 비즈니스의 출시가
가속화되었고, 전통적인 기업은 디지털 혁신 촉진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함.
2021년에는 디지털 개발이 세계화를 촉진하여 더 많은 기업이 글로벌 산업
체인의 일부가 되도록 할 것임. 디지털화는 산업 제조, 부동산, 소매, 교육 등
다양한 산업의 형태를 변화시킬 것임
8)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융합 촉진 및 사업자 전환 가속화
5G 상용화와 기업의 클라우드화가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네트워크 융합은
미래의 발전 추세가 되고 있음. 사업자는 클라우드 네트워크 융합의 이점을
활용하고, 5G, 빅데이터센터, 산업인터넷, 기타 디지털 인프라를 촉진하고,
모든 산업에 클라우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전체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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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CCSA, ‘2021년 ICT 산업의 10대 트렌드 전망’ 소개(계속)
9) 6G 연구개발, 각국별 경쟁 돌입
일본은 2030년까지 6G 실용화를 발표했으며, 영국 BT는 이미 7G를 전망. 2
021년은 6G R&D를 착수,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의 통신사업자와 화
웨이, ZTE 등 통신업체는 6G 통신기술 연구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10) 양자 정보 기술의 급성장
최근 양자 정보 기술은 주요 국가의 관심사 중 하나가 되어 투자 지원이 강
화되었음. 개발 방향은 양자통신, 양자측정, 양자 컴퓨팅 등 3개 영역을 포함
하며 각각의 보안통신, 수퍼컴퓨팅, 정밀탐지를 대상으로 함. 양자 컴퓨팅은
분야별, 업종별로 폭넓게 응용되어 미래 기술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
상

4. (소개) 일본 TTC의 2021년도 표준화 핫 토픽
일본 TTC(정보통신기술위원회)는 2021년도에 특히 주목하는 8개의 표준화
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TTC의 전문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였다
주제
IoT, 스마트시티,
oneM2M
AI, ML(머신러닝),
빅데이터

5G, 6G (Beyond
5G)
보안, 신뢰성

양자 키 배분 (QKD)
소프트웨어 오류
V2X 차량용
멀티미디어

E-건강, e스포츠
.

관련 전문위원회
IoT·스마트시티 전문위원회
oneM2M 전문위원회
AI 활용 전문위원회
Network Vision 전문위원회
3GPP 전문위원회
이동통신망 관리 전문위원회
Network Vision 전문위원회
보안 전문위원회
보안 전문위원회
Network Vision 전문위원회
전송망 및 전자기 환경 전문위원회
통신 장비의 소프트웨어 오류
표준화애드혹(Ad-hoc)
보안 전문위원회
커넥티드카 전문위원회
멀티미디어 응용 전문위원회
전자정보건강관리(e-health) 특별작업반(SGG)

8

7월

14
기사원문
https://www.ttc.or.jp/
activities/hot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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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ETF, 111차 회의, 6개의 신규 작업 분야 소개
IETF 111차 회의가 7월 26~30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고, BOF*로 제안된 5
개의 세션과 금번 회의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SEDATE(Serializing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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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bout Times and Events) 워킹그룹을 소개하였다.
* BOF(Birds of a Feather) : IETF 커뮤니티에서 관심 있는 특정 주제에
대한 초기 논의과정. IETF 회의 전 IESG(Internet Engineering Steerin
g Group)에 BOF 제안서를 제출하면 IETF 회의 아젠다로 승인되고, 논
의를 거쳐 BOF 중 일부는 워킹그룹으로 신설됨
회의에서 논의된 BOF 세션의 신규 작업 분야는 다음과 같다.
- SINS(SCIM Industry Next Steps) BOF : SCIM(크로스 도메인 ID 관리 시
스템) 규격은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서 사용자 ID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SCIM 2.0 규격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 SINS BOF는 RFC 7642, 7643, 7644 등 SCIM를 포함하는 RFC 및
초안(IDs) 개정 등을 논의
- MADINAS(MAC Address Device Identification for Network and Applic
ation Services) BOF : MAC 주소의 고정 할당은 개인 장비의 정보보호 우
려를 일으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무작위로 변경되는 MAC 주소인 RCM(R
andomized and Changing MAC addresses)을 사용하고 있음. MADINAS

BOF는 여러 시나리오상에서 네트워크와 응용 서비스에 대한 RCM 스키마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그룹 신설을 논의하고, MAC 주소 외에 네트워크
에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양한 식별자와 개인장치 ID가 필요하지 않은
시나리오도 평가
- APN(Application-aware Networking) BOF : 새로운 라우팅 프레임워크의
아키텍처와 프로토콜 정의를 논의. 새로운 라우팅 프레임워크는 애플리케이션
인식 정보를 네트워크 에지 장치에 넣고, APN 도메인을 통과하는 패킷에 대
한 터널 캡슐화와 함께 전송함. APN은 서비스 프로비저닝, 트래픽 조정, 네
트워크 자원 조정 방법을 제공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인프라 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더 우수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함
- DANISH(DANE for IoT Service Hardening) BOF : IETF 110차 회의부터
추진되었으며, 개체명(Named Entities)의 DNS 인증을 통한 보안 표준인 DA
NE의 확장을 논의. TLS서버 ID를 위한 인증에 초점을 두며, 클라이언트 ID
와 메시지발신자 ID유즈케이스를 포함하고자 함. 또한, DNSSEC이 구현되지
않은 도메인 사용자를 위해, 안전하게 DANE을 사용하기 위한 전환 모드 정
의를 추진할 예정
9

기사원문
https://www.ietf.org/b
log/ietf111-b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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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ETF, 111차 회의, 6개의 신규 작업 분야 소개(소개)
- OHTTP(Oblivious HTTP) BOF : 저지연의 보호된 교환을 제공하는 HTTP

요청과 응답의 번들링 방법을 정의. OHTTP 프로토콜은 서버가 프록시를 통
해 요청을 수락할 수 있음. 프록시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소스 주소
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장하여, 서버가 동일한 클라이언트에 연결 요청을 하
지 못하도록 함. 암호화를 통해 프록시가 요청이나 응답을 읽을 수 없도록
보장
SEDATE 워킹그룹은 RFC 3339와 연계하여 인터넷에서의 타임스탬프를 정의
한다. SEDATE는 표준 텍스트 직렬화 형식을 통해 날짜시간 데이터에 부가적
인 컨텍스트를 추가하고자 하며, ECMA International TC39, ISO/TC 154와
협력하여, 표준의 상충을 막고 ISO 8601의 확장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6. 영국 BSI,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표준 액션플랜 정책문서 합동 발간

7월

영국의 BSI(영국표준협회)와 NPL(국가물리시험소), UKAS(영국인정기구)는 B

22

EIS(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표준 액션플랜에
대한 정책문서(Policy Paper)인 ‘Standard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
olution‘를 합동 발간하였다.
영국은 표준화, 측정, 인증, 적합성평가, 시장 감독을 수행하는 NQI(국가품질
인프라) 파트너 기관으로 4개 기구*가 있으며, 본 문서는 이들 기구의 액션
플랜을 다룬다.

기사원문
https://www.bsigroup.
com/en-GB/about-bsi

* NQI(국가품질인프라) 파트너기관 : BSI(영국표준협회), NPL(국가물리시험소),
UKAS(영국인정기구), BEIS내 OPSS(제품안전및표준사무소)

/media-centre/press-r
eleases/2021-press-rel
eases/july/action-plan
-to-unlock-standards-f

보고서는 표준에 대한 미래 비전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or-the-fourth-industria

- 표준 개발 및 검토를 위한 민첩한 접근 방식 (An agile approach to dev
elop and review standards)

/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igital transformation)
- 개방성과 이해관계자 참여 (Openness and stakeholder participation)
- 전략적 연구를 활용하기 위한 표준 (Standards to leverage strategic research)
- 공공 정책을 위한 도구로서의 표준 (Standards as a tool for public policy)

- 세계를 선도 (Leading the worl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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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국 BSI,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표준 액션플랜 정책문서 합동 발간(계속)
액션 목록은 다음의 6가지로 구분된다.
1)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변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순위 영역에서
표준을 개발하고 검토하는 신속한(agile) 접근 방식 구현
2) 미래 산업의 효율성 및 유연성 향상을 위해 표준의 디지털화를 가속화
3) 이해관계자, 특히, 혁신가, 중소기업 및 소비자 대표의 표준화 참여와 의견
개진을 위해 대규모 참여 추진
4)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 표준화 우선순위와 확장된 국가품질인프라(NQI)에
대한 정부, NQI 파트너, UKRI(영국R&D기관) 간의 전략적 조정 강화
5) 표준과 확장된 국가품질인프라가 정부 정책 전달과 이행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 제고
6) 성장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표준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정책 수립 과정에 표준을 고려
※ 참고로, 같은날 발표된 영국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에서 본 액션
플랜을 실천사항 중 하나로 제시함(https://www.gov.uk/government/news/
new-plans-to-put-uk-at-front-of-global-innovation-rac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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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개)ISO의 각국의 표준의 경제적 효과 연구 취합 보고서(2021.4월)

4월

26

ISO는 각국에서 발간한 9개국 13건의 표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취합하여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 호주(2건), 벨기에, 캐나다(2건), 프랑스, 독일(2건),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노르딕국가(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영국(2건)
** Standards & economic growth: ISO members’ research on the i
mpact of standards on their national economies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준의 증가로 인한 각국의 GDP 성장률은 17.4%~28.4%로 측정되었으
며, 표준의 1% 증가로 인한 GDP 성장률은 0.07%~0.17%로 측정됨
- 노르딕 국가(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와 벨기에에서
는 기업 설문조사를 통한 표준 사용의 기업 차원에서 이점에 대해 연구
- 호주는 분야별로 특정 산업에서 표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연구
- 캐나다는 민-관 기관 15명의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표준의 전략적
중요성과 표준과 혁신, 통상, 운영 비용 관계에 대해 연구
- 영국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표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표준의
중요성과 표준으로 인한 비용-편익에 대한 연구와, 커뮤니티 혁신 설문
을 통해 혁신에 있어 표준의 정보 제공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

12

기사원문
https://www.iso.org/p
ublication/PUB100456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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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 ‘자동차표준국제화센터’ 제네바에 공식 설립

6월

26

중국은 ‘자동차표준국제화센터(中国汽车标准国际化中心)’를 제네바에 공식 설
립하고, 텐진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부국장은 연설을 통해, 금번 센터 설립으로
글로벌 업계의 경험과 모범 사례 교류 및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설계
및 공유의 원칙을 준수하여 해외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국제 규정
제정에 깊이 참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UN, ISO, IEC 등 국제기구와의
개방적 협력을 통해 국제 표준 제정에 참여하여 국제표준화 발전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기사원문
http://www.ccsa.org.c
n/detail/4260?title=中
国汽车标准国际化中心
正式成立

‘자동차표준국제화센터’는 중국 최초로 제네바에 기반을 둔 국제 상설 시설로
써, 증가하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표준 및 국제 규정에 대한 요구를 충
족시키고 중국과 국제표준화기구 간의 교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중국 자동차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9. 유럽연합, Horizon Europe 2021-22년 작업프로그램 채택

6월

29

유럽연합은 연구혁신(R&I)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의 2021~22년 작업프로그램
(Cluster 4- Digital, Industry and Space)'을 채택하고 과제 공고를 시작하였다.
표준화 관련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Leveraging standardisation in Digital Technologies : 표준화전문가 활동 지원
- European coordination, awareness, standardisation & adoption of
trustworthy European AI, Data and Robotics (AI, Data and Robotics
Partnership) : AI, 데이터 및 로봇 공학 분야 표준화 지원 포함
- Fostering standardisation to boost European industry's competitiveness)
: R&I와 표준화 간 연계 촉진

13

기사원문
https://ec.europa.eu/d
efence-industry-space/
horizon-europe-workprogramme-2021-2022
-adopted-2021-06-29_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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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ESEC, 중국의 ‘블록체인기술 응용 및 산업발전 가속화 지침’ 소개

SESEC(유럽-중국표준화협력프로젝트)는 중국의 MIIT(공업정보화부)와 CAC(국가인

월간동향

2021.08

7월

02

터넷정보판공실)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블록체인기술 응용 및 산업발전 가속화 지
침(关于加快推动区块链技术应用和产业发展的指导意见)’을 소개하였다.
블록체인 개발의 단기적, 장기적 목표를 모두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까지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의 세계 최고 수준 달성과 3~5개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기
업 및 다수의 혁신 선도기업 육성, 3~5개의 블록체인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제시
하였다.

기사원문
https://sesec.eu/2021/
news-events/news/ne
w-guiding-opinions-toaccelerate-blockchain-

또한, 블록체인 표준시스템이 사전 구축되고, 2030년까지 블록체인은 인터넷, 빅데
이터, AI, 차세대 정보기술과 통합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
망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아래의 활동을 통해 달성된다.
- 비즈니스 프로세스 최적화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운영비용 절감 및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디지털 신원, 데이터 저장 및 인증, 도시 거버넌스와 같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
적용된 블록체인 응용 기술 개선,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공공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 블록체인 표준화기구 설립 및 블록체인 표준시스템 구축 촉진, 핵심적이고 시급한
표준 개발 가속화, 협회표준(association standard) 개발 장려, 글로벌 블록체인
표준화 활동과 국제 표준 제정에 참여
- 블록체인과 타 기술과의 융합 개발 지원(예: 블록체인+산업인터넷, 블록체인+빅
데이터, 블록체인+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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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럽연합, AI 국제표준화 현황과 EC의 규정(안)과의 관계 보고서 발표

7월

14

유럽연합은 ‘AI 표준화 국제표준화 현황과 EC 규정(안)과의 관계’* 보고서를 발간
하였다.
* AI Watch: AI standardisation landscape state of play and link to the

기사원문

EC proposal for an AI regulatory framework
인공지능법(AIA, Artificial Intelligence Act, 2021)에서 정의한 AI 시스템 등에 대
한 요구사항과 현재 AI 관련 표준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요구사항별

https://sesec.eu/2021/
news-events/news/ne
w-guiding-opinions-to-

표준 매핑, 심층분석, 도식화한 결과 등을 제시하였다.

accelerate-blockchain-

요구사항은 데이터 및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적 문서화, 기록 유지,투명성 및 사용

released/

development-in-china-

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인간 감독, 정확성/견고성 및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체계,
품질 관리 체계의 8개로 구분하고, ISO, IEEE, ETSI, ITU-T 등의 관련 표준을 매
핑하였다.
심층분석에서는 관련 표준들의 운용화(operationalisation) 및 적합성(suitability)
지수를 산출하여 그림으로 도식화하였고, 또한, 위 지수를 통해 공통으로 파악된
핵심 표준*을 제시하였다.
* ISO/IEC 4213, ISO/IEC 5338, ISO/IEC 23894-2, ISO/IEC 24027, ISO/IEC

38507, ISO/IEC 42001

12. UN 인권이사회, 디지털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결의안 채택

7월

14

UN 인권이사회는 제4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5개의 결의안과 2개의 결정을 채
택하였다. 특히, 결의안 중에는 ‘디지털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에 대한 결의를 포함한다.
결의안은 총 47표 중 44표의 찬성을 얻어 채택되었으며, 유엔인권최고 대표사무소
(OHCHR)에서 향후 신기술과 인권 관련 전문가 협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협의 주제는 신기술 표준 제정 과정과 인권 간의 관계, 기술 기업에 대한 유엔의
‘기업과 인권 지도원칙’의 실질적 적용이며, 협의에 대한 보고서는 제50차 및 제53
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기사원문
https://www.ohchr.org
/EN/NewsEvents/Page
s/DisplayNews.aspx?N
ewsID=27310&LangI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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