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발표회

한국통신학회 하계종합학술발표회 특별세션

개요
▣ 목적 :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개발에 따라 수립된 국내외 표준화 추진 전략에 대한 ICT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 

정보 제공
* ICT 표준화전략맵 : ICT 유망 중점기술별 국내외 정책·시장·기술·IPR·표준화 동향을 반영한 국제표준화기구 
대응 전략 수립(매년 연동계획)

▣  일시 및 장소 :  2021. 6. 16.(수)~17.(목) 13:00~17:00, 제주 라마다프라자 호텔 
* 2021년도 한국통신학회 하계종합학술발표회(2021.6.16~18)와 연계 추진

추진 일정

<2021.06.16.(수) 13:00∼16:10>

시간 소요(분) 마라 [AI+보안] 우도 [ICT융합]

13:00~13:10 ’10 ▪개회사

13:10~13:50 ’40 ▪AI/DATA ▪스마트팜

13:50~14:30 ’40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14:30~14:50 ’20 Coffee Break

14:50~15:30 ’40 ▪차세대보안 ▪스마트공장

15:30~16:10 ’40 ▪블록체인 ▪스마트헬스

※ 발표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음

<2021.06.17.(목) 13:30∼17:00>

시간 소요(분) 마라 [통신] 우도 [트윈+모빌리티]

13:30~14:00 ’30 ▪통신 표준특허 동향 ▪ICT 표준과 표준화전략맵

14:00~14:40 ’40 ▪5G/B5G ▪디지털트윈

14:40~15:20 ’40 ▪위성통신 ▪사물인터넷

15:20~15:40 ’20 Coffee Break

15:40~16:20 ’40 ▪지능형 네트워크 ▪스마트카

16:20~17:00 ’40 ▪WLAN/WPAN ▪무인기 ICT

※ 발표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일정 및 발표자

⊙ 마라
<2021.06.16.(수) 13:00∼16:10>

시간 소요(분) 내 용 발표자

13:00~13:10 ’10 ▪개회사 TTA 김대중 단장
AI+ 분야

13:10~13:50 ’40 ▪AI/DATA 인시그널 천승문 소장

13:50~14:30 ’40 ▪메타버스 건국대 윤경로 교수

14:30~14:50 ’20 Coffee Break
보안 분야

14:50~15:30 ’40 ▪차세대보안 NRS 권대성 전문위원

15:30~16:10 ’40 ▪블록체인 ETRI 나재훈 전문위원

※ 발표자는 변경될 수 있음

<2021.06.17.(목) 13:30∼17:00>

시간 소요(분) 내 용 발표자

통신Ⅰ 분야
13:30~14:00 ’30 ▪통신 표준특허 동향 KISTA 이수일 그룹장

14:00~14:40 ’40 ▪5G/B5G ETRI 이준환 책임

14:40~15:20 ’40 ▪위성통신 ETRI 신천식 책임
15:20~15:40 ’20 Coffee Break

통신Ⅱ 분야

15:40~16:20 ’40 ▪지능형 네트워크 ETRI 강태규 책임

16:20~17:00 ’40 ▪WLAN/WPAN ETRI 주성순 전문위원

※ 발표자는 변경될 수 있음

⊙ 우도
<2021.06.16.(수) 13:00∼16:10>

시간 소요(분) 내 용 발표자

13:00~13:10 ’10 ▪개회사 TTA 오구영 팀장
ICT융합Ⅰ 분야

13:10~13:50 ’40 ▪스마트팜 ETRI 박주영 책임

13:50~14:30 ’40 ▪스마트시티 ETRI 이준섭 실장

14:30~14:50 ’20 Coffee Break
ICT융합Ⅱ 분야

14:50~15:30 ’40 ▪스마트공장 ETRI 전인걸 책임

15:30~16:10 ’40 ▪스마트헬스 카이랩 배인호 대표

※ 발표자는 변경될 수 있음

<2021.06.17.(목) 13:30∼17:00 >

시간 소요(분) 내 용 발표자

트윈 분야
13:30~14:00 ’30 ▪ICT 표준과 표준화전략맵 TTA 고준호 책임

14:00~14:40 ’40 ▪디지털트윈 ETRI 유상근 책임

14:40~15:20 ’40 ▪사물인터넷 ETRI 최영환 선임
15:20~15:40 ’20 Coffee Break

모빌리티 분야

15:40~16:20 ’40 ▪스마트카 ETRI 한태만 책임

16:20~17:00 ’40 ▪무인기 ICT KARI 오경륜 책임

※ 발표자는 변경될 수 있음

일시  6월 16일(수)~17일(목) 13:00~17:00     장소  마라, 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