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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3G Evolution/4G

이동통신시스템의 Rel. 6 이후의 시스템으로서 기

특

존 시스템에 비해 주파수 효율 및 고속의 멀티미

집

디어 기반서비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IP 네트워
제

크로 진화되는 이동통신시스템을 의미한다.

1

IMT-Advanced 이동통신기술은 고속이동 환

Ⅰ _ 기술 개요

편

경에서 최대 100Mbps, 고정 또는 저속이동 환경
에서 최대 1G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로 비대칭·

제

3G Evolution 시스템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칭적 패킷서비스와 방송서비스를 포함한 다양

편

cdma2000, HSDPA를 포함한 WCDMA 계열의 3G

한 서비스를 IP 기반으로 통합 제공하는 기술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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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그림 3-2-1 | 3G Evolution/4G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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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다양한 무선통신시스템과 통합되는 형

Ⅲ 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태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3G Evolution/4G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보 가능 분야
3G Evolution/4G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
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1>과 같다.

준화 로드맵은 <그림 3-2-2>와 같다.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적응 무선접속 및 다중 홉 기술 : IMT-Advanced
표준화가 실제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핵심 요소

표 3-2-1 3G Evolution/4G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적응 무선접속 및
다중 홉 기술

- 적응 무선접속은 유럽 IST WINNER 프로젝트에
서 연구 시작
- IEEE 802.16j 그룹에서 모바일 WiMAX 기반 릴
레이 기술의 표준화 진행 중

다중 홉 릴레이 기술, 링크 적응기술, 적응 무
선전송기술

고속무선 전송기술

- 현재 ETRI, 삼성 및 LG 등 국내 업체들이 지속
적으로 IPR를 확보 중이며, 관련 기술을
3GPP/3GPP2 및 IEEE에 기고해 표준화 활동

OFDMA 기술, HDD 기술, MC-CDMA 기
술, PAPR 저감기술, GI가 적은 다중반송파
변조기술, 다중 셀 환경의 다중접속기술

- 다중안테나 기술과 간섭 관리·완화 기법, 효율
적인 다중접속·자원관리, 핸드오버 기술 등 타
요소기술과의 결합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함
- 분산안테나 기술 관련 연구가 활발함

단일사용자 MIMO 기술, 다중사용자 프리코
딩(Precoding) MIMO 기술, 멀티캐스트·브
로드캐스트를 위한 매크로 다이버시티 기술,
셀간 간섭 제거, 조정기술, 빔포밍
(Beamforming) 기술, 다중 홉 환경의 간섭
완화기술, 다중 홉 릴레이 관련 기술,
Cooperative MIMO 기술

무선자원 관리 및
크로스레이어
(Cross-Layer)
최적화 기술

- 3GPP에서 3G Evolution의 시스템 구조를 정의
하는 작업과 동시에 무선프로토콜의 구조 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이 분야에서 CrossLayer에 대한 규격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

OFDMA, 셀 간섭 제어기술, Beamforming,
MIMO 기술

시스템 구조 기술

- 셀룰러 기반의 3G Evolution 시스템에서 기존
의 시스템 대비 성능이나 효율 측면에서 보다 향
상된 시스템 구조로 표준화가 진행
- 4G의 경우 WRC07 주파수 분배 후 본격적인 표
준화가 진행될 예정

IP 기반 RAN 기술, 3G 시스템 구조 기술,
이종망간의 연동, RFID/USN 분야, 동종망간
핸드오버 기술, 동종망간 QoS 제어기술,
IPv6 주소할당 기법, 동종 및 이종망간 핸드
오버 제어기술

다중안테나 통신 및
간섭 관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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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 3G Evolution/4G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기술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IMT-Advanced 표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IPR 확보가 가능한

제

에 적용할 수 있는 IPR를 다수 확보하도록 노력

영역이다. 셀 간섭 제거·완화·회피 기술은

편

한다. 그리고 선진 외국 업체와 공동연구, 기술

다양한 기술 형태로 제안되고 있으며, 이 기술

교류 등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

또한 가장 큰 IPR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

제

고속무선 전송기술 : 3G Evolution뿐만 아니라

로 그만큼 경쟁과 기술 도출이 어려운 분야다.

편

IMT-Advanced에서도 유력한 핵심 요소기술로

IMT-Advanced 표준화가 실제로 시작되기 전

서 IPR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특히 다중액세

까지는 핵심 요소기술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제

스(multiple access)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IMT-Advanced 표준에 적용할 수 있는 IPR를

편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

다수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비롯한 삼성 및

무선자원 관리 및 Cross-Layer 최적화 기술 : 패

부

LG 등 국내 대기업간의 공조뿐만 아니라 외국

킷 스케줄링, 링크 적응(adaptation), 인접 셀간 간

록

기관과도 전략적 제휴 및 공조를 통해 표준의

섭 저감기술, 동기 및 전력 제어기술 등은 현재

전략적 입지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부

3GPP에서는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으

족한 표준인력의 확충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나, 효율적인 3G Evolution 시스템 및 성능 향

다중안테나 통신 및 간섭 관리기술 : 다중안테

상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분야다. 따라서 기

나 기술은 무선전송기술 중 가장 핵심이면서

술의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확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분야이나 국내 산연이

보된 기술이 많지 않으므로 한국전자통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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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및 산업체를 중심으로 국내외 학계와 자체
확보하고 있는 WiBro 및 4G 기술들을 기반으
로 산학연에서 적극적인 표준기술 발굴을 통

제

2절

SDR

해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기술개발이 어
려울 경우에는 외국 유수기관과 공동으로 연
구해서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Ⅰ_ 기술 개요

시스템 구조 기술 : 셀룰러 기반의 3G Evolution 시스템에서는 표준화가 진행되면서 기

SDR 기술은 무선통신의 재구성이 가능한

존의 시스템 대비 성능이나 효율 측면에서 보

(reconfigurable)

다 향상된 시스템 구조를 잡기 위한 표준화 항

웨어(SW)와 하드웨어(HW) 기술의 집합체다. 하드

목들이 추출된 상태이며, 추출된 항목들의 핵

웨어(플랫폼)의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심 요소기술들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인력 및

만으로 멀티모드, 멀티밴드 등 멀티기능의 무선

재원을 투입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시스템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

노력이 보다 절실한 상태다.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보 가능 분야
SDR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보 가능 분야는 <표 3-2-2>와 같다.

그림 3-2-3 | SDR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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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SDR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SW 다운로드
및 보안

SW 아키텍처
(Architecture) 기술
터미널 재구성 및
보안기술
스마트안테나/MIMO

재구성
신호처리용
HW

RF
디바이스 기술

SPS(Signal
Processing
Subsystem) 기술
다중 밴드·모드
안테나 기술
다중 밴드·모드
RF 프런트엔드
(Front-end) 기술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 SCA(Software Communication Architecture)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표준화 진행 예상
- SDR용 단말기의 구성이 이루어진 후 객체지향
개념의 프로그램 기법을 기반으로 단말기 재구
성 방법 및 SW 관리에 대한 표준화 진행 예상

SW 아키텍처 기술, 어댑티
브(Adaptive) 네트워크 기
술, 터미널 재구성 기술, 보
안 및 인증 기술

- HY-SDR 연구센터와 미국 버지니아공대가 연
합해 OMG와 SDRF를 통해 진행 중. ETRI의
선도 기반과제 결과물로 표준화 진행 예상
-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기업별로 IPR를 기반으로
표준화 진행 중

스마트안테나 기술, SPS 개
발기술

- 소자기술의 표준화는 기본적으로 COTS
(Commercial Off-The-Shelf) 기술이므로 추
진되지 않음
- 다만 IPR 확보 차원의 연구개발이 요구됨

다중모드·밴드 안테나 기
술, RF Front-end 기술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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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SDR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은
<그림 3-2-4>와 같다.

Ⅳ 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련 IPR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의 동기
화와 분산 관리하는 기술, 메타 프로파일 데이

제

터의 프록시 재구성 관리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

편

3

력해야 한다. SDR 단말기를 위해 요구되는 보
안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암

제

호화 방법, 단말기 인증 등 보안 위협요소에 대

편

4

한 연구와 표준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안테나/MIMO : 스마트안테나 시스템을

제

위한 SCA 기반 API와 오픈 아키텍처(open archite-

편

5

소프트웨어 아키텍처(architecture) 기술 : 서로 다

cture)에

른 하드웨어 구조에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

부

위해서는 현재 인터넷에서 사용 중인 버추얼 머

하다. API 관련 기술, SDR 네트워크와 스마트안

록

신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 SCA에서는 버추얼

테나 시스템의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 관련 기

머신화를 위해 CORBA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술, 오픈 아키텍처에서 각 모듈간 인터페이스

각 SDR 시스템은 CORBA로 정의된 각 모듈 기

관련 기술 등의 IPR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능을 고유의 하드웨어 구조에서 수행할 수 있어

SPS(Signal Processing Subsystem) 기술 : SPS 소프트웨

야 한다.

어의 이식성, 상호동작성 등에 관해 SDR포럼의

터미널 재구성 및 보안기술 : 터미널 재구성 관

HAL-WG에서 표준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므

대해서는 SDRF와 OMG에서 표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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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 SDR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볼 필

다중 밴드·모드 RF 프런트엔드 기술 : RF 프런

요가 있다. SPS 소프트웨어의 이식성, 상호동작

트엔드 소자기술은 표준화가 어려운 것으로

성에 관한 IPR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

SDR에 대한 시스템 표준이 정립되면 그에 맞추

어 아키텍처 기술과 같은 SDR 소프트웨어 기술

어 관련 기술 및 IPR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국

등의 표준화 작업과 연계해 API 관련 IPR 등을

내의 경우 관련한 기본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삼성전자 등 여러 기관

다중 밴드·모드 안테나 기술 : 향후 휴대형 단

에서 연구 중에 있으며, 이 기술을 SDR 표준에

말기의 안테나 시장은 이동통신기기에 필수 부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재이기 때문에 휴대형 단말기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다중대역 및 광대역 안테나,
내장형 안테나에 관한 연구가 더욱더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 조기시장 선점을 위해 외국 기
술을 서둘러 도입하기보다는 국내 산학연 협력
을 통해 원천기술부터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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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100m 내외의 지역에서 200M~500Mbps, 반경

WLAN

1km 내외의 지역에서 최대 130km/h로 이동 중인
사용자와 노변 사이, 그리고 최대 200km/h로 이
동 중인 차량과 차량 사이에 최대 54Mbps의 전송
속도를 무선으로 제공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광대

Ⅰ_ 기술 개요

역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
특

선통신시스템이다.
초고속 무선랜(WLAN)은 고정사용자에게 반경

집

제

1
편

제

2
편

제

3
편

제

4
편

제

5

그림 3-2-5 | WLAN 기술 개요

편

부

표 3-2-3 WLAN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록

중점 표준화 항목

무선전송 성능
향상 기술

시스템 성능
향상 기술

초고속 무선
전송 PHY 기술
초고속 무선
전송 MAC 기술
이동성을 갖는
WLAN 기술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 IEEE 802.11n 드래프트(Draft) 1.0이
2006년 1월에 나옴
- 표준이 완료되는 대로 칩세트가 나올
것으로 전망

송 수 신 단 구 조 , MIMO 디 텍 터
(Detector), 송수신 성능 향상,
EDCA 지원을 위한 매체 접근방법

- IEEE 802.11s만 진척이 많이 되어 있
고, 나머지 메시(Mesh) 관련 표준화 작
업은 미비함

효율적인 메시 아키텍처, 메시 네트
워크의 성능 증대 기술, 효율적인 메
시 라우팅 기술

제 2 장 36대 중점기술별 표준화 추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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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보 가능 분야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WLAN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초고속 무선전송 PHY 기술 : 유럽의 WIGWAM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3>과 같다.

프로젝트는 2008년에 IEEE 802.11n 후속 표준
을 선도하기 위해 이미 2005년에 1Gbps급의
WLAN 모뎀 테스트베드를 선보이고 있으며,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NTT도코모·삼성 등이 1Gbps 이상의 무선전
송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Gbps급의 무

WLAN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
맵은 <그림 3-2-6>과 같다.

선전송기술 개발을 통해 IPR를 확보하고, 이를
표준에 반영해야 한다. Gbps급의 무선전송기
술은 MIMO를 이용해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이
고, 효과적인 고성능 채널 코딩 기술과 채널 본
딩 기술을 개발해 IPR를 조기에 확보하고, 이
를 IEEE 802.11n 후속 표준에 우선적으로 반영
한다.

그림 3-2-6 | WLAN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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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무선전송 MAC 기술 : Gbps급의 전송속

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은 802.11f, 802.11s 등을

도를 갖는 시스템은 MAC 프로토콜과 그 구현

통해 패스트 핸드오버(fast hand-over), 애드혹(ad-

구조의 성능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따라서

hoc),

프레임 집합(aggregation) 및 블록 ACK 기술 등을

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당장의 표준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헤더 구조 등의 복잡

화 전략은 쉽지 않으나, 그 후속 표준화를 대비

도를 간결하게 처리함으로써 데이터 전송효율

해 국내외 학계 등과 손잡고 공동으로 IPR를 확

을 높이는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표준에

보하는 방안이 유리하다.

및 메시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화가 거의 막

특

반영한다. 패킷 스케줄링, 링크 적응(adaptation),

집

동기 및 전력 제어기술 등은 IEEE 802.11n 후속
제

표준에서는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며, 시스템
및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분야다.
따라서 기술의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제

4절

1

Vertical Mobility

편

분야에 확보된 기술이 많지 않으므로 ETRI 및

제

산업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표준기술 발굴을

편

통해 기술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

2

Ⅰ_ 기술 개요
제

술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국 유수기관과 공
동연구를 해서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가

3

Vertical Mobility 기술은 다양한 액세스 네트

있다.

워크가 혼재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환경에서 이용

이동성을 갖는 WLAN 기술 : WLAN에 이동성

자에게 이종 네트워크간의 이동시에도 심리스한

편

제

4
편

제

5
편

부
록

그림 3-2-7 | 버티컬 모빌리티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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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Vertical Mobility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Vertical Mobility
프레임워크

- ITU-T NGN-GSI에서 NGN/B3G의 프레임워크 표준을
개발 중
- 3GPP SA2에서 3G evolution의 프레임워크 표준기술을
개발 중
- IEEE 802.21에서 MIH 표준을 개발 중

IEEE MIH 기술, 네트워크간 연동
구조 및 절차

네트워크 전개 및
선택

- 3GPP에서 3G Evolution을 위해 2007년 9월 목표로
GSM 패밀리 시스템 중심의 표준규격을 개발, 시스템 개
발은 2009년경 목표
- IEEE802.21(MIH)에서 루센트, 모토로라 등을 중심으로
2007년말 목표로 기본 프레임워크를 개발

핸드오버 트리거링 기술, 최적 네트
워크 선택 기술, 핸드오버 단절시간
감소 기술 등

애플리케이션·세션
연속성

- IETF MIPSHOP에서 FMIP 및 HMIP 기반 핸드오프 확장
표준을 개발 중
- IETF에서 IEEE802.16 및 802.16e에 관련된 HO 표준화
를 진행 중
- IETF monami6, multi6에서 다중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표준화를 진행 중

HMIP및 FMIP를 활용한 WiBro 서
비스, SIP를 활용한 세션 연속성
(Continuity)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이동성 지원기술이다.

워크 전개 및 선택(network discovery & selection) 기술,

버티컬 모빌리티 프레임워크(framework) 기술, 네트

애 플 리 케 이 션 · 세 션 연 속 성 (application/session

그림 3-2-8 | Vertical Mobility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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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ity)

지원기술, 콘텍스트 이동 및 매핑(context

transfer & mapping)

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다.

표준화 전략은 SB3G/4G와 같은 신규 표준화
분야부터 적용하면 유리하다.
애플리케이션·세션 연속성 : 기존의 모바일
IP(Mobile IP)는 이미 표준화가 대부분 완료됐으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보 가능 분야
Vertical Mobility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
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4>와 같다.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며, 개발 제품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 또한
Mobile IP는 기존의 단대단(end-to-end) 인터넷 개
념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이동통신

특

네트워크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

집

서 모바일 IP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최적화 기술이나 아직 시작 단계인 비 모바일

제

IP 기술에 집중해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편

1

하다.
제

2

Vertical Mobility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

편

화 로드맵은 <그림 3-2-8>과 같다.

제

5절

WiBro Evolution

제

3
편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제

4

Ⅰ_ 기술 개요

편

Vertical Mobility 프레임워크 : 전반적인 프레임
워크 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해 ITU-T의 NGN-

WiBro Evolution은 기존 단일안테나 중심의

제

GSI, 3GPP의 SAE, IEEE 802.21 모두에 대한 대

OFDMA 기반의 WiBro 기술 성능 향상을 위해 다

편

응이 필요하다.

중안테나 최적 운용기술, 셀 경계에서 간섭 제거

네트워크 전개 및 선택 : 국가표준단체를 중심

및 회피 기술, 가변 대역폭 스케일러빌리티

부

으로 기관별 전문성을 수용해 전체 기술체계를

(scalability)

록

정의하고, 주요 사안별로 각 기관의 고유 기술

보)

을 종합해 국내규격으로 일차 정리할 필요가 있

오버 기술뿐만 아니라 IPv6망 IMS와 연동하기 위

다. 이후 주요 이슈별로 각 기관의 내부 전략에

한 네트워크 접속기술 등을 주요 기술로 한다. 아

따라 표준 활동을 전개하고, 그 활동 결과를

울러 Unlicensed Band에 최적화된 규격 개발 및

TTA 등에 피드백해 다음 단계 표준화에 종합

모바일 멀티홉 릴레이(Multi-hop Relay) 등을 위한 기

대처하는 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술도 포함한다.

5

기술, MAC 제어 성능 향상 및 MAP(방송정

오버헤드 저감기술, 전력 절약기술, 고속핸드

제 2 장 36대 중점기술별 표준화 추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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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 WiBro Evolution 기술 개요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보 가능 분야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WiBro Evolution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

PHY계층 성능 향상 기술 : WiBro를 세계 최초

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5>와 같다.

로 상용화해 운용하고 있는 국내 상황의 장점
을 극대화하기 위해 WiBro 환경에 최적화된 기
술의 제안 및 실제 시스템 운용을 통한 IPR 확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보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MAC계층 성능 향상 기술 : 실제 시스템 운용

WiBro Evolution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
준화 로드맵은 <그림 3-2-10>과 같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
악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
을 제안 및 검증하는 전략을 추진할 경우 핵심
IPR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Unlicensed Band WiBro 기술 : Unlicensed
Band WiBro는 사업 초기의 외부 기지국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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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WiBro Evolution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PHY계층 성능
향상 기술

경쟁기술인 3GPP-LTE에서도 중요 이슈이며, WiBro
Evolution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임

MIMO 운용, 간섭 제거기법 등

MAC계층 성능
향상 기술

WiBro Evolution시 백워드 호환성(compatibility)의 수준
과 성능 개선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중요하게 부각
될 것임

MAC 오버헤드 감소기법, 패스트 핸
드오버 기법 등
특

Unlicensed 대역
WiBro 기술

기술기준의 보완·개정, 주파수 할당 문제 등에 대한 기술
논의가 선행돼야 함

MIMO, Licensed와 Unlicensed
연계 운용기법 등

모바일 멀티홉
릴레이(MMR :
Mobile Multi-hop
Relay) 기술

국내표준화에 앞서 국제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국내표준화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함

스루풋(throughput) 향상 기법 및
RS 제어기법 등

집

제

1
편

제

2
편

제

3
편

제

4
편

제

5
편

부
록

그림 3-2-10 | WiBro Evolution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의 건물 내 감쇠 등으로 인한 서비스 커버리지

도 있다. Unlicensed Band 주파수 할당 문제 및

제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

기술기준의 변경 등과 같은 정책적 이슈가 있어

업자망을 통한 연동서비스 등과 연계되면 사업

서 공론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자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서비스 커버리지가 확

모바일 멀티홉 릴레이 기술 : 국내표준화가 진

장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점이 될 수

행되기 이전에 이미 국제표준화가 진행되고 있

제 2 장 36대 중점기술별 표준화 추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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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국내표준화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전반적인
관련 업체들 간의 전략에 대한 합의과정이 필

제

6절

RFID

요하다. 보다 우수한 표준화 전문인력의 양성
과 국내표준화기구의 기술적 논의 및 표준화
절차의 활성화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변수임

Ⅰ_ 기술 개요

을 인식해야 한다.
UHF 대역 RFID 다중리더 환경에서 발생하는
리더와 리더 사이 및 태그와 리더 사이에 발생하
는 충돌을 방지하는 기술과 태그의 정보 오염 및
RFID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공격에 의
한 정보의 오염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보안기
술에 대한 표준 방향을 정한다. 그리고 UHF 대역
의 RFID 리더를 모바일 휴대형 통신기기에 내장
연동하고,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사물에 부착된
태그를 통해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에 대한 표준 방향을 정의한다.

그림 3-2-11 | RFID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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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보 가능 분야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RFID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RFID 미들웨어 기술(리더 인터페이스 기술, 태

보 가능 분야는 <표 3-2-6>과 같다.

그 데이터 처리기술, 이벤트 처리기술, RFID 웹
서비스 기술) : 국내표준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제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표준의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국제

특

표준화에 직접 참여 중인 국가 및 단체의 산업

집

계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고려해 국내 독자
RFID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은 <그림 3-2-12>와 같다.

표준화를 추진하는 대신에 국제표준화에 대한

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연구개발 반영

편

1

이 필요하다.
제

2
편

표 3-2-6 RFID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리더 인터페이스 기술
태그 데이터 처리 기술
RFID
미들웨어
기술

이벤트 처리 기술

RFID 웹서비스 기술

암호기술
프로토콜 기술
RFID
보안기술

국내외 표준화 현황

제

IPR 확보 가능 분야

- ISO SC31 WG4에서는 에어인터페이스(AirInterface)를 포함한 태그·리더에 대한 표준을 제정
하고, 2006년부터 한국주도하에 미들웨어 표준화
(SMP, ISO 24752)를 진행 중
- EPCglobal에서는 Gen 2 규격 및 미들웨어 규격
(ALE) 등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기타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
- RFID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다양한 RFID 기술(수
동·능동형 센서, Chipless 태그·리더)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가 진행될 전망
- RFID 보안기술은 현재 기술개발과 병행해 표준화 안
이 논의 중

3
편

모바일 RFID, 간섭·충
돌 방지, 무선접속 프로
토콜

제

4
편

제

5
편

응용기술, RTLS, 모바
일 RFID 미들웨어 기술

키 관리기술

부

태그·리더, 미들웨어
인증 및 보안 기술

록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채널 액세스 기술
변복조 기술
모바일
RFID
기술

에어인터페이스 기술
네트워킹 기술
응용 기술

- 2005년에 12건의 표준과 10건의 기술보고서를 제정
했고, 2006년에 20건 이상의 표준화 안건들이 다루
어지고 있어 표준 및 기술보고서 제정이 예상됨
- 제정된 표준을 바탕으로 2006년 10월부터 SKT와
KTF를 통해 시범서비스가 제공되고, 2007년부터
상용화가 예정돼 있음

응용 시나리오, 코드
해석

보안 기술

제 2 장 36대 중점기술별 표준화 추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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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 RFID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RFID 보안기술(암호기술, 보안 프로토콜 기술,

IPR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NFC포럼과

보안키 관리기술, 보안 태그·리더 및 미들웨

EPCglobal 등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 이슈 제시

어 인증·보안 기술, 프라이버시 보호기술) :

와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ITU-T나 IEEE

보안기술 표준화와 RFID 관련 국내 유관기관

와 같은 국제표준화기구를 통한 모바일 RFID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ISO/IEC,

의 비전 제시와 표준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지

EPCglobal 및 ITU-T 등 RFID 및 모바일 RFID

속적으로 표준화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관련 국제표준단체에 RFID 보안기술 관련 표
준 활동도 강화한다. RFID 응용서비스 활성화
를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해
법·제도 차원의 해결책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해결책도 제시한다.

제

7절

USN

모바일 RFID 기술(모바일 RFID 채널 액세스 기
술, 모바일 RFID 에어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모
바일 RFID 네트워킹, 모바일 RFID 응용기술,

Ⅰ_ 기술 개요

모바일 RFID 보안기술) : 표준이 미비하고, 앞

298

으로 기존의 RFID 태그 및 리더보다 연구 및 개

모든 사물에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능을 부여

발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표준화를 선도해 많은

해 인간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도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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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제

1
편

제

2
편

그림 3-2-13 | USN 기술 개요
제

3
편

표 3-2-7 USN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제

중점 표준화 항목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응용 시나리오

- 국내외에서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시험서비스
가 실시되고 있음
- 이러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응용 시나리오에 대한 모델 규
명이 진행 중

상황인지기술, 응용서비스
조회 프로토콜

4
편

제

5
편

Selforganizing 및 애드혹
네트워킹 기술

- 802.15.4(ZigBee) 등 무선센서 네트워크 표준화 완료 및
추가작업 진행 중

MAC/라우팅 프로토콜

IPv6 연동기술

- IPv6 연동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IEEE 6lowPAN을 통해
추진 중

IPv6 연동기술, 게이트웨이
기술

Sink 노드
discovery

- 휴대단말을 이용해 센서 네트워크의 정보를 받아오기 위
한 연구가 진행 중으로 국내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
고 있음

게이트웨이 기술, 싱크 노드
디스커버리 프로토콜

- 국내외 모두 표준화 작업이 거의 진행되어 있지 않음
-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에 대한 이슈가 증대되고 있음

보안 프로토콜

정보보호기술

부

제 2 장 36대 중점기술별 표준화 추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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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노드 기술과 기존 유무선 네트워크와 연동
이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USN 미들웨어 기술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을 대상으로 한다.

응용 시나리오 : 모든 USN 응용모델을 다룰 수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보 가능 분야

는 없으므로 다수의 응용모델들 가운데 서비스
특성들이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서 대표적 응용
모델들을 규명하도록 한다. 규명된 응용모델들

USN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보 가능 분야는 <표 3-2-7>과 같다.

에 대한 응용서비스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응
용 시나리오를 통해 응용서비스 및 기능 요구
사항을 규명한 후, 이를 통해 USN 관련 표준화
대상을 규명하고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또한 응용서비스에 대한 메타 정보를 서술하는
표현 언어, 등록, 탐색, 조회 등에 대한 표준화

USN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은 <그림 3-2-14>와 같다.

를 추진한다.
셀프오거나이징(self-organizing) 및 애드혹 네트워
킹 기술 : 라우팅과 네트워킹 프로토콜은 이미

그림 3-2-14 | USN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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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

추진한다.

도 국제표준과 경쟁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추진
한다.
IPv6 연동기술 : IPv6 연동기술은 USN과 BcN을
연동하기 위한 필수기술로서 USN을 다양한 네
트워크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

제

8절

CR

다. IPv6 연동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추진 중이

특

므로 국내표준화 추진을 통해 국제표준화와 협

집

Ⅰ_ 기술 개요

력 및 경쟁을 한다.

제

싱크 노드 디스커버리 : 싱크 노드 디스커버리

1

의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으며, 관련 IPR

CR(Cognitive Radio)이란 스펙트럼 환경을 인지해

도 많이 확보되지 못했다. 따라서 관련 연구개

통신 가능한 주파수를 지능적으로 찾아내어 학습

발을 추진하고 많은 IPR를 확보한다.

하고, 이를 이용해 기존 서비스에 간섭을 주지 않

제

정보보호기술 : 정보보호기술은 USN 서비스를

고 통신하는 지능형 무선통신기술이다. CR의 인

편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정부주

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펙트럼 센싱, 디

도의 USN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시전(decision) 알고리즘, 학습 알고리즘이 필요하

제

에 대한 표준화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 정보보

며, 간섭 회피, 전송품질 최적화 등 활동 기능을

편

호기술에 대한 국내 기술은 해외에 비해 미비

위해서는 적응형 변복조 및 코딩 기술, 자동 전력

한 수준으로 국제표준을 수용해 국내표준안을

제어, 동적 주파수 선택 기능이 필요하다.

편

2

3

제

4
편

제

5
편

부
록

그림 3-2-15 | CR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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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보 가능 분야

CR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1. PHY 기술

가능 분야는 <표 3-2-8>과 같다.
스펙트럼 센싱 기술 : 사용 가능한 대역에 따
라서 그 전파특성이 다르며, 해당 대역에서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동작하는 허가사용자의 전파특성, 셀 반경,
지형, 서비스 형태 및 전송방식 등 다양한 변

CR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은

수들을 고려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

<그림 3-2-16>과 같다.

채널 추정 및 보상 기술 : 목표하는 CR 시스
템의 채널 환경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보유하
고 있는 우수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프
레임 구조(프리앰블 및 파일럿 패턴 등을 포
함)를 표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3-2-8 CR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스펙트럼 센싱 기술
채널 추정 및 보상 기술
PHY
기술

환경적응형 변복조기술
전력제어기술
환경적응형 채널 코딩 기술
랑데부 알고리즘
코그너티브(Cognitive) 알고리즘

MAC
기술

채널 관리기술
PHY계층 제어기술
통신 프로토콜 기술
기지국 연동기술

망 기술

외부망 연동기술
보안 및 인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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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표준화 현황
- TTA에서 CR 표준화 연구과제를 발굴해 표
준화 연구 수행기관으로 ETRI를 선정하고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ETRI를 중심으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CR 요소기술을 연구하고, IEEE 802.22 표
준화 활동 참여를 통해 해당 기술의 국제표
준화를 추진 중. 삼성도 해당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 중
- 고정통신망과 관련한 CR 기술의 표준화는
IEEE 802.22 WG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그
룹(IEEE 802.18, 11, 16, 19)과 협력해 진행
중
- ITU-R WP 8F에서 3G 이후 시스템을 위한
스펙트럼 관련 제안기술에 CR를 포함해 검
토중
- SDR포럼에서도 CR분과를 신설하고 관련
기술 논의를 시작함

IPR 확보 가능 분야
스펙트럼 측정기술, 변
복조기술, 전력제어기
술 분야

학습 알고리즘, 채널할
당 알고리즘

ACR 연동기술, L3 핸
드오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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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제

1
편

제

2
그림 3-2-16 | CR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편

환경적응형 변복조기술 : WRAN 관련 환경적

시킬 필요가 있다.

제

응형 변복조기술은 AMC/subchannelization

채널 관리기술 : 국제표준 선도기술에 근접했

편

방식에 대한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 반영이

으므로 기술개발을 가속화하면 국제표준 선

필요하다.

도기술로 진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전력제어기술 : WRAN 관련 전력제어기술 분

PHY계층 제어기술 : MAC계층의 완성도에 따

편

야에 대한 기술 제안이 적은 상태이므로

라 국제표준 반영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관련

WRAN 환경에 적합한 전력제어기술 개발 및

기술 확보를 통해 국제표준을 선도한다.

제

표준 제안이 요구된다.

랑데부 기술 : 현재 WRAN에서는 국내 기술

편

환경적응형 채널 코딩 기술 : 국제표준화 협

이 반영되고 있는 등 랑데부 방식에 따라 국

력기술로 국제표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

내외 기술이 첨예하게 경쟁하는 단계로서 현

부

요하다.

재의 기조를 유지, 지속한다면 국제표준 선

록

3

4

5

도기술로 진입 가능성이 클 것이다.

2. MAC 기술

통신 프로토콜 기술 : WRAN에서 국내 기술이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추후 국제

코그너티브(cognitive, 인지) 알고리즘 : CR를 위

표준에서 선도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 가장 핵심기술로서 현재는 선진국에 뒤져

의 기술개발 기조를 유지, 지속한다면 국제표

있으나, 기술개발을 촉진해 선도기술로 발전

준 선도기술로 진입 가능성이 크다.

제 2 장 36대 중점기술별 표준화 추진전략(안)

303

2006 정보통신표준화백서

3. 망 기술

제
기지국 연동기술 : 국내의 이동통신망 개발

9절

텔레매틱스

및 구축 경험을 살려 국제표준 제안이 요구
된다.
외부망 연동기술 : 시스템 성능 보장이 기술

Ⅰ_ 기술 개요

개발의 관건이며, 추후 국제표준에서 선도기
술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참

텔레매틱스는 위치정보와 무선통신망을 이용

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해 차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지·관리하기 위

보안 및 인증 기술 : 기존 이동통신망의 보

해 자동차 탑승자에게 경로 안내, 교통정보 제공,

안·인증 기술을 활용해 국제표준 제안을 유

긴급구난 정보 등 안전편의서비스와 인터넷·영

도할 필요가 있다.

화·게임 등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술이다.

그림 3-2-17 | 텔레매틱스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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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텔레매틱스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단말 및 HMI 기술

단말 SW 플랫폼 표준 제정

단말 플랫폼, 단말 인터페이스

차량정보 관리기술

ISO 표준화 진행 중

블랙박스, 진단

자동·안전운전 지원기술

단말-TSP 프로토콜 제정

IVC, 정보기기 연동

타 산업 연계기술

타 산업 연계서비스 프로토콜 개발 중

산업 연계 BM

타 기술 연계기술

방송용 프로토콜 개발 중

USN 연계기술, 방송 연계기술

특
집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보 가능 분야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제

1
편

텔레매틱스 중점기술의 항목별 중기(3개년)
텔레매틱스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제

표준화 로드맵은 <그림 3-2-18>과 같다.

2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9>와 같다.

편

제

3

단말 및 HMI 기술

편

제

4
편

제

5
편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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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보 관리기술

자동·안전운전 지원기술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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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산업 연계기술

특
집

제

1
편

제

2
편

제

3

타 기술 연계기술

편

제

4
편

제

5
편

부
록

그림 3-2-18 | 텔레매틱스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제 2 장 36대 중점기술별 표준화 추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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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가 결집해 공동으로 국제표준화에 대응하고,
국내 및 국제 표준의 신속한 구현 및 적용으로
국내 시장을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다. 국제 표준 및 기술에 대한 취사선택과 국제

308

단말 및 HMI 기술 : 국내 산학연이 결집해 국제

선도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실패에 대한

표준화 활동을 할 때 적절한 역할 분담과 국가

위험 부담을 줄이고 윈윈의 기회를 적극 이용

차원의 공동 대응 및 국내 IPR 반영에 적극 협

한다.

력해 국익을 최대화시키고, 국제표준화단체의

타 산업 연계기술 : 국내 기술이 국외보다 앞서

의장단 진출과 국제회의 유치 등으로 국내 기

있으므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추진

술 및 표준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확대시킨다.

한다. 산업계의 표준개발과 적용을 유도하기

차량정보 관리기술 : 차량정보 관리기술에 대한

위해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 표준화를 먼저 적

표준화는 자동차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

용해 효용성 및 활용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산

므로 부처간, 관련 산업군간 표준화 협력이 무

업계의 동참을 유도하고, 구체적인 비즈니스에

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먼저 자동차 관련 산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이후

업의 기존 표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IPR 내용과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산업기술 활성

국제표준의 국내 현지화 방안을 마련한다. 동시

화 과제 등에 표준개발 및 적용 필요성을 충분

에 관련 국내외 법·제도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히 반영한다. 불루오션(Blue Ocean) 전략으로 소비

분석해 종합적인 표준화 방안을 만든다.

자의 새로운 요구를 창출하고, 이에 집중된 기

표준개발은 되도록 민간포럼을 중심으로 해 산

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으로 시장을 선점함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표준개발을 유도함이 좋으나,

써 표준의 국내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앞서 언급한 법·제도나 기존 자동차산업계 표

적용 사례를 국제적인 시험모델로 삼는다.

준이 IT 관련 표준개발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타 기술 연계기술 : USN 기술이나 DMB 기술

있으므로 정부 표준화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등 우리나라가 상대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산업계를 결집해 표준화개발위원회 등을 구성

관련 기술과 연계 표준화에 집중한다. TTA 관

함이 바람직하다. 차후 관련 산업계간 충분한

련 PG나 산업협의체, 민간포럼간 상호협력과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진 후 포럼표준을 개발하

공조를 위한 협력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고, 이를 단체표준을 거쳐 국가표준으로 연계

각 단체의 표준화 추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시키고 궁극적으로 기술기준화해 표준의 확산

다. 산업계 활용도가 높은 표준안은 포럼에서

을 꾀한다.

개발함을 기본전략으로 하되 이해관계가 상충

자동·안전운전 지원기술 : 서비스 위주의 표

하거나 국가적으로 통일된 표준안이 필요한 항

준화보다는 IPR 확보가 용이한 핵심기술 표준

목에 대해서는 TTA 등에서 ETRI를 비롯한 연

화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필요시 국내 산업계

구계의 참여 속에 해당 표준안을 개발하는 것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 전략 | 제 3 편

이 바람직하다. 국제표준은 공식표준화단체보
다는 산업계 사실표준화단체 활동에 주력해 활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보 가능 분야

용도를 높고, IPR 확보가 용이한 표준개발에 집
중한다.

LBS/GIS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10>과 같다.
특

제

10 절

LBS/GIS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집

제

LBS/GIS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

1

맵은 <그림 3-2-20>과 같다.

편

Ⅰ_ 기술 개요
제

LBS/GIS 기술은 공간·위치·시공간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가공해 사

2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편

제

용자 또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제공
하는 제반 기술이다.

3

휴대인터넷 무선 측위기술 : 이미 개발된 국내

편

WiBro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측위기술 도입 및
제

4
편

제

5
편

부
록

그림 3-2-19 | LBS/GIS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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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0 LBS/GIS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휴대인터넷 무선
측위기술
이동통신 및
무선망 위치
인식기술

근거리무선망 위치인식
및 RTLS 기술

이동객체·시공간
LBS/GIS 서
버 및 플랫폼
기술

정보서버 기술
3차원·공간 영상
융합서버 기술
단말지도 공급 및
갱신 기술

LBS/GIS 단
말 및 서비스
기술

LBS/GIS 프라이버시
보호기술

u로케이션(u-Location)
인프라·인식 기술
센서 웹 기반
LBS/GIS 기술

u-LBS/GIS
기반기술

위치·지리정보 기반
u서비스 기술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 TTA LBS PG에서 표준화
- IEEE WiBro에서 표준화 예정
- IEEE 802.15.4a에서 WPAN 측위 표준화 중
- ANSI 371.1, 371.2 371.3에서 OpenRTLS 표
준화 중

WiBro 기반 측위기술,
중계기 오차 보정기술,
RFID 기반 측위기술,
통합측위기술, RTLS
분야 정확도 향상 기
술, 센서 네트워크 측
위 분야

- ISO에서 sptiotemporal 스키마 표준화 진
행중
- 기하학적 모델에 대한 표준화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위상적 모델에 대한 표준화
필요

위치정보 등의 상호운
용 분야, 이동객체 저
장·처리 분야, 3차원
위상 구축기술, 3차원
의 LOD 및 텍 스 처
(Texture)

- ETRI에서 기술개발과 함께 국내표준 제정 예정
- 퀄컴, 베리사인 등의 통신 및 보안 회사를 중심
으로 IETF의 GeoPriv를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표준화 중
- OMA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매니지먼트
(Global Privacy Management)를 워크 아이
템으로 선정하고 추진할 예정

DMB/WiBro 기반 지
도 공급·갱신 기술, 휴
대폰 기반 LBS 서비스,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규칙 엔진

- UFID 국내 표준화 진행 중. FCC를 통해 VoIP
위치 추적 표준화 진행 중
- OGC에서 센서웹(SensorWeb)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표준화 진행 중
- OGC에서 WMS, Open LS 등을 표준화
- OGC에서 geoVideo 표준화 시작

RFID와 u로케이션 결
합 분야, geoSensor
모니터링 분야, IPTV
기 반 LBS 서 비 스 ,
geoVideo

지오로케이션(geoLocation)
데이터 융합서비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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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을 한다. 독자 IPR 확보를 위한 기존 측위

도의 국제표준화 선도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기술과 차별화 연구도 필요하다.

예상되며,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을 형성

근거리무선망 위치인식 및 RTLS 기술 : 기존 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시장 규

컴 등 선진기술국에서 확보하고 있는 IPR를 회

모에 도달할 때까지 국내표준화를 수행한 후

피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기술개발 및 표

국제표준화 주도 전략이 필요하다.

준화 후 국내 적용을 위한 이동통신사의 협조

3차원·공간 영상 융합서버 기술 : 구글어스

가 필요하다.

(Google Earth)에

이동객체·시공간 정보서버 기술 : 정보서버시

선상에서 갑작스럽게 시장이 확대됐다. 국내법

스템의 표준화는 IBM과 오라클과 같은 다국적

에 의해서는 사업자들의 상용시스템 개발이 어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상태로서 국내 주

렵다.

의해 촉발된 공간 영상 붐의 연장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 전략 | 제 3 편

특
집

제

1
편

제

2
편

제

3
편

제

그림 3-2-20 | LBS/GIS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4
편

단말지도 공급 및 갱신 기술 : 개방형 DMB 및

게 발전되고 있으므로 국제표준 협력·경쟁 전

WiBro 기반의 지도 갱신기술의 표준화 가능성

략이 요구된다.

제

여부, 기존 지도(Map) 및 내비게이션 회사들의

센서 웹 기반 LBS/GIS 기술 : 국내 환경에 기반

편

기득권 문제는 국토정보원 등의 자원기관과 협

을 둔 국내표준화와 함께 필수적인 국제표준을

조가 필요하다. 단말-서버⇒지도공급자-지도소

일부 도입함으로써 상당한 표준화 성과가 이루

부

비자.

어질 수 있을 것이다.

록

LBS/GIS 프라이버시 보호기술 : 위치정보법에

위치·지리정보 기반 u서비스 기술 : 급히 추진

따른 국내 프라이버시 규제에 적합한 표준을 개

되고 있는 IEEE, OGC 등의 국제표준을 일부 도

발한다. LBS 서비스 기술의 국제경쟁력에 의해

입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표준을 개발하고, 국

국제표준 진출도 가능하다.

내 기술이 선도적 위치에 있는 서비스 기술에

u로케이션(u-Location) 인프라·인식 기술 : RFID

집중한다.

등의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기술환경이 급격하

지오로케이션(geoLocation) 데이터 융합서비스 기

제 2 장 36대 중점기술별 표준화 추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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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 지오비디오(geoVideo), 지오픽처(geoPicture) 등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의 표준화는 시장적인 가치에서 상당한 규모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선 국내 표준화 후 국제
표준 진출전략을 통해 국제 기술경쟁력을 확보
한다.

제

11 절

NGN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은 <그림 3-2-22>와 같다.

NGN

Ⅳ 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
화 전략(안)
QoS : NGN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
야로, 우선 사업자간 QoS 연동지침을 마련해

Ⅰ_ 기술 개요

ITU-T에 제안돼 있는 플로 기반 메커니즘과 협
력하고, 표준화기구에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므

NGN은 다양한 광대역 접속기술과 QoS가 보

로 국제표준화 선도 가능성이 높으며, 무선

장되는 전달망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에게 통신서

QoS 분야는 IPR 확보 가능성도 높다.

비스를 제공하는 패킷 네트워크 기술이다. 전체

※ 사업자간 QoS 연동 기준값에 대한 지침을 TTA에서

기능은 서비스와 전달망 계층으로 나누어지며,

고유표준으로 작업 중이다.

NGN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는 특정 서비스 사업

이동성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해 많은

자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다른 서비스 사

표준화 전문가들이 ITU-T SG13/19와 IETF,

업자에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

IEEE 802.21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ITU-T NGN-GSI에서 주로 표준화 활동을 수

국내 모빌리티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종망간 핸

행하고 있으며 QoS, 이동성, 멀티캐스트, 측정·

드오버, 액세스 네트워크 모빌리티, 핸드오버

모니터링, 과금, 융합서비스, 사용자단말 등이 국

QoS 보장 및 인증에 대한 표준화를 ITU-T에서

내 선도가 가능한 분야다.

추진하고 있어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
OAM : ITU-T SG13, IEEE, MEF를 중심으로 표
준화가 진행 중이다. 이더넷 OAM의 표준화 상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보 가능 분야

황을 파악하고 국내 전문가 등과 협력할 필요
가 있다.
멀티캐스트 : IPTV 서비스와 연계해 표준화를

NGN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보 가능 분야는 <표 3-2-11>과 같다.

312

추진하되, 응용계층 및 무선 분야의 멀티캐스
트 관련 IPR 확보에 집중하고, 현재 ITU-T 위주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 전략 | 제 3 편

특
집

제

1
편

제

2
편

제

3
편

그림 3-2-21 | NGN 기술 개요

로 표준화가 편중되어 있는 것을 IETF 등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제

다변화해 표준화를 선도한다.

네트워크 보안 : ITU-T SG17 표준 전문가들과

편

모니터링·측정 및 어카운팅·과금 : ITU-T에

협력을 통해 시큐리티 요구사항 등을 표준개발

표준 전문가의 활동이 활발해 국제표준화를 주

에 반영해야 한다.

제

도할 가능성이 높고, 비즈니스 모델 분야에서

ID(IDentification) : RFID 기반 신규 분야로 ITU-T

편

IPR의 확보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준화에 앞서

및 ASTAP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내표준화

IPR의 확보에 노력하고, 이를 표준화에 반영해

전문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국

부

야 한다.

제표준화 선도의 가능성이 높고, USN과도 연계

록

융합서비스 및 스트리밍 서비스 : 아직 표준화

될 수 있는 부분으로 BcN망과 접속할 수 있는

가 미미한 상태이며, 국내 전문가를 주축으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통합서비스 시나리오, 요구사항, 제공 구조, 통

IMS 확장(Extension) : 기존의 IMS와 협력 차원에

합단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기술들을 정의

서 추진하되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IPTV나 이

해 표준화를 주도하고, 추후 VoIP 서비스를 제

동성과 연계된 IMS 확장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

어하는 IMS 기술과 결합해 ITU-T에서 표준화를

야 한다.

제 2 장 36대 중점기술별 표준화 추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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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 NGN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서비스 및
제어망 기술

전달망 기술

가입자망 기술

314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 서비스 이동성
– 종량제 기술
– 서비스 융합구조 및
메커니즘
– 미들웨어 기술
– 통합인증서버 기술

– 이동성
– 어카운팅·과금
– 융합서비스
– 스트리밍 서비스
– IMS 확장

– L2/L3 이동성의 연계 확보와 서비스 이동성에 관
한 표준화 연구가 활성화됨
– 액세스 모빌리티 및 NACF와 관련한 시그널링 표
준화가 IEEE, ITU-T 등에서 진행 중
– 어카운팅·과금 분야에서는 ITU-T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표준화 선도를 위한 협력체
계 강화가 요구되는 시기
– 국내표준 전문가를 통해 통합서비스 시나리오, 제
공 구조, 통합단말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을 선도하
고 있는 상황
– KT, 하나로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추진 중이며, 셋
톱박스 및 미들웨어 분야에서 국내 업체의 기술개
발이 활발히 진행 중
– VoIP 및 IMS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구조 및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IMS 시장은 초기 단계라 IMS 확장에 대한 시장
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후 IPTV와 같은
신규 분야에 대한 IMS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
될 예정

– QoS
– OAM
– 멀티캐스트
– 모니터링·측정
– 네트워크 보안

– QoS 부분은 ETRI를 중심으로 QSR 장비 개발 및
시제품을 운용 중이며, OAM 분야에서는 MPLS 및
캐리어 이더넷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제표
준화 수준은 개념모델 정립 단계에 있음
– IPTV와 같은 멀티캐스트 서비스가 주요 이슈가 됨
에 따라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응용계층
멀티캐스트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
– 인터넷 트래픽 측정을 위해 시스코의 넷플로를 사
용하고 있으며 ETRI, NIA를 중심으로 사업자간 트
래픽 측정기술 연구가 진행 중
– ETRI를 중심으로 연동 게이트웨이 보안장비 등을
개발 중이며, VoIP/MMoIP 등의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네트워크 보호기술 표준화가 진행 중

– NcP와 QoS간의
QoS 협상 기능
– OAM 처리 기능
– 실시간채널변경처리
– 트래픽 상세 특성정
보 추출기술
– 세션 제어 메시지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기술

– 프로파일 관리 및
가입자 식별·인증
– 사용자 단말

– RFID는 시장형성을 준비하는 단계이므로 ITU-T를
통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시기
– KT, BT 등에서 원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
키아, 모토로라, 삼성, LG 등에서 듀얼모드 단말을
개발 중

– 프로파일 관리 알고
리즘
– B2C 분야 기술
– WiBro와 CDMA간
의 핸드오버 기술

사용자 단말(User Equipment) : 적용 가능성이 높은

나 표준화 이슈들을 도출해 ITU-T Q.8/13 등에

IPTV와 WiBro 분야의 모바일 단말 요구사항이

충분히 표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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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 NGN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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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IP 기반의 유무선 또는 방송서비스 융합을

MoIP

편

위한 핵심 표준기술로 신호 프로토콜, 응용서비
부

스, 기반서비스 기술 등을 중점 항목으로 한다.
IETF, ITU-T 등의 국제표준화기구를 중심으로

록

표준화가 추진 중이며 MoIP 응용서비스, 멀티미

Ⅰ_ 기술 개요

디어 응용서비스를 위한 신호 프로토콜 확장기술,
보안·긴급통신·스팸 대응 등의 MoIP 서비스 기

MoIP는 패킷통신망이나 인터넷망에서 IP 패

반기술을 바탕으로 표준화 선도가 가능하다.

킷 형식으로 음성·비디오·그래픽·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통합 전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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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보 가능 분야

에는 시기상조이므로,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
로 새로운 표준기술의 확보가 요구된다.
※ NAT 통과기술, 애플리케이션 인터랙션 기술, SIP 메
시지 압축기술 등의 항목에 대해서 프로토타입을 개

MoIP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보 가능 분야는 <표 3-2-12>와 같다.

발하며, 프로파일 형태의 국제표준 수용을 추진한다.

위치정보 관리·전달 기술 : 기술개발 및 표준
화 작업이 시작된 분야이므로 이에 대한 표준
기술 개발 활동을 통해 핵심 IPR 확보 추진이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필요하다.
프레즌스 및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기술 : 국

MoIP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제표준개발 작업이 완성돼 가고 있으므로 국제
표준 기술의 조기 확보 및 국내 프로파일의 표

은 <그림 3-2-24>와 같다.

준개발을 추진한다. 새로운 프레즌스 확장기술
에 대한 국제표준화 추진 항목을 발굴하고 제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SIP 콘퍼런스 기술 : 킬러 응용기술로 예상되므
로 지속적으로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되 자

SIP 확장 프로토콜 기술 : IETF를 중심으로 국

체적인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해 핵심 표준화

제표준 개발을 추진 중이나, 사업에 적용하기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선도적인 표준

그림 3-2-23 | MoIP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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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 MoIP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신호
프로
토콜
기술

응용
서비스
기술

기반
서비스
기술

–SIP 확장 프로토콜
기술
–위치정보 관리·전
달 기술

– SIP 콘퍼런스 기술
– 프레즌스 및 인스
턴트 메시징 기술
– NGN 컨버전스 응
용기술

– MoIP 응용 감청
기술
– MoIP 응용 스팸 대
응기술
– MoIP 응용 긴급통
신서비스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 국내에서는 H.323 기반의 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 등에
대한 초기 시장이 형성됐으며, 국외에서는 SIP, 메가코
(MEGACO) 등의 새로운 표준기술이 확산되면서 소프
트스위치, 프록시서버, 응용서버 등의 차세대 기술 중심
으로 시장이 변화
– IETF를 중심으로 SIP 기술 기반의 응용 인터랙션, 메시
지 압축, NAT 통과 표준기술이 완료 단계

– 차세대 세션 제어기
술 분야

– BcN/NGN의 활성화와 함께 VoIP 장비 및 서비스 플랫
폼 시장의 확대가 예상됨
– 국외에서는 프레즌스 및 메시징 서비스 확장기술 및 콘
퍼런스의 시제품 개발이 완료 단계이며 상용화가 예상됨.
– 국내에서는 NGN 환경에서 컨버전스 응용에 대한 새로
운 표준화 활동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단계

– 위치기반 응용서비
스 기술
– 미래 컨버전스 응용
서비스 기술

– 국내에서는 기반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장비시장이 형
성돼 있지 못하며 스팸 대응, e-911, 위치정보 관리 등
의 공공안전 관련 기술은 필요성만 인식하고 있을 뿐 기
술개발은 추진되지 않은 상황
– VoIP 응용 스팸 대응 표준개발 작업이 착수돼 5년간 표
준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공공기반 성격의 표준개
발 작업이 일부 초안 개발 및 검토 진행 중

– e-911, 긴급통신, 위
치정보 관리기술

특
집

제

1
편

제

2
편

제

3
편

제

4
편

제

5
편

부
록

그림 3-2-24 | MoIP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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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활동 추진이 필요하다.

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MoIP 응용 스팸 대응기술 : 최근 ITU-T SG17

WiBro, NGN 등의 네트워크 환경과 IPv6의 연계,

산하 Q.17(Countering SPAM by Technical Means)을 중심

BcN 핵심 전달 프로토콜, IPv4/v6의 전환 연동 프

으로 추진되기로 결정됐으므로 ITU-T SG17을

로토콜에 대한 표준개발로 기술 선도가 가능할

통해 표준기고 활동을 추진한다.

것이다.

MoIP 응용 긴급통신서비스 기술 : 아직 국제표
준기술이 명확하게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NGN 표준화에서 긴급통신 표준화가 요구되는
단계이므로 국내 BcN 구축사업과 연계한 긴급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보 가능 분야

통신 표준기술 개발 및 표준 정립을 추진한다.
MoIP 응용 감청기술 : 최근 조기 표준 정립을
위한 전세계적 표준화 협력활동이 추진되고 있

IPv6 응용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13>과 같다.

으므로 관련 국제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한다.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제

13 절

IPv6 응용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

IPv6 응용

Ⅰ _ 기술 개요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IPv6 응용기술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v4의

WiBro에서 IPv6 기술 : 국내 보유역량과 표준

32비트 주소체계를 확장한 128비트 차세대 인터

화 기여도가 높아 국제표준화 선도가 가능할

넷 주소체계로, 응용계층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TTA IPv6 PG를 통한 국

타 기술과의 접목을 의미한다. 이종망간 전환·

내 고유표준을 개발해 WiMAX포럼 및 IETF

연동·이동성 관리 등의 핵심기능을 제공할 수

16ng WG에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있다.

있으며 라우터 응용기술, 호스트 응용기술, 이종

홈네트워크에서 IPv6 및 이동성 지원 멀티호밍

망간 연동기술, NGN 응용기술 등이 표준화 기술

기술 : ITU-T SG13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가 진

대상이다.

행 중이며 UPnP 프로토콜, IETF Shim6 WG 등

IETF의 IPv6와 v6ops워킹그룹을 중심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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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맵은 <그림 3-2-26>과 같다.

의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로 유도될 수 있도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 전략 | 제 3 편

특
집

제

1
편

제

2
편

제

3
편

그림 3-2-25 | IPv6 응용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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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이종계층간 연동기술 : ITU-T SG11, SG13,
SG19에서 이동성 관리 관련 국제표준화를 추진

제

14 절

LAN/MAN

제

5
편

하고 있으며, IEEE 802.21 MIH 및 IETF 16ng,
부

v6ops, mip6 등의 WG를 통해 이종망간 연동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Ⅰ_ 기술 개요

록

LAN/MAN은 근거리 및 중거리 규모의 구리
선, 광케이블 및 무선링크 등 전송매체에서 사용
되는 링크계층 이하 패킷방식의 제반 통신 프로토
콜 기술로, 현재 대부분의 표준 및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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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3 IPv6 응용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 WiBro에서 IPv6 연
계 및 확장 기술

WiBro에서 IPv6

– ETRI, 삼성, KT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상용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전산원에서 IPv6 기반의 WiBro 시범망을 구축할 예정
– 인텔 주도의 WiMAX 표준이 다양한 단말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며 노키아, KDDI 등도 필드실험을 진행 중
– WiMax포럼, IETF 16ng를 중심으로 관련 표준을 개발 중이며, 국내
에서는 TTA IPv6 PG를 중심으로 국내 고유표준을 개발 중

– 외부망 연계기술

홈네트워크에서 IPv6

– ETRI를 중심으로 홈게이트웨이를 개발 중이며, IPv4/IPv6 변환기를
탑재할 예정
– 소니, 삼성을 중심으로 ITU-T FG에 표준화를 추진하며, DLNA포럼
을 구성해 홈네트워크 솔루션 개발을 진행 중

– 타 계층간 연계기법

이동성 지원
멀티호밍

– IETF SHIM6 WG을 중심으로 표준화가 진행 중이나 이동성, TE 등과
관련된 분야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 표준화 쟁점사항이 발생
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ETRI, 서울대를 중심으로 응용 API를 개발 중에 있으며,
국외에서는 에릭슨 등에서 HIP를 구현하고, 기능 확장을 구현 중

이동성 지원
보안 확장

– IETF MIP6, MIPSHOP, DNA WG 등에서 이동성 관련 보안 표준기
술을 개발 중

– IPv6 기반 보안 확
장주소 자동화
– 이동망간 자동 로밍
기술

이종계층간 연동

– v6ops WG를 중심으로 3GPP, ISP 등에서 각각의 시나리오 및 솔루
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화가 완료 단계임
– ETRI에서도 SCTP 기반의 단말이동성 표준을 국내에 제안해 ITU-T
에 추천하고 있음
– 관련 변환 기법에 대한 표준은 완료 단계이며, IETF v6ops WG에서
시나리오 문서를 개발 중

그림 3-2-26 | IPv6 응용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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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IETF, ITU-T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적극

드맵은 <그림 3-2-28>과 같다.

반영할 수 있는 기술로는 AV 브리징 기술, 캐리어
클래스 이더넷 기술, LAN 응용 고도화 및 이더넷
고속화 기술 등으로 국제경쟁력 확보가 유리할 것
으로 판단된다.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보 가능 분야
LAN/MAN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14>와 같다.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AV 브리징 기술 : 업계의 요구 수준이 높으며,

특

국제표준화도 국내 업계에 의해 일부 항목이

집

IEEE 802.1 내에서 주도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국내표준의 제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BcN망 구

제

축과 연계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해 국제표준을

편

1

선도한다.
※ 국책연구, 산업체 및 ETRI 표준연구반, 한국이더넷포

제

럼, 국내의 대학 연구 활동 등과 유기적인 연계와 조

편

2

직적인 활동을 통해 표준화를 추진한다.

LAN/MAN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

제

캐리어 클래스 이더넷 기술 : 업계의 요구 수준

3
편

제

4
편

제

5
편

부
록

그림 3-2-27 | LAN/MAN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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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4 LAN/MAN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국내외 표준화 현황

– 타이밍 동기기술
– L2대역 예약기술

AV 브리징 기술

–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EEE를 통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PG218에서 멀티미디어 브리지를 위한 타이밍 동기 및 대역 예약방식
등의 국내 단체표준 규격을 제정하고 있음
– 국내 고유표준안을 IEEE 802.1AV 브리지 국제표준 규격에 반영하고
자 노력 중

캐리어 클래스
이더넷 기술

– ETRI를 중심으로 ITU-T SG13,15에 표준을 기고하고 있음
– IEEE의 802.1위원회에서 802.1ah 프로바이더 백본 브리지, AV 브
리지, IPTV 등과 관련한 기고서 및 신기술 표준 제안 활동을 진행 중

– 이더넷 OAM 기술
– 이더넷 QoS 기술
– 링크 절체기술

L2 응용기술
(L2 이동성 및
L2 멀티캐스팅)

– 한국이더넷포럼, OSIA를 중심으로 망 접근제어 기본규격 초안을
마련
– 한국이더넷포럼에서는 IPTV 지원을 위한 L2 수준의 멀티캐스트 기술
에 대한 신기술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L2 이동성 지원 기술
– L2 멀티캐스팅 기술

– ETRI를 중심으로 IEEE802.3에 10G EPON CFI 자료를 발표함

- MAC/PHY 기술

이더넷 고속화 기술
(100GbE 기술, 10G
EPON 기술)

그림 3-2-28 | LAN/MAN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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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반면, 관련 표준화 및 IPR는 낮은 수준
이므로 관련 연구기관, 업계, 포럼과 TTA를 중
심으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

15 절

개방형 서비스

프로바이더(Provider) 브리지 기술을 활용해 확장
성을 지원하고, 쇼테스트 패치(Shortest Path) 브리
징 등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관련 표준을 제

Ⅰ_ 기술 개요
특

정해야 한다. IEEE 802, ITU-T SG13/SG15의 적
극적인 참여 및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화 작업을

개방형 서비스 기술은 통신망의 서비스 계층

집

반영할 수 있는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을 제어 및 전송계층으로부터 분리하고, 이들 간

※ 이더넷OAM표준기술연구위원회를 구성, 기술 토의

에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도입해 하부 통신망 구

제

워크숍 및 표준화 전략회의 등을 개최하고 연구 역량

조에 독립적인 다양한 융합형 서비스가 개발될 수

편

을 집중한다.

있도록 한다. 이 분야에는 개방형 서비스 제어 구

1

L2 응용기술(이동성 지원기술) : WiBro와 같은 이동

조기술, 유무선 통합기술,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제

인터넷망에 적용 가능하므로 활용 가능성이 높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새로운 융합서비스 분야의

편

아 적극적인 표준화 협력 및 경쟁 활동이 요구

개방형 API를 발굴하고 이를 표준화하므로 이용

된다.

자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이더넷포럼, TTA 프로젝트그룹, 네트워크연구조

Parlay Group, ESTI, 3GPP를 통해서 표준화가

합을 활용해 차세대 LAN 기술에 대한 산학연 표준화

추진 중이며, 통신·방송 융합 부분의 API 기술은

전문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모임을 활성화한다.

국내 기술 선도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

2

제

3
편

제

4

이더넷 고속화 기술 : 100GbE는 업계에서 필요성

편

이 부각되고 있고, 국내 관련 인프라 수준이 높아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보 가능 분야

제

개방형 서비스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부

5
편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15>와 같다.

제 2 장 36대 중점기술별 표준화 추진전략(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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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 개방형 서비스 기술 개요

표 3-2-15 개방형 서비스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개방형 서비스
프레임워크

– Parlay/OSA 기반 프레임워크 표준화는 완료됐고, 이를 적용한 플랫
폼들의 개발이 완료돼 출시되는 상황
– 웹서비스 프레임워크는 W3C 등에서 IBM의 주도로 표준화가 진행 중
– ITU-T NGN 표준그룹에서는 서비스 구조로서 상위 레벨의 표준화를
추진 중

– 웹서비스 프레임
워크
– 서비스 페더레이션

유무선 통합 API

– Parlay/OSA 기반으로 산업체에 상용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Parlay X 플랫폼 상용화를 추진 중
– Parlay, 3GPP, ETSI JWG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국내
에서도 ETRI를 중심으로 표준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Geocoding, MB
API 등 신규 API

– ETRI 주도로 표준화 및 기술개발이 시작 단계에 있음
– Parlay, 3GPP에서도 가장 유망한 신규 분야로서 표준화를 추진 중
– 향후 시장이 형성되면 표준화가 활성화될 것임

– 멀티캐스팅 API 등
신규 API

통신·방송 융합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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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유무선 통합 API 기술 : 기본적인 국제표준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새로운 유무선 통합형

개방형 서비스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
화 로드맵은 <그림 3-2-30>과 같다.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신규 API가 있
는지를 분석해 국제표준으로 추가 제안할 필요
가 있다.
통신·방송 융합 API 기술 : 국제표준화가 아직

Ⅳ 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국내의

특

기술 환경을 기반으로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

집

는 전략적인 분야다. IPR 확보 가능성이 높고,
개방형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 ITU-T 및 MSF

국내와 국제 표준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제

표준화기구에 국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

서비스 상용화와 관계없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

편

여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주도적인 역할

원이 요구된다.

1

을 수행하고 있다. BcN에 적합한 개방형 서비

제

스 네트워킹 기술 표준을 개발해 국제표준화를

편

2

추진한다.
제

3
편

제

4
편

제

5
편

부
록

그림 3-2-30 | 개방형 서비스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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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절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보 가능 분야

IPTV

IPTV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Ⅰ_ 기술 개요

보 가능 분야는 <표 3-2-16>과 같다.

IPTV는 IP 기반의 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다
양한 콘텐츠를 기존의 TV를 이용해 제공받을 수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있 는 서 비 스 또 는 기 술 이 다 . 기 존 의 TV에
MPEG2와 MPEG4 기술로 압축된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는 IP 셋톱박스를 연결하면 다양한 부가서

IPTV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은 <그림 3-2-32>와 같다.

비스의 활용이 TV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통방 융합 환경에서 향후 TPS 서비스의 킬러 애
플리케이션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IPTV FG를 중심으로 국제 단일표준안 작업이 추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진되고 있다.
IPTV망 구조 및 시나리오 기술 : 서비스 제어
프로토콜 기술 표준은 아직 표준화 초기 단계
이므로 국제표준화 선도 가능성이 높은 분야

그림 3-2-31 | IPTV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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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6 IPTV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IPTV
구조
및
서비스
시나리오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 IPTV망 구조 및 서
비스 시나리오
– IPTV망 및 서비스
제어 프로토콜

– 국내에서는 시범서비스, 국외에서는 사실(Defacto)표준
을 개발해 일부 상용서비스가 진행 중. 서로 규격이 달
라 IPTV FG 표준화를 통해 단일규격으로 만들려고 노
력하고 있음
– 서비스 시나리오 시장은 초기 단계로 규모가 미미하며
사업자 영역에 따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

– 망 접속제어 방식
– 사용자 환경 제어 시
나리오

– IPTV QoS 규격
– IPTV 보안규격

– 국내에서는 BcN 품질망을 구축 중이며, 콘텐츠 보안을
위한 규격을 일부 제품에 적용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도
상용화 초기 단계
– ETRI, 삼성, LG, ICU 등이 참여해 표준화 활동을 주도
하고 있으며 IPR 확보 가능성과 국내표준화 인프라 수준
은 높은 상황

– 실시간 japping 메
커니즘
– 보안 알고리즘

특

IPTV
QoS
및
보안

제

1

– STB 시스템 규격
– STB망 단말 접속
규격

– 현재 국내에서 STB는 DTV용 규격을 준수하고 있으며,
IPTV STB는 시작품 수준. 국외에서도 DTV와 인터넷이
동시에 탑재한 케이블모뎀은 시제품 수준

– STB 시스템 및 접
속 규격

IPTV
단말·
응용
접속

– EPG 규격
– 미들웨어 플랫폼

– 유무선통신, 홈네트워크 및 케이블 기반 등 다양한 미들
웨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
– DTV 기반 EPG 환경이며, IPTV용 메타데이터를 사용
해 VoD 형태의 콘텐츠 검색기능을 연구 중

– 웹 기반 EPG 규격
– 미들웨어 플랫폼
기술

모바일
IPTV

– 모바일 IPTV 단말
규격 및 시나리오
– 실시간 멀티캐스트
핸드오버 규격

– 현재 DMB 서비스를 휴대폰에 탑재해 운영 중이며, 이
동성까지 고려한 IPTV는 아직 기술적으로 성숙되지 않
았으며, 민간표준도 없음

– 휴대형 EPG
– 멀티미디어 핸드오
버 규격

IPTV
STB

집

편

제

2
편

제

3
편

제

4
편

다. 프로토콜 측면에서는 IETF회의, 망 구조 및

제표준화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내 플랫폼

서비스 제어 측면에서는 NGN-GSI 표준화 활동

개발업체를 통한 시스템 경쟁력의 확보를 통해

제

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IPTV망

일부분은 국제표준의 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

편

구조 및 요구사항, QoS 기술은 일부 선도가 가

인다.

능하다. IPTV포커스그룹 표준화 활동의 꾸준한

모바일 IPTV 구조 및 시나리오 기술, 멀티캐스

부

참여가 요구된다.

트 핸드오버 기술 : 국제적으로 초기 단계이나

록

IPTV STB 시스템 및 접속기술 : 기존 단말모델

DMB 및 WiBro 서비스 등의 국내 모바일방송

기술을 응용한 국제표준화 진입 및 산업생산성

인프라 수준이 높아 국제표준 선도 가능성이 많

이 가장 높은 분야다. IPTV EPG 기술, IPTV 미

고, 시장창출 가능성이 예상되는 분야다. 특히

들웨어 플랫폼 기술 표준은 다양한 SW 개발업

새로운 웹 기반 IPTV 시장에 대비해 관련 핵심

체가 관련 SW 및 플랫폼 개발을 통해 국제경쟁

기술 개발, 특허권 확보, 시스템 개발 등에 산학

력을 확보하고,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국

연의 공조와 IPTV FG를 통해 국제적 단일표준

제 2 장 36대 중점기술별 표준화 추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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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 IPTV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을 주도할 수 있다.

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홈디지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가정

제

17 절

환경을 제공한다. 홈플랫폼 기술, 유무선 홈네트

홈네트워크(일반)

워킹 기술, 지능형 정보가전 기술, 유비쿼터스홈
컴퓨팅 기술 및 표준기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현 재 ISO/IEC, DLNA, OSGi, 홈 플 러 그
(HomePlug)와

Ⅰ_ 기술 개요

같은 국제표준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홈네트워크 구조, 기기간 인터페이스,
통합 미들웨어, 유무선 융합기술은 국내에서 부

홈네트워크 기술은 가정 내의 모든 정보가전
기기가 유무선 홈네트워크로 연결돼 누구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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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선도가 가능한 분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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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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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제

2
편

제

3
편

그림 3-2-33 | 홈네트워크(일반) 기술 개요
제

4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편

제

5
편

홈네트워크(일반)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
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17>과 같다.

홈 게 이 트 웨 이 , 홈 서 버 기 술 : ISO/IEC
JTC1/SC25/WG1과 DLNA,UPnP,OSGi 등의 표

부

준화단체에서 홈게이트웨이의 물리적 스펙과

록

가정 내의 기기간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주도

Ⅲ 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홈네트워크 건
축 환경에 적합한 표준안을 도출하고, 이를 국

홈네트워크(일반)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
준화 로드맵은 <그림 3-2-34>와 같다.

제표준안으로 개발하는 협력 및 경쟁 전략이 필
요하다.
전력선통신(PLC) 기술 : 전력선통신은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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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7 홈네트워크(일반)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국내외 표준화 현황

홈플랫폼 기술

홈게이트웨이,
홈서버
기술

– 2001년 홈게이트웨이 표준이 제정됐으나 개정의 필요성
이 생겼으며, FTTH 기반 홈게이트웨이 요구사항 표준이
제정됨
– 홈서버를 통한 서비스 API 표준, 기기간 상호운용성을
위한 접속표준, 서비스 및 계층별 인터페이스 참조모델
에 대한 표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유무선
네트워킹 기술

전력선통신
기술

– 삼성, 한전, LG, TTA, 젤라인 등으로 구성된 고속 전력
선통신 표준기술연구회에서 표준안을 준비 중
– 이종 모뎀 환경에서 댁내기기 제어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제정

상호연동성
기술

– ETRI의 통합 미들웨어 브리지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
정하기 위해 추진 중
– DLNA, UPnP에서 가정 내 기기간 서비스 자동 구성,
디바이스 관리, 제어가 지능형 에이전트 기반으로 추
진중

– 미들웨어 브리지
기술

유무선
융합기술

– UWB 기술이 홈네트워크기기에 장착되는 초기 단계이
며, 전력선통신 기술은 완성 단계에 있음
– IEEE 1394의 하부기술로 무선 USB가 일부 활용되며,
200Mbps급 QoS 보장 고속 전력선통신 기술은 상용화
단계

– 유무선 융합 브리지
구조
– QoS 보장 시스템

지능형
정보가전기술

유비쿼터스
홈컴퓨팅 기술

그림 3-2-34 | 홈네트워크(일반)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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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 확보 가능 분야
– 외부망·댁내망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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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가 거의 동일해 표준에 대한 중요성이 매

호기술로서 홈네트워크 보안 프레임워크 기술, 홈

우 높은데, 현재 미국의 HomePlug에서 칩 표준

디바이스 및 홈서비스 보안기술, 미들웨어 보안기

을 정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술 등의 분야를 포함하며, 네트워크 보안기술을

볼 때 , 고 속 PLC의 업 체 간 조 율 을 통 해

바탕으로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HomePlug와 같은 국제표준단체에 적극적으로

현재 ITU-T SG17에서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참여하고 국제표준을 수용·적용하는 전략이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홈네트워크 보안 프레임

필요하다.

워크 구조, 인증·인가 메커니즘 등의 분야에서는

특

※ 저속 PLC의 경우 국내에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완료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국내 선도 가능

집

후에 단일표준이 실패한 사례가 있다.

성이 높다.

상호연동성 기술 :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

제

이므로 이미 확보된 기술을 토대로 제품간 상호

편

운용성을 위한 미들웨어 표준을 중점적으로 추
진한다. 특히 적응형 서비스 미들웨어 표준화

1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제

2

및 서비스 딜리버리 프레임워크 기술은 국제표
준 선도 가능성이 높다.
유무선 융합기술 : 국내에서 개발 중인 무선

편

홈네트워크 보안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
제

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18>과 같다.

3

UWB와 젤라인 등 고속 전력선통신 기술의 융

편

합을 통해 IPR를 확보하고, 국내표준을 도출해
UWB와 전력선통신 기술 관련 국제표준단체에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제

4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 및 경쟁하는 전략이 필
요하다.

편

홈네트워크 보안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
제

준화 로드맵은 <그림 3-2-36>과 같다.

5
편

제

18 절

홈네트워크 보안

부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록

보안 프레임워크 기술 : 홈디바이스 및 홈서비

Ⅰ_ 기술 개요

스와 같은 전후방산업 경쟁력과 연계되고 있으
며, 국내 디지털홈 보급사업 확산을 위해서 시

홈네트워크 보안은 홈네트워크의 안전성을 확

급히 고려돼야 할 사안으로, ITU-T SG17을 중

보하기 위해 편의성이 강화되고 경량화된 정보보

심으로 수행 중인 홈네트워크 보안 프레임워크

제 2 장 36대 중점기술별 표준화 추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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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 | 홈네트워크 보안기술 개요

표 3-2-18 홈네트워크 보안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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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 홈네트워크 모델

보안 프레임워크

– 홈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잡는 기술로 시장형성에 어
려움이 있음
– 국내에서는 ETRI와 순천향대, 국외에서는 CableLab과 EchoNet에
서 개발 중
– 표준화는 현재 초기 단계이며, 국내 인프라 수준이 높은 관계로 국제
표준의 선점 가능성이 많음

보안기능 기술언어

– 보안제품간 호환성을 위해 언어를 정의하는 기술로 현재 시장형성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내에서는 ETRI에서, 국외에서는 OASIS에서 SAML, XACML 개발
이 완료된 상태

– 홈네트워크 보안제
품간 연동

– 홈디바이스

인증·인가 메커니즘

– 현재 시장은 미형성 단계이나 향후 홈네트워크 성장과 더불어 시장
규모의 급속한 증가가 예측됨
– 국내에서는 ETRI와 KISA, 국외에서는 UPnP, HAVi, CableLab에서
개발 중
– 표준화는 현재 초기 단계이며, IPR 확보 가능성이 높고, 인프라 수준
이 높아 국제표준의 선점 가능성이 많음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 전략 | 제 3 편

특
집

제

1
편

제

2
그림 3-2-36 | 홈네트워크 보안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제

표준 과제와 연계해 다양한 홈네트워크 모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준을 마련함으로써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편

제

19

3

절 WPAN

편

보안기능 기술언어 : 홈네트워크 보안기능 및

제

제품간의 상호호환성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표

편

준으로 안전한 홈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4

Ⅰ _ 기술 개요
제

는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국내표준과 ITU-T
SG17의 국제표준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협력 및

5

WPAN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환경에서 가정

편

경쟁이 필요하다.

내 가전기기, 사무기기 및 각종 정보기기를 근거

인증·인가 메커니즘 : 신뢰할 수 있는 홈디바

리에서 배선의 설치 없이 연결시켜 주는 네트워크

부

이스만 홈네트워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

기술로 초고속 UWB(Ultra Wide Band), 저속 WPAN,

록

바이스 중심의 차세대 홈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

위치인식 UWB, 무선 USB 등이 있다.

구되는 핵심기술이다. 현재 국내에서 활발한 기

PHY/MAC 기술은 IEEE 802.15를 중심으로 표

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술우위 확보 및

준화가 진행돼 왔으며, WPAN 응용 기술 영역은

기술선점을 통해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전략이

유비쿼터스 네트워킹을 위한 주요 기술로서 와이

필요하다.

미디어·지그비 얼라이언스(WiMedia/ZigBee Alliance)
에서 국제표준화 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 2 장 36대 중점기술별 표준화 추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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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 WPAN 기술 개요

표 3-2-19 WPAN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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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 항목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초고속 UWB WPAN

– TTA PG304를 통해 표준화 작업반을 구성한 상태이며, IEEE
802.15.3a에서 이미지 처리 및 멀티미디어 응용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속 PHY 확장을 제공
– WiMedia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WUSB V1.0 규격이 작성
– 정보통신부 및 전파연구소를 중심으로 주파수 관련 표준작업 수행 중

– CMOS RF/모뎀
기술
– 무선 USB,
WiNet/ BT

저속 WPAN

– PHY 기술은 IEEE 802.15.4b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표준안이 2007년에 완성될 예정
– ZigBee 응용기술은 국내의 TTA PG304와 국외의 ZigBee 얼라이언
스를 중심으로 프로파일 표준화를 추진 중
– 네트워킹 적용기술은 6lowpan WG를 중심으로 IPv6 패킷 포맷 및
주소체계에 대한 기고서를 작성 중

– CMOS 기반 SoC
기술
– MAC/PHY, 프로
파일
– 임베디드 OS

위치인식 UWB
WPAN

– 안전·보안 서비스, 위치기반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가 위치인식
UWB 기술의 응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음
– LBS를 위한 표준화는 추진되고 있으나, 저속 WPAN을 위한 네트워
킹 기술 및 위치정보 처리기술은 표준화가 미비한 상태이며, 성장 가
능성이 매우 높음

– 저전력 PHY 기술
– 위치인식 포지셔닝
(positioning) 기술

무선 USB

– USB를 기반으로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며, 인텔 중심의 국외시장 성
장 가능성이 높음
– 현재 UWB 칩세트로 WUSB 플랫폼 구현 단계에 있으며, 2010년 3
억 개 정도의 USB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 WUSB over UWB
전송
– WiNet/BT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 전략 | 제 3 편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WPAN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19>와 같다.

Ⅳ 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초고속 UWB WPAN : UWB포럼과 WiMedia 얼
라이언스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 중이며 인텔, 모토로라 등의 기업을 통해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서 표준 및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협력 및 경쟁

특

의 전략이 요구된다.

집

저속 WPAN : ZigBee 얼라이언스와 802.15.4a/b
WPAN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
맵은 <그림 3-2-38>과 같다.

를 중심으로 활발히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고,

제

국내에서는 ETRI, KETI, SAIT, 삼성전자, 레디

편

1

오펄스, 코윈, TSC시스템즈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PG304를 통해 표준화 작업이

제

진행 중이다. 국내표준안을 바탕으로 시제품 개

편

2

발 및 시연을 통해 국제경쟁력 및 표준화 선도
제

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편

제

4
편

제

5
편

부
록

그림 3-2-38 | WPAN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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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인식 UWB WPAN : ETRI, 삼성전자 및 학

폼을 제공하는 칩 벤더와 파트너십 제정이 요구돼 이

계에서 IEEE 802.15.4a의 국제표준화기구에 적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시범
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의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MAC 엔한스먼트(enhancement) 표준, IEEE 802.15.4a

제

20 절

디지털케이블방송

의 장비 인터페이스 표준, 라우팅 프로토콜 표준, 응
용 프로파일 및 보안 문제의 표준 제정을 진행한다.

무선 USB 기술 : 인텔 및 마이크로소프트가 대
부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략적인 파트너

Ⅰ_ 기술 개요

십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WUSB개발자회의,
WiMedia 얼라이언스 미팅에 지속적으로 참여

디지털케이블방송 표준의 마무리로 인해 명실

할 필요가 있다.

상부하게 최초의 오픈케이블(OpenCable) 표준의 종

※ Alereon, Wisair, Staccatto 등 WiMedia RF 플랫

주국이 될 것이고, 관련 기술 노하우가 축적이 될

그림 3-2-39 | 디지털케이블방송 기술 개요

336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 전략 | 제 3 편

것으로 보인다. 1Gbps급 케이블모뎀이 가능해지

케이블홈(CableHome)과 패킷케이블(PacketCable) 표

면 가입자당 데이터 전송속도 200Mbps급의 전송

준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케이블망을 통한 홈네

속도를 보장하게 되어 현재 구상되고 있는 다양한

트워크 서비스와 IP를 통한 전화서비스 등이 도입

BcN 유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돼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표 3-2-20 디지털케이블방송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특

중점 표준화 항목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1Gbps급 케이블모뎀

– ETRI, 삼성전자 및 중소기업, 대학 등과 함께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하
고 있으며 2009년 중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

– 변복조 분야,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NGNA

–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과제는 없으나 2007년경에 다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2009년 후반기에 완료될 것임

– IPTV, DCAS

케이블홈

– 정부 차원에서 2007년부터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2007년 후반기에 완료 예정
– 케이블홈 버전 1.0/1.1이 완료된 상황이며, 셀당 200Mbps급
DOCSIS 3.0 케이블모뎀 표준화 부분 완료

패킷케이블

집

제

1
편

제

2
편

– 2006년부터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케이블폰 사업을 태광MSO, 즉
Tbroad사가 대주주인 KCT(Korea Cable Telecom)가 상용화할 계
획이므로 국내에서도 표준화 작업이 시급한 상황

제

3
편

제

4
편

제

5
편

부
록

그림 3-2-40 | 디지털케이블방송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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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계여서 국내외 표준화 격차가 별로 나지 않는
다. 적극적인 연구 및 개발투자가 필요하며,
NGNA의 기본골격이 어느 정도 완성돼 가지만
실질적인 요소기술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디지털케이블방송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20>과 같다.

않으므로 국내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케이블홈 : 국내 케이블방송사업자 및 관련 장
비업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시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범서비스 및 전시회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TTA, Klabs, KDCF 등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디지털케이블방송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
준화 로드맵은 <그림 3-2-40>과 같다.

연구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패킷케이블 : TTA, KLabs 및 KCT(Korea Cable
Telecom)가

관련 표준을 적극적으로 국내표준에

도입해야 할 단계다. 상용서비스를 통한 운영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및 관리 노하우 확보가 필요하다.

1Gbps급 케이블모뎀 :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모뎀 표준화는 하향 200Mbps, 상향
100Mbps 수준의 DOCSIS 3.0인 데 반해, 기가

제

21 절

3DTV 방송

급 케이블모뎀은 하향 1Gbps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
기 때문에 ETRI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가급 케

Ⅰ_ 기술 개요

이블모뎀 개발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표준화 작
업을 해야 한다. 케이블랩스(CableLabs)의 다양한

3DTV 방송이란 사실감과 현실감을 갖는 콘텐

표준화 활동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특히

츠를 전송해 다차원 감각의 효과적 융합, 지능형

DOCSIS 3.0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인터페이스와 감성형 상호작용, 시공간의 제약을

기가급 케이블모뎀 표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벗어난 공유 등을 통해 이용자가 3D 콘텐츠를 자

하며, 향후 우리나라가 이를 선도할 수 있는 분

연스럽게 몰입해 즐기도록 하는 차세대 방송기술

위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ITU-T SG-9회의에

이다.

도 적극 참여한다.
NGNA : 미국이 먼저 시작했으나 현재 시작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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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TV 방송 표준화는 지상파DMB, DCATV/
IPTV 등을 기반으로 3D AV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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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제

1
편

제

2
편

제

3
편

그림 3-2-41 | 3DTV 방송기술 개요

제

하기 위한 방송 송수신 정합규격 및 입체영상 파

4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편

일포맷 등을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문서화해 공개
함으로써 2011년까지 무안경 개인형 3D 방송서비
스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3DTV 방송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

5

드맵은 <그림 3-2-42>와 같다.

편

부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3DTV 방송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21>과 같다.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록

다시점 비디오 표현기술 : 국내외 표준화 활동
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3D산업 활성화에 대비해 다시점 비디오를
모델링해 표현하는 기법에 대한 표준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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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 3DTV 방송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3D
콘텐츠 생성

3D 콘텐츠
부호화 및
MAF 기술

국내외 표준화 현황

다시점 비디오
표현기술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기술

스테레오스코픽 MAF 기술

– 국내 산학연이 MPEG/JVT에서 진행 중인
MVC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

– 콘텐츠 생성·변환
기술

– MPEG/JVT MVC 표준화 관련 기술 제안 및
조명보상기술은 표준 채택 가능성이 높음
– 스테레오스코픽(Stereoscopic) 입체영상산업
화에 맞물려 MAF 표준화 활동은 활발해질 것
으로 예상

– 3D 콘텐츠 압축기술
– 입체영상 파일 포맷

3D 콘텐츠
메타데이터

3D 콘텐츠 정보 표현기술

– 3D 콘텐츠 표준화가 성숙 단계에 접어드는 시
기에 관련 메타데이터 표준화 시작 예상

– 오감정보 및 인터랙
션 기술

3D
디스플레이

3D 안전시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 주시각 및 초점 조절이 가능한 3D 디스플레이
기술 및 시각 피로감소를 위한 심도(depth)
조절기술은 연구 중

– 주시각·초점 및 심
도 조절기술

3D DMB 방송시스템 기술

– 본격적인 3DTV 방송서비스에 앞서 T-DMB
또는 통방 융합매체인 IPTV에 3차원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3차원 방송시스템
및 단말 개발, 더불어 비디오 송수신 정합규격
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
로 예상

– 3D DMB 및 3D
IPTV

3D
방송시스템

그림 3-2-42 | 3DTV 방송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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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를 우선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기존 규격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기술 : 표준화가 2006년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7월 77차 MPEG Klagenflurt회의에서부터 JVT
에서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MPEG/JVT 국제표
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의 여러 기관이
공동대응을 통해 기술표준화 아이템 추가 발굴
및 본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응용

제

22 절

DMB
특

분야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

집

스테레오스코픽 MAF 기술 : ETRI, KETI, (주)이
시티, 삼성, LG, MBC 등을 중심으로 입체영상

Ⅰ_ 기술 개요

제

1

콘텐츠를 저장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을 갖

편

는 응용모델을 실용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DMB는 이동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오디오,

스테레오스코픽 MAF(Multimedia Application Format)

비디오, 그리고 각종 데이터서비스를 즐길 수 있

제

표준화를 2007년 1월 MPEG회의에서 요청해

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다. 위성DMB와 지상파

편

추진한다.

DMB의 두 가지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지상

3D 콘텐츠 정보 표현기술 : MPEG7/21 및 TV

파DMB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제

애니타임포럼과 연계 및 유럽·미국·일본과

WiBro, CDMA, HSDPA 등의 이동통신망을 통한

편

연대를 통해 3D 메타데이터 기술 표준화 활동

무선인터넷과 결합해 무선환경에서 방송·통신

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해당 표준화 활동을 선

융합서비스를 달성함으로써 종합적인 디지털인

제

도한다.

프라 완성과 함께 고도의 정보산업국가를 이룩할

편

3D 안전시청 가이드라인 : 3D 콘텐츠 안전성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할 것이다.

2

3

4

평가기준 및 안전한 시청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

제

정이 2~3년 내 필요하며, 3D 콘텐츠 형태와 포

편

맷, 3D 콘텐츠의 저장 및 유통을 위한 파일 포
맷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5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부

최근 ISO에서 진행 중인 이미지 세이프티(safety)
관련 스터디그룹에 참여해서 활동할 필요도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록

DMB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보 가능 분야는 <표 3-2-22>와 같다.

3D DMB 방송시스템 기술 : 향후 2~3년간 양안
식 3D DMB 방송을 위한 송수신 정합규격 표준
화를 먼저 추진하고, 본격적인 3DTV 방송에 앞
서 DMB, 오픈케이블, IPTV에서 3차원 콘텐츠

제 2 장 36대 중점기술별 표준화 추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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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 DMB 기술 개요

표 3-2-22 DMB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요소기술
데이터
서비스 기술

지능형
방송 기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PVR
맞춤형 방송

광대역화 기술

2세대 지상파DMB

적용 주파수
기술

지상파DMB 적용
주파수 확장

파일 포맷
기술

342

중점 표준화 항목

DMB 파일 포맷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 규제 완화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여러
종류의 서비스 표준화 완료 전망

– 비즈니스 모델, 콘텐
츠 연계서비스 방법

– PVR는 2007년 시작해 2008년까지 표준 완
료 전망
– 맞춤형 방송은 2006년 말 시작해 2009년까
지 표준 완료 전망

– PVR 및 맞춤형 방
송 의 DMB 적 용
부분

– 2007년부터 표준화를 시작해 2010년까지 표
준 완료 전망

– 계층 변조기술, 계층
부호화 기술 분야

– 2007년부터 표준화를 시작할 예정

– RF 기술 분야

– MPEG포럼에서 MPEG 표준 제안 중에 있으
며, 2007년 말까지 ISO/IEC표준이 완료되면
곧 KS표준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
– ISO/IEC MPEG에 MPEG-A의 새로운 표준
항목으로 제안할 예정이며, 2007년 말까지 표
준 완료 예상

– DMB 관련 파일 콘
텐츠 유통 및 보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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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기술

상호운용성
기술

중점 표준화 항목
지상파DMB 수신기 구현
가이드라인
지상파DMB 정합 테스트
절차
DMB MATE 인증시험
절차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 지상파DMB 수신기 구현 가이드라인은 2007
년 에 TTA 단 체 표 준 이 완 료 될 것 이 며 ,
ISO/IEC TC100에 새 과제로 확정돼 표준화
가 진행 중
– 지상파DMB 정합 테스트 절차는 2008년 말
까지 표준화 완료 예상

– 수신기 인증기술
분야
– 미들웨어 인증 분야

특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집

제

DMB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은 <그림 3-2-44>와 같다.

1

방통 융합기술 : 차세대방송표준포럼에서 초안

편

을 개발하고, TTA 제정과 병행해 WorldDAB포
제

럼 및 ETSI 표준화를 추진해 국제표준화를 선

2
편

제

3
편

제

4
편

제

5
편

부
록

그림 3-2-44 | DMB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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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다.
PVR : 차세대방송표준포럼에서 자바 미들웨어
기능의 일부로서 초안을 개발하고, TTA 제정

제

23 절

방송콘텐츠
보호·관리

과 병행해 월드DAB포럼 및 ETSI 표준화를 추
진한다.
맞춤형 방송 : MPEG7 및 MPEG21 등의 콘텐츠
검색 및 유통 분야와 TV 분야에서 그 기반기술

Ⅰ_ 기술 개요

로 국제표준을 선도할 전략을 구사한다.
2세대 지상파DMB : 지상파DMB는 우리나라가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방송콘텐츠의 저작

최초로 상용화한 분야로서, 그에 대한 2세대 표

권 보호와 불법 복사 및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상

준화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다.

호운용성이 보장된 개방형 방송콘텐츠 보호관리

지상파DMB 적용 주파수 확장 : 일반적인 방송

기술로, 방송콘텐츠의 무단복제 및 불법배포 방

주파수 확장 적용에 해당하는 표준화 수준은

지를 통한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국외와 비슷하므로, 국제표준화에서 협력·경

한다. 매체별 구분(지상파, 케이블, 위성, DMB,

쟁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IPTV 등)에 가능한 한 독립적인 형태로 모든 방송

DMB 파일 포맷 : 최근 MPEG위원회에서는

콘텐츠의 제작, 전송, 소비, 유통 등 전 과정에 통

DMB MAF에 대한 표준화에도 큰 관심을 보일

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제표준 선도전략을 구사
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상파DMB 수신기 구현 가이드라인 : 지상파
DMB에 대한 표준화가 2006년 국내에서 착수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지상파DMB 정합 테스트 절차 : 지상파DMB는

방송콘텐츠 보호·관리 기술의 중점 표준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이와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23>

관련된 정합 테스트 절차 표준도 주도권을 가

과 같다.

질 수 있다.
DMB MATE 인증시험 절차 : 국내에서는 2006
년에 DMB MATE 표준화를 완료할 것으로 예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상되므로 인증시험 절차도 우리나라가 주도권
을 가질 수 있다.

방송콘텐츠 보호·관리 중점기술의 중기(3개
년) 표준화 로드맵은 <그림 3-2-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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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제

1
편

제

2
편

그림 3-2-45 | 방송콘텐츠 보호·관리 기술 개요
제

3
편

표 3-2-23 방송콘텐츠 보호·관리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국내외 표준화 현황

제한수신

– 사용자, 디바이스 및 콘텐츠 인증(Authentication)에 의한 방송
콘텐츠의 다양한 수신 및 접근에 대한 제어기능을 지원하는 개방
형 접속제어기술(D-CAS : Downloadable-CAS)과 관련 인터
페이스를 정의

– 가입자 및 시청자격 관리
를 위한 인증기술 분야

– 암호화(Encryption) 혹은 스크램블링(Scrambling)을 통해 방송콘
텐츠의 기밀성 보호를 제공하는 기능 및 관련 인터페이스를 정의

– 저장매체 및 전송매체 이
용시 콘텐츠 복제방지기술
분야

사용제어

내용제어

상호 운용·연동
기술

IPR 확보 가능 분야

제

4
편

제

5
편

부

–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나 사용자(구매자) 정보를 콘텐츠에 은닉
삽입하는 워터마킹과 핑거프린팅 기술의 요구사항 정의 및 평가기
준을 정의
– 접속제어, 사용제어, 내용제어 기술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연
동(CAS+DRM)을 위해 필요한 인터페이스 및 관련 연동기술 정의
– 방송콘텐츠 보호관리기술 적용시 송신 및 수신측 사이의 정합 요구
규격을 정의

록

– 접속제어 및 사용제어 연
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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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6 | 방송콘텐츠 보호·관리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발 및 기술 수준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방송 선진국인 국내 방송환경
을 활용해 HD급 고화질 DTV 영상콘텐츠의 저

제한수신기술 : 해외 CAS 기술의 시장독점으로

작권 보호를 위한 워터마킹 기술과 불법배포

막대한 기술료를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추적을 위한 핑거프린팅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

국산 CAS 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국가 차

도출 및 기술 평가방법을 조기에 수립해 관련

원의 시장보호 노력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기술기준을 국제적으로 선도하고 지적재산권

동시에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 CAS 기술의 고도

확보에 노력한다.

화 노력과 최근 새롭게 등장한 DMB, IPTV 등

상호 운용·연동 기술 : 디지털방송 선진국인

다양한 국내 방송환경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국내 방송환경에 방송콘텐츠 보호관리기술을

전략 수립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조기 도입해 접속제어, 사용제어, 복사제어, 내

사용제어기술 : 콘텐츠 복사제어 및 저작권 보

용제어 등의 다양한 보호관리기술을 연동해 적

호를 위한 각종 국내외 포럼 및 기술단체에 참

용함으로써 신규 표준화 항목의 도출 및 국제

여해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으로 지적재산권을

표준화 활동을 선도한다.

확보한다.
내용제어기술 : 국내 워터마킹 분야의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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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절

한 환경 및 네트워크, 성능 평가, 안전성, 서비스,

지능형 서비스
로봇

보안·인증 등과 같은 제반 기술이 필요하다.
지능형로봇의 표준화는 표준화된 구성요소 및
시스템통합 기술로서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이용
환경 및 사용자 관련 표준을 확립해 시장을 창출하
며, 세계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지능형로봇 표준기

Ⅰ _ 기술 개요

특

술의 연구개발, 교육 및 보급 촉진을 목표로 한다.

집

복합적인 하드웨어 기술로 구성된 로봇에 지능
을 부여해 인간과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의 명령 및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하며, 정보통신기술을 바탕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제

1
편

으로 인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로봇을 위한 기술이다. 기능 실현과 지능 구현을

지능형 서비스로봇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제

위한 컴포넌트·모듈 및 플랫폼 실현, 인간을 포함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24>와 같다.

편

2

제

3
편

제

4
편

제

5
편

부
록

그림 3-2-47 | 지능형 서비스로봇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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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4 지능형 서비스로봇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지능형로봇
시스템 기술

국내외 표준화 현황

지능로봇 플랫폼 기술

인간·로봇
로봇·인간·
환경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로봇 동작환경
및 네트워크

서비스 및
활용기술

성능 확보 및 안전성

IPR 확보 가능 분야

– 지능형로봇표준포럼에서는 로봇 용어, 지능형로봇
HW 인터페이스, 미들웨어 관련 8건의 단체표준안
을 추진 중
– 로봇 관련 국제표준화는 ISO/TC 184/SC2(산업
용 로봇)의 관련 규격만 존재(ISO 14종, KS 19종)

– 에이전트, 인공지능
등 응용 SW 분야

– 지능형로봇표준포럼에서 로봇 내비게이션·로봇
서버·클라이언트 프로토콜, 서비스 로봇 HRI 작
업반을 구성해 5건의 표준안을 추진
– OMG에서 2005년 1월 로보틱스 SIG(Robotics
SIG)를 구성해 일본 AIST 주도로 진행 중

– QoS 관련 로봇 환경
네트워크
– 자율인식 및 대처 알
고리즘
– 데이터 프로토콜, 포맷

– URC 로봇에 사용되는 표준 프로토콜과 프로파일,
4개의 인증기준 항목을 개발

– 성능 평가방법, 플
랫폼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지능형 서비스로봇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은 <그림 3-2-48>과 같다.

지능로봇 플랫폼 기술 : 동북아 3국을 중심으로

그림 3-2-48| 지능형 서비스로봇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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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추진한

TC184/SC2 기반의 국제협력을 통해 표준화를

다. 또한 국내 지능로봇표준포럼과 관련 기관

추진한다. 또한 국내를 먼저 테스트베드 국가로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표준 확립 후

만들어서 성능 평가방법, 안전성 및 플랫폼에

OMG에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ISO TC184/

대한 특허를 취득한다.

SC2에서는 모듈화 디바이스 중심으로 국제표
준을 추진한다.
특

인간·로봇 인터페이스 기술 : 미국·일본 등의
앞선 부분에 대해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멀티미
디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선도적인 항목은

제

25 절

차세대 PC

집

협력과 경쟁을 통해 국제표준을 추진한다. 멀티

제

미디어, 데이터 프로토콜, 포맷 등에 대한 IPR

편

1

Ⅰ _ 기술 개요

확보가 가능하다.

제

로봇 동작환경 및 네트워크 기술 : 부분 선도를

2

통해 선진국과 경쟁하고, 협력에 의해 주도권 유

정보 이용환경과 사용목적에 따라 특화된 기

지하며, 표준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추어 기술개

능과 형태를 가지는 네트워크 기반의 차세대 디지

발을 진행하는 선행 표준화를 추진한다. QoS 관

털 정보기기로서 인간친화적인 유비쿼터스 컴퓨

제

련 로봇 환경 네트워크 IPR 확보에 집중한다.

팅 환경 제공에 수반되는 차세대 PC 플랫폼, 차세

편

성능 확보 및 안전성 기술 : 부분적으로 시장이

대 PC 시스템 소프트웨어, 웨어러블 네트워크, 오

열리기 전에 표준을 추진하는 선행 표준화 추진

감정보 처리 및 휴먼·컴퓨터 상호작용(HCI) 기술

제

전략이 필요하며, 신뢰성·안전성은 ISO

을 대상으로 한다.

편

편

3

4

제

5
편

부
록

그림 3-2-49 | 차세대 PC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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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차세대 PC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25>와 같다.

초소형 플랫폼 기술 : 관련 부품 및 주변기기 산
업의 전후방산업 경쟁력과 연계되며, 기술표준
은 제품의 수명주기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
로, MIPI 등 산업체 중심의 표준화단체의 추진

Ⅲ 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방향에 대응해 국제표준 규격을 국내 제품군에
조기 수용하고 적용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차세대 PC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
드맵은 <그림 3-2-50>과 같다.

초소형 저전력 OS 커널 및 미들웨어 API : MS
와 팜OS, 심비안 등 특정 기업의 기술 종속성이
심화돼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표 3-2-25 차세대 PC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웨어러블
네트워크 기술

휴먼·컴퓨터
상호작용 기술

오감정보
처리기술

350

IPR 확보 가능 분야

– 차세대PC표준화포럼에서 플랫폼 규격(안) 마련, 내장
및 이식형 초소형 컴퓨터 관련 규격 추진 예정
– 초소형·초절전 시스템 SW 및 웨어러블 컴퓨터 미들
웨어 API에 대한 단체표준안 추진 예정
– 유럽i-Wear컨소시엄을 통해 지능형 옷에 대한 기술개
발 및 표준화 활동 중이며 MIPI, ELC에서 플랫폼 표준
개발

– 전력관리 및 응용시
스템 구조
– 초절전시스템에 특
화된 SW 및 미들웨
어 분야

– WPAN 분야는 초고속WLAN표준화포럼, 한국UWB표
준화포럼 등에서 표준화 활동을 수행 중
– 인체통신 표준화는 인터페이스 규격 및 프로토콜 등은
2006년 하반기에 초안 마련
– ECMA TC32/TG19, WWRF, NFC포럼에서 웨어러블
네트워크 관련 표준을 개발 중

– NFC 기반 응용서비
스 프로파일
– 10Mbps급 고속 인
체통신 모뎀

– 서비스 프레임워크
관련

멀티모달 사용자
인터페이스

– 국내는 OMA의 멀티모달 및 멀티디바이스 서비스(안)
(OMA-WID_0003-Multimodal-V1_0_1)의 표준기술
을 분석
– ECMA TC32/TG11, W3C, OMA에서 멀티모달 보이
스 브라우저, 멀티모달 인터랙션 프레임워크, 멀티모달
UI 관련 표준을 개발

– HCI 기술

오감인식 및 표현

– 일본의 오감산업포럼, 유럽의 NOSE II의 데이터 포맷
및 부호화, 동기화를 위한 표준기술 분석
– ISO TC159/SC4/WG9, Standards Commission
of NOSE II 표준 개발

초소형 플랫폼
차세대 PC
플랫폼 기술

국내외 표준화 현황

초소형 저전력
운용체계 커널 및
미들웨어 API

근접장통신
접속(NFC)
인체통신
(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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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제

1
편

제

2
편

제

그림 3-2-50 | 차세대 PC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3
편

으로 대두되므로, 응용서비스 및 콘텐츠 호환성

진하는 햅틱 인터페이스 표준화 추진 동향을 모

제

확보를 위한 플랫폼 개방형 API 표준화 추진전

니터링해 조기 수용 및 적용하고, 이와 연계해

편

략이 필요하다.

시각·청각·촉각이 융합하는 오감정보 융합

근접장통신 기술 : NFC포럼 등 국제표준의 국

표현기술 분야에서 부분 선도를 한다.

제

내 수용 및 적용과 아울러 특화된 응용 분야별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술 : 응용서비스에 공통

편

로 기기 및 서비스 관련 프로파일 개발을 통해

으로 활용될 수 있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와 같

국내표준화를 추진한다.

은 차세대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분야의 공통

부

인체통신기술 : 세계 추세와 동일하게 선 개발,

기반기술을 우선 확보해 국제표준에 대응하는

록

후 표준 단계를 거쳐 현재 선 표준, 후 개발 단

표준을 개발한다.

4

5

계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 향후 개발 표준의 산
업체 적용범위 확대와 아울러 개발과 표준을 병
행 추진하는 단계를 거쳐 표준 적용 제품의 시
장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한다.
오감인식 및 표현 기술 : ISO TC159/SC4에서 추

제 2 장 36대 중점기술별 표준화 추진전략(안)

351

2006 정보통신표준화백서

제

26 절

차세대 컴퓨팅
(일반)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차세대 컴퓨팅(일반)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26>과 같다.

Ⅰ_ 기술 개요
차세대 컴퓨팅 기술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사용자에게 VIP(Virtual computing, Intelligent computing,
Personalized computing)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미래지

향적 컴퓨팅 기술로서 컴퓨팅 플랫폼, 리눅스 운

차세대 컴퓨팅(일반)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은 <그림 3-2-52>와 같다.

용체계, 시스템 관리, 차세대 협업 미들웨어, 차세
대 스토리지, 실시간 지능형 데이터 관리기술 등
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3-2-51 | 차세대 컴퓨팅(일반)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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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6 차세대 컴퓨팅(일반)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컴퓨팅 플랫폼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모듈형 컴퓨팅
플랫폼

– 모듈형 컴퓨팅 분야는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기술을 수용하는 수준

입출력장치 가상화
기술

– 입출력 가상화 기술은 PCI-SIG에서 주도적으로 표준
화를 진행 중

프로파일링 기술

– 입출력 가상화 기술

시스템 관리

정책기반 자율관리
기술

– TTA 분산자원 정보관리 프로젝트그룹(PG414)을 통해
국내 시스템 관리기술 표준화가 진행 중
– DMTF에서 50여 개 관리 영역에 대한 규격 제정 중

– 정책기반 자율관리
분야

차세대 협업
미들웨어

자율조직 협업
미들웨어

– 국제적으로는 OMG, OGSA, FIPA 등에서 표준화 작
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자율조직 협업 미들
웨어 기술

광역망 기반

– 국내의 경우 지능형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활동은 전무하며, ETRI에서 SNIA의 SCSI/OSD 프로
토콜 표준안에 기반해 OSD 시스템 기술을 개발 중
– 광채널, 지능형 스토리지 관련 표준을 ANSI의 기술위
원회 T11에서 INCITS와 함께 제정
– SNIA는 차세대 스토리지 장치로서 객체기반 스토리지
장치(OSD) 표준 1.0을 2004년에 제정, 2006년 2.0
버전 준비

– 접속·상호운용
표준
– 지능형 스토리지 인
터페이스 표준

– RFID는 USN표준화포럼 기술분과에서 국제표준 진행
상황을 고려해 진행 중
– RFID 기술 국제표준화 추진은 JTC1 내 SC31을 중심
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EPCglobal에서
RFID 기술의 표준화가 진행 중

– 이벤트 스트림 실시
간처리 기술

온라인 스토리지
차세대
스토리지

실시간 지능형
데이터 관리

시스템 규격
고성능 서비스
인지 스토리지
시스템 규격

이벤트 스트림
관리기술

특
집

제

1
편

제

2
편

제

3
편

제

4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을 국제표준에 반영한다.

편

프로파일링 기술 : DMTF의 프로파일 표준을 바
탕으로 리눅스 데스크톱 및 서버시스템의 표준

제

화를 우선 추진하고, 타 플랫폼 및 영역의 관리

편

5

모듈형 컴퓨팅 플랫폼 : 아직 공통된 하나의 핵

프로파일 표준화로 확대 추진한다.

심주제는 없는 반면, 산업체 표준규격 또는 사

정책기반 자율관리기술 : IETF의 정책 코어 정

부

실표준(Defacto) 형태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기

보모델(Policy Core Information model(RFC3060))과 DMTF

록

때문에 이러한 각 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의 정책워킹그룹(Policy Working Group)에 참여해 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적극 대응해

책에 대한 표준모델 수립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야 한다.

관련 표준에 대한 국내 및 국제 표준화를 병행

입출력장치 가상화 기술 : 현재 새로운 표준 제

해 진행한다.

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PCI-

자율조직 협업 미들웨어 : 국내에서 정립된 자

SIG 표준화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 고유 기술

율조직 협업 미들웨어 기술을 2007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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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 | 차세대 컴퓨팅(일반)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FIPA, OMG 등에 참여해 국내외에서 동시에 표

벤트 기반서비스 연동방식 등의 국내표준을 제

준화를 진행하도록 한다.

정하고 국제표준에 반영한다.

광역망 기반 온라인 스토리지 : 유무선 인터넷
망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국내 IT 환경의 강
점을 기반으로 인터넷전화, IPTV 등과 함께 새
로운 All-IP 서비스로 부각할 수 있다.
고성능 서비스 인지 스토리지 : 특정 운용체계

제

27 절

IT SoC

의 부팅시간 최적화를 위한 하이브리드 하드디
스크를 발전시켜 다양한 응용서비스에 최적화
가 가능한 지능형 스토리지 산업으로 육성해

Ⅰ_ 기술 개요

표준을 선도한다.

354

이벤트 스트림 관리기술 : 이벤트 스트림 소스

IT SoC 기술은 IP를 재사용하는 블록이나 플

연동방식, 이벤트 스트림 질의 및 질의결과 전

랫폼 기반 설계방법에 의해 시스템온칩을 설계

달 인터페이스, 이벤트 스트림 마이닝 기술, 이

및 개발하는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정보통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 전략 | 제 3 편

특
집

제

1
편

제

2
편

그림 3-2-53 | IT SoC 기술 개요
제

3

신기기의 핵심기능을 처리하는 메모리, 디지털 및

맵은 <그림 3-2-54>와 같다.

편

아날로그 신호 제어회로, CPU 등 프로세싱부의
제

복잡한 시스템을 하나의 반도체 칩에 집적하는 기
술이다.

4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편

제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IT SoC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27>과 같다.

5

IP 전달물 표준, IP 품질 평가 표준, HDL 코딩

편

방법 : 국내 산업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 표준안
개발과 아울러 VSIA 등의 국제표준을 발빠르게

부

수용한다.

록

IP 보호 표준 : 국외 대비 국내 표준화와 기술
수준이 낮아 국제표준의 수용과 국내표준의 개
발을 병행한다.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IP 넘버링(numbering) : 국내에서 IP 넘버링 표준
을 먼저 제정하고, 이 표준이 아시안IP/SoC회의

IT SoC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

를 통해 아시아 국가의 국제표준이 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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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7 IT SoC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IP 전달물 표준
IP 품질평가 표준
IP 유통 표준
IP 보호 표준
IP 넘버링 표준
HDL 코딩방법
IP 설계기술

IP 인터페이스

국내외 표준화 현황
– SoC 프로젝트그룹인 PG107을 구성해 IP 등록 표준
안과 IP 넘버링(Numbering) 표준안을 진행 중
– 아시안IP/SoC기술회의는 VSIA가 주도하고 있는 표준
화 추진과는 차별화된 유통 및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위한 IP 분류법, IP 평가항목 등을 주제로 논의 중
– VSIA는 최근 IP 품질(Quality), IP 보호(Protection),
IP 기반구조(Infrastructure)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 중
– VSIA를 중심으로 매년 IP 설계, IP 보호 및 유통, 테스
트 및 검증에 관련된 표준안을 발표

AMS IP 설계

IPR 확보 가능 분야

-

-

플랫폼 기반 설계
IP 검증 및
테스트 기술

IP 테스트·검증
(Test/Verification)

– VSIA를 중심으로 매년 IP 설계, IP 보호 및 유통, 테스
트 및 검증에 관련된 표준안을 발표

그림 3-2-54 | IT SoC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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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IP 인터페이스, 플랫폼 기반 설계, IP 테스트·
검증(test/verification) : SIPAC 사업이 종료된 이후

제

28절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에 국내에서 VSIA의 IP 보호 표준에 대한 관심
과 활동 참여가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VSIA의
표준화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요망된다.

Ⅰ_ 기술 개요
특

AMS IP 설계 : 국제적으로 기술개발과 표준화
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국

임베디드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PC 이외

내에서도 국제표준의 수용과 아울러 자체적인

전자기기의 임베디드시스템에 내장(embedded)돼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병행한다.

제품에 요구되는 특정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

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운용체계, 임베디드 멀티미

편

집

1

디어, 나노 운용체계, 임베디드 개발도구 기술을
중점기술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단말에

제

필요한 기능, 실시간 성능 확장 커널 기능, 보안모

편

2

델, 소스코드 자동 시험규격, 센서 네트워크 응용
을 위한 API, IPTV 셋톱박스 기술 등에 대한 표준

제

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항목으로 꼽을 수 있다.

편

3

제

4
편

제

5
편

부
록

그림 3-2-55 | 임베디드소프트웨어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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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Ⅳ 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
화 전략(안)

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28>과 같다.

임베디드 운용체계 : CELF, OSDL MLI, LiPS 및
최근에 새롭게 구성된 OSI(Open Source Initiative)를
중심으로 많은 외국 선도기업들과 국내 기업,
연구원이 표준화기구에 공동으로 참여해 기술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과 표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주로 제
품 구현을 통한 참조 구현 모델 및 규격 제시를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위주로 국제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
시간성 지원기술, 저전력 및 소형화 기술 분야

표준화 로드맵은 <그림 3-2-56>과 같다.

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국내표준 개발
은 물론, 이것의 제품 적용을 통해 국제표준화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 산학연의
상호협력과 국제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도

표 3-2-28 임베디드SW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국내외 표준화 현황

임베디드
운용체계

– 상용화를 통한 시장선점 후 규격이 공개되고 있어 일반기업들은 시
장진입과 표준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
– 국제표준 개발은 미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실질적으
로 제품화로 연결된 기술을 바탕으로 참조 구현 제품과 규격을 표
준화단체에서 선을 보이고 있음

– 임베디드 운용체계 커널
기술, 실시간성 지원기술,
저전력기술, 초소형 커널
기술

임베디드
멀티미디어

–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고화질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임. 특히 공개 소프트웨어 및 표준을 기반으로 한 IPTV 셋톱박
스용 서비스 표준모델 정의가 필요
– 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관련 기반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표준화
는 초기 단계

– 비디오코덱, 오디오코덱,
웹브라우저 렌더링

나노 운용체계

– 저전력, 초경량 커널, 다양한 센서와 액추에이터 적용을 위한 API,
센서망을 통한 IP망 접속에 대한 표준이 필요
– 많은 기업들의 센서 기술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표준화는
초기 단계

–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응용시스템 분야

– 성능 향상을 위한 멀티코어 지원 임베디드 개발도구
–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설계, 시험자동화와 IDE가 통합

– 통합도구 개발, 소스코드
및 시험자동화 분야

임베디드SW
개발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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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제

1
편

제

2
그림 3-2-56 | 임베디드SW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편

제

3

록 한다.

나노 운용체계 : 국제표준화 작업이 지지부진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함께

가운데 국내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의 개발을 통

CELF의 아키텍처그룹의 대표적인 핵심회원으로 실

한 다양한 적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국내표준

제

시간성 지원기술 등의 국제표준 개발에 적극 활동하

화 작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 센서

편

고 있다.

노드를 위한 운용체계 및 액추에이터의 표준

편

4

임베디드 멀티미디어 : W3C와 ITU-T를 통해

API 개발이 필요하며, 이기종 센서 네트워크간

제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경량 웹브라우저, 다

연동 및 IP망 접속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표

편

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코덱 및 플레이어 등

준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의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동시에 국내표

임베디드소프트웨어 개발도구 : 임베디드 리눅

부

준화 작업을 추진하며 국제표준 개발에 적극

스 기반의 IDE, 디바이스 드라이버 자동 생성도

록

참여하고 있다.

구 등의 원천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IPTV STB를 위한 멀티미디

CELF, 이클립스(eclipse) 및 OSI 표준기구를 통한

어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

5

국제표준화에도 적극 참여한다.

고서를 제출해 국내 기술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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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절

기술, 저작권 보호 프레임워크, DRM 상호연동 등

디지털콘텐츠
보호·유통

안전성과 호환성을 지원하는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Ⅰ_ 기술 개요
디지털콘텐츠 보호·유통 기술이란 디지털콘

디지털콘텐츠 보호·유통 기술의 중점 표준화

텐츠 제작에서부터 유통·소비에 이르는 콘텐츠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29>

의 생명주기(life cycle)에서 콘텐츠 제작자, 유통업

와 같다.

자 및 최종사용자가 투명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
고, 다양한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사업 분야 및
기기의 호환성을 지원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특
히 IPTV 등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를 위한 DRM

그림 3-2-57 | 디지털콘텐츠 보호·유통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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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높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므로, 국내에서 먼
저 표준화를 진행하고 이를 국제표준의 레퍼런

디지털콘텐츠 보호·유통 중점기술의 중기(3
개년) 표준화 로드맵은 <그림 3-2-58>과 같다.

스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선도할 수 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도로 엑심(EXIM) 규격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도메인 권한 관리 : 시장지배적인 기술이나 표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준이 없다. 현재 국내 디지털홈 사업 초기의 표

특

준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상

집

용화와 병행해 OMA, MPEG21 등의 표준기구
IPMP : 국내외 기술격차가 비교적 크므로 국제

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전략이 가

제

표준을 수용하되 국내에서 일부 기여하고 있고,

능하다.

편

IPMP간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IPR는 선점 가능

IPTV DRM : IPTV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

성이 있다.

키는 기술이 아직 없고, 국제표준화는 초기 단

제

DRM 상호연동 : 국외보다 국내의 요구사항이

계다. 국내 IPTV 서비스와 맞물려 기술개발을

편

1

2

제

표 3-2-29 디지털콘텐츠 보호·유통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MP

– IPMP(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기
술은 저작권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로 MPEG21에서 국제표준화
가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기획 수준임.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
아 상용제품의 수준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있음

3
IPR 확보 가능 분야

제

4
편

– MPEG21, DMP, 코럴(Coral) 등에서 조금씩 다른 접근방식을 가진
표준화가 진행 중이나 상용화 수준에 이른 것은 없음
– ETRI에서 DRM 상호연동을 위해 개발한 엑심(EXIM) 표준화가 진
행 중이며, 국내 제품으로도 상용화돼 있음

– DRM 상호연동 프로토콜

– 기기들 간의 자유로운 콘텐츠 이용 및 배포를 허락하는 기술로서
주로 산업체들로 구성된 표준단체에서 표준화 진행 중
– 아직 표준화가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디지털홈 등이 대중화
되면서 표준화를 통해 시장주도가 가능한 분야

– 도메인 키 관리

IPTV DRM

– IPTV에 대한 DRM은 방송망에서 이용하는 CAS 기술을 융합해 발
전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는 초기 단계

– 콘텐츠 패키징,키 관리

워터마킹,
핑거프린팅

– 워터마킹은 디지털콘텐츠에 지적재산 정보를 결합하는 기술이고,
핑거프린팅은 구매자 정보를 결합하는 기술로서 평가 부분에서 표
준화가 진행 중. 비교적 국내 기술 수준 및 국제표준화 활동이 높음

– 워터마킹, 핑거프린팅

DRM과 핑거프린팅
통합 프레임워크

– 아직 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적은 시점이지만, DRM에 핑거프린팅
시스템을 적용하려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핑거프린팅, 불법 콘텐츠
추적

DRM 상호연동

도메인 권한 관리

편

제

5
편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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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8 | 디지털콘텐츠 보호·유통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진행하고, 이를 국내 TTA IPTV PG 및 ITU-T
IPTV FG를 통해 국제표준에 반영하도록 한다.
워터마킹, 핑거프린팅 : 사용화를 위한 고급 기

제

30 절

술의 연구개발과 함께 MPEG21, MPEG-A 등에

디지털액터 및
3D 표현 데이터
처리

서 지속적으로 표준화 활동을 해야 한다.
DRM과 핑거프린팅 통합 프레임워크 : 국내에
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한 분야이므로 국내에서
시범 적용 후 상용화를 통해 TTA가 표준화를

Ⅰ_ 기술 개요

선도할 수 있는 분야다.
디지털액터 및 3D 표현 데이터 처리기술이란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해 실제 배우와 구분이 어려
운 가상의 액터를 영화 장면에 출연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액터 제작, 대용량 3D 표현 데이
터 처리, 제작 생산성 향상 기술이 포함된다. 특히
세계적으로 기술 선도가 가능한 분야로서 IPR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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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가능한 표준화 대상으로 디지털액터 기술과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이를 표현하기 위한 3D 표현 데이터 처리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디지털액터 및 3D 표현 데이터 처리 중점기술
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은 <그림 3-2-60>과
같다.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디지털액터 및 3D 표현 데이터 처리기술의 중

특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집

제

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30>과 같다.

1

디지털액터 기술(저장·공유·교환 방식)

편

- MAYA 등 그래픽 저작도구에서 지원할 수 있
제

는 공통기술을 제안해 개발기술 사용자층을

2
편

제

3
편

제

4
편

제

5
편

부
록

그림 3-2-59 | 디지털액터 및 3D 표현 데이터 처리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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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0 디지털액터 및 3D 표현 데이터 처리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디지털액터
데이터 저장·
공유·교환 방식

– 디지털액터 기술은 최근 몇 개의 선도기관에 의해 개발된 기술로서
매우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는 표준화가 진행되지 않았음
– 이 분야의 기술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원활한 협업 제
작을 위한 기술적 파이프라인과 서비스 측면의 표준화가 중요해질
것임

– 사실적 피부 표현처리, 머
리·옷·동작 처리, 저작
도구 스크립터, 사실적 합
성을 위한 카메라 트래킹

대용량 3D 데이터
저장·공유·전송
방식

– 네트워크를 통한 컴퓨터그래픽스 프리머티브(Primitive, 원시)에 대
한 공유 및 전송 중심의 표준화 이슈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인 대용량 3D 데이터의 처리와 전송, 공유에 대한 표준화는 아
직 미약
– 시장의 콘텐츠 수요와 맞물려 관련 표준화가 국내외적으로 선도 표
준의 역할을 할 것임

– 메시 압축 및 전송 관련으
로 다수의 특허 확보 가능

영상품질 평가

– 영상물의 품질 정의 및 평가에 대한 표준화는 시작 단계로
ISO/IEC, ISO/CIE, ICC 등의 표준화기구에서 진행 중
– ETRI에서 표준화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수의 표준안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

– 품질 평가요소 및 분석
방법

그림 3-2-60 | 디지털액터 및 3D 표현 데이터 처리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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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개발된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는
디지털액터를 현재의 인터넷상에서 서비스
되는 아바타와 같은 개념으로 소비자의 수

제

31 절

u서비스 융합
플랫폼

정·공유·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추가 개발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한 후 이
를 특허 출원
- MPEG4 SNHC그룹의 차기 표준화 정책 중의

Ⅰ_ 기술 개요

특

하나인 그래픽 저작도구들 간의 데이터 공유
를 위한 표준 제정에 디지털액터 데이터의

집

u서비스 융합 플랫폼 기술은 네트워크에 분산
된 다양한 서비스간에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제

대용량 3D 데이터 처리기술(저장·공유·전송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편

방식)

이것을 이루는 기술로는 XML, 웹서비스, 모바일

저장·공유에 대한 표준안 제안

1

- MAYA, MAX 등 모델링 관련 소프트웨어에서

웹, 웹2.0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네트워크 유

제

지원할 수 있는 공통기술을 제안해 개발기술

비쿼터스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차세대 웹 기반

편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3D 기하 데이터 사용

서비스의 융·복합을 실현할 수 있다.

2

에 대한 일반 툴을 공개해 활용에 대한 수요

현재 W3C 등 국제표준화기구가 주도하는 상

제

증폭과 대중적 보급을 통한 IPR 확보 방안을

황이지만 유비쿼터스 웹서비스, 웹서비스 품질관

편

모색

리, 웹2.0 RIA 등의 기술은 국내 선도가 가능한 분

- SGP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표준화 요구에 대

3

제

야로 꼽을 수 있다.

4

한 인식을 공유하고 표준화를 추진

편

- 국내 컴퓨팅 환경에 알맞은 저장과 공유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국내 특허를 출원하
고 국내표준화를 추진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제

5
편

영상품질 평가기술
- ICC, ISO TC42, CIE TC08-08분과 등 국제표
준화기구 참여 및 기고서 작성
- 영상품질 평가 및 분석 방법, 디지털시네마

u서비스 융합 플랫폼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

부

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31>과

록

같다.

영상 재현기술 관련 국내·국제 특허 출원

제 2 장 36대 중점기술별 표준화 추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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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 | u서비스 융합 플랫폼 기술 개요

표 3-2-31 u서비스 융합 플랫폼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국내외 표준화 현황

XML

– XML은 대부분 표준화가 완료된 상황
– IT 전반에 적용되는 기술로서 최근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XML 교환 및 처리에 대한 최적화가 이슈가 되고
있음

- XML 고속처리기술 분야,
멀티미디어 및 멀티모달 기
술 분야

웹서비스

– 웹서비스 기본기술은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안정화된 상황
– 선진국에 비해 웹서비스 핵심 표준기술 국내 보유 수준은 열악
– 유비쿼터스 디바이스 및 인터넷 서비스간 연동까지 확대가 예측되
는 상황

- 유비쿼터스 웹서비스 기술
분야
- 웹서비스 품질관리 분야

– 모바일 중심의 컨버전스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플랫폼으로서 웹 기
술의 중요성과 비중이 증대되고 있음

- 장치정보 응용서비스, 소형
화면에서 콘텐츠 표현 기
술, 모바일웹 기반의 컨버
전스 응용 분야 등

모바일웹

웹2.0

366

– 2006년부터 급성장하는 이머징 기술로서 다양한 서비스의 심리스
한 연동 측면에서 매우 중요
– 표준 기획 단계이며 국내 기술력 또한 뒤지지 않음

IPR 확보 가능 분야

- 매시업 서비스 모델, 웹 클
라이언트 확장기술(RIA)에
대한 기술 등이 확보 가능
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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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된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2007년까지 ITU-T

u서비스 융합 플랫폼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은 <그림 3-2-62>와 같다.

SG13을 통해 NGN 기반 유비쿼터스 웹서비스 국제
표준을 개발 중이다.
※ 최근 W3C는 기존의 5개의 영역에 유비쿼터스 웹 도
메인(Ubiquitous Web Domain)을 추가하면서 그 중요성이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특

더해지고 있다.

모바일웹 : 한국전자통신연구원·SK텔레콤 등

집

에서 W3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
XML 및 웹서비스 : W3C, OASIS, WS-I의 국제

내 인프라와 응용환경을 기반으로 표준화 선도

제

표준화기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 중이나, 여기

가 가능하다. W3C의 MobileOK 인증마크 개발

편

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은 미미하다. XML은 모

과 관련해 국내에서 먼저 표준화해 이를 제안해

바일 응용이나 교환기술에서 주도 가능성이 있

볼 수 있다.

제

고, 웹서비스는 다양한 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2008년까지 W3C를 통

편

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로서 유비쿼터스

1

2

해 모바일웹 국제표준안을 개발 중이다.

웹서비스 분야 및 품질관리에서 주도 가능성이

웹2.0 : 현재 관련 표준그룹이 생성된 분야로 활

제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

발하게 활동 중이다. 국내의 웹2.0 기술력을 바

편

3

제

4
편

제

5
편

부
록

그림 3-2-62 | u서비스 융합 플랫폼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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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표준과 기술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서 온톨로지, 메타데이터 생성 및 추론 등의 시맨

하며, 조속한 표준화를 위해 관련 표준화단체

틱 기술, 지능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으로 구성

가 그 영역을 확대하거나 관련 포럼 신설이 요

된다. 본 로드맵에서는 응용에 필요한 표준 및 도

구된다.

메인 온톨로지 구축, 시맨틱웹 추론, 언어자원 질
의 포맷 등의 표준화를 강조하고 있다.

제

32 절

u지능정보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u지능정보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Ⅰ_ 기술 개요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32>와 같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지능화된 정보를 구
축하고 지식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그림 3-2-63 | u지능정보 기술 개요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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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2 u지능정보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 표준 및 도메인 온톨로지

온톨로지

– 온톨로지는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지식을 표현하고 생
성하기 위해 단어와 관계들로 구성된 일종의 사전
– W3C에서 온톨로지 표현언어가 제정됐고, 유럽 및 미국의 연구소
를 중심으로 온톨로지 구축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
– 온톨로지 매핑·통합 관련 표준화는 아직 초기 단계

– 시맨틱웹 추론엔진

시맨틱웹

– 시맨틱웹은 컴퓨터가 정보를 이해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
는 지능형 웹
– W3C를 중심으로 추론과 관련된 표준화가 강조되고 있음. 국내의
기술개발 수준은 낮으나 경쟁력이 있음

지능형
언어·음성
처리

– ISO/TC37, MPEG7 등에서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
– 국내의 경우 기관별로 언어자원이 구축돼 정보공유가 어려움
– 공통음성명령어는 상용화 시작 단계로 텔레매틱스와 디지털홈 분
야에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음

– 한국어 전문용어, 멀티미
디어 질의처리, 공통음성
명령어

특
집

제

1
편

제

2
편

제

3
편

제

4
편

제

5
편

부
록

그림 3-2-64 | u지능정보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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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제

33 절

u단말 공통
플랫폼

u지능정보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
드맵은 <그림 3-2-64>와 같다.

Ⅰ_ 기술 개요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모바일기기가 서
비스 융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통기능

온톨로지 : 세부 기술별로 나눌 때 표준 및 도메

및 상호 연결기능을 제공하는 단말 공통 소프트

인 온톨로지 구축 분야는 표준적 온톨로지 구

웨어 플랫폼 기술이다. Java.Net 환경 등 선진국에

축방법론을 ISO/TC37을 통해 국제표준화 항목

서는 오래 전부터 추진돼 왔으나, 국내는 특화서

도출 및 발굴이 가능하다. 온톨로지 매핑·통

비스들이 융·복합되면서 단말 공통 플랫폼이 요

합 분야는 국제표준이 미미한 상황이고, 기업

구되고 있으며, 공통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

들을 중심으로 상용화가 진행 중이므로 국제표

스, 동적모듈, 단말 프로파일 등의 표준화를 중점

준화 지원이 필요하다.

항목으로 꼽을 수 있다.

시맨틱웹 : 규칙 표현·추론 분야는 웹코리아
포럼, 한국전산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중심
으로 연구개발이 시작돼 경쟁력을 가질 수 있
다. 규칙언어는 이미 SWRL이라는 주도적 표준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이 존재하므로 SWRL 기반의 추론기술, 엔진설
계 등에서 IPR 확보가 가능하다.
지능형 언어·음성 처리 : ISO/TC37에서 추진

u단말 공통 플랫폼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33>과 같다.

되는 언어자원 데이터 범주와 레지스트리 규격
을 국내에 시범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질의 포맷 관련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표준화는 MPEG7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국
내 전문가들의 공동작업을 통해 표준 선도가
가능하다. 공통음성명령어 분야는 상용화 시작
단계이므로 상용성 테스트 등을 통해 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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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단말 공통 플랫폼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은 <그림 3-2-6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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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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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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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중점 표준화 항목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공통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공통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미들웨어 계층의
표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 WIPI, JSR에서 유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한정적임
– 국내외적으로 아직 표준화 초기 단계이며, 국내는 플랫폼별로 개별
적인 기술이 개발돼 있어 일부 선도 가능

– 공통 실행엔진
– 공통 라이브러리
– HAL계층의 핵심 부분 등

동적모듈 명세

– u단말 공통 플랫폼을 구성하거나 플랫폼에 동적으로 제공되는 모
듈에 대한 표준화
- OMA(Open Mobile Alliance)는 제조업체가 주요 멤버인 모바일
서비스 표준단체로 공통 플랫폼을 위한 기술보다는 핵심 요소기술
에 대한 표준화에 주력하고 있음

– 다운로드 명세에 대한 세
부 기술
– 통신방법에 따른 세부 데
이터 교환방법
– 동적모듈 교체에 대한 구
체적인 구현방법 등

u단말 프로파일

- KDDI 협력업체들은 MSM7500 칩을 기반으로 OS, 미들웨어, 라디
오 커뮤니케이션 제어, 브루, 애플리케이션 및 각종 기기의 인터페
이스를 공통화하기로 함. KDDI는 퀄컴의 MSM 칩세트, 브루 기반
의 공통 플랫폼인 KCP(KDDI Common Platform)로 소프트웨어
플랫폼화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이 제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
간 정책임
- 2006년 2월 자 바 플 랫 폼 의 발 전 형 인 CLDC-NG(Next
Generation) 등이 결성돼 새로운 규격 제안을 준비 중
- MIDP의 차기 버전인 JSR-118은 MID-NG(Mobile Information
Device Next Generation)의 개발을 진행 중

– 단말의 기능에 따른 프로
파일 분류 및 요구사양
– 미들웨어 탑재에 따른 컴
퓨팅 파워 예측 및 보조
칩세트 탑재방법
– 기본 단말사양과 기본 단
말 구현에 대한 방법
– 주변 칩 탑재와 확장 방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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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u단말 프로파일 : 단말의 사양에 따라 탑재 운
용될 미들웨어 및 실행엔진의 수행 요구 성능
을 파악해 이에 대응하는 미들웨어 스택을 준
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u단말의 기능과 구현 요

공통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국내에서

구 성능에 따라 분류해 프로파일을 표준화하면

사용되는 다양한 단말의 콘텐츠를 공동으로 사

가능하다. 별도의 표준화단체나 부분이 존재하

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동통신사, 콘텐츠 개

지 않지만 TTA의 WG 결성을 통해 비교적 수월

발 및 공급 기업을 표준화에 참여시켜 요구사

하게 표준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을 반영해 국내표준화를 우선 추진한 후 국
제표준화 추진한다.
동적모듈 명세 : 향후 개발될 u단말의 기능 확
장과 특화기능 보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출전략형 품목에 필수요소이므로 OMA
의 규격과 호환이 되는 동적모듈 관리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OMA 참여를 통한 표준
화가 바람직하다.

그림 3-2-66 | u단말 공통 플랫폼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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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정보보호 공통 소프트웨어 기술을 의미한다.

정보보호 공통
플랫폼

특히 보안 저장장치, 스마트토큰, 보안 미들웨
어, 무선공통보안 API, 트러스트 운용체계, 보안
응용 및 프로토콜 기술 등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
로 선정했다.

Ⅰ_ 기술 개요

특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소프트인프라웨어 구축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
보 가능 분야

집

제

을 위해 u시티, u홈 등과 같은 다양한 IT 서비스 환

1

경에서 융·복합 서비스의 이용 안전성과 편리성을

정보보호 공통 플랫폼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

제공하는 보안, 융·복합 지식·콘텐츠 보호 및 모

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34>와

바일 침해 확산을 차단하는 보안 등의 서비스를 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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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7 | 정보보호 공통 플랫폼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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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4 정보보호 공통 플랫폼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국내외 표준화 현황

보안 저장장치

–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저장기술
– 모바일기기 저장장치에 대한 국제표준이 제정돼 있으나 국내표준
화 활동은 미미함

– MMC, USB 등 착탈형 저
장장치 분야

스마트토큰

– u-ID 기반 범용인증, 콘텐츠 보호 등에 활용되는 연산 프로세서
– 보안모듈을 활용한 PC 및 서버의 표준이 제정돼 있고, 모바일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화가 시작 단계

– 하드웨어 보안 플랫폼 모
듈(TPM), 스마트카드 플
랫폼
– 보안 프로토콜 구조

보안 미들웨어

– 범용인증, 지적재산권 보호, 침해 확산을 방지하는 단말용 미들웨
어 기술
– W3C에서는 웹 보안·MPEG21, OMA에서는 DRM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국내에서는 ID 생성 및 접근제어 표준화를 추진 중으로 국
내 관련 산업 인프라가 비교적 양호한 분야
– 상이한 모바일 환경에서 공통 접속 및 이동을 제공하는 API 기술
– IEEE 802, IETF, TTA 등 국내외에서 무선 네트워크 보안기술 표
준화가 진행 중

– 가입자 인증 및 키 관리

무선공통보안 API

트러스트
운용체계

– 파일·메모리 등의 접근제어 및 플랫폼의 임의조작을 방지하는 기술
– TCPA(현 TCG)에서는 PC 기반의 산업 플랫폼, 운용체계, 응용 등
의 보안규격을 개발 중

– 도메인 분리, 접근제어, 감
시추적

– 다양한 응용서비스(u-City, u-Home 등)의 연동 보안기술
– OASIS를 중심으로 SSO 및 접근제어 관련 표준화를 진행 중

– ID 생성 및 검증, 접근제어

보안 응용 및
프로토콜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IPR 확보 가능 분야

다. 기술개발과 동시에 국내표준 후 OMA, ISO
에서 국제표준화를 한다.

정보보호 공통 플랫폼 중점기술의 중기(3개
년) 표준화 로드맵은 <그림 3-2-68>과 같다.

스마트토큰 : 정보보호공통플랫폼포럼(가칭)
을 중심으로 TCG(Trusted Computing Group)의 표준
을 수용하고, 2008년 단말복제 방지, 부트코드
의 임의조작 방지기능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보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안 플랫폼 모듈(TPM)의 국내 고유 표준을 개발
한다.
보안 미들웨어 : 융·복합 공통보안 키 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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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저장장치 : 하드웨어 기반 MMC, USB 등

술, 프로파일 기반 사용자 제어형 u-ID 관리기

의 착탈형 저장장치의 콘텐츠 유통권한 방지기

술은 국내표준을 바탕으로 2009년 ITU-T 국제

술, 저장장치에서 보안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표준화를 추진한다. 모바일 환경에서 DRM/

소프트웨어 실행환경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한

CAS/CP 통합 지적재산권 보호기술은 국내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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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8 | 정보보호 공통 플랫폼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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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2008년 ISO 국제표준화를 선도한

계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한다.

다. 모바일 악성코드 침해감지 및 대응기술은

보안 응용 및 프로토콜 : 공통보안 프로토콜

제

국내표준을 바탕으로 2009년 ITU-T 국제표준

API는 포럼을 통해 2009년 국내표준화를 추진

편

화를 한다.

한다. 범용 ID 생성, ID 인증 인프라 연동 게이

무선공통보안 API : 상이한 모바일 환경에서 무

트웨이 기술은 2008년 IETF, ITU-T에서 국제표

제

선공통이동(MIH 기반) 보안 API 기술은 2007년

준화를 추진한다. 콘텐츠 보호를 위한 유통권한

편

IEEE 802, 3GPP2, IETF 등의 국제표준을 수용

관리기술은 2008년 ISO에서, 단말의 서비스 접

하고, MIH 기반 보안 API 구현기술이 확보되는

속을 제어하는 기술은 2009년 ITU-T에서 국제

부

2009년 IEEE 802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표준화를 추진한다.

록

4

5

트러스트 운용체계 : 침해 확산 방지형 도메인
분리기술, 플랫폼 임의조작 방지기술은 TMP 및
TNC(Trusted Network Connection) 규격을 수용하고,
2009년 구현기술에 대한 국내 고유 표준을 개
발한다. 트러스트 운용체계 기술은 2008년 ISO
표준을 바탕으로 모바일 단말 트러스트 운용체

제 2 장 36대 중점기술별 표준화 추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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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안전성과 가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

정보보호(일반)

한 기술을 의미한다. 크게 암호기술, 인증기술, 시
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
보호 평가인증의 6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히 국제표준화가 활발하게 추진 중인 네트워크

Ⅰ _ 기술 개요

보안과 VoIP 등의 응용서비스 보안에 중점을 두
고 있다.

정보보호기술은 정보통신시스템에서 저장 및
유통되는 정보의 기밀성(정보누출 방지)과 무결
성(데이터 위변조 방지)을 보장하며, 정보통신시

그림 3-2-69 |정보보호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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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정보보호(일반)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

정보보호(일반)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화 로드맵은 <그림 3-2-70>과 같다.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35>와 같다.
표 3-2-35 정보보호(일반) 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특

중점 표준화 항목

국내외 표준화 현황

IPR 확보 가능 분야

네트워크
보안

– RFID/USN, BcN/NGN, 홈네트워크 보안 표준개발이 현재
시작 단계이며, 다양한 망에 대한 신규 응용 보안표준이 개
발될 것임
– 홈네트워크 보안과 RFID/USN 보안 분야 표준화는 ITU-T
SG17에서 추진 중이며, 국내 기고서가 제출돼 있음
– NGN 보안은 ITU-T SG13을 중심으로 추진 중

– SEED 기반 IPSec, 멀티캐스트
키 관리, 국내 암호 표준 기반
TLS, 홈네트워크 인증 및 인가

응용서비스 보안

– 대부분의 표준이 성숙 단계이며 전자투표, 웹메일 보안, 웹
서비스 보안 등에 대한 보완적인 표준을 개발 중

집

제

1
편

제

– 전자투표 분야, 웹서비스 보안, 국
내표준 암호(SEED, KCDSA)의
전자우편 암호 스위트

2
편

제

정보보호(일반) : 네트워크 보호(1~10번)

3
편

제

4
편

제

5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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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일반) : 네트워크 보호(11~19번)

정보보호(일반) : 응용서비스 보호

그림 3-2-70 | 정보보호(일반)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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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츠·셀 보안 등은 국내표준으로 수용해야 한다.

네트워크 보안 : ITU-T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네트워크, RFID/USN, 홈네트워크, BcN, 사이
버 보안기술은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하므로 적

제

36 절

바이오인식

극적인 표준화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IETF에서

특

진행 중인 모바일 IP, 확장 가능한 인증방식, 전

집

송계층, 멀티캐스트 등은 일부 선도가 가능한

Ⅰ_ 기술 개요
제

분야로 꼽을 수 있다. 이밖에 네트워크 요소 침

1

입 대응기술, IPSec, Better than Nothing, DNS

바이오인식기술은 개개인으로부터 평생불변

보안, IPSec 지원 PKI, 안전한 인증 및 보안계

과 만인부동의 특성을 갖는 특징을 찾아 이를 자

층, 통합 보안관리, WPAN 보안 등은 이미 IETF

동화된 수단으로 등록·저장해 제시한 바이오정

제

에서 개발됐거나 진행 중이며, 국내표준으로 수

보와 비교 및 판단하는 것이다. 지문·얼굴·홍

편

용할 필요가 있다.

채·망막·정맥 등의 신체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

응용서비스 보안 : 안전한 P2P 보안기술이 ITU-

과 서명·음성·걸음걸이 등의 행동학적 특정을

제

T를 통해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하며 VoIP 보안,

이용하는 방법이 상용화되고 있다. 특히 국제규격

편

스팸 대응, 안전한 보안 프로토콜 기술은 일부

과 호환성을 가지기 위한 시험기술, 출입국관리

선도가 가능하다. 이밖에 전자거래 보안, 전자

응용기술, 텔레바이오정보 응용기술, 다중 바이오

제

우편 보안, 전자공증·투표 보안, 디지털콘텐

인식기술 표준화에 집중함으로써 원천기술 확보

편

편

2

3

4

제

5
편

부
록

그림 3-2-71 | 바이오인식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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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6 바이오인식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중점 표준화 항목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바이오정보
보호기술

– ISO/IEC JTC1 SC27, ITU-T SG17 등에서 국제표준화가 진행 중
이며,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템플릿 보호, 보안대책기술

바이오인식
시험기술,
보안성 평가기술

– ISO/IEC JTC1 SC37 등에서 국제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특히 국
내에서는 BioAPI 표준적합성 시험기술, 지문인식 보안성 평가기술
분야에 주도적임

– 표준적합성·성능·상호
연동 시험 분야
– 보안성 평가방법

출입국관리
응용기술

– 선진국에서는 이미 바이오정보 탑재 전자여권 상용화, 출입국심사
시범사업 운영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경쟁력은 취약한 상황
으로 국제규격과의 호환성이 요구됨

– 칩세트·서버 기술

텔레바이오정보
(Telebiometric)
응용기술

–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바이오정보 활용 분야로서 국제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국내 기술의 진입 가능성이 높음

– 이동통신·금융통신 인증
분야

다중 바이오인식
기술

– 두 가지 이상의 바이오인식 방법을 사용하는 기술로서 핵심기술 국
제표준화는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음

– 알고리즘 융합기술 분야

그림 3-2-72 | 바이오인식 중점기술의 중기 표준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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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한 분야로 꼽을 수 있다.

발 및 ISO/IEC JTC1 SC27을 통한 국제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바이오인식 시험기술 및 평가기술 : KISA의 바

Ⅱ_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

이오인식정보시험센터를 통해 시험기술을 개
발하고, ISO/IEC JTC1 SC37에서 국제표준화를
선도함으로써 국내 시범사업의 표준기술로 적

바이오인식기술의 중점 표준화 항목 현황 및
IPR 확보 가능 분야는 <표 3-2-36>과 같다.

용하고자 한다.

특

※ KISA의 BioAPI 표준적합성 시험기술이 2007년

집

ISO/IEC JTC1 국제표준으로 채택 예정이다.

Ⅲ_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

출입국관리 응용기술 : 국내 경쟁력이 취약한

제

상황이며, 국제규격을 반영한 제품의 국산화 및

편

1

표준화가 시급하다.
바이오인식 중점기술의 중기(3개년) 표준화
로드맵은 <그림 3-2-72>와 같다.

텔레바이오정보(telebiometric) 응용기술 및 다중 바

제

이오인식기술 : 연관기술과 협력하면 국내 기술

편

2

의 국제표준화 진입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서 국

Ⅳ_ 중점 표준화 항목별 핵심 표준화
전략(안)

내 산학연 전문가그룹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제

시급하다. TTA PG를 통한 표준개발 및 국제표

편

3

준화에 적극 노력한다.
제

4

바이오정보 보호기술 : TTA PG를 통한 표준개

편

제

5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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