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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적응형 무선전송 성능 향상
기술
- 동기 및 방송채널 성능
향상 기술
- 적응형 링크 성능 향상 기술
- 무선자원(서브채널) 구성
기술
- 제어채널 성능 향상 기술
- 고효율 채널코딩 기술 및
변복조 기술 등
다중안테나 및 간섭 완화
기술

- 다중안테나 성능 향상
기술
- 간섭 완화 기술 등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 이동통신 무선접속 기술에서 필수적인 기반기술로서 다중 캐리어, 대역 집성(aggregation),
MIMO 등과 더불어 IMT-Adv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부각될 것임. 따라서 핵심기술 자체에 대한
표준화와 더불어 다른 기술과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고려한 표준화와 대응이 필요
- 채널코딩 및 변복조 기술은 그 파급효과가 크지만 원천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비욘드(Beyond)
IMT-Adv. 측면의 원천 연구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IPR 확보 가능 분야 제어채널 구조, IOT 및 전력제어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 4G 이동통신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무선전송 기술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기술
- 다중안테나 기술은 하향링크 4xN 이상(8x8까지 고려)~상향링크 2xN 이상 송수신 기술이 고
려되며, 하나의 체계에서 OL, CL, 다양성(Diversity), 빔 조형(Beam- forming) 등 다양한 기
술의 복합적 제공이 가능할 것임. 특정기술에 한정되지 않는 다른 기술과의 상호 공존관계를 고
려하는 것이 중요
- 간섭 완화 기술의 성능 향상 및 실제적 표준·구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물리계층 측면뿐만 아
니라 MAC, RRC 측면과 X2 인터페이스의 용이성 등을 동시에 고려해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표
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IPR 확보 가능 분야 Codebook MIMO, Network MIMO, 간섭제어 기술

무선접속 제어 성능 향상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 접속제어 기술
- 간섭관리 기술
- 단말 전력 절약 기술
- 고속 핸드오버 기술
- 사용자 및 시스템 인증기
술등

- 4G 이동통신 무선전송 기술의 레이어(Layer) 2/3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기술
- 국내의 표준화 관심도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Layer 1 기술(적응형 무선전송, 다중안테나 등)
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평가되나, 다양한 응용 IPR의 생성이 가능하며, 국제표준화 기여도 측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 표준 IPR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국외 주요 업체들과 기술적·전략적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IPR 확보 가능 분야

안정된 배정(Persistent allocation), HARQ 연계된 재전송, 랜덤 액세스
방식, 고속 핸드오프 방식

무선데이터 전송 성능 향상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기술

- 암호화 기술
- QoS 및 흐름(Flow) 제어
성능 향상 기술
- PDCP와 컨 버 전 스
(Convergence) 부계층
성능 향상 기술 등

- 4G 이동통신 무선전송 기술의 Layer 2/3 트래픽 처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기
술
- Layer 2/3 제어기술(무선접속 제어 성능 향상 기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
는 제어기술에 비해 데이터 전송에 관련된 기술은 새로운 기술이라는 측면보다는 기존 기술의
효율적 융합이라는 측면이 강하고, QoS 및 흐름 제어 측면은 명시적으로 표준규격에 기술되지
않을 가능성에 따른 IPR 확보 가능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이며, 국제표준화 기여
도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 표준 IPR 확보가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됨
- 국외 주요 업체들과 기술적·전략적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IPR 확보 가능 분야 보안 증진(Security enhancement), ROHC 지원(support)

유연한 스펙트럼 이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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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 가변대역폭 지원 기술
- 다중캐리어 지원 및 제어
기술
- 적응 스펙트럼 및 무선접
속 기술 등

세부 전략(안)
- 4G 이동통신 무선전송 기술이 3G에 비해 차별화될 수 있는 선도 기술로서 광대역 주파수와 대
역의 활용 및 효율적인 주파수 자원 활용 측면에서 그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됨
- IMT-Adv.에서는 기존 대비 매우 넓은 대역폭을 이용할 것이며, 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가
변대역폭 지원 기술, 다중캐리어 지원 및 제어 기술 등이 필요
- SDR 및 CR 등에 기반을 둔 적응 스펙트럼 및 무선접속 기술의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표준화 동향을 고려할 때 IMT-Adv. 시스템 규격 설계 단계에서 표준화 이슈로
적극 논의되기는 이른 것으로 예상.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IMT-Adv. 시스템 표준규격과 더불
어 차후의 이동·무선 통신 시스템을 위한 원천기술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 IPR 확보 가능 분야 다중캐리어를 위한 제어채널, 자원할당, L2/L3 제어기술

융합 서비스 제공 기술

- MIBS/MBMS 서비스 향
상 기술
- LBS 및 이머전스
(Emergence) 서비스를
위한 측위기술 등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4G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요 기술로서 그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됨
- 국제표준 협력/경쟁 항목으로 평가된 이유는 IPR 확보 가능성, 국내표준화 수준, 국내표준화 인
프라 수준 등에서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며, 4G 이동통신 서비
스 강화라는 측면의 중요성은 높으나, 시장 형성 및 IPR 확보 측면에서 아직 이르다는 판단을
반영
- 다른 세부 기술과 마찬가지로 국내표준화 인프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타 기술에 비해 관심
도가 낮고 IPR 확보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되었기 때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표준화 추세에 맞추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됨
* IPR 확보 가능 분야 지상망을 이용한 측위 기술, MBS 제어채널 기술, MBS 보안(security)

셀프오거니제이션(Selforganization) 및 펨토셀
기술

- Self-organization 기술
- 펨토셀 기술 등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 4G 이동통신 상용 시스템 적용을 위한 주요 기술로서, 시장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특징적인 점은 타 기술 항목에 비해 국내 역량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어
핵심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다른 세부 기술과 마찬가지로 국내표준화 인프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타 기술에 비해 관심
도가 매우 높아진 분야로서 4G 이동통신에서 그 중요도가 새롭게 부각되는 기술항목임
* IPR 확보 가능 분야

멀티홉 릴레이 기술
- L1/L2/L3 릴레이 기술
- 릴레이를 이용한 공동
(Collaborative) MIMO
및 간섭 완화 기술
- 다중FA, 다중홉 라우팅
및 무선자원 관리기술
- 다양한 모드의 릴레이에
대한 프레임 구성 및 제어
기술

OTAR 기술, 펨토(Femto) 접속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4G 이동통신에서의 성능 향상 및 커버리지 증대, 그리고 백홀(backhaul) 활용을 위한 기술
- 국제표준 협력/경쟁 항목으로 평가된 이유는 타 중요 항목에 비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
가를 받았기 때문이며, 시장 형성의 불확실성 및 4G 표준화 추진 단계에서 전통적인 규격의 틀
을 결정짓는 요소에서 일부 벗어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4G 이동통신 서비스가 성장기에 도달할 때 이동통신 표준의 진화선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로서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릴레이 간 협력을 통한 간섭 완화 기법과 네트워크 코딩 기술 등은 표준화와 연계된 실용적 연
구가 진행되도록 산학연 공동연구가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분야로 평가됨
* IPR 확보 가능 분야

릴레이 접속 기술, collaborative M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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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_ 기가비트 WLAN
1. 중점 표준화항목별 중기(3개년) 표준화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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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기가비트 무선전송 기술

- 다중안테나(MIMO) 기술
- 멀티유저(Multi-user)
MIMO 기술

특
집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IEEE 802.11 VHT 태스크그룹이 2008년 11월 발족 예정
- Giga-bps급의 무선전송 기술에는 MIMO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핵심 요
소기술이며, 이를 중심으로 IPR를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IEEE 802.11 VHT 표준에 반영
- 보다 적극적인 표준 반영을 위해 해외 표준화 전문가를 영입해 표준화 진입 환경 개선 및 전문성
확보
* IPR 확보 가능 분야 기가비트(Gigabit) 무선전송 방식

기가비트 변복조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802.11n은 컨벌루션 코딩(Convolutional Coding)을 맨더토리(Mandatory), LDPC를 옵션
(Optional)으로 채택했으나, 이번에는 LDPC도 Mandatory 가능성이 높으면 본격 연구 추진

- OFDM & OFDMA
- 채 널 코 딩 (LDPC &
Turbo)

* IPR 확보 가능 분야 적응 채널할당 관련

기가비트 대역폭 확장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인식 무선
(Cognitive Radio)
- 채널 본딩
(Channel Bonding)
- 캐리어 집성
(Carrier Aggregation)
기 가 비 트 MAC 처 리 량
(Throughput) 향상 기술

- MAC 제어 성능 향상
- 전 력 절 감 (Power
Saving)
- 호환성(Compatibility)
지원 기술

- 대역폭 확장 기술은 다중안테나 기술과 함께 기가비트 무선전송 기술의 핵심 요소기술로서,
40MHz 대역을 80~100MHz 대역으로 확장하는 개념이 논의 중
- IEEE 802.11 VHT에서 IPR 반영 노력 필요
- 국내외 다중채널 MIMO, 채널 본딩 기술 전문가들과 연계해 공동으로 IPR 확보

- 시스템 레벨 처리량
(Throughput) 향상 기술

편

2
편

3
편

4
편

* IPR 확보 가능 분야 무선LAN 시스템을 위한 CR 기술 관련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Gigabps급의 전송속도를 갖는 시스템은 MAC 프로토콜과 그 구현구조의 성능에 따라 좌우됨.
따라서 프레임(Frame) Aggregation 및 블록 ACK 기술 등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헤더구
조 등의 복잡도를 간결하게 처리함으로써 데이터 전송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이
를 표준에 반영
- 다중채널 MIMO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IPR 확보 방안으로서 국내외 전
문가들과 공동연구 추진이 바람직
- 패킷 스케줄링(Scheduling), 링크 적응(adaptation), 동기 및 전력제어 기술 등은 IEEE
802.11n 후속표준에서는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스템 및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분야임. 따라서 기술의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확보된 기술이 많지
않으므로 ETRI 및 산업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표준기술 발굴을 통해 기술 확보에 노력할 필요
가 있음. 특히 기술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국 유수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확
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중심으로 IPR를 조기에 확보하고, IEEE 802.11 VHT 표준에 반영
* IPR 확보 가능 분야 Frame Structure, Link Adaptation Technique, Retransmission
Scheme

다중채널 MAC 기술

1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기가비트 전송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채널과 주파수 대역폭을 이용하게 되는데,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이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전체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다중채널
(Multi-Channel) 기술임
- IEEE 802.11 VHT 표준에서는 이를 주요 MAC 이슈로 다룰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표준화
추세에 따라 지금이라도 메시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를 국내외 전문가 등을 활용해 IPR를 확보
하여 국제표준에 반영
- 국내표준 전문가 집단과 협력해 메시(MESH) 표준화 및 구현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프레임 구조(Structure), 링크 적응(Adaptation) 테크닉, 역전송 스킴
(Retransmiss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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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60GHz 대역 기가비트 변
복조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고속 변복조 기술
- 장애물 회피 및 극복 기술
- 고속 채널부호화 기술

- 60GHz 대역 무선전송 기술은 인텔을 중심으로 IEEE 802.15.3a에서 진행되고 있던 표준을
VHT 쪽으로 옮겨서 표준화 추진 중
- 현재 상황으로는 2008년 11월에 태스크그룹 승인 전망
- IEEE 802.11 VHT, 802.15.3a, ECMA 등과 표준화와 연계해 IPR 확보 및 표준화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모뎀/MAC 기술, 무선 SATA, USB

Ⅲ_ WPAN/WBAN
1. 중점 표준화항목별 중기(3개년) 표준화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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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60GHz mmW WPAN

특
집
세부 전략(안)

1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mmW WPAN 표준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해 Intel, Philips, Motorola, IBM, SiBeam, NICT,

- mmW WPAN PHY/MAC
- mmW WPAN 응용
- 주파수 사용 및 규제

에서 협력 및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구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국내 IPR 반영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IPR 확보 가능 분야 모뎀/MAC 기술, 무선 HDMI/DVI, 무선 SATA/PATA

와이미디어(WiMedia) UWB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전송

- MUE(MAC Upper
Edge)
- 응용 프로토콜

편

편

ver 2.0에서는 전송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규격이 보완될 예정임. 따라서 DAA 및 물리계층 전
송 성능 개선에 독자적인 기술 확보가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CMOS RF/Modem 기술, 무선USB, WLP

WiMedia UWB 응용

2
3

- PHY ver 1.5에서는 DAA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상세 기술이 포함될 예정이며, PHY
- WiMedia UWB PHY
- WiMedia UWB MAC

편

Sony 등 30여 개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국제표준화(IEEE802, ETSI/BRAN, ECMA/ISO) 기구

4
편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WUSB 시장은 2009년 이후에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UWB 칩, 모듈, 디바이스 드
라이버 및 응용 소프트웨어 등 각 계층에서 필요한 기술에 대한 습득이 필요

5
편

* IPR 확보 가능 분야 WUSB Device MUE, WUSB WA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9)
- 현재 저속 WPAN상의 IP 기술 적용에 관련된 표준화는 초기 단계이므로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
지그비(ZigBee)

을 통한 집중적인 기술개발로 국제표준 선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IP 기술을 저속 WPAN에 적용 시 문제점을 도출한 후, 도출된 문제를 중심을 해결하는 방향으
로 저속 WPAN에서 IP 기술을 표준화해야 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홈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Voice Over ZigBee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ULP 기술은 기존의 디바이스에서 전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ULP

동단말기에서 전원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자발적으로 에너지
소스(source)를 제공함. 이 분야는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초과학 분야와 공동연구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네트워크 알고리즘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9)
- 다양한 WPAN 기술을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API 규격 표준화를 최우선적으로 진

이동통신용 BT 플랫폼

행함으로써 이동통신사, 제조사, 솔루션사의 중복 개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이후 서비
스에 필요한 네트워크 관리기술, 암호화 및 인증기술의 표준화를 진행한 후 OMA 등 이동통신
서비스 표준화단체의 표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쟁력 우위 확보
* IPR 확보 가능 분야 WPAN 플랫폼 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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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CTIA의 시험인증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국제시험인증 수준에 신속한 접근을 이루고

BT 시험인증

WPAN 얼라이언스(Alliance), TTA 등 국내 WPAN 기술단체가 협력해 추가적인 시험인증 테
스트 사례 연구가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시험인증 관련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블루투스 대전 게임, 블루투스 채팅 등 폰투폰 관련 신규 서비스, 블루투스 AP 기반의 존

BT 서비스 프로파일

(Zone) 서비스, 이동통신 단말과 응용단말 간의 다양한 블루투스 서비스 등의 국내표준화를 우
선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해 조기 상용화함으로써 국제표준화에 선도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
* IPR 확보 가능 분야 블루투스 서비스 프로파일 기술

M-WBAN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국제적으로 MICS 영역만 표준화되어 있으나, 이나마 ITU-R의 권고안 내에서 일정 부분만 이

- M-WBAN PHY
- M-WBAN MAC
- M-WBAN 네트워크 및
응용 프로파일

용하는 형태이므로, 향후 단기적으로 MICS 확장 및 중장기적으로 WMTS 대역 등에 대한 표준
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M-WBAN 채널모델, 변복조, 다중접속, QoS, 네트워크 토폴로지, 각 응
용별 다수
NM-WBAN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TTA PG304 및 관련 PG가 중심이 되어 IT뿐만 아니라 NT 분야의 표준화기구 및 각종 포럼과

- 전자파 기술
- 전송링크 기술
- 인간보호(Human
Protection) 기술

연계 채널을 구축해 인체 주변의 주파수 이용효율 극대화를 추진, 궁극적으로 미래 인간생활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및 인간공학 분야의 시너지 구축 기반 마련
* IPR 확보 가능 분야 NM-WBAN 채널 할당 모델, 간섭회피 기법, 우선권 기반 QoS(Priority
based QoS), 프레임 아키텍처(Architecture), 최근거리 전자파의 인체
영향 측정법, 개인정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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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_ 차세대 통합무선 재난통신

특
집

1. 중점 표준화항목별 중기(3개년) 표준화로드맵

1
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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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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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하이브리드 그물망 기술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MESA는 통일된 범세계 규격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유럽과 미국의 환경 차에 의해 표준화가
천천히 진행되고 있으나, 광대역화를 위한 미국과 유럽의 주파수 분배 노력 등 적극적인 활동
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위성·무선 겸용 전송기술
- 위성·무선 겸용 접속기술
- 동적주파수 할당 최적화 기
술
- 지연시간 감지 및 적응 데
이터 처리 기술
- 무선대역 감지 및 대역 집
성 기술
- 위성·무선 협조제어 기술
- 그물망 구성을 위한 신호처
리 및 정보전달 기술
- 도청·감청 방지 기술

- EC는 PPDR용으로 위성사업자에게 S대역 주파수 할당을 위한 선정 및 허가 절차 진행을 준비
중으로, 지상과 위성 간 끊임없이 통화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MSS/CGC(Complementary
ground component) 기반의 PPDR 서비스 활용 가능성 증대
- 국내외 기술발전 동향은 4세대 이동통신이 연동 및 융합 추세로 가고 있으며, 특히 재난통신은
경제성·커버리지 등을 고려할 경우 위성과 무선 융합형 기술을 이용한 표준으로 갈 것으로 예
상
- ITU에서는 재난, 비상 시 조기 경보 및 구조를 위한 이동위성 업무(MSS) 시스템 적용을 위해
관련 신규 권고서 개발 논의가 되고 있어, 향후 재난통신에 적합한 MSS 시스템의 네트워크 및
프로토콜 구성 관련 제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
- MESA는 단일 범세계 표준 성격을 갖고 있어 ITU에서도 주목하고 있으며, TTA에서 적극적으
로 주도해 MESA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국내 기술이 국제표준화에 기여할 기회도 없을뿐더러
국가의 중요 통신 인프라가 외국 기술에 종속되는 현상 재현 예상
* IPR 확보 가능 분야

사고지역망 기술
- 자동 망 구성, 망 형태 제
어 등 신속 전개를 위한
통신신호 처리 기술
- 적응형 전송기술
- 채널 상태에 따라 가용 주
파수 감지, 다중대역 신호
처리 기술
- 다중 사용자용 MIMO, 스
마트 안테나 등을 이용한
전송 성능 향상 기술
- 전송 상태 감지 변조 방
식·채널부화 가변 적응
형 전송 성능 최적화 기술
- 사용자 그룹별 대역분할
사용 기술
관할지역망 기술

전송 방식, 접속 방식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재난통신 사고지역망 기술은 이미 국제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어 국제 수준에 비해 떨어지는 것
으로 판단됨
- 국외 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은 동등 또는 이상으로 무선 디지털 릴레이, 소형 이동기지국, 이
동 라우팅 및 핸드오버 기술 등 국내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 및 표준화 가
능
- IPR 확보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자체적으로 재난통신 사고지역망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 국내표준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국제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재난통신 사고지역망 기술
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며, 국내표준화기구에서 기술적 논의 및 표준화 절차를 보다 활
성화할 필요가 있음
* IPR 확보 가능 분야

무선전송, 패스트 핸드오프(Fast handoff), 간섭 제거, MIMO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IMT-Adv.의 경우 부분적으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통신을 위한 기술 검토·
수정을 통해 용이하게 표준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LTE Adv.나 IEEE 802.16m 등 IMT-Adv. 후보기술에 대한 재난통신 규격을 적용해 표준화

- 적응형 전송기술
- 채널 상태에 따라 가용 주
파수 감지, 다중대역 신호
처리 기술
- 다중 사용자용 MIMO, 스
마트 안테나 등을 이용한
전송 성능 향상 기술
- 전송 상태 감지 변조 방
식·채널부화 가변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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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 선진국 수준의 국내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할 경우 많은 IPR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
며, 단기간에 표준화 선도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MESA는 단일 범세계 표준 성격을 갖고 있어 ITU에서도 주목하고 있으며, TTA에서 적극적으
로 주도해 MESA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국내 기술이 국제표준화에 기여할 기회도 없을뿐더러
국가의 중요 통신 인프라가 외국 기술에 종속되는 현상 재현 예상
- 국내의 경우 협대역이긴 하지만 TETRA가 도입되었고, 교체 시기도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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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형 전송 성능 최적화 기술
- 사용자 그룹별 대역분할
사용 기술
- 다중홉 릴레이의 다중접
속 기술
- 고속 핸드오버 기술

세부 전략(안)
므로 국내 시험 기반을 마련하기가 어려움. 그러므로 미국과 협력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핵심
기술 부분을 집중 검증해 기고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재난통신의 국내표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학계 및 연구소의 연구 분야, 기업
및 연구소의 표준화 분야, 이동통신·무선랜·방송·무전기·계측장비 등 설계 분야, 이동통신
사의 서비스 분야,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 등의 전문가 집단을 포함하는 표준화 협의체
구성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확장지역망 기술

특
집

1
편

무선전송, 프레임 제어, 링크 엔트리, 핸드오프, 전력제어, 중계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2
편

- 확장지역망은 위성 인프라를 기반으로 광대역 DVB-S2M과 모바일 DVB-RCS 표준화 기술
을 분석하고, 관련 표준화 기술에 재난통신 확장지역망을 수용할 수 있는 확장지역망 기술표
준 제정을 위한 베이스라인으로 추진
-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이동형 양방향 위성통신·방송 표준화 제정 및 서비스 기술을
- 전송속도 향상을 위한 전
송기술
- 이동성 향상을 위한 접속
기술
- 2, 3세대 재난통신망 및
상용통신망의 백홀 기술

확장지역망으로 연계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병행 추진해 관련 표준화 재개정에 반영

3
편

- 표준화를 위한 국내 인프라는 위성통신·방송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양성 추진하고 있으며, 이
동형 양방향 위성통신 분야에서 관련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기여하고 있음. 확장
지역망 또한 동일 기술규격 및 표준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련 표준화 인프라를 적극
활용
- 관련 표준화에 대한 기여 및 기술개발로 확장지역망의 근간인 이동형 양방향 분야의 기초 IPR

4
편

를 확보하고, 확장지역망 서비스 개발에 응용해 확장지역망 기술표준 및 관련 IPR를 재확보
- 국가위성망을 활용한 재난통신 인프라 시범 구축 운용과 국가 간 재난위성통신 확장지역망을
선도해 향후 국가 재난통신 무선 인프라 표준화를 위한 공동개발 주체 확보 및 표준화 선도
- 소형 이동위성통신 기술 기반 SOTM 기술과 산업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특수 비상통신 인프라
기술 연계를 통한 종합재난통신 인프라 구축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5
편

전송 방식, 접속 방식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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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_ VLC(가시광 무선통신)
1. 중점 표준화항목별 중기(3개년) 표준화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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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특
집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송수신 PHY

- 가시광 특성에 적합한 포토메트리(Photometry : lm, cd) 단위를 사용해 조명·디스플레이 성능을 표
현하면서 통신이 가능한 송수신 PHY 규격을 제정
- 송신 파워와 관련해 eye-safety(IEC) 조건을 고려해 높은 파워는 지양하도록 하고, 송신 변조
시 SNR를 향상시키기 위해 DC 광파워를 무리하게 낮추게 되면 조명·디스플레이 성능이 하향
되므로 이 점을 고려해 적정 레벨의 송신 파워를 사용하도록 이에 대한 규격 제정을 추진
- TTA의 가시광통신서비스 실무반을 통해 가시광 무선통신 송신 PHY의 국내표준을 완성하고, 이
를 바탕으로 관련 무선 RF 기술 및 LED 기술의 동향을 고려해 가시광 무선통신 송신 PHY의 국
제표준화 범위 및 분야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경쟁력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
- 다양한 응용 서비스별 적합한 출력 파워, 모듈레이션 및 인코딩 방법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핵심
표준 IPR 확보
* IPR 확보 가능 분야 변조, 코딩(coding)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LED 조명 인터페이스

- TTA의 가시광통신서비스 실무반을 통해 LED 조명 인터페이스의 국내표준을 완성하고, 이를 바
탕으로 가시광 무선통신 LED 조명 인터페이스의 국제표준화 범위 및 분야를 선정해 추진함으로
써 경쟁력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
- VLCC에서도 LED 조명 인터페이스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일본 내 표준 제·개정을 진행
하고 있으므로, VLCC와 기술교류 및 표준화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화를 쉽게 추진
- LED 조명 기능이 쉽게 제어되고, 통신신호가 용이하게 변조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조를 선행
연구해 핵심 표준 IPR 확보

1
편

2
편

3
편

4
편

* IPR 확보 가능 분야 일정 조도 유지, 색균형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인프라스트럭처·P2P
모드 MAC

- TTA의 가시광통신서비스 실무반을 통해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모드의 가시광 MAC 국내
규격을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표준을 선도
- 고속의 가시광통신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모드 MAC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TTA의 가시광통신서비스 실무반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발빠른 대처를 통해 관련 기
술의 표준 IPR 확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다중접속, 간섭회피 및 저감 기술, 자원할당 기술, QoS 보장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가시광통신 자동차
안전 프로토콜

- 국제표준화는 아직 태동기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연구를 조기에 시작한다면 향후 충분히 국제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자동차 안전 프로토콜 분야는 자동차 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표준제정 작업에 참여
하는 산업체들 간의 협업 및 합의가 필요
- 따라서 자동차 산업의 현 위치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해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
로 표준화 방향 및 방법,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
- 산업계 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진 후 표준분과를 설립하고, 표준안을 확정해 국가표준으
로 연계시키고 관련 기술의 성숙도를 높인 후, 표준 제품의 시장 확산을 꾀함이 바람직
* IPR 확보 가능 분야 충돌방지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가시광통신 M-to-M
프로토콜

- 무선 RF 및 적외선 M-to-M 통신기술을 고려할 때 M-to-M 통신기술의 응용 및 서비스 방식에
따라 이에 적합한 고유의 프로토콜이 개발 및 표준화되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시광
무선통신 M-to-M 프로토콜에서도 우선 M-to-M 통신을 위한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프로토콜
을 표준화하고 적용 가능한 응용 및 서비스 방식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된 프로토콜을 표준화하는
방향이 적합
- TTA의 가시광통신서비스 실무반을 통해 가시광 무선통신 M-to-M 프로토콜의 국내표준을 완성하
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 및 관련 무선 RF 기술의 동향을 고려해 가시광 무선통신 M-to-M 프로토콜
의 국제표준화 범위 및 분야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경쟁력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
-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IEEE 및 ITU-T에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적외선통신 표준화 관련 업
체들과 협력함으로써 IrDA에서도 관련 표준화를 추진
- 링크 계층 이하의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 IPR 확보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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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IPR 확보 가능 분야 데이터 전송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가시광통신 초고속 센서 프
로토콜

- 가시광 무선통신을 이용한 초고속 센서에 대한 기술 기획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현 방식에
대한 기술적 성숙도를 향상하면서 이를 이용한 응용 분야 및 서비스를 고려해 센서 프로토콜에 대
한 표준화를 기획하고 추진
- TTA의 가시광통신서비스 실무반을 통해 가시광 무선통신 초고속 센서 프로토콜의 기술 검증과
국내표준을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 및 관련 무선 RF 기술의 동향을 고려해 가시광 무선
통신 초고속 센서 프로토콜의 국제표준화 범위 및 분야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경쟁력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
- 가시광 무선통신을 이용한 센서 프로토콜에 대해서 VLCC에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일본 내 표
준 제·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VLCC와 기술교류 및 표준화 협력을 통해 IEEE와 ITU-T에서
국제표준화를 쉽게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가시광 ID 구현 기술, 송수신 기술, 운용·관리·유지 기술

가시광통신 조명
식별번호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현재 실외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측위 서비스가 곧 실내에서도 적용되리라 생각되며, LED 인
프라 확산과 더불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가시광통신, 특히 측위 서비스 관련 표준화 작업은 필수적
임. LED 인프라의 확산이 점점 가속화된다는 가정하에서 볼 때 조명의 식별번호는 LED 인프라가
설치될 때 같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조명 식별번호의 표준화는 시급한 과제임
- 조명 식별번호의 고유성 확보가 표준제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실내외의 모든 조
명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건물 내부의 조명, 장식용 조명, 수많은 가로등, 신호등, 간판 등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조명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위치기반 서비스

가시광통신
위치기반 추적 서비스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 기본적인 가시광통신 전송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경쟁기술들인 RF 등을
이용한 측위기술의 수준과 표준화를 참고하고 검토해 가시광 무선통신을 이용한 측위 서비스의
차이점을 부각함으로써 종래의 기술들과는 다른 가시광의 고유 특성에 기반한 새로운 프로토콜
개발이 가능
- 가시광통신 연구, 개발 업체, 학교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술을 사용해 측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
체들과도 협력해 기술을 개발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위치기반 서비스

가시광통신 저속
광태그 서비스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저속 광태그(Tag) 서비스는 가시광통신 응용기술에서 가장 사업화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
로 인식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광태그 개발 상황, 휴대단말과 연계한 응용 예 등에 대해 검토하는
화이트 페이퍼(white paper)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국내에서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이 독자적으로 기술 및 표준화를 리드해 나갈 개연
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됨
- 국내에서도 저속 광태그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완료 및 기술개발을 동시에 진행해 시급히 국외기
술 및 표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IPR 확보 가능 분야 데이터 전송

가시광통신 국부적
제한방송 서비스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무선 RF 및 적외선통신 기술을 고려할 경우 단방향 정보방송 서비스와 고유의 전송기술에 적합
한 고유의 프로토콜이 개발 및 표준화되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시광 무선통신의 국부
적 제한방송 서비스에서도 우선 가시광 무선통신을 이용한 단방향 정보방송 서비스를 위한 토대
가 되는 저속 및 고속의 전송기술과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표준화하고 적용 가능한 응용 및 서비
스 방식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된 프로토콜을 표준화
- TTA의 가시광통신서비스 실무반을 통해 가시광 무선통신 국부적 제한방송 서비스의 국내표준을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무선 RF 기술, 적외선 무선통신 기술 및 LED 기술의 동향을 고려
해 가시광 무선통신 국부적 제한방송 서비스의 국제표준화 범위 및 분야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경쟁력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
- VLCC에서도 LED 전광판 및 LED 조명을 이용한 단방향 정보방송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기
술개발과 일본 내 표준 제·개정을 진행할 것이므로, TTA의 국내표준을 바탕으로 VLCC와 표준
화 협의 및 협력을 통해 IEEE 및 ITU-T에서 국제표준화를 쉽게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가시광 ID 구현기술, 송수신 기술, 운용·관리·유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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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_ 유무선통합(BcN 전달망과 서비스 구조 및 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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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IEEE 802 계열 액세스망에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서 VHO 지원 기술
- IEEE 802.3에서 VHO
지원 기술
- IEEE 802.11에서 VHO
지원 기술
- IEEE 802.15에서 VHO
지원 기술
- IEEE 802.16에서 VHO
지원 기술

- IEEE 802.3와 같은 유선 환경에서 MIH 지원에 대한 연구개발이 IEEE 802 계열의 무선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임. 노트북을 이용하는 오피스 환경에서 유선링크에
서 무선링크로의 버티컬 핸드오버(Vertical Handover)가 빈번히 발생. 따라서 IEEE 802 계열
유선기술의 MIH 지원과 관련한 IPR 선점 및 표준화 활동이 요구됨
- IEEE 802.16m 규격 작업에 버티컬 핸드오버를 위한 IEEE 802.21 MIH 기능 지원을 공식적으
로 요구한 상황. IEEE 802.16m에서 MIH 기능 지원과 관련한 IPR 확보가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IEEE 802.16m에서 MIH 기능 지원
IEEE 802.21 MIH 확장
기술

- 버티컬 핸드오버 폴리시
(Vertical Handover
Policy) 전달 및 관리 기
술
- 버티컬 핸드오버를 위한
L2 확장 기술
- 버티컬 핸드오버를 위한
시그널링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 MIH 기본 스펙이 거의 완성됨에 따라 차후에는 기본 MIH 표준안을 바탕으로 확장될 수 있는
MIH 확장 기술에 대한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
- 향후 MIH 확장 기술과 관련한 표준화에서는 이기종 네트워크 간 핸드오버 정책과 관련한 표준화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그간 이기종 네트워크 사업자 간 로밍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 표준화 움직임에서
향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실시간 응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이기종 네트워크 간 심리스
이동성 제공에 관련한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IEEE 802.16m,
IEEE 802.11u 및 3GPP RAN 등에서 MIH를 지원하기 위한 하부 계층 확장과 관련한 표준
화 이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버티컬 핸드오버 정책, MIH를 지원할 수 있는 하부 MAC 및 PHY 확장 기술, 이기종 네트워크
간 심리스 핸드오버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접속 시스템 및 이기종 네트워크 핸드오버 컨트롤
러 및 각 무선 네트워크 자원관리자와의 연동 등에 관련된 IPR 확보가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다양한 이기종 네트워크 간 MIH 핸드오버 절차

다중모드 단말을 위한 전력
관리 기술

- 최적 전력관리 인터페이
스 제어기술
- 다중모드 단말을 위한 위
치관리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9)
- 멀티모드 단말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기술은 이동단말 내부의 단순 네트워크 인터
페이스 상태 제어 차원보다는 멀티모드 단말을 위한 위치관리 방법이라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다
룰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멀티모드 단말을 위한 위치관리라는 보다 큰 명제하에 관련 표준화가 보다 활발
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한 표준을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
- 해당 표준기술이 아직 초창기이므로 국내에서 적합한 전략에 따라 초기 대응하면 효과적인 성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멀티모드 단말에 대한 위치관리 방안, 멀티모드 단말의 구조 및 연결관리자 등에 대한 핵심표준
특허가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다중모드 단말을 위한 위치관리 방법, 전력 소모를 고려한 다중모드 이동단
말 구조

디지털방송 네트워크를 위한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VHO 기술
- 2008년 11월 IEEE 802 총회(Plenary) 기간 중에 IEEE802 EC(Executive Committee) 측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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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 이기종 무선링크 상태 감
시, 링크 선택 및 제어기술
- 디지털방송 콘텐츠 동기화
기술

세부 전략(안)
식 TG(Task Group) 결성을 위한 PAR(Project Authorization Request) 및 5 크리테리아
(Criteria) 문서에 대한 제출을 예정하는 등 표준화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DVB-H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T-DMB 서비스 활성화 및 통신·방송 융합화와 관련해 해당 표준 진행 방향을 주시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련 표준화 방향이 DVB-H에 특성화되지 않고 T-DMB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 진행 방향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해당 표준화에 인터디지털(InterDigital) 등 표준 특허기술에 많은 영향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함
- 이러한 신규 표준 아이템은 초창기 상당 부분의 개념 특허가 이미 확보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국내 T-DMB 서비스의 향후 발전 방향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방송·통신 융합 실시간 콘텐츠 서버, 방송·통신 융합 단말 구조

Inter-RAT 핸드오버 시 이
동성 관리 프로토콜 최적화
기술

- 프록시 모바일 IP(for IPv4
& IPv6) 최적화 기술
- 모바일 IP(for IPv4 and
IPv6) 최적화 기술

All IP 기반의 이동성 관리
프로토콜 기술

- 프록시 모바일 IP,
클라이언트 모바일(Client
Mobile) IP, Mobike

- 최근 오퍼레이터에 의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프록시 모바일(Proxy Mobile) IPv6에서 이
기종 네트워크 간 핸드오버를 고려하는 최적화 기술개발 및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이기종 네트워크 간 핸드오버를 위해 모바일 IP 기술의 최적화 연구 및 표준화 작업이 미진
한 상태. 원인 분석 후 선별적인 IPR 확보 및 표준화 작업이 요구됨
* IPR 확보 가능 분야 MIH 기반 콘텍스트(Context) HO, MIH 기반 패킷 버퍼링, MIH 기반 패킷
포워딩, MIH 기반 HO 인증처리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Mobile IP/Proxy Mobile IP 프로토콜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모바일 IP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
하기 위한 최적화 기술, Mobile IP/Proxy Mobile IP 연계 기술을 통한 이동성 지원 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특허권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국내 산학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테스트베드
로 성능을 검증하고, 국제표준화도 국내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IPR
확보를 위해 필요
- Mobile IP/Proxy Mobile IP 기반의 이동성 향상과 더불어 아직 표준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기종망 간의 이동성과 서비스 지원 분야에 대해 특허권을 확보하며, 국제표준화도 국내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IPR 확보를 위해 필요

Integration) 기술, 버티컬 HO를 위한 콘텍스트 HO 기술

- 3GPP와 (Mobile)
WiMAX 간 핸드오버 시
- (Mobile) WiMAX와 WiFi
간 핸드오버 시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3GPP와 (Mobile) WiMAX 간 핸드오버 혹은 (Mobile) WiMAX와 WiFi 간 핸드오버와 같이 특
정 이기종 네트워크 간 핸드오버 상황에서 최적화된 IP 이동성 프로토콜 절차에 대한 표준화 작
업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아직 관련 표준화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이유로 IPR 확보 및 표준화 선점에서 유리한 기술이며,
실제 테스트베드 구성을 통한 최적화 작업을 통한 IPR 이슈 도출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IP 주소 할당 기술, L3/L2 이동성 신호

이기종 무선 액세스망 간의
핸드오버 서비스 기술

1
편

2
편

3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IPR 확보 가능 분야 다중 인터페이스 지원 기술, L3/L2 이동성 신호 통합(mobility signal

이기종 네트워크 연동 방안에
따른 프로토콜 최적화 기술

특
집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3GPP와 IEEE 802 망 간의 핸드오버 기술의 표준화는 두 표준화기구 간의 연계가 필요한 바,
이를 IEEE 802.21 표준화와 연계해 진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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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TANDARDIZATION WHITE PAPER

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와이브로(WiBro)와 셀룰
러(Cellular) 간
- 와이브로와 WLAN 간
- WLAN과 셀룰러 간

- 각 이기종망 간의 핸드오버 시나리오에 따른 계층 2와 계층 3의 세부 핸드오버 절차를 통합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며, 와이브로와 셀룰러 간 버티컬 핸드오버, 와이브로와 WLAN 간 버티컬 핸
드오버, WLAN과 셀룰러 간 버티컬 핸드오버 시나리오가 정의될 필요가 있음
- 이기종망 간의 핸드오버를 위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MIH 정보 서버의 관리 데이터 및 프로파
일과 관련된 IPR 확보가 필요
- 이기종망 간의 핸드오버를 위한 다중모드 단말에서 다중 무선링크 전력관리 기술은 아직 표준 및 기
술 개발이 초기 단계이므로, 관련한 IPR를 선점할 필요가 있음. 다만 해당 분야가 PHY, MAC, 상위
프로토콜 및 보안 등 폭넓은 분야에 관련되므로 산학연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됨
- 이동성 관리 프로토콜과 MIH의 연동에 관련된 IPR를 선점할 필요가 있음
* IPR 확보 가능 분야 다중모드 단말에서 전력관리 방법, MIH망 선택 기술

QoS(RACF 포함)

- ITU-T SG12 Q.17 IP
QoS 성능
- ITU-T SG13 Y.2111 및
RACF-R2 자원제어 기술,
Q.4 Y.enet 이더넷 QoS
제어기술, Y.2173 성능 관
리, Y.2174, NGN-MPLS,
플로 기반(Flow-based)
QoS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국내 BcN 사업자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해 사업자 간 QoS 연동 기준값 등의 지침을 표준에 반
영할 필요(TTA에서 고유표준 작업으로 현재 진행 중)가 있음. QoS는 특히 구현이 중요한 요소
이므로 QoS와 연계된 IPR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 특히 QoS를 실현함에 있어서 ETRI를 중
심으로 국내에서 선도하고 있는 신규 기술인 플로 기반 QoS 메커니즘을 표준화로 추진하는 것
이 전략적으로 필요. 아울러 현재까지는 주로 유선 분야의 QoS 메커니즘에 주력했으나, 이를 무
선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무선 분야는 아직까지 유선 분야만큼 IPR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IPR 확보에 힘쓸 필요가 있음
- 전반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NGN 표준 분야 중에서도 가장 국내 인력의 주도력이 확고한
분야 중 하나로서, 현재 1명의 라포처(Rapporteur; ITU-T SG12 Q.17) 및 4명의 에디터(Editor;
Y.NGNperf, Y.2173, Y.RACF-MPLS, Y.enet)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력과 많은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주도권이 유지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선도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노력
이 요구되며, 해당 분야의 기술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기존 인력의 유지뿐만 아니라, 신규 인력의
유입(특히 장비 개발 업체 위주)으로 인한 인프라 확대와 기반을 활용한 유관 분야의 신규 표준
확대가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NCP와 QSR 간 QoS 협상 기능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지원

- ITU-T
SG13
Q.3
Y.NGN-UbiNet 표준
- ITU-T SG13 Y.idservreqts(Y.2213)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NGN 표준화를 담당하는 ITU-T SG13에서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관련 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해 주요
개념 및 핵심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는 권고안 작업을 초기부터 주도, 향후 NGN 관련 표준 전반에 본
개념을 반영
- 융합기술 흐름에 맞게 IT뿐만 아니라 타 산업(BT, NT, CT 등)에서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통신 프로토콜 등의 핵심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요구사항, 기능모델, 프로토콜,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등에 역량을 집중
* IPR 확보 가능 분야 u-City 연계 부분, IP-USN

멀티캐스팅

- ITU-T SG13 NGN 멀티캐
스트 표준
(Y.ngn-mcastsf,
Y.ngn-mcast-fa 등)
- ITU-T SG17 종단간 멀티
캐스트 프로토콜 표준
(X.rmcp, X.mmc)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멀티캐스트 표준화 이슈는 최근 응용 레벨 멀티캐스트를 중심으로 한 국제표준화 작업이 한국 주
도로 JTC1/SC6 및 ITU-T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선행 표준화 추진
이 요구됨. 특히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오버레이 기반의 멀티캐스트 전송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한 표준화 작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유선 멀티캐스트 메커니즘 관련 IPR는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유선 멀티캐스트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관련 IPR 확보에 집중. 반면 무선 멀티캐스트 분야는 비즈니스 모델 관련 IPR는
물론, 전송 메커니즘 관련 IPR 확보에도 집중
- 멀티캐스트 기능을 가장 잘 활용하게 될 IPTV 등의 응용 서비스와 연계한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응용계층 및 무선 분야의 멀티캐스트 관련 IPR 확보에 집중하고, ITU-T 및 ISO/IEC JTC1/SC6
의장단 활동과 연계한 전략적 국제표준화 추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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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IPR 확보 가능 분야 무선 멀티캐스트 트리 구성, 복구 알고리즘

오버레이 네트워킹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서비스 오버레이 네트워킹 기술은 개념 정립 초기 단계이므로 핵심 IPR 확보 및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 IEEE NGSON 오버레이
네트워킹(요구사항, 구조
등)
- NGN망 환경에서 P2P,
Managed P2P 등의 오
버레이 기반 고성능 통신
기술

특
집

한 선행 표준화 연구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오버레이 네트워킹(또는 분산 서비스 네트워킹) 기술은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본

1
편

개념 및 세부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최근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신규 표준화
이슈로 채택하는 등 연구개발 및 표준화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이므로 핵심기술에 대한 선행연구
및 IPR 확보, 그리고 IPR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목표로 하는 선행 표준화 연구를 전략적으로

2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ITU-T SG13의 DSN(Distributed Service Networking), IEEE

편

NGSON(Next Generation Service Overlay Networking) 표준화그룹에서 의장단 진출을 목
표로 한 표준화 연구 활동이 요구됨
* IPR 확보 가능 분야 통신망 자원 구성관리 및 제어 알고리즘, 서비스 오버레이 방식 등

컨버전스 서비스
(Convergence Service)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융합 서비스 모델 및 프레임워크 : 현재 ITU-T Q.8/13에서 진행 중인 NGN 서비스 프레임워크
- 융합 서비스 모델 및 프레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BcN 융합 서비스에 관련된 국내 요구사항을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
임워크
하며, 그 동안의 Q.8 활동 이력을 감안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
- 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식별자 관리 방안
- 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식별자 관리 방안 : ITU-T를 비롯한 표준화기구에서 표준문서로
- 콘텐츠 융합형 서비스
제안 및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내 식별자 관리기술 개발자와 사전 조율이 필요
- 사용자 취향 반영형 서비스
- 콘텐츠 융합형 서비스 : 이미 PBS(Personal Broadcasting Service)의 예시 서비스가 제시되
프로파일 관리기술
어 있는 Y.Sup3의 융합 서비스 개념을 확장해 국제표준화에 반영시키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
- 사용자 취향 반영형 서비스 프로파일 관리기술 : ITU-T를 비롯한 표준화기구에서 표준문서로 제
안 및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BcN 서비스 관련 기술 담당자와 사전 조율이 필요

3
편

4
편

5
편

* IPR 확보 가능 분야 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식별자 관리 방안, 콘텐츠 융합형 서비스, 사
용자 취향 반영형 서비스 프로파일 관리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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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BcN 분야

I_ MoIP
1. 중점 표준화항목별 중기(3개년) 표준화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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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특
집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IETF에서 SIP 확장 기술표준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되는 확장 표준이 3GPP, ITU-T 등
차세대 통신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로 활용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SIP 확장과 함께 MoIP 응용

1
편

서비스를 위한 시나리오 프로파일 형태의 국내표준이 제정되도록 VoIP포럼을 중심으로 표준화
- SIP 확장 프로토콜 표준 개발 작업은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시기

2

상조인 표준기술이 많으므로,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표준기술을 신속히 파악하고 선

편

작업이 추진
SIP 확장 프로토콜
기술

행 표준 개발 및 활용이 필요
- Skype 유형의 P2P 서비스를 SIP 기반으로 제공하기 위한 P2P SIP 기술 및 모바일
VoIP/MoIP 서비스가 최근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P2P SIP 및 모바일 VoIP/MoIP 제
공을 위한 SIP 확장 표준기술과 SIP 확장 기술 기반의 응용기술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전략적으
로 고려해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차세대 세션 제어기술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대칭 응답(Symmetric Response), 연결 재생(Connection Reuse) 등 SIP 시그널링의 NAT

3
편

4
편

및 방화벽(Firewall) 통과 방안, STUN, TURN, ICE 등 미디어의 NAT 및 방화벽 통과 방안에
NAT·방화벽
통과 기술

대한 표준이 IETF MMUSIC WG 등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국제표준을 수용 및 적용해 가는 상
황임
- 사업자 및 산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표준으로 확정 예정인 ICE 표
준 등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선행 표준 개발 활동을 추진하며, VoIP포럼 등을 통해

5
편

산업체 자체 개발 방안과 ICE 표준의 접목 및 수용 등을 통해 국제표준 기고를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ETSI, ITU-T에서 MoIP 부가 서비스 표준이 상당 부분 정립되어 있으나, 국내는 BcN 구축사업
과 연계해 이용 빈도가 높은 일부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만 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통신사
VoIP/MoIP
부가 서비스 기술

업자의 부가 서비스 제공 계획과 연계된 국내표준 개발 작업이 요구
- MoIP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에 의해 기술개발 및 적용이 추진 중이나, 적용되는 부가 서비스 종
류가 미흡. 특히 통신사업자 간 상호호환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가 서비스 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ETSI 및 ITU-T NGNGSI 국제표준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과 전략이 요구됨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MoIP 응용 서비스 간 연동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종단 사용자에 의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VoIP/MoIP
응용 서비스 상호연동
기술

사항이며, 국가 정책과 연계한 서비스 상호연동 표준 개발 추진 전략이 요구
-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표준화 협의체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이 실제 서
비스에 적용하는 표준 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되어야 함
- ITU-T NGN-GSI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전문가와 표준화 활동 협력을 통해 전략
적 국제표준화 추진이 요구되며, 상호연동을 위한 트랜스코딩, 프로토콜 변환 기법 등의 세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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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야에서 IPR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IPR 확보 가능 분야

상호연동을 위한 트랜스코딩, 프로토콜 변환 기법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프레즌스(Presence) 서비스가 네트워크의 접속 여부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통
신 능력, 통신 선호도 등 다양한 사용자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발전해 갈 것이므로 이
프레즌스 서비스 기술

에 대한 표준화 연구가 중점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차세대 프레즌스 서비스에 대한 선행 표준화 연구를 통해 IPR 확보가 가능해지라라 예상되므로,
현재의 표준 개발 이슈보다 미래 선행 표준기술에 대한 연구를 조기 추진하는 전략이 적절
* IPR 확보 가능 분야

인프라 ENUM 구현 방법 및 요구사항

* 국제표준 선도(Ver.2008)→ 국제표준 선도(Ver.2009)
- IETF에서 동시 추진되고 있으며, VoIP포럼 및 TTA VoIP PG를 통해 진행 중
- IMS 기반 메신저 서비스와 각종 재난정보 전송 등에 관련 표준기술이 적용되므로 국내외에 인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및 메시지
연동 기술

스턴트 메시징 표준기술의 활용이 더욱 확대되리라 예상
- OMA 및 3GPP, ETSI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 표준화 작업과 연계한 국내표준화 작업 및
개발 표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노력을 병행 추진하며, 사업자 간 메시징 서비스 연동이 매우 중
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향후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의 사업자 간 연동 이슈를 해결하
기 위한 표준화 연구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신규 식별체계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국제표준 수용/적용(협력/경쟁)(Ver.2009)
- All IP 환경에서 다양한 위치기반 응용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요구와 위치정보 기반의 새로운
위치기반 MoIP 응용
서비스 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자 요구사항이 증가하며, 유무선 통합망 환경에서 위치정
보 기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요소기술에 대한 선행 표준기술 개발과 표준 IPR 확보 전
략이 요구
* IPR 확보 가능 분야

위치기반 응용 서비스 분야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국제표준 협력/경쟁(선도)(Ver.2009)
- VoIP 응용 서비스에 대한 스팸 대응 표준기술 개발 작업이 2006년부터 ITU-T SG17 산하
Q.17(Countering SPAM by Technical Means)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VoIP 스팸 대응 방안에 대한 선행 표준기술 개발 활동을 통해 ITU-T SG17에 표준기고 활동을
MoIP 응용 서비스 스
팸 차단 기술

추진 중이며, ITU-T Q.17/17의 스팸 차단 관련 3건의 표준초안 에디터로 ETRI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제표준기구 의장단 활동을 기반으로 국내 개발 기술의 전략적 국제표준화
활동 선도 추진이 요구됨
- MoIP 응용에 대한 스팸 대응 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개발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므
로, 선행 표준 개발 활동을 통해 핵심 IPR 확보를 추진하고, 이를 국제표준에 반영시키는 전략
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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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특
집

- IETF, NENA, ATIS 등에서 관련 표준이 개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터넷전화 긴급통화 서
비스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임. 정부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시행과 긴급통화 서비스 제
인터넷전화 긴급통화
서비스 기술

공이 연계됨에 따라 긴급통화에 대한 표준제정 및 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
- 070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개시와 함께 119 등과 같은 긴급통화 서비스가 국가적으로 시급히 요
구되고 있는 상황이나 노매딕(Nomadic) 또는 모바일 형태의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1
편

E-911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선행 표준 개발 작업을 추진해

2

국제표준화 활동 선도가 가능
* IPR 확보 가능 분야

E-911 긴급통화 분야

편

* (신규) 국제표준 수용/적용(협력/경쟁)(Ver.2009)
- 현재는 이동통신망 기반의 긴급 및 재난통신 서비스에 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중점 추진되
고 있으나, All IP 환경을 대비한 긴급통신 및 재난통신에 대한 표준화 연구가 상대적으로 느리
MoIP 응용 긴급 및 재난
통신 서비스 기술

게 진행됨

3
편

- 최근 ITU-T에서는 NGN 기반 긴급 및 재난통신을 위한 표준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BcN 구축계획 등과 연계해 긴급 및 재난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행 표준 연구, 기술개발이
연계해 추진되어야 함

4
편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9)
- 미국, 유럽은 감청제도 시행에 따른 주요 감청기술 표준이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MoIP 서

5
편

비스를 위한 감청표준이 계속 진화해 가고 있음. 국내는 기술개발이 미진해 국내 통신환경 및
감청 요구사항을 반영한 국내표준의 신속한 개발 및 개발 표준기술의 국제표준화 기고 활동 추
진이 요구됨
VoIP/MoIP 응용감청 서
비스 기술

- 국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3년간 논의 진행)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 구축이 의무화되는
시점을 고려해 정보수사기관이 참여하는 국내표준화 체계 정립과 함께 기술표준 개발 추진
* 지난 회기에 국회 본회의에 통비법 개정 법률안이 상정된 바 있으며, 2008년에 법무부, 방통
위, 국정원 등에서 법률 개정안을 재발의하고자 추진
- 현재까지 정부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 시점에서 즉시 표준화 추진
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 사전 연구 추진이 요구되며, MoIP 서비스에 대한 선행 표준화 연
구가 시급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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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_ IPv6 멀티네트워킹
1. 중점 표준화항목별 중기(3개년) 표준화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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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특
집
세부 전략(안)

1

* (신규항목)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현재 IETF에서 네트워크 기반 IPv6 이동성 기술에 관한 기본적 표준화는 2008년 8월 현재 완

편

성된 상태이며, 단말과 네트워크 장비 사이의 접합 부분에 대한 표준, 경로 최적화, 빠른 핸드오
버 처리, 기존 호스트 기반 IPv6 이동성 기술과의 연계 방안, 여러 도메인들 사이의 네트워크 기
반 인터워킹 및 멀티호밍 처리 기술 등에 대해 논의 중
- 네트워크 기반 IPv4/IPv6 이동성 기술과 관련된 빠른 핸드오버 및 다양한 접속 네트워크
네트워크 기반
IPv6 이동성 기술

(Access Network)를 고려한 네트워크 기반 통합 이동성 처리 및 교차 계층 최적화 기술 등에

한 접속 네트워크를 고려한 네트워크 기반 통합 이동성 처리에 관한 기술 등은 기술개발이 미흡
해 경로 최적화, 빠른 핸드오버, 다양한 접속 네트워크들을 고려한 인터워킹 및 교차 계층 최적화
기술 등은 미리 IPR를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국제표준화로 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IPR 확보 가능 분야 PMIPv6와 IPv4의 연동 분야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IETF NEMO, MONAMI6, MEXT, MANET, Autoconf 워킹그룹과 ITU-T SG13을 통해 표준화
할 필요가 있음. 특히 IETF MONAMI6 및 MANEMO를 통해 애드혹(ad-hoc) 기술과 NEMO
기술을 접목시키는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VANET(Vehicular AdHoc Network) 표준화 WG를 만들어 차량 간 통신 객체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됨
- 멀티인터페이스 기반 이동단말의 서비스 시나리오 및 모바일 IPv4/6를 분석한 문서에 의해
MONAMI6 프로토콜 및 다중 CoA 등록(Multiple CoA registration), 플로 바인딩(Flow
binding) 및 정책교환(Policy exchange), NEMO를 위한 경로 최적화 기술 등에 대한 표준기
술 연구가 필요
- 차량 간 통신을 위한 멀티홉 라우팅 기술, 차량 간 통신 및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을 위한
PHY/MAC 기술은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차량 간 통신을 이용한 다양한 응
용이 있는 만큼 산학연 협동이 요구됨
* IPR 확보 가능 분야 이미지·비디오 및 오디오 모니터링, 필터링, 검색 분야
* (신규항목)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멀티호밍 기반의 고성능
파일 전송 프로토콜

편

대한 계속적인 연구 및 표준화가 필요
- ETRI, 한국기술교대, KT에서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이나, 경로 최적화 및 여러 주변 기술 및 다양

IPv6 기반 차량 간 통신

2

- 현재 IETF에서 진행 중이며, 멀티호밍을 지원하는 고성능 프로토콜 연구는 학계, 정부출연연구
소, 산업계 연구소 중심으로 진행된 상태이며, IPv6 멀티네트워크 표준 작업 시 빠른 진행을 통
해 국내표준을 국제표준에 반영해야 함
- 멀티호밍을 지원하는 전송 프로토콜 선행기술이 현재 IPR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기존 연구
인 멀티호밍만을 지원하는 기술들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연구는 새로운 IPR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임
- IETF에서는 UDP를 대신하면서 실시간 트래픽 전송을 위해 혼잡제어 메커니즘을 포함한
DCCP(Datagram Congestion Control Protocol), TFRC(TCP-Friendly Rate Control), 그
리고 TCP/UDP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전송 프로토콜인 SCTP(Stream Control
Transmission Protocol)가 제안되었으며, 멀티스트리밍과 멀티호밍 기능은 하나의 세션에 여러
개의 IP를 사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IETF 표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애드혹 인터넷 연결성, 주소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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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신규항목)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IP 핸드오버는 주로 IETF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멀티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이동성
지원 기술을 많이 연구하고 있음. 하지만 IETF의 이동성 연구 분야는 대부분 모바일
IPv6/NEMO에 기반한 확장 기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멀티인터페이스 기반의 IP 핸드오버 관련
연구는 없는 상황임. 향후 IETF에서 일반적인 멀티인터페이스 기반의 IP 핸드오버 기술에 대한
표준의 장이 열리면 관련 표준화 활동이 가능할 것임
- 애드혹의 라우팅은 단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진 단말로 가정했기 때문에 멀티인터페이스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음. IP 수준의 애드혹 라우팅을 연구하는 IETF나 MAC 수준의 애드혹 라우
팅을 연구하는 IEEE에는 현재로서는 멀티인터페이스를 고려한 링크 기반 라우팅 연구는 없음.

멀티인터페이스 기반의
핸드오버

국내에서 관련 이슈를 제기해 먼저 선도하면 좋을 것임
- 다중 인터페이스는 결국은 PHY/MAC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 계층·트랜스
포트·응용 계층까지 영향을 미침. 따라서 IEEE나 IETF 같이 특정 계층만 연구하는 표준화기구
에서는 멀티인터페이스 프로토콜·관리에 관련된 표준화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 현재 ITU-T
SG13 Q.9에서 한국 주도로‘버티컬 멀티호밍(Vertical Multi-homing)’이슈로 표준화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ITU-T에서 관련 표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임
- IEEE 내에서 802.16뿐만 아니라 802.11에서도 듀얼 라디오에 기반한 핸드오버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서 멀지 않아 관련 표준화 활동이 시작될 것이며, 특히 듀얼 라디오를 사용하면
MBB(Make-Before-Break) 기술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듀얼 라디오 기반 MBB 핸
드오버 기술에 대한 표준 연구가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빠른 주소 선택 알고리즘
* (신규항목)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로케이터(Locator)와 아이덴티파이러(Identifier)를 분리시키는 표준 개발은 이미 2007년 IETF
및 IRTF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8년 IETF에서는 네트워크 기반의 ID/LOC 분리기
술인 LISP을 표준화하기 위한 BoF가 열림
- 국제표준화 중인 네트워크 기반의 ID/LOC 분리 표준이 단순 고정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고 있
으나, 관련 국내표준화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내 강점을 가진 와이브
로(WiBro), NEMO, 3GPP 등의 이동성 환경까지 고려한 국내표준화를 추진할 예정

멀티네트워크 환경의
ID/LOC 분리 기법

- 네트워크 기반의 ID/LOC 분리표준은 시스코(Cisco)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중이며, 고정 네트워
크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기술은 2009년 시제품 형태로 개발될 예정.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이
동성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술들만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외 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은 낮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와이브로, NEMO, 3GPP 등의 이동성 네트워크와 기술개발 수준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ID/LOC 분리기술을 이동성 기술과 결합해 개발한다면 국외 기술개발 수준을 선도할 수 있음
- IPv6 관련 와이브로, NEMO 관련 국제표준화에는 활발히 참가하고 있으나, ID/LOC 분리표준에
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참여를 함. 그러나 이동성 기술과 함께 ID/LOC 분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는 관련 표준화를 먼저 제안하고 국제표준화에 활발한 참여가 필요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이동성을 고려한 ID/LOC 매핑 시스템
* (신규항목) 국제표준 협력/경쟁(선도)(Ver.2009)
- 앰비언트 네트워크(Ambient Networks) 프로젝트를 통해서 멀티네트워크 내 여러 자원을 동시

멀티네트워크 자원관리
를 위한 계층 간
통신규격 표준

접속할 수 있는 기술표준이 진행 중에 있으며, IETF MEXT(Mobility EXTensions for IPv6)
WG에서 다중인터페이스 사용에 대한 표준화가 초안(Draft) 단계에서 빠르게 진행 중이지만, 관
련 기술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진행은 학계, 정부출연연구소, 산업계 연구소 중심으로
연구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IPv6 멀티네트워크 표준 작업 시 국내표준을 IETF MEXT WG 표준
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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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앰비언트 네트워크 프로젝트 내 결과에 대한 기술개발 및 구현을 통해 새롭게 도출되는 요구사항
을 만들고 있지만, 국내는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음

특
집

- 멀티네트워크 내에서 자원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및 통신규약은 미흡한 실정으로, 멀티인터페이
스 자원 제어·관리 및 QoS 지원 모델 등 다양한 기술의 IPR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임
- 앰비언트 네트워크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멀티인터페이스의 자원제어를 위한 프로토콜인
GLL(Gereric Link Layer)과 자원관리를 위한 MRRM(Multi-Radio Resource Management)
등은 멀티네트워크 내 멀티인터페이스 사용을 위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 중임. 또

1
편

한 IETF MEXT WG에서는 멀티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이동성 제공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즉 이런 기술들은 멀티네트워크 내 멀티인터페이스 사용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위한 효율적 자원
제어·관리 기술로 부족한 점이 많으며, GLL과 MRRM은 현재 표준화 초기 단계로 추진 중임.
따라서 멀티네트워크에서 동시 멀티인터페이스 사용, 이동성, 응용 프로그램의 특성을 맞춘 QoS
제공을 위한 크로스(cross) 계층 관점의 자원관리 기법 및 여러 상황에 맞는 표준화 이슈들이 존

2
편

재하며, 이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 IPR 확보 가능 분야 멀티채널 할당 알고리즘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편

- 관련 라우팅 분야에 대한 국내표준화를 기획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애드혹, 단일 인터페이스에
대한 라우팅 표준은 다수 확보하고 있음
- 라우팅 프로토콜 개발은 진행되고 있지만, 멀티 인터페이스·채널에 기반한 무선 특성을 전적으
로 고려하고 있지는 못함. 특히 여러 개의 무선이 공존하는 환경은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다고
판단됨. 그렇지만 단일 인터페이스에 기반한 라우팅 기술력은 상당수 확보하고 있음

4
편

- 이종망 간 메시 네트워크 구성, 멀티 인터페이스·채널 기반 메시 라우팅 등은 IPR 확보 가능성
멀티 인터페이스·채널
기반 라우팅 기술표준

이 높은 분야로 IETF 6lowpan 워킹그룹, IEEE 802 그룹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표준 전문가
들이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표준 전문가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음
- 메시 네트워크는 IEEE 802.11, IEEE 802.15.4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으며,

5
편

산업체의 필요성에 기반한 응용 용도에 맞게 메시 라우팅 프로토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따라
서 IETF, IEEE 등 다양한 표준화기구를 대상으로 표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향후 ITU-T
SG13 차기 회기에서 USN 관련 분야에서 애드혹, 메시 네트워크 등을 고려한 라우팅 기술이 국
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임
* IPR 확보 가능 분야 멀티 무선·채널 제공 라우팅 알고리즘
* (신규항목)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주로 인텔, 모토로라 같은 무선 장비업체들이 주축이 되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에
서는 학교나 연구소에서 실험 수준의 동시 멀티인터페이스 사용을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상용망에 사용될 정도의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임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IPv6 프로젝트그룹 산하 멀티홈네트워킹 워킹그룹(WG2106)에서 멀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멀티 IPv6 주소, 멀티트랜스포트 세션 등으로 구성되는 멀티네트워크에
동시 멀티인터페이스 사
용을 위한 IEEE 802
MAC 표준

서 단대단(end-to-end) 단말의 효율적 통신을 위한 기법을 연구 중임. 아직까지 동시 멀티인터
페이스 사용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 선행 연구 성격임. WG2106에서는 IPv6의 특징인
풍부한 IPv6 주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보다는 다양한 인
터페이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 IEEE 802.11s가 작업을 마무리되고 향후 작업을 논의할 때 동시 멀티인터페이스 사용에 대한 이슈
는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인텔이나 모토로라 같은 해외 대형 장비업체들은 관
련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학교나 연구소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먼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IEEE 802 표준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임
- IEEE 802.15에서는 802.15.4e와 802.15.6에서 동시 멀티인터페이스 사용 및 멀티채널 사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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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관련된 표준화가 가능할 것임. 기존의 802.15.4 MAC을 수정하는 802.15.4e에서는 슈퍼프레임
구조를 수정해 QoS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많은 단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MAC 수정 작
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국제표준은 현재 ITU-T SG13에서 진행 중이나, 이 표준은 실제 ID/LOC 분리기술과 관련된 표
준의 선행 표준화이고, 실제 기술 관련 표준화는 아직 초기 단계임. 국내 BcN 기반에서 ID/LOC
분리를 적용할 수 있는 표준기술 작업을 빨리 진행, 전략적으로 국내표준을 국제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NGN에서의 IP 주소 분리 적용 기술은 IETF의 기술개발 수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으
며, 선행적인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에서는 BcN 관련 기술들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ID/LOC 분리와 관련된 기술은 아주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NGN/BcN에서 IP 주소
분리 표준

BcN을 기반으로 새롭게 ID/LOC 분리기술을 적용하는 작업은 국외 대비 상대적으로 뒤쳐진 기
술개발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선행된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표준 및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
록 해야 함
- 국외적으로 NGN 기반 ID/LOC 분리 관련 기술개발이 초기 단계이므로, 선도적으로 관련 기술
개발과 함께 구현 기반이 되는 구체적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기술에 따른 분리기술에 대한 IPR를
확보할 수 있음
- NGN과 BcN에 관련된 표준화 인프라는 연구소 및 학계, 기업들에서 충분한 전문가 인력을 확보하
고 있는 상황이며, 이 인력과 함께 BcN 기반의 ID/LOC 분리기술 적용을 위한 표준을 위해 IPv6,
BcN포럼과 IPv6 PG를 통해서 활발한 토론과 함께 국내표준화 작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NGN 기반의 ID/LOC 분리표준에는 ETRI를 중심으로 국내 전문가가 활발히 참여해 선행적 표
준이 완료되는 시점이며, 이 완료된 IP 분리표준을 기반으로 후속 작업으로 ID/LOC 분리기술표
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임. 특히 ITU-T의 NGN 표준은 2009년부터 새로운 스터디
피리어드(Period)가 시작되므로, ID/LOC 분리기술표준 개발과 동시에 추가적인 네트워크 구조
에 관한 이슈들을 발굴해 국제표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IPR 확보 가능 분야 어드레싱 아키텍처(Addressing Architecture), ID/LOC 분리를 위한 구
조적 기능, 분배 매핑(Distribute mapping)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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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_ 미래 인터넷

특
집

1. 중점 표준화항목별 중기(3개년) 표준화로드맵

1
편

2
편

3
편

4
편

5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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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신규항목)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미래 인프라
서브스트레이트
(substrate) 규격표준

- 미래 인터넷 인프라 서브스트레이트(Substrate) 기술은 물리자원 가상화와 관련한 포워딩 엔진,
라인카드, CPU, 스토리지 등의 가상화 핵심기술들을 표준화하는 분야로 미래 인터넷 인프라 구
축을 위해 반드시 규격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현재 GENI 서브스트레이트 WG에서 규격화가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ITU-T SG13 및 ISO/IEC JTC1/SC6에서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
진할 예정이어서 국외 대비 표준화 작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음
- 연구소, 산업체, 학계 전문가를 통한 세부적인 기술 검토를 거쳐 국제표준화 선도가 가능한 물리
자원을 선정, 적용 가능한 가상화 기술을 개발해 TTA 미래 인터넷 PG를 통해 고유표준을 개발
하고, 이를 GENI 규격화 및 ITU-T SG13, ISO/IEC JTC1/SC6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안 가능
* IPR 확보 가능 분야 미래 인프라 서브스트레이트 물리자원 가상화 메커니즘
* (신규항목)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미래 인터넷 인프라 제어 프레임워크 기술은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구조 등을 정의하고 지원 식
별, 자원 발견, 자원관리, 가상화 경로 제어(슬라이스 관리)와 같은 가상화 핵심 제어기술들을 표
준화하는 분야로 미래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규격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현재

미래 인프라 제어 프레임
워크 표준

GENI 설비제어 프레임워크(Facility Control Framework) WG에서 규격화가 2008년부터 시작
되었으며, ITU-T SG13 및 ISO/IEC JTC1/SC6에서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고,
ETRI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기획 단계에 있어서 2009년부터 관련 기술의 설계 및 프로토타입을
추진할 예정
- TTA 미래 인터넷 PG를 통해 고유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GENI 규격화 및 ITU-T SG13,
ISO/IEC JTC1/SC6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안 가능
* IPR 확보 가능 분야

-

* (신규항목)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미래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관리 기능 관련 표준화를 하는 분야로, GENI 제어(Control) WG와
운영보안(Operations Security) WG에서 규격 작업에 대한 논의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미래
미래 인프라 관리,
모니터링,
측정, 보안 프레임워크 규
격표준

인터넷 인프라 구축 자체에 대한 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로 진행되고 있음. 국내
에서는 ITU-T SG13 및 ISO/IEC JTC1/SC6에서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예정
- 국제표준화 선도가 가능한 자원할당 및 모니터링 기법, 슬라이스 성능 측정 기술, 인프라 접근을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 기술 등의 분야에 대해 TTA 산하 미래 인터넷 프로젝트 그룹을 통해 국내
고유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GENI 규격화 및 ITU-T SG13, ISO/IEC JTC1/SC6 등의 국제표준
화 기구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안 가능할 것으로 예상
* IPR 확보 가능 분야 미래 인프라 관리 방법에 관한 메커니즘
* (신규항목) 국제표준 선도(Ver.2009)
-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은 단일 물리 인프라 내에 여러 이종(heterogeneous)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가상화 표준

실험하기 위한 기술로, 미래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표준으로 선행 개발되어야 함.
현재 ITU-T SG13 및 ISO/IEC JTC1/SC6에서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
- 국제표준화 선도가 가능한 물리자원을 선정, 적용 가능한 가상화 기술을 개발해 TTA 미래 인터
넷 PG를 통해 고유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ITU-T SG13, ISO/IEC JTC1/SC6에서 국제표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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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전략(안)

특
집

제안 가능
* IPR 확보 가능 분야 라우터 가상화 메커니즘
* (신규항목)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서브스트레이트 기술, 제어 및 관리 기술, 모니터링·측정·보안 기술, 가상화 기술, 라우팅 기
술, 이름 및 주소체계 기술, 응용(분산 파일 전송, 위치기반 네트워킹, 재난 후 네트워킹 등)기술,

1
편

그리고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 등 미래 인터넷 관련 기술로 GENI나 FIND에서 이들 기술들의 원
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IRTF의 RRG(Routing Research Group) 및 HIPRG(Host
Identity Protocol Research Group)에서는 각각 미래의 라우팅 기술과 이름 및 주소체계 기술
프로그래머블
라우터 규격표준

을 사전 연구 중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미래 인터넷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고, 2011년까지
는 프로그램머블 라우터의 프로토타입 모델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
편

- IRTF의 RRG(Routing Research Group) 및 HIPRG(Host Identity Protocol Research
Group)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래 라우팅으로, 이름 및 주소체계 연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
며, 산학연의 체계적인 공동대응 전술이 요구
- FIF는 표준화보다는 기술교류를 통해 미래 인터넷의 마인드 확산이라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3
편

있어 미래 인터넷 관련 국내표준화 그룹이 필요하며, IPv6, NGN, 광인터넷, 광전송 등 다양한
기존의 표준화 인프라와 연계 활동도 필요

4

* IPR 확보 가능 분야 프로그램화 메커니즘

편

* (신규항목) 국제표준 선도(Ver.2009)
- 프로그래머블 무선 서브넷과 관련된 국내표준화는 아키텍처보다는 특정 요소기술에 치중하고 있
음. 주요 요소기술로 볼 수 있는 SDR(Sofeware Defined Radio)와 관련해서는 TTA의 SDR 애
드혹(Ad-hoc) 그룹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회의와 기술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다른 요
소기술은 CR(Cognitive Radio) 기술과 관련해서는 TTA의 PG705 프로젝트 그룹에서 표준화
프로그래머블
무선 서브넷 표준

편

작업을 진행
- 프로그래머블 무선 서브넷의 아키텍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GENI 회의에 국내에서 일부 참
여하고 있으나 영향력은 미미한 편임. SDR 기술은 SDR포럼을 통해 국제표준화가 논의되고
있으나, 국내 연구소와 기업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임. CR는 IEEE 802.22를 중심으로 표준화
가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국제표준화 기여가 가능할 것임.
또한 SDR와 CR 기술의 근간이 되는 주파수 자원관리 문제 논의를 위해 ITU-R 표준화 활동
이 요구됨
* IPR 확보 가능 분야 무선 인터페이스 가상화 및 프로그램화 메커니즘
* (신규항목)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계층 간 통신 기술 분야는 ETRI 및 학계 등 기관별로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표준화 작
업에 대한 노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현재 ITU-T SG13 및 ISO/IEC JTC1/SC6에서 미래 인
터넷 관련 기술 전반에 대한 기술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므로, 국내표준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계층 간
(cross-layer)
통신표준

5

작업에 조기 합류해 표준화를 추진한다면 국제표준화 작업 선도가 가능
- 국제표준화 선도가 가능한 다양한 계층 간 통신 기법 연동을 위한 프레임워크 기술 분야에 대해
TTA 산하 미래 인터넷 프로젝트 그룹을 통해 국내 고유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ITU-T SG13,
ISO/IEC JTC1/SC6 등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와 더불어 IEEE 등의 국제표준화기구에도 다양한 계층 정보를 MAC 계층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API 등을 개발하는 기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IPR 확보 가능 분야 멀티 무선·채널 제공 라우팅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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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신규항목) 국제표준 선도(Ver.2009)
- 동적 광경로 기술은 이용자 기반 가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광경로의 동적 스케줄링과 주문형
(On-demand) 할당 및 관리 서비스 기술로 광네트워크 자원의 가상화와 관련해 리소스 공유
API, 망 리소스 명세, 광경로 모니터링 기술, 교환노드 기술, 도메인 간 경로할당 기술 등의 규격
화 작업이 요구됨. 관련 표준화는 GLIF 및 OGF 등에서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지

동적 광경로
표준

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국외 대비 표준화 작업의 필요성이 높음
- 국내에서는 ETRI와 KISTI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기획 단계에 있으며, TTA를 통해 신규 미래 인
터넷 PG가 2009년부터 신설 운용되면, 관련 기술의 국내표준화 작업도 국제표준화 작업과 병
행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적 광경로 기술을 선정,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해 TTA 미래 인터넷 PG를 통해 고유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GENI 규격화 및 GLIF, OGF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안
* IPR 확보 가능 분야 동적 광경로 기반의 도메인 간 가상 네트워크 메커니즘,이용자 기반 가상
네트워크 관리 및 설정 메커니즘
* (신규항목)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상황인지
(context -aware)
서비스 표준

- 상황인지 서비스는 사용자 주변의 상황을 인지하고 사용자의 선호도와 필요에 따라 능동적·지
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미래 인터넷의 핵심 서비스로 상황인지 미들웨어 기술, 센싱
및 센서 네트워크 기술, 위치기반 인식 기술, 보안기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개발 표준화가
요구됨
- 국내에서도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과 관련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상황인지 서비스와 관련된 국내
표준화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TTA PG214 디지털홈, PG304 WPAN, PG317 WBAN,
PG311 RFID/USN, PG305 LBS(Location Based Service), PG418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와 기술에 걸친 표준화 작업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IEEE 802.15 계열의 WPAN/WBAN 표준화 활동은 국내 연구진들이 국제표준화 작업을 주도
하고 있음. RFID/USN 기술은 USN 표준화 포럼을 중심으로 ISO/IEC의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
여하고 있음. 또한 IETF의 6LowPAN을 통해 IP-USN 기술표준에도 적극 참여 중. 하지만 상대
적으로 상황인지 서비스를 위한 아키텍처·플랫폼, 미들웨어 기술에 대한 표준화 기여도는 낮은
상태
* IPR 확보 가능 분야 사용자·객체 위치인식 기술, 사용자 콘텍스트 수집·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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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프로바이더 백본
전달망 기술

- 프로바이더 백본 전달망 기술표준화는 크게 데이터 평면, 제어 평면, 관리 평면의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음
데이터 평면 분야는 IEEE 802.1에서 프로바이더 백본 브리지(802.1ah)에 대한 데이터 기술표준
화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현 기술에 관련된 IPR 확보가 바람직함
제어 평면 분야는 프로바이더 및 프로바이더 백본 브리지로 구성된 이더넷 기반 망에서
EVC(Ethernet Virtual Connection) 단위의 연결 경로를 설정하고 QoS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
어기술로서 MEF, IETF, IEEE 및 ITU-T에서 주요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분야임. 프로바이더 백본
전달망의 경로제어 기술로서 G-MPLS 기반의 이더넷 경로제어 기술과 IS-IS 링크 상태 프로토
콜 기반의 최단경로 설정(SPPBB : Shortest Path Provider Backbone Bridging) 기술에 대
한 표준화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참여가 가능함
관리 평면 분야는 이더넷 기반 전달망의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OAM 분야로서 IEEE 802.1에
서 표준화된 연결 장애관리 802.1ag 표준과 ITU-T에서 표준화된 이더넷 OAM 표준 Y.1731 및
이더넷 보호 절체 표준 G.8031의 확장에 관한 것임. 캐리어 이더넷 OAM 및 보호 절체기술은 국
내에서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장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프로바이더 백본
전달망을 위한 관리기술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음
- 국책연구소, 산업체 및 국내의 대학 연구 활동 등과 유기적 연대를 통해 표준화 회의 전후 표준
화 현황 분석, 표준화 진행 방향, 각 업체의 연구개발 전략을 상세히 파악함으로써 국내의 기술개
발 방향 수립, 표준화 접근 방법, 기고서의 제안 전략 등을 수립해 국제표준화에 공동으로 대응
* IPR 확보 가능 분야 프로바이더 백본 전달망 제어 분야, TESI 보호 절체 분야
* 국제표준 선도(Ver.2008)→ 국제표준 선도(Ver.2009)

이더넷 보호 절체기술

- 국내외 표준화 및 기술개발 현황
이더넷 보호 절체기술 표준화는 ITU-T SG15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VLAN 기반의 점
대점 이더넷 연결에 대한 보호 절체 기능이 ITU-T G.8031 표준으로 정의되어 있고, VLAN 기반
의 이더넷 단일 링 연결에 대한 보호 절체 기능이 ITU-T G.8032 표준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다중 링 연결에 대한 보호 절체 기능과 운영자 명령, 논버티브(non-revertive) 동작 모드를 지원
하기 위한 G.8032 v.2를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점대점 또는 링 연결과 같은 간단한 구조에 대해 1:1 또는 1+1과 같은 단순한 보호 절체 기능을
정의하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 이를 확장 및 개선하기 위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시도가 논의되고
있음
- 점대다점 이더넷 연결에 대한 보호 절체기술, VLAN 단위의 개별 보호 절체의 복잡성을 극복하
기 위한 그룹 보호 절체기술, 링크 집성과 같이 부하할당(Load Sharing) 개념을 포함하는 보호
절체기술, 프로바이더 백본 전달망을 위한 TESI 보호 절체기술 등임. 또한 보호 절체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기존에는 신호 장애(SF : Signal Fail)만을 사용하던 것을 보다 정밀한
보호 절체를 위해 신호 감쇠(SD : Signal Degrade)까지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향후 활
발히 논의될 것임
- 이더넷 보호 절체기술은 국내에서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고, 신호 감쇠에 의한 보호 절체, 링크
레벨의 고속 보호 절체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도 이미 시작된 상태이므로 관련 부분의
국제표준화 선도가 가능
- 국책연구소, 산업체 및 국내의 대학 연구 활동 등과 유기적 연대를 통해 표준화회의 전후 표준화
현황 분석, 표준화 진행 방향, 각 업체의 연구개발 전략을 상세히 파악함으로써 국내의 기술개발
방향 수립, 표준화 접근 방법, 기고서의 제안 전략 등을 수립해 국제표준화에 공동으로 대응
* IPR 확보 가능 분야 APS 알고리즘 분야, 물리계층의 빠른 방지(Fast Protection), 링 보호 절
체 분야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40G/100G 이더넷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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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표준화 현황 분석에 의하면, 고속 이더넷(Higher Speed Ethernet) 관련 표준화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음. 첫째는 40Gbps 속도를 지원하는 매체 접속계층과 물리계층이고, 둘째
는 100Gbps 속도를 지원하는 매체 접속계층과 물리계층임. 국내에서는 아직 표준 기획 단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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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나 국외는 IEEE 802.3 이더넷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표준 개발 진행 단계임. 현재 IEEE 802.3
HSSG에서는 기존의 802.3ae 10GbE, 802.3ap 백플레인(Backplane) 이더넷 표준기술을 재
활용해 40GbE/100GbE를 실현하려고 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분석에 의하면, 고속 이더넷을 위한 광전송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40Gbps 속도의 광전송 소자는 이미 상용화되었음. 100Gbps 속
도의 광전송 소자를 포함한 기타 기능 계층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기초연구 단계이고, 국외에서
는 산업체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초연구 및 개발 단계임. 특히 10GbE를 이용한 다중채널(4채
널, 10채널) 및 다중파장(4 Wavelength, 10 Wavelength)에 대해서는 시스코(Cisco), 브로드
컴(Broadcom) 등이 이미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IEEE 802는 산업체 중심의 표준화가 진행 중이고, 이해관계를 가진 각 산업체들이 진영을 만들
어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음. 표준제정과 연구개발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내외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 IPR를 확보함과 동시에 우호 진영을 확보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해야 하며, 특히
PCS, MAC 계층에 대한 구현 기술의 표준화에 집중해야 함. 국내표준은 국제표준안을 준용하는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외 표준화 및 기술개발 현황 분석을 참고로 하면서 국책연구소, 산업체, 국내의 대학 연구 활
동 등과 유기적 연대를 통해 표준화회의 전후 표준화 현황 분석, 표준화 진행 방향, 각 업체의 연
구개발 전략을 상세히 파악함으로써 국내의 기술개발 방향 수립, 표준화 접근 방법, 기고서의 제
안 전략 등을 수립해 국제표준화에 공동으로 대응
* IPR 확보 가능 분야

- IEEE 802.3az EEE TF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데스크톱 대 스위치(Desktopto-Switch) 이더넷 링크가 대부분 휴지 상태(즉 데이터 전송이 없는 아이들(IDLE) 상태)인 점을
착안해 링크 이용률이 낮을 경우 저데이터율(Low-Data-Rate) PHY로 동작하고, 링크 이용률이 높
을 경우 고데이터율(High-Data-Rate) PHY로 동작해 두 장치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Rapid PHY Selection 기술을 채택, 2008년 9월 인터림 회의에서 초안(Draft) 0.9를 작성 중
- 현재 빠른(Rapid) PHY 선택(Selection) 관련 표준화의 핵심사항은 PHY를 변경할 때 상대방과
동기를 얼마나 신속하게 하여 프레임 분실을 방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과 인터페이스 교
체에 대한 협상 절차를 표준에 있는 저속의 자동절충(auto-negotiation)을 사용하는 대신에 새
로운 Fast AN, 패스트 스타트(Fast Start) 등을 이용한 최소 20msec 이내의 빠른 PHY 교체
등에 대한 문제임
- 이제까지 주로 PHY에 대한 전력소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PCS, PMA, MAC 제어
기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전력 절감 필요성이 발표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는 이 분야를 중심으
로 IRP 확보에 의한 국제표준화 반영을 추진하고,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친환경 기술로서 법제
화를 추진해 에너지 절감 이더넷 기술 수요를 증대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음
* IPR 확보 가능 분야 전력 절감 방법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L2 마이크로(Micro)
핸드오버 기술

1
편

2
편

3
편

MAC/Electronical 인터페이스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에너지 효율적(Efficient)
이더넷 기술

특
집

- 국내외 표준화 현황 분석에 의하면, L2 이동성 지원 관련 표준화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음.
첫째는 마이크로 핸드오버이고, 둘째는 매크로 핸드오버 분야임. 국내에서는 아직 표준 기획 이
전 단계이나, 국외는 IEEE 802.11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유사한 IAPP 표준이 발표된 단계임
-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분석에 의하면,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IP 계층의 마이크로 핸드오버 기술을
개발하였음. 또한 일본도 버추얼(Virtual) MAC 방식의 마이크로 핸드오버 기술을 개발하였음
- 현재 IEEE 802에서는 브리지 기반의 이동성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
지는 않지만, 삼성전자와 학계 중심으로 셀룰러 이더넷 기술에 대한 선행 개발 및 IPR 확보가 진
행되었으며, 미래 인터넷은 IP 계층이 아닌 다른 계층에서 이동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따라서 표준의 제정보다 연구개발이 먼저 진행되어 국내 IPR를 확보함과 동시에 우호 진영을 확
보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해야 함
- 현재 KT와 같은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들의 관심 대상이 되는 프록시(Proxy) MIP와 같은 네트워
크 기반 이동성 관리 프로토콜과 호환성이나 성능 경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네트워크 기반 L2 이
동성이 제공되어야 함. 이를 위해 기존 셀룰러 이더넷 이동성 기술을 확장한 기술개발이 요구되
고 관련 표준화를 추진해야 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로케이션 관리(Location Management) 분야, 시그널링(Signaling)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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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특
집

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IETF에서 새롭게 표준안이 재정립되는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산업계에서 다국

1
편

어 도메인 관련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반 법규 및 지원 방안 마
련이 필요
다국어 도메인(IDN)

- 한글도메인 및 키워드에 관련된 표준 접속체계 IPR 확보 고려 및 TTA 인터넷 주소자원 PG 및
인터넷식별자포럼을 통한 표준 개발과 고유 개발 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 필요
- IETF IDNbis WG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는 상황이며, DNS의 다국어 지원과도 깊은 연관이

2
편

있으므로, DNS에서 다국어 지원에 대한 표준화에 기여 가능

3

* IPR 확보 가능 분야 다국어 주소처리 분야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편

- 기존 이메일 시스템과 상호운용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구현 기술 개발 및 표준 추진, 다국어
이메일 주소와 관련해 이미 설치된 메일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등의 기능 추가에 대한 기술적 방
안 마련이 필요
다국어 이메일(EAI)

- TTA 인터넷 주소자원 PG 및 인터넷식별자포럼을 통한 표준 개발과 고유 개발 표준의 국제표준
화 추진 필요

4
편

- 다국어 이메일 주소(EAI)는 IETF에서 표준 개발 진행 단계로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분야로 관
련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5

-

편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기능 확장에 대한 국제표준을 국내 환경을 고려해 신속히 수용하며, 기능 확장 도입 필요성에 대
DNS 기능 확장
(DNSEXT)

한 홍보 강화로 기술개발 여건 조성 및 육성을 통해 개선책을 모색
- 육성된 연구인력의 국제표준화 참여를 적극 지원해 표준 수용 속도 증가와 국제표준화 기여 방법
을 모색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기존 DNS 운영관리나 IPv6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발간 및 보급은 이미 진행 중
DNS 운영관리
(DNSOP)

이며, 수년에 걸친 DNS 운영관리 및 DNS 기반 신규 서비스 운영에 대한 경험 축적으로 기술 선
도 가능
- 운영 경험이 풍부한 ISP의 DNS 운영자들과 협력해 정보 공유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DNSv6,
WINC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에 참여 가능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인프라 ENUM 및
유저 ENUM

- ENUM 표준화 추진은 IETF를 중심으로 유저(User) ENUM은 성숙 단계, 인프라(Infra) ENUM
표준은 진입 단계이며, 인프라 ENUM과 관련된 국제표준을 NIDA을 중심으로 VoIP 사업자 간
인프라 ENUM 기반 연동 시범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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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VoIP 연동 등 인프라 ENUM의 잠재력이 높아 표준기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표준화
방향 설정이 필요
- TTA 인터넷 주소자원 PG 및 인터넷식별자포럼 참여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인프라 ENUM 시범 서비스를 2006~2007년 수행한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익스피
어리언스(Experience) 형태의 표준 개발을 추진
- ENUM 기반 소프트스위치(Softswitch)에 대한 요구사항이 국제표준 아이템으로 채택되었으며,
IETF RFC로 제정될 예정
* IPR 확보 가능 분야 인프라 ENUM 구현 방법 및 요구사항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국내에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초기 단계이나, 연관 기술의 범위가 넓어 많은 표준화 항
목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XRI의 신택스(Syntax), 해상도(Resolution) 프로토콜 등 기초 분
야에 대한 선행 연구 시행 및 국내표준으로 조속히 수용 필요

확장식별자 (XRI)

- XRI를 기반으로 신규 식별체계 개발이 용이해 이에 대한 IPR 확보가 가능
- 상호호환성이 보장되도록 기존 URI에 확장성을 부여한 것으로 TTA 인터넷 주소자원 PG를 중심
으로 표준 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서 OASIS 등 관련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해야 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신규 식별체계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수용/적용)(Ver.2009)
- 새로운 계층의 도입은 망 구조에 근본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진
행되고 있는 HIP 관련 연구는 지속적인 표준화 작업이 필요

호스트 식별
프로토콜 (HIP)

- 핀란드 및 미국을 중심으로 인프라(Infra) HIP 등의 HIP 기반 테스트베드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
제표준 기술 선점을 위한 활동 추진
국내에서는 미래 인터넷(Future Internet) 연구의 일환으로 HIP가 고려되고 있으며, 실제 구현에
관련된 표준 확보 및 전문인력의 표준화 참여 유도로 표준화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국내표준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
* IPR 확보 가능 분야 HIP 적용사항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선도)(Ver.2009)
- ETSI TISPAN의 NGN ID 작업 및 ITU-T IdM GSI 등 다양한 각도에서 국제표준 기초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며, 개별적 망 구조 및 중점 표준화 이슈에 적합한 표준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음
- BcN의 조기 도입 및 VoIP 번호이동성의 조기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SG2를 중심으로 한 번호체

NGN 진화모델
프레임워크
(Framework)

계 연구에 주력하는 것이 기반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TTA 신호 방식 PG 및 통합 번호체계 표준화포럼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동향 분석 및 국내표준
개발 등 논의가 활성화되어 왔으며, SG2에서도 FoN 등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국제 대응 방안 도출 등을 추진
- 3GPP, TISPAN, 리버티 얼라이언스(Liberty Alliance) 등 다양한 기구의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참여가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인증·식별 관리 통합체계 응용 비즈니스 모델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NGN
번호 번역체계 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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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특
집

- TISPAN 표준기술을 수용하되, 국내 BcN 사업과 연계한 요구사항을 개발해 TISPAN과 ITU-T
SG11 등에 입력하는 접근이 필요
- NAR의 구성 방법이 다양해 표준화 난이도가 높은 반면에 시장은 크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합 표준모델이 필요하며, 제조업체들이 간단한 형태의 NAR를 구성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
를 표준모델로 유도하기 위한 논의 활성화가 필요
- 통합 번호체계 표준화포럼에서 소프트스위치의 번호 번역 DB 구현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추진
하고, 국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표준 개발 추진 및 TISPAN 회의의 국내 유치 등 표준화 활동
이 요구됨

1

* IPR 확보 가능 분야

2

-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수용/적용)(Ver.2009)

편

편

- NNI는 ETSI, TISPAN WG4에서 선도적인 표준화가 진행되며, ITU-T SG11에서 액세스망 간 상
호접속, 자원제어 간 상호접속, 트랜스포트와 서비스 간 상호접속 표준화를 추진함. ETSI
TISPAN WG4의 상호접속은 유럽의 다양한 사업자 간 상호접속 정의를 위해 정밀도 높은 시나
리오 분석을 하고 있어 기술적 선도력을 지속해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적용 시 수용 및
사업자 간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
IP 상호접속 연동

3
편

- 현재는 호 접속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향후 식별자 번역, 과금 및 보안 문제를 포괄하는 작업이
예상되며, IP망에서 이러한 기술의 개발은 국제적으로도 초기 단계이므로, 다양한 표준의 공격적
제시를 통한 주도권 확보 전략을 구사
- ITU-T SG11의 국제표준 개발은 한국이 선도하고 있으며, IEEE 및 IETF의 기술을 도입해 구체
화하는 작업으로 경쟁력이 있어 IPR의 개발과 국제 선도 노력을 지속해야 함

4
편

- 국내에서는 통합 번호체계 표준화포럼 및 TTA 신호 방식 PG에서 상호접속 인증 구현 방향 등에

5

대한 논의와 국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표준 개발을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인프라 ENUM 관련 번호이동성 제공 기술

편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수용/적용)(Ver.2009)
- SPID 기술은 Telcordia 및 Verisihn이 북미를 대표해 ITU-T에서 추진 중이며, 미국도 이를 후
원하고 있음. SG2 등에서 유럽 등 번호체계의 선도국가와 공동으로 점진적인 대응을 추구하며
NGN
서비스
번호체계

북미를 견제
- 국내에서는 각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ID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으나 공격적 의지가 없음.
ETRI에서 진행 중인 SG2의‘Future of Numbering(넘버링의 미래)’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점
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특히 IP 시스템과의 융합에 대응하는 번호체계 진화 연구의 적극 지원
및 ITU-T SG2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Future of Numbering’
으로 SPID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연구 수행이 바람직
* IPR 확보 가능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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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 3DTV
1. 중점 표준화항목별 중기(3개년) 표준화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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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특
집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다시점·자유시점 비디오
및 깊이정보 부호화 기술

- MPEG/JVT에서 표준화가 이미 진행 중이므로, 해외기관 및 국내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제
표준화에 공동대응
- MPEG4 MVC는 표준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버전 2의 표준화에 대응한 핵심기술들의
선행연구로 미리 준비해야 하며, 현재 표준화가 시작되고 있는 3DV 분야에서도 국내기관들이
깊이정보 추출, 중간영상 합성기술의 개발과 이러한 깊이정보와 합성기술을 기반으로 한 표준화
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2009년 1월에 진행될 Call For Proposal을 기점으로 한 본격적인 표준
화에서 IPR 확보와 표준 채택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 필요
- MPEG 표준화에 대한 국내표준화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MPEG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참여기관과 협력·경쟁을 통해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MPEG에서 진행되고 있는 3DV 표준화그룹의 깊이정보, 영상합성, 뷰잉(Viewing) 테스트 등 표
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유시점 비디오 분야의 표준 IPR 확보에 노력. 특히 이 분야에
서는 하나의 기관 기술만으로는 힘든 광범위한 기술군을 포함하므로, 국내기관 간의 상호 기술
보완과 협력을 통해 국외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조명 보상 기술, 모션 스킵 모드(Motion skip mode) 등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AF

- 모바일 응용 스테레오스
코픽 비디오 AF
- 고화질 응용 스테레오스
코픽 비디오 AF
- 패키지화 미디어
(DVD/BD)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 MPEG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산학연 연계를 통해 단일 기술규격을 만들어 기고
함으로써 국제표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모바일 응용에서 고화질 응용으로 확장이 필요. 또
한 패키지화 미디어(Packaged media)를 위한 블루레이(Blu-Ray) 디스크의 스테레오스코픽
(Stereoscopic) 동영상 저장을 위한 기술개발
- 모바일 응용에서는 상용제품에 활용된 기술 및 가용기술, 표준기술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새로
운 기술개발보다는 표준제정을 앞당겨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
- 상용화된 기술 및 가용기술, 기존 표준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므로 표준 IPR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서비스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구조 및 형식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표
준 IPR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
- 상용제품 출시 및 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 주도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MPEG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제표준 선도. 또한 패키지화 미디어를 위한 블
루레이 디스크의 스테레오스코픽 동영상 저장을 위한 표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파일 포맷, 메타데이터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 국제표준화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DMB 비디오 연동형 스테레오스코픽 3D 데이터 서
비스 송수신정합 규격’표준화는 차세대방송표준포럼 및 TTA를 통해 국내표준화(포럼표준 및
단체표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2008년까지 완료

DMB 스테레오스코픽 서비
스 송수신정합 규격 표준화
(비디오 서비스 송수신 정합
표준화 계속)

- DMB와 같은 이동방송에서 3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은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유럽에서도 DVB-H 기반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를 강화해 기술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 지상파 및 위성 DMB 방송 서비스로 인해 3D와 같은 뉴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가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으므로 지상파 및 위성 DMB를 모두 고려한 송수신정합 규격 표준제정
추진
- 국내표준화 이후에는 DMB의 유럽 진출 상황과 유럽의 DVB-H 및 모바일폰의 3D 서비스 관련
표준 현황을 주시하면서 WorldDMB나 ETSI를 통한 국제표준화 선도
* IPR 확보 가능 분야 3D DMB 응용 부호화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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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IPTV 관련 국내표준화는 아직 진행 단계에 있어 향후‘IPTV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송수신정합
규격’표준화는 전반적인 IPTV 기술규격 내 하나의 아이템으로 확장될 것이 유력하므로, 우선
TTA 및 IPTV PG를 통해 3D 서비스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IPTV 규격 내 국내표준화(포럼표
준 및 단체표준)를 우선적으로 추진
- IPTV와 같이 서비스에서부터 전송 및 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술개발은 기존 DTV, CATV에
이어 상당히 많은 분야가 기술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향후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IPTV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 중의 하나로, 상대적으로 IPTV 정의에서부터 표준화에 이르기까지
송수신정합 규격
서비스 공급자 및 수신단말기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기술개발 움직임이 있으므로, 이 중
3D 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아이템을 확장해 기술경쟁력을 높임
- 스테레오스코픽, 2D+ 부가정보, 멀티뷰(Multi-view) 등의 대역폭을 고려한 저비트율(low bitrate) 부호화 기술, MPEG 시스템 다중화 기술, 메타데이터 구조 및 형식을 포함한 3D 파일 포
맷 관련 핵심기술과 표준 IPR를 확보
* IPR 확보 가능 분야 MPEG4 시스템 다중화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DCATV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송수신정합 규격

- 케이블랩스(Cablelabs)가 미국의 3D 홈비디오 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SCTE 등에서 국제
표준화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DCATV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송수신정합 규격’표준
화는 차세대방송표준포럼 및 TTA를 통해 국내표준화(포럼표준 및 단체표준)를 우선적으로 추진
한 후 SCTE를 통해 국제표준화 추진
- DMB/DVB-H와 같은 이동방송에서 3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은 국내외적으로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고정수신용 방송의 3D 서비스 기술개발 및 표준화는 현재까지 미비하므
로 DCATV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강화해 최초 서비스 제공 및 관
련 시장 창출 선도 필요
- DCATV의 채널 본딩 기술, AVC 기반 부복호화 기술, MPEG4 시스템 다중화 기술, 3D
DCATV와 같은 고화질 응용에 필요한 파일 포맷 관련 핵심기술과 표준 IPR를 확보
- 케이블의 디지털화로 인해 3D와 같은 뉴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훌륭하게 구
축되어 있으므로 송수신정합 규격 표준제정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MPEG4 시스템 다중화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DTV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송수신정합 규격

- SMPTE 요청에 따라 ATSC에서 3DTV에 대한 표준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표준화 추진 일
정이 확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국내에서는‘지상파 DTV 스테레오스코픽 서비스 송수신정합 규
격’표준화를 차세대방송표준포럼 및 TTA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련 표준기술을 조
기에 확보하고, 향후 국제표준화에 반영시키는 전략이 필요
- 필립스, HHI 등이 ATTEST 과제를 통해 DVB-T의 3DTV 방송기술을 개발했으며, 최근 톰슨
(Thomson) 등이 참여한 FP7 과제를 통해 3D4YOU와 같은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음.
SMPTE, 3D@Home Consortium 등에서도 지상파 DTV의 3D 전송기술에 대해 논의 중
- 지상파 DTV와 역호환성을 유지하면서 3D 부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핵심기술, 제한된 전송
대역폭에서 3D 부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저비트율 부복호화 기술,
MPEG2 시스템 다중화 기술, 3D DTV 파일 포맷 관련 핵심기술과 표준 IPR를 확보
- 지상파 DTV 인프라가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고도화도 함께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DTV 스테레오스코픽 3D 서비스 송수신정합 규격 표준화를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MPEG4 시스템 다중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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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시간 3DTV 방송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지상파·위성 DMB 비실
시간(NRT) 서비스 송수
신정합 규격(전송, 시그널
링, 메타데이터 구성요소
및 형식, 파일 포맷 등)

- 국내에서는 지상파 DMB를 대상으로 표준안 기획 단계이나, 미국 ATSC에서는 관련 표준화가
이미 진행 중임. 따라서 ATSC NRT 표준화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국내에서는 지상파 DMB
에서 비실시간으로 스테레오스코픽 3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송수신정합 규격 표준화도 함께
추진

2008 정보통신표준화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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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지상파 DTV, DCATV,
IPTV 비실시간 3D 서비
스 송수신정합 규격

- ATSC NRT 3D 서비스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DMB 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DMB 비실시간 스테레오스코픽 3D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3D DMB NRT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병행 추진
- 비실시간 서비스에 필요한 전송 방식(순차적·점진적 전송 등), 시그널링, 메타데이터 구조 및 형
식, 파일 포맷 등에 대한 표준 IPR를 확보
* IPR 확보 가능 분야 3DTV 방송기술

3D 디스플레이 기술

특
집

1
편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향후 3D 산업 활성화에 대비해 3D 입체영상에 대한 안전시청 가이드라인은 시급히 제정해야
함. ISO에서 진행 중인 이미지 안전(safety) 관련 스터디그룹에 참여해서 기존 가이드라인에 포
함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 또한 국제전기기
술위원회 평판디스플레이 기술위원회(IEC TC 110) 3D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야 거리, 휘도,

2
편

균일성, 안전성, 눈의 피로도 등의 측정 방법에 대한 국제표준화에도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관
- 3D 인터페이스(3D 디스
플레이 방식 포함)
- 3D 입체영상 안전시청
가이드라인
- 3D 입체영상 콘텐츠 제
작 가이드라인

- 일본에서는 시각 피로를 경감시킬 수 있는 초다시점 3D 디스플레이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3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분야 원천기술 개발 및 IPR 확보가 미흡하므로 중장기적 투자를 통해

편

련 계측기술 및 계측장비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이 분야에 대한 원천기술 및 IPR를 확보해야 함. 현재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안경식 입체 표시기
술과 다시점 표시기술 분야에서는 최근 수년간 기업 중심의 연구개발로 세계적 수준에 근접해 있
고, 이와 관련해 중요 IPR들이 확보되고 있어 세계 선도 기술 개발자들과 상호협력 단계를 고려
할 수 있는 상태에 달함
-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표준화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고, 차세대방송표준포럼 3DTV분

4
편

과위원회 3D 디스플레이 WG을 통해 표준안 기획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중요도 순서를 결정, 항
목별로 진행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시각 피로가 완화된 3D 디스플레이 및 안전시청 가이드라인, 주시각·초
점 조절기술

3D 오디오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SAOC(Spatial Audio
Object Coding)
- 멀티채널 오디오 기술

- DMB 멀티채널 오디오 국내표준화를 2008년까지 추진
- 복수의 객체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기 위한 기술인 SAOC(Spatial Audio Object Coding)는 현
재 프라운호퍼(Fraunhofer)를 중심으로 한 3개의 기관에서 제출한 기술이 RM으로 선정된 상태
이며, 독일 프라운호퍼, 네덜란드 필립스, 미국의 돌비, 파나소닉(싱가포르), NEC(일본), ETRI(한
국) 등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협력/경쟁을 통해 표준 IPR를 확보
- SAOC 기술은 2009년 상반기까지 MPEG 표준화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SAOC, 멀티채널 오디오 전송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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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T STANDARDIZATION WHITE PAPER

Ⅱ_ 차세대 DMB
1. 중점 표준화항목별 중기(3개년) 표준화로드맵

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DMB 파일 포맷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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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B 파일 포맷은 MPEG-A에서 DMB-AF라는 이름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2008년
까지 많은 부분의 표준이 완료되고, 2009년에는 DMB 파일 포맷 컨포먼스(Conformance) 규
정 및 참조 SW 추가를 위한 개정 작업이 완료될 예정. 국내에서는 이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해
국내 DMB 방송에도 큰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이 되도록 노력하며, 국내표준은 이 국제
표준을 바탕으로 진행
- 국내에서는 DMB-AF 표준화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이 기술을
DMB-AF 표준화에 적극 반영. 국내에서는 수신기 확산과 함께 여기에서 재생될 수 있는 DMB
파일 포맷에 대한 표준화에도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표준도 신속히 표준화를
진행
- MPEG7, MPEG21, MPEG-MAF 등에서 국내기관들이 다수의 IPR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DMB 파일 포맷 분야에 확장해 IPR를 확보하고, 이 기술을 DMB-AF 국제표준화에 반영
- 산업체, 학교, 연구소 등 국내기관들은 MPEG7, MPEG21 표준화 및 MPEG-A DMB-AF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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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화에 적극 참여해 왔으므로, DMB 파일 포맷 관련 국내표준화 인프라는 탄탄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를 바탕으로 지상파·위성 DMB에서도 빠른 시기에 이용될 수 있는 표준이 개
발될 수 있도록 함. 예로 다양한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파일 개
념을 가진 표준을 개발하도록 하여 지상파·위성 DMB에도 바로 적용할 규격을 만드는 데 주력
- 국내기관들이 MPEG-A DMB-AF 표준화에 적극 참여해 국제표준화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앞
으로도 국제표준화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여
- 종합적으로 DMB 파일 포맷 분야에서는 선도적으로 국제표준을 조속히 완료해 감과 동시에 이
를 기본으로 하는 국내표준화도 동시에 진행해 완료토록 함으로써 DMB 데이터서비스 고도화
* IPR 확보 가능 분야 DMB 관련 파일 콘텐츠 유통 및 보호 분야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AT-DMB

- AT-DMB 표준화에 대해서는 ETRI에서 WorldDMB 포럼을 통해 표준화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표준화를 시작해 2009년에는 표준제정을 완료할 예정.
앞선 국내표준 제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표준을 선도
- 지상파 DMB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상용화한 기술로서, 지상파 DMB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내에
서 AT-DMB 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상당 부분 진행해 기술적으로 앞서 있으며, 이런 기술력을 기
반으로 국제표준을 선도
- 국외보다 한 발 앞서 AT-DMB 시스템 기술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백워드(Backward)와 호환성
compatibilty)을 갖는 고속 및 계층적 신호 전송 방식 분야의 IPR를 획득하고 국제표준에 반영
- 지상파 DMB 비디오 송수신 시스템을 국내 및 국제표준화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AT-DMB 기술
의 국내표준화를 진행하면서 국제표준화를 선도
- 국내기관들이 DAB 표준화에는 기여가 거의 없었으나 지상파 DMB 비디오 송수신 시스템 표준
제정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 여세로 AT-DMB 분야에서도 선도적 활동을 통해 기여도를 높
임
- 종합적으로 AT-DMB 분야에서는 국외에 비해 한 발 빠른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표준을 개발하
면서, 이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표준 선도 전략을 채택함이 적절
* IPR 확보 가능 분야 AT-DMB 시스템, 변조, 동기 및 페이딩 대응기술 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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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8)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9)

디지털라디오

- 유럽,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이미 표준화를 완료하고 상용 서비스 중에 있으나,
국내는 표준화가 시작되지 않고 있음. 별도의 표준을 개발해도 국제적 파급효과가 적을 것이므로
기존의 표준을 수용·적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임
-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술개발을 완료해 상용 서비스 중이므로, 디지털라디오 자체만의 기술
개발 능력은 뒤져 있음. 다만 지상파 DMB 기술개발과 산업체의 수출을 위한 디지털라디오 수신
기 개발, ETRI와 같은 국내 연구소의 IBAC 디지털라디오 기술개발 등을 통해 많은 관련 기술을
분야확보하고 있어 독자 기술개발도 가능. 그러나 새로운 국제표준화에는 국제협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 지상파 DMB 기술개발 전에 디지털라디오 독자 기술개발을 추진하면서 IPR를 확보한 바 있으며,
이는 독자표준화를 추진할 경우에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국내에서는 지상파 DMB 표준을 개발해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어 관련 인프라는 어느 정도 확보
한 것으로 판단됨
- 유럽,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미 표준화를 완료한 상태여서 국제표준 기여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볼 때 국제표준 수용/적용 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내표준화 실시 시
기는 디지털라디오방송 국가 시책을 고려해 2010년부터 추진하는 것이 타당
* IPR 확보 가능 분야 디지털라디오방송의 한국적 모델에 특화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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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UHD 비디오 부복호화 기술

- UHD 비디오 압축 및
복원

특
집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ITU-T VCEG에서 표준화를 위한 사전연구가 진행 중이고, MPEG에서 이 분야 표준화의 필요
성이 제기되어 해외기관 및 국내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제표준화에 공동 대응
- 초고해상도 화면 특화 부복호화, 인트라 및 인터프레임 예측, 적응 인터폴레이션 필터, 적응 양자
화, 율-왜곡 최적화 제어기술 등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서 표준 IPR를 시급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 ITU-T VCEG나 MPEG 표준화에 대한 국내표준화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참여기관과 협력·경쟁을 통해 표준화를 계속 추진
- 현재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가고 있는 일본 NHK와 유럽의 국제협력 연구동향이나
SMPTE를 통한 표준화 시도, 관련 기술개발 동향을 주시하고 필요시 국제표준화를 위해 협력 연
대를 모색
* IPR 확보 가능 분야 UHD 비디오 부복호화 기술

다채널 오디오 부복호화 기술

- UHD 오디오 압축 및
복원

- 다중화·역다중화
- EPG를 위한 서비스
정보 표현

- 다중화·역다중화
- 전송 프로토콜

- SAOC(Spatial Audio Object Coding), USAC(Unified Speech & Audio Coding) 등과 같
은 MPEG 오디오 부호화 표준화에서 국내기관이 주도적으로 표준화 이슈를 발휘하고 활동을 주
도하고 있으므로, UHDTV와 같은 차세대 TV 환경의 멀티채널 부복호화 기술도 기술개발을 주
도해 IPR를 선점한다면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또한 국내표준화를 먼저 추진
해 응용 분야와 가시적인 시장을 제시할 수 있다면 국제표준화에서도 주도권 확보 가능
- 디지털방송을 선도하고 관련 핵심모듈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기술을 바탕으로 핵심·표준 기
술을 선점하고 UHDTV 시장을 먼저 개척해 나간다면 보다 많은 IPR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 따라서 핵심기술 개발, 국내표준화, 국제표준화, 상용화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다채널 오디오 부복호화의 핵심기술인 심리 음향모델 기반의 오디오 부호화 기술에 대한 핵심
IPR의 특허권은 점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응용하고 채널 간의 중복(redundancy)
을 줄이는 기술이나 고해상도 오디오 신호에 적합한 부복호화 기술에 대한 핵심 IPR를 확보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표준화가 초기 단계이므로 국제표준화와 국내표준화를 병행 추진
- 국내 기술개발 수준은 미미하므로 국제·국내 표준화 추진과 동시에 적극적인 기술개발
- IPTV 전송, DCATV 전송, DB 저장장치의 시스템 구조 및 형식, 파일 포맷에 대한 표준 IPR를
확보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표준화가 초기 단계이므로 국제와 국내 표준화를 병행 추진
- 국내 기술개발 수준은 설계 단계로 국제 기술개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므로 국제·국내 표준화
추진과 동시에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필요
- IP 기반의 대용량 전송 포맷 및 QoS 등에 대한 표준 IPR 확보
* IPR 확보 가능 분야 전송 프로토콜

DCATV 기반 UHD 콘텐츠
송수신 기술

2
편

3
편

* IPR 확보 가능 분야 UHDTV 시스템 기술
IPTV 기반 UHD 콘텐츠
전송 시스템 기술

편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IPR 확보 가능 분야 다채널 오디오 부복호화 기술
DCATV·위성·지상파 기
반 UHDTV 시스템 기술

1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DVB-C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추진 중이며, 2011년쯤에 표준화가 제정될 것으로 예상.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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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 변복조
- 채널 부복호화
- 전송 프로토콜

세부 전략(안)
SCTE에서도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국내에서는 차세대방송포럼을 중심으로 표준화 필요
성과 항목이 정의되고 있음. 표준화가 초기 단계이므로 국제·국내 표준화를 병행 추진
- 케이블 기반의 대용량 전송기술의 국제 개발 수준은 프로토타입을 통한 시연이 가능한 수준. 국
내 기술개발 수준은 설계 단계로 국제 기술개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므로 국제·국내 표준화 추
진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야 함
-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1024QAM 변복조 기술, 채널 부호화 기
술, 등화기술 등의 요소기술에 대한 표준 IPR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IPR 확보 가능 분야 변복조 기술, 채널 코딩

Ⅳ_ 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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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특
집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IPTV 구조

- ITU-T IPTV GSI에서 유선 IPTV 분야에 대한 구조 표준은 거의 정립되었으나, 유무선 연동에
대한 부분은 정립되고 있는 수준이므로,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
-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대한 규격은 세부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IPR를 특
화시켜 중점 추진하면 국제 선도가 가능
- ITU-T IPTV GSI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므로 SG13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국내 BcN 기술
및 유무선 연동망 기술을 차별화해 기술표준에 추가 반영하며, 와이브로(WiBro) 및 IMT어드밴스
트(IMT-Advanced)의 4G 무선망과 연동을 위한 기술이 있는 사업자, 제조사, 솔루션사의 공동
협력 대응을 통해 국제표준 선도 전략을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IMS 기반 IPTV 구조 기술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IPTV 서비스 시나리오

- ITU-T, DVB, ATIS 등 많은 표준에 사용 사례(Use Case)로 적립되어 있는 수준이나, 국내에서
는 사업자의 사업모델에 국한되어 있음. TTA PG219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를 수용
하면서 유무선 연동 서비스 시나리오로 발전될 수 있는 모델을 정립해 표준안을 구축하고, IPTV
서비스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기술에 대한 핵심 IPR 확보가 미비한 생태이므로 기존 IPR와 중첩
되지 않는 유무선 융합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발굴
- 유무선이 떨어져 있는 국내 환경을 통합하고, 향후 IMS 기반이 통합 플랫폼 인프라 구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국내 인프라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자리잡도록 정부, 산학연이 함께 공동협의체
를 구성하며, 개인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유무선 연동 서비스 및 웹 기반의 멀티디바이스
서비스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1
편

2
편

3
편

4
편

5
편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부분선도)(Ver.2009)

모바일 IPTV 구조

- 모바일(Mobile) IPTV 기술표준 중 3GPP의 MBMS와 IEEE 802.16의 MBS 표준기구 활동에 집
중해 표준화를 주도하고 OMA, 3GPP2 등 관련 기구에 확대 및 반영
- PG219, PG301, PG302, PG303와 협조해 국제표준 규격이 원활히 국내에 반영되도록 하며,
IETF, ITU, TISPAN 등에서 발전한 유선 IPTV 표준이 무선망, 이동망에서도 호환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협의체, 전담기구 등을 운영, 유무선 표준이 상호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함
- 최근 노텔, 화웨이, NEC 등 전통적인 유선 장비업체들의 무선 인프라 기술 및 구조 표준화 참여
활동이 두드러지고, 국제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국내 인프라 장비시장은 아직까지
기술력이 약하고 유선 IPTV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모바일 IPTV 인프라 장비기술 및 구조
표준 전문가 확보가 시급
- 3GPP, 3GPP2, IEEE, 와이맥스포럼(WiMAX Forum) 등 사실표준화기관의 표준이 빠르게 발전
하고 시장 영향력도 커지고 있으므로, 이들 사실표준기관의 표준 영향력 확보에 주력
- 대기업에 비해 재정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의 국제표준 참여가 어려워 정부 차원의 단체 가입비
지원, 표준 전문가 여행경비 지원 확대 등이 요구됨.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와이맥스포럼,
3GPP 의장단을 배출하는 등 표준 개발 기여도가 두드러짐
* IPR 확보 가능 분야 모바일 IPTV 구조 관련 기술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부분선도)(Ver.2009)

모바일 IPTV 서비스
시나리오

- OMA, TISPAN, ITU 등 유선 IPTV 분야에서 서비스 표준은 발달해 있으나, 무선 분야에서는 이
들의 서비스 개념을 무선 표준에 도입하는 것 외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특화된 모바일 IPTV 서
비스 표준은 잘 정립되어 있지 못함. 국내 서비스 표준을 먼저 정립해 나가면 국제 서비스 표준
모델로 참고될 수 있음
- 모바일 IPTV 서비스 기술 발전 단계별로 적절한 시기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화
로드맵과 제도 개선 로드맵을 동시적으로 가동함으로써 기술발전이 제도의 벽에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제적으로도 모바일 IPTV 서비스는 아직 개념 정립 단계이므로 국내 산업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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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전략(안)
이동 서비스에 특화된 IPR를 확보해 실용화해 나간다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음
- 국내 모바일 IPTV 서비스 개념 및 표준 발전을 위해 정부 주도의 각종 시범사업 등을 통해 기업
들의 컨소시엄 참여를 유도하고, 신종 서비스 아이디어 및 서비스 표준 개발을 유도해야 하며,
IMT-Advanced 등 차세대 4G 망의 대표적인 킬러 서비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협력을 강화
* IPR 확보 가능 분야 이동성 지원 기술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IPTV용 미들웨어 기술

- 지상파 데이터방송 표준을 기반으로 IPTV에 맞게 확장한 ACAP-J 기반 IPTV 미들웨어 표준화
를 추진했으며, 향후 웹 기반의 IPTV 미들웨어 표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ITU-T IPTV-GSI
를 통해 ITU-T 내의 관련 스터디그룹과 협력을 강화하고, IPTV-GSI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다
양한 모바일 환경에서도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바일 IPTV 미들웨어 표준을 정의 및 개발
(Q13/SG16, Q4/SG9)
-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를 이용한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유무선 융합, 통방
융합형 미들웨어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
- 해외에서 모바일TV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고, 유료방송 등 리턴 채널(Return Channel)을 이용
한 다양한 수익모델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T-DMB를 포함한 다양한 모바일TV 환경에 최적화된
유무선·통방 융합형 미들웨어 표준화를 적극 추진
- 모바일 IPTV는 유무선, 방통 융합 서비스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표준화 추진은
IPTV, DMB, 디지털TV, 홈네트워크 등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어서 융합형 미들웨어 표준화 추진
이 어렵게 되어 있음. 따라서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학연 표준 전문가들이 모여 유비
쿼터스 서비스를 위한 융합형 IPTV 미들웨어에 대한 긴밀한 협의 및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는
표준화 인프라 구축이 필요
- ITU-T WG6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들이 프레젠테이션 엔진(Presentation Engine), 스케일러
블 프레젠테이션(Scalable Presentation), 포괄적 서비스 내비게이션 시스템(Generic Service
Navigation System) 구조, 지상파 재전송 관련 기술, EPG 서비스 방법 등의 분야에서 많은 제
안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IMT-Advanced 등 차세대 4G 망이 국제
표준 규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CJK 등 아시아권 산업체들과 긴밀한 이해 및 협력관계를 구축
* IPR 확보 가능 분야 IPTV용 웹에서 비디오 표현기술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스케일러블 코딩
(Scalable Coding)

- SVC 코덱에 대한 표준은 MPEG/JVT에서 2007년 완료되었으나, 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 유무선 통합 IPTV에서 동시에 유선과 무선으로 서비스하기 위
해 SVC 사용을 위한 표준이 필요함. 현재 IETF avt WG에서는 SVC 전송과 관련해 페이로드
(Payload) 포맷과 RTSP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모바일 IPTV 표준에서 먼저 수용한다면 MPEG/JVT에서 활용성이 높아짐. 상용화가 시작
되지 않았으나 국내 대학에서 SVC 스트리밍에 대한 데모는 여러 차례 하여 국내 무선인터넷을
통한 실제적인 테스트로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
- 국내 무선인터넷망 운용기관에서 전송품질 측정 결과를 제공해 효율적인 전송 방법 표준화에 도
움을 주는 것이 필요. SVC 코덱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원천기술의 IPR를 선점하기 어
려우나,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기술 및 CLO(Cross-Layer Optimization)을 이용한
QoS(Quality of Service) 기술에 대한 IPR 확보가 필요
- 두 전문가 집단의 협력체계를 확립해 융합기술인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에서 연구 인프라를 구
축해야 하며, 국제표준 선도 전략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스케일러블 코덱 기술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국제표준 수용/적용(협력/경쟁)(Ver.2009)

인핸스드(Enhanced)
EPG 및 메타데이터
(Metadata)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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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핸스드 EPG 및 메타데이터는 DVB TV 애니타임(Anytime)을 기반으로 삼아 확장하는 형태로
국제표준화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국내표준도 이에 발맞추어 국내 환경에 알맞게 확장한 표준 개
발과 웹 기반 메타데이터 클라이언트에 대한 표준화 대응이 필요
- 오픈 인터넷(Open Internet)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검색·선택 및 EPG 기술은 이제 표준화 시
작 단계이므로 이에 집중해 국제표준을 선도해야 함
- 국내 IPTV 서비스가 현재 업체별 다른 솔루션으로 준비되고 있으므로 표준화를 조기 추진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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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의 성숙한 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EPG나 웹 2.0
기술에 기반한 표준화 추진
- 오픈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EPG 기술을 조기 표준화 및 상용화를 통해 국제표준을 선도해야 하
며, 기존 EPG 기술과 비교해 서비스 및 인터넷 검색 기능, 웹 2.0 기반 서비스 등은 아직 IPR 장
벽이 낮으므로 이를 활용한 IPR를 확보
- 서비스 및 인터넷 검색기술, 웹 2.0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EPG 서비스의 국제표준화 주
도가 가능하며, 오픈 인터넷상의 개방형 IPTV 서비스 분야의 표준화도 주도할 수 있을 것을 판
단됨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IPTV 보안기술

- 국내외 표준의 진행 현황 중 공통적인 특성을 고려하자면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형태의 보안기술표준화를 중점 추진하도록 함. 또한 관련 기술들은 해당 국제표준단체인 ATIS,
ATSC, DVB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제표준 활동을 병행(ATIS IIF/ISSI, DVB CM-CAN,
ATSC TSG-S4 등)
- 현재 ATIS IIF/ISSI, DVB CM-CAN, ATSC TSG-S4 내에서도 상호호환 보안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었거나 시작되고 있으며, 향후 상용화를 위한 보다 상세한 기능규격이 마련될 것
으로 예상됨. 따라서 다양한 방송보안 기술들의 상호호환을 위한 IPTV 보안 플랫폼 구조 표준화
(Open Framework)를 추진하면서 국내 IPTV 서비스 사업자와 긴밀한 협력과 국제표준 동향을
참고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서비스 사업자, 망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가입자 간 IPTV 서비스
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안 프레임워크 및 기능 구조를 설계해 국내외 기술표준을 도출
하도록 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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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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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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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IPTV QoS/QoE
제어기술

- ITU-T의 IPTV FG을 포함한 ATIS, DSL포럼, TM포럼, ETSI 등에서는 주로 IPTV의 품질 지표
및 측정 기법에 관한 표준화가 진행되어 왔음
- IPTV의 품질 지표 및 측정에 관한 기존 표준화를 기반으로 품질 측정 및 평가를 위한 IPTV 서비
스 통신망 모델 정립이 필요
- 기존 품질 측정 관련 표준화가 주로 능동적 측정(Active Measurement) 방식에 집중해 왔기 때
문에, 향후 수동적 측정(Passive Measurement) 방식에 대한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며, 품질 측
정 기반의 품질제어 표준안 마련이 요구됨
- 인터넷 이용자들의 서비스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서비스 규약인 IPTV의
SLA(Service Level Agreement) 기반의 서비스 품질 측정 및 제어에 대한 표준안과 IPTV 사
업자망 연동 구간의 서비스 품질 측정 및 제어에 대한 표준안 필요
- 관련 기술들을 해당 국제표준단체인 ITU-T, ATIS, DSL포럼, TM포럼, ETSI뿐만 아니라, IETF
와 같은 IP 프로토콜 중심의 국제표준단체 활동도 병행
-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QoS 제어 기법은 베스트 에퍼트(best effort), 퍼클래스(perclass) QoS(IETF의 diffServ), 퍼플로(per-flow) QoS(IETF의 intServ와 RSVP) 제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무선에서는 IEEE 802.11e에서 per-class QoS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IEEE
802.16의 UGS(Unsolicited Guaranteed Service)와 rt-PS가 per-flow QoS에 해당함. 이러
한 QoS 제어기술을 IPTV 유무선 연동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
- ITU-T, ATIS, DSL포럼, TM포럼, ETSI뿐만 아니라 IETF 등과 같은 IPTV 관련 표준화의 진행을
파악하며, 국내 BcN에 필요한 품질 측정 및 제어기술들을 선별하고 차별화 기술을 마련해 표준
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QoS 제어 기법은 IETF avt WG과 IEEE 비디오 MAC,
3GPP enhanced MBMS 등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국내의 멀티미디어와 이동통신 기술을 융
합하면 국제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모바일 QoS 표준화에서 핸드오버, 이동성(mobility)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표준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국제표준화에 기여가 가능. 또한
IPv6망에서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QoS 지원 방법을 이용한 모바일 IPTV 기술에 대해서
국제표준화 기여가 가능
* IPR 확보 가능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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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 차세대 RFID
1. 중점 표준화항목별 중기(3개년) 표준화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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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RFID 태그 기술

- 태 그 SAL(Smart
Active Label) 기술
표준
- 태그 인코딩 기술표준
- RFID 태그 메모리 관
리 프로토콜 표준

특
집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태그 SAL(Smart Active Label) 기술표준 : 센서 태그 파라미터, 센서 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운
용과 관련한 국내 기술개발 결과물의 국제표준에 (ISO/IEC 18000-6 REV 1 및 ISO/IEC
24753) 반영
- 태그 인코딩 기술표준 : 태그 SAL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방식의 태그 인코딩 기술은 조속한 기
술개발 필요
- RFID 태그 메모리 관리 프로토콜 표준 : 환경정보를 센싱하는 센서가 추가된 센서 태그의 경우,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센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메모리에 저장하고 읽어내는 방법
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태그 인코딩 기술, 센서 태그 기술

RFID 리더 기술
- 리더 간 충돌회피 및
간섭방지 기술
-에어 인터페이스
(Air-interface) 기술
- 태그 응답 시 간섭회
피 기술
- 센서 태그 리더 프로
토콜 기술표준
RFID 미들웨어 기술

- 리더 인터페이스 기술
- 데이터 이벤트 처리기술
- RFID 응용 인터페이스
기술
- RFID 응용 및 서비스
연동기술
RFID 보안기술
- 보안 암호기술
- 수동형 RFID 보안 프로
토콜
- 보안키 관리기술
- 미들웨어 보안기술 표
준
- 능동형 RFID 보안 프로
토콜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1
편

2
편

3

- 현재 주요 국제표준의 국내 수용 단계에 있으나, 차후 RFID 태그에 대한 센서 기능의 추가, 모
바일 RFID 서비스의 개시 등을 감안할 때 에어 인터페이스 기술이 확장,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IPR 확보와 세계표준의 선도가 가능할 것임
- 에어 인터페이스 기술 확장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센서 태그 및 배터리 지원 기술에 대한 IPR 및
기술경쟁력을 일부 확보한 단계이며, 향후 산학연 간의 긴밀한 기술개발 노력으로 원천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국제표준화 선도가 가능할 것임
- 리더 다중 전력모드 기술의 경우, 현재는 최대 전력만 정의되어 있는 상태임. 모바일 RFID 서비
스가 활성화될 경우 다중 전력모드에 대한 표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모바일
RFID에 대한 우위를 감안할 때 IPR 확보와 세계표준의 선도가 가능할 것임

4

* IPR 확보 가능 분야

5

모바일 RFID, 간섭·충돌 방지, 무선접속 프로토콜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ISO/IEC 24791(SSI: System Software Infrastructure) 표준안은 리더 인터페이스 및 데이
터 이벤트 처리에 대한 표준화를 포함하므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표준화와 연계된 기술개발
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제시장 진출 및 기술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는 RFID 미들웨어 기술에 대해 이미 제정되어 있
는 국제 산업규격들과 호환할 수 있는 국내표준화 추진이 바람직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특정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국소적인 소프트웨어 기술보다는 다양한 응용 서
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독립적인 공통 요소기술에 대한 표준화 추진이 바람직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리더 구성 설정, 이기종 리더 제어, RFID 데이터 처리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ISO/IEC JTC 1/SC 31 산하에서 활동 중인 RFID 표준화그룹에서도 2008년 7월에 ISO/IEC
JTC1 SC31에 파일관리 및 보안기술의 신규 작업화 추진을 위한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그 투
표 결과에 따라 RFID 보안기술의 표준화가 진행될 예정임
- RFID 보안기술은 단일 기술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적인 RFID 상용화 시스템을 고려
해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기술로서 표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제표준화 활동에서는 ISO/IEC JTC 1/SC 31 산하의 RFID 표준화그룹, ITU-T SG17 산하의
보안기술 표준화그룹, AIM 글로벌 산하의 REG 표준화그룹 등에서 표준화 활동을 전개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보안 프로토콜, 키관리 기술, 모바일 RFID 보안

모바일 RFID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 모바일 RFID 서비스 네트
워크와 EPC 네트워크 연
동 표준
- 모바일 RFID 서비스를 위
한 응용 식별자(AFI) 표준

- 모바일 RFID 기술과 관련된 표준화 활동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임
- 국내표준은 이미 완성 단계에 있으며, 시범 서비스 결과를 반영한 표준의 제·개정 및 부가 서
비스를 위한 신규 표준의 개발에 주력해야 함
- 무선접속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ISO/IEC JTC 1/SC 31/WG6에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선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 제정된 국내표준을 바탕으로 국내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 및 사업 추진이 활발히 진행 중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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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개발
- 모바일 RFID 사용자 프라
이버시 보호 프로토콜
- 모바일 RFID 인증 및 데이
터 보호 프로토콜
- 모바일 RFID 무선접속 기술표준
- 모바일 AIDC 서비스 구조
- 모바일 AIDC 서비스 브로커
- 모바일 AIDC 응용 프로그
래밍 인터페이스
- 모 바 일 RFID 인 터 러 게 이 터
(Interrogator) 디바이스 프로토콜
- 모바일 AIDC UII 식별코드
구조 및 인코딩
- 모바일 AIDC 응용 데이터
구조 및 인코딩 표준

로, 국제표준화에서 관련 결과물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모바일 RFID 에어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및 관련 정합성 규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국내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ISO/IEC JTC1/SC31에 국제표준 선도 추진
- 다중코드 해석 등과 같이 ITU-T에서 진행 중인 국제표준화 활동은 일본과의 경쟁 및 협력을 통
해 지속적인 주도권 확보가 중요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능동 RTLS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다중코드 해석기술, 코드체계 설계기술 등

- 능동 RFID RTLS 기술은 ISO/IEC JTC 1/SC 31/WG5에서 2006년 DSSS 방식에 대해서
ISO/IEC 24730-2로 표준화를 완료하였음. 이외에도 현재 CSS 방식에 기반하고 있는 ISO/IEC
24730-5가 2009년 안으로 CD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UWB 기술에 기반한 RTLS 표
준화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현 ISO/IEC 24730-2 표준의 태그·리더 간 최적의 변복조 방식 및 전송 프레임 구조 등의 설
- RTLS 통신 프로토콜 기술
계를 통해 IPR 및 표준화 선점이 시급함
- RTLS 태그·리더 인터페 - RTLS 단말은 ISO 국제표준에 준해 개발되어야 하지만, 기술 종속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 표
이스 기술
준보다 우수한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함
- RTLS 리더 간 시각동기 - 최근 ETRI는 ISO JTC1/SC31/WG5 표준화 회의에 참여해 RTLS 표준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
기술
고, 상기 내용에 기반을 둔 표준화를 ISO/IEC 24730-2 개정(revision) 형태로 진행 중이며, 동
시에 관련 IPR를 확보하고 있어 산학연 간의 긴밀한 기술개발 및 협조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
가 가능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RTLS 통신 프로토콜 기술, RTLS 에어 인터페이스 기술, RTLS 리더 간 시
각동기 기술
RFID 디렉터리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RFID 디렉터리 기술은 표준화 태동기에 EPCglobal 등 사실표준화기구에 비해 국내표준 추진이
다소 느렸지만, 현재는 표준 및 기술 개발 수준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추진 중
- 객체 검색 서비스(ODS) 표준
ISO, ITU-T 등 규범 표준화기구에 국내표준을 기반으로 국제표준안을 제안하는 등 국제표준 또
- 객체 정보 시스템 기술표준
한 선도하는 입장에 있음
- 다중코드 해석기술
- RFID 정보 시스템은 다양한 산업의 객체정보로 인해 입출력 인터페이스 및 객체정보 저장 방법
- OID 해상도(resolution) 프
등에 관해서 표준이 진행 중이며, 이는 산업별·기관별 개별 기술규격으로 접근 필요
로토콜
* IPR 확보 가능 분야 다중코드 해석 분야
RFID 응용·적용 기술
- RFID 응용 서비스 구축 가
이드라인
- RFID 응용 서비스 기능 요
구사항 프로파일
- RFID 응용 식별코드 체계
- 모바일 RFID 서비스 기반
의 센서 태그 응용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 홀로그램 ID 기술표준
- RFID 코드체계 식별을 위
한 OID 할당관리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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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RFID 응용기술 관련 표준화 활동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에 참여해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상
황임
- 그러나 센서 태그 기반의 응용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 및 홀로그램 ID와 같은 부분은 국제표준단
체의 활동이 미약하거나, 국내 전문가에 의한 국제표준 활동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
- RFID 응용 관련 국내표준은 이미 완성 단계에 있거나 개정 중에 있으며, 시범 서비스 결과를 반
영한 표준의 제·개정 및 부가 서비스를 위한 신규 표준 개발에 주력해야 함
- RFID 응용 부분은 관련 시범사업 및 기술개발 경험과 국내표준을 바탕으로 ITU-T 및
ISO/IEC JTC1/SC31에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는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방안이 요구됨
- 센서 태그 응용 서비스 요구사항 및 홀로그램 ID 부분은 관련 국내 기술개발 및 국내표준의 제
정이 시급
* IPR 확보 가능 분야

코드체계 설계기술, 센서 태그 및 홀로그램 ID 부분

기술표준화 추진 동향 | 제 3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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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응용기술
- USN 소프트웨어에 대한 SDP 수용 표준화
- u시티(u-City) 서비스 인프라 관리 시스
템 기술표준화
-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서비스 검색
을 위한 명세 및 방법 표준화
- USN 서비스 표현 언어 표준화
- USN 서비스 구조·참조모델 표준화
- USN 응용 서비스 및 기능 요구사항 표준화

USN 미들웨어 인터페이스 기술

- USN 미들웨어 참조모델
- 센서 네트워크 공통 인터페이스
규격
- USN 미들웨어 개방형 응용 인터
페이스
- 콘 텍 스 트 브 로 커 (Context
Broker) API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정부 및 산하 단체를 중심으로 시범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응용기술은 개발되었으며,
OGC와 같은 단체를 중심으로 센서 네트워크에 관련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의
USN포럼, TTA 등 국내표준화단체의 산학연 공동 표준화 협력 방안 강화
- 관련 기술의 IPR 확보와 국내표준안에 대한 ITU-T, ISO/IEC JTC1 등의 국제표준화
제안 및 표준화 주도권 확보

* IPR 확보 가능 분야 USN 디렉터리 서비스, USN 인프라 관리 시스템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
(Ver.2009)
- USN 미들웨어 인터페이스 기술은 일부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OGC SWE 규격)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TTA를 중심으로 국내표준화를 진행해 ITU-T에 신규
표준화 아이템으로 제안함
- OGC 표준의 목적은 웹을 통해 센서 정보를 편리하게 액세스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나라가 제안한‘USN 미들웨어 인터페이스 표준’
에 비해 초보적인 수준임
- 따라서 국내표준을 USN 시범사업과 u시티 사업에 적용·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
한 국제표준 규격을 OGC 및 ITU-T에 제안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음
- 구글(Google)과 같은 개방형(open) API 형태의 국제표준 규격을 제안하고, 이를 구
현한 USN 미들웨어를 오픈 소스(Open Source)화해 전세계에 공개·보급함으로
써 국제표준화 선도 및 표준특허 확보
* IPR 확보 가능 분야

USN 메타데이터 관리 기술

- USN 메타데이터 모델
- USN 메타데이터 디렉터리 서비스
- u시티 서비스 관리용 메타데이터
표준

센서 네트워크 공통 인터페이스, 콘텍스트 브로커 API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국내표준을 USN 시범사업과 u시티 사업에 적용·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국제
표준 규격을 OGC 및 ITU-T에 제안하는 추진 전략이 필요
- 또한 국내표준을 확산 보급하기 위해서 미들웨어뿐만 아니라 센서노드, USN 네트워
크, USN 응용에도 공통 활용될 수 있도록 확장·개선하는 작업이 필요
- 확장·개선한 국내표준 규격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동시에 이를 Open API 형태로
구현한 USN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국내외에 공개·보급함으로써 국제표준화 선도
및 표준특허 확보
* IPR 확보 가능 분야 메타데이터 디렉터리 서비스, u시티 서비스용 메타데이터

센서 네트워크 관리 및 식별 기술

- 센서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 표준
- 센서 네트워크 관리 정보체계 표준
- USN 식별코드 체계 표준
- USN 식별 등록 및 관리체계 표준
- u센서 노드의 위치 표현을 위한 위
치정보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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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센서노드의 위치 표현을 위한 위치정보 코드
- 센서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은 센서 네트워크에 환경에 적합한 경량의 관리 프로토
콜이 정립되어야 하며, 특히 TCP/IP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지그비(Zigbee) 등에서도
적용 가능한 표준을 개발해 국내표준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제표준화도 병행 추진
- USN 식별코드 체계는 USN 응용 서비스별 요구사항, 애플리케이션, 센서 네트워크 간 연
동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표준안을 도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표준안 확
정이 필요하며, 코드체계가 센서노드, 센서 네트워크, USN 시스템 등에서 적용되기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 개발 필요
- u센서노드 위치 표현을 위한 정보코드는 국내표준화가 완료 단계에 있으므로, 위치코
드의 활용을 위한 위치코드 해석 시스템, 체계에 대한 표준화 마련 필요
- USN 식별코드 체계 및 u센서노드 위치 표현을 위한 정보코드는 TTA 표준화가 완료
단계에 있으며, 센서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 센서 네트워크 관리 정보체계, USN 식
별코드 등록 및 관리체계 등은 TTA 및 포럼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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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특
집

화도 병행해 추진한다면 표준 선도 가능
* IPR 확보 가능 분야 USN 관리 시스템, USN 코드체계 생성 방법
센서 네트워크 라우팅·이동성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센서 네트워크 라우팅 기술은 많은 USN 응용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이며, 표준
특허로 추진할 경우 그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센서 네트워크 라우팅 요구사항 및
프로토콜 표준
- 센서 네트워크 이동성 요구사항 및
프로토콜 표준

- 센서 네트워크 라우팅 기술이 기술력이 높은 해외 기술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립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학연관 연계를 통해 기술개
발과 동시에 표준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
- 센서 네트워크의 이동성 지원은 헬스케어 등 응용별로 다른 요구사항을 가지므로,
상 응용에서 요구하는 이동성 지원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기술개발과
시에 표준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
- 센서 네트워크의 이동성 지원 기술은 시장과 표준화에 있어 모두 초기 단계이므로
내외 협력을 통한 국제표준화 추진으로 국내 기술의 IPR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한 국내 요구사항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센서 네트워킹 기술
- IP 기반 센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탐색 표준
- 센서 네트워크 IP 액세스망 연동
표준
- 저전력 IPv4 구현 가이드라인 표준
- 저전력 IPv6 구현 가이드라인 표준
- 저전력 TCP/UDP 구현 가이드라
인 표준
- 저전력 ARP 구현 가이드라인 표준
- 센서 네트워크 단축 주소할당 표준
- 센서 네트워크 부트스트래핑 표준
- 센서 네트워크 IPv4 주소할당 표준

- 900MHz 대역 PHY 표준
- 900MHz 대역 MAC 표준

- 센서노드 하드웨어 구조
- 센서노드용 표준 HAL
- 센서노드 플랫폼 표준

멀티홉 라우팅 기술, 이동성 지원 기술

- 전반적으로 센서 네트워킹은 국내에서 선행 표준을 통해 국내 인프라를 바탕으로 먼
저 기술개발과 국내표준화를 완성할 경우, 해외표준화 진행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므로 국내 기술개발과 동시에 정부 차원의 인프라 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
외 동시 표준화 추진이 필요
- 현재 국내 강점 분야인 프로토콜 초소형화는 오픈소스의 특성이 있는 분야이지만, 이
에 대한 표준화 선점은 액세스망 연동과 게이트웨이 탐색과 같이 IPR 확보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표준화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국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ISO/IEC JTC1 SC6와 같은 국제표준화기구를 활용해
전통적 우군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한중일 협력으로 범아시아권 협력 표준을 바탕으
로 비우방 서방 선진국의 시장 및 표준화 선점에 대응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
부트스트래핑, 게이트웨이 탐색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2.4 GHz 대역의 주파수만으로는 실외 서비스 등 USN을 이용한 다양한 u시티 서비
스 확장에 어려움이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900MHz 대역 혹은 새로운 주파수 대
역의 USN 주파수 활용 방안 및 이와 관련한 MAC/PHY 표준에 대한 검토 필요
- 일본, IEEE 802.15 등의 표준화 동향을 사례로 TTA와 산학연 협력기구를 통한 USN
MAC/PHY 국가표준안 및 표준 적용지침 개발, 국제표준 대응 기반 조성, 표준 보급
확립을 통한 USN 관련 서비스 보급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부문(ITU-R) SG1의 WPIC에 표준화 문서(Document) 기고
및 권고안으로 채택 활동 본격화 진행
* IPR 확보 가능 분야

센서노드 플랫폼 및 HAL 기술표준

국
또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IPR 확보 가능 분야
900MHz 대역 센서 네트워크
PHY/MAC 표준

대
동

900MHz 대역 PHY 기술, 전력소비 절감 MAC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한국표준협회, 정보통신기술협회, 각종 포럼 등 표준화 관련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 통
합·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USN 기술 및 응용 분야별 체계적 표준화 추진체계 정비
- 센서 인터페이스 부분은 센서 태그 인터페이스에서는 국외와 대등한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었으나, 나머지 부분의 경쟁력은 부족한 실정으로 기술요소별 체계적 표준화 대
응책 마련이 시급
* IPR 확보 가능 분야

각종 하드웨어 구현 기술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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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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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 텔레컨버전스
1. 중점 표준화항목별 중기(3개년) 표준화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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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차량 간 통신

특
집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차량 간 통신의 주요 표준화 항목인 WAVE는 IEEE 802.11p에서 거의 표준화가 완료된 상태로
서, 국내에서 개발하는 차량 간 통신기술은 WAVE를 근간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음
-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해서 기존 규격보다 월등한 성능 향상을 보여줌으로써 PAR(Project
- V2V 모뎀·RF 규격
Authorization Request)로서 제안되고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
- 분산제어 실시간 MAC 규격
- 차량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차량 간 차량 내부정보의 교환이 필요하며, 충돌방지를 위한 제
- V2V 멀티홉 라우팅 프로
어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IVN 인터페이스 표준화 진행과 협업을 통해 추진
토콜
- 법 제도나 서비스 활성화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관 부처와 공동 방안 수립
* IPR 확보 가능 분야 V2V의 PHY/MAC 기술
차량 인프라 간 통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1
편

2
편

3

- 국내 이동통신 기술의 우위로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평가되며, 차량과 인프라 간
에 신규 서비스 및 기술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어서 다양한 통신 방식과 요구사항을 충족시
킬 수 있도록 저네릭 프레임워크(Generic Framework)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전송 프로토콜, 애드혹 멀티홉 라우팅, 데이터 시큐리티, V2V 연계, 주파수, GNSS 적용 등 표
준화 추진 시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ISO TC204 CALM 및 국내표준화를 주도

4

- u시티(u-City) 연구개발 경험 및 텔레매틱스·ITS 서비스의 저변을 기반으로 u-City와 텔레매

편

편

틱스·ITS 기술 연동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 대두 및 공감대 형성(2008년)
- V2I 모뎀·RF 규격
- V2I 대용량 MAC 규격
- 고속 이동 핸드오버 규격
- 이종 통신망 지원 통합 단
말 규격

- ISO TC204에서 u-City TF 발족(2008년 4월) 및 워크 스코프(Work Scope)를 논의 중임. 아
키텍처, 응용기술 로드맵, 운영요소 등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므로, 국내 관련 산학연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
- 국내에서는 표준협회 주관 U교통위원회가 ISO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TTA PG310(텔

5
편

레매틱스·ITS), PG411(GIS) 등이 연관되며, IEEE 802.15.4 지그비(Zigbee)를 기반으로 도로
의 센서와 노변의 통신장치를 활용, 차량의 안전운행 지원 서비스를 TTA PG310을 통해 표준
화 추진
- 2008년부터 시작하는 국토해양부 스마트 하이웨이 사업의 핵심요소로 센서와 노변, 자동차
가 네트워킹되어 도로의 안전 및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확보하며, 스마트 하이웨이 및 국가
주도 융합사업은 자동차·IT 융합의 첨단 통신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주요 기반이므로, 향
후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R&D와 연계된 표준 개발에 국내 산업체의 적극적
인 참여 유도
* IPR 확보 가능 분야

IVN 액세스 인터페이스
- 차량 전장 SW 플랫폼 규격
- 고속 차내망(High speed
IVN)
- 노매딕 인터페이스
- IP 기반 차량 진단 규격
- 차량 액세스 프로토콜
- 차량 게이트웨이 규격
- 지능형 주행기록계 규격
- 차량정보 보안(Security)
규격
- 인프라 연계 차량제어(자
동 주차, 자율 주행) 규격
- 차량 내부 센서 데이터 교
환 프로토콜

V2I의 PHY/MAC, 멀티홉 라우팅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자동차·IT 융합 표준화는 시작 단계로 관련 산업계 및 표준화 협력체계를 통해 국제표준화 흐
름의 조기 파악 및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적극적 참여가 요구됨
- IVN 액세스 인터페이스는 차량정보 기반의 안전·편의·환경 서비스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차
내망과 액세스망의 연동 필요성에 의해 주목받고 있음
- 액세스망 중점 표준화(ISO TC204 WG16), IVN 진단 표준화(ISO TC22/SC3/WG1) 등 개별적
으로 진행되어 온 표준화 범위가 융합된 형태의 표준규격이 요구됨
- 2008년에 시작된 ISO TC204 WG17, ITU-T SG16 VGP에 뉴 워크 아이템(New Work Item)
을 성립시켜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
- IPR 확보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IVN 분야는 전장부품, OS, SW 플랫폼, 고신뢰성 데이터통신
등 관련 요소기술 분야별 핵심 특허 파악을 통해 IPR와 연계된 국제표준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자발적인 표준 개발을 유도함이 바람직
* IPR 확보 가능 분야

차량 게이트웨이, 노매딕 인터페이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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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특
집

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홈제어 표준모델

- 사용자 중심기기에 대한 연동, 제어, 정보관리, 시스템 통합관리, 홈오토메이션 및 기기를 제어하
는 다양한 서비스가 고려되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지능형 가전으
로 진행
- 세계표준단체와 연계해 통일된 표준제정이 시급하며, 이러한 표준안에 대한 수용, 협력, 경쟁이 필요
- u시티(u-City) 구축 및 u아파트(u-Apartment) 등 확장된 환경으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확장
된 환경, 네트워크, 서비스 도메인, 기기에 대한 연계 기술의 표준화 마련이 시급
* IPR 확보 가능 분야 홈제어를 위한 통합 연동기술, u-City 구현을 위한 외부망과의 연동기술,
기기 간 네트워크 연동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홈네트워크 연동
미들웨어 기술

- 통합 미들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미들웨어 표준을 추진하며, 적
응형 서비스 미들웨어 표준화와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인 OSGi의 다이내믹 로딩 기술, 각종 SW
번들 기술, 관리 에이전트(Management Agent) 기술 등을 수용한 서비스 전달(Delivery) 프레
임워크 기술표준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선도
- TTA, 임베디드SW산업협의회 등 홈네트워크 표준화 유관조직과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통합 미들웨어를 조기 개발 및 국내표준으로 먼저 정착시켜야 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레임워크

- u환경 인프라(infra) 기술의 표준화 중 통신 인프라 부문은 시장 환경에 적합한 표준안을 개발해
후행되는 해외시장 형성 시 해당 지역에 적합한 표준기술로 이행, 적용함으로써 해외경쟁력을 확
보하는 방향으로 추진
- u운용 인프라는 세계 대비 절대적으로 선행되는 u홈(u-Home) 시장을 보유한 국내 산업이 잠재
적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u홈 인프라 기반의 본질 가치 향상을 통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
출할 수 있는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표준화해 세계시장을 선도
- 유지보수의 편의성 확대는 보급 위주에서 운영 위주의 시장으로 이행될 u홈 시장의 미래를 고려
할 때,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기술로 선행 표준으로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 홈미디어 공유 및 연동 API 기술을 HANA 및 TTA를 통해 표준화하고, 이를 국제표준화로 추진
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환경을 재구성해 이음새 없는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적응·자율형 미들웨어 기술에 대한 표준화 추진이 요구됨
- TTA를 통해 유무선 연동 브리지 표준을 추진하며, DLNA와 와이미디어(WiMedia) 등에 인텔을
중심으로 표준화를 병행해 추진
- 이종 홈네트워크에서 미디어 공유가 가능하도록 미들웨어 수준에서 홈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방
법, 개인맞춤형 서비스 환경의 적응·자율형 미들웨어 관련 기술에 대한 IPR 확보 및 국내외 표
준화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상호연동, 적응·자율형 미들웨어, 장애처리 및 이종 유무선 연동기술, 미
디어 포맷 기술, 미디어·디바이스 동기화 기술, 홈네트워크 프레임워크 기
술 및 서비스 연동 API 기술, 이종망 P2P 연동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에너지 인지 홈네트워크
프레임워크

2
편

3
편

4
5
편

부
록

-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홈미디어
네트워킹 기술

편

편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u환경 인프라 기술

1

- 다수의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수요 예측 및 공급을 지역·단지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버 기술이 필요
- 홈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에너지 인식(Aware) 미들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상황(Context), 정책(Policy) 기반의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
-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와 특정 관리기기 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디바이스 인터페이
스의 표준 정립과 이를 만족할 수 있는 MAC 및 PHY 표준안 기술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저전력 에너지 인식 미들웨어 기술 기반 능동적인 지능형 서비스 제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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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술, 다수의 에너지 인식 u홈을 통합 관리하는 미들웨어 기술 분야, 저전력
에너지 인식 시스템이 구현하는 적응(Adaptive) 시스템 기술 분야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u보안 표준

- u홈 보안 분야는 u홈 서비스의 미성숙으로 아직 국내외적으로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미진한 상
태이므로, 국내와 국제 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함
- 기술위원회를 통한 u보안 기술에 대한 정확한 기술 예측 및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
개선 및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이 큰 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IPR 확보를 시도
* IPR 확보 가능 분야 디바이스 인증 기술, u홈 보안관제 기술, u서비스 접근제어 기술

Ⅲ_ 차세대 서버 컴퓨팅
1. 중점 표준화항목별 중기(3개년) 표준화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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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특
집

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9)

플랫폼 전력관리 표준

- ACPI 표준은 20여 개의 대형 하드웨어 업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표준규격의 채택 및 새로운 기술의
추가, 오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서버 플랫폼의 소비전력 절감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
황에서 국내에서도 ACPI포럼 표준화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개선된 국제표준 기술을 조기
에 확보하고, 국내의 고유 기술을 국제표준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 클러스터 시스템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전력 절감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며, 그린 그리드
(Green Grid) 등에서 클러스터 수준의 대규모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전력 절감 방안에 대한 기
술이 개발 중이지만, 초기 단계로서 국내에서도 적극 참여해 국제표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
편

2
편

* IPR 확보 가능 분야 운영체제(Linux) 및 소프트웨어 기반의 전력 절감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9)
저전력 PSU 표준

- 저전력 플랫폼을 위한 PSU에 대한 국내 기술 및 표준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SSI포럼 및 SMIF 표
준화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개선된 국제표준 기술을 조기에 확보 및 개발하고, 국내의
고유 기술을 국제표준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PSU의 전력 절감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서버 관리 기술

- 2006년부터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TTA 표준화위원회 산하 분산자원정보관리 프로젝트 그룹
을 통해 산학연 협력으로 분산 이기종 환경의 시스템 자원관리 영역에 대한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
-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수행 중인‘분산 이기종 서버 환경을 위한 공개 SW 기반 가상 인
프라 구현 기술 개발’과제를 통해 DMTF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프로파일 표준기술을 적
극 국내표준으로 도입 및 제정하고, 이를 리눅스를 비롯한 타 플랫폼과 융합기술 영역의 관리 프
로파일 표준화로 확대 추진
- DMTF에서 제정 중인 프로파일 표준의 범위를 차세대 서버 컴퓨팅 기술에서 요구되는 모든 시스
템 자원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국내표준의 개발 및 국제표준 기고로 발전시킴
* IPR 확보 가능 분야 리눅스 및 특정 관리 영역별 관리항목 프로파일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8)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9)

입출력장치 가상화 표준

- 입출력 가상화 기술 분야는 아직 개념의 정립 단계에 있고, 현재 새로운 표준규격 제정이 진행되
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PCI-SIG 표준화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표준 기술을 조
기에 확보하고, 국내의 고유 기술을 국제표준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입출력장치 가상화 기술

서버 가상화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9)
- 현재 국내에서는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자원 가상화 기술 및 가상화 엔진(Hypervisor)’
에
대한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됨
- VMWare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원과 가상화 층의 인터페이스 표준에 호환성을 가지는 기
술개발을 우선 추진
- 가상화가 적용된 시스템 자원을 대상으로 통합 시스템 자원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
템 관리 표준을 적용한 가상 인프라 관리 기술의 개발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특수 목적용 하이퍼바이저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9)

가상 인프라 관리 기술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수행 중인‘분산 이기종 서버 환경을 위한 공개 SW 기반 가상 인프라
구현 기술 개발’과제를 통해 가상 인프라 환경을 위한 관리 기술을 국내표준으로 적극 추진
- 또한 상기 과제를 통해 클러스터 시스템 자원 및 가상 시스템 자원에 대한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국제표준화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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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데이터 접근 및 통합
기술표준

- 2006년부터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TTA 표준화위원회 산하 그리드 프로젝트 그룹을 통해 산
학연 협력으로 데이터 그리드 환경의 데이터 접근 및 통합 기술표준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
-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수행 중인‘컴퓨터 연계 활용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TTA, OGF 등 국내 및 국제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추진
- 또한 OGF 데이터 영역(Data Area) 내 DAIS-WG 및 INFOD-WG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표준기술을 적극 국내표준으로 도입해 제정
- 위성 영상정보 혹은 센서 데이터와 같은 이기종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통합 프레임워크 제공 기
술은 현재까지 OGF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IPR 확보 및 표준화
를 선도할 수 있음
* IPR 확보 가능 분야 이질적 데이터 접근 및 통합을 위한 프레임워크

데이터 저장·관리 및 데이
터 아키텍처 기술표준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국내에서는 TTA 산하 그리드 프로젝트 그룹에서 그리드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는 데이터 저장 및 관리 기술과 관련된 표준화 진행은 전무한 실정이기 때
문에 OGF의 GSM-WG 및 OGSA-DMI-WG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준을 적극적으로 수용·적
용해 국내표준화를 진행
- 또한 데이터 아키텍처 표준개발을 위해 OGF DFDLI-WG 및 GFS-WG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
준을 적극적으로 수용·적용해 국내표준화를 진행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수행 중인‘컴퓨터 연계 활용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
을 TTA, OGF 등 국내 및 국제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데이터 그리드상의 데이터 관리 및 아키텍처 표준모델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9)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그리드 기술표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표준화 활동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리드 자원
을 활용하는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에 대한 표준을 초기에 기획함과 동시에 OGF, OCC(Open
Cloud Consortium) 등에서 소개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동향을 계속적으로 추적·분석하여
초기 표준화 활동에 적극 동참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해외 대형 벤더들 위
주의 기술개발이 각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 사용 인터페이스의 표준화를 진행할 경우
IPR 확보가 가능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그리드 인터페이스 모델, 자원 공유와 이동(migration) 및 스트리밍
(Streaming) 분야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9)

클라우드 플랫폼 인터페이스
표준

- 클라우드 플랫폼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은 국외에서도 표준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단계이기 때
문에 표준화 작업을 선도하고 있는 OGF나 OCC 등의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
- 국외에서는 이미 기술적으로 상용화 단계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기술적 분
석이 필요
- 클라우드 플랫폼 인터페이스에 대한 국내의 표준화 인프라 수준이 미흡하고, 국제표준화에 대한
기여도도 전무한 상태임.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국제표준화 동향을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수용,
클라우드 플랫폼상의 응용 개발에 힘쓰고, 이를 통한 IPR 확보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IPR 확보 가능 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표준 인터페이스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대규모 데이터 분산 병렬처
리 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면서 대규모 분산처리 파일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해
표준화 추진에 대한 요구사항이 커질 것으로 판단됨
- 국외에서는 기술개발이 상당히 진척되어 상용 서비스에 활용하며, 동시에 안정화 및 개선을 진행
하고 있음
- 대규모 데이터 처리 성능을 위해 업체 및 응용별로 독자적으로 병렬처리 기술을 개발해 나가며,
데이터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분산 병렬처리를 요구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
- 대규모 분산 병렬처리 파일 시스템에 대한 국외 표준화 수준이 미흡하지만, 기술개발 동향을 고
려하면 표준화 이슈가 곧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비해 국내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활동이 필요함. 이를 통해 IPR의 확보 및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IPR 확보 가능 분야 대규모 데이터 분산 병렬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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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8) → 국제표준 경쟁/협력(Ver.2009)

초소형 플랫폼

- 관련 부품 및 주변기기 산업의 전후방 산업 경쟁력과 연계되며, 기술표준은 제품의 수명주기와도 밀접
한 관계를 가지므로, MIPI 등 산업체 중심의 표준화단체 추진 방향에 대응해 국제표준 규격의 국내 제
품군에 조기 수용 및 적용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부분 협력 및 경쟁하는 전략으로 추진
- 인텔, 모토로라, TI 등 기술 선도 기업의 시장 과점에 따른 기술 종속성이 심화되어 선도 기업 중심의
선 개발, 후 표준 단계를 거쳤으나, 기술 종속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후발 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MIPI
등 표준화 추진 단체를 결성해 선 표준, 후 개발 단계를 거침. 현재는 이러한 표준화단체에 선도 기업
등이 참여해 공통 기술표준과 개발을 병행 추진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금까지 선 개발, 후 표준 단계를 거쳐 표준화와 기술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태에 있으므로, 향후
개발 표준의 산업체 적용 범위 확대와 아울러 개발과 표준을 병행 추진하는 단계를 거쳐, 표준 적용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추진
- CPU 관련 IPR는 경쟁력이 가장 취약하며, 이에 따른 기술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는 분야이므로, IT
SoC 분야의 IPR 확보 전략과 연계해 추진
- 주변장치들에 의한 시스템 구성 방법과 사용자의 이용 형태 중심으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
로, 효율적인 전력관리 및 응용 시스템 구조에 특화된 IPR 확보에 집중
* IPR 확보 가능 분야 응용에 특화된 차세대 퍼스널 컴퓨팅 플랫폼 구조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초소형 저절전 운영체제
커널 및 미들웨어 API

- MS와 팜OS, 심비안 등 특정 기업의 기술 종속성이 심화되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응용 서비스 및 콘텐츠 호환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 개방형 API 표준화 추진
전략이 필요
- ELC 컨소시엄 등에서는 SW 플랫폼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등 선 표준화 단계를 거쳐 기술 검증 및 적
용 범위 확대를 위한 표준화와 기술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동시 표준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하드웨
어 플랫폼의 기능 다양화 추세에 대응해 향후에는 선 개발, 후 표준화 단계를 거쳐 표준 개정 등의 과
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기술개발과 표준을 동시에 추진하는 단계를 거쳐 표준 적용 제품의 시장 보급 확대 전략으로 추진
- 기존의 범용 시스템 SW에 대응해 임베디드 SW 분야와 연계한 초소형·초절전 시스템에 특화된 SW
및 미들웨어 분야의 IPR를 조기에 확보하여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초소형 초절전 알고리즘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스마트 I/O 인터페이스

- 무선펜, 햅틱펜, 가상 키보드, 통합 리모컨, 안경형 디스플레이 등 휴대형 입출력 장치 인터페이스 규
격을 표준화하며, 지금까지 선 기술개발, 후 표준화 추진
- 제품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과 기술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세계 선도 기술을 중심으로 국제
표준을 강화하는 협력·경쟁 전략을 추진
- 산업체·연구소 등에서 시제품 및 상용화 단계에 있는 스마트 I/O 기술은 특화된 응용 분야별로 기기 및
서비스 관련 표준 프로파일 개발을 통해 국내표준화 추진
-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초소형 플랫폼과 연계해 시스템의 활용성을 배가시키는 방향으로 IPR 확보에
주력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인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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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오고 있었으며, 현재 표준단체 및 컨소시엄, 포럼 등을 중심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바이오센서들
의 접속관리와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 개발에 이르고 있음
- 향후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한 응용모델 발굴에 수반되는 기술과 표준 개발을 병행해 추진할 것으로
보임
- 개발 표준의 산업체 적용 범위 확대와 IEE E802.15 TG6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제표준을 부분 선도
하고, 적용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강화
- IPR 획득 경쟁이 매우 첨예한 분야이므로 IBM, MS 등에서 보유한 원천특허에 대한 회피 전략 수립과
아울러 10Mbps급 고속 인체통신 모뎀 구현 방법 등 핵심 IPR 확보에 주력

1
편

2

* IPR 확보 가능 분야 인체통신 모뎀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FAN

특
집

편

- 차세대 퍼스널 컴퓨팅 기기와 전도성 섬유·천의 의류 접속 인터페이스 및 의류 연결기기 간 통신망
인프라 구성에 필요한 미래 전략 원천기술 분야임
- 향후 의류 기반 웨어러블 차세대 컴퓨팅 기기, 지능형 가젯 및 액세서리의 u라이프(u-Life) 생활편의
서비스 관련 응용기술 개발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대응한 표준과 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
- 국내외적으로 모두 표준 개발 기획 단계임
- 국제 연구 동향 모니터링, 전문가와의 교류 확대 및 국제표준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과 협력·경쟁하는
전략 추진
- 접속 인터페이스, 인프라 구조 및 통신 프로토콜의 원천기술을 확보해 국제표준 연계에 주력

3
편

4
편

* IPR 확보 가능 분야 플렉시블 컴포넌트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멀티모달 사용자
인터페이스

- 응용 대상 시스템의 적용 범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므로 ECMA, W3C, OMA 등 표준단체에서
VoiceXML, inkXML 및 멀티모달 인터랙션 프레임워크 관련 선 표준화, 후 기술개발 단계로 추진
- 국제표준은 현재 인터넷 응용 서비스로 기술개발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공통 기반기술 중심으
로 선 표준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 지능형 로봇,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등 응용 서비스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통 기반기술 확보
와 표준을 동시에 추진해 국제표준과 협력·경쟁하는 전략 추진
-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펜, 음성, 제스처 기반의 멀티모달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에서 장
애인·노약자 등 정보 사용자 특성과 정보기기 사용 환경을 반영한 서비스 프레임워크 관련 IPR 확보
에 주력
* IPR 확보 가능 분야 성대(음성) 인식 기반 멀티모달 UI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촉각인식 및 표현 기술

- 미래전략 원천기술 분야로서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활동이 지속되어 왔으며, ISO TC159 SC4/WG9
에서 햅틱(촉각) 상호작용에 대한 표준 개발 작업이 초기 단계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표준
개발 추진 단계임
- 향후 모든 종류의 미디어와 인터페이스에 촉각(햅틱)기술이 적용되고, 오감 융합 및 전송에 의한 오감정보
서비스 관련 응용기술이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응한 촉각인식 및 표현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을 동시
에 추진하는 전략을 수립
- ISO TC159/SC4/WG9에서 추진하는 햅틱 인터페이스 표준화 추진 동향을 모니터링해 국제표준 전
문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표준과의 협력·경쟁을 통해 국제표준을 부분적으로 선도하는 전략을
추진
- 촉각정보 부호화, 동기화 및 촉각 상호작용과 연계된 HCI 관련 표준과 연계된 IPR 확보에 주력
* IPR 확보 가능 분야 촉각정보 부호화 및 동기화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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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후각인식 및 표현 기술

세부 전략(안)
- 미래전략 원천기술 분야로서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활동이 지속되어 왔으며, IEEE 1451.4에서 후각센
서 분야에 대한 표준 개발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표준 개발 추진 단계에 이르고
있음
- 향후 냄새 전송에 의한 오감정보 서비스 관련 응용기술이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응한 표준화 및
기술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수립
- IEEE 1451.4과 NOSE II에서 추진하는 후각 인터페이스 표준화 추진 동향을 모니터링해 부분 수용 및
적용하고, 이와 연계해 시각·청각과 후각이 융합하는 오감정보 융합 표현 기술 분야에서 부분적 협
력·경쟁을 추진
- EU는 타 지역 국가에 대한 배타적인 표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
- 후각 중심의 유럽 NOSE II, 오감의 개별 감각에 대한 원인 규명을 추진 중인 일본 오감산업포럼에 대
응해 후각정보 인식 표현에 수반되는 원천기술 중에서 후각에 대한 정보 부호화, 동기화 및 후각 인터
페이스, 상호작용에 연계된 HCI 관련 IPR 확보에 주력
* IPR 확보 가능 분야 후각정보 부호화 및 동기화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생체신호 인식 기술

- 근전도, 움직임 가속도, 눈동자 움직임 등을 인식해 신개념의 휴먼·컴퓨터 인터페이스 수단을 제공하
는 미래전략 원천기술 분야임
- 국내외적으로 선 기술개발, 후 표준개발 기획 단계
-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의 새로운 HCI 수단으로 다양한 생체신호 인식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선
기술개발, 후 표준과 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
- 국제 연구 동향 모니터링, 전문가와의 교류 확대 및 국제표준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과 경쟁하는 전략
을 추진
- 생체신호에 기반한 사용자 의도 인식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제표준 연계에 주력
* IPR 확보 가능 분야 사용자 의도 인식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개인화 서비스
프레임워크

- 사용자의 환경을 파악해 개별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각기 다른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화 서
비스는 현재 웹 기반 기술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개인화된 환경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는 기술
개발 초기 단계로서 국제표준화 활동은 아직 미비한 상황임
- 향후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구축에 기반한 응용기술의 확대가 전망
되며, 이에 대응한 표준과 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
- 국제표준 전문가와의 교류 확대 및 국제표준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과 경쟁하는 전략을 추진
- 개인화 서비스 프레임워크에 수반되는 사용자 식별, 위치·장소, 시간 등의 상황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개인화 서비스 인프라, 사용자의 선호도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제표준 연계에 주력
* IPR 확보 가능 분야 퍼스널 프로파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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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WM/FM 기술

- 산업체 수요 : WM/FM 기술은 DRM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의 하나로서 콘텐츠 산업 전
반에 걸쳐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국내외 표준화 현황
국내 : 2001년 SEDICA에서 워터마크 및 DRM 평가를 위한 표준이 진행되었으나 2002년 중단되었
고, 2006년 TTA PG412에서 정지영상 워터마크 평가에 관한 단체표준을 제정했으며, 동영상
의 워터마크 평가에 관한 단체표준을 TTA PG604에서 제정 중임
국제 : MPEG21 파트(Part) 11(PAT)에서 역시 관련 표준을 진행했으나 오디오를 대상으로 했고,
2005년 이후 중단된 상태임. 정지영상 분야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국제표준을 선도
해 왔음
- 국내외 기술 현황
국내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마크애니, 인포마크, 디지털이노베이션 등이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으나, 기술
적으로 해결할 문제점이 많고, 표준화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면이 있어서 잠시 정체되어 있음
국제 : MS, 프라운호퍼(Fraunhofer) 등 세계적으로 많은 대·중소기업, 학교, 연구소 등이 연구개발
을 수행해 왔고, 이제는 초보적인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음
- IPR 보유 현황 : 대부분의 원천 특허는 선진국의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이들 장벽을 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국제표준화 기여 가능성에 대한 전략 수립 : 단기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수행 중인 다양한
국책과제 혹은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표준을 먼저 제정하고, 이를 MPEG 등의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저작권 보호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핑거프린팅 기술

- 산업체 수요 : 핑거프린팅 기술은 초기의 연구 단계를 벗어나 저작권 이슈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
으며, 2006년 UCC의 해에 이어 2007년부터는 UCC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핑거프린팅 기술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외 표준화 현황
국내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정지영상의 핑거프린팅 평가기술의 단체표준을 2006년 제정
(TTAS.KO-11.0064)했고, 현재 동영상의 핑거프린팅 평가기술의 표준초안을 작성 중임
국제 : MPEG21 Part 11에서 2005년 초까지 진행해 왔으며, 현재는 이를 이어받아 MPEG7 Part 3에
서 수행 중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MPEG7 정지영상 핑거프린트 표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2009년 1월 표준화가 시작될 동영상 핑거프린트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중임
- 국내외 기술 현황
국내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세종대, 올라웍스 등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며, 불법 혹은 음란 콘텐
츠 필터링, 방송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활용 중임
국제 : MS, 필립스, 프라운호퍼 등이 관련 핵심 및 응용 기술을 개발하고 많은 서비스 업체들이 이를 도
입, 음원의 모니터링, 필터링 등에 활용하고 있음
- IPR 보유 현황：다양한 분야 및 콘텐츠를 대상으로 특허가 경쟁적으로 출원하고 있음
- 국제표준화 기여 가능성에 대한 전략 수립 : 국내의 관련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일부분(Hybrid Fingerprinting)은 선도적 수준임. 이를 바탕으로 MPEG 등의 관련 국제표준을 선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이미지·비디오 및 오디오 모니터링, 필터링, 검색 분야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DRM 상호연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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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수요 : 음악·영화·방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DRM
의 도입 확산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DRM의 호환성 제고를 위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국내외 표준화 현황
국내 : 2006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된 EXIM 기술이 2007년 TTA의 단체표준으로 채택됨에
따라 DRM 호환성 제고를 위한 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을 확보함
국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EXIM이 DMP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으며, 2007년부터
표준화가 진행 중인 CAS-to-DRM 표준(CADII)은 ITU-T FG IPTV에 표준 요구사항으로 채택
되었음
- 국내외 기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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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국내 : MP3 콘텐츠의 호환을 위한 EXIM 기술은 이미 국내에서 기술개발 및 표준화·상용화가 가능
한 상태까지 이른 기술규격임
국제 : 매우 제한적인 DRM 기술만이 시장에서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어 기술 간 연계 및 변환 방식을
통해 호환성을 모색 중
- IPR 보유 현황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DRM 연동기술인 EXIM은 2005년 국내 특허등록을
받았으며, 현재 13개국에 대한 해외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상태로 국제적인 지재권 확보가 유력한 기
술임
- 국제표준화 기여 가능성에 대한 전략 수립 : 국내의 DRM 상호연동 기술은 2005년부터 DMP,
MPEG21 등의 표준화를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CAS/DRM 간 연
동기술을 개발하면서 IPTV FG에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국제표준화 기여도가 매우 높아 향후 지속적
인 국내외 표준화 활동이 필요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CAS to DRM, DRM to DRM 상호연동 프로토콜

URM 기술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 산업체 수요 : 2006년이 UCC의 해였다면, 2007년은 UCC 저작권 보호의 해라고 할 만큼 UCC 불
법 복제·유통의 피해가 큼(전체의 84%가 불법유통 콘텐츠). UCC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 시장의 성
장만큼 URM의 수요도 매우 크고 시급한 상황임
- 국내외 표준화 현황
국내 : 현재 UCC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술(URM)에 대한 표준 진행은 없으나, CCK(CCL Korea)나
일부 대형 포털업체에서 콘텐츠 태깅(Tagging) 등의 도구를 제공, 초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
국제 : 국내와 비슷하나, MPEG의 OR MAP이나 CCL 등의 형태로 부분적으로 진행 중
- 국내외 기술 현황
국내 : URM 전반에 대한 기술개발은 없으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세부
기술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이며, 일부는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 활용 중임
국제 : URM 전반에 대한 기술개발은 없으나 그레이스노트(Gracenote), MS, 어도비매직(Audible
Magic), 뮤직트레스(MusicTrace) 등에서 오디오 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
- IPR 보유 현황 : URM 전반에 대한 특허는 아직 출원되지 않았음
- 국제표준화 기여 가능성에 대한 전략 수립 :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일부 기술을 이용, MPEG
에서 적극적인 표준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외국과의 기술격차도 거의 없음으로, 국내의 선도적 산업
환경과 개발기술, 사회적 수요를 활용하면 국제적으로 협력과 경쟁 속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됨

특
집

1
편

2
편

3
편

4
편

5
편

* IPR 확보 가능 분야 UCC 보호, 유통
* (신규항목)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PPI 기술

- 산업체 수요 :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VOD 및 포털 서비스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상파방송 프로그
램의 불법유통 근절이 필수적이므로, 방송 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지와 요구는 매우 높음
- 국내외 표준화 현황
국내 : 2008년 TTA PG802를 통해 지상파 DTV 방송 프로그램 보호신호 송수신정합 표준화를 추진 중
국제 : 2008년 일본은 기존의 카피원스(Copy-Once)에서 더빙텐(Dubbing-10) 기술정책으로 전환
했고, 현재 법제화를 추진 중임. 2008년 유럽연합은 DVB 표준기술로서 CPCM(Content
Protection & Copy Management) 표준화 제정을 마무리했으며, 표준기술의 보급 확산을 추
진하고 있음
- 국내외 기술 현황
국내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중심으로 방송 4사 및 셋톱박스, HDTV 카드 제조업체 등이 현재 지상
파 DTV 방송 프로그램 보호관리 시스템의 테스트베드를 구축 중이며, TTA를 통해 지상파
DTV 방송 프로그램 보호신호(PPI) 송수신정합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음
국제 : 미국은 FCC 브로드캐스트 플래그(Broadcast Flag) 인증기술로서 4C, 5C 등을 중심으로
DTCP, HDCP, CPRM 등 다양한 복사제어 및 DRM 기술개발을 완료했음. 유럽연합은 최근
DVB 표준기술로서 CPCM 표준기술 기반의 테스트베드를 구축 중
- IPR 보유 현황 : 방송 프로그램의 복사제어 및 재배포 방지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적으로 특허가 경쟁
적으로 출원하고 있음
- 국제표준화 기여 가능성에 대한 전략 수립 : 방송기술 분야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지역적으로 분리된
특성을 가지며, 특히 저작권 보호기술 분야는 매우 배타적임. 유료방송 서비스 분야의 수신제한 시스
템(CAS)과 같이 해외 표준 및 원천기술에 의한 국내시장의 독점 폐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어 전
략을 고려해야 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방송 콘텐츠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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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_ 입체공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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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특
집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 협력/경쟁, 부분수용(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 부분선도(Ver.2009)
- X3D, SEDRIS 등의 현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표준안을 개발하되, 현 표준에서 다루지 않는 최신 기술

1
편

영역(예 ; 고품질 렌더링 셰이더, HDR 맵 등) 및 향후 개발이 완료되는 기술들(예 ; 후각 및 미각 콘텐
츠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형 표준안 개발
- 기존 표준에서 확장되는 최신 기술에 대해 IPR 확보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이미 표준화된 기술에 대한
IPR 부재 문제를 보상
- 컴퓨터 그래픽스 영역과 겹치는 표준화 항목의 특징을 활용,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의 표준화단체 및

2
편

인력과 적극적인 교류 및 활용을 통한 표준안 개발 과정 효율성 확보
현재 ISO/IEC JTC1/SC29/WG11 MPEG RoSE를 통해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는 컬러 리프로덕션 메
가상공간 표현

타데이터 포맷 표준을 가상공간 표현을 위한 디바이스로 발전시켜 표준화를 추진하여 표준의 범위를
확대함
MAYA, 3DMAX 등과 같은 그래픽 저작도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공통기술을 제안함으로써 개발 기술

3
편

사용자층을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음
- 이미 제정된 국제표준의 수용을 바탕으로 개량·확장된 내용을 국제표준화에 반영함으로써 국제표준
화 기여도를 높임
가상공간 구현, 가상공간 사이의 정보교환, 가상공간과 실제공간 사이의 데이터 교환 등에 대한 표
준화를 목적으로 2008년 구성된 MPEG-V에 3D 그래픽스 데이터 표준화를 진행 중인 MPEG4

4
편

3DG의 표준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IPR 확보 가능 분야 오감정보 표현기술, 렌더링 메타데이터 코덱 기술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부분선도(Ver.2009)

5
편

- 실제와 가상공간들 간의 관계 표현에 대한 현 국제표준인 SEDRIS의 내용을 참고하되, SEDRIS
는 군사 시뮬레이션에 중점을 둔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혼합현실 콘텐츠에 중점을 둔 형태의 표
준안을 개발
- 컴퓨터 가상공간 및 실제공간 사이 인터페이스 분야의 표준화단체 및 인력과 적극적인 교류 및 활용
을 통한 표준안 개발 과정 효율성 확보
현재 ISO/IEC JTC1/SC29 MPEG RoSE를 통해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는 컴퓨터 가상공간에서의 오
감효과를 실제공간의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통해 실현하기 위한 감각효과(Sensory effects) 표준화를
추진해 표준의 범위를 확대
VR/MR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운용 방법

가상공간과 실제공간 사이의 데이터 교환에 대한 표준화를 목적으로 2008년 구성된 ISO/IEC
JTC1/SC29 MPEG-V에 적극 참여하고, 이 중 실제공간 정보를 센서를 통해 자동 인식할 수 있는
영상 처리 및 인식 등 관련 분야의 인력 및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표준안 개발 과정 효율성을
높임
상기 ISO/IEC JTC1/SC29 MPEG 표준화 활동을 주도적으로 참여해 세계적인 관련 분야 인력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최신 응용 분야 정보를 습득, 국제표준 제정과 그에 따른 표준의 효율적인 응용
분야 발굴 및 적용 선도
- 가상공간 대 실제공간 인터페이스 운용 관련 기반 및 응용 기술의 IPR 확보에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표준안에 포함될 기술에 대한 선점 추진
- 이미 제정된 국제표준의 수용을 바탕으로 개량·확장된 내용을 국제표준화에 반영함으로써 국제표준
화 기여도를 높임
*IPR 확보 가능 분야 신규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연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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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신규항목) 국제표준 선도(Ver.2008)
- 여러 모바일·포터블(Mobile/Portable) 단말기의 개발 환경 분석을 통해 표준화 방향 설정 및 구현
전략 검토

3D 컨버전스 프레임워크
API

- 3D 데이터 교환 포맷이나 3D 컨버전스 관련 IPR 확보에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표준안에 포함
될 기술에 대한 선점 추진
- MPEG에서는 압축 관련 기술에 관한 부분, Khronos에서는 3D 관련 부분, OMA에서는 모바일 관련
분야에서 각각 표준화를 추진
- 하드웨어 칩이나 플랫폼에 중점을 둔 국제표준을 고려하되, 콘텐츠 중심적인 표준화 추진
- 국제표준과의 연관관계를 제시해 국제표준화 반영을 유도함으로써 국제표준화 기여도를 높임
*IPR 확보 가능 분야 교환 포맷
* (신규항목) 국제표준 협력/경쟁, 부분선도(Ver.2008)
- 아직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국내표준안 개발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이를 기반으
로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표준안 개발 시 국내 VR/MR 관련 단체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VR/MR 기술과 관련이 있
는 게임, HCI 등을 포괄한 다양한 분야의 업계, 연구소 및 학계를 아우르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

VR/MR SW 개발 툴킷

를 근간으로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기술표준을 도출
- 표준안 개발과 동시에 국내에서 개발된 가상현실·혼합현실 SW 관련 기술의 IPR 확보에 노력을 집중
함으로써 새로운 표준안에 포함될 기술에 대한 선점 추진
- 국내 VR/MR 응용기술력은 수준급으로 평가되나, SW 개발 API 등의 기반기술은 미국, 유럽 등의 기
술 의존도가 높은 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의 기술개발 사례들을 충분히 벤치마킹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국내표준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표준화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개발 툴킷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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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점 표준화항목별 중기(3개년) 표준화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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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차세대 통신망을 위한
개방형 서비스 표준

- 차세대 통신망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표준화 중의 하나로 현재 국내 주도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Y.2234 권고안을 잘 마무리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개방형 서비스를 위한 표준 API 및 프로토콜
에 대한 표준화도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됨
* IPR 확보 가능 분야 디바이스와 인터넷 서비스 연계 기술, 디바이스 간의 협업 메커니즘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ETRI를 중심으로 디바이스 연동과 관련된 미들웨어에 독립적으로 서비스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동적 웹서비스 처리 표준

USDP(Universal Service Discovery Protocol)가 개발 중이며, TTA PG401에서 표준화를 추진하
고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USDP 프로토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추진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디바이스와 인터넷 서비스 연계 기술, 디바이스 간의 협업 메커니즘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디바이스 코디네이션
표준

- 디바이스 코디네이션이 국제적으로 시작 단계에 있는 만큼 국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유비쿼터스 응
용기술을 웹과 접목해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추진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디바이스와 인터넷 서비스 연계 기술, 디바이스 간의 협업 메커니즘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디바이스 온톨로지 표준

- 유비쿼터스 웹을 위한 온톨로지를 따로 개발하기보다는 DCO를 이용하는 것이 상호호환성 등에 용이
하며, 필요한 경우 W3C에 DCO를 확장 제안하는 형태로 표준화 추진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디바이스와 인터넷 서비스 연계 기술, 디바이스 간의 협업 메커니즘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국제표준 선도(Ver.2009)

메타데이터 애너테이션
(Metadata Annotation)
표준

-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한 상호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웹상의 온라인 미디어를 대
상으로 2008년 8월부터 W3C에서 표준화 착수
- 따라서 세계적으로 관련 표준화가 초기에 있으므로, 국내에서 핵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국제표준화해야 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디바이스와 인터넷 서비스 연계 기술, 디바이스 간의 협업 메커니즘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마크업 확장 표준

- hAtom, hCalendar, hCard 등 특정 정보를 위한 마이크로 포맷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지
속적으로 증가 예상
- W3C에서 RDFa 및 GRDDL 등 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는 W3C의 표준화 활동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웹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의미정
보 포맷을 RDFa를 기반으로 국내표준 개발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장치정보 응용 서비스, 소형 화면의 콘텐츠 표현 기술, 모바일 웹 기반의 컨버전
스 응용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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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특
집

- W3C의 웹 애플리케이션(Web Application) WG를 중심으로 XHR, 윈도 객체, 파일 업로드, 위젯, 네트
워크 통신 API 등 리치 웹 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리치 웹 표준

- 국내에서는 TTA PG605에서 업체들의 관심이 많은 위젯 등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을 하고 있음
- 따라서 W3C의 표준화 활동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산업적인 필요성을 고려해 이러한 표준
들을 모바일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장치정보 응용 서비스, 소형 화면의 콘텐츠 표현 기술, 모바일 웹 기반의 컨버전
스 응용 분야 등

1
편

2
편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국제표준 선도(Ver.2009)
- 2008년 6월에 W3C의 HTML5 표준 개발에 포함되어 진행되던 오프라인 웹 애플리케이션(Offline
Web Application) 부분이 독립된 문서 형태로 개발이 시작됨
오프라인 웹 응용 표준

- 현재 국제표준화는 초기 단계이므로 W3C의 표준화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며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

3
편

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리치 웹과 관련된 표준 개발 아이템 수가 증가해 표준 상태 정의가 2007년과 비교해 일부 변경됨
* IPR 확보 가능 분야 장치정보 응용 서비스, 소형 화면의 콘텐츠 표현 기술, 모바일 웹 기반의 컨버전
스 응용 분야 등

4
편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 W3C MWBP WG에서는 MWBP 1.0 국제표준화를 마쳤으며, MWBP 1.0을 테스팅하기 위한 기본시
험,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의 최고 실행(Best Practice) 등에 대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 있음
모바일 웹 모범
사례 표준

- 국내표준화는 모바일 웹 2.0 포럼을 중심으로 ETRI, 삼성전자, NHN, SKT 등이 참여하는 모바일 웹

5
편

표준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국내표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국내의 앞선 경험을 이용한 국제표준화 선도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표준 주도권 확보와 글
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하는 시기임
* IPR 확보 가능 분야 마크업 확장 응용, 매시업 서비스 모델, 리치 클라이언트 확장 기술에 대한 분야 등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모바일 웹 모범 사례와 함께 다양한 웹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 맞도록 변환하는 콘텐츠 변환 환경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변환 서버를 위한 변환 기능 점검 방안이 필요
- 콘텐츠 변환기술에는 다양한 단말에 적합하게 변환 알고리즘들과 관련되는 IPR 요소 등이 있거나, 멀

콘텐츠 변환 표준

티미디어 관련 신기술을 다루는 부분들도 있는 등 기술적 요소가 큰 부분이라 W3C에서도 주요한 요
소로 다룰 예정임
- 앞으로도 W3C에서 모바일 웹을 위한 콘텐츠 변환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
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마크업 확장 응용, 매시업 서비스 모델, 리치 클라이언트 확장 기술에 대한 분야 등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모바일 웹 상호호환성
표준

- 다양한 풀 브라우징 기능을 제공하는 브라우저와 서비스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간에 대한
상호호환성을 평가하는 기술이 요구됨
- W3C에서는 모바일 브라우저의 표준 호환성 검사도구를 만들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모바일 브라우저
평가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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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이처럼 모바일 웹의 상호호환성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최근 ETRI, 삼성전자, NHN, SKT를 비
롯한 이통3사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모바일 웹 표준화를 위한 모바일OK(MobileOK) 표준화가 적극 추
진되고 있음
- 상호호환성 시험/·평가를 위한 기준과 도구 개발 노력이 필요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마크업 확장 응용, 매시업 서비스 모델, 리치 클라이언트 확장 기술에 대한 분야 등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OMTP Bondi 표준화 등과 같이 모바일 단말 플랫폼에서 모바일 위젯, 모바일 AJAX 기능 등을 검토
하고 있음
- 모바일 AJAX, 모바일 리치 클라이언트 등과 같이 기존 웹 2.0과 중복된 영역에 대한 표준화는 공통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표준

또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 양쪽 모두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웹 2.0과 관련해 새로운 표준화 요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분석 및 활용하며
모바일 2.0 표준화 이슈로 발전시켜야 함
- 모바일 웹 기반의 컨버전스 응용과 매시업 응용 등에 대한 표준화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표준화
로 선도하는 전략도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마크업 확장 응용, 매시업 서비스 모델, 리치 클라이언트 확장 기술에 대한 분야 등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 다양한 모바일 단말에 대한 장치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표준규격에 대한 필요성을 늘어나고 있으며,
W3C를 포함한 여러 단체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음
- W3C MWI DDWG에서는 장치 독립성 표준화, 장치 정보교환을 위한 DDR 표준화, 장치(Device)에

단말 정보교환 표준

대한 코어 어휘(Core Vocabulary)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OMA에서는 장치 관리(Device
Management), 장치 역량(Device Capability)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음
- W3C MWI DDWG는 2008년 11월까지 마무리 작업을 통해 DDR 단일(Simple) API 표준화를 추진
- 다양한 단말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모바일을 비롯해 유비쿼터스 환경까지 장치정보
를 효과적으로 기술하고 교환하기 위한 공식표준이 요구되고 있음
* IPR 확보 가능 분야 마크업 확장 응용, 매시업 서비스 모델, 리치 클라이언트 확장 기술에 대한 분야 등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최근 웹 기술은 점점 더 다양한 형태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플랫폼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 해외 사례에서 보듯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산업 활성화와 이를 위한 표준화가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

개방형 웹 플랫폼 표준

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데이터 포터빌리티(Portability)와 같이 개방형 웹 표준에 기반한 사용자 데이터의 이동성 보장 등을
비롯해 폐쇄적인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방형 웹 플랫폼 표준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시맨틱 웹에 대한 핵심기술표준화는 1, 2단계를 거치며 RDF, OWL, RDFa, SPARQL 등의 핵심 표준
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임
* IPR 확보 가능 분야 시맨틱 웹 응용 서비스, 웹 플랫폼 기반 응용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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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_ SOC(Service Oriented Computing, SOA/SOiVA/S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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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SOA 개발 및
플랫폼 기술

- SOA 개발 기술과 플랫폼은 현재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수준은 매우 미
흡한 상태임
- 그러나 SOA는 국제적으로도 아직 미개척 분야가 많으며, 국제표준화도 완료 수준이 아니라 분야들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 제안이 가능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IPR 확보 가능 분야 SOA 서비스 모델링 방법론 등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SOA 거버넌스 기술

- SOA 거버넌스 표준화는 국제적 진행 수준도 높지 않으므로, 우리나라가 충분히 선점할 수 있음
- 국내에서 특히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표준을 정립하고 이를 국제화시키는 전략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SOA 성숙도 모델 등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유비쿼터스 SOA 서비스 공
통 기반기술

-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SOA 기반 공통 기반기술 분야는 아직 국내외적으로 매우 초기적인 수준에 있음
- 미래 시장이 매우 넓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를 대비한 표준의 선도적 연구가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유비쿼터스 SOA 플랫폼 등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SOiVA 서비스 제공
기술

- 현재 SOiVA 서비스 제공 기술 관련 표준 개발 현황은 초기 상태로 관련 표준화단체는 ISO, W3C,
MPEG21 등이 있음
- 그러나 SOiVA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술표준을 다루는 국제표준화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표준 제안이 가능
- 국내에서 먼저 해당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표준을 정립하고, 이를 국제화시키는
전략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메터데이터 구조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SOiVA 서비스 중개
기술

- MPEG7 이후 MPEG21 등에서 동영상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프레임워크 기반의 표준
들이 제정 및 개정되고 있어 SOiVA에서는 기존의 MPEG7, 더블린 코어(Dublin Core), RDF 등을
수용하는 메타데이터 양방향 동영상 데이터의 구조와 서비스를 정의
- 양방향 동영상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양방향 동영상 분류체계에 대한 표준안 제정
* IPR 확보 가능 분야 동영상 옐로 페이지(Yellow Page)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SOiVA 서비스 단말
기술

- SOiVA 서비스 단말 기술 분야는 SOiVA를 통해 유통되는 양방향 동영상 서비스를 새로 만들거나 조
합할 수 있는 기능과, 양방향 동영상 자체를 관리하거나 사용자가 상호작용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임. 국제적으로도 Web 2.0의 특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로 상당 부
분 표준화 단계가 진행 중이며, 국내 기술은 많이 미약함
- 새로운 양방향 동영상 저작 및 분류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단말에서 이용 가능한 SOiVA 서비스 단
말 기술은 대규모 단말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 IPR 확보 가능 분야 콘텐츠 저작 및 브라우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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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_ 모바일 SW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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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CPM 레거시 인터워킹을
위한 요소기술 표준화

- CPM 레거시 인터워킹(Legacy Interworking)을 위한 요소기술 표준화 분야는 향후 국내외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기술 환경이 SMS, MMS, IM, PTT, Eail 등 IP 기반으로 통합처리하는 형태로 변모하
고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모바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표준으로 평가됨
- 텔레포니카(Telefonica), 오렌지(Orange), AT&T, 스프린트(Sprint),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 등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와 노키아(Nokia), 에릭슨(Ericsson), RIM, 알카텔루센트(Alcatel-Lucent), 노
텔(Nortel) 등 단말 제조사가 OMA(CPM WG)에서 관련 표준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
며, 국내에서는 KTF, SKT 등 이동통신사, 삼성, LGE 등 단말 제조사, 인티큐브 등 벤처기업이 동 분야
에서 국내 기 개발 기술의 표준화 적용을 위해 적극 추진 중
- OMA CPM WG에서는 관련 표준 요구사항을 수렴한 후 2009년 12월 표준 제정 완료를 목표로 표준
화가 진행되고 있어, 국내 앞선 기술을 적극적으로 국제표준화하는 전략이 요구됨
* IPR 확보 가능 분야 서비스 및 솔루션 분야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CPNS 표준화

- CPNS 표준화 분야는 한국기업 주도로 관련 표준기구인 OMA에서 처음 표준제정 논의가 시작되어
2008년 9월 26일 표준 워크 아이템으로 승인된 상태
- LGE, 삼성, SK텔레콤, 알트젠 등이 OMA에서 관련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컴버스
(Comverse), 에릭슨, 인피니온(Infineon), KDDI, NTT도코모, 퀄컴(Qualcomm), RIM, 도시바 등이
표준제정 논의에 참여
- 표준 논의 시작 단계로 초기 표준제정 시점에서 강력하게 국내 기 개발 기술의 국제표준 적용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모바일 게임 확장
API 표준화

- 모바일 게임 API 표준화 분야는 OMA(GS WG)에서 관련 표준제정 논의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
- 현재 SKT, KTF, LGT, KT, 차이나모바일, ZTE, 리얼네트웍스(Real Networks), 선플러스 엠모바일
(Sunplus mMobile, 와이세그램(WiSEGRAM) 등 국내외 기업이 표준제정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모바일 게임 서비스 경험이 풍부한 국내 기업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제표준 활동을 수행해야 함
- JCP, OMA 등의 표준화 동향을 파악하고 실용적인 게임 API 표준화를 통해 가능한 많은 IPR를 확보
하고 국제표준단체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
- 모바일 게임 API 표준화 부분은 모바일 게임단말 기본 인터페이스 규격, 모바일 게임단말 서비스 기
반 규격, 모바일 게임단말 메타데이터 규격 등을 활용한 확장 부분에 중점을 두고 표준화 진행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국제표준 협력/경쟁(선도)(Ver.2009)

동적 콘텐츠 수신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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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적 콘텐츠 수신 및 배포 기술의 표준화 분야는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부분이지만, 다양한 분야의 서
비스를 지원하는 동적 콘텐츠 수신 및 배포 기술의 표준화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음
- 현재의 동적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 및 여러 콘텐츠 제공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표준화 작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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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콘텐츠 개발 및 공급과 유관한 기관을 표준화에 참여시켜 가능한 한 많은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함
- 조기 표준 정립을 통해 국내 사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아직 표준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분야
에 대해서는 국제표준 주도가 가능
* IPR 확보 가능 분야 동적 콘텐츠 송수신 서비스 분야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선도)(Ver.2009)

동적 모듈 지원 기술

- 동적 모듈 명세 표준화가 세계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 중으로, 모바일 SW 플랫폼을 위한 동적
모듈 명세 표준화를 위해 각 단말기 제조사, 서비스 업체, 콘텐츠 제공사 등이 연계해 동적 모듈 명세
표준화를 진행
- 모바일 SW 플랫폼을 위한 동적 모듈 명세 표준화를 위해 각 단말기 제조사, 서비스 업체, 콘텐츠 제
공사 등이 연계하여 표준화를 진행해야 하며, 데스크톱 및 서버 환경의 동적 모듈 포맷, 기능, 명세, 실
행 및 설치에 대한 표준화는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를 적절히 활용해 신기술 검증
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
- 세계표준은 데스크톱 및 서버 환경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바일 기기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신
규 IPR를 창출하고 해외표준에 반영 추진
- 세계시장에서 아직 모바일 기기를 위한 솔루션은 준비 중인 상황이므로, 향후 2년간 국내에서 표준화 및 기
술개발에 집중해 세계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 추진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선도)(Ver.2009)
- IMS 코어 부분은 국제표준단체에서 표준을 완료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IMS 코어를 활용한 확장
부분에 중점을 두고 표준화를 진행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표준화 진행이 요구됨
- IP 계층의 다양한 서비스 상용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표준화를 진행
- IMS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제조사, 콘텐츠 프로
바이더, 솔루션 업체, 서비스 제공자, 최종 사용자 등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 IMS를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국외 표준 단계는 제한적으로 진행되므로, 국내에서 IMS 확장에 관한 표
준화를 진행하고 상용화를 통해 검증한 후 세계시장에 진출

편

2
편

3
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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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R 확보 가능 분야 u단말 프로파일링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선도)(Ver.2009)

기타 모바일 솔루션
표준화

1

4

* IPR 확보 가능 분야 파일 포맷, 인터페이스 정의 언어

IMS 익스텐션(extension)

특
집

- 고정·이동 컨버전스, 모바일 웹 2.0, 모바일 웹 서비스, 컨버저드(Converged) IP 메시징 등 모바일
분야의 기술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탄생하기 때문에 국제표준화에 맞추어 나가기 위
해 신규 기술에 대한 시기적절한 표준화를 진행
- OMA는 상호호환성, 다양한 메시징 서비스, 단말관리 및 동기화, 위치정보, 게임, 모바일 웹 및 웹서비
스, 보안 및 모바일 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표준화를 진행해 이들 항목에 대
한 연구 및 표준화를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서비스 및 솔루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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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특
집

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암호키 관리

- 국제적으로 암호키 관리기술에 대한 연구 및 표준화는 진행되었으나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되기 때문에, 암호키 관리 서비스 분야에 대한 표준화 아이템을 발굴하여 IETF KeyProv 워킹
그룹 등에서 국제표준화 추진
- 암호키 관리 관련 국내표준화 인프라는 국외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국내 독자 표준 개발
이 어려운 암호 알고리즘 및 응용기술에 대한 표준화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암호키 관리 서비스 분야의 IPR 확보는 가능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8)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9)

* IPR 확보 가능 분야 ECC 실현기술 분야, 패스워드 기반 인증 및 키 교환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암호 응용기술

- 암호 토큰 인터페이스 등과 같은 고전적 암호 응용기술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표준화 추진이 완료되었
기 때문에 OTP, RFID 등에 활용되는 암호 응용기술에 대해 국제경쟁력 있는 표준안을 TTA에서 선행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IETF, ITU-T 등에서 국제표준화 선도
- 암호 메시지 전송, 암호 토큰 인터페이스 등과 같이 국제표준화가 완료된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한 표
준을 국내에 수용해 표준화 추진
- 하지만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암호 응용기술은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추진을 통해 해당 기술에 대한
국제적 선도 기반을 마련
* IPR 확보 가능 분야 디코이(Decoy) 상태에 대한 양자암호 원천기술 및 각종 상용화를 위한 요소기
술 분야

-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익명 인증기술에 대한 국내 TTA 표준화 및 IETF 보안그룹 PKIX 워킹그룹에서
국제표준화 추진이 필요
- 익명 인증서 프로파일, 익명 인증 프로토콜 등 익명 인증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 추진
중

* (신규항목) 국제표준 선도(Ver.2009)
- ITU-T SG17 등에서 홈네트워크 디바이스 인증 관련 표준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디바이스 인증에
대한 표준화 활성화가 예상됨
- 홈네트워크 디바이스 인증, CCTV 등 다양한 기기 인증기술에 대해 ITU-T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 추
진
- 국제적으로도 ITU-T, ISO, IETF 등 다양한 표준화기구에서 디바이스 인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고, 국내 디바이스 인증기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디바이스 인증 분야에 국내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가한다면 국제표준화 선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IPR 확보 가능 분야 CCTV, URC 로봇, RFID 다양한 디바이스 및 서비스 분야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하드웨어 기반 접근제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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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R 확보 가능 분야 익명 인증 프로토콜 및 서비스 분야

디바이스 인증

편

5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익명 인증

1

- ITU-T, IETF 등에서 하드웨어 기반 접근제어 관련 표준화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관련 표준화기구를
통해 국내 기술에 대한 표준화 추진
- 전적인 하드웨어 접근제어 기술뿐 아니라 OTP, 바이오인식 등을 이용한 하드웨어 접근제어 기술에
대한 표준안 개발 필요
- 바이오인식 기술은 ITU-T, TTA 등 국내외 표준화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OTP 관련 기술은 2009년부터 국내를 중심으로 개발 예정. 해당 기술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통해 국제표준화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이동성을 고려한 ID-LOC 매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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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특
집

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수용/적용)(Ver.2009)

ID(Identity) 식별자 체계

- URL, IRI 등 IETF의 국제표준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OASIS의 XRI 2.0 표준에 대한 국내표준화 작
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된 국제표준의 국내 수용이 필요
- URL, IRI 식별자는 인터넷의 근간을 이루며 인터넷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XRI는 국내에서
OpenID 서비스에 사용하는 기술로 국내외 기술격차가 없는 상태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수용/적용)(Ver.2009)
ID 시스템 공통
프레임워크

- 리버티 얼라이언스(Liberty Alliance), ISO/IEC SC27, ITU-T SG17 등에서 표준이 제정되었거나 진
행 중인 상태로, 이들 표준을 국내 환경에 맞게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ID
프레임워크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

1
편

2
편

3
편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보안 토큰 관리

- 현재 ITU-T에서 국제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 TTA에서 기반 표준기술을 수용한 상태이며, 다양한 ID
관리 프레임워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해 국제표준과 협력·경쟁하는 것이 필
요
- 다양한 ID 관리 프레임워크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니폼 ID 전송 토큰(Uniform Identify
Transfer Token)과 서로 다른 보안토큰을 해석해 교환할 수 있는 토큰 변환(Token
Transformation) 기술을 개발해 국제표준화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일부선도)(Ver.2009)

ID 온톨로지

- ID 온톨로지(Ontology)는 ISO/IEC SC27, ITU-T 등에서 표준화 제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현
재 추진 중인 공통 ID 데이터 모델 표준화 작업이 완료될 경우 국제표준과 협력·경쟁뿐만 아니라 일
부 선도가 가능
- 국내 현실에 맞는 공통 ID 데이터 모델 표준화를 진행하면서 W3C에서 제정한 시맨틱 웹 기술을 활용
한 ID 온톨로지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상정하고, 국내에서 시맨틱 웹 기술 기반 ID 온톨로지 구축 및
활용 소프트웨어를 선도 개발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선도)(Ver.2009)

ID 공유

- 리버티 얼라이언스(Liberty Alliance)의 ID-WSF, OASIS의 XDI 표준을 참조하고, ID-WSF 기반 인
터넷 환경의 ID 공유 및 교환 서비스 개발 경험을 토대로 ID 공유기술의 국제표준 제·개정 작업을 선
도
- ITU-T SG17에서 2007년 ID 관리기술 포커스(Focus) 그룹을 운용해 ID 공유 표준화에 대한 선행 작
업을 수행했으며, 현재 ITU-T SG17 Q.6에서 ID 공유 기능 요구사항 표준 작업을 진행
- 산업체에서 개발된 주요 ID 관리 시스템인 마이크로소프트 CardSpace의 ID 교환 프로토콜,
OpenID의 교환 속성(Attribute Exchange) 프로토콜 특성을 고려해 ID 공유 요구사항, 관련 프로토
콜 표준을 개발해 국제표준을 선도
* IPR 확보 가능 분야 인프라 ENUM 구현 방법 및 요구사항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개인정보 보호 정책

- W3C, OASIS에서 P3P, XACML 표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수용해 표준화를 진행했
으며, 향후 ID 관리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기준 등의 지속적인 ITU-T 표준화 활동
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국제표준과 협력/경쟁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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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RFID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ITU-T 표준화 추진과 함께 ID 관리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
호 수준에 대한 평가기준 등의 지속적인 ITU-T 표준화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국제표준과
협력/경쟁하는 것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신규 식별체계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인터랙션 서비스
(Interaction Service)

- 리버티 얼라이언스(Liberty Alliance)에서 2007년에 ID-WSF 2.0 인터랙션 서비스를 제정한 상태로
국내 수용이 필요하며,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일관성 있는 동의 획득 방법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 국내
표준화를 수행하고, 국제표준과 협력·경쟁이 요구됨
- 리버티 얼라이언스에서 제정된 ID-WSF 2.0 스펙의 일부분으로서 인터랙션 서비스가 제정되어 있으나,
국내표준화 현황은 매우 미비함. 표준을 구현하기에 충분한 서비스 인프라를 통해 국제표준을 수용/적
용 및 협력/경쟁하되, 국내의 다양한 현실을 적용한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 시장 선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IPR 확보 가능 분야 HIP 적용사항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선도)(Ver.2009)

개인정보 DB 보안

- 일반적인 DB 보안에 사용되는 인증 및 암호기술은 ISO/IEC, ITU-T 등 국제표준기구에 의해 표준이
제정된 상태이지만, DB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표준에
대한 국내표준 제정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 국제표준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개인정보 DB는 일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와는 달리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보안 요구사항이 필요하며, 국내는 TTA PG502에서 개인정보 DB 관리 보안 요구사항
등 관련 표준 제정이 진행 중임
* IPR 확보 가능 분야 인증·식별 관리 통합체계 응용 비즈니스 모델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선도)(Ver.2009)

사용자단말 개인정보
관리

- 현재 ITU-T에서 국제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국제표준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해
당 국제표준의 선도를 위한 협력과 경쟁이 필요
- ITU-T IDM FG(현재는 IdM GSI)에서 작성해 SG17에 제출한 결과문서에 기반해 향후 ITU-T에서 ID
관리에 관한 표준화 작업이 활성화될 것이며, 이 중 보안 측면(security aspect)은 SG17로, 네트워크
측면(network aspect)은 SG13으로 나뉘어 수행될 예정
- SG13과 SG17에서 정의되는 후속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면서 네트워크 중심의 ID 관리 기술표준 분야
를 국내의 기술개발 방향을 바탕으로 제안 및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 부분선도(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선도)(Ver.2009)

네트워크 중심의
ID 관리 모델

- 현재 ITU-T에서 진행 중인 NGN 표준화에서 부분적으로 실효적인 국제표준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므
로, 본격적인 경쟁과 주도의 노력이 필요
- ITU-T SG11의 Q.7은 네트워크 부착(Attachment) 기능 블록을 담당하고 있는 퀘스천(Question)으
로 한국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 작업 진행이 용이한 상태임. NGN 접속 인증
프로토콜, NGN 액세스·서비스 번들 인증, NGN 접속제어 등의 기능들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자 ID의 도입, M2M 기능의 도입을 위한 접속 및 인증, 해상도(Resolution) 및 디스커버리
(Discovery) 등 기능을 구현하게 될 예정으로,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Q.7/11의 역량을 최대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인프라 ENUM 관련 번호이동성 제공 기술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선도)(Ver.2009)

네트워크 ID 인증 및
접근제어

- i-PIN과 g-PIN의 상호연계에 따른 TTA 표준의 개정을 2008년 내로 완료하고, 국제환경에 맞는 iPIN 규격을 개발해 ITU-T에 기고하여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것이 필요
- i-PIN 서비스의 중복 가입 확인 정보와 같이 단일체계 내에서 유일한 식별자를 생성하는 방법을 활용
해 세계적으로 단일 식별자를 생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ITU-T에 기고,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전략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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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 부분선도(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선도)(Ver.2009)

본인확인 기술

- 국내에서는 보안 토큰 관련 표준으로 PKCS#11 프로파일 표준이 제정되어 있으나, 다양한 기술이 연
계되어야 하는 특징으로 인해 사용자 단말 개인정보 관리기술에 대한 표준화는 더딘 상황임. 따라서
국내에서 기술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를 위한 표준화 기술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국제표준을 선도
하는 것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

특
집

1
편

Ⅲ_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2
편

1. 중점 표준화항목별 중기(3개년) 표준화로드맵

3
편

4
편

5
편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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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선도)(Ver.2009)

USN 보안

- USN 보안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 중으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됨
- 국외 대비 국내표준화 수준은 대등한 수준이므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국제표준 기술 선점에
집중해야 하고, IPR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기업의 표준 활동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내표준 활동 강화와 기업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USN 키관리 및 인증기술, 보안 라우팅, 경량 IDS 기술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선도(협력/경쟁)(Ver.2009)
- 3G 환경에서 와이브로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채택시키는 등 와이브로 분야는 국외 대비 국내표준화
및 국외 대비 국내 개발 수준은 선도 영역에 있으며, 계속적으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
네트워크 및 4G 환경을 고려한 와이브로 보안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 유도 필요
- 와이브로 기술에 대한 국내표준화 인프라 수준 및 국제표준화 기여도, IPR 확보 노력을 협력/경쟁 영

휴대인터넷 보안

역에서 미루어 볼 때, 국외 대비 표준기술 및 IPR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함
- 따라서 IMT2000 환경뿐만 아니라, IMT어드밴스트(IMT-Advanced) 환경에 맞는 와이브로 보안에
적합한 인증 및 접근제어 기술, 이종 네트워크 간 핸드오버 시 보안기술 등에 관한 표준화 추진 노력
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와이브로 핸드오버 시 인증기술, 4G 보안기술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선도)(Ver.2009)

홈네트워크 보안

- 국내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 국내 선도 가능
성이 높은 분야임. 홈네트워크 방범·방재용 영상보안 감시 시스템과 홈네트워크 IT 보안 시스템 간의 통
합화 추세를 반영, 홈네트워크 융합보안 프레임워크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국제표준을 선도할 필
요가 있음
- 한국이 ITU-T SG17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관련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
해서는 계속적인 국내표준화와 병행 추진이 요구됨
- 다양한 아파트 단지형 홈네트워크 구축 경험을 갖고 있는 국내 산업체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
외 홈네트워크 구축 환경을 고려한 요구사항이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국내 표준화 인프라 수준의 강화를 위해 산학연 간 기술교류 및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학
회 및 포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홈네트워크에서 보안기술 융합화 추세를 반영한 융합보안 프
레임워크 표준화를 추진해야 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홈네트워크 보안관제, 홈네트워크 융합보안 기술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이동통신망 보안

- UICC 기반 SIM 인증보안 기술의 표준화 등이 TTA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안 측면에
서는 아직 미흡하므로 3GPP 보안, 3GPP2 보안을 중점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국제표준과 협
력·경쟁할 필요가 있음
-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단말의 보안 프레임워크, 신뢰 컴퓨팅 등 단말과 관련된 기술
의 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 차세대 이동통신에서 국내 삼성, ETRI 등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동환경을 위한 단말보안
기술 위주로 표준 선점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해 국제표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차세대 이동통신 단말, HSS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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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선도(협력/경쟁)(Ver.2009)

특
집

- 무선 근거리통신망 보안과 관련해 프로토콜 수준의 보안기술 표준화 문제가 일단락되면, 네트워크 측
면에서 유무선 통합보안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예상됨
- 무선랜을 위한 인증 및 접근제어 기술, AP 위장 방지용 인증기술,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기술 및 무선랜 보안 프로파일 등에 대한 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표준과 협력 및 경
무선 근거리통신망
보안

쟁이 요구되며, 국내표준의 수준이 국외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뒤쫓아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와이브로

1
편

와 같이 앞선 기술의 사전 준비를 통한 표준화 과정 추전이 반드시 필요함
- 무선 근거리통신망의 발전 과정에서 휴대인터넷 및 이동통신망의 기술을 참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확보한 국내 기업들의 기술개발 선도 가능성이 높음
- 무선 근거리통신망은 향후 통합 네트워크 환경에서 핵심 네트워크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
에 관련 기술의 사전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예상
* IPR 확보 가능 분야 차세대 이종 네트워크 간의 연동기술 분야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선도)(Ver.2009)

2
편

3
편

-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안 프레임워크, 절차 및 보안 요구사항 정의와 관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련된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 차세대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기술이 세계 선두이므로, 유무선 통합 환경의 보안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기술은 표준 선점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해 국제표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

4
편

* IPR 확보 가능 분야 이종망 간의 연동 보안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침해사고 대응
* (신규) 국제표준 선도(Ver.2009)

사이버 공격
역추적·보안관리

- 사이버 공격 감시 및 추적기술은 국내 정부 및 민간 기관별 침해대응센터의 고도화에 해당되는 것으
로서 상호호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국내에서는 추적 메시지에 대한 표준 교환 포맷을 TTA에서 정
의했으며, 향후 제시될 다양한 기술 검증과 더불어 실용적인 추적 메시지 교환 전달 프로토콜과 추적
메시지 교환 시 안전성 제공을 위한 보안 프로파일의 체계적인 국내 고유 표준 개발을 추진
- 약간의 표준 인프라(인력 및 정책 등)만 있어도 충분히 선도 가능하며, 현재 표준 대상 기술의 검증을
통해 국내표준을 시도
- 사이버 공격의 글로벌화로 국제적 상호호환성이 중요해지고, 세계시장의 단일화로 세계표준화 여부가
수출 산업화에 핵심 관건이 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시장 중심의 표준화와 더불어 세계시장 중심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아 지속적인 기술 완성
도에 대한 검증을 역점에 두면서 표준화를 적극 추진
- 사이버 공격 역추적 분야는 국제 기여도가 매우 높으므로, 실용적인 기술 검증과 함께 현재 미흡한 국
제표준을 선도하는 상황에 역점을 두어 관련 국제표준을 선도
- 사이버 공격 역추적 분야는 국제 기여도가 매우 높으며, IPR 확보 가능성도 커 국제표준을 선도할 가
능성이 많은 관계로 추적 메시지 교환 전달 프로토콜과 추적 메시지 교환 시 안전성 제공을 위한 보안
프로파일 등의 국내외 IPR 확보를 적극적으로 시도
* IPR 확보 가능 분야 침해사고 공유, 보안 이벤트 상호연관성 분석, 보안 이벤트 시각화
* (신규) 국제표준 선도(Ver.2009)

봇넷 대응기술

- 국내표준은 2008년 TTA를 통해 봇넷 탐지 및 대응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 제안이 이루어졌으며,
신규 표준항목으로 채택되어 표준문서 개발이 진행 중임
- 향후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봇넷 탐지 및 대응체계 운영 가이드라인과 봇넷 탐지 및 대응
프레임워크에 적용되는 상세 스키마 및 프로토콜 등에 대한 표준안이 개발되어야 함
- ITU-T SG17에서 봇넷 탐지 및 대응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항목을 제안해 채택된 상태이며, 국내 주
도하에 표준문서를 개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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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효율적이고 높은 상호운용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유관기관과 협력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신종 봇넷 능동형 탐지 및 대응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서버 보안

- 웹서버 보안기술, 트러스트 플랫폼 기반 소프트웨어 무결성 검증기술, 접근통제 및 감사추적 기술,
플랫폼 임의조장 방지기술 등은 TCG의 트러스트 플랫폼 환경에서 플랫폼 임의조작 및 침해 확산을
방지하는 트러스트 플랫폼 및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TNC(Trusted Network
Connection) 규격을 수용하고, 2009년 구현 기술의 국내 고유 표준 개발을 추진
- 트러스트 플랫폼에 대한 기술은 국외에서 표준화되어 앞서가는 기술이므로 트러스트 플랫폼 환경에서
감사추적, 웹서버 보안, 전자상거래 기술, 보안 커널제어 등의 기술을 접목하는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
- 트러스트 플랫폼 운영체제 기술은 ISO 표준규격을 바탕으로 트러스트 플랫폼용 보안 운영체제 국제
표준을 추진함으로써 협력/경쟁 관계를 유지
- 침해 확산 방지형 도메인 분리기술은 새로운 개념의 분리 커널 표준화 분야로, CC를 기반으로 ISO
에서 국제표준화 및 IPR 확보를 추진하며, 애플릿 기반 전자상거래 및 보안 모듈을 연구함으로써 국
제표준화와 IPR 확보를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보안 운영체제의 접근제어, 신뢰 채널 등 보안 서버 기술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PC 보안

- 안티바이러스 분야에서는 글로벌하게 표준화해 아직 독점하거나 사업을 주도하는 부분이 적으므로 표
준화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다만 통합관리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PC 보안 로그 형식
표준화 추진이 요구됨
- 각 안티바이러스 업체들이 테스팅 표준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테스팅 표준화에 국내 업
체도 참여해 그 움직임에 따라 기술개발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악성코드 탐지 기술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선도)(Ver.2009)

디지털 포렌식

- 국내 사법 환경에 적합한 절차 가이드라인 및 수집·분석 도구 검증규격 등의 국내표준화가 필요하며,
디지털 데이터 분석도구 요구사항 및 수집·분석 도구에 대한 검증규격, 데이터 교환 포맷 등의 표준
안이 개발되어야
- 아직 주도적인 국제표준화기구가 결성되지 않았으므로, 표준항목을 개발해 ITU-T 등을 통한 국제표
준화 선도가 가능함
- ITU-T SG17에서 2009년부터 시작되는 신규 회기에 사이버 범죄 추적 관련 표준 작업그룹에 포렌식
관련 표준항목을 준비, 주도적인 표준안 제안을 통해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ITUT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네트워크 및 모바일 포렌식 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 개발
* IPR 확보 가능 분야 고속 검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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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_ 응용보안·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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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점 표준화항목별 중기(3개년) 표준화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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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u지식 보안

-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융복합 콘텐츠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보호 기술은 선 국내표준화 추
진 후, ITU-T SG17에서 표준화 요구
- u지식 보안기술은 OMA, DVB 등에서 모바일 및 IPTV의 지식보호와 관련한 사실(De factor) 표준화
가 요구되며, CAS와 DRM 등 개별 기술에 대한 표준화는 제정되어 있으나 연동 측면의 고려는 부족
함. CAS와 DRM의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콘텐츠 및 정보 저작권과 리스트 관리 방안 및 기기 및
서비스, 사용자에 따른 지능적 트랜스코딩(Transcoding) 기술의 표준화 계획 및 제정이 요구됨
- MPEG21, OMA, DVB-CPCM, DHWG, TV애 니 타 임 (TV-Anytime), 오 픈 케 이 블 랩
(OpenCableLab) 등에서 관련 분야의 표준화가 진행되거나 시작되고 있으며, 향후 상용화를 위한 보
다 상세한 규격화가 예상되므로, 사실(De factor) 기술 분야 표준화에 적극 참여하고, TTA에서 국내
표준화를 진행한 후, ITU-T SG17을 통한 국제표준화를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사용자 익명 ID 제공 기술, 다운로더블(Downloadable) TPM 기반 지식 보안
단말
* 국제표준 선도(일부수용)(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VoIP 보안

- IETF의 SIPPING WG는 SIP 또는 SIP 응용 서비스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표준화, SIP WG는 SIP 프
로토콜과 관리 분야의 표준화, ITU-T는 스팸 방지 관련 가이드라인 표준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
- 인증된 ID 관리, SIP SAML, SIP 스팸 대책 등 신규 항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이 필요하
며, 많은 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표준을 수용하되, 스팸 대응책 분야 등에서 ITU-T SG17을 통해
국제표준화를 진행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스팸 대책

- IETF는 SIP, DNS, 도메인(Domain), 필터링 언어(Filtering Language) 등과 관련된 스팸 이슈에 초
점을 맞추고 있으며, 꾸준히 표준안이 최종 승인(RFC)된 바 있으므로, 지속적인 추적을 통한 일부 표
준안의 국내 수용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ITU-T SG17에서는 스팸 관련 요구사항(Requirement),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 필터링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표준 선도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됨. 특히 최신 스팸 공격에 대한 대응 솔루션을 신규
표준 아이템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ITU-T SG17을 중심으로 최근 스팸 공격의 특성(예 ; Zombie PC)을 반영한 신규 표준 아이템의 발
굴을 진행
* IPR 확보 가능 분야 컨센트(Consent) 프레임워크, 블랙·화이트 리스트 관리, 필터링, 추론 기법, 인
증 방법, 패턴 분석
* 국제표준 선도(일부수용)(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안전한 P2P 보안

- IM(Instance Message) 관련 표준화는 IETF에서 완료되었고, 보안 프레임워크 분야는 ITU-T
SG17에서 범용 표준 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표준 완료를 위해 기존 표준화 분야에 집중하고, 신
규 표준화 아이템을 발굴함
- P2P 보안 요구사항, P2P 보안 프레임워크, P2P ID 보안, P2P 기반 IPTV 보안기술 등 신규 응용 분
야에 적용하기 위한 요구사항 및 프레임워크 표준화가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P2P 트래픽 분석 및 제어 기술, 개방 환경에서 피어 검색 보안, 자원 분산 보안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IPTV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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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코드 상호연동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장 메커니즘, 콘텐츠 및 서비스 보안기술의 상호연동 메커니즘
등 ITU-T SG17을 통한 표준 활동이 요구됨
* IPR 확보 가능 분야 투명성, 트랜스코다빌리티(Transcodability), 공간·주파수 도메인 암호화, 선택
적 암호화 등 신규 보안 기술 분야, 전송망·인증·과금·식별 등 IPTV에 특화된
보안기술
* 국제표준 협력/경쟁(일부선도)(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신뢰 보안 서비스

- 신뢰 보안 프레임워크, 신뢰 보안 메커니즘, 디바이스·플랫폼 보호, 악성코드 탑재 방지용 무결성 측
정기술(IMVA : Integrity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Agent), 임베디드 장치 보호 등 TCG에
서 보다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이 요구
- TCG에서 표준화를 활발히 진행 중이고, 3GPP, OMA, ITU-T와도 리에이존(liaison)을 통한 표준화
추진이 예정되어 있으나, 국내표준 전문가의 기여도는 매우 낮음. TTA를 통한 국내표준화 활성화와
함께 ETRI, 삼성, 스프레드텔레콤, 프롬투 등 국내 산학연 공동의 표준화 참여가 요구됨

* 국제표준 선도(일부수용)(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 차세대 웹 기반 융합 서비스 보안 프레임워크, SOA 기반 융합 서비스 보안, 유비쿼터스 웹 보안 프레
임워크, 시맨틱 보안 서비스, 모바일 웹 2.0 보안, SOA 기반 안전한 통신 및 정책 디스커버리, SOA
기술에 대한 보안 보증 메커니즘 등 ITU-T SG17 및 W3C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가 요구됨
* IPR 확보 가능 분야 모바일 웹 2.0 보안기술, 웹 기반 디바이스 연동기술, 시맨틱 보안기술
* 국제표준 수용/적용(일부선도)(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합법적 차단(Lawful
Interception)

1
편

2
편

3

* IPR 확보 가능 분야 모바일 TPM 개발 분야

차세대 웹 보안

특
집

- 암호화된 정보 분석 분야에서 ITU-T SG17을 통한 국제 간(아시아 권역) 표준 개발이 요구됨
- 기존의 감청 분야에서는 통신망 운용 형태에 따른 감청이 주를 이루었으나, 암호화된 데이터가 네트워
크를 통해 전송되는 부분은 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기술개발과 함께 국제표준화 단
체(ITU-T)를 통한 표준 제안을 활발히 추진

편

4
편

5
편

* IPR 확보 가능 분야 암호화된 데이터의 합법적인 분석 방법 및 구조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정보보호 평가

- 현재 ISO에서 국제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표준의 주시가 필요하며, 개발된 표준의
국내 수용 및 협력·경쟁하는 전략이 필요
- ISO/IEC JTC1에서 개발된 정보보호 평가 표준은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 표준으로, 향후
특정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보호 평가 표준이 ITU-T, ISO/IEC JTC1에서 추진될 예정
- 새로운 IT 환경을 위한 표준과 제도의 개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적극적으로 표준화에 참여해 국
내 기술을 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정보보호 평가체계 개발을 통한 도구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보안관리

- 정보관리, 거버넌스(Governance), 유비쿼터스 환경 분야에서 ISO/IEC, ITU-T를 통한 세부 항목 표
준 활동이 요구됨
- IT 환경의 급속한 환경 변화와 개인정보 보호 등 신규 이슈 등장으로 기존 정보보호 패러다임이 정보
보호 관리 관점에서 정보보호 거버넌스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기회를 통해 국내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국제표준 전문가의 활동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개발을 통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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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_ 바이오인식
1. 중점 표준화항목별 중기(3개년) 표준화로드맵

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 KISA 바이오인식정보시험센터(K-NBTC)를 통해 CBEFF 표준적합성, 바이오인식 데이터 포맷 적합

국제표준 적합성
시험기술

성 시험기술을 주요 선진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발, ISO/IEC JTC1 SC37에서 국제표준화를 선도하
도록 집중하고, 이런 선도적인 국제표준을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국내표준으로 수용해 국토부, 법무부,
외교부, 행안부 등 정부 시범사업에 표준기술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IPR 확보 가능 분야 표준적합성 분야

바이오인식 성능시험
기술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선도)(Ver.2009)
- KISA 바이오인식정보시험센터(K-NBTC)를 통해 시나리오 기반 제품 성능시험과 운영환경 기반 바이오
인식 시스템 성능 시험기술을 주요 선진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발, ISO/IEC JTC1 SC37에서 국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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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준화를 선도하도록 집중하고, 이런 선도적인 국제표준을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국내표준으로 수용해 국토
부, 법무부, 외교부, 행안부 등 정부 시범사업에 표준기술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특
집

* IPR 확보 가능 분야 성능·상호연동 시험 분야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출입국 관리
응용기술

- 전자여권, 출입국 관리 서비스 등 정부 시범사업에 국제표준 호환성 및 정확성 보장을 위해 국내 SI 사업자
의 지속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며, 주요 선진국과 국제협력을 통한 산학연관 협업체계 구축이 시급
* IPR 확보 가능 분야

-

편

2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선도(Ver.2009)
Telebiometrics
응용기술

1

- 2006년 말부터 TTA PG503 내에 바이오인식 국제표준 연구회를 통해 텔레바이오메트릭스
(Telebiometrics) 원격의료 응용기술 표준 신규 개발과 ITU-T SG17 Q.8(Telebiometrics) 국제표준
화를 선도하는 데 집중, 텔레바이오메트릭스 응용기술 국제표준을 적용한 상용 국산제품 개발로 유도
하여 신규 시장 창출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
* IPR 확보 가능 분야 이동통신·금융통신 인증 분야

편

3
편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수용)(Ver.2009)
다중바이오인식 기술

- KBA, BERC 산학연 전문가를 통해 다중바이오인식 원천기술에 대한 상용화를 적극 권장해 ISO/IEC
JTC1 SC37에서 국제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국내표준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4
편

* IPR 확보 가능 분야 알고리즘 융합기술 분야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바이오인식 보안성 평가기술

- JTC1 SC27을 통해 바이오인식 보안성 평가기술 국제표준이 개발 중이며, 이를 국내표준으로 수용해
CC 기반의 바이오인식 국산제품에 대한 보안성 평가를 추진할 계획

5
편

* IPR 확보 가능 분야 보안성 평가 방법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바이오 레퍼런스
보호기술

- JTC1 SC27을 통한 템플릿 보호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과 더불어 BERC, ETRI, KBA를 통한 바이오
정보 레퍼런스 데이터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제표준화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IPR 확보 가능 분야 템플릿 보호기술
* 국제표준 선도(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프라이버시 보호기술

-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 바이오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등의 국내 보급은 있었으나,
관계부처와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가 전반에 걸친 보안 대책의 법제도 정립이 필요한 실정
* IPR 확보 가능 분야 보안 대책 기술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바이오정보 데이터
포맷기술

- 지문·안면·홍채·정맥 등의 데이터 국제규격은 이미 JTC1 SC37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어 상용
제품에 적용 중이며, 추후 바이오정보 데이터 규격의 표준적합성 시험규격을 파악해 국내 기업들이 적
극적으로 국제 호환이 보장되는 제품 개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IPR 확보 가능 분야

-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바이오정보 인터페이스
응용기술

- BioAPI, CBEFF 등 주요 인터페이스 규격은 이미 JTC1 SC37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으나 BioAPI
Lite, 열손가락 지문 채취 방법, 유무선 이동기기 및 텔레바이오메트릭스(Telebiometrics)용 인터페이스 등
과 같은 응용기술에 대해 KBA, SC37-Korea 전문위원회에서 국내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IPR 확보 가능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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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 분야

I_ 나노 SoC
1. 중점 표준화항목별 중기(3개년) 표준화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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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특
집

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HDL 코딩(Coding)

- 국내 산업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 표준안 개발과 아울러 IEEE DASC, SPIRIT, SI2, Accellera 등 국
제표준의 신속한 수용이 필요하며, VSIA의 활동을 인계받은 IEEE DASC의 국내 연구소 및 산업체의
참여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국책연구소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크게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자체 표준안 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므로 리비전(Revision) 2 등 차기 표준 개발 기획이
필요
- 국제표준안은 대형 CAD 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개발된 국제표준안은 세계적인 SoC 설계 흐름
을 좌우하고 있음.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CAD 산업이 취약해 적극적으로 국제표준안 제정에 참여하
거나 자체 표준안을 제정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력 양성 사
업에서 CAD 전문인력의 양성이 이루어져야 함
- 국내 기술개발 수준은 높으나 표준화는 관심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늦은 상태이므로, 산업계와 연구소
등에 국내표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 IPR 확보 가능성과 국제표준화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사업을 추진해야 함
- SIPAC 후속 사업인 KIPEX 사업에서 표준화 활동 비중이 작아짐. 따라서 자체 표준안 개발의 주체인
SoC포럼 및 TTA PG407의 지원을 강화하거나 독립된 상설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IP 인터페이스

- 국내 산업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 표준안 개발과 아울러 IEEE DASC, SPIRIT, SI2, Accellera 등 국
제표준의 신속한 수용이 필요하며, VSIA의 활동을 인계받은 IEEE DASC의 국내 연구소 및 산업체의
참여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국책연구소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크게 장려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 기반 디자인(Platform-Based Design), IP 테스트·베리피케이션(Test/Verification) 등 관
련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표준화 활동 및 자체 표준안 제정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표준화 기여도는 국제 상위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표준화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표준화는 상대적
으로 늦은 상태로 산업계와 연구소 등에 국내표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 SIPAC 후속 사업인 KIPEX 사업에서 표준화 활동 비중이 작아짐. 따라서 자체 표준안 개발의 주체인
SoC포럼 및 TTA PG407의 지원을 강화하거나 독립된 상설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IP 전달물

- 국내 산업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 표준안 개발과 아울러 IEEE DASC, SPIRIT, SI2, Accellera 등 국
제표준의 신속한 수용이 필요하며, VSIA의 활동을 인계받은 IEEE DASC의 국내 연구소 및 산업체의
참여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국책연구소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크게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자체 표준안 제정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으므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자체 표준안을 확정하
고, 이를 바탕으로 리비전(Revision) 2 등 차기 표준개발 기획이 필요함
- 국내 기술개발은 국제 상위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표준화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표준화는 상대적으로
늦은 상태이므로, 표준개발과 아울러 산업계와 연구소 등에 국내표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 IPR 확보 가능성과 국제표준화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사업을 추진해야 함
- SIPAC 후속 사업인 KIPEX 사업에서 표준화 활동의 비중이 작아짐. 따라서 자체 표준안 개발의 주체
인 SoC포럼 및 TTA PG407의 지원을 강화하거나 독립된 상설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IP 품질 평가

- 국내 산업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 표준안 개발과 아울러 IEEE DASC, SPIRIT, SI2, Accellera 등 국
제표준의 신속한 수용이 필요하며, VSIA의 활동을 인계받은 IEEE DASC의 국내 연구소 및 산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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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참여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국책연구소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크게 장려할
필요가 있음
- SoC포럼 및 TTA PG407의 경우 개발 의지가 강력하고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국가적
재정 및 정책 지원 미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체 표준안 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므로 Revision 2 등 차기 표준개발 기획이 필요함
- 국내 기술개발은 국제 상위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표준화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표준화는 상대적으로
늦은 상태이므로, 산업계와 연구소 등에 국내표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 국내표준화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사업 추진이 필요함
- SIPAC 후속 사업인 KIPEX 사업에서 표준화 활동 비중이 작아짐. 따라서 자체 표준안 개발의 주체인
SoC포럼 및 TTA PG407의 지원을 강화하거나 독립된 상설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IP 보호

- 국내 산업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 표준안 개발과 아울러 IEEE DASC, SPIRIT, SI2, Accellera 등 국
제표준의 신속한 수용이 필요하며, VSIA의 활동을 인계받은 IEEE DASC의 국내 연구소 및 산업체의
참여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국책연구소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크게 장려할
필요가 있음
- SoC포럼 및 TTA PG407의 경우 개발 의지가 강력하고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국가적
재정 및 정책 지원 미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내 기술이 국제 수준에 비해 상당 부분 취약하므로, 국내표준의 개발뿐만 아니라 국제 수준의 수용
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IPR 확보 가능성은 높으나 표준화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표준화는 매우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계
와 연구소 등에 국내표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 국내표준화와 국내 기술개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사업 추진이 필요함
- SIPAC 후속 사업인 KIPEX 사업에서 표준화 활동 비중이 작아짐. 따라서 자체 표준안 개발의 주체인
SoC포럼 및 TTA PG407의 지원을 강화하거나 독립된 상설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IPR 확보 가능 분야 IP 보호체계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칩패키지 코디자인
(Chip-Package
Codesign)

- 최근 들어 새로 각광받기 시작한 기술이며, 국제적으로 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크게 진행되어 있지 않
으나, 국내의 기술 수준이 국제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편이므로 SI로 판단하면 수용/적용 전략과 협력
/경쟁 전략의 경계에 위치함. Ver.2008에서는 수용/적용 전략이 Ver.2009에서는 협력/경쟁 전략으
로 변화했으며, 이는 국내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함
- IPR 확보 가능성은 높으나 표준화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표준화는 매우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계
와 연구소 등에 국내표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 국내표준화 인프라 수준은 매우 낮으며 국내표준화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및 국제표준화 기여도도 상
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사업 추진이 필요함
- 기술 특성상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 형태가 적합하며, 다양한 센서를 단일 프레임워크의 표준안
에서 지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엄격한 형태의 표준안보다는 유연한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적합하다
고 판단되며, ETRI 등 국책연구소가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IPR 확보 가능 분야 표준 핀(Pin) 배치 및 표준 패키지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9)

센서 부품

- 최근 각광받기 시작한 기술로 국제적으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초기 단계로 Ver.2009 신규 항목임.
상업적으로 파급효과와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기술과 표준의 동시 개발이 필요
- IPR 확보 가능성은 높으나 표준화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표준화는 매우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계
와 연구소 등에 국내표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 국내표준화와 국내표준화 인프라 수준 및 국제표준화 기여도가 매우 낮으며, 국내 기술개발 수준도 상
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사업 추진이 필요함
- 기술 특성상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 형태가 적합하며, 다양한 센서를 단일 프레임워크의 표준안
에서 지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엄격한 형태의 표준안보다는 유연한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적합하다
고 판단되며, ETRI 등 국책연구소가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IPR 확보 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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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로봇장치 추상화 API 기술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부분 선도 기술의 조기 표준화를 통해 산업 활성화 추진 및 선진국과 경쟁하고 협력에 의한 주도
권 유지
- 표준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추어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선행 표준화 추진 기술개발 전략
- 시범사업 또는 표준 플랫폼 사업을 통한 실질적 표준 전략 추진
- 조속한 국내표준화를 통해 로봇장치 추상화 표준에 대한 노하우와 추진 전략을 먼저 확보한 후에

- 로봇 디바이스 추상화
확장API(CRIF 확장)

국제표준화를 선도
- 로봇장치 추상화 인터페이스(CRIF : Common Robot Interface Framework)를 통해 로봇 응
용 프로그램(localization, speech recognition, speaker recognition) 수행 시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함
- 로봇의 필수 HW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표준을 제정하여 표준의 적용 효과를 초기에 극대화할 필
요가 있음
* IPR 확보 가능 분야 디바이스 추상화 모델링 분야

로봇 SW 컴포넌트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동북아 3국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 로봇 SW 컴포넌트 모델
- 로봇 SW 단위 컴포넌트
프로파일
- 로봇 SW 컴포넌트 컴포징
프로파일
- 로봇 SW 컴포넌트와 컨테
이너간 인터페이스 규약
- 로봇 분산통신 미들웨어
기술

- 포럼을 통한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로 국내표준 확립 후 국제표준 추진
- 기술개발 및 표준 적용을 같이 진행하는 동시 표준화 전략
- 디팩토(De factor) 타입의 국제표준 준비
- 로봇 SW 컴포넌트 분야는 미국과 일본의 주도하에 OMG를 중심으로 표준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ETRI는 OMG를 기반으로 로봇 표준화 활동을 주도해 미국·일본과 긴밀한 표
준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상기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조속한 표준안을 이끌어낸 다음 ISO, IT지능형T, IEEE 등 국제표준화
기구의 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역량 집중
* IPR 확보 가능 분야 지능형 이동 에이전트, 인공지능 및 상황인식 등과 관련한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 모델링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미국·일본 등 선진국이 앞선 부분에 대해 선택적 수용
- 멀티미디어 및 UI 등 선도적인 항목은 협력/경쟁을 통해 국제표준 추진

- 서비스 모델링 기술
- 로봇 XML 언어 기술

- IT산업의 표준을 인간·로봇 인터페이스 표준으로 확대해 국제표준 추진
- OPRoS 과제의 콘텐츠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 기술 언어, 서비스 실행 엔진, 멀티미디어와 결합된
서비스 기술 등의 기술개발을 진행
- OPRoS 과제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서비스 관련 기술의 국내표준화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클라이언트 서비스 모델링, 사용자·음성·감정 인터페이스 및 인간·로봇 인
터페이스 분야

지능 로봇용 영상처리 API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멀티미디어 및 UI 등 선도적인 항목은 협력/경쟁을 통해 국제표준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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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 사용자 인식 서비스 API :
로봇 주변의 사용자 ID 및
위치정보를 응용 프로그
램에 전달하는 API
- 미국·일본 등 선진국이
앞선 부분에 대해 선택적
수용
실내 환경 모델링
- 실내 환경 지도, 물체모델,
온톨로지 간의 관계성 표
현 기술
- 통합 서비스 로봇 정보 시
스템 기술

세부 전략(안)
- IT산업의 표준을 인간·로봇 인터페이스 표준으로 확대해 국제표준을 추진
- 기술개발 및 표준 적용을 같이 진행하는 동시 표준화 전략
- OPRoS 과제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서비스 관련 기술의 국내표준화 추진
- HRI 관련 기술은 OMG를 통해 일본 등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
* IPR 확보 가능 분야 사용자·음성·감정 인터페이스 및 인간·로봇 인터페이스 분야

- 부분 선도를 통해 선진국과 경쟁하고, 협력에 의해 주도권 유지
- 개발 환경의 조기 표준화를 통해 산업 활성화 추진

편

2
편

- 표준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추어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선행 표준화 추진
- 디팩토(De facto) 타입의 국제표준 추진

3
편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4

- 부분 선도를 통해 선진국과 경쟁하고 협력에 의해 주도권 유지
- 개발 환경의 조기 표준화를 통해 산업 활성화 추진
- 로봇 내비게이션을 위한
위치인식 서비스 API 기술

1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IPR 확보 가능 분야 실내 환경 지도 분야, 물체 모델링
로봇 Localization 인터페이스
기술

특
집

- 표준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추어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선행 표준화 추진

편

- 디팩토 타입의 국제표준 추진
- 로봇 위치인식(localization) 분야는 국제적 협력을 통한 국제표준화가 가능한 분야로서, 일본 등
과 협력해 OMG에서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
- 국내의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를 협력적으로 선도하고, 이에 따른 제품의 출시로 세계

5
편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IPR 확보 가능 분야 위치인식 분야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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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특
집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부분수용)(Ver.2009)

항법장비 기술

- 국가 차원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와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전문위원회의 활성
화 유도, 국제표준 관련 인재 육성 지원, 아시아 등 다른 나라와 협력 강화, 부품에서 시스템으로 전환
하는 인프라 구축,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유도, 산업체의 표준화 활동 추진,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체
계 마련, 표준화와 관련된 전후방 활동을 지원
- 조선, IT, 전자산업 등 관련 분야와 연동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국내표준을 조기 정착하고, 국
제특허 출원 추진 및 조선, IT, 전자산업 등 관련 분야와 연계해 표준 특허를 보장함으로써 특허 출원
에 따른 영향력을 확장하며, 주변 국가와 연계해 특허기술 확보로 표준화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ECDIS, INS, ENC, 안티컬리전(Anti-Collision), 보이지 플랜(Voyage Plan),
라우트 플랜(Route Plan)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부분수용)(Ver.2009)

표준 기자재 임베디드
시스템 기술

- ISO TC18(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와 ISO TC80(해상 항해 및 무선통신기기와 그
시스템)에 적극 활동
- TTA 임베디드 SW PG를 통한 임베디드 시스템 관련 기반규격의 적극 표준화
- 기자재 관련 IEC 규격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 조선과 관련된 통신기술과 임베디드 시스템 기술에 대한
기술표준의 적극적인 참여 및 검토
- 임베디드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보장이 가능한 e내비게이션(e-Navigation) 시스템용 인터페이스 기
술 확보, 표준 기자재 간 상호운용성 확보 및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임베디드 HW, SW 플랫폼 기술, 미들웨어 기술

1
편

2
편

3
편

4
편

5
편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부분선도)(Ver.2009)

감항성 결정 기술

- 국내 전문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국제표준 관련 인재 육성,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표준화 활동 유
도 및 지원, 한국적 특성을 고려해 기술 및 국제표준 개발에 선택과 집중 필요
- 표준화를 위한 문제점 발견과 발전 방향에 대한 예측으로 지적재산권 확보가 가능한 기술 도출, 조
선·IT·전자산업 등 관련 분야와 연동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의 국내표준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국제
특허 출원을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헐 스트레스(Hull Stress) 센싱·분석 기술, 최적 적하량 기술, 감항성 평가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부분선도)(Ver.2009)

교통정보 수집 기술

- 선박 내 교통정보 수집에 관한 핵심기술을 개발해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의 표준을 주도하고, 원활한
표준제정을 위해 선진 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며, 국가 차원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함.
국내 전문위원회의 활성화로 국제표준 관련 인재도 육성
-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표준화 활동 유도 및 지원
- 선박 표준 네트워크와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과 연계해 IPR 확보 : 네트워크형 교통정보 수집 및 표준
기자재 간 상호운영성이 확보되도록 e-Navigation 시스템에 장착 가능한 방안을 통한 IPR 확보
* IPR 확보 가능 분야 AIS 네트워크 정보처리 기술, 영상 고속전송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부분선도)(Ver.2009)

선박 내 화물정보 수집 기술

- 선박 내 네트워크화된 화물정보 수집 시스템의 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화물정보 수집에 필요한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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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네트워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원활한 표준제정을 위해 선진 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
- 선박 표준 네트워크와 화물정보 수집 시스템과 연계해 IPR를 확보
- 네트워크형 센서 IPR를 확보
* IPR 확보 가능 분야 REFCON 모니터링 기술, 컨테이너 위치정보 RFID 기술, 컨테이너 크레인 제어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부분선도)(Ver.2009)

4S 통신기술

- EU의 COMMAN 연구 결과를 참조하고, 우리의 안을 반영해 표준제정을 추진
- 원활한 국제표준화를 위해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병행해 추진
- VSAT 인터페이스 SW, HF 인터페이스 SW, 인마샛(Inmarsat) C 인터페이스 SW, 오토매틱 데이터
리포팅(Automatic Data Reporting) SW, VHF 인터넷 프로토콜 SW, AIS, LRIT 등의 인터페이스
SW를 개발해 표준화를 추진
- 다양한 통신매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베어러 관리(Bearer Management) 시스템 SW를 개발해 표준
화를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와이브로(WiBro)를 이용한 다중 통신매체 스위칭 서버의 IPR 확보 기술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부분선도)(Ver.2009)

위성통신기술

- 해상 위성통신은 위성통신 및 방송 관련 국제 개방형 규격제정 기구인 DVB 규격을 이용해 표준화를
추진
- 순방향 전송링크는 DVB-S2를 기반으로 하여 해양 및 선박 환경에 적합한 표준제정을 추진
- 역방향 전송링크는 DVB-RCS 모바일 규격을 기반으로 해양 환경에 적합한 표준제정을 추진
- 원활한 국제표준화를 위해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
- 해상 환경에 적합한 DVB-S2 기반의 순방향 전송기술, 광역 해양 환경에 적합한 망 동기 기술,
DVB-RCS+M 기반 역방향 전송링크 핵심기술, 성형 및 매시형 위성 접속 기술, 고효율 소형 위성추
적 안테나 기술개발 및 IPR 확보가 요구됨
* IPR 확보 가능 분야 위성통신 기술, 위성안테나 제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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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_ u헬스

특
집

1. 중점 표준화항목별 중기(3개년) 표준화로드맵

1
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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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u

3
편

4
편

5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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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u헬스(u-Health)용
생체신호 처리 기술

- ETRI에서 컨티뉴어 헬스 얼라이언스(Continua Health Alliance)에 가입하고 HL7, IEEE PHD 등에
표준항목을 제안
- u헬스용 생체신호 처리 기술과 관련한 국제표준화는 ISO/TC215, IEEE PHD와 HL7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텔이 주도하는 Continua Health Alliance에서도 기업체 위주로 진행
- 기술개발에 표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표준화를 추진하며, 진행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 IPR 확보 가능 분야 생체신호 센싱 기술, 생체신호 전송 프로토콜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u헬스용
의료영상 처리 기술

- 의료영상 처리 기술과 관련한 국제표준화는 ISO, IEEE, HL7 등에서 진행되며, 기존의 의료영상 표준
은 DICOM이 있으며, DICOM 표준에 맞추어 생산 진행
- 별도의 표준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u헬스를 위한 별도의 표준화가 필요한 영
역을 도출해 표준화를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영상정보 전송 프로토콜, 영상처리 인터페이스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생활 센서 처리 기술

- 생활 센서 처리 기술과 관련한 국제표준화는 ISO/TC215, IEEE PHD, HL7 등에서 진행되며, 국제표
준화는 시작 단계로 국내표준화 수준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임
- 본격적인 국내표준화와 국제표준화 활동의 동시 추진과 국제표준화 선도 여건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
- 낙상 감지 기술, 노인생활 모니터링 기술 등 국내 선점 기술이 국제표준 선도 가능한 영역을 대상으로
표준화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생활 패턴 감지 분야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행위정보 분류

- 표준화 전략지수가 국제표준 협력/경쟁에 해당하지만, 이미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표준 선도 영
역을 도출해 국제표준화를 추진
- ISO/TC215, IEEE PHD, HL7 등에서 국제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작 단계로 국내표준화 수준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음
- 향후 IPR 확보가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선 표준화를 통해 IPR 및 표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 일상생활 감지 및 분류 기술 등 국내 선점 기술 및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영역에서 표준화를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행위정보 추론 분야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신규)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생활패턴 가시화

- 표준화 전략지수가 국제표준 협력/경쟁에 해당하지만, 이미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표준 선도 영
역을 도출해 국제표준화를 추진
- 국제표준화는 초기 단계로 ISO/TC215, IEEE PHD, HL7 등에서 추진되며,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영역을 도출해 본격적인 국내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
- 웹기반 일상생활 가시화 기술 등 국내 선점 기술 및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영역에서 표준화를 추진
하며, 국내 IPR를 확보 가능한 영역에서 표준화 추진
- IPR 확보가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선 표준화를 통해 IPR 및 표준을 확보하도록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일상생활 모니터링 분야

임상 결정 지원 기술
(CD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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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국제표준화는 ISO, FDA 등에서 진행되며, 식약청에서 임상 결정 지원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 논의
가 이루어짐
- 임상 결정 지원 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홈헬스케어 기기의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임상 결정 지원 기술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 표준화 인프라 구축이 진행됨
* IPR 확보 가능 분야 홈케어 CDSS

특
집

1
편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선도(협력/수용)(Ver.2008)→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u헬스
네트워크 플랫폼

- ISO, HL7, IEEE 등에서 표준이 진행되며, 국외 대비 국내표준화 수준이 크게 미흡함
-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영역을 도출해 표준화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며, 국내표준화를 국제 수준
으로 높이기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
- 국내표준화 인프라 수준이 현저히 낮아, 국내표준 전문가들의 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2
편

* IPR 확보 가능 분야 PHR 기기 연동 및 정보관리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응용 서비스 프로토콜

- u헬스 시범 서비스 등 국내에서 활발한 진행에 따른 국외 대비 국내표준화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국내표준화 인프라 수준이 향상됨
- 국제표준화는 ISO, HL7, IEEE 등에서 진행되며, TTA에서 u헬스 PG를 구성하는 등 국내표준화 활동
이 진행되어 수준이 크게 향상됨
-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통해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영역을 도출해 표준화 활동을 활발히
추진, 국내표준화 수준을 높임
- 국제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표준을 제정해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

3
편

4
편

* IPR 확보 가능 분야 건강 및 비만 관리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의료정보 보호 기술

- 국제표준화는 ISO에서 진행되며, TTA에서 u-Health PG를 구성하는 등 국내표준화 활동이 진행 중
- u-Health를 위한 의료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추진되며, 국제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
내표준을 제정하여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
* IPR 확보 가능 분야

-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등에서 시험·인증에 대한 연구개발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국외 대비 국내표준화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국내표준화 인프라 수준이 향상됨
- 국제표준화는 FDA 등에서 진행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홈헬스케어 기기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u헬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홈헬스케어 기기의 시험 방
법 등에 대해 연구개발을 진행 중
- 이미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표준화 및 국제표준화를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편

-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수용/적용(Ver.2008)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시험 및 인증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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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IT(Green IT) 분야

I_ u인바이런먼트(u-Environment)
1. 중점 표준화항목별 중기(3개년) 표준화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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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표준화항목별 세부 전략(안)

특
집

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1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정보통신기술과 기후변화 간
사용되는 용어 및 상관개념
표준화

- 국내 및 국외 모두 표준화 기획 단계로 ITU-T TSAG에서 개발하고 있는 표준을 신속하게 수용하고
개발 과정에서 협력
- TSAG의 ICT와 기후변화 포커스그룹의 표준화 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발 과정에서 협력
* IPR 확보 가능 분야

2

-

편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ICT 활용으로 절약되는
에너지 계산 방법 표준화

- 국내외 모두 표준화 기획 단계로 ITU-T TSAG에서 개발하고 있는 표준을 신속하게 수용하고 개발 과
정에서 협력
- TSAG의 ICT와 기후변화 포커스그룹의 표준화 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발 과정에서 협력
* IPR 확보 가능 분야

- 국내외 모두 표준화 기획 단계로 ITU-T TSAG에서 개발하고 있는 표준을 신속하게 수용하고 개발 과
정에서 협력
- TSAG의 ICT와 기후변화 포커스그룹의 표준화 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발 과정에서 협력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온실가스(CO2E)
저방출 TTA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 국내외 모두 표준화 기획 단계로 ITU-T TSAG에서 개발하고 있는 표준을 신속하게 수용하고 개발 과
정에서 협력
- TSAG의 ICT와 기후변화 포커스그룹의 표준화 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발 과정에서 협력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저전력 사용 TTA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편

편

- 기상청, 환경부 등에서 기상 센서를 이용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시범사업 내용을 참조해 새로운 형태의
표준 개발로 국제표준화 선도
- 일본 게이오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5100m 히말라야 지점에 얼음호수 붕괴 감지용 센서 네트워크 설
치 내용 및 기술 파악으로 새로운 형태의 표준 개발로 국제표준화 선도
- JAXA에서 수행하고 있는 GOSAT 위성을 이용해 CO2와 메탄 모니터링 내용을 파악해 새로운 형태
의 표준 개발로 국제표준화 선도
- 국제 공동 형태로 해당 기구에서 공동 표준화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4
5

-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ICT를 활용한 기후변화
감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에 효과적
활용 방법 표준화

3
편

-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ICT 활용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방출량 산출 방법
표준화

편

- 해당 단체표준안의 준비 및 제안은 새로 ICT·환경 융합 표준포럼을 설립해 국내 정부 유관 조직(기
후변화대책기획단(국무총리실), 한국기후변화협의체(환경부, 기상청), 기후변화연구개발마스터플랜(교
육과학부)과 상호 협의하고, 국제표준화기구(ITU-T, TSAG, ITU-R, ITU-D, ISO, IEC) 및 관련 단체
(WMO, UNFCCC) 등의 표준화 및 해당 활동들을 참고해 개발
- ICT·환경 융합 표준포럼은 국제표준화를 위해 해당 포럼의 국제표준 전문가를 활용해 관련 국제표준
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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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표준화항목

세부 전략(안)
* IPR 확보 가능 분야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RFID 활용 온실가스
저방출 및 에너지 소비 감축
을 고려한 기술
표준화

- 해당 단체표준안의 준비 및 제안은 새로 ICT·환경 융합 표준포럼을 설립해 국내 정부 유관 조직(기
후변화대책기획단(국무총리실), 한국기후변화협의체(환경부, 기상청), 기후변화연구개발마스터플랜(교
육과학부)과 상호 협의하고, 국제표준화기구(ITU-T, TSAG, ITU-R, ITU-D, ISO, IEC) 및 관련 단체
(WMO, UNFCCC) 등의 표준화 및 해당 활동들을 참고해 개발
- ICT·환경 융합 표준포럼은 국제표준화를 위해 해당 포럼의 국제표준 전문가를 활용해 관련 국제표준
화를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ITS를 활용한 온실가스 저방
출 및 에너지 소비 감축을
고려한 기술 표준화

- 해당 단체 표준안의 준비 및 제안은 새로 ICT·환경 융합 표준포럼을 설립해 국내 정부 유관 조직(기
후변화대책기획단(국무총리실), 한국기후변화협의체(환경부, 기상청), 기후변화연구개발마스터플랜(교
육과학부))과 상호 협의하고, 국제표준화기구(ITU-T, TSAG, ITU-R, ITU-D, ISO, IEC) 및 관련 단체
(WMO, UNFCCC) 등의 표준화 및 해당 활동들을 참고해 개발
- ICT·환경 융합 표준포럼은 국제표준화를 위해 해당 포럼의 국제표준 전문가를 활용해 관련 국제표준
화를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

* 국제표준화 전략목표 : 국제표준 협력/경쟁(Ver.2009)

단일 IP 기반 차세대
통신망(NGN)의 절감(전력,
교환센터, 노드 수
감소)기술 관련 표준화

- 해당 단체 표준안의 준비 및 제안은 새로 ICT·환경 융합 표준포럼을 설립해 국내 정부 유관 조직(기
후변화대책기획단(국무총리실), 한국기후변화협의체(환경부, 기상청), 기후변화연구개발마스터플랜(교
육과학부))과 상호 협의하고, 국제표준화기구(ITU-T, TSAG, ITU-R, ITU-D, ISO, IEC) 및 관련 단체
(WMO, UNFCCC) 등의 표준화 및 해당 활동들을 참고해 개발
- ICT·환경 융합 표준포럼은 국제표준화를 위해 해당 포럼의 국제표준 전문가를 활용해 관련 국제표준
화를 추진
* IPR 확보 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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