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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표준 활용x개발 맵 Ver.2015 – 전파/이동통신 분야 –

B4G/5G이동통신, WLAN, WPAN/WBAN, 위성/무인기통신, 전파응용(자기장통신, 무선전력전송, 가시광 무선통신, 수중음파통신, 전자파환경)

(TTA) TTAK.KO-10.0345/R2 - 멀티모드 인체통신 물리계층 구조
(TTA) TTAK.KO-10.0301/R1 - 인체통신 네트워크 물리계층 구조
(IEEE) 802.15.6 - Body Area Networks
(IEC/TC47/WG6) IEC 62779-1 - Semiconductor devices - Semiconductor interface for
human body communication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IEC/TC47/WG6) IEC 62779-2 - Semiconductor devices - Semiconductor interface for
human body communication - Part 2: Characterization of interfacing performances
(IEC/TC47/WG6) IEC 62779-3 - Semiconductor devices - Semiconductor interface for
human body communication - Part 3: Functional type and its operational conditions

WPAN/WBAN
(병행|적극공략) ~'15, IEEE 802.15.4q

IEEE 802.15 TG4q에서 초저전력 통신에 대한 표준
진행중. 현재 국가과제에서 진행 중인 초저전력 통신
기술과 ETRI 등의 연구소와 기업이 공동으로 표준
기술 기고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협력
체계를 마련. IEEE 802.15.4q 표준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ZigBee Alliance에서 산업표준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

(IEEE802.15 TG4q) Ultra Low Power

(병행|적극공략) ~'17, IEEE 802.15.3d
초고속근접통신 기술

(TTA PG907) 2012-815 - 초고속 초근접
무선통신
(IEEE 802.15 TG3d) 100Gbps Wireless

100 Gbps 통신서비스를 만족시키는 표준기술을
제정하기 위하여 IEEE 802.15 TG3d가 표준활동을
2014년 3월에 시작하였음. 하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100 Gbps 서비스 요구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무선기술들이 논의되고 있음. 이를 위해 서비스
영역별로 해당 기술의 요구사항 및 기술적인
기능들을 표준에 반영하고, 표준 활동 및 표준
반영을 극대화화기 위한 전략으로 TTA 내에 있는
IEEE 802 대응포럼을 활용하여 국내 표준 활동
참여사들간 협력을 논의함. 또한, 각 기업/연구기관/
학계에서는 해당기술의 개발과 핵심 IPR 확보를
위해 서로 협력이 요구됨

기 확보된 IEEE 802.15.6의 BAN 표준에서 인체통신
표준기술의 공동연구 그룹 결성을 통해 기술 전파 및
기술 홍보 추진, 특히 관련 인터페이스 기술은
IEC에서 진행되므로 관련 기술 표준화에 집중
신규제안 채택을 위한 가능성 타진 및 국제 공조를
통한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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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항법
무인기통신

(TTA) TTAK.KO-06.0017/R2 - 디지털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의 오류 성능 목표
(TTA) TTAK.ET-EN301 790-1/R1 - 멀티미디어
재난구조 위성인프라 무선접속(물리계층)
(TTA) TTAK.ET-EN301 790-2/R1 - 멀티미디어
재난구조 위성인프라 무선접속(매체접속제어계층)
(ETSI) TS 101 545-1 - DVB ; Second Generation
DVB Interactive Satellite System(DVB-RCS2) Part 1
: Overview and System Level specification
(ETSI) EN 301 545-2 - DVB ; Second Generation
DVB Interactive Satellite System(DVB-RCS2) Part 2
: Lower Layers for Satellite standard
(ETSI) TS 101 545-3 - DVB ; Second Generation
DVB Interactive Satellite System(DVB-RCS2) Part 3
: Higher Layers Satellite standard

위성송출국
VSAT 중심국

공공안전/방송통신
서비스

(병행|적극공략) ~'18, ETSI, DVB, ITU-R, APT
광대역위성통신 기술
광대역위성통신 기술의 최근 표준화기술인
DVB-RCS2 표준이 2014년 3분기에 공표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표준화기술에
기여하는 어려움. ETRI/국내VSAT사업자 등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DVB-RCS2
표준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면서 신규
선도기술을 발굴하여 추후 표준화 작업
재개시에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화 대응. 또한,
주파수 공유연구를 통해 ITU-R 및 APT에서
고정위성업무 주파수 추가 분배를 검토하는
WRC-15 의제에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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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통신 계층2 라우팅

(병행|방어적수용) ~'16, IEEE 802.15.4r
대상거리측정 기술
IEEE 802.15 TG4r에서 대상거리측정 기술에 대한
표준 진행 중이며 2015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기술기고서 발표에 참여 및 검토를 통해 표준기술
개발 역량 강화 필요

WLAN

Router

(선행|적극공략) ~'16, IEEE 802.15.8

(TTA PG907) 2012-1543 - Sub 1GHz 대역을
사용하는 저전력 무선랜
(TTA PG907) 2011-060 - 5 GHz 대역을
사용하는 Gbps 이상의 초고속 차세대 무선랜
(TTA) TTAE.IE-802.11-2012 - 무선랜 MAC/
PHY규격 (IEEE Std 802.11-2012)
(IEEE) IEEE 802.11ah D3.0
(IEEE) IEEE 802.11-2012
(IEEE) IEEE 802.11ac-2013

(TTA PG907) 2013-1101 대상인식통신을 위한 무선 접속 규격
(IEEE802.15 TG8) Peer Aware
Communications

저속통신 계층2 라우팅 기술
IEEE 802.15 TG10에서 Tiered Cluster Tree 라우팅과
TMCTP 라우팅을 표준으로 채택하며, ISO SC6에서
Networking of Everything 관련 Future Network
Problem Statements and Requirement 기술 보고서
작성을 주도하고, IoT area network 국내 표준을 ISO
JTC1/SC6 와 IEEE 802에서 표준화 추진

Router

(병행|다각화협력) ~'16, IEEE 802.11

IWF

(TTA) TTAT.3G-36.201, TTAT.3G-36.211,
TTAT.3G-36.212, TTAT.3G-36.213,
TTAT.3G-36.214 - 3GPP Physical Layer
Spec.
(TTA) TTAT.3G-36.300 - 3GPP E-UTRA/EUT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
(TTA) TTAT.3G-36.321, TTAT.3G-36.322,
TTAT.3G-36.323 - 3GPP Layer2 Spec.
(TTA) TTAT.3G-36.331 - 3GPP Radio
Resource Control
(TTA) TTAE.IE-802.16m - IEEE 802.16m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의 무선접속 규격 등
4건
(3GPP) TS 36.201, TS 36.211, TS 36.212,
TS 36.213, TS 36.214 - Physical Layer
Spec. (Release 11) 등 4건
(IEEE) IEEE 802.16m-2011 - WiMANAdvanced 등 4건

(병행|다각화협력) ~'16, IEEE 802.11
Fast Initial Link Setup (802.11ai) 기술
2015년 상반기까지 802.11ai D4.0이 만들어질
예정이며, 2016년 상반기 802.11ai 최종 규격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신규 기술 항목을 새롭게
채택시키기는 힘든 단계이며, 2016년 초까지
802.11ai에서 활발히 진행될 comment resolution
과정을 이용해 틈새 기술을 반영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함. 특히 fast scanning, fast authentication
등에 대한 comment 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틈새 기술 반영 시도가 필요함

Sub1GHz M2M 응용 무선랜
(IEEE 802.11ah - Smart Grid/Sensor)
빠른 초기 링크 접속 지원
(IEEE 802.11ai – Fast Initial Link Setup)

(Wi-Fi Alliance) 신규 표준 진행 중
(병행|차세대공략) ~'16, Wi-Fi Alliance
Wi-Fi D2D (Device-to-Device) 응용 기술

무선랜 편의성 향상

D2D 응용/연동지원
(Wi-Fi Alliance – Wi-Fi P2P 응용표준)
고밀도 단말/AP 환경
고효율 차세대 무선랜
(IEEE 802.11ax)

강화된 서비스/단말 검색 기능 지원
(IEEE 802.11aq – Pre-Association Discovery)
차세대 60GHz 무선랜
(IEEE 802.11) NG60

(병행|적극공략) ~'17, IEEE 802.11
밀집 사용자/실외 환경 성능 향상 (802.11ax) 기술
IEEE 802.11ax는 2014년에 Task group을 시작하여
2017년 경에 Drafit 2.0을 완료하여 밀집 사용자
환경과 실외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국내에서는 ETRI와 LG, 삼성 등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어, 표준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7년
이전에 해당 기술에 대한 IPR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과 기관이 확보한 IPR이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TTA) TTAE.IE-802.11-2012 - 무선랜 MAC/
PHY규격 (IEEE Std 802.11-2012)
(TTA PG907) 2011-060 - 5 GHz 대역을
사용하는 Gbps 이상의 초고속 차세대
무선랜
(IEEE 802.11 WG TGax) 신규 표준 진행 중
(IEEE) IEEE 802.11-2012
(IEEE) IEEE 802.11ac-2013

무선랜 전송용량/효율 증대

(병행|적극공략) ~'16, IEEE 802.11
Pre-Association Discovery (802.11aq) 기술
Pre-Association Discovery 기술은 IEEE
802.11aq에서 2014년 9월말 초기 버전 Draft인
802.11aq D0.02이 만들어진 상태로 표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신규 기술 제안이 필요함.
현재 규격 개발이 시작된 상태이며 규격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2015년 초까지는 규격 문구 제안을
통한 기술 반영 시도가 필요하며, 그 이후부터
2016년 까지는 802.11aq D1.0에 대한 comment
resolution 과정을 이용한 추가 기술 반영이 필요함

(TTA) TTAE.IE-802.11-2012 - 무선랜
MAC/PHY규격 (IEEE Std 802.11-2012)
(TTA PG907) 2011-060 - 5 GHz 대역을
사용하는 Gbps 이상의 초고속 차세대
무선랜
(IEEE) IEEE 802.11aq D0.02
(IEEE) IEEE 802.11-2012
(IEEE) IEEE 802.11ac-2013

(병행|적극공략) ~'17, IEEE 802.11

(병행|적극공략) ~'17, IEEE 802.11
광대역 무선랜 OFDMA (802.11ax) 기술

AP간 협력 및 OBSS 성능 향상 (802.11ax) 기술

IEEE 802.11ax는 2014년에 Task group을 시작하여
2017년 경에 Draft 2.0을 완료하여 광대역 OFDMA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국내에서는 ETRI와 LG, 삼성 등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어, 표준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7년
이전에 해당 기술에 대한 IPR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과 기관이 확보한 IPR이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IEEE 802.11ac 후속으로 802.11ax에서는 AP와
STA의 고밀집 환경에서 스펙트럼 효율과
공간전송률을 개선하는 기술로 Downlink MUMIMO 뿐만 아니라 Uplink MU-MIMO,
OBSS환경에서 빔포밍 기술등이 고려되고 있음.
11ac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다중안테나를 이용한
기술들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기고가 요구됨.
표준화 주도업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공동 기고
및 상호지지도 필요함

(병행|적극공략) ~'17, IEEE 802.11

(병행|차세대공략) ~'18, IEEE 802.11
60 GHz 무선랜 진화 (802.11ad 후속) 기술

(TTA) TTAE.IE-802.11-2012 - 무선랜 MAC/
PHY규격 (IEEE Std 802.11-2012)
(TTA PG907) 2011-060 - 5 GHz 대역을
사용하는 Gbps 이상의 초고속 차세대
무선랜
(IEEE 802.11 WG TGax) 신규 표준 진행 중
(IEEE) IEEE 802.11-2012
(IEEE) IEEE 802.11ac-2013

IEEE 802.11에서는 60GHz 대역에서의 무선랜 진화
기술로 NG60 study group이 2014년 9월에 시작
했으며, 2015년에 Task group으로 전환할 계획임.
아직 study group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기술
기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ETRI와 삼성, LG
등의 국내 연구소/업체가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국내 연구소/업체는 2017년 이전에 해당 기술에
대한 IPR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과 기관이 확보한
IPR이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Advanced MIMO & 빔포밍 (802.11ax) 기술
(TTA) TTAE.IE-802.11-2012 - 무선랜 MAC/
PHY규격 (IEEE Std 802.11-2012)
(TTA PG907) 2011-060 - 5 GHz 대역을
사용하는 Gbps 이상의 초고속 차세대
무선랜
(IEEE 802.11 WG TGax) 신규 표준 진행 중
(IEEE) IEEE 802.11-2012
(IEEE) IEEE 802.11ac-2013

Wi-Fi D2D 응용 기술은 현재 WFA에서 표준화를
진행되고 있으며, 주변 인지 네트워킹 기술, D2D
서비스 플랫폼 기술, 차세대 Wi-Fi 디스플레이 기술
등의 세부 기술들은 개별 Task Group들에서
본격적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음. 국내 관련
산업체의 표준화 참여시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
반영이 유리한 분야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표준화
추진 세부 기술별로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업체들이
구성한 주요 산업체 연합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
기고 및 상호 지지등을 통해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
채택률을 높이는 전략 필요함

IEEE 802.11ac 후속으로 802.11ax에서는 AP와
STA의 고밀집 환경에서 스펙트럼 효율과
공간전송률을 개선하는 기술로 Downlink MUMIMO 뿐만 아니라 Uplink MU-MIMO,
OBSS환경에서 빔포밍 기술등이 고려되고 있음.
11ac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다중안테나를 이용한
기술들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기고가 요구됨.
표준화 주도업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공동 기고
및 상호지지도 필요함

(TTA) TTAE.IE-802.11-2012 - 무선랜 MAC/
PHY규격 (IEEE Std 802.11-2012)
(TTA PG907) 2011-060 - 5 GHz 대역을
사용하는 Gbps 이상의 초고속 차세대
무선랜
(IEEE 802.11 WG TGax) 신규 표준 진행 중
(IEEE) IEEE 802.11-2012
(IEEE) IEEE 802.11ac-2013

(TTA PG907) 2012-918 - 60GHz 주파수
대역 고처리 물리 및 MAC 계층 무선랜
규격
(IEEE 802.11 SG NG60) 신규 표준 추진
예정
(IEEE) IEEE 802.11ad-2013

3GPP Release-14에서 밀리미터파 SI가 진행되고,
Release-15에서 표준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술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기술들은 선행 기술 개발
차원에서 성능 분석 및 상용화 가능성 검증 후 국제
표준화 모색이 필요함

수중음파통신

무선전력전송 관련 기술은 IEC TC100에서
무선전력전송의 동향파악 및 표준안 발굴에
목적으로 Stage 0 TR Project를 설립하여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국제 표준화 필요성과 표준
아이템 발굴을 통해 IEC TC100 내 무선전력전송
관련 서브그룹(TA15) 설립, 다수기기 관리를 위한
무선전력전송 프로토콜 및 다수 충전기 관리를 위한
무선전력전송 프로토콜을 국제표준화 추진 중임.
향후, A4WP나 WPC 등 산업 표준과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한 호환성 있는 국제 표준 개발 추진이
절실히 필요

가시광무선통신

무선전력전송
(병행|차세대공략) ~'17, JTC1 SC6, IEC TC100, WPC, A4WP

(선행|차세대공략) ~'17, IEEE 802.15.7a

무선전력전송 응용 기술
(TTA) TTAR-06.0107 - 무선 충전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조사 및 서비스 시나리오
(TTA) TTAE.KO-06.0303 -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inband통신 물리계층 및 매체접근제어계층 프로토콜
(TTA) TTAK.KO-06.0330 - 바닥 급전 방식의 무선
충전 전기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복사성 방출 현장
측정 방법
(ISO/IEC JTC1) ISO/IEC 15149-2 - Magnetic field
area network (MFAN) Part 2: In-Band Control
Protocol for Wireless Power Transfer
(ITU-T) Wireless Power Transfer - Use Case

가시광 무선통신 PHY/MAC 기술

자기장통신기술의 2011년 국제표준 제정 이후, 자기장통신
기반의 무선전력전송 제어 프로토콜의 국제 표준화가 진행
중임. 무선전력전송서비스 관련 시나리오 및 구조에 관한
표준인 ITU-T Y.WPT-usecase을 2013년에 제안하여 2015년
하반기에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본 표준안의 완료에
따른 후속 표준화 작업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산학연 협력을 통해 무선전력전송 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어 및 관리 기술과 응용서비스/기기 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시험 기술에 관한 표준 초안을 개발하고, 이를
2015년도까지 ISO/IEC JTC1/SC6에 신규 과제로 제안 예정

차세대 이동통신 코어망 기술
ONF에서 SDN, ETSI에서 NFV, IETF에서 IP 이동성
프로토콜 등 표준을 개발하고 잇으며, 3GPP는 각
SDO에서 개발한 표준을 이동통신망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중이거나 신규 항목을 논의 중.
따라서 IETF에서 개발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SDN/
NFV 등 표준을 기술개발에 적용하고 그 결과물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기술개발과 표준개발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함

전자파 적합성 평가 기술
국제 표준화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다양한 ICT 융합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평가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확대하여 IEC CISPR 및 TC77 국제 표준에 부합화 및
협력 대응함

(TTA) TTAK.OT-06.0040 - EAS, RFID 및
이와 유사한 근거리 기기의 전자파 인체
노출량 측정 방법
(TTA) TTAK.KO-06.0125/R2 - 기지국
주변에서 인체노출에 대한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TTA) TTAK.KO-06.0269/R1 - 전자파 인체
총 노출량 측정방법
(TTA) TTAK.KO-06.0343 - 기지국 전자파
인체 노출량 예측 방법
(IEC) IEC 62209-1 Ed. 2.0 - Human
exposure to radio frequency fields from
hand-held and body-mounted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 Human models,
instrumentation, and procedures - Part 1:
Procedure to determine the specific
absorption rate (SAR) for hand-held
devices used in close proximity to the ear
(frequency range of 300 MHz to 3 GHz) 등
2건

Mobile Core Network
(vitualized Evolved Packet Core)

GW

Cloud BS

(병행|차세대공략) ~'20, ITU-R WP5D, 3GPP

Higher Freq.
Transmission

(TTA) TTAT.3G-36.321, TTAT.3G-36.322, TTAT.3G-36.323 3GPP Layer2 Spec.
(TTA) TTAT.3G-36.300 - 3GPP E-UTRA/E-UT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
(TTA) TTAT.3G-36.304 - 3GPP User Equipment (UE)
procedures in idle mod
(TTA) TTAT.3G-36.201, TTAT.3G-36.211, TTAT.3G-36.212,
TTAT.3G-36.213, TTAT.3G-36.214 - 3GPP Physical Layer
Spec.
(TTA) TTAT.3G-36.331 - 3GPP Radio Resource Control
(3GPP) TS 36.321, TS 36.322, TS 36.323 - Layer2
Spec.(Release 12) 등 5건

MTC/
M2M

(병행|적극공략) ~'18, ITU-R WP5D, 3GPP, IEEE

Macro/Micro Cell

Multi-RAT
Cooperation/Mobility
(TTA) TTAT.3G-36.321, TTAT.3G-36.322,
TTAT.3G-36.323 - 3GPP Layer2 Spec.
(TTA) TTAT.3G-36.300 - 3GPP E-UTRA/EUT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
(TTA) TTAT.3G-36.304 - 3GPP User
Equipment (UE) procedures in idle mode
(TTA) TTAT.3G-36.201, TTAT.3G-36.211,
TTAT.3G-36.212, TTAT.3G-36.213,
TTAT.3G-36.214 - 3GPP Physical Layer
Spec.
(TTA) TTAT.3G-36.331 - 3GPP Radio
Resource Control
(TTA) TTAE.IE-802.16m - IEEE 802.16m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의 무선접속 규격 등
3건
(3GPP) TS 36.321, TS 36.322, TS 36.323 Layer2 Spec.(Release 12) 등 5건
(WiMAX Forum) Femtocells Core
Specification 등 2건

D2D
(PreSe)
(병행|적극공략) ~'18, ITU-R WP5D, 3GPP
이동통신 무선접속망 기술
3GPP RAN 등에서 소형셀 향상 및 협력 기술에 대한
상세 표준 문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2014년 말까지
관련 표준의 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이후
이중연결 및 소형셀 관련 성능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표준작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2014년
하반기에 비면허대역에서의 셀룰러 기술도입을 위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표준의
세부 요소기술 및 표준 제정 작업을 2015년 혹은
2016년 상반기에 걸쳐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중연결 기술 및 비면허 대역에서의 셀룰러
기술에 대한 요소 기술 개발과 더불어 개발된 기술을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IEEE 802.15.7의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Intel사의 경우 자동차 안전 서비스는 아니지만
자동차와 signboard 사이의 가시광 무선통신
응용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본의 경우 이미지 센서를 이용하여
자동차와 신호등 사이의 가시광 무선통신
자동차 응용 서비스를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됨,
이를 위하여 IEC, PLASA에서의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함

(병행|적극공략) ~'16, PLASA CPWG, IEC TC34
가시광 무선통신 조명 식별 미디어 유선전송 기술
국외적으로는 국제적인 표준 규격은 아니나 일본의
VLCC에서 지속적인 일본 내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시광 ID 시스템 (VLCC STD-003) 이라는
규격서에서 Tag ID 전송 프로토콜을 정의하였음.
측위 관련 국내외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나
대부분 RF를 기반으로 한 기술들로 각각 조명의
위치를 이용하는 가시광 통신과는 기술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를 이용한 측위의 표준화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음

(TTA) TTAT.3G-36.201, TTAT.3G-36.211, TTAT.3G36.212, TTAT.3G-36.213, TTAT.3G-36.214 - 3GPP
Physical Layer Spec.
(TTA) TTAT.3G-36.300 - 3GPP E-UTRA/E-UT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
(TTA) TTAT.3G-36.304 - 3GPP User Equipment (UE)
procedures in idle mode
(TTA) TTAT.3G-36.321, TTAT.3G-36.322, TTAT.3G36.323 - 3GPP Layer2 Spec.
(TTA) TTAT.3G-36.331 - 3GPP Radio Resource
Control
(TTA) TTAE.IE-802.16m - IEEE 802.16m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의 무선접속 규격 등 3건
(3GPP) TS 23.303 - Proximity-based services
(ProSe); Stage 2 (Release 12) 등 9건
(WiMAX Forum) Femtocells Core Specification 등
2건

(병행|다각화협력) ~'18, ITU-R WP5D, 3GPP

3GPP RAN에서 이동통신 기반의 사물통신 지원을
위해 MTC 디바이스의 커버리지 개선 및 저가형
MTC 디바이스를 위한 신규 표준화 아이템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위치 측위 정밀도 개선 기술 및
WLAN과의 협력 측위 기술 등 기존 측위 기술의
개선을 위한 신규 표준화 아이템 역시 논의 중. 또한,
3GPP SA에서 공공안전 서비스를 위한 MCPTT 및
isolated E-UTRAN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이에 대한 핵심기술 선점과 국제 표준화에 대항
기술의 기고 및 승인을 위한 노력이 요구

Low Latency

UDN

(TTA) TTAK.KO-10.0288 - 가시광 무선통신 조명 LED 인터페이스 기본 구조
(TTA) TTAK.KO-10.0391 - 가시광 무선통신 조명의 디밍과 정보 브로드캐스트 기능 방식
(TTA) TTAK.KO-10.0393 - 가시광 무선통신 브로드캐스트 방식: 시분할 브로드캐스트
(TTA) TTAK.KO-10.0401 - LED조명 장치의 제어 네트워크 제어 방식
(TTA) TTAK.KO-10.0402 - LED 조명 네트워크 기본구조
(TTA) TTAK.KO-10.0403 - LED 조명모듈 식별체계
(TTA) TTAK.KO-10.0404 - LED조명장치의 네트워크 스위치 기능 기본구조
(TTA) 미정 - 가시광 무선통신을 이용한 홍보 조명 식별자 배포 서비스
(IEEE) IEEE Standard for 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s- Part 15.7: Short-Range
Wireless Optical Communication Using Visible Light
(PLASA) ANSI E1.45 - 2013 - Unidirectional Transport of IEEE 802 data frames over ANSI
E1.11 (DMX512-A)

이동통신망 서비스 지원 기술

Small Cell

3GPP에서 보다 진화된 형태의 무선 협력 기술인
WLAN/3GPP 밀결합 (integration) 기술과 HSPA와
LTE의 공동 동작 (joint operation) 기술이 Release13 신규 표준화 아이템으로 논의되고 있음. 또한,
IEEE 802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IEEE 802 무선
기술들의 네트워크 접속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의 표준화와 핸드오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종망 연동 기능의 지원을 목표로 하는
개방형 매체독립 제어 프레임워크 및 매체독립
서비스 표준화 논의가 진행 중. 따라서, 표준화 논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IPR 확보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가 표준화 아이템으로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함과 동시에 선정이 유력한 기술에 대한 선행
연구 추진이 필요

가시광 무선통신 응용 기술

(TTA) TTAK.KO-10.0391 - 가시광 무선통신
조명의 디밍과 정보 브로드캐스트 기능 방식
(TTA) TTAK.KO-10.0394 - 가시광 무선통신
컬러 패킷 통신상태 서비스
(TTA) TTAK.KO-10.0395 - 가시광 무선통신
컬러 패킷 링크 제어
(TTA) TTAK.KO-10.0403 - LED 조명모듈
식별체계

D2D

Post-OFDM

Other
RATs
(eg: WLAN)

(TTA) TTAK.KO-10.0391 - 가시광
무선통신 조명의 디밍과 정보
브로드캐스트 기능 방식
(TTA) TTAK.KO-10.0399 - LED 조명
모듈 제어 기본구조
(TTA) TTAK.OT-10.0324 - 16비트
컬러 LED 조명제어 프로토콜
기본구조
(TTA) TTAK.KO-10.0595 - 풀칼라
LED 조명의 제어와 드라이빙 사이의
신호 인터페이스
(TTA PG425) 미정 - 가시광
무선통신을 이용한 홍보 조명
식별자 배포 서비스
(IEEE) IEEE Standard for 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s- Part
15.7: Short-Range Wireless Optical
Communication Using Visible Light
(PLASA) ANSI E1.45 - 2013 Unidirectional Transport of IEEE
802 data frames over ANSI E1.11
(DMX512-A)

(병행|차세대공략) ~'18, IEC TC34

(병행|적극공략) ~'17, IEC TC106

IEC TC106 MT1, MT3에서 국내 기술과 표준
반영을 추진하고 특히 IEC TC106 MT1의
고속 SAR 측정 분야는 국내에서 개발한
시스템과 기술로 동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초안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DAS

Multi-tier
Cooperation

LED 자체 표준이 부재하므로, LED 제어 표준을
추진하면서 가시광 무선통신과 연계한
인터페이스 표준화 추진이 필요함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

Group
Communication

RRH

Massive
MIMO

Moving
Cell

(선행|적극공략) ~'18, IEC TC34
가시광 무선통신 LED 융합 조명 인터페이스 기술

Cloud BS
Cloud BS

Wireless
Backhaul

3GPP RAN 및 SA에서는 5G 기술의 하나인 이동
네트워크(Moving Network)를 지향하는 관련 표준
아이템 도입이 계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된 이동셀/이동릴레이 기술이 연구 이슈로
검토되고 있음. 차세대 클라우드 기지국 기술은
산업계에서는 계속적인 발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표준화 아이템으로는 발전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요소기술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관련된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준비가 병행적으로 요구됨

2008년까지는 기술 개발이 일본을 제외하고
미미하게 이루어졌으며, 표준화 논의를 위한 토대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분석됨. 2009년
하반기부터 IEEE 802.15.7의 표준화 작업이
급속도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
개발도 국내외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2011년
9월에 IEEE 802.15.7 가시광 무선통신 PHY/MAC이
제정되었으며, 카메라에 수신 기능을 추가한 IEEE
802.15.7a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후행|다각화협력) ~'16, IEC CISPR, IEC TC77

(TTA) TTAK.IT-K.78 - 고고도 핵 전자기파 펄스에 대한 통신 센터 내성 요구 규격
(TTA) TTAK.IT-K.81 -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통신 시스템 내성 요구 규격
(TTA) TTAK.KO-06.0330 - 바닥 급전 방식의 무선 충전 전기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복사성 방출 현장 측정 방법
(TTA) TTAK.IT-K.38 - 대형 전기통신 시스템에 대한 복사성 방출 측정 방법
(TTA) TTAK.IT-K.73 - 건물 사이의 케이블 차폐에 대한 접합 및 접지 방법
(TTA) TTAR-06.0138 - 무선 충전 기기의 사용 환경을 고려한 근역장 해석 등 3건
(IEC) CISPR 16-1-4 Ed. 3.2 - Specification for radio disturbance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and
methods - Part 1-4: Radio disturbance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 Antennas and test sites for
radiated disturbance measurements 등 6건

(병행|적극공략) ~'18, ITU-R WP5D, 3GPP

표준화 항목에 포함된 세부 기술들은 각 기술별로
단기적 표준화 규격 개발 단계 또는 중기적 기술
검토 단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3GPP는 Release 13
논의를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임.
따라서 표준화 규격 개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들은 4G 기술의 고도화 관점에서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여야 하며, 중기적 기술 검토가 필요한
기술들은 선행 기술 개발 차원에서 성능 분석 및
상용화 가능성 검증 후 국제 표준화 모색이 필요함

(TTA) TTAK.KO-10.0286 - 가시광
무선통신 송신 물리계층 기본 구조
(TTA) TTAK.KO-10.0287 - 가시광
무선통신 수신 물리계층의 기본
구조
(TTA) TTAK.KO-10.0388 - 가시광
초근거리 무선통신 물리계층 기본
구조
(TTA) TTAK.KO-10.0389 - 가시광
초근거리 무선통신
미디어접속제어계층 기본 구조
(TTA) TTAK.KO-10.0390 - 가시광
초근거리 무선통신 접속절차 기본
구조
(TTA) TTAK.KO-10.0392 - 가시광
무선통신 라인코드: 4B6B 비트
변환 코드
(TTA) TTAK.KO-10.0394 - 가시광
무선통신 컬러 패킷 통신상태
서비스
(TTA) TTAK.KO-10.0395 - 가시광
무선통신 컬러 패킷 링크 제어
(TTA) TTAK.KO-10.0396 - 가시광
무선통신 컬러 패킷 프리미티브 등
3건
(IEEE) IEEE Standard for 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sPart 15.7: Short-Range Wireless
Optical Communication Using
Visible Light

가시광

이동통신 무선전송 기술

다중무선망 협력통신 및 제어 기술

* 본 자료는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5(TTA, '14. 12월)』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를 금하여, 내용을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정부 기금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고주파수대역 무선전송 기술

차세대 이동통신 무선접속망 기술

(TTA) TTAT.3G-29.234 - 3GPP - 3GPP system to Wireless Local Area Network
(WLAN) interworking; Stage 3
(TTA) TTAT.3G-24.327 - 3GPP - Mobility between 3GPP Wireless Local Area
Network (WLAN) interworking (I-WLAN) and 3GPP systems;General Packet Radio
System (GPRS) and 3GPP I-WLAN aspects;Stage 3
(TTA) TTAT.3G-24.234 - 3GPP - 3GPP System to Wireless Local Area Network
(WLAN) interworking;WLAN User Equipment (WLAN UE) to network
protocols;Stage 3
(TTA) TTAT.3G-24.312 - 3GPP - Access Network Discovery and Selection
Function (ANDSF) Management Object (MO)
(TTA) TTAT.3G-36.304, TTAT.3G-36.306, TTAT.3G-36.331 - WLAN/3GPP Radio
Interworking (Release 12)
(TTA) TTAE.IE-802.21a - 미디어 독립 핸드오버 보안 확장 (IEEE 802.21a) 등 9건
(3GPP) TS 29.234 - 3GPP system to WLAN Interworking (Release 11) 등 5건
(IEEE) IEEE 802.16m-2011 - WiMAN-Advanced 등 10건

음파
무선통신

무선전력전송 기반 기술

(3GPP) TS 23.402 - Architecture
enhancements for non-3GPP accesses
(Release 12)
(3GPP) TS 22.278 - Service requirements for
the Evolved Packet System (EPS) (Release 13)
(3GPP) TR 23.861 - Network based IP flow
mobility (Release 13)
(3GPP) TS 23.261 - IP flow mobility and
seamless Wireless Local Area Network
(WLAN) offload; Stage 2 (Release 11) 등 7건

(병행|적극공략) ~'20, ITU-R WP5D, 3GPP

(ITU-R) M.[IMT. ABOVE 6GHZ]

(TTA PG903) 2014-436 - 해상
센서 노드의 환경시험
(TTA PG903) 2014-437 수중음파통신 장치의 수압 및 방수
환경시험
(ISO/IEC JTC1 WG7) UWASN :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 Reference Model - Part
1 : UWASN Overview and
requirements
(ISO/IEC JTC1 WG7) UWASN :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 Reference Model - Part
2 : UWASN Architecture

무선전력전송

자기장

센서노드

(병행|차세대공략) ~'17, 3GPP, IETF, ONF, ETSI

Sub 1 GHz 무선랜 (802.11ah) 기술
(TTA) TTAE.IE-802.11-2012 - 무선랜
MAC/PHY규격 (IEEE Std 802.11-2012)
(TTA PG907) 2011-060 - 5 GHz 대역을
사용하는 Gbps 이상의 초고속 차세대
무선랜
(IEEE) IEEE 802.11ai D3.0
(IEEE) IEEE 802.11-2012
(IEEE) IEEE 802.11ac-2013

리더기
센서노드

전자파

B4G/5G이동통신

2015년 상반기까지 802.11ah D4.0이 만들어지고
Sponsor Ballot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상반기 802.11ah 최종 규격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신규 기술 항목을 새롭게 채택시키기는
힘든 단계이며, 2016년 초까지 802.11ah에서 활발히
진행될 comment resolution 과정을 이용해 틈새
기술을 반영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함. 특히 NDP
frame, SST, Sectorization 등 주요 MAC feature 들에
대한 comment 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틈새 기술 반영 시도가 필요함

DB 서버

자기장통신

Router

무선랜 커버리지/응용확대

Internet

Internet

IEEE 802.15 TG8에서 현재 PFD (PAC Framework
Document)의 작성이 완료된 상태이며 주요 PHY/
MAC 기술을 PAC 표준에 채택하기 위한 적극적
표준화 활동이 필요함

수중음파통신 영역에서 참조모델 (ISO/IEC
JTC 1/WG 7)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향후
전개될 수중음파통신 관련 응용 표준 아이템
발굴과 국제 표준화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함

(병행|적극공략) ~'17, IEC TC100, WPC, A4WP

Router

대상인식통신 기술(PAC)
(선행|차세대공략) ~'16, IEEE 802.15.10
(ISO JTC1/SC6 WG7) ISO 17821 Specification of Low Power Mesh
Network over Channel-hopped TDMA
link (LPWMN)
(IEEE 802.15 TG10) Recommended
practice

(후행|차세대공략) ~'17, JTC1 WG7
수중음파통신 응용 기술

중앙관리센터

IETF, DTNRG의 우주환경 통신 프로토콜 및
기술 표준과 CCSDS의 우주통신 프로토콜
및 무선인터페이스 표준을 통해 네트워크
및 무선인터페이스 계층별 비교 및 분석을
하여 한국형 지연에 강인한 고속
심우주통신에 적합한 국내표준 추진

(TTA) TTAK.KO-05.0043 - 공진형 무선전력전송 장치
(TTA) TTAE.KO-06.0304 - 다수기기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관리 인터페이스
(TTA) TTAE.OT-06.0053 -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명세 제1권:
저전력 제1부: 인터페이스 정의 1.1.2판 등 11건
(IEC) IEC TR 62869 - Activities and considerations related to
wireless power transfer (WPT) for audio, video and
multimedia systems and equipment 등 4건
(CJK) Wireless Power Transfer /Transmission (WPT)
Technical Report 1 등 2건
(WPC) Qi Version 1.1.2 - System Description - Wireless
Power Transfer - Volume I: Low Power - Part 1: Interface
Definition
(A4WP) A4WP-S-0001 v1.2 - A4WP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 Baseline System Specification (BSS)
(ITU-R) Report ITU-R SM.2303-0 - Wireless power
transmission using technologies other than radio frequency
beam

대상인식통신

Sleeping
gas/water meter

통합관리
서버
중계기

심우주통신 기술

ITU-R SG4에서 IMT-Advanced
위성무선인터페이스 표준 제정을 2014년
1월 완료함. 향후 3GPP, ITU-R SG5에서
차세대 지상이동통신 규격 개발을
모니터링하여 차세대 지상이동통신 표준
기반의 차세대 위성전송규격 표준개발
의제를 제안함. 아울러 ETSI에서도
의제발굴을 통한 표준 규격의 활용도 제고
추진. 또한 스펙트럼 활용에 대해 ITU-R 및
APT에서 이동위성업무 추가 주파수 분배
및 주파수 공유를 검토하는 WRC-15의제에
대응 필요

(TTA) TTAE.3G-SAT.36.001 - IMT-Advanced
SAT-OFDM - SAT-OFDM 계열 규격 개요
(TTA) TTAE.3G-SAT.36.002 - IMT-Advanced
SAT-OFDM - SAT-OFDM 전송 기술 일반 사항
(TTA) TTAE.3G-SAT.36.201 - IMT-Advanced
SAT-OFDM - 물리 계층 - 일반사항
(TTA) TTAE.3G-SAT.36.211 - IMT-Advanced
SAT-OFDM - 물리 채널 및 변조
(TTA) TTAE.3G-SAT.36.212 - IMT-Advanced
SAT-OFDM - 다중화 및 채널 부호화
(TTA) TTAE.3G-SAT.36.213 - IMT-Advanced
SAT-OFDM - 물리 계층 절차
(ITU-R) ITU-R M.2047 - Detailed specifications
of the radio interfaces for the satellite
component of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Advanced (IMT-Advanced)

대상거리측정

(IEEE 802.15 TG4r) Distance Measurement
Technique

(병행|적극공략) ~'18, ETSI, ITU-R, APT

ISO/IEC JTC 1/WG 7 에 PWI 기고를 한 결과 WG 7
회의에서 NP 통과가 확실히 예견됨. 이후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해 이해 당사국과 전략적
협력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양한 국가들이 표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함

GIS 서버

(병행|차세대공략) ~'18, CCSDS, IETF
개인휴대위성통신 기술

PAC통신

Home
network

휴대형 위성
이동방송 서비스

심우주통신
VSAT 단말국
(감시/경계통신)

Smart Metering/Energy

Neighborhood
Area Network

(CCSDS) CCSDS 211.0-B-1 - Proximity-1
Space Link Protocol
(CCSDS) CCSDS 211.1-B-4 - Proximity-1
Space Link Protocol - Physical layer
(CCSDS) CCSDS 211.2-B-2 - Proximity-1
Space Link Protocol - Coding and
Synchronization Sublayer
(CCSDS) CCSDS 211.0-B-5 - Proximity-1
Space Link Protocol - Data link layer
(CCSDS) CCSDS 727.0-B-4 - CCSDS File
Delivery Protocol(CFDP)
(CCSDS) CCSDS 722.1-R-1 - Operation of
CFDP over Encapsulation Service
(IETF) RFC5050 - Bundle Protocol
Specification
(IETF) RFC4838 - Delay-Tolerant
Networking Architecture
(IETF) RFC5326 - Licklider Transmission
Protocol

천리안위성

PAC 기기

PAC 기기

(후행|차세대공략) ~'17, JTC1 WG7
수중음파통신 시스템 기술

PAC 기기

Ranging/

국내 LBS 시스템 프로젝트 그룹인 PG904 및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프로젝트 그룹인 PG409과
연계를 통해 실내외 연속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포맷 등에 대한 표준화 의제 발굴을
프랑스 탈레스 및 핀란드 Space System 사와
협력하여 수행한 뒤 2016년까지 유럽표준기구
ETSI에 의사위성 메시지 포맷 표준화 추진. 아울러
OMA/3GPP등과 연계하여 고정밀 위성항법 측위를
위한 차분정보 제공 프로토콜 규격 및 긴급구조
서비스용 실내측위 요구사항 등 표준화 추진

심우주통신

Orbiter

SNS/위치정보/
Multimedia 전송

Localization
Localization

(병행|적극공략) ~'15, JTC1 SC6

자기장통신 MAC/PHY 개선 기술의 근간이 되는
자기장통신 기술이 2011년에 국제표준(ISO/IEC
15149, MFAN) 제정됨으로 우리나라에서
자기장통신 기반의 응용 기술의 표준 선점이
용이하며, ISO/IEC JTC1 SC6의 의장과 간사 및 관련
WG인 WG1의 컨비너와 간사를 한국에서 맡고
있어서 더욱 주도적으로 국내 기술의 표준화를
진행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ISO/IEC JTC1 SC6에서
표준 제안 승인을 받고 표준 개발 단계에 진행 중에
있는 자기장통신 릴레이 프로토콜과 자기장통신
보안 프로토콜 기술 표준화는 2015년까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위성항법 기술

Rover

Kiosk

Connected Device

(TTA) TTAK.KO-06.0256 - 수중 근거리 음파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아키텍처
(TTA) TTAK.KO-06.0352 - 수중 음파통신 시스템 Stage1: 요구사항
(TTA) TTAK.KO-06.0368 - 수중 음파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인터페이스제1부: 물리
계층 및 데이터 링크 계층 간 인터페이스
(TTA PG903) 2013-1310 - 수중 근거리 음파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데이터링크 및
네트워크 계층 간 인터페이스
(TTA PG903) 2013-1311 - 수중음파통신모뎀의 메시지 구조
(TTA PG903) 2014-436 - 해상 센서 노드의 환경시험
(TTA PG903) 2014-437 - 수중음파통신 장치의 수압 및 방수 환경시험
(ISO/IEC JTC1 WG7) UWASN :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 Reference
Model - Part 1 : UWASN Overview and requirements
(ISO/IEC JTC1 WG7) UWASN :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 Reference
Model - Part 2 : UWASN Architecture

자기장통신 기반 및 응용 기술

WRC-12에서 지상 제어용 주파수로 50305091㎒(61MHz)대역 신규 항공 주파수가
분배되었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세부
주파수 이용기준을 만들고 있음. 무인기를
위성으로 제어하기 위한 주파수 이용규정이
차기 WRC-15 의제 1.5로 고정위성(FSS)
주파수를 이용하여 장거리의
무인항공기(UAS)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
운용, 간섭 및 규정에 관한 ITU
연구보고서를 제정 중임

HBC
Reader

HBC
Tag

Furniture
&
Service

전파응용

(병행|차세대공략) ~'16, ETSI, ITU-R, OMA, 3GPP

무인기통신 기술

Personalized
UI
Aware TV

Authentication

위성/무인기통신

(병행|적극공략) ~'17, IEC TC47/WG6
인체통신 기술

(병행|차세대공략) ~'18, ITU-R, ICAO

Public use

(TTA PG904) 2014-218 – 실내측위를
위한 의사위성 메시지 포맷
(TTA PG904) 미정 - 고정밀 위성항법
측위를 위한 차분정보 프로토콜 규격
(ETSI TC SES SCN WG) WI DTR/SES00321 / TR 101 - GNSS Pseudolite
standardization analysis

Lander

초저전력통신 기술(ULP)

(TTA) TTAK.KO-06.0315 - 자기장
통신 네트워크 릴레이 프로토콜
(TTA) TTAK.KO-06.0316 - 자기장
통신 네트워크 기반 지하 시설물
관리 응용 프로토콜
(TTA) TTAE.KO-06.0353 자기장통신 보안 프로토콜
(TTA) TTAK.KO-06.0334 - 자기장
통신 센서 노드 이종망 인터페이스
(TTA) TTAK.KO-06.0366 - 이동형
자기장 통신 프로토콜
(국표원) KS X 4651-1 - 자기장
통신 네트워크 - 저주파 대역 - 제
1부: 물리 계층 요구 사항
(국표원) KS X 4651-2 - 자기장
통신 네트워크 - 저주파 대역 - 제
2부: 매체접속제어 계층 요구사항
(ISO/IEC JTC1) ISO/IEC 15149-1 Magnetic field area network
(MFAN) Part 1: Air Interface 등
3건

(병행|적극공략) ~'17, ITU-R WP5D, 3GPP
이동통신기반 단말간 직접통신 기술
단말간 직접통신 기술은 IEEE 802에서 국제표준규격 개발을 먼저
시작하였고, 3GPP는 규격 개발을 늦게 시작하였지만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표준화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2014년말에는
공공안전(Public Safety) 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된 단말간 직접통신
규격이 승인되고, 2015년부터 표준 규격 안정화 작업 및 단말
릴레이를 포함한 부가 기능 규격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제 표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핵심 기술 확보 및 표준화
방향 정립이 필요함

(TTA) TTAT.3G-22.071 - 3GPP - Location Services (LCS);Service description; Stage 1
(TTA) TTAT.3G-24.171 - 3GPP - Control Plane Location Services (LCS) procedures in
the Evolved Packet System (EPS)
(TTA) TTAT.3G-23.271 - 3GPP - Functional stage 2 description of Location Services
(LCS)
(TTA) TTAT.3G-36.300 - 3GPP E-UTRA/E-UT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
(TTA) TTAT.3G-36.201, TTAT.3G-36.211, TTAT.3G-36.212, TTAT.3G-36.213, TTAT.3G36.214 - 3GPP Physical Layer Spec.
(TTA) TTAT.3G-36.321, TTAT.3G-36.322, TTAT.3G-36.323 - 3GPP Layer2 Spec.
(TTA) TTAT.3G-36.331 - 3GPP Radio Resource Control (Release 11)
(TTA) TTAE.IE-802.16p-2012 - 사물지능통신 응용 지원을 위한 WirelessMANAdvanced 무선 접속 규격 (IEEE Std. 802.16.1b-2012) 등 4건
(3GPP) TS 22.071 - Location Services (LCS);Service description (Release 11) 등 8건
(IEEE) IEEE 802.16p - WiMAN 등 4건

주요 대응 표준화기구 표준 다운로드 사이트
TTA
3GPP
A4WP
CCSDS
DVB
ETSI
ICAO
IEC
IEEE
IETF
ISO, JTC1
ITU-R
ITU-T
OMA
ONF
PLASA
Wi-Fi Alliance
WiMAX Forum
WPC

http://committee.tta.or.kr/data/standard.jsp
http://www.3gpp.org/specifications/specification-numbering
http://www.rezence.com/technology/technical-specification
http://public.ccsds.org/publications/BlueBooks.aspx
https://www.dvb.org/standards
http://pda.etsi.org/pda/queryform.asp
http://www.icao.int/publications/Pages/default.aspx
http://webstore.iec.ch/?ref=menu
http://standards.ieee.org
http://www.rfc-editor.org/search/rfc_search.php
http://www.iso.org/iso/home/search.htm
http://www.itu.int/ITU-R/index.asp?category=publications&rlink=rec-search&lang=en
http://www.itu.int/ITU-T/recommendations/index.aspx
http://technical.openmobilealliance.org/Technical/technical-information/release-program/currentreleases
https://www.opennetworking.org/en/sdn-resources/onf-specifications
http://www.plasa.org/standards/
http://www.wi-fi.org/discover-wi-fi/wi-fi-direct
http://www.wimaxforum.org/resources/technical-specifications
http://www.wirelesspowerconsortium.com/developers/specification.html

범
(표준화 기구) 관련 표준

(병행|적극공략) ~'20, ITU-R WP5D, 3GPP

례
[표준화
- 선행 :
- 병행 :
- 후행 :

특성]
선 표준화 후 기술개발/상용화
표준화/기술개발 동시 추진
선 기술개발/상용화 후 표준화

차세대 이동통신 무선전송 기술

(ITU-R) M.[IMT.VISION]
(ITU-R) M.[IMT.FUTURE TECHNOLOGY TRENDS]

ITU-R WP5D에서는 2020년 및 그 이후의 미래
이동통신(IMT)의 비전을 기술하는 권고서를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작업 중이며, 한국이 관련 의장직을
수행중임. 확보된 의장직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관련
기술의 표준화 추진이 요구됨. 한·중·일 표준화
협력기구인 CJK IMT WG을 통하여 5G 기술의 비전
및 요구사항에 대한 공통 의견 구축 및 공동 기고를
통하여 국제 표준화 선도가 요구됨

* '표준화 항목명(파란색 박스)'과 '관련 TTA표준명'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ired Link

[표준화 전략]
- 적극공략: 국제표준 선도경쟁
- 차세대공략: 국제표준 신규제안
- 다각화협력: 전략적 제휴, 부분협력
- 방어적수용: 국제표준 수용/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