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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TTAK.KO-10.0496 - 한글 국가최상위도메인(.한국) 이름 규칙
(TTA) TTAK.KO-10.0497 - 권한 네임서버 DNSSEC 설정 지침
(TTA) TTAK.KO-10.0498 - 식별체계 연동 프레임워크의 요구사항
(TTA) TTAE.IF-RFC4470 - NSEC 레코드와 DNSSEC 온라인 서명
(TTA) TTAE.IF-RFC4074 - IPv6 주소 DNS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오류 동작
(TTA) TTAK.IF-RFC3901 - DNS IPv6 전송 운용 지침
(TTA) TTAE.IF-RFC4339 - DNS 서버 정보 접근 IPv6 호스트 설정
(TTA) TTAK.KO-10.0592 - 식별체계 연동 프레임워크를 위한 프로토콜
(TTA) TTAK.KO-10.0593 - 국가 최상위 도메인 보안 강화를 위한 DNS 보안 위임 레코드 등록
EPP(Extensible Provisioning Protocol)
(TTA) TTAK.KO-10.0594 - 한글 국가최상위도메인(.한국) 등록관리를 위한 EPP (Extensible
Provisioning Protocol)
(TTA) TTAK.KO-10.0495/R1 - 다국어 전자우편주소 지원을 위한 메일서버 설계 적용 지침
(TTA) TTAK.IF-RFC6530 - 다국어 전자 우편 주소 체계
(TTA) TTAK.IF-RFC6533 - 다국어 전자우편주소의 전송 및 수신 상태 확인
(TTA) TTAK.IF-RFC6532 - 다국어 전자우편주소 헤더
(TTA) TTAK.IF-RFC6531 - 다국어 전자우편주소를 위한 SMTP 확장 프로토콜
(TTA) TTAK.KO-10.0660 - 확장식별자 기반 식별체계 연동 인터페이스
(TTA) TTAK.KO-10.0661 - 신규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 등록 관리를 위한 통신 프로토콜
(TTA) TTAK.KO-10.0662 - 최상위 도메인 Zone을 위한 DNSSEC 적용지침
(TTA) TTAK.IF-RFC6856 - 다국어 전자우편 주소를 위한 POP3 지원
(IETF) RFC6877 - 464XLAT: Combination of Stateful and Stateless Translation
(IETF) RFC5569 - IPv6 Rapid Deployment on IPv4 Infrastructures (6rd) -- Protocol
Specification
(IETF) RFC6333 - Dual-Stack Lite Broadband Deployments Following IPv4 Exhaustion
(IETF) RFC6674 - Deployment Considerations for Dual-Stack Lite
(IETF) RFC6168 - Requirements for Management of Name Servers for the DNS
(IETF) RFC6841 - A Framework for DNSSEC Policies and DNSSEC Practice Statements
(IETF) RFC6885 - Stringprep Revision and Problem Statement for the Preparation and
Comparison of Internationalized Strings (PRECIS)

(TTA) TTAR-04.0001 - 정보통신기술(ICT) 관점에서의 스마트그리드 참조모델(기술보고서)
(TTA) TTAK.KO-04.0151 - 스마트그리드 댁내 통신 규격 : RS485 통신 프로토콜
(TTA) TTAR-06.0126 - M2M 기반 공공빌딩 및 시설물 에너지 관리 서비스 적용 사례 (기술보고서)
(ITU-T) Smart Grid Terminology
(ITU-T) Smart Grid Overview
(ITU-T) Use Cases for Smart Grid
(ITU-T) Requirements of communication for smart grid
(ITU-T) Smart Grid Architecture
(ITU-T) Y.2064 - energy saving using smart objects in next generation home network
(IEC) TR62939 - Smart Grid User Interface
(IEEE) Interoperability of Energy Technolog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peration
with the Electric Power System (EPS), End-Use Applications, and Loads
(NIST) NIST Framework and Roadmap for Smart Grid Interoperability Standards (Release 2.0)
(IETF) RFC 6272 - Internet Protocols for the Smart Grid

미래형창의네트워크
(TTA) TTAE.IT-Y.3021 - 미래
네트워크를 위한 에너지 절감
네트워크 프레임워크
(IETF EMAN) Requirements
for Energy Management
(IETF EMAN) Energy
Management Framework

(IETF) RFC7024 - Virtual Huband-Spoke in BGP/MPLS VPNs

(TTA) TTAK.KO-08.0035 - 스마트워크를 위한 영상 회의 시스템 간 상호 연동 시나리오
(TTA) TTAK.KO-08.0034 - 스마트워크를 위한 영상 회의 시스템 간 상호 연동
(TTA) TTAK.KO-08.0036 - 스마트워크를 위한 영상회의 시스템간 상호연동 시험절차
(IETF) Use Cases for Telepresence Multistreams
(IETF) Requirements for Telepresence Multistreams
(ITU-T) Definitions, requirements, and use cases for Telepresence Systems
(ITU-T) Telepresence System Architecture

(TTA) TTAK.KO-04.0174-part1 -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단지 서버
프로토콜 시험 절차 - Part1 : 베이스 프로토콜
(TTA) TTAK.KO-04.0174-part2 -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단지 서버
프로토콜 시험 절차 - Part2 : 홈게이트웨이/월패드 프로파일
(TTA) TTAK.KO-04.0174-part3 -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단지 서버
프로토콜 시험 절차 - Part3 : 단지공용부 프로파일
(TTA) TTAK.KO-04.0174-part4 -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단지 서버
프로토콜 시험 절차 - Part4 : 스마트 기기 프로파일
(TTA) TTAK.KO-04.0170 - 홈 네트워크 제어를 위한 IEEE 802.15.4
기반 통신 프로토콜

(병행|다각화협력) ~'15, ITU-T SG16
텔레프레즌스 서비스
국내 산업체 요구사항, 서비스 구조, 음성/
영상 파라미터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고,
스마트워크 정책을 반영하여 스마트워크
영상협업 서비스 도입을 위한 표준 개발 및
ITU-T SG16에 텔레프레즌스 표준화 추진

(병행|다각화협력) ~'17, ITU-T SG13

(TTA) TTAK.KO-08.0041 - 기업
스마트워크를 위한 서비스 공통구조 및
인터페이스
(ITU-T) ITU-T Y.fsn - Framework and
service scenarios for Smartwork

오픈 스마트워크 구조 및 프레임워크

(TTA) TTAK.KO-04.0165 - 홈네트워크 환경에서의
4D 방송 서비스를 위한 실감 효과 메타데이터
Well-Known PID 표준

고신뢰 네트워크 기술

(병행|적극공략) ~'18, IRTF, IETF, JTC1/SC39

고신뢰 네트워크 기술개발협의회 주관
결과물을 국내 및 국제 표준에 반영토록
산학연 참여를 유도하되, 국내는 광인터넷
PG를, 국제는 ITU-T SG17에서 네트워크
프레임워크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QoS
및 라우팅 표준을 IETF, ETSI에서 개발

에너지 절감 네트워킹 기술

ITU-T SG13 (Future Network)을 중심으로 FG Smart 후속의
스마트 그리드 네트워크 관련 신규 표준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존 IT 분야 표준전문가들과 산학연을 통한 핵심 IPR을 확보

Audio/Video
Application
G.7XX

(병행|차세대공략) ~'17, IEC TC100

원격교육/워크

감성정보 및 서비스 프레임워크

체감형 4D 엔진 및 서비스 응용 포맷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는 MPEG 국내 표준 협력체(실감미디어산업포럼 및
국내 MPEG 포럼 등)를 통해 국내 산학연의 표준 아이템의 단일화 및
구체화를 통해 MPEG-V, MPEG-M, MPEG-A 표준화에 대응하려고 함. 국내
표준 협력체에서 개발된 국내 표준안은 MPEG KNB에서 사전검토와 멤버간
협조를 통해 표준화 추진

스마트홈 스마트그리드 수요반응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포럼을 토해 국내
공동주거 특성을 반영한 주거공간 에너지
관리 및 수요반응 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제안하고, ISO/IEC JTC1에 표준화 추진

OMG를 중심으로 통신 플랫폼으로 사용될
데이터 중심 미들웨어상의 표준 서비스품질
파라미터에 대한 표준화는 진행되었으며,
각 분산 서비스별 서비스품질 프로파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표준화 대응 필요

RTCP

H.225
RAS

T.37,
38

H.225 Call
signaling

UDP

엔터테인먼트

T.12X

T.37: an ITU standard for sending
FAX accross IP networks in a
store and forward mode
T.38: an ITU standard for sending
FAX accross IP networks in a
real-time mode

Ex) T.120:
Real-time data
conferencing
protocol

장애인
접근성

단지서버
단지공용
시스템

원격자동제어

(병행|차세대공략) ~'16, IEC SEG1
u-City 서비스 연동 모델 및 인터페이스

(TTA) TTAK.KO-04.0161 - 홈 네트워크의 U-시티 서비스 연동 참조 모델
(TTA) TTAK.KO-04.0173-part1 - 홈 네트워크의 U-시티 서비스 연동
프로토콜 - 제1부 : 베이스프로토콜
(TTA) TTAK.KO-04.0173-part2 - 홈 네트워크의 U-시티 서비스 연동
프로토콜 - 제2부 : 교통 및 지역정보 프로파일
(TTA) TTAK.KO-04.0173-part3 - 홈 네트워크의 U-시티 서비스 연동
프로토콜 - 제3부 : 환경 및 생활안전 프로파일

(병행|차세대공략) ~'18, ETSI
(선행|다각화협력) ~'18, IETF, ISO
DTN/MOFI 기술
WiFi 오프로딩 등 기술적 이슈등 DTN RG는
IETF의 워킹 그룹으로 표준개발하고, MOF
및 ID/로케이터 기술은 ISO/IEC JTC1 SC6를
통해 표준개발하며, IETF NVO3등에 적용
표준기술 반영하는 전략수립
(병행|적극공략) ~'18, ITU-T, IRTF
(TTA) TTAE.IT-Y.3031 - 미래 네트워크를
위한 식별자 프레임워크
(TTA) TTAE.IT-Y.3001 - 미래 네트워크 :
원칙 및 설계목표
(TTA) TTAE.KO-01.0174 - 미래 인터넷을
위한 이름 및 주소체계에 관한 요구사항
(IRTF ICN) RFC 6920 - Naming Things
with Hashes

ICN/ID기반통신 기술
IRTF ICN RG와 ITU-T SG13을 통해 국내
ICN 근본적인 구조 표준개발을 발굴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이
요구됨

(TTA) TTAE.IF-RFC6255 - 지연 감내 네트워킹(DTN): 번들 프로토콜 IANA 레지스트리
(TTA) TTAE.IF-RFC6256 - 지연 감내 네트워킹(DTN): 프로토콜 상에서 자체 범위 수치 값 사용
(TTA) TTAE.IF-RFC6257 - 지연 감내 네트워킹(DTN): 번들 보안 프로토콜
(TTA) TTAE.IF-RFC6258 - 지연 감내 네트워킹(DTN): 메타 데이터 확장 블록
(TTA) TTAE.IF-RFC6259 - 지연 감내 네트워킹(DTN): 이전 홉 삽입 블록
(TTA) TTAE.IF-RFC6260 - 지연 감내 네트워킹(DTN): 압축된 번들 헤더 인코딩
(TTA) TTAE.IF-RFC4838 - DTN 구조
(TTA) TTAE.IF-RFC5050 - DTN 번들 프로토콜 명세
(TTA) TTAE.IF-RFC6830 - 위치자/식별자 분리 프로토콜(LISP)
(IRTF) RFC 4838 - Delay-Tolerant Network Architecture
(IRTF) RFC 5050 - Bundle Protocol Specification
(IRTF) RFC 5326 - Licklider Transmission Protocol - Specification
(IETF) RFC 6830 - Locator/ID Separation Protocol
(IETF) RFC 6836 - Locator/ID Separation Protocol Alternative Logical Topology (LISP+ALT)
(IETF) RFC 7052 - Locator/ID Separation Protocol (LISP) MIB
(IETF) RFC 7215 - Locator/Identifier Separation Protocol (LISP) Network Element Deployment Considerations
(IETF) RFC 6833 - Locator/ID Separation Protocol (LISP) Map-Server Interface
(IETF) RFC 6831 - The Locator/ID Separation Protocol (LISP) for Multicast Environments
(IETF) RFC 6832 - Interworking between Locator/ID Separation Protocol (LISP) and Non-LISP Sites
(IETF) RFC 6833 - Locator/ID Separation Protocol (LISP) Map-Server Interface

(병행|적극공략) ~'17, JTC1 SC25

스마트홈/워크

기기간의 연결을 위한 무선전송

JTC1 SC25, ITU-T SG13 및 SG16, IEEE 등
WoT가전 서비스를 위한 WoT 게이트웨이,
미들웨어, 가전 프로파일,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표준을 제안하여 에디터쉽을
확보하고, 국내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표준제정을 추진할 예정임

기기간무선연결 표준 개발을 위해 삼성,
LG와 협력하여 통합 플랫폼 표준개발이
요구되며, IEEE, OIC등을 통한 표준화
활동추진이 필요함

Ethernet/WLAN/
ZigBee/PLC/...
(ITU-T) Y.2063 - Framework of the web
of things
(IETF) RFC 7252 - CoAP(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

(병행|적극공략) ~'17, IETF, ITU-T

14년이래 링형 보호절체 및 공유 메쉬형
보호절체 기술의 표준의 활발한 논의와
함께 링형 및 공유 메쉬형 보호절체 기술에
국내 표준의 신속한 표준제정 및 이더넷
포럼등을 공조를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국제 표준화 추진

(후행|방어적수용) ~'17, IEEE802. ITU-T, IETF
Ethernet 기술
IEEE 802는 보호절체 인터워킹, 400 Gbit/s
이더넷, ITU-T에서는 이더넷 운용관리 유지
보수 및 보호절체, MEF는 CE 2.0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더넷 보호절체 외 기술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 및 수용전략 요구

(TTA) TTAK.OT-06.0048 - 지그비 스마트 에너지 프로파일
(TTA) TTAE.OT-06.0037 - 지그비 헬스케어 프로파일
(TTA) TTAK.KO-06.0339 - 저속, 무선 스마트 미터링 유틸리티
네트워크를 위한 물리계층 데이터 전송률 확장 규격

AP

(병행|차세대공략) ~'15, JTC1 SC25
스마트홈 에너지관리 기기 접속 인터페이스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포럼/
스마트융합가전포럼을 중심으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JTC1 SC25 및 TC205,
SAE 및 AHAM등을 통해서 국내 의견
반영토록 추진

'ISO/IEC JTC1 SC25, IEEE P2030 등 국제표준 제정
단계에서 국내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될 수 있도록
스마트홈 에너지관리 분야 표준화 추진과 연계하되,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포럼과 연계하여 표준화 추진

MPLS-TP기술

스마트인터넷

스위치 하드웨어 장비의 추상화를 위한
오픈플로우 2.0규격검토, NAT, 방화벽 등
네트워크 미들박스 장비 추상화를 위해
ONF, IETF, ITU-T에 표준화 대응

(병행|다각화협력) ~'18, ITU-T, IETF, ONF

(병행|적극공략) ~'18, ITU-T, IETF, ONF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에너지 홈 요구사항
에너지 홈 참조 모델
플러그 시스템
플러그 시험
플러그를 위한 에너지 서비스

Packet Transport Network

SDN 데이터 전송 및 추상화 기술

SDN End-to-End 연결 및 연동 기술에 대한
세부규격 작업에 대한 추격형 개발을
진행한 뒤 ONF/IETF/IRTF 등에 표준화 대응
추진

Network/Service Controller

SDN 제어 및 관리기술

- 스마트그리드 가정용 에너지관리시스템
-

(TTA) TTAE.IT-G.987.3 - 10 기가비트 수동형 광 통신망 (XG-PON): 전송수렴 계층
(TTA) TTAK.KO-01.0176 - 10 Gb/s REAM-SOA을 포함하는 XMD형 TOSA 패키지
(TTA) TTAE.IT-G.987.1 - 10 기가비트 수동형 광 통신망(XG-PON): 일반적 요구사항
(TTA) TTAE.IT-G.988 - ONU 관리 및 제어 인터페이스 (OMCI) 규격
(TTA) TTAE.IT-G.987.2 - 10 기가비트 수동형 광 통신망 (XG-PON): 물리 매체 의존부 계층
(TTA) TTAE.IT-G.698.3 - 단일채널 접속규격을 가진 다중채널 Seeded DWDM 전송
(ITU-T) G.698.3 - Multichannel seeded DWDM applications with single-channel optical interfaces
(ITU-T) G.987 - 10-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 (XG-PON) systems: Definitions,
abbreviations and acronyms
(ITU-T) G.987.4 - 10 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s (XG-PON): Reach extension
(ITU-T) G.989.1 - 40-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s (NG-PON2): General requirements
(IEEE 802.3) 802.3bk - Extended EPON

SDN End-to-end 및 하이브리드 연동기술

(TTA) TTAK.KO-01.0187 -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 제어기 기능 요구사항
(ONF) OpenFlow Specification 1.3
(ONF) OF-Config 1.1
(IETF) RFC 5810 - Forwarding and Control Element
Separation (ForCES) Protocol Specification
(IETF) RFC 6457 - PCC-PCE Communication and PCE
Discovery Requirements for Inter-Layer Traffic
Engineering
(ITU-T) Y.3300 - Framework of software-defined
networking
(ITU-T) Y.sdn-arch - Functional architecture of softwaredefined networking

(TTA) TTAK.KO-04.0132
표준 모델
(TTA) TTAK.KO-04.0160
(TTA) TTAK.KO-04.0148
(TTA) TTAK.KO-04.0184
(TTA) TTAK.KO-04.0185
(TTA) TTAK.KO-04.0186
인터페이스 시험

(TTA) TTAE.IT-G.8110.1/Y.1370.1/R1 - MPLS-TP 계층 망의 구조
(TTA) TTAE.IT-G.8151/Y.1374/R1 - MPLS-TP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관리
(TTA) TTAE.IT-G.8121/Y.1381/R1 - MPLS-TP 장비 기능 블록의 특성
(TTA) TTAE.IT-G.8113.1/Y.1372.1 – 패킷전달망에서 MPLS-TP 운영, 관리, 유지 방법
(TTA) TTAE.IT-G.8113.2/Y.1372.2 - MPLS에서 정의된 도구를 사용한 MPLS-TP 네트워크 운용, 관리, 유지 방법
(ITU-T) G.8113.1/Y.1372.1 – 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mechanism for MPLS-TP in packet
transport networks
(ITU-T) G.8113.2/Y.1372.2 – 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mechanism for MPLS-TP networks
using the tools defined for MPLS
(ITU-T) G.8151/Y.1374 – Management aspects of the MPLS-TP network element
(ITU-T) G.8131/Y.1382 – MPLS-TP linear protection
(ITU-T) G.8121.1/Y.1381.1 – Characteristics of MPLS-TP equipment functional blocks supporting ITU-T
G.8113.1/Y.1372.1
(ITU-T) G.8121.2/Y.1381.2 – Characteristics of MPLS-TP equipment functional blocks supporting ITU-T
G.8113.2/Y.1372.2
(IETF) RFC7271 - MPLS Transport Profile (MPLS-TP) Linear Protection to Match the Operational Expectations
of 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Optical Transport Network, and Ethernet Transport Network Operators
(IETF) RFC 7167 – A Framework for Point-to-Multipoint MPLS in Transport Networks

(병행|다각화협력) ~'18, ITU-T, IETF, ONF
(ONF) OpenFlow TTP (Table
Typing Pattern) 표준 규격

(TTA) TTAK.KO-04.0163 - 개방형 건물
에너지 관리 서비스 프레임워크 참조 모델
(TTA) TTAK.KO-04.0133 - 능동적 건물
에너지 관리 성능 평가항목
(TTA) TTAK.KO-04.0135 - 에너지 절감을
위한 건물 정보 온톨로지 표현 참조 모델
(TTA) TTAK.KO-04.0137 - 스마트그리드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 연동 참조 모델

(병행|차세대공략) ~'16, IEEE

WoT가전 서비스 플랫폼

전력양계

(TTA) TAK.KO-06.0048 - 지그비 스마트
에너지 프로파일 1.0
(ZigBee) ZigBee Smart Energy Profile
Specification
(ZigBee) 13-0200-00 Smart Energy
Profile 2 Application Protocol Standard

(TTA) TTAE.IT-G8032/R1 - 이더넷 링 보호절체
(TTA) TTAE.IT-G8031/R2 - 이더넷 선형 보호절체
(TTA) TTAK.KO-03.0021 - 캐리어 이더넷 연동 게이트웨이 참조모델
(IEEE 802.1) Timing and Synchronization for Time-Sensitive Applications in
Bridged Local Area Networks
(IEEE 802.1) 802.1Qbb - Media Access Control (MAC) Bridges and Virtual Bridged
Local Area Networks—Amendment 17: Priority-based Flow Control
(IEEE 802.1) 802.1Qaz - Media Access Control (MAC) Bridges and Virtual Bridged
Local Area Networks—Amendment 18: Enhanced Transmission Selection for
Bandwidth Sharing Between Traffic Classes
(IEEE 802.1) 802.1aq - Media Access Control (MAC) Bridges and Virtual Bridged
Local Area Networks—Amendment 20: Shortest Path Bridging
(IEEE 802.1) 802.1Qbg - Media Access Control (MAC) Bridges and Virtual Bridged
Local Area Networks—Amendment 21: Edge Virtual Bridging
(IEEE 802.1) 802.1BR - Virtual Bridged Local Area Networks—Bridge Port
Extension
(ITU-T) G.8031 - Ethernet Linear Protection switching
(ITU-T) G.8032 - Ethernet Ring Protection Switching
(ITU-T) G.8013/Y.1731 - OAM functions and mechanisms for Ethernet based
networks

통신 사업자와 P2P 기반 멀티미디어 응용
서비스 간 연동을 필요로하는 관련 솔루션
업체들과 공동 표준화 추진하되, ITU-T
SG11, ISO/IEC SC6와 Joint Work에 대한
동시 추진이 요구됨

(병행|다각화협력) ~'15, ISO TC205

BEMS협회를 중심으로 표준화 추진방향
수립 및 항목 선정하되, ISO TC205에
지속적인 대응과, ITU-T SG13에 신규
ICT융합분야 표준 추진

(병행|방어적수용) ~'15, JTC1 SC25

분산서비스 네트워킹 기술

홈엔터테인먼트
데이터서비스
홈제어
에너지관리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프로파일

(병행|다각화협력) ~'17, ITU-T, IETF

(TTA) TTAK.KO-12.0089 - P2P기반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IETF) RFC6708 - Application-Layer Traffic
Optimization (ALTO) Requirements
(IETF) RFC6708 - ALTO Protocol
(IETF) RFC6708 - ALTO Protocol
(IETF) RFC6972 - Problem Statement and
Requirements of the Peer-to-Peer Streaming
Protocol (PPSP)
(ITU-T) Y.2206 - Requirements for distributed
service networking capabilities

•
•
•
•

홈브리지
/GW

'u-City통합플랫폼에 대한 국내 기술 규격을
기반으로 IEC SEG1에 신규 표준화 항목을
제안하고, 에디터 쉽을 확보

ETSI QKD_ISG에서 통신 규격을 완성하고
3GPP의 R13에 반영하여
양자암호통신기술이 국제 표준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TU, ISO, IEC 및 NIST와
IEEE까지 확장

댁내망

TCP

Satellite xDSL
CATV FTTH

원격의료

양자암호통신 기술

이종 스마트홈 플랫폼간 상호연동을 위한
아키텍처 기술에 대한 표준초안을
제안하여, 스마트융합가전포럼을 통해 검증
및 인증하고, JTC1 SC25을 통해서
국제표준추진

IP
H.261 : video codec
for >= 64kbps
H.263 : video codec
for < 64kbps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 KS
C xxxx : 2014 - 수요반응
연계형 스마트가전 인터페이스
(ISO/IEC) HES Residential
Gateway

(병행|차세대공략) ~'17, JTC1 SC25
이종 스마트홈 서비스 플랫폼 상호연동

Data Appl.

H.245

공공행정

(국표원) 주거 공간 에너지관리시스템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국표원) 주거 공간 에너지관리시스템 –
제2부 정보교환 요구사항
(ISO/IEC) 15067-3 - Model of a
demand-response energy
management system for HES

인터넷 식별자 및 DNS 기술

Terminal Control and Management
Conference Management

H.261,
H.263
RTP

감성신호처리, 감성인지엔진 및 감성정보 교환 포맷
관련 기술 개발 검증 및 표준을 개발하고, IEC/CJK를
중심으로 공동대응하여, 표준항목 발굴 및 표준화 추진

(병행|다각화협력) ~'15, JTC1 SC25

KAIST에서 GreenTouch, ITU에서 에너지
절감기법 기반 하여, TC1 SC39 산하 WG2에
확보된 에디터쉽을 가지고, 적극 활용하여 국내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가 추진

지능형 홈 국가 표준/인증 연구회에서
홈기기 기술 규격 및 적합성 시험 표준안을
마련, 스마트홈 PG를 통해 단체표준과
국표원 KS를 제정하고, JTC1 SC25에
국제표준 추진

텔레프레즌스 서버

(병행|다각화협력) ~'17, MPEG
(병행|차세대공략) ~'18, IEEE, IEC, ITU-T
스마트그리드 통신 기술

(병행|차세대공략) ~'18, IETF, ITU-T

(후행|다각화협력) ~'18, JTC1 SC25
홈네트워크 기기인증

H.323 : Packet-based multimedia
communications systems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서비스 시나리오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ITU-T SG13, OMA,
WfMC/OASIS 등에 표준화 추진

(TTA) TTAK.KO-04.0113 - 감성신호 센싱 디바이스 요구사항
(TTA) TTAK.KO-04.0139 - 감성서비스 단말 요구사항
(TTA) TTAK.KO-04.0178 - 안전한 주거환경 서비스 플랫폼 요구 사항
(ITU-T) Y.3043 Smart ubiquitous networks - Context awareness framework
(ITU-T) Y.3044 Smart ubiquitous networks - Context awareness framework
(ISO/IEC) 10021-7:2003 - Message Handling Systems (MHS): Interpersonal messaging system -- Part 7:
(ISO/IEC) 11411:1995 - Representation for human communication of state transition of software
(W3C) W3C/TR/2013/PR-emtion - Emotion Markup Language(EmotionML) 1.0

(병행|다각화협력) ~'17, IETF
(국표원) KS X ISO/IEC 19790 - 암호모듈 보안 요구사항
(국표원) KS X ISO/IEC 24759 - 암호모듈 시험 요구사항
(ETSI) GS QKD 002 - Use cases
(ETSI) GS QKD 003 - Components and internal interface
(ETSI) GS QKD 004 - Application interface
(ETSI) GS QKD 005 - Security proofs
(ETSI) GS QKD 008 - QKD module security spec
(IETF) IPSEC, X509-S/Mine - Transport Layer Security(SSL)
(NIST) DES, computer authentification, secure hash standard,
digital signature standard, AES
(ANSI) X9.17 PIN management - check processing, electronic
transfer of funds), X.9.28(common master key), X9.30(US
Financial Industry Standard based on DSA), X9.31(digital
signature based on RSA), X9.40, X9.41
(ANSI) X9.28 - common master key
(ANSI) X9.30 - US Financial Industry Standard based on DSA
(ANSI) X9.31 - digital signature based on RSA (ITU-T SG17)

스마트인터넷, 미래형창의네트워크, 패킷광네트워크, 스마트홈/워크

(IETF) Anstraction and Controls for
Transport Networks : Problem Statement
(ONF) SDN 하이브리드 유스케이스 및 전략
표준

Optical Network
(TWDM-PON, WDM-PON)

(병행|적극공략) ~'17, IEEE802, ITU-T, IEC TC
PON기술
MAC 계층 기술 및 시스템 운용과 관련된 개발
기술의 표준 반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ITU-T,
IEEE802.3에 대응되는 국내 표준의 신속한 제정과
기업/학계/산업체의 공조를 통한 국제표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네트워크 장비의 기능을 네트워크 경로 및
제어 등 동적으로 프로그램 함으로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가능한 네트워킹 환경을
구현을 위해 ONF, IETF 등에 표준화
대응필요

(병행|차세대공략) ~'17, ITU-T, ONF
T-SDN기술
ASON 기술 기반으로 PTN망과 OTN망에
대한 연결제어 기능을 SDN 기술로
구현하기 작업 진행 중이며, 기존 MPLSTP와 이더넷 보호 절체 기술보호를 위해
ITU-T, SG13,15에 적극적인 방어 활동이
요구됨

(병행|차세대공략) ~'18, ITU-T, IETF, ONF
SDN 응용 기술
네트워크 정보의 질의/통지, 설정 변경, L47 서비스 제어 등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
기술, SDN 언어/명세 및 검증 표준 기술 등
국내 기술의 표준 반영 및 개발 주도를
위해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과 동시에 국제
표준화를 병행 추진

(ITU-T) Transport aspects of SDN
(ITU-T) Y.FDN-FR “Framework SDN”

Optical Transport Network
(ONF) SDN Northbound API 규격
(ITU-T) Y.3320 -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정형 명세 검증 요구사항

(병행|방어적수용) ~'17, ITU-T, IEEE802.3,
OTN기술

SDN/NFV
HW/SW Platform

Smart Node(SN)

(IEEE P1903) NGSON 기능 구조

Smart Node(SN)

(병행|다각화협력) ~'17, IEEE802.3, OIF, IEC TC
광링크기술
(선행|차세대공략) ~'17, ETSI, IEEE
서비스 가상화 기술

(병행|적극공략) ~'16, TTA
하드웨어 플랫폼기술

(TTA) TTAK.KO-01.0191 - 네트워크 하드웨어 공통 플랫폼 :
프레임워크
(TTA) TTAK.KO-01.0192 - 네트워크 하드웨어 공통 플랫폼 :
네트워크 기능 보드

(병행|차세대공략) ~'17, ETSI, IETF

SDN/NFV포럼을 통해 산업체
공통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결과를 활용하는 공동대응전략이
요구됨

NFV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기술
국내 학계 및 연구소 기술개발과 통신
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시제품화하고,
상용망에서의 필드 테스트 등을 통한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는 유기적인 공동 대응전략
요구

Smart Node(SN)

Smart Node(SN)

NGSON 개념 및 구조를 확장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내에서 확보한
NGSON 서비스 조합 및 네트워크 자가
구성 기술을 기반으로 NFV 기술을 추가
결합하는 형태로 선제적 표준화를 추진이
요구됨

(병행|적극공략) ~'17, ITU-T, IETF, IEEE, DMTF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SDN과 NFV 기술을 통합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의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과 자원 및 인프라
구조 및 제어 기술 이슈를 도출하여 IETF, ITU-T
SG13, IEEE 등의 국제 표준화에 대응

(TTA) TTAK.KO-01.0184 - 스마트 노드 플랫폼 요구사항
(TTA) TTAK.KO-01.0185 - 스마트 노드 플랫폼 개방형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TTA) TTAK.KO-01.0186 - 스마트 노드 플랫폼 개방형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TTA) TTAK.KO-01.0189 - 분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TTA) TTAK.KO-01.0190 - 분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 자원 제어 인터페이스
(IEEE) 802.1BR Bridge Port Extension: 멀티포트브리징 기술표준
(IEEE) 802.1Qbg/Qbh - Edge Virtual Bridging: VM Edge 브리징 기술 표준

(병행|적극공략) ~'17, ETSI
NFV 구조 및 인프라기술
분산클라우드관리플랫폼, 테라라우터기술,
네트워크기능 가상화, 네트워크 서비스
체인제어기술 표준이슈를 도출 및 ETSI ISG
NFV, IETF, ITU-T 국제 표준화에 제안 및
반영

(ETSI) NFV use cases
(ETSI NFV ISG) ETSI NFV requirements
(ETSI) NFV architectural framework
(ETSI) NFV terminology

(ETSI) GS NFV-PER 001 - Network Functions Virtualisation (NFV); NFV Performance &
Portability Best Practises
(ETSI) GS NFV 001 - Network Functions Virtualisation (NFV); Use Cases
(ETSI) GS NFV 002 - Network Functions Virtualisation (NFV); Architectural Framework
(ETSI) GS NFV 003 - Network Functions Virtualisation (NFV); Terminology for Main
Concepts in NFV
(ETSI) GS NFV 004 - Network Functions Virtualisation (NFV); Virtualisation Requirements
(ETSI) GS NFV-PER 002 - Network Functions Virtualisation (NFV); Proofs of Concepts;
Framework
(IETF) Service Function Chaining Use Cases In Data Centers
(IETF) SFC Long-lived Flow Use Cases
(IETF) Service Function Chaining Problem Statement
(IETF) Service Function Chaining Use Cases in Mobile Netwo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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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N B100G 표준화에 대한 ITU-T SG15,
IEEE802를 통해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ODU SMP기술에 대한 IPR확보 추진 및
선별적 수용 및 적용이 요구됨

패킷광네트워크
주요 대응 표준화기구 표준 다운로드 사이트

초고속 광송수신기의 성능 및 인터페이스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 가능하며, SKT, ETRI 등
산학연 공동 대응을 통한 IITU-T SG15, IEC
TC86등에 적극적인 표준화 추진이 요구

(TTA) TTAE.KO-03.0022 - 다수의 서브 채널을 갖는 다채널 CWDM 광인터페이스
(ITU-T) G.694.1 - Spectral Grids for WDM Applications: DWDM Frequency Grid
(ITU-T) G.698.3 - Multichannel seeded DWDM applications with single-channel optical interfaces
(OIF) OIF-DPC-RX-01.2 - Implementation Agreement for Integrated Dual Polarization Intradyne
Coherent Receivers
(OIF) OIF-MSA-100GLH-EM-02.0 - Multisource Agreement for Generation 2.0 100G Long-Haul DWDM
Transmission Module - Electromechanical
(OIF) OIF-PMQ-TX-01.1 - Implementation Agreement for Integrated Polarization Multiplexed
Quadrature Modulated Transmitters

(TTA) TTAE.IT-G.709/R2 - 광전송 네트워크 신호 인터페이스
(TTA) TTAE.IT-G.7044 - ODUflex(GFP) 대역폭 제어
(ITU-T) G.709 (2012) - Interface for the optical transport network
(ITU-T) G.709 (2012) Amd.2 - Interface for the optical transport network Amendment 1
(ITU-T) G.7041 - Generic framing procedure (GFP)
(ITU-T) G.7041 Amd.1 - Generic framing procedure Amendment 2
(ITU-T) G.798 - Characteristics of optical transport network hierarchy equipment functional blocks
(ITU-T) G.798.1 -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optical transport network equipment
(ITU-T) G.798.1 Amd.1 -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optical transport network equipment Amendment 1
(ITU-T) G.873.1(2011) - Optical transport network (OTN): Linear protection
(ITU-T) G.873.1 Amd.1(2011) - Optical transport network (OTN): Linear protection Amendment 1
(ITU-T) G.873.1 - Optical transport network (OTN): Linear protection
(ITU-T) G.873.2 - ODUk shared ring protection
(ITU-T) G.872 (2012) - Arhitecture of optical transport networks: Amendment 1
(ITU-T) G.872 (2012) Amd.1 - Arhitecture of optical transport networks: Amendment 1
(ITU-T) G.8021 -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Ethernet transport network equipment

TTA
3GPP
A4WP
ETSI
IEC
IEEE
IETF
ISO, JTC1
ITU-R
ITU-T
OGC
OMG
ONF
PLASA
Wi-Fi Alliance
WiMAX Forum
W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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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ommittee.tta.or.kr/data/standard.jsp
http://www.3gpp.org/specifications/specification-numbering
http://www.rezence.com/technology/technical-specification
http://pda.etsi.org/pda/queryform.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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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pengeospatial.org/standards/is
http://www.omg.org/spec/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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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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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전략]
- 적극공략: 국제표준 선도경쟁
- 차세대공략: 국제표준 신규제안
- 다각화협력: 전략적 제휴, 부분협력
- 방어적수용: 국제표준 수용/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