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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인프라 운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 산정 지침

표준은 세계와 소통하는 약속입니다.
정보통신시대, ICT 표준은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ICT 표준은 기술의 혁신을 이끌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TTA에서는 이러한 ICT 표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활동으로
‘표준 해설서’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최근 제정된 ICT 표준 13건을 대상으로
공공 인프라 운영, 재난 안전, 스마트 서비스-스마트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4개의 주제로 묶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구성과 함께 일러스트를 추가하였고,
모바일 구독이 가능하도록 웹(HTML)으로도 제작하였습니다.

본 작업에 도움을 주신 TTA표준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ICT 표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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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 산정 지침

본 표준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요 장비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 기준 및
활용 예를 제시하고 있다. 규모 산정이란,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조와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을 네트
워크 장비의 요구사항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특히, 본 표준은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1(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39호)의 고시
를 준수하고 있다. 준수 대상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의 네트워크 장비 운영·유지
보수 등 관련 사업과 네트워크 장비 구축 사업에서 본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장비 규모 산정은 트래픽 현황, 특성, 증가율, 빈도 및 서비스 만족도 등 다양
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업자나 장비업체에 의한 비표준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업자나 장비업체별로 진행된 비표준, 사설적 규
모 산정 방식으로는 일관되고 통일된 규모 산정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구축 시 네트워크 장비 규모를 참고할 수 있는

한 장비 규모 산정 지침’이 TTA 표준으로 제정되었고, 2017년 6월 적용
예시를 추가하여 개정되었다. 본 표준은 2017년 한해 TTA 표준 다운로
드 집계 순위 2위를 기록하며,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TTA 표준 문서

객관적인 기준이 요구되었다. 이에, 2016년 12월 ‘네트워크 구축을 위

1 제4조(네트워크 장비 도입 기준) ① 수요기관은 IT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 산정
지침”(이하 이 조에서 “규모 산정 지침”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되 네트워크 장비의 용도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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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의 활용에 대하여
주관 기관

구축 사업자

관리 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세부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요청서 사전 공개 의견 등록
사전공개 의견 검토/대응
사업 발주
제안서 제출
구축 사업자 선정
네트워크 구축
감리
검수
운영 및 유지보수
범례

•활용 분야 :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활용

참조

•대상 장비 : L2/L3/L4스위치, 전송 장비

•활용 주체 : 공공기관(주관기관), 네트워크 사업자와 장비업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 산정 지침’ 표준을 통해
공공기관은 합리적으로 네트워크 장비 규모를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함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
으며, 네트워크 구축 사업자 및 장비업체는 공정 경쟁 환경 조성으로 공공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본 표준의 제정 과정
2016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대상 ‘주요 정보화 사업 계약 업무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다수의 기관에
서 네트워크 장비의 실제 사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필요 이상의 용량을 갖는 네트
워크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지적되었다.2 이에 따라, TTA를 포함 학계, 산업계, 공공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적정 규모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였고, 망관리/서비스 품질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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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그룹(PG221)의 검토를 거쳐 2016년 12월 제정되었다.
이후, 2017년 2월에 규모 산정식 적용 예를 추가한 개정 표준이 제안되었다. 4월에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행정 예고를 통해 기존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용지침(고시)’에 제4조1항을 신설, 네트워크 장비 도입 과정에서 준수하도록 하였다.
2017년 6월 표준이 개정되고, 같은 해 7월 행정 예고를 거친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용지침
(고시)’이 시행되면서, 본 표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주요 내용
※본 자료는 표준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표준은 네트워크 장비 규모 산정 개념 및 대상 장비(5장), 장비별 규모 산정 방식(6장), 규모 산정식
적용 절차(7장)와 적용 예(8장)로 구성되어 있다. 규모 산정은 접속형 L2/L3 스위치(라우터 포함),
분배형/백본형 L3 스위치, L4/L7 스위치, 전송 장비(WDM :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ROADM(Reconfigurable Optical Add-Drop Multiplexer), MSPP(Multi-Service Provisioning
Platform, 캐리어 이더넷 장비 등)의 네 가지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네트워크 장비별 규모 산정을
통해 다양한 성능 관련 결과치를 산출하게 된다. 규모 산정 계산식은 표준문서 내에 상세히 기술되
어 있다.
•접속형 L2/L3 스위치(라우터 포함) : 다운링크 포트 속도/수량, 업링크 포트 속도/수량, 처리량, 스위칭 용량

다운링크
포트 수량

패브릭
스위칭 용량

2 표준소개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산정 지침(TTA 저널, 2017.05/06)

업링크
포트 수량
*보정 계수 필요

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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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형/백본형 L3 스위치 : 처리량, 스위칭 용량

패브릭
스위칭 용량

처리량

•L4/L7 장비 : TCP 처리량, 동시 세션 수

동시
세션 수

TCP
처리량

•전송 장비 : 전송 용량, 스위칭 용량

스위칭
용량

전송 용량

처리량(throughput) : 장비에서 손실 없이 전달 가능한 최대 패킷 개수, 단위 : pps (packet per second)
스위칭 용량(switching capacity) : 스위치 패브릭 대역폭을 의미하며, 스위치에서 초당 패킷을
포워딩할 수 있는 능력, 단위 : bps (bit per second)
TCP 처리량 : TCP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 가능한 최대 데이터량, 단위: bps
동시세션 수(concurrent sessions) : 장비에서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 TCP 세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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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용량 : 전송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최대 전송률
보정 계수 : 다양한 서비스(트래픽 유형)별 보정 수치를 의미하며, 모든 접속포트의 보정 계수를 산정·합산하여 평균한 값을 보정
값으로 함. 본 지침에서는 이용량의 조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보정 값을 산정하도록 권장하며, 이용량 산정에 어려울 경우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기준표로 제시하고 있음.

규모 산정식 적용 절차는 1단계 구축 방향 및 기초 자료 조사 → 2단계 기초 자료 분석 및 용량 산정
→ 3단계 보정치 적용 및 최종 장비 규모 도출의 3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2단계

3단계

구축 방향 및
기초 자료 조사

기초 자료 분석 및
용량 산정

보정치 적용 및
최종 장비 규모 도출

· ISP나 기존 네트워크 확장, 신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기본 계획을
토대로 트래픽 흐름을 파악
· 장비 규모 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

· 1단계에서 수집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장비별 접속, 분배,
코어 계층별 용량
(필요 포트 수량) 결정

· 2단계에서 도출된 계층 필요 포트
수량과 네트워크 참조 구조 형태에
따라 보정치 적용
· 최종 장비 규모 확정

위의 절차에 따라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적용한 예제는 표준문서 8장에서 참고할 수 있다.

본 표준은 TTA 표준화위원회 홈페이지(committee.tta.or.kr)의 “망관리/서비스품질 프로젝트 그룹(PG221)”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사무국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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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

본 표준은 기본적인 용량과 성능 요구사항을 이용하여 정보시스템 하드웨어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1호)”의 고시에서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시 본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1
정보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하드웨어는 규모 산정
적용 항목 및 비율이 공급자 혹은 시스템 구축자의 경험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부정확한 규모가 산정
되거나 시스템 규모가 과대 계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시스템 활용도는 낮아져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대 초부터 공공부문의 객관적
인 규모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 12월 TTA 표준이 제정되었고, 2016년에는 일부 서버

한해 TTA 표준 다운로드 집계 순위 1위를 기록하며, 업계 관계자들의 최
고의 관심을 받은 표준이다.

1 제6조(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도입기준)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보화 사업에서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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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용도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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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산정 항목과 스토리지 산정 방식이 추가되면서 개정되었다.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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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의 활용에 대하여
주관 기관

시스템 사업자

관리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세부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제출
시스템 공급자 선정
시스템 개발
감리
검수
운영 및 유지보수
범례

•활용 분야 :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활용

참조

•대상 장비 : 서버(OLTP서버, 웹서버, WAS) 및 스토리지

•활용 주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주관기관), SI사업자 및 하드웨어 공급자(시스템 사업자)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 표준을 통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합리적으로 하드웨어 규모를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함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으며, 공정 경쟁 환경 조성으로 SI사업자 및 하드웨어 공급자의 공공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본 표준의 제정 과정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 작업은 2000년대 초 전자정부 구현을 지원해 온 한국전산원
(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한국전산원은 2002년~2005년간 하드웨어 규모
산정에 대한 선행 연구를 수행하고, 2006년에는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 산정 가이드라인”2을
발간한 바 있다. 2007년 각 부처의 정보시스템 및 IT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통합전산센터가
추진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3

2 공공부문 규모산정 기준적용에 따른 H/ W 사례 및 효과분석 연구 (2006.12, 한국정보사회진흥원)
3 2006 정보통신표준화백서 (2007.0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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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기존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 산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공공정보서비스 프로
젝트 그룹(PG423)의 검토를 거쳐 2008년 12월 TTA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2011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1-36호,
2011.9.5., 폐지제정])이 시행되면서 본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으로의 명칭 개정을 포함,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조항의 변경은 있었
지만, 본 표준 준수에 대한 내용은 유지되고 있다.
2015년 1월에는 공공 및 지자체의 활용도가 높고, 기존 표준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성능
평가 기준을 수정하기 위한 표준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2017년 6월 개정된 표준에서는 일부 서
버 CPU에 대한 규모 산정 항목 등을 추가하고 스토리지 규모 산정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2018년 6월에는 개정 전 표준을 폐지하였고, 현재 WEB서버/WAS에 대한 산정 기준을 현행화하는
등의 2차 표준 개정을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
※본 자료는 표준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표준은 규모 산정 개념 및 대상 장비(5장), 규모 산정 절차(6장), 하드웨어 요소별 규모 산정 방식
(7장)과 규모 산정 사례(부록)로 구성되어 있다.
규모 산정은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서 가장 많이 도입되는 3종의 서버(OLTP서버, 웹서버,
WAS)와 스토리지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각 서버는 CPU, 메모리, 디스크 등 핵심요소별로 산정한다.
CPU에 대해서는 서버의 용도(OLTP서버, 웹서버/WAS)에 따라 두 가지 상이한 산정 방식을 적용하
며, 메모리와 디스크는 용도와 무관하게 공통의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
요소별 규모 산정을 통해 성능 기준에 대한 결과치를 산출하게 된다. CPU와 스토리지의 경우
TPC, SPEC, SPC의 국제 성능 평가 단체의 기준에 따르고 있다. 규모 산정 계산식은 표준문서 내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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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CPU
tpmC

① OLTP, 배치 작업 포함 OLTP : tpmC
② WEB 서버, WAS : ops

ops

메모리 : MegaByte

MegaByte

디스크 : MegaByte
MegaByte

•스토리지

IOPS

IOPS

tpmC(transaction per minute C) : TPC*에서 제정한 표준 규격 중 하나인 TPC-C 벤치마크 시나리오에 대한
분당 최대처리 건수
ops(operation per second) : SPEC*에서 개발한 성능 평가 기준에 대한 초당 오퍼레이션수
IOPS(Input/output operation per second) : SPC*에서 개발한 성능 평가 기준에 대한 초당 I/O 동작 처리 건수

TPC(Transaction Processing Performance Council) :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OLTP) 시스템의 처리 성능을 측정하는 성능 평가
기준을 제정하는 비영리 단체 SPEC(Standard Performance Evaluation Corporation) :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 평가 기준 테
스트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영리 단체 SPC(Storage Performance Council) : 스토리지 성능을 측정하는 평가 기준을 제정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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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규모 산정에 있어,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키텍처의 형태에 따라
CPU 구분과 적용되는 가중치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규모가 정해진다. 아키텍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참조모델 1부터 참조모델 3까지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참조모델1(1-계층) : WEB/응용/DB 계층이 물리적으로 단일 서버에 존재하는 경우

WEB/WAS/DB

인터넷망

사용자

•참조모델2(2-계층) : WEB/응용/DB 계층이 물리적으로 2개 서버에 존재하는 경우

WEB/WAS

인터넷망

사용자

DB서버

•참조모델3(3-계층) : WEB/응용/DB 계층이 물리적으로 3개 서버에 존재하는 경우
(서버1: WEB계층, 서버2: 응용계층, 서버3: DB계층)

Internet

웹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

클라이언트

DB서버
출처 : 표준문서 그림 5-4, 아키텍처별 참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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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산정 절차는 1단계 시스템의 구축 방향 및 기초 자료 조사 → 2단계 기초 자료 및 업무 분석
→ 3단계 참조 모델 결정 및 서버 규모 산정 → 4단계 아키텍처 참조 모델별 가중치 적용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축 방향 및
기초 자료 조사

기초 자료 및
업무 분석

참조 모델 결정 및
서버 규모 산정

참조 모델별 가중치 적용
(확정치 산정)

· 참조 모델과 보정치를
결정

· 아키텍처 참조 모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규모 확정

·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 및
정보 흐름을 파악
· 아키텍처의 모델을 수립하고
규모 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

· 1단계에서 수집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
분석을 수행
· 업무별 예상 부하를
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기준 부하 산정

· 각 서버별 CPU, 메모리,
디스크 등 하드웨어 구성
요소에 대해 산정식을
적용한 규모 산정

부록에서는 참조모델2에 해당하는 사례에서 위 절차에 따라 OLTP서버의 대표적 예인 DB서버
와 웹서버/WAS에 대한 규모를 산정하는 예를 참고할 수 있다.

본 표준은 TTA 표준화위원회 홈페이지(committee.tta.or.kr)의 “공공정보서비스 프로젝트 그룹(PG423)”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사무국을 통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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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
음량 레벨 운용 기준

본 표준은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음량 레벨 기준을 제시하여, 방송 시청 도중 수시로 음량을 조정해
야 하는 시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정되었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39호, 2018. 7. 3., 일부개정]’ 고시에서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전에는 방송 사업자마다 프로그램 제작 및 송신 단계에서 서로 다른 디지털 음량을 송출하여,
방송 채널을 변경할 때나 같은 채널 내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 사이에 음량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음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는
2013년 음량 기준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였다.
2014년 11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통해 본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시정조치 유예기간을 거쳐
방송 프로그램이 기준 음량을 준수하여 방송되기 시작하였다.1

1 음량 기준이 도입되기 전까지 국내 주요 방송사들이 설정한 음량은 평균 -16LKFS(음량단위)였다. 음량 기준에 따라 -24LKFS로 변경되면서, 시청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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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더 작아졌다고 느낄 수 있었으며 방송사마다 이에 대해 안내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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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부터 모든 방송 매체(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의 디지털TV

공공 인프라 운영 디지털 방송 음량 레벨 운용 기준

본 표준의 활용에 대하여
‘디지털 방송 음량 레벨 운용 기준’ 표준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공급자는 음량을 키우려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시청자는 음량을 조절하는
불편함이 해소되어 편의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제 권고 기준에 맞춤으로써 한류 프로그램 및 방송 장비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표준의 제정 과정
2012년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의 케이블방송 프로젝트그룹은 ‘디지털 방송 음량 레벨 운용 기준’
표준을 제안하고, 표준 개발 작업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 공급자,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사업자
들의 참여하에 산하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음량 기준 실무반’을 신설하였다. 1여 년간의 작업을 거
쳐 2013년 TTA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본 표준 준수를 위한 ‘디지털 텔레
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마련을 위해 연구반을 신설하였다. 연구반은 고시 적용
대상인 방송 사업자를 포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Kobaco, 케이블TV방송협회, 학계, ETRI, KETI 등
관련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반은 2014년 9월까지 총 9회의 회의
를 거쳐 음량 측정방법 및 기준 등을 논의·확

LKFS(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란

정하였고, 2014년 5월 개정된 방송법을 근거로

사람의 청각 인지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된 음량 값의 단위

2014년 11월에 관련 고시가 시행되었다. 준수

로, LKFS 단위에서 1dB의 레벨 증감은 1LKFS의 음량 값

여부에 대한 시정조치는 방송 사업자의 음량 측
정 장비 설치 등의 준비를 고려하여 고시 시행
후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유예기간이 끝

의 증감과 동일하다.
UN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2006년 발표한 권고안
‘ITU-R Rec. BS.1770’에서는 LKFS라는 측정 단위를 사
용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3월에는 국제 디지털 TV 방송 프로그램 교환에서

나고, 2016년 5월 29일 새벽 4시부터 모든 방

의 음량을 위한 운용 가이드(ITU-R Rec. BS.1864)를 통해

송 매체(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의 디지털TV

디지털 TV 프로그램의 음량의 크기를 –24LKFS로 할 것

방송 프로그램은 기준 음량을 준수하여 방송을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 및 과태료와

을 권고하였다.
위의 권고는 미국, 유럽, 일본 및 국내에서 방송 음량 측정
방법 및 음량 기준의 근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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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이 시행되었다.
한편, 표준은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1차 개정에서는 부록의 음량 측정 방법을 본문에 포함
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다. 2차 개정에서는 트루피크 측정 방법을 보완하고 멀티채널 음량 측정
방법을 추가하였다.

주요 내용
※본 자료는 표준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표준은 디지털 방송 음량에 관한 요구사항(5장),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음량 운용에 대한 요구사항
(6장), ITU-T 권고 BS.1770-3기반 음량 측정 방법(7장), 멀티채널 사운드 시스템을 위한 음량 측정
방법의 확장(부속서)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방송의 평균 음량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권고 값인 -24LKFS로 제작, 공급 및 전송
되어야 하며, 운용상의 허용 오차는 ±2dB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음량 운용에 대해서는 제작, 공급, 전송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과정에서 음량이 변경되지 않도
록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제작
지상파 방송사업자

자체

외주

케이블 위성 IPTV

자체

외주

방송 채널 사용사업자(PP)

자체

외주

공급

전송

지상파 주조정실

송신소

시청자

방송국

시청자

PP 주조정실

출처: 표준문서 그림 6-1, 방송사업자별 방송 제작, 공급 및 전송 과정 예시)

음량 측정 방법의 경우, ITU의 권고에 따른 오디오 음량 측정 방법과 트루피크 레벨 측정 방법이
표준문서 내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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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인프라 운영 디지털 방송 음량 레벨 운용 기준

부속서에서는 다채널 음량 측정을 위한 확장된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있다. 확장된 알고리즘에서는
멀티채널 사운드 시스템을 위해 스피커 배치 구성에 따라 위치 기반 채널별 가중치를 정의하고 있다.

[참고] 본 표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일반적으로 표준은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
표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부가될 수 있다.(방송법 제70조2-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의 음량기준 등)

본 표준은 TTA 표준화위원회 홈페이지(committee.tta.or.kr)의 “케이블 방송 프로젝트 그룹(PG803)”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사무국을 통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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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기반 철도 통신 시스템
요구 사항(일반·고속 철도)

철도 통신 시스템은 안전하고 원활한 철도 운영을 위한 철도 종사자(관제사, 기관사, 승무원, 작업자
등) 간의 의사소통시스템이다. 본 표준은 음성통신 위주의 국내 철도통신시스템에 고속·대용량 정보
전송이 가능한 4세대 통신기술인 LTE(Long Term Evolution)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
사항을 다루고 있다.
현재 일반철도는 VHF, 고속철도는 TRS-ASTRO(경부고속) 및 TRS-TETRA(호남고속) 등 구간
별로 다른 통신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부산 운행 간 총
6회의 통신 단절이 일어나고, 승무원이 다수의 단말기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 및 운행 안전성 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진행, LTE 기반

그 결과, LTE 기반 철도 통신 시스템 요구 사항과 구조에 대한 2건의
TTA 표준이 2016년 12월 제정되었다. 2017년 한해 다운로드 집계 순위
8위와 9위를 기록하며, 관련 업계의 관심을 받은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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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통신시스템 국내외 표준화 동향 (TTA저널 169호, 2017년 1월)

TTA 표준 문서

철도 통신 시스템(LTE-R) 구축과 표준화를 추진하였다.1

공공 인프라 운영 LTE 기반 철도 통신 시스템 요구 사항(일반·고속철도)

본 표준의 활용에 대하여
‘LTE 기반 철도 통신 시스템 요구사항’ 표준은
2017년 말 개통된 원주~강릉 철도 노선에 적용되었다. LTE 기반 철도통신시스템(LTE-R)은 ‘18 년 이후 신규 건설
노선과 개량 시기가 다가오는 노선에 설치되며, 2027년까지 일반·고속 철도의 모든 노선에 구축될 예정이다.
LTE-R 의 도입으로, 열차가 350km/h의 고속으로 운행할 때도 대용량 데이터 전송, 열차제어시스템 및 재난안전
통신망(PS-LTE)과의 연동이 가능하며, 국내 철도에 사용되는 다양한 열차무선통신시스템의 단일화가 가능하여 구간
별 통신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본 표준의 제정 과정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LTE 기반의 철도 통신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
다. 이 연구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하였고, 표준 개발을 담당
한 ETRI에서 본 표준을 제안하였다. ITS/차량 ICT 프로젝트 그룹(PG905)의 검토를 거쳐 같은 해
12월에 잠정표준으로 우선 제정되었다.
잠정표준은 1년 이후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2016년 TTA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이와
함께 LTE 기반 철도 통신 시스템 구조(일반.고속 철도) 표준도 함께 제정되었다. 이후, 2017년 12월
에는 LTE 기반 철도 통신 시스템과 기존 철도 통신 시스템(VHF, TRSASTRO/TETRA)의 상호 연동
규격과 LTE 기반 철도 통신 시스템 성능 시험 규격이 제정되면서 기존 철도통신시스템과의 연동 및
성능 시험 기준까지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분야 국제 표준화기구인 3GPP의 FRMCS(Future Railway Mobile
Communication System) 표준화에 기고하여 국내 표준이 참조되면서, 국내 기술이 반영되었다. 또
한, ITU_R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국내 700MHz 철도 통신 주파수 대역을 국제 또는 지역 주파수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국제 표준화 활동을 통해, 본 표준이 국제적인 철도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1

주요 내용
※본 자료는 표준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표준은 LTE 기반 철도 통신 시스템 서비스 개요(5장), 사용자 요구사항(6장), 시스템 요구사항(7장)
으로 구성된다.
LTE 기반 철도 통신 시스템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아래의 순으로 우선
순위를 가진다.
① 열차 제어를 위한 데이터 서비스 : 열차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제어를 위해 관제 센터와 열차 간의 정보
제공
② 음성 통화 서비스 : 개별 음성 통화, 긴급통화, 그룹 음성 통화, 다자간 음성 통화, 단말 간 직접 통화
③ 데이터 서비스 : 열차 운행 관련 데이터, 현장 작업 데이터, 열차 접근 경보 데이터 등 열차와 선로 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정보 제공
④ 영상 서비스 : 영상 정보 이용

위에서 정의한 서비스에 따라, 6장에서는 사용자(관제센터 관리자, 기관사, 승무원, 유지보수 작업
자 등)의 기능 요구사항과 성능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 서비스별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성능

요구사항

열차 제어 데이터 서비스

열차제어정보 전송지연 시간

폐색센터와 열차이동국 간 무선구간에서 300msec
이내 전달(최대 350km/h 이동 환경)

음성 통화 서비스

음성 통화 호 접속 시간

접속 시간은 1초 이내, 호접속 성공률은 평균 99%
이상(최대 350km/h 이동 환경)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수신 성공률

평균 99% 이상(최대 350km/h 이동 환경)

영상 서비스

영상 정보 수신 성공률

평균 99% 이상(최대 350km/h 이동 환경)

공통

핸드오버 성공률

끊김 없이 전달, 평균 99% 이상
(최대 350km/h 이동 환경)

7장에서는 LTE 기반 철도 통신 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과 성능 요구사항을 다룬다. 시스템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LTE-R 무선 통신망과 LTE-R 단말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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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인프라 운영 LTE 기반 철도 통신 시스템 요구 사항(일반·고속철도)

출처: 표준문서 그림 7-1, LTE 기반 철도 통신 시스템 기본 구조

위의 구조를 바탕으로, LTE 기반 철도 통신 시스템의 네 가지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열차 제어 데이터 서비스 : 관제 센터와 백본망, LTE-R 무선통신망, 열차 이동국과 연동, 그리고 위치 검지
장치와 폐색센터 간 연동을 통해 이뤄진다.
•음성통화, 데이터, 영상 서비스 : 관제 센터와 백본망, LTE-R 무선통신망, 열차 이동국과 LTE-R 단말 간 연동
에 의해 이뤄진다.
폐색센터 : 열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열차의 운행 프로파일을 결정하고 제어권 정보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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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능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백본망

성능
용량은 1Gbps 급 이상 용량 증설 가능, 망 이중화와 안정성 확보
350km/h 이동환경에서 음성,데이터 및 영상 정보(최소 SD급) 전송, 열차 제어권 정보를

무선 통신망

열차 이동국으로 300msec 이내 전송, 데이터 수신 성공률 평균 99% 이상, 핸드오버 절체 시간
300msec 이내

열차 이동국

송신 출력 최대 200mW 이상, 상기의 사용자 성능 요구사항 만족, 긴급 통화 시 관제 센터와
접속 시간 300msec 이내이고 호접속 성공률 99% 이상 (350km/h 환경)
송신 출력 최대 200mW 이상, 상기의 사용자 성능 요구사항 만족, 긴급 통화 시 관제 센터와

LTE-R 단말

접속 시간 300msec 이내, 배터리 사용시간은 음성 통화 지속 시간 2시간, 영상 통화 지속 시간
30분, 대기상태에서 8시간 이상 사용, IP67* 등급 이상의 방수와 방진 능력 보장

*IP67 등급 : 국제표준화기구 IEC에서 정한 외곽의 밀폐(방진/방수) 보호 등급. 구분(IP코드)중 “6” 먼지의 침입 완전 방지, “7” 침수 시 규정된 수압과
시간 조건 하에서 물의 침입 방지

참고로 본 표준과 함께 제정된 LTE 기반 철도 통신 시스템 구조(일반·고속 철도, TTAK.KO06.0438) 표준에서는 앞서 정의된 LTE 기반 철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조와 인터
페이스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LTE 기반 철도 통신 시스템 성능 시험 규격(TTAK.KO-06.0458) 표준
에서는 LTE 기반 철도 통신 관련 4개의 표준에서 다루는 공통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 항목 및 기
준도 제시하고 있다.

본 표준은 TTA 표준화위원회 홈페이지(committee.tta.or.kr)의 “ITS/차량 ICT 프로젝트 그룹(PG905)”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사무국을 통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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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긴급구난체계 (e-Call)
프로토콜

본 표준은 차량 긴급구난체계(이하 e-Call 시스템)에 필요한 프로토콜에 대해 다룬다.
e-Call 시스템은 차량 운행 중 차량 충돌 및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긴급 구조 기관에
사고 위치와 정보 등을 전송하고 긴급 구난을 요청하여 인명 구조 등 사고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오지 등 사고 취약 지역이나 새벽 시간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을 때 다양한 센서로부터 사
고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e-Call 단말이 사고를 자동으로 인식한 뒤 e-Call 센터로 정보
를 보내 119 등 구조 기관에 연락하여 사망 사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유럽과 러시아에서는 정부 주도로 각각 e-Call 서비스, ERA-글로나스(Emergency Road
Assistance GLONASS)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인 교통안전 현실과 전 세계적인 e-Call 의무
화 추세를 고려하여 범국가 차원의 한국형

다부처 공동 기술협력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형 차량 ICT 기반 e-Call 시스템 구축을
기획하였으며, 2015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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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표준 문서

e-Call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재난 안전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 프로토콜

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관련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1 또한, 2016년부터 e-Call 포럼
에서 자동차 업계, 통신사, 보험사, 도로관리 주체, 단말제조사, 정부 부처 등의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기술·표준, 법·제도, 사업화 부문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e-Call 단말과 e-Call 센터 간 프로토콜, 센서 정보 수집 장치, 사고판단 단말 간 프로
토콜이 TTA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본 표준의 활용에 대하여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 프로토콜’ 표준은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119 등 구조 기관에 자동으로 사고 신고를 수행하여, 신속한 교통사고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완성 차에 내장된 e-Call 단말뿐만 아니라,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외장 단말(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스마트폰, OBD-II 스캐너, 하이패스 단말기, ADAS 단말기, e-Call 전용 단말 등)에 본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e-Call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표준은 자동차 업계의 e-Call 시스템 도입을 촉진할뿐만 아니라, 이미 출고된
차량의 e-Call 시스템 장착을 도와 e-Call 단말 개발과 인증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표준의 제정 과정
본 표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 사업인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표준 및 차량
단말기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4년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 주관기관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차량 출고 후 별도 장착하는 e-Call 단말기와 표준 플랫폼을 만들
고 표준 인증 체계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ETRI에서는 e-Call 단말과 e-Call 센터 간 사고 정보 전송 프로토콜(제1부)과 e-Call
단말 내 센서 정보 전송 프로토콜(제2부), 2건의 표준을 제안하였고,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프로젝트
그룹(SPG12)의 검토를 거쳐, 2017년 6월, 12월에 각각 제정되었다. 2018년 3월에는 사고 정보 전송
프로토콜(제1부) 표준에 대한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개정안에서는 e-Call 센터와 단말간 주고 받는
메시지 별 전송 절차를 추가하고, e-Call 센터의 응답 메시지 전송 절차를 선택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1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서비스 및 기술 동향(TTA저널 164호, 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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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연계하여, 범국가적 e-Call 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11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의 표준2이 제정되었다. ITS Korea의 표준은 e-Call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와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TTA 표준에서는 이에 필요한 프로토콜을 다루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가진다.
이밖에도 e-call 시스템 참고 구조 및 최소 사고 정보 전송 프로토콜 표준은 ITU-T의 국제표준3
으로도 추진하고 있어, 제품 수출 및 국제적인 호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주요 내용
※본 자료는 표준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준문서(제1부, 제2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최소 사고 정보 전송 프로토콜’ 표준에서는 차량 긴급구난체계의 개요(5장)와 최소 사고 정
보 전송 프로토콜의 개요(6장), 그리고 각각의 전송 메시지 구조(7장~10장)를 정의하고 있다.
e-Call 시스템은 e-Call 단말과 e-Call 센터를 포함한 모든 기능의 집합으로, e-Call 단말은 다음
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다양한 센서로부터 사고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수동 버튼에 의한 수동 e-Call 서비스 개시 신호를 수신
•다양한 센서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
•GNSS(세계위성항법시스템) 신호를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를 계산
•e-Call 센터로 최소 사고 정보를 전송
•e-Call 센터의 운영 요원과 음성통화 기능을 제공

e-Call 센터는 e-Call 단말로부터 수신한 최소 사고 정보를 기반으로 사고 발생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구조 기관에 구조 요청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Call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후 부상자 이송까지의 절차에서 사고 발생 감지
및 사고 신고, 사고 발생 위치 파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다음 그림과 같이 단축할 수 있다.

2 [ITSK-00106-1]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제 1 부: 참조 구조

[ITSK-00106-2]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제 2 부: 단말 요구사항

[ITSK-00106-3]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제 3 부: e-Call센터 요구사항
[ITSK-00106-4]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제 4 부: 최소 사고 정보 데이터 구조 [ITSK-00106-5] 차량 긴급구난체계(e-Call)-제 5 부: 보안 요구 사항
3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for IoT-based automotive emergency response system (ITU-T Y.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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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set of data transfer protocol for automotive emergency response system (ITU-T Y.AERS-m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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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신고
전화

사고
발생

t1

사고 구급대
접수 출동

구급대
현장 도착

응급실
도착

병원
이송

t2

자동 감지에 의한
개선 가능 시간

자동 접수에
따른
개선 시간

t3

감지 시간

t4
정확한 사고
위치 확인에 의한
개선 가능 시간

반응 시간

t5
t6

조치 시간

이송 시간

출처 : 표준문서 그림 5-1, 일반적인 부상자 이송 절차 및 e-Call 시스템에 의한 개선 사항

사고 발생 시 e-Call 단말이 e-Call 센터로 전송하는 정보를 ‘최소 사고 정보’로 정의한다. 본
표준에서는 최소 사고 정보 전송 및 취소 전송 절차와 MSD(Minimum Set of Data) 전송, ACK,
Cancel Request 메시지 구조를 다루고 있다.
‘제2부: 차량 센서 정보 전송 프로토콜’ 표준에서는 차량 센서 정보 전송 개요(5장)와 차량 센서
정보 메시지 구조(6장), 차량 센서 전송 프로토콜(7장)을 정의한다. 부록에서는 VSM(Vehicle Status
Monitoring) 단말 동작 흐름도와 사고 판단 단말 동작 흐름도를 다룬다.
e-Call 단말 중 VSM 단말은 센서 계측 정보를 수집한다. 본 표준에서는 VSM 단말과 사고 판단
단말 간의 차량 센서 정보 전송을 위한 데이터 구조와 프로토콜을 정의한다.

AECD
(Accident Emergence
Call Devices)

차량 센서

ABS/ESP

TCU

e-Call 센터

사고 판단 단말

VSM 단말 외장센서

Airbag

BCM

Engine

···

출처 : 표준문서 그림 5-1, 차량 센서 정보 전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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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센서 정보는 사고 판단을 위해 차량 센서 및 외장 센서로부터 수집한 정보이다. VSM 단말
과 사고 판단 단말 간 주고 받는 차량 센서 정보 메시지는 버전, 명령어, 명령어에 따른 데이터 값,
메시지의 오류를 구별하는 오류 검출로 구성된다.
차량 센서 정보 전송 프로토콜은 단말 버전 확인, 시스템 펌웨어 업데이트, 차량 센서 데이터베
이스 업데이트, VSM 단말 공장 초기화 절차 등을 다룬다.
참고로 TTA는 상기 과제의 시험인증 전문기관으로 참여하여 시험인증 방법을 연구 및 연구개발
결과물(한국형 e-Call 기기)의 검증을 계획하고 있다. e-Call 시험인증 분야는 아래 그림과 같이 최
초 사고 발생부터 최종 사고 처리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교통정보

차량 통제 요청 ↑

↓ 위치 정보

→ MSD

음성연결 ↕

↑ 구난기관 호출

→ MSD

↔ 음성연결

↔ 음성연결

① 사고 판단 알고리즘
및 센서 기능 시험
② e-Call 모듈단 기능 적합성 시험
③ e-Call 모듈단-관제센터 간 상호운영성 시험
④ e-Call 관제센터-2차 이용기관 간
서비스 시험
출처 : TTA 저널 164호

본 표준은 TTA 표준화위원회 홈페이지(committee.tta.or.kr)의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프로젝트 그룹(PG1002)”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사무국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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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을 위한 LTE Release13
기반 MCPTT 세부 규격

MCPTT(Mission Critical Push To Talk)는 LTE 통신을 기반으로 무전기와 같은 푸시투토크(PTT) 기능
을 이용해 긴급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이다. LTE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마치 무전기에 대고 말하
듯 PTT 버튼만 누르면 즉시 해당 그룹 내 모든 단말기와 통화가 가능하다. 일대다뿐만 아니라, 일대
일 통화나 비상통화도 가능하고, 원격에 있는 특정 사용자 단말의 주변 소리를 임의로 청취하거나 긴급
상황 시 운영센터에서 강제로 통화를 선취하는 기능 등이 있다.
2014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1 기술방식을 피에스-엘티이(Public Safety
LTE, 이후 PS-LTE)로 선정하면서 PS-LTE의 주요 기능인 MCPTT의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내 표준화뿐만 아니라, PS-LTE
표준화 초기 단계였던 3GPP 대응 활동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3GPP(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는 이동통신 분야

릴리즈 13 표준 제정을 완료하였다. TTA에서는 3GPP표준을 바탕으로
2016년 12월에 MCPTT 개념과 구조, 운영 및 절차의 세부 규정에 대한
TTA 표준을 제정하였다.

1 화재, 홍수, 지진. 해일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관리를 위한 무선 통신망

TTA 표준 문서

국제표준화단체로서, 2016년 3월에 PS-LTE 규격이 포함된 3G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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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의 활용에 대하여
‘공공 안전을 위한 LTE 릴리즈13 기반 MCPTT 세부 규격’ 표준은
2017년 2월 세계 최초로 MCPTT 기술을 활용한 영상 통화 시연에 활용되었다. 중앙 관제소와 국가재난통신망 단말
간의 다자간 영상 통화에 성공했으며, 최소한의 대역폭을 사용하면서도 고화질의 동영상을 끊김 없이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 MCPTT 기술은 세계 최초 철도통합무선망 LTE-R 사업인 ‘원주-강릉 노선 사업’과 이후 추진되는 공항
철도 사업을 포함하여, 지진이나 태풍 피해 복구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참조 : 삼성전자 보도자료 (2017.02.23)

본 표준의 제정 과정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이 PS-LTE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국내 표준화 활동은 표준화 초
기 단계였던 3GPP 표준화와 병행되었다. 국내 각 기업에서는 2018년 평창에서의 시범 가동을 목
표로 3GPP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PS-LTE 표준 제정을 이끌었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
의 핵심 기능인 MCPTT 표준화를 위해 2014년 12월 3GPP 내 작업그룹인 ‘SA6(Mission-critical
applications)’가 신설되었고, 국내 기업에서 부의장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경찰

산악구조
국가재난안전통신망

PS-LTE
(동일한 주파수/기술 방식)

철도

소방

의료

군

무엇보다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 선정 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37개 기능적 요구사항이
3GPP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 공조와 기업 간 협력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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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 표준 제정에 맞추어, TTA의 공공안전통신 프로젝트 그룹(PG902)에서는 관련 업계에
서 조속히 참고할 수 있도록 37개의 요구사항과 3GPP 표준을 비교한 기술보고서를 먼저 제정하
였다. 이와 함께, 3GPP 표준을 바탕으로 MCPTT 규격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였고, 2016년 12월
표준총회에서 TTA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현재는 MCPTT 기능 고도화를 위한 MBMS(Multimedia
Broadcast and Multicast Service) 기술과 함께 데이터 및 비실시간 파일 전송 기술인 MCData,
실시간 영상전송 및 공유 기술인 MCVideo의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
※본 자료는 표준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표준은 MCPTT 서비스에 필요한 ‘구조 요구사항 및 기능 모델(5장)’과 ‘기능 절차 및 정보 흐름
(6장)’에 대해 정의한다. 각각의 내용은 3GPP 릴리스 13 표준 중 ‘3GPP TS22.179’와 ‘3GPP
TS23.179’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MCPTT 서비스는 말할 권한을 중재하는 그룹 통신을 지원하며, 두 사용자 간 개별 통신도 가능
하다. 이를 위해 MCPTT 서비스는 기존의 3GPP 통신 방식을 기반으로, 그룹 통신을 위한 GSCE_
LTE(3GPP TS23.468 표준) 기능을 이용한다. 그리고 단말 간 직접 통신을 위해 근접 위치의 기기
를 찾을 수 있는 ProSE(3GPP TS23.303 표준) 기능을 이용한다.
MCPTT 구조의 일반적인 요구사항(Architectural requirements)은 다음과 같다.

① MCPTT 기능을 활용한 유사 기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모듈의 논리적 세분화가 요구된다.
② MCPTT 구조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용 평면과 신호 제어 평면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MCPTT 솔루션의 일부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룹 관리 기능(수락 제어, 그룹 연결 등)
이 PTT 주요 기능(호 셋업/종료, 임시그룹ID 할당, 플로어 제어 등)으로부터 분리된 노드에서 구현되는
구조를 갖도록 한다.
④ 복수의 공공 안전망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용자 그룹을 신속하게 생성 및 해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MCPTT 구조는 공공안전 망간의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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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로밍, 미디어 라우팅, 사용자 ID 관리 요구사항 등을 정의하고 있다.
MCPTT를 지원하는 기능 모델(Functional model)은 구조적 구분이 가능한 일련의 평면(plane)
들로 정의된다. 각 평면은 독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요청에 따라 연결된 평면에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다른 평면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각 평면이 자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ID 사용과
보안이 요구된다.

•ID 사용 : 평면 고유의 ID 프라이버시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보안 : 한 평면이 다른 평면에 보안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공된 보안 서비
스나 메커니즘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해당 평면 내에서 이뤄진다.

평면은 크게 응용 평면과 신호 제어 평면으로 구분되며, 표준문서에서는 각각의 기능 모델을 기술
하고 있다.
기능 절차와 정보 흐름(Procedures and information flows)에서는 MCPTT 구성, MCPTT 그룹
가입, 그룹 관리, 사전 세션, 그룹호, 사설호 등 각각의 절차에 대한 소개와 절차별 정보 흐름에 대해
정의한다.
MCPTT 서비스를 사용하는 MCPTT 사용자 단말(UE)의 일반적인 동작 흐름을 나타내는
MCPTT 구성(configuration) 순서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Bootstrap
Initial UE configuration
MCPTT Authorization

MCPTT operation(s)
(e.g., Affiliation, Call establishment, Ongoing call,
Call release)

UE configuration
MCPTT User Profile configuration
Group configuration
Updates to : UE configuration, User configuration,
Group configuration

MCPTT log-off
출처 : 표준문서 그림 6-1, MCPTT UE 구성 순서 및 관련 구성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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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TT 그룹 구성을 위한 그룹 관리 서버와 그룹 관리 클라이언트 간의 정보의 흐름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그룹 관리 클라이언트가 그룹 관리 서버에게 그룹 구성 저장(store) 요청
② 그룹 관리 클라이언트가 그룹 관리 서버에게 그룹 구성 획득(get) 요청
③ 그룹 관리 클라이언트가 그룹 관리 서버에게 그룹 구성 가입(subscribe) 요청
④ 그룹 관리 서버가 그룹 관리 클라이언트에게 그룹 구성 통지(notify) 요청

이밖에도, 표준문서에서는 사용자 인증과 권한(6.2절), MCPTT 그룹 가입(6.3절), On-network
그룹 관리(6.4절), 기설정 세션(6.5절), 그룹호(6.6절), 사설호(6.7절), MCPTT 호를 위한 동시 세션
(6.8절), 플로어 제어(6.9절), On-network MBMS 전송 사용(6.10절), On-network MCPTT 자원
관리(6.11절), 파트너 MCPTT시스템과 MCPTT미디어 평면 전송(6.12절), UE-to-network relay
사용(6.13절), On-network 위치 정보(6.14절)에 대한 절차와 정보 흐름을 상세히 다룬다.

본 표준은 TTA 표준화위원회 홈페이지(committee.tta.or.kr)의 “공공안전통신 프로젝트 그룹(PG902)”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사무국을 통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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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은 범죄, 화재, 재난 등의 상황에서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긴급구
조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112, 119 신고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요청자
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러 측위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기지국의 전파 방향과 세기 등을 활용해 구조
요청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측정하거나, GPS를 활용하는 방법,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특히,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GPS 위성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실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
도를 갖고 있어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기지국이나 GPS는 이미 국제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측위 시스템이 구축된 반면, 와이파
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
련 표준이 없어 이동통신
사마다 다른 측위 시스템

인해 상호운용성이 보장
되지 않고, 구조요청자의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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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안전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

까지 성공적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마다 다른 측위 기술을 사
용하기 때문에 측위 정확도도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으로 2015년부터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 표준 개발이 시작되어, 요구사항부터 검증용 시험절차 표준에 이르기까지 5개의 관련
표준이 제정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개발자를 위해 구현 예시를 다룬 기술보고서도 함께 제정되었다.

본 표준의 활용에 대하여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 표준은
긴급구조 정밀 측위 사각지대 단말(USIM 이동폰, 자급제폰, 알뜰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부처에
서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시스템 구조 변경, 추가적인 측위 기술 지원, 단말 시작 측위 절차 지원, 긴급구조기관의
추가 요구사항 등 기술의 발전 및 새로운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표준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개정된 표준
을 바탕으로 긴급구조기관 및 이동통신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표준의 제정 과정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 표준 개발은 2015년 3월부터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중심으로 긴급구조기관인 소방청, 경찰청, 이동통신사인 SKT, KT, LG
U+,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 그 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 TTA 등이 참
여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에는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의 요구사항 및 구조를 정의한 표준을 개발하였고, 2016
년에는 인터페이스 및 시험 요구사항 관련 표준을 제정하였다. 2017년에는 시험 절차 표준을 제정
하고,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추가하여 요구사항 표준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개발된 표준의
검증을 위한 시험/인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관련 프로토타입 서버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TTA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검증 시험을 진행하여, 기존에 운용 중인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에 실효
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품 개발 시 도움을 위한 예제와 구현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다룬 기술보고서를 제정하여 업체의 이해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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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본 자료는 표준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표준은 Stage 1부터 Stage 5까지 5개의 표준으로 구성되었다. 각 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 - Stage 1 : 요구사항
본 표준은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의 요구사항 및 성능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긴급구조기관과 여러 이동통신사
간 상호운용성 보장 및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측위 시스템 종합 요구사항>
•측위 시스템은 GPS(A-GNSS), 와이파이(Wi-Fi), 기지국 기반(Cell-ID) 측위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측위 시스템은 단말 기반(MS-based) 측위 방식과 단말 도움(MS-Assist) 측위 방식 중 하나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측위 시스템은 WCDMA와 LTE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한다.
•측위 방식에 따라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측위서버를 다르게 이용할 수 있다. GPS(A-GNSS) 측위 방식의 경우,
이동통신사 측위서버를 통해 위치정보를 획득하고, Wi-Fi 측위 방식의 경우, 긴급구조 Wi-Fi 측위서버를 통
해 위치를 획득한다.
•측위 시스템은 측위 기능이 탑재된 단말을 지원해야 한다.(예를 들어, 이동통신사출시폰, 유심이동폰, 알뜰
폰, 자급제폰 등)
•측위 시스템에서 위치정보는 안전하게 저장되고 교환될 수 있도록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측위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에 저장되고 교환되는 위치정보의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측위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수평 위치정확도 요구사항 : 실내외 구분 없이 50m 이내의 수평 위치 정보(위도/경도 또는 주소 정보)를 정해
진 기간 내에 정해진 성공 비율을 만족하는 수준의 위치정확도로 제공해야 한다.(시행되는 시험 이후 2년 내
30%, 4년 내 50%, 6년 내 80%)
•응답시간 요구사항 : 응답시간 60초 이내에 구조요청자 단말의 위치정보 또는 오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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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 - Stage 2 : 구조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은 긴급구조기관 시스템, 이동통신사 측위서버, 긴급구조 Wi-Fi 측위서버, 구조요청자
단말로 구성된다.

긴급구조기관
시스템

긴급구조 Wi-Fi
측위서버

WPP-3

MLP-PS

WPP-2

WPP-1
ULP

이동통신사
측위서버

구조요청자
단말

출처 : 표준문서 그림 5-1,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 참조모델

각 구성 요소는 상호 정보 교환을 위한 개념적 접속점인 참조점으로 연결된다. MLP-PS(Mobile Location
Protocol-Public Safety), ULP(User-plane Location Protocol), WPP(Wi-Fi Positioning Protocol)-1,
WPP-2, WPP-3 의 참조점을 통해 구성 요소 간에 통신한다.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 - Stage 3 : 인터페이스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는 앞서 소개한 구성 요소 간 참조점에 대응하여, MLP-PS, ULP,
WPP-1, WPP-2, WPP-3로 구성된다. 본 절에서는 각 인터페이스에 대해 정의한다.
•MLP-PS 인터페이스 : 긴급구조기관 시스템과 이동통신사 측위서버 간 인터페이스로, 긴급구조기관 시스
템에서 이동통신사 측위서버로 구조요청자 단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고 응답받기 위해 사용되는 인터페이
스이다. MLP-PS는 네트워크 기술에 종속적이지 않은 Application-Level의 프로토콜이며, 전송 프로토콜로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가 사용된다.

39

•ULP 인터페이스 : 이동통신사 측위서버와 구조요청자 단말 간 인터페이스로, 구조요청자 단말의 GPS(AGNSS) 측위를 위해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이다. 본 표준에서 ULP 인터페이스는 모바일 서비스 표준을 개발
하는 표준화기구인 OMA(Open Mobile Alliance)에서 제정한 SUPL(Secure User Plane Location) v2.0
표준 규격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OMA SUPL 표준은 사용자 단말의 A-GNSS 측위를 위해 안전한 IP 연결
상에서 이동통신사 측위서버와 사용자 단말 간 데이터를 교환하는 표준기술로, 국내에서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본 문서에 명시되지 않는 SUPL 표준규격은 OMA SUPL v2.0 표준규격을 따르도록 한다.
•WPP-1 인터페이스 : 이동통신사 측위서버와 구조요청자 단말 간 인터페이스로,Wi-Fi 측위 시 이동통신
사 측위서버가 구조요청자 단말에 Wi-Fi 측위 시작을 요청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이다. WPP-1
인터페이스를 통해 Wi-Fi 측위 요청을 수신한 구조요청자 단말은 Wi-Fi 측위 절차를 시작한다. WPP-1 인
터페이스에서 요청 메시지는 SMS(Short Message Service)를 통해 전송된다.
•WPP-2 인터페이스 : 구조요청자 단말과 긴급구조 Wi-Fi 측위서버 간 인터페이스로, 구조요청자 단말이
스캔한 Wi-Fi AP 측정값을 긴급구조 Wi-Fi 측위서버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이다. WPP-2
는 이동통신망의 종류에 상관없이 구조요청자 단말과 긴급구조 Wi-Fi 측위서버 간 IP 연결상에서 동작한다.
•WPP-3 인터페이스 : 긴급구조기관 시스템과 긴급구조 Wi-Fi 측위서버 간 인터페이스로, 긴급구조 Wi-Fi
측위서버가 구조요청자 단말의 Wi-Fi 측위 결과를 긴급구조기관 시스템에 전달할 때 사용되는 인터페이
스이다. WPP-3은 하위 네트워크기술에 종속적이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프로토콜이며, 전송 프로
토콜로 HTTP가 사용된다.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 Stage 4 : 시험 요구사항
본 표준은 이동통신사, 서버 및 인프라 개발 업체, 단말제조사에서 표준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한 후 제품
의 검증을 위한 시험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크게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 전체 시험 요구사항, 각 인터페이스
의 시험 요구사항, 상호운용성 시험 요구사항으로 구성되며, 전체 시스템의 시험 요구사항의 개략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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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시험 설명

시험 대상 구성요소

Sys01

A-GNSS
측위 절차

긴급구조기관 시스템, 이동통신사 측위서버,
구조요청자 단말

시험 대상 인터페이스

Mandatory/Optional

MLP_PS, ULP

M

Sys02

Wi-Fi
측위 절차

긴급구조기관 시스템, 이동통신사 측위서버,
긴급구조 Wi-Fi 측위서버, 구조요청자 단말

MLP_PS, WPP-1,
WPP-2, WPP-3

M

Sys03

기지국 기반
측위 절차

긴급구조기관 시스템, 이동통신사 측위서버

MLP_PS

M

Sys04

오류 절차

긴급구조기관 시스템, 이동통신사 측위서버,
긴급구조 Wi-Fi 측위서버, 구조요청자 단말

MLP_PS, ULP, WPP-1,
WPP-2, WPP-3

M/O

출처 : 표준문서 표 6-1,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 시험 요구사항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 Stage 5 : 시험 절차
본 표준은 이동통신사, 서버 및 인프라 개발 업체, 단말제조사에서 표준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한 후 상호운용
성 및 측위 성능의 시험 절차를 정의한다.
상호운용성 시험에서는 개발된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연동되는지에 대한 측위 연동
시험과 측위 도중 실패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정보를 정상적으로 제공하는지 평가하는 오류 시험에 대한
절차를 다룬다.
성능 시험에서는 앞서 ‘Stage 1 : 요구사항’ 표준에서 정의한 긴급 구조용 측위 성능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위치정확도와 응답시간을 평가하는 절차에 대해 다룬다.
위치정확도는 지역별로 선정된 각 지점에서 N회의 시험을 실시하여 성공한 시험 횟수의 비율이 제시된 기준
에 만족하면, 요구사항을 준수했다고 판단한다.
응답시간은 모든 긴급구조 위치 요청에 대해 60초 이내로 위치 정보 또는 오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N회의
시험을 실시하고 모든 시험 결과가 ‘성공’인 경우 요구사항을 준수했다고 판단한다.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 : 구현 참조(기술보고서)
본 기술보고서는 ‘긴급구조용 측위 시스템’ 표준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측위 절차에 대한 설명, 개발 시 고려사항, 표준에서 정의한 메시지 및 파라미터를 이
용한 인터페이스 개발 예제로 구성된다.
본 표준은 TTA 표준화위원회 홈페이지(committee.tta.or.kr)의 “LBS 시스템 프로젝트 그룹(PG904)”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사무국을 통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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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제어시스템
보안요구사항

‘산업제어시스템’이란 전력, 가스, 상하수도, 원자력, 운송, 제조 등의 산업 현장을 모니터하고 제어
하는데 사용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발전소, 가스생산·공급 기지, 댐 등 국가·사회 운영
에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기반 시설에 사용된다.
따라서, 산업제어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게 되면 국가·사회 기능이 마비되는 등 피해 규모
가 매우 크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운영이 지연 또는 중단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에서 일반 IT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본 표준은 산업제어시스템이 가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계층, 제어 계층, 현장 장치 계
층의 3개 계층별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2017년 보안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국가
보안기술연구소를 중심
으로 개발되어 산업제
어시스템을 운영하는

높은 관심을 받는 표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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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표준 문서

운영기관과 제조업체의

재난 안전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요구사항

본 표준의 활용에 대하여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요구사항’ 표준은
발전소,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산업
제어시스템 도입 및 보안 강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다.

본 표준의 제정 과정
본 표준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제안하였다. 산업제어시스템 운영기
관과 제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해 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되었고, 응용 보안 및 평가
인증 프로젝트 그룹(PG504)의 검토를 거쳐 제정되었다.
참고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는 본 표준과는 별도로 같은 해 11월 산업제어시스템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산업제어시스템(ICS) 보안요
구사항’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은 표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운영 측면에서의 보안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
※본 자료는 표준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표준의 제1부에서는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개념과 보안 참조 모델을 정의하며, 제2부~제4부에
서는 제1부에서 정의한 개념과 참조모델을 고려하여 계층별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제1부 개념과 참조모델

산업제어시스템은 타 IT 시스템에 비해 운영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전력, 가스, 상하수도, 원자
력 등의 운영 중단은 타 IT 시스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제어시스템에서 사이버보안 사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운영은 지속되어
야 한다. 이를 ‘가용성’이라 하며, 산업제어시스템에서는 가용성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보안 요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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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 원칙을 갖는다.
<산업제어시스템의 보안 원칙>
•네트워크 견고성 :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양의 통신 데이터가 유입되는 경우에도 명령, 제어, 보고,
모니터링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지속성 :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전원, 저장 장치 등 자원의 가
용성 확보와 물리적인 공격에 대한 보호 기능 등을 포함한다.
•보안 기능 : 식
 별·인증, 접근통제, 전송 및 저장 데이터 보호 등 보안성 확보를 위한 보안 기능을 제공
해야 한다.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참조모델은 아래 그림과 같이 운영 계층, 제어 계층, 현장 장치 계층으로
구성된다.

업무망

HMI

EWS

운영 계층

PLC

DCS

RTU

제어 계층

현장장치 계층
(산업용)
이더넷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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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츄에이터

산업용 무선통신
센서

액츄에이터

재난 안전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요구사항

산업제어시스템을 구성하는 계층별로 각각의 보안원칙을 제공한다. 즉, 각 계층에서 준수하는
보안원칙은 서로 독립적이며 다른 계층의 보안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부~제4부 현장 장치 계층, 제어 계층, 운영 계층
현장 장치 계층은 센서, 액츄에이터 등의 상태 데이터를 계측·수집하거나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제어
계층과 통신하는 구성요소도 포함한다.
제어 계층은 제어 소프트웨어로부터 명령을 받아 현장 장치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어
프로토콜을 처리하는 임베디드 장치인 제어 하드웨어가 구성요소이며,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 RTU(Remote Terminal Unit) 등이 해당된다.
운영 계층은 제어 하드웨어와 통신하며 현장 장치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 명령을 내리는
제어 소프트웨어가 구성요소이며, HMI(Human Machine Interface), EWS(Engineering
Workstation) 등이 해당된다.
각 계층에 적용되는 보안요구사항은 네트워크 견고성, 서비스 지속성, 보안 기능의 세 가지 보안
원칙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 그러나, 세부 보안요구사항은 각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구성된다.

계층

현장장치 계층
제어 계층
운영 계층

보안 원칙
네트워크 견고성

서비스 지속성

보안 기능

퍼징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자원 가용성
물리적 인터페이스 보호
이벤트 대응

보안 감사, 식별 · 인증
접근통제
전송 데이터 보호
저장 데이터 보호
보안기능 관리, 상태 관리

이러한 보안요구사항을 통해서 제어 H/W, 제어 S/W, 스마트 현장 장치 등 산업제어시스템의
보안 기능 및 가용성 관련 기능을 확인하여 실제 운영에 투입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최소
화할 수 있다.
본 표준은 TTA 표준화위원회 홈페이지(committee.tta.or.kr)의 “응용보안/평가인증 프로젝트 그룹(PG504)”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사무국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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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서비스스마트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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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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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용 온실통합 제어기와 센서 - 구동기 통합노드 간 통신 프로토콜

55

스마트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 요구사항

본 표준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팜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온실, 과수원 등의 농업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원격 및 자동
으로 유지 관리하는 농장으로, 농가의 편의를 돕고 있다. 주로 농가별 또는 공급사별로 개별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팜 시스템이 클라우드 기술로 통합 운영된다면 농장 관리 기능을 저가
의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본 표준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ETRI 등 연구소, 대학, 관련
업체로 구성된 ‘농식품 ICT 융합표준포럼’에서 제안되었고, 2016년
12월 TTA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트온실 센서 인터페이스 등과 함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표준이다.

TTA 표준 문서

스마트팜 분야에서 스마트팜 온실통합제어기 통신 프로토콜,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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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의 활용에 대하여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은
스마트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개발 시 본 표준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본 표준의 서비스 기능들을 참고하여 농장에서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11월 전남 장성 딸기 비닐하우스의 ‘스마트 농사 플랫폼’ 테스트베드에 본 표준이 처음 적용된 바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농축산 ICT 솔루션 기업이 함께 구축한 위 플랫폼은 본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를 바탕으로 딸기 재배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다.

본 표준의 제정 과정
본 표준은 농식품 ICT 융합표준포럼과 농식품 ICT 융합연구센터에서 제안하였다. 기존에 진행되
어 온 포럼 및 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이 제안되었고, 스마트농업 프로젝트그룹(PG
426)의 검토를 거쳐 2016년 12월 TTA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
※본 자료는 표준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표준에서 제시하는 스마트팜 서비스는 PaaS(Platform as a Service)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PaaS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이다.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모듈과 제작 툴, 언어 등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개발자는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미들웨어까지 확장된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어 사용할 수 있다.(정보통신용어사전)
본 표준에서는 스마트팜용 PaaS 플랫폼을 ‘FaaS(Farm as a Service)’ 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FaaS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서비스를 구성하는 다음의 6개의 하위 서비스와 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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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서비스-스마트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 요구사항

① 농장운영서비스(FOS, Farm Operation Service based FaaS)
② 농장모니터서비스(FMS, Farm Monitor Service based FaaS)
③ 농장제어서비스(FCS, Farm Control Service based FaaS)
④ 장치관리서비스(EMS, Equipment Management Service based FaaS)
⑤ 데이터관리서비스(DMS, Data Management Service based FaaS)
⑥ 모델관리서비스(MMS, Model Management Service base FaaS)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 서비스
(Faas: Farm as a Service)
농장운영서비스
(FOS)

PaaS
기반 서비스

농장모니터서비스
(FMS)
장치관리서비스
(EMS)

n

스마트팜 장치
(센서노드, 구동기노드…)

농장제어서비스
(FCS)
데이터관리서비스
(DMS)

n

공공데이터

모델관리서비스
(MMS)

n

써드파티 응용서비스

n

써드파티 모델

출처 : 표준문서 5-1,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 서비스 구성도

부속서에서는 농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시나리오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각 시나리오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되는 서비스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수동제어 지원 : 센싱 정보를 참조하여 현장에서 수동으로 장치 제어 및 운영
② 원격제어 지원 : 센싱 정보를 참조하여 원격에서 수동으로 장치 제어 및 운영
③ 자동제어 지원 : 생산자가 미리 설정한 제어 조건으로 자동으로 장치 제어 및 운영
④ 써드파티 지원 : 써드파티(외주 제작된) 응용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및 장치 제어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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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

번호

서비스 시나리오

1

수동제어 지원

◯

2

원격제어 지원

◯

◯

◯

◯

3

자동제어 지원

◯

◯

◯

◯

◯

◯

4

써드파티 지원

◯

◯

◯

◯

◯

◎

EMS

DMS

MMS

FMS

FCS

FOS

◯

◎ : 써드파티의 스마트팜운영 응용서비스 사용

표준에서는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서비스 절차와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본 표준은 TTA 표준화위원회 홈페이지(committee.tta.or.kr)의 “스마트농업 프로젝트 그룹(PG426)”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사무국을 통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50

스마트팜용 온실통합제어기와
센서-구동기 통합노드 간 통신 프로토콜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온실, 과수원 등의 농업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원격 및 자동으로
유지 관리하는 농장으로, 농가의 편의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본 표준은 스마트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개의 센서와 구동기(액추에이터)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통합노드를 제안하고 통합노드와 온실통합제어기1간의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있다.
특히, 다섯 개의 정부출연연구소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팜
상용화 통합 솔루션 개발 연구 성과 중 하나로서, 경북 포항, 충남 천안,
강원 강릉시 등 전국 세 곳에 구축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에 적용 중
이다.

스마트온실 센서 인터페이스 등과 함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표준
이다.

1 온실 환경 제어를 위해 온실운영시스템의 제어정보를 수신하고 통합 노드를 관리 및 제어하는 장치

TTA 표준 문서

스마트팜 분야에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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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의 활용에 대하여
‘스마트팜용 온실통합제어기와 센서-구동기 통합노드 간 통신 프로토콜’ 표준은
경북 포항, 충남 천안, 강원 강릉시 등 전국에 구축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에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는
2015년 10월 스마트팜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을 위해 출범한 스마트팜솔루션 융합연구단의 연구 성과 검증을 위해
구축되었다.

본 표준의 제정 과정
본 표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에서 제안하였다. 대경권연구센터는 2015년부터
‘스마트팜솔루션 융합연구단2’ 의 표준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본 표준은 기존 연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후 정보기술 융합 기술
위원회 산하 스마트농업 프로젝트그룹의 검토를 거쳐, 2016년 12월 TTA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위 표준에 이어, 현재는 ‘스마트온실용 센서-구동기 I/O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본 표준은 아래 3개의 표준을 참조하고 있다.
참조 표준
계층적 센서노드 식별 체계(hCode)
(TTAK.KO-06.0201/R1)
온실관제시스템 센서노드와 온실통합제어기 간
인터페이스(TTAK.KO-06.0288-Part1/R1)
온실관제시스템 및 제어노드와 온실통합제어기 간
인터페이스(TTAK.KO-06.0288-Part2)

본 표준의 적용 사항
식별자(ID) 체계
메시지 흐름, 메시지 포맷 부분 수정 적용
(다수의 센서 및 구동기 값 조회, 설정, 제어를 위해 센서 및
구동기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통합된 메시지 포맷으로 수정하여
적용)

주요 내용
※본 자료는 표준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표준은 온실통합제어기와 다수의 통합노드 간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다. 온실통합제어
기와 통합노드 간 구성요소 및 통신환경(5장), 메시지 구조(7장) 등으로 구성된다.

2 스마트팜솔루션융합연구단은 스마트팜 상용화 통합 솔루션 개발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한국식품연구원(KFRI), 총 5개의 정부출연연구소로 구성된 합동 연구단이다. 사업비는 2015년부터 3년간 총 2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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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다.

스마트 서비스-스마트팜 스마트팜용 온실통합제어기와 센서-구동기 통합노드 간 통신 프로토콜

온실통합제어기와 통합노드 간 구성요소 및 통신환경은 다음 그림과 같다. 온실통합제어기는
다수의 통합노드를 제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유·무선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와이파
이, 로라(LoRa), 지그비(Zigbee), 블루투스 등의 무선통신과 RS-232, 485, 이더넷 등의 유선통신
기술이 있다.

디바이스 1
디바이스 2
통합노드 1

외부단말
(모바일 등)

온실통합제어기
통합노드 2

•
•
•
디바이스 M1

디바이스 1
디바이스 2

외부단말
(모바일 등)

디바이스 M2

•
•
•

통합노드 N

디바이스 1
디바이스 2

I/O 인터페이스
유선통신
무선통신

외부단말
(모바일 등)
디바이즈 MN

출처 : 표준문서 그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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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통합제어기와 통합노드 간 일반적인 메시지 구조는 다음과 같다.

헤더

페이로드

버전

메시지 제어 필드

페이로드 길이

온실 통합제어기
식별자(ID)

통합노드
식별자(ID)

데이터(RCS*)

8

32

16

20

20

(가변적)

* RCS : Response Status Code(8비트), 응답 메시지에 한하여 포함

메시지 흐름은 크게 온실통합제어기와 디바이스, 통합노드 사이의 ‘요구-응답(RequestResponse)’과 통합노드 및 디바이스의 오류 정보 등을 온실통합제어기로 알리는 ‘알림(NotifyACK)’으로 구분하고 있다.

온실통합제어기와 통합노드 사이에 메시지로 송수신되는 데이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드 속성 : SW버전, 온실통합제어기 ID, 노드 ID, 통합노드, 상태, 연결된 디바이스 수
•디바이스 주 속성 : 디바이스 ID, 센서/구동기 타입, 센서값, 제어값
•디바이스 속성 : 전송방식, 데이터 전달 주기, 디바이스 프로파일, 디바이스 상태
•메시지 제어 프로파일 : 응답 만료시간, 재전송 횟수, 오류 알림 주기, 상태 확인 주기

표준에서는 각 절차에 대한 흐름도와 메시지 포맷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본 표준은 TTA 표준화위원회 홈페이지(committee.tta.or.kr)의 “스마트농업 프로젝트 그룹(PG426)”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사무국을 통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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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온실, 과수원 등 농업 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원격 및 자동으로
유지 관리하는 농장으로, 농가의 편의를 돕고 있다. 그중 스마트온실은 환경 정보 수집 센서를 활용
하여, 최적의 작물 생장 환경을 조성하는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을 구동하는 온실이다.
본 표준은 스마트온실에서 사용하는 주요 센서 13종에 대해 기술하고, 각 센서가 작동하기 위한
기계적, 전기적 인터페이스와 측정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는 자신의 농장에 맞게 센서
를 선택해 활용함으로서 맞춤형 스마트팜 구축이 가능하고, 부품 교환 등 A/S 편의성 또한 증대된다.
특히, 본 표준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한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2015년 스마트온실 제어기에
대한 표준이 제정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센서에 대한 본 표준이 제정
되었다.

스마트팜용 온실통합제어기 통신 프로토콜 등과 함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표준이다.

TTA 표준 문서

스마트팜 분야에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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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의 활용에 대하여
‘스마트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을 통해
스마트팜 센서 및 제어기 생산기업은 주요 기자재의 표준화된 사양과 규격을 통해 제품 설계 및 개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자재 공급 기업의 폭이 넓어져 총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농가는 자신의 농장에 맞는 센서·제어
기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어 맞춤형 스마트팜 구축이 가능해지고, 부품 교환 등 A/S 편의성 또한 증대된다.
특히, 본 표준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에서 2017년 3월 개소한 테스트베드 온실에 적용되고 있다. 테스트
베드 시설에는 차세대 스마트팜 기술 개발을 위해 온·습도, 일사, 풍향, 풍속 등을 감지하는 센서와 작물 재배에 필
요한 양액기·이산화탄소 발생기·스마트 영상 장치를 설치해 딸기 ‘설향’을 재배하고 있다. 이 시설을 통해 스마트팜
적용 센서 및 제어기 표준화 기술과 온실 테스트베드에서의 ICT기기 내 환경성, 작동성 평가 등의 검증이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기기 개발 기간을 줄이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표준의 제정 과정
본 표준은 농식품 ICT융복합산업협회와 농식품 ICT융합연구센터에서 제안하였고, ‘한국형 스마트
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표준 작성에 참여하였다.
정보기술 융합 기술위원회 산하 스마트농업 프로젝트그룹(PG426)의 검토를 거쳐, 2016년 6월
TTA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위 표준과 관련하여, 2015년에 스마트온실을 위한 구동기 인터페이스
(TTAK.KO-10.0845) 표준이 제정된 바 있다.

주요 내용
※본 자료는 표준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표준은 스마트온실에서 사용되는 13종의 센서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다. 13종의 센서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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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서비스-스마트팜 스마트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센서

정의

온도센서

덥고 찬 정도(온도, ℃)를 측정

습도센서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측정

CO2 센서

공기 중의 CO2 농도(ppm, umol/mol)를 측정

일사센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일사에너지(W/m2)를 측정

풍향센서

바람의 방향을 측정

풍속센서

바람의 세기(m/s)를 측정

강우센서

비가 오는지를 감지하는 센서

광양자센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광양자수(광양자속밀도, umol/m2/s)를 측정

토양함수율센서

단위 부피당 토양에 포함된 수분량(%)을 측정

토양수분장력센서

토양의 수분장력(kPa)을 측정

EC센서

수용액 중의 전기전도도(dS/m)를 측정

pH센서

수용액 중의 수소이온농도(산도)를 측정

지온센서

토양,배지, 양액 등의 온도를 측정

인터페이스는 접속 단자와 같은 기계적 인터페이스와 전원 전압과 같은 전기적 인터페이스로
구분하여 공통 항목과 센서 종류별로 세부 사항을 다루고 있다.
공통 항목으로는 기계적 연결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접속단자, 결선형식, 결선식별, 단자순서
와 전기적 연결 인터페이스로는 전원전압, 출력신호 형태 및 범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표준문서 6장에서는 각 센서에 대한 인터페이스 세부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를 적용한 예를 살펴
보면 온도센서의 경우 다음과 같다.
기계적 연결 표준

전기적 연결 표준
전원전압 : <직류> 5~24V
출력신호 : <아날로그> 전압신호(0~5V)
또는 전류신호(4~20mA)
<디지털> R3485, 9,600bp3, MODBUS RTU
측정범위 : -20~80℃

접속단자

결선형식

결선식별

터미널 단자

<3선식>
① R(적색)
② Y(황색)
③ B(흑색)

<3선식>
① R(적색) : 전원
② Y(황색) : 신호1
③ B(흑색) : 접지

출처 : 표준문서 표 6-2, 온도센서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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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센서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전기적 연결 표준
전원전압 : <직류> 5~24V
출력신호 : <아날로그> 전압신호(0~5V) 또는 전류신호(4~20mA)
<디지털> RS485, 9,600bps MODBUS RTU
측정범위 : 0~100%

기계적 연결 표준
접속단자

결선형식

결선식별

터미널 단자

<3선식>
① R(적색)
② Y(황색)
③ B(흑색)

<3선식>
① R(적색) : 전원
② Y(황색) : 신호1
③ B(흑색) : 접지

이 밖에도, 앞서 제시한 13종의 센서들에 대한 인터페이스 세부 사항과 적용 예가 제시되
어 있다.

본 표준은 TTA 표준화위원회 홈페이지(committee.tta.or.kr)의 “스마트농업 프로젝트 그룹(PG426)”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사무국을 통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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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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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프레임워크-개요 및 정의, 참조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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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요구사항 및 기능

빅데이터 프레임워크개요 및 정의, 참조 아키텍처

본 표준은 빅데이터 서비스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위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용어와
기능 요소들을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수집, 저장, 가공,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정보로 추출된다. 빅데이터는 기존
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특징들을 갖는 막대한 양의 정형, 반정형 데이터의 집합
으로, 새로운 가치 추출을 위한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수집, 저장, 분석 기술들이
요구된다.
이미 시장에서는 하둡(Hadoop), 스파크(Spark)와 같이 솔루션 제공자들을 통하여 빅데이터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빅데이터에 요구되는 특정 기능들을
중심으로 벤더 별 상호 의존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가능한 기능을 새롭게 구현하거나 또는 도입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시스템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능에 대한 표준화된 참조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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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표준 문서

그러나 특정 제품에 의존적이지 않고 확장

4차 산업혁명 기반 빅데이터 프레임워크-개요 및 정의, 참조 아키텍처

필요하다. 본 표준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국제표준화 기구인 ITU-T SG13과 ISO/IEC JTC 1/SC 42에서는 빅데이터 참조 구조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1 국내에서 두 기구 내 작업 그룹의 의장단을 수임하고 있어, 본 표준을 바
탕으로 국제표준화가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2.

본 표준의 활용에 대하여
‘빅데이터 프레임워크’ 표준을 통해
시스템 개발자는 타제품과의 상호 운용이 가능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진입이 용이하며,
소비자는 도입하려는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의 기능 요건을 식별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본 표준의 제정 과정
본 표준은 ‘제1부: 개요 및 정의’와 ‘제2부: 참조 아키텍처’의 두 개 세부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제안하였으며, 빅데이터 프로젝트그룹(SPG22)의 검토를 거쳐, 제1부
는 2015년, 제2부는 2016년에 각각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
※본 자료는 표준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준문서 제1부, 제2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부: 개요 및 정의’에서는 빅데이터의 개요와 생태계 모델에서의 용어를 정의하고, ‘제2부:
참조 아키텍처’에서는 참조 아키텍처 모형과 각각의 계층에서의 기능적 요소를 정의한다.

빅데이터 개요
기존의 데이터 아키텍처로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빅데이터’라 하며, ‘빅’의 개념은 상대적인
단어로써 단순히 절대적인 데이터의 규모를 의미하지 않는다.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비즈니스에 효과적인 새로
운 아키텍처가 요구되며, 분산된 개별 자원들의 수평적 연계와 분산 질의 처리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1 ITU-T Y.BD-arch, ISO/IEC 20547-3
2 ICT표준화 전략맵 ver.2018 – SW, 기반SW·컴퓨팅 │빅데이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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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규모(volume) :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규모는 페타바이트(perabyte) 이상까지 커짐
•다양성(variety) : 단일 데이터 유형뿐만 아니라, 반정형, 비정형 등 다양한 형태
•신속성(velocity) : 데이터가 생성되어, 저장, 분석, 시각화되는 과정에 필요한 시간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기반의 분석 요구 증가
•가변성(variability) : 데
 이터의 포맷/구조, 의미, 품질 등과 같이 응용 또는 분석 유형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의 특징으로 데이터의 변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
•진정성(veracity) : 데
 이터의 품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데이터의 융복합에 따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 필요

참조 아키텍처
참조 아키텍처란 시스템 개발 가인드라인 및 서로 다른 시스템들 간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요구되
는 기능 및 구조를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이다.
빅데이터 시스템의 참조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수평 및 수직 계층의 논리적 구조를 가진다.

•수평 계층은 시스템 구조 또는 데이터의 흐름에 따른 기능의 집합
•수직 계층은 수평 계층들과 연동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또는 시스템 운영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능 블록
들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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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참조 아키텍처는 3개의 수평 계층과 2개의 수직 계층으로 구성된다. 계층마다 기능 블록들을 포함
하며, 기능 블록은 단위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문서에서는 각각의 단위 기능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빅데이터 서비스 계층

데이터수집
기능블록

데이터
서비스제공
기능블록

데이터 처리
지원 계층

분석
기능블록

시각화
기능블록

데이터 통합 및 연계 계층

데이터통합
기능블록

데이터
출처관리
기능블록

데이터분류
기능블록

데이터 저장소 계층

데이터등록
기능블록

데이터저장
기능블록

운영 및 관리 계층

데이터보존
관리기능블록

데이터전처리
기능블록

개인정보관리
기능블록

데이터변환
기능블록

데이터정책
/소유권관리
기능블록

워크플로우
기능블록

데이터
품질관리
기능블록

보안관리
기능블록

본 표준은 TTA 표준화위원회 홈페이지(committee.tta.or.kr)의 “빅데이터 프로젝트 그룹(PG1004)”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사무국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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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요구사항 및 기능

본 표준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때 필요한 기능 및 요구
사항을 제공한다.
빅데이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막대한 양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의 집합으
로,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수집, 저장, 분석 기술들이 요구된다. 클라우
드 컴퓨팅은 가상화된 정보기술 자원을 필요한 만큼 제공하므로, 빅데이터 서비스에 요구되는 고성
능 데이터 처리와 분산 저장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빅데이터 서비
스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본 표준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시스템 생태계
구조 및 기능을 제시함으로써,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빅데
이터 서비스를 위하여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제시하는데 의미

특히, 본 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TU-T에서 2015년 제정
한 ‘Big Data-Cloud computing based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ITU-T Y.3600)’ 표준을 준용하고 있는데, Y.36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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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요구사항 및 기능

ITU-T의 Study Group 13 산하의 Question17그룹에서 국내 연구진의 주도로 개발된 표준이다.
이에 따라 ITU-T Study Group13을 통해 국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분야의 주도권을
가지고 국제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후속 국제표준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본 표준의 활용에 대하여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요구사항 및 기능’ 표준을 통해
확장성, 안정성 등의 클라우드 장점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며, 표준으로 제정된
빅데이터 서비스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호환성을 가진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표준의 제정 과정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제안하였으며, 빅데이터 프로젝트그룹(SPG22)의 검토를 거쳐 2016년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국제표준인 ITU-T Y.3600을 준용한 영문표준으로, ITU-T Y.3600 표준 역시
ETRI의 주도로 개발되었다.
현재는 후속 표준으로 Study Group 13 산하의 Question18그룹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서비스 기능적 구조: Y.3519(Cloud computing - Functional architecture of big data as a
service) 표준을 개발하여 최종 승인하였다. 2018년 11월 ITU-T 표준 제정 완료 후, 2019년에 TTA
표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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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본 자료는 표준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영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표준은 빅데이터 소개(6장),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7장),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요구사항
(8장)과 기능(9장)에 대해 다룬다.
먼저, 빅데이터가 가지는 규모(volume), 다양성(variety), 신속성(velocity) 등의 특성을 소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생태계 모델
(ecosystem)로서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정의하고 있다.
데이터 제공자
(Data provider)
메타데이터

데이터 중계자
(Data broker)
메타데이터
등록

검색

수집

데이터 공급자
(Data supplier)

데이터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Big Data service provider)

데이터 요청/데이터 수집(크롤링)

서비스

빅데이터 서비스 소비자
(Big Data service customer)

서비스 요청

출처 : 표준문서 그림 6-1, 빅데이터 생태계 모델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시스템의 컨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으며, 표준에서는
각각의 역할과 실행요소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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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
(CSN: Cloud Service
Partner)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CSP: Cloud Service Provider)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
(CSC: Cloud Service
Customer)

CSN:DP

CSP:BDAP

CSC:BDSU

데이터
가시화

데이터 생성

데이터 중개

CSP:BDIP

원본
데이터

데이터 출판
가공된
데이터

데이터
분석

데이터
수집 실행

데이터
전처리 제공

데이터
저장 실행

데이터
보호 관리

데이터
통합 제공

데이터
출처 관리

DP : 데이터 제공자
BDIP : 빅데이터 인프라 제공자
BDAP : 빅데이터 응용 제공자
BDSU : 빅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빅데이터
서비스
빅데이터
서비스 사용
원본
데이터

역할

세부 역할

실행 요소

출처 : 표준문서 그림 7-1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빅데이터 시스템 컨텍스트

본 표준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능 도출을
위하여 48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요구사항은 수집, 전처리, 저장, 분석, 시각화, 관리, 보안 및
보호로 구분하여 8장에서 다룬다. 표준문서 9장에서는 8장의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에 대해 정의하
고 있다.
아울러, 부속서에서는 빅데이터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 예(부속서 1),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사용 예(부속서 2), ITU-T Y.3502 사용자 관점에서의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생태계 매핑(부속서 3)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 표준은 TTA 표준화위원회 홈페이지(committee.tta.or.kr)의 “빅데이터 프로젝트 그룹(PG1004)”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사무국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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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이란?

1기기 1충전기에서 多기기 1충전기로
정보통신 기기와 서비스 간에 정보 교환 및 처리가 가능한 것은
ICT 표준을 따라 기술 규격이 통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3G/LTE), 전화기 한글자판, 디지털TV 방송음량
표준 등이 이미 우리 일상에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ICT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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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ICT 표준이 있습니다
기기 간의 호환이 되는 제품을 생산하려면
호환성(Compati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의 제공으로
같은 기종 또는 다른 기종 간에 정보교환,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생산, 거래의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면
제조업체 등 사업자는 단위 생산·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량생산을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 기술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이전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무역을 하고 싶다면
WTO TBT 협정에 따라 국가 간 무역은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국제 교역이 활성화됩니다.

환경

새로운 시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표준의 제정 과정에는 소비자 및 시장의 요구가 반영됩니다.
즉, 소비자는 표준을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국, 표준을
사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진출 시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뛰어난 제품을 만들고 싶다면
표준에 명시된 방법으로 품질보장 및 관리, 생산관리 등
제품 및 서비스를 측정함으로써 제품 개선이 손쉬워집니다.

안전,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싶다면
재난 대비, 환경 보호 등을 위한 ICT 표준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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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는 대한민국 유일의
ICT 표준화기구입니다

200여 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ICT 표준화기구인
TTA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통신망, 이동통신, 방송, 소프트웨어 등 ICT 분야 국내 및 국제 표준화
- ICT 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험인증 및 시험 규격 개발
- 표준화 및 시험인증 관련 국제 협력 활동
- ICT 표준화 및 시험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

70

정보통신 표준에 관심이 있다면
TTA 회원이 되세요!
표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 (홈페이지 회원)
웹사이트를 통해 표준 개발 상황 파악 가능
•국내외 표준, 해외동향 등 각종 정보 무상 제공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교육 무상 제공(edu.tta.or.kr)
•표준/기술 자문 서비스 무상 제공(consulting.tta.or.kr)
  

표준을 만들고 싶다면 (TTA 회원사)
표준 개발 참여 및 신속한 정보 취득 가능
•TTA표준화위원회 활동, 표준 개발 참여(committee.tta.or.kr)
•정보통신단체표준(TTA표준) 제·개정 의결시 투표권 부여
•국제표준화협의체인 3GPP, 3GPP2, oneM2M 가입자격 부여
•표준기술세미나 참가비, 시험인증서비스 수수료 할인
•표준/기술 자문 서비스 무상, 무제한 제공(consulting.tta.or.kr)
  

이미 표준 전문가라면 표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 지원 (expert.tta.or.kr)
•표준/기술 자문서비스 멘토 활동 지원 (consulting.tta.or.kr)
•ICT 표준화 포럼 활동 지원 (forum.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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