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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5G/B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초고속) 전송하고 지능형으로 처리하며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5G 기반의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유무선 통신 기술 및 향후 개발될 B5G(Beyond 5G, e.g., 6G) 기술을 포함

< 5G/B5G 기술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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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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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5G/B5G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기반 기술로써 기술 및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표준 선점이 이루어짐에 따라, 세계 최초로 5G 기술의 상용화 및
다양한 버티컬 분야와의 실증, 시범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및 표준
우위를 확보하고 국내 표준 확산을 통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확산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국내 이동통신 관련 산·학·연은 ITU-R, 3GPP에서 표준개발의 기술적 우위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고, 이동통신 분야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화 분야에서 선도그룹으로 포함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향후 5G 이동통신으로 대표되는 IMT-2020 기술과 5G 이후 고도화
기술에서도 지속적인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표준화 목표를
설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3GPP에서 5G-Adv. 표준의 첫 단계인 Rel.-18 본격화 예정이므로 요소기술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5G 기술의 버티컬 산업 적용확산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동을 지원하며,
기술개발-표준화-사업화로 이어지는 5G 생태계 선순환 구도 지원

- B5G의 준비단계로서 Post Rel.-19 준비작업인 표준로드맵 설정을 사전 대응하고, 버티컬
∼ 2024년
산업에 적용된 5G 기술의 5G-Adv.로의 고도화 및 응용을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5G-Adv. 생태계구축의 리더십 확보

∼ 2026년

- B5G/6G의 요구사항 및 기술구조에 대한 초기 표준작업을 선도하고, 적용 중인 5G-Adv.
기술의 버티컬 산업 확산을 위한 표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위한 5G-Adv. 선순환
생태계구축을 위한 관련 표준 지원활동 지속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원천기술 연구를 통한 5G/B5G 핵심 기술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표준 기술 및 표준특허를
확보하여, 이에 기반한 신제품 주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서비스 및 기술을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모바일 리더쉽 위상 확보
· 5G/B5G 세부 기술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기반 융·복합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주도하여
표준화기구 상호 간 시너지 증대
· 5G/B5G 선행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5G 서비스, 통신망 및 단말의 발전과 응용을 선도하여
이동통신 인프라 기반의 융·복합 신시장을 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 기회 제공
· 5G/B5G 표준 관련 주요 아이템에 무선 기술, 서비스 지원 기술, 네트워크 기술, 보안 기술
측면에서 산·학·연·관의 방향성이 반영됨으로써 E2E 관점에서 경쟁력 확보
· 5G/B5G 표준 관련 주요 국제표준 회의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채택되는 과정을 통해
표준 수립 과정에서 영향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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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5G/B5G 시스템·단말기 산업의 환경변화와 新 모바일 생태계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 표준 기술 동향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에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5G/B5G 기반의 버티컬 신산업 창출로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대 견인 기대
· 5G/B5G에 대한 표준화 우위 확보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표준화 참여 지원 및 표준특허
확보 성공 모델 발굴 기대
· 5G/B5G 표준 기술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세계 모바일 시장에서의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탄생 기대
· 기능/제품 간, 산업 간 분계점의 표준화 수준을 높여서 중소기업의 진입 기회 확대
· 중소기업이 5G/B5G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며 5G/B5G 시장 생태계 조성
· 5G/B5G 생태계에서 범용적이면서 표준 생태계가 조성된 기술 도입을 통해 관련 요소기술
확보 및 제품 연계에 필요한 진입 장벽 해소
· 5G/B5G 표준 기술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이동통신 속도의 혁신적인 향상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가치창조를 위한 지식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가 초연결된 환경(Hyper-Connected Living)을
구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국민행복 실현 가능
· 이동통신 기술의 다양성 및 협력 확대로 사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끊김 없는 통신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국내 5G/B5G 융합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모바일 감성 전달사회 실현 기대
· 지상 통신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비지상 통신 활용을 통한 재난 상황 대처 및 물류 서비스
지원
· 무선 백홀을 이용하여, 5G 이동통신망의 범위 확대 및 음영지역을 해소하고, 통신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도 신속하고 쉽게 이동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지털 차별화 극복을
통한 공공 서비스 제공
· 고화질 CATV나 5G/B5G의 저지연 고신뢰 서비스 기반의 위험 알림 서비스나 원격
조정(원격 운전, 원격 진료 등)으로 안전 보장 대폭 확대
· 고신뢰성 초연결 통신 기술로 안전한 사회 및 비면허 업무 해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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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ITU-R IMT-2020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완성된 5G표준 및 다변화되고 다양화된 기술 성능을
요구하는 주요 5G 시나리오를 구현하기 위한 무선 기술, 네트워크 기술, 5G서비스 지원기술
및 5G 보안 기술을 중분류 항목으로 구분
<5G/B5G Ver.2022 표준화항목>
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AI/ML이 적용된 지능형 네트워크와 고성능 단말의 도입을
반영하여 무선 자원의 초효율을 구현하는 물리계층 기술
- 지능형 네트워크 구현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
측정 및 보고 기술
- 고성능 단말을 위한 초정밀 채널 정보 측정 및 보고
기술
- 상향 링크 품질을 하향링크 수준으로 개선하여 전제
자원 효율을 개선하는 기술

3GPP
RAN,
ITU-R
WP5D

⑤

O

실질적인 통신 환경에서의 기지국과 다양한 단말 및
밀리미터파 대역 통신 장비 간 밀리미터파 광대역 통신을 지원하는 기술
및 광대역 송수신 - 높은 방향성 빔의 저지연 적응형 성형 기술
기술 표준
- 저지연 기지국 접속 및 다중 기지국 통신을 통한
밀리미터파 통신 거리 확장 기술

3GPP
RAN,
ITU-R
WP5D

⑤

O

5G 기반 저복잡도 단말(산업용 사물 인터넷 센서, 카메라,
웨어러블 기기 등)의 무선 접속 및 데이터 송수신 지원
기술
- 단말의 복잡도 절감 및 무선접속/데이터 송수신 기술
- 저복잡도 단말의 성능 저하로 인한 무선 커버리지 영향
상쇄 및 유지 기술
- 저복잡도 단말의 장시간 배터리 유지 위한 전력 소모
절감 기술

3GPP
RAN,
ITU-R
WP5D

⑤

O

5G 기반 IoT를 위한 고도화 기술
- 송수신 전송 효율성 개선 기술(Downlink/Uplink, 16QAM,
3GPP
Downlink 14-HARQ process)
RAN
- 자원할당 및 이동성 고도화 기술 (PDSCH scheduling
delay, 주변 셀 측정)

⑤

O

⑤

O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표준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
무선
기술

5G IoT 기술
표준

초저지연/초고신뢰 통신 지원 기술
- 보다 높은 URLLC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향상된
물리계층 피드백 기술
- 비면허대역을 통한 향상된 URLLC 전송 기술
- 낮은 지연 그리고 높은 신뢰도에 추가적으로 더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제공하기 위한 브로드밴드 URLLC 전송
URLLC 기술 표준
기술
- 서로 다른 캐리어 상에서 초기/재전송, 반복 전송 또는
캐리어 스위칭 기반 새로운 URLLC 전송 기술
- 사이드링크 기반 URLLC 전송 기술
- time-critical traffic 시나리오를 지원하기 위한 개선된 URL
LC 자원할당 기술

3GPP
RAN,
ITU-R
WP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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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향상된 IIoT 무선 지원 기술

IIoT무선 기술
표준

- 물리계측 피드백 향상기술(HARQ-ACK 전송 및 CSI
향상 기술)
- 비면허 대역 사용을 위한 향상된 제어 기술
-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는 트래픽 처리를 위한
전송 피드백 신호들의 멀리플렉싱 기술 및 트래픽
기술
- 전송지연 보상과 시간동기(Time Synchronization)를
향상 기술

전송
3GPP
RAN

⑤

O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

비면허대역 상에서의 셀룰러 지원을 위한 채널 접근/
공존 기술 및 송수신/제어 기술
- 캐리어 집성 및 이중연결 기반 면허/비면허대역 셀룰러
협력 기술
- 초고속 전송 및 다중연결을 위한 협력 송수신 제어기술
- 고속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 접근 기술
- Directional 센싱 및 Rx assistant 기반의 채널 접근 기술
- FBE 동작을 위한 단말-초기화 COT 설정/공유 기술

3GPP
RAN,
ITU-R
WP5D

⑤

O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위한 전송 및 간섭경감 기술과
52.6㎓이상 대역 접속 및 전송 기술
- 주파수 공존 및 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Dynamic
spectrum sharing(DSS) 지원 기술 및 Flexible BW 기술
- 동일대역 전이중방식 기술(In-band Full Duplex)
- 적응적 트래픽 전송 및 커버리지 향상을 위한 Flexible
duplex 기술
- Flexible duplexing을 위한 Self/Cross-link 간섭 경감
기술
- 52.6㎓이상
대역에서의
초기접속/동기화
기술,
빔관리/최적화 기술 및 HARQ 피드백/제어채널/데이터
채널 전송 기술

3GPP
RAN,
ITU-R
WP5D

⑤

O

무선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무선 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통신 기술
- 상위 노드와 하위 노드간의 효율적 무선 자원 다중화를
위한 동시 송수신 고도화 기술
- 상위 노드와 하위 노드간 동시 송수신을 위한 간섭
및 전력 제어 고도화 기술
- 전체 시스템 성능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한 스케쥴링,
3GPP
플로우 및 혼잡 제어 고도화 기술
RAN
- 무선 백홀의 신뢰성과 부하 분산 향상을 위한 적응적
토폴로지 관리 개선 및 토폴로지 이중화 관리 고도화
기술
- 무선 백홀/액세스 노드 이동성 관리 기술
- 다양한 Funtional Split 구조를 지원하는 멀티홉 무선
백홀 L1/L2 포워딩 기술

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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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순위
위한

표준화 항목

표준화 내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5G C-V2X 기술
표준

5G NR 셀룰러 기반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과 사물(차량,
인프라, 보행자 단말 및 통신망) 간 통신 기술
- 차량과 차량 간 저지연, 고신뢰성, 근거리 통신 기술 3GPP
- 차량 네트워크 대용량 데이터 전송, 원거리 통신 기술 RAN/SA
- 저전력 보행자 단말과 차량 단말 간 직접통신 기술
- 밀리미터파에서 고려하는 기술

⑤

O

NTN 기술 표준

비지상 네트워크를 위한 통신 기술
- 비지상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5G NR 기반 프로토콜 기술
- NB-IoT/eMTC 서비스 지원을 위한 액세스 기술
- Transparent/regenerative 위성, HAPS와 ATG 및 고정
빔/이동빔 시나리오에 따른 전송/액세스 기술
- 큰 도플러 쉬프트와 긴 전송 지연 등을 고려한
타이밍 관리, 동기, 재전송, 빔/편파 관리 등의 전송
3GPP
기술
SA/RAN
- 유휴/비활성 모드 및 연결 모드의 이동성 기술
- 다중 연결과 릴레이 등 RAN 아키텍처 및 관련 인터
페이스 프로토콜 기술
- 통합 위성 요소의 5G 네트워크 관리(NG-RAN과 비3GPP 액세스)
- 역외 지역을 포함하는 비지상 액세스에 대한 라우팅
및 MCC/MNC 적용 방식

⑤

O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표준

5G 기반 위치 측위 기술
3GPP
- RAT 기반 측위 기술
RAN/SA
- GNSS 활용 측위 기술
OMA
- WiFi, Beacon, 센서 활용 측위 기술
LOC
- 융복합 측위 기술
WG
- V2X, UAV, IIoT, 긴급구조 등 서비스 특화 측위 기술

⑤

O

무인기(UAV)
기술 표준

5G 기반 무인기 통신 기술
- UAV 원격 식별/인증 및 추적 기술
- UAV 이동성 향상, 빔 관리 및 전력감소 기술
- UAV와 UAV 컨트롤러 사이의 제어 트래픽 및 탐색을
3GPP
위한 UAV 간 통신 기술
SA/RAN
- UAV 보안 기술
- UAV-BS(무인기 기지국)를 위한 무선 백홀 기술
- UAV-BS 인증, 포지셔닝 및 모니터링 기술
- 서비스 연속성을 위한 UAV-BS 토폴로지 기술

②

O

5G 기반
확장현실(XR)
서비스 표준

5G 확장현실 서비스 지원기술
- 트래픽 특성 분석 (데이터 속도 범위, 지연, PER, RTT 등)
3GPP
- 서비스 분석 (뷰포인트, 클라우드 게임)
SA/RAN
- QoS 정책 기술 (5QI, PGI)
- XR 트래픽 모델 및 성능 평가 기술

②

O

서비스
지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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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개방형, 공유형, 가상화 기지국 기술
3GPP
- Cloud RAN 및 분산 RAN 구조
RAN,
- 개방형 기지국(Open RAN) 및 멀티벤더호환(MVI) 연동 ITU-R
인터페이스 기술
WP5D,
IEEE
- 개방형 5G 중계기 구조 및 연동/O&M 기술
802,
- RAN/주파수 공유 기술
O-RAN
- RAN 가상화 구조 및 기술

⑤

O

지능형, 멀티무선(Multi-RAT), 다계층셀, 다중연결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3GPP
-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운용 및 최적화 기술
지능형 무선
RAN,
(SON, O&M, 에너지절감, 부하분산)
액세스 네트워크
ITU-R
- 멀티무선, 초고밀집, 다계층 셀 구성, 연동, 운용 기술
기술 표준
WP5D
- 다중 연결(Multi-Connectivity) 기술
- 5G 유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연동/병합 기술

⑤

O

⑤

O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표준

다양한 무선 접속망을 통해 통합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 다양한 무선 접속망을 동시에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3GPP
제어 구조 (SA)
- 신뢰할 수 있는 non-3GPP 접속 및 유선 접속을 지원 SA/RAN
하는 기술(SA, CT)
/CT,
- 여러 접송망 사이의 트래픽 전송, 트래픽 분리, 트래픽 BBF,
전환을 위한 새로운 모드 정의 및 활용에 관한 기술
IETF
(SA, CT)
- EPC 연동 시나리오를 위한 절차 및 사용되는 프로
토콜에 관한 기술 (SA, CT)

⑤

O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기술
표준

다량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을 위해 표준화
된 데이터의 입/출력 인터페이스와 이를 통한 데이터분석
기술)
3GPP
- NWDAF 기반 연합학습 및 추론 지원 기술
- NWDAF 분산 계층 지원 기술
SA/CT
- NWDAF 로밍 및 데이터 보안 기술
- AI/기계학습 서비스지원 5G 네트워크 구조 확장
기술

⑤

O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표준

네트
워크
기술

표준화 내용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표준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특정 네트워크 기능으로
구성된 다수의 논리적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이질적 특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 슬라이스 식별자 및 로밍 기술
- 슬라이스 기반 NPN 연동 기술
- 슬라이스 UP 자원 관리 및 전달망 연결 기술
- 슬라이스 간 전환 및 Admission 제어 기술
- 슬라이스 기반 셀 재선택 및 핸드오버 지원 기술
- 슬라이스 가상화 기능 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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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
SA/RAN
/CT,
ITU-T
SG13,
ETSI
NFV

표준화 항목

버티컬 산업용
NPN 및 TSN
연동 기술 표준

MEC 플랫폼
기술 표준

5G 에지 컴퓨팅
지원 기술 표준

보안
기술

5G 보안
프레임워크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버티컬 산업용 NPN 기술
- NPN(특화망) 식별자 및 네트워크 발견/선택 기술
- PLMN 간 연동 및 서비스 연속성 지원 기술
3GPP
- 단말 Onboarding 및 Provisioning 기술
RAN/SA
- 5G 시스템과 버티컬 산업용 TSN 연동 기술
/CT,
- TSN 연동 브리징/시각동기화 네트워크 기술
IEEE
- 단말간 시간민감통신 (TSC) 및 시각동기화 지원 기술
802
- 5G 시스템의 시간민감통신 (TSC) 및 시각동기화 외부
제공 기술

⑤

O

MEC 플랫폼 인에이블링 기술
- MEC 플랫폼 위한 MEAO/MEPM의 확장과 UP 관리에
대한 NFVO/VNFM 확장
- User LCM Proxy / ME Application의 Package 구성
및 플랫폼 기술
MEC 버티컬 플랫폼 API
- MEC 위치기반 기술 : OMA 리소스 연계, UE 위치
검색 / UE 정보 검색 / 유저 리스트 등
- MEC UE 이동성 서비스기술 : MEC지원이 모빌리티
지원 RNIS 기술
- MEC Fixed Access Information
Federated Multi-Access Edge Computing 기술 (Hetero
geneouse Cloud 지원)
- federated MEC에 대한 시그널링 설계 및 요구사항 정의
-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intelligent Edge Computing
위한 프로토콜 기술
개발 환경 관련 표준 및 코드 제공
- API Serialization 코드 제공, Sandbox개발, Testing
및 Compliance 표준

ITU-T
SG11/
SG13,
OASIS,
ETSI
MEC/
NFV

⑤

O

에지 어플리케이션 인에블링 구조 기술 (SA6/SA2)
- CAPIF 기반의 에지 인에이블러 클라이언트 기술.
- Edge 데이터 네트워크 기술 및 네트워크 설정 배포
3GPP
기술(NEF), 서비스 인에이블링 기술(SCEF)
RAN
- Network Capability Exposure 위치 리포팅, 어플리케
/SA,
이션 컨택스트 전환 기술
ETSI
3GPP 5G 코어 네트워크 상의 에지 컴퓨팅 지원 기술
MEC/N
- 로컬DNS 기반의 에지 서버 발견 기술
FV
- DNS, IP 라우팅 USRP 활용 서버 발견 기술
- UE 위치 연계한 DNS 인증 제공 기술
- ME 서비스 노출/배포 기술

⑤

O

5G 통신 시스템을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
-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보증 방법
- 보안 보증 요구사항
-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보증 규격

②

O

3GPP
SA,
GSMA

<표준화 특성>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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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ITU-R, ETSI 등 공식표준화기구와 3GPP, O-RAN 등과 같은
사실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 가능성이 큰 기술 중 산업적 파급효과 및 선제 대응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중점표준화항목을 선정
-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표준) 5G는 높은 MCS level 지원 및 개선된 단말과 기지국
간 연결 관리 등을 통해 LTE 대비 높은 대역 효율을 제공하나, 보다 큰 셀 용량 지원과
더 높은 품질의 사용자 통화품질 지원을 위하여 추가적인 성능 개선이 요구됨. 지능형
네트워크와 고성능 단말의 등장은 큰 폭의 통신용량 및 품질 개선을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물리계층 기술의 개선이 필수이므로, 본 항목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기술 표준) 밀리미터파 통신은 광대역 활용을 통하여
기존 대비 큰 통신용량과 높은 사용자별 정보율(data rate) 지원이 가능하나, 연결의
불안정성과 짧은 통신 거리의 한계로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음. 이를 극복하고 상용화를
가속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응형 빔 성형 기법의 빔 수정 속도를 증가시키고, 기지국과
단말 간 저지연 링크 생성 및 다중 연결 개선을 통해 링크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보다
넓은 통신 범위를 지원하는 기술의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해당 기술의 개발
난이도와 해당 표준화가 산업 및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 3GPP의 Rel-15 및 Rel-16에서는 eMBB, URLLC, mMTC
등 데이터 전송율, 신뢰성, 지연 시간, 접속 기기 수 등의 요구조건을 최대로 고려한 높은
사양의 기기를 위한 기술 표준들을 주로 고려한 반면, Rel-17에서는 높은 사양의 기기들을
포함하여 주변의 모든 기기를 5G로 연결하기 위한 기술로 표준 논의를 확장하고 있음. 향후
수많은 산업용 사물인터넷 센서 및 카메라, 웨어러블 기기 등이 5G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은 국내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로 판단됨. 따라서 관련 표준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5G IoT 기술 표준) 5G IoT 기술은 ITU-R IMT-2020에 포함된 5G의 대표 시나리오 3가지
중 하나인 초연결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3GPP Rel-17에서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추진 중. 특히 본질적인 송수신 기술, 자원할당 및 이동성 고도화 기술 등의
고도화와 함께 5G NR 기반 IoT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됨. 국내 다양한 융합산업 역시 IoT
기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향후 관련 기반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URLLC 기술 표준) ITU-R에서 결정한 IMT-2020 시스템의 주요 지원 서비스로 eMBB, mMTC와
더불어 URLLC가 선정되었으며, 기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초신뢰 및
초저지연의 요구사항을 제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제안되어
3GPP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안에 대하여 논의 중. 5G/B5G 시스템의 핵심 지원 서비스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임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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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oT 무선 기술 표준)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시티 등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다양한
산업계에서는 IoT 기기들에 대한 무선통신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5G의 주요
서비스인 URLLC 보다 높은 신뢰도 및 저지연에 대한 요구사항 제시. 3GPP에서는 이와
관련된 무선 기술들에 대한 표준화를 일부 완료하였으며 Rel-17 범위 내에서 물리계층
피드백 향상기술, 비면허대역 사용을 위한 향상된 제어 기술,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는
트래픽 처리를 위한 단말 전송 피드백 신호들의 멀리플렉싱 기술 및 트래픽 순위 기술,
전송지연 보상과 시간동기(Time Synchronization)를 위한 향상 기술에 대해 논의 중.
스마트공장/시티/방송 audio-video 데이터/의료 데이터(CT scanners, MR scanners) 등
산업계 IoT 기기들에 대한 무선지원이 필요하며 3GPP 5G Rel-17 표준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표준화 항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 비면허대역 상에서의 셀룰러 지원을 위한 채널 접근 및
공존기술과 송수신 및 제어 기술로써 비면허대역을 포함하는 캐리어 집성 및 이중연결
기반

면허/비면허대역

셀룰러 협력기술, 초고속 전송 및

다중 연결을

위한

협력

송수신/제어 기술을 포함하며, 3GPP에서는 FBE를 포함한 비면허대역에서의 채널 접근
기술 및 공존 기술 등을 표준화하는 Rel-17이 완료 예정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위한 전송 및 간섭경감 기술로
주파수 공존 및 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DSS 기술, 적응적 트래픽 전송과 커버리지 향상을 위한
Flexible duplex 기술 및 Self/Cross-link 간섭경감 기술, 그리고 52.6㎓ 이상 대역에서의 접속/전송
기술 등을 포함하며, 3GPP에서는 52.6㎓에서 71㎓ 대역에서의 접속/전송 기술을 표준화하는
Rel-17이 완료 예정이고, 100㎓ 대역까지로 향후 지속적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Rel-18에서는 Flexible duplex 기술 및 Self/Cross-link 간섭경감 기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무선 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유선 전송 네트워크의 고밀도화 없이 5G NR 백홀의
유연하고 소형화된 셀의 밀집된 배치를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가능한 무선 백홀 및 중계 링크
지원에 대한 필요성 대두. 무선 액세스 링크 및 무선 백홀 링크를 단일화된 무선전송/접속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단순화, 구축/운용비용 저감이 가능. 인구밀도가 낮은
도서/산간 지역 및 해상과 같은 통신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동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공 서비스 제공이 가능. 이는 5G 네트워크의 필수 구성 요소로
고려되며, 선제적인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5G 중계기 사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5G C-V2X 기술 표준) 기존 차량 통신표준은 기본 안전 및 주행 보조 서비스를 위한 차량 간 무선
연결 설정 등 기본적인 기능 구현에 집중되어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인프라, 보행자 단말 및
통신망 간 통신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됨. 3GPP는 Rel-14, Rel-15에서 기존 단말 간 직접통신
기술(D2D)을 개선하여 차량 간 직접통신 및 차량과 보행자 간 직접통신을 지원하는 기술의
표준 제정을 추진. Rel-16 및 그 이후의 표준은 5G NR 기반의 고신뢰 저지연 특성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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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추진하였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5G NR V2X 기술의 표준화가 진행됨.
직접 및 기지국 경유의 간접 통신 기술을 포함하는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 및 상용화 추세에
따라, 안정된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 광대역, 저지연, 고신뢰도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통신 기술의 필요성 증대를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NTN 기술 표준) 폭넓은 서비스 범위 기능과 물리적 공격 및 자연재해에 대한 우주/항공
플랫폼의 취약성 감소로 인해 비지상 네트워크는 지상 5G 네트워크가 제공될 수 없는
지역(고립된/외진 지역, 항공기 또는 선박에 탑재) 및 취약한 지역(교외/시골)에서 비용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M2M/IoT 장치 또는 이동 플랫폼(항공기, 선박,
고속열차, 버스) 승객을 위한 서비스 연속성을 제공하거나 미래의 철도/해상/항공통신과 같은
주요 통신에 대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5G 서비스의 신뢰도 강화 가능. 자체 운영되는
비지상 네트워크 또는 통합 지상-비지상 네트워크와 연관되며 다양한 5G 서비스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표준) 길 찾기, 지역 정보 제공, 위치기반 광고, 구조대상자 추적 및
물류 추적 등 기존 위치기반 서비스에서 자율주행차, 드론 등 고속 이동체 운행 지원 및
제조 공정 내의 IoT 지원 등 실시간 초정밀 위치기반 서비스로의 사용자 요구가 확장되고
있음. 5G 망에서 정의하는 측위 기술은 기지국 신호 기반 OTDOA 방식과 E-CID 방식,
위성신호 활용 A-GNSS 방식, WiFi 신호 활용 WLAN 방식, 이외에 Bluetooth, Beacon,
센서 및 기압계 활용 등 다양한 측위 방식들과 같이 논의됨. 3GPP Rel-16 에서는 5G NR
기반 RAT 의존적 측위 기술로 Multi-RTT, DL-TDOA, DL-AoD, UL-TDOA, UL-AoA과
같은 5G NR RF 기반 측위 기술이 표준화되었으며, 이들 기술은 GNSS-RTK, Beacon,
다양한 센서 등 가용한 RAT 독립적 측위 기술과 함께 사용되면서 데시미터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므로 자율주행차, 드론 등 고속 이동체 운행을 지원하게 됨. 또한 Rel-17
5G NR 측위 고도화는 IIoT 응용서비스를 지원하는 성능목표를 가지고 있음. 이들 5G
NR RF 기반 RAT 의존적 측위 기술과 기타 가용한 RAT 독립적 측위 기술, 이미징, 센싱
기술은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과 결합되어 핑거프린팅 측위 등 융복합 측위 기술로
고도화 예상되므로 이들 기술을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무인기(UAV) 기술 표준) UAV의 산업 응용(매핑 네비게이션, 사진 및 비디오그래피, 보안
감시 및 UTM 등)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무인기 기지국(UAV-BS) 사용은 신속한
배치 및 넓은 적용 범위, 낮은 유지 보수비용 등으로 긴급 상황, 재난 감시, 국경 감시,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임시 서비스 및 스팟 존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5G 서비스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5G 기반 확장현실 서비스 표준) 세계적으로 5G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각
사업자의 주요 5G 서비스 중 하나가 확장현실 서비스임. 국내에서도 통신 3사가 AR, VR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주력 5G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 향후 B2C 이외에 더 많은 서비스
시나리오에서 확장현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소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3GPP에서도 관련
표준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1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표준) 다수의 사업자가 개발한 다양한 구조의 5G 기지국이
구축됨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의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개방형, 공유형,
가상화,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기지국 기술이 5G/B5G 무선망 고도화 및 효율화
관점에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 고품질의 안정적인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대역부터 고대역까지 다양한 주파수 기반으로 지능형, 멀티무선(Multi-RAT), 다계층셀,
다중연결을 지원하는 초고밀집 스몰셀 구축과 운용이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표준)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기술은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서비스 특화된 다수의 논리적 네트워크로 분리하는
기술로써 통신사업자는 5G의 eMBB, mMTC, URLLC, V2X 등 다양한 서비스 기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 발굴 및 B2B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이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 기술들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표준) 다양한 무선 접속망 및 유선 접속망을 통해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무선 접속망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무선 접속망을 전환하기 위한 제어 기술 및 유선 접속망을 수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 특히, 기술의 활용성 및 사용 가능한 다양한 프로토콜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기술 표준) 네트워크 내부 데이터 외에 다양한 융합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네트워크를 자동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종단 간 네트워크 자동화 핵심 기술들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버티컬 산업용 NPN 및 TSN 연동 기술) 5G를 이용한 다양한 융합 버티컬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보안 및 독립적 운용이 가능한 버티컬 산업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PLMN과의 연동 여부에
따른 단독 및 비단독 NPN, 그리고 TSN 연동 버티컬 네트워크 기술들에 대한 도입이 명확해짐.
이러한 네트워크 기술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선 접속 기술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기도입된 NPN 및 TSN 연동 기술의 보완 및 확대 기술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음. 이처럼
3GPP 내에서 주요 논의 기술로 다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MEC 플랫폼 기술 표준, 5G 에지 컴퓨팅 지원 기술 표준) MEC는 모바일 환경에서 트래픽
양의 폭발적인 증가, IoT 단말의 증가, 개인형 서비스, 높은 성능 및 저지연과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 이는 모바일 코어망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고, 프론트홀과
백홀 상에서 저지연과 높은 대역폭을 위한 모바일 액세스망 및 Wi-Fi망의 모바일망의 연계
등 유저 가까이에서 실행하는 컴퓨팅 및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 명세가 정의되고 있고, 서비스
영역에 적용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표준화에 있어서 플랫폼 API의 세분화/추가 및 ETSI
MEC로부터 시작된 표준이 3GPP에서 적극적으로 수용 중이며, 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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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보안 프레임워크) 5G 보안 프레임워크는 5G의 다양한 활용사례에 대해 새로운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과 보안 검증을 위한 보안 보증 규격을 마련하고
있음. 향후 B5G의 고도화된 기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완성된 5G 표준을 위한 eMBB 전송접속, mMTC, URLLC, Flexible
Spectrum Usage 기술을 중점기술 항목으로 유지, 고도화된 IIoT와 IAB 기술을 추가하였으며,
5G에서 구현되는 차량 지원 기술을 강조하기 위해 Enhanced V2X를 C-V2X로 명칭을 변경.
관련 표준논의가 완료된 철도통신 기술과 5G 음성서비스 기술은 삭제. 3GPP Rel-16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는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과 무인기 기술을 서비스 지원 기술 중분류에 추가. 5G
상용화에 맞춰 데이터 분석 및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과 산업 응용 서비스를 위한 버티컬 산업용
네트워크 기술을 추가
- Ver.2021(2020년)에서는 초기 5G 표준 이후 고도화된 표준화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 기술
위주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세분화함. eMBB 전송접속 기술 표준은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표준과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기술표준으로, Flexible spectrum usage 기술
표준은 비면허 셀룰러 기술 표준과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로, C-V2X 기술
표준은 차량 간 직접 통신 기술 표준, 네트워크-고속 이동 차량 간 통신 기술 표준,
인프라-차량 간 통신 기술 표준으로, 액세스망 구조 기술 표준은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과
멀티무선 초고밀집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로, 코어망 구조 기술 표준은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표준, 유무선 통합 기술 표준,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기술 표준으로 세분화.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과 5G 기반 혼합현실서비스 표준이 신규 표준화 항목으로
추가. Ver.2021의 중점기술 조정에 따라 Ver.2020 융합보안 내 5G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표준화 항목으로 추가. mMTC 기술 표준은 5G IoT 기술 표준으로 명칭 변경
- Ver.2022(2021년)에서는 먼저 무선 기술 분야에서는 Ver.2021에서 세분화된 초고주파
활용기술, IoT 기술, URLLC 기술, IIoT 기술,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기술, 무선 백홀 및 엑세스
결합 기술과 같은 중점 표준화 항목의 표준 기술 고도화 관점에서 기존 항목들을 유지. 서비스
지원 기술 분야는 다양한 버티컬 산업군과의 융합 기술로 대표될 수 있는 분야로 지상 이동체,
공간 이동체(무인기), 위성 및 위치 기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표준화 항목으로 결정. 한편
네트워크 기술 분야는 기존 ‘멀티무선 초고밀집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 항목을
삭제하고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을 추가하였고 기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과 네트워크 가상화 항목은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실현됨으로 두 항목을 통합하였음. 마지막으로 기존 ‘유무선 통합기술 표준’ 항목을 네트워크
지원 기술을 수용/표현하기 위해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표준’ 항목으로 변경함.
마지막으로 보안 기술 분야는 기존 ‘5G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이 완료됨에 따라 삭제하고, ‘5G
보안 프레임워크’ 항목을 신규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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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Ver.2022 신규항목
구분

Ver.2020

eMBB 전송접속 기술
표준

무선 기술

Ver.2021

Ver.2022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표준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표준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기술 표준
송수신 기술 표준

-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

mMTC(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s)
기술 표준

5G IoT 기술 표준

5G IoT 기술 표준

URLLC 기술 표준

URLLC 기술 표준

URLLC 기술 표준

IIoT무선 기술 표준

IIoT무선 기술 표준

IIoT무선 기술 표준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

무선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무선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Flexible Spectrum Usage
기술 표준

무선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차량 간 직접 통신 기술
표준
C-V2X(Cellular-Vehicle-toeverything) 기술 표준

네트워크-고속 이동 차량
간 통신 기술 표준

5G C-V2X 기술 표준

인프라-차량 간 통신
기술 표준
서비스 기술

NTN 기술 표준

NTN 기술 표준

NTN 기술 표준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표준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표준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표준

무인기(UAV) 기술 표준

무인기(UAV) 기술 표준

무인기(UAV) 기술 표준

-

5G 기반 혼합현실서비스
표준

5G 기반 확장현실 서비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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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Ver.2020

Ver.2021

Ver.2022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표준
표준
액세스망 구조 기술 표준
멀티무선 초고밀집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표준

코어망 구조 기술 표준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기술
표준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표준

유무선 통합 기술 표준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표준

데이터 분석 및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 표준

데이터 분석 및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 표준

데이터 분석 및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 표준

버티컬 산업용 NPN 및
TSN 연동 기술

버티컬 산업용 네트워크
및 NPN 기술 표준

버티컬 산업용 NPN 및 TSN
연동 기술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 기술
표준

MEC 플랫폼 기술 표준

5G 에지 컴퓨팅 지원 기술
표준

5G 에지 컴퓨팅 지원 기술
표준

-

-

5G 보안 프레임워크*

5G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5G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

네트워크 기술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 기술
표준

보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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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간 연계도

- (5G/B5G 기반 자율자동차 서비스) V2X 통신서비스에 의해 자율주행차에 탑승한 A씨는
집-사무실-거래처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연속적인 업무환경과 HD급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때 V2X 통신은 인접
차량뿐 아니라 인프라,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최적의 이동 경로와 안전한 이동을 보장한다.
- (5G/B5G 기반 실감형콘텐츠 서비스) B씨는 주말 여가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5G와 연결된
VR을 통해 실시간 실감형 게임을 하거나 단체 야구 관람을 즐긴다. B씨는 이번 휴가 기간에
방문할 도시를 VR을 통해 사전 탐방하였으며, B씨의 AR 글라스는 휴가지에서 이동 경로나
도시 정보를 알려줄 것이다. B씨가 촬영한 4K 동영상은 5G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업로드
되며 필요한 고화질 동영상 또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5G/B5G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C씨가 살고 있는 D도시는 신호 체계와 트래픽 인식 CCTV가
연동되어 교통 상황에 따라 트래픽을 제어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제공한다. D도시의 CCTV는
고화질 영상 전송과 사물 인식이 가능하여 위급한 상황을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범죄자
검거율을 높인다. C씨 집에는 드론 착륙장이 설치되어 있어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품은 필요한
시간에 정확하게 배송된다. C씨는 집 근방의 고신뢰 초연결을 지원하는 스마트 오피스로
출근하여 비대면 근무를 수행한다.
- (5G/B5G 기반 스마트공장 서비스) E씨의 작업복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연결되어 효율적인
작업방식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준다. 이 중 AR 글라스를 통해 교육을 통한 업무 습득과정
없이 새로운 작업 공정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 E씨가 사용하는 작업 도구들은 IoT로 연결되어
항상 최상의 상태로 관리되며, 초저지연 및 고신뢰 통신이 가능한 Industrial IoT 솔루션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로봇과의 협업이 가능하다. 생산된 물품은 카메라에 의해 자동으로 인식되어
별도의 관리자 없이 재고 상태가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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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현황분석
2.1. 연도별 주요 현황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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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 현황 및 전망
구분

주요 현황

한국

- 5G 특화망 정책방안 발표 [2021.6]
- 위성통신 기술 발전 전략 발표 [2021.6]
- 한미간 5G, 6G, ORAN 등 차세대 정보통신 분야 개발에 미국 25억달러, 한국 10억 달러
투자 및 공동 연구 프로그램 강화 [2021.5]
- 6G R&D 추진전략 실행계획 발표 [2021.4]
- 6G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 발표 [2020.8.]
- 6㎓ 대역의 비면허 주파수 할당 및 5G NR-U 등 차세대 비면허 통신 개발 계획 [2020.6]
-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 [2020.6]
- 한국형 코로나19 대응 모델 국제사회와 공유 [2020.5]
-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 [2020.4]
- 추가 5G 주파수 공급을 위한 ‘5G+ 스펙트럼 플랜’ 발표 [2019.12]
- ‘5G 보안협의회’ 발족 [2019.8]
- 중장기 6G 연구개발사업 공청회 개최 [2019.7]
- 범부처 민관 합동 제 1차 5G+ 전략위원회 개최 [2019.6]
-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5G+ 전략’ 발표 [2019.4]
-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10 5G 출시를 통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선포 [2019.4]
- 5G 추가 주파수 확보 등이 포함된 제 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2019.4]
- 이동통신 3사 5G 전파 첫 송출과 함께 기업 대상 5G 서비스 개시 [2018.12]
- 세계의 5G 상용화 경쟁,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조기상용화 중심 기존전략(미래이동통신산업발전전략, 2014년 1월)을 보완해 타산업과
융합 확산을 위한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수립 [2016.12]

미국

- 우방국들과 5G/6G 등의 연구 투자 협력 강화 [2021.4 ∼ 5]
* (한-미) 한국(10억 달러), 미국(25억 달러), (미-일) 미국(25억 달러), 일본(20억 달러)3.7∼4.2㎓ C-밴드 주파수 경매 [2020.12]
- 통신산업협회(ATIS) 주도 이통사·제조사 등이 ‘넥스트 G 얼라이언스’ 결성 [2020.11]
- FCC CBRS용 3.5㎓ 주파수 경매 착수 [2020.7] => 두 줄 위의 내용에 이미 반영
- 개방형 RAN 표준 채택을 위한 Open RAN Policy Coalition 출범 [2020.5]
- Starlink 는 저궤도 군집위성 기반 광대역 위성통신 서비스 북미지역 개시 [2020.10]
- 연방통신위원회(FCC),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 구축 지원 관련 규제 개혁을 골자로 한
‘5G 업그레이드 명령’ 의결 [2020.6]
- 블록당 100㎒폭 씩 총 700㎒ 주파수 대역폭을 가지는 24㎓ 대역 주파수 경매 실시 [2019.6]
-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Huawei와 70개 계열사를 포함 [2019.5]
- Verizon은 기존 LTE 스마트폰에 5G 모뎀 결합 방식으로 시카고, 미니애폴리스에 5G 서비스
개시 [2019.4]
- FCC는 장기적으로 6G에 이용 가능성 있는 ‘테라 헤르츠파’ 주파수 대역을 연구용으로
개방 결정 [2019.3]
- 고정형 모뎀 [2018.10] 및 모바일 핫스팟 기기 [2018.12] 기반 5G 서비스 개시
- 5G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장기적 국가 주파수 전략을 수립하는 대통령 교서 발표 [2018.10]
- 5G Fast Plan, 주파수 확대, 인프라 정책개편, 규제개선 추진 [2018.9]
- Verizon은 28㎓ 대역의 5G 고정형 무선 액세스 장비 상용화 추진 [2018.6]
- 28㎓ 대역에서 multi-vendor end-to-end 5G 시범서비스 공급 [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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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일본
-

-

유럽

미일간 6G 및 B5G 등 차세대 이동통신망 발전을 위해 45억 달러 투자 합의 [2021.4]
주요 통신사 및 대학등이 참여하는 ‘Beyond 5G 프로모션 콘소시엄’ 창립 [2020.12[
2030년 6G 도입을 목표로 ‘Beyond 5G 전략’ 공개 [2020.8]
2025 년 Osaka Expo 에서 B5G 공개 추진
NEC 는 영국에 모바일 인프라 공급관련 계획 언급 [2020.10]
NTT. SONY, NEC 등은 IOWN (Innovative Optical & Wireless Network) 글로벌 확대추진
내각부,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을 향한 사회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4대 전략을
발표 [2020.6]
총무성, 사이버보안 TF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IoT, 5G 보안 종합대책 2020 (안)’ 공표 [2020.6]
일본 신규 제4 통신사업자 Rakuten모바일이 가상화 네트워크 기반 5G 서비스 개시
[2020.4]
총무성은 5G를 이을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선도를 위한 ‘Beyond 5G 추진전략’ 핵심 내용을
공개 [2020.4]
소프트뱅크, 5G 서비스 개시 선언 [2020.3]
총무성은 5G 스마트폰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020’으로 시작하는 14자리
휴대전화 번호 100억 개 신규 할당 계획 수립 [2019.5]
NTT Docomo, KDDI, 소프트뱅크, Rakuten모바일에 3.5㎓ 및 4.5㎓에 해당하는 5G 주파수
대역 배분 확정 [2019.4]
5G의 빠른 전국 확산을 유도하고 5G 기반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의 창출을 위해 ‘Local
5G 주파수’ 할당 추진 [2019.3]
· (Local 5G 주파수) 통신사업자 외에도 기업이나 공공, 아파트 등의 분야에서도 5G 주파수를
자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
2023년까지 일본 전국 5G 상용화 목표로 3대 통신사업자가 총 5조엔(약 41조167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 수립 및 2020년부터 도쿄 올림픽 시점에 맞추어 일부 지역에서 5G 서비스
개시 [2017.6]

- Horizon 2020 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g 사례 연구 및 시나리오 개발, 6G 비전 및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Hexa-X 프로젝트’ 발표 [2020.12]
- 독일, 영국, 스웨덴 등에서 5G 특화망 주파수 분배 [2020]
- 핀란드는 6G 연구개발을 위한 6Genesis 과제를 2018~2026, 251 Mn. Euro 규모로 진행중
- 유럽연합집행위는 코로나19 팬더믹이 ‘Horizon 2020’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권고사항을 제시 [2020.6]
- 스페인 발레시아에서 제 7차 글로벌 5G 이벤트 개최 [2019.6]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향후 7년 동안 1조 8,500억 유로를 투입하는 경기 부양책 중 944억
유로를 R&D 투자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배정 [2019.5]
- 스위스 통신사업자 스위스콤, 선라이즈가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 [2019.4]
- 프랑스는 26㎓ 대역에서 5G 개방형 실험 플랫폼 구축 추진 [2019.1]
- 이탈리아는 700㎒, 3.7㎓, 26㎓ 대역 5G 주파수 경매 완료 [2018.10]
- 프랑스 통신 규제청은 1.4㎓, 3.4㎓~3.8㎓ 및 26㎓ 대역 5G 용도 주파수 경매 절차 등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발표 [2018.10]
- 2018년까지 일부 분야에 5G 적용, 2020년까지 최소 한 개 주요도시에 5G 상용화, 2025년까지
모든 도시지역 및 주요 교통로에 5G 적용 추진 중
- 5G PPP를 중심으로 EU 정부와 민간 ICT 산업체, 연구소, 학계간 상호협력을 담당하며,
EU는 7억 유로 투자 및 스펙트럼, 표준화, 대외협력을 지원하고, 민간은 매칭펀드 투자
및 협의된 5G 주요 성능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
· 무선, 네트워크, 전송, 운용 및 가상화 등 다양한 5G 핵심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phase 1
프로젝트 시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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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중국

- CAICT의 IMT-2030(6G) 추진단은 6G 백서(6G 전반적 비전과 잠재적 핵심기술) 발표
[2021. 6]
-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 완성 [2020.6]
- 과학기술부는 코로나 전염병 확산 이후, 생산활동 재개를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발표 [2020.4]
- 차세대 인프라 ‘신기건’ 정책 발표 [2020.3]
- 정부 주도의 6G 추진을 위해 공식 6G 전담기구 출범 [2019.11]
- 과학기술부, 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중국과학원회 등이 협력해 ‘국가 6G
기술 연구 업무 개시 선포식’을 개최 [2019.11]
- 40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5G 상용화를 실시 [2019.10]
- 공업정보화부는 China Mobile, China Telecom, 차이나유니콤 및 중국라디오텔레비전인터넷에
5G 영업허가증 발급 [2019.6]
- 베이징 지하철 16호선에 5G 네트워크 구축 [2019.5]
· China Mobile과 징강지하철은 16호선을 시작으로 4호선, 10호선 14호선 등에 5G를 구축할
계획, 16호선 5G 망은 다운로드(933Mbps), 업로드(87Mbps)로 확인
- 총 18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상하이 홍차호 기차역을 필두로 통신망 설치 개시 [2019.2]
- China Mobile, China Telecom, 차이나유니콤에 5G 시험용 주파수 할당 [2018.12]
- 5.905 ∼ 5.925㎓ 주파수를 활용하여 V2X 시연 추진 [2017.6]
· LTE-V product trial, V2X application verification, Demonstration verification 일정으로 2018년까지
추진
· 상하이, 제지앙, 베이징-허베이, 총핑, 지린, 지앙수의 총 6개 도시에 시연시설 구축(A NICE City
[2016.6, 상하이], I-VISTA [총핑, 2016.11])

기타

-

대만은 5개 통신사에 5G 면허 발급하고 21년 말까지 인구대비 80% 지원 계획[2020.5]
대만 MediaTek 은 FR1/FR2 지원 5G 모뎀 칩셋 발표 [2021.2]
인도 1위 이동통신업체 릴라이언스지오는 ‘21년에 5G망 구축 발표 [2020.7]
영국은 COVID-19 사태에 직면한 주요 과제를 해결하고자 R&D 투자 비중을 확대한 정부 R&D
투자 로드맵 발표 [2020.7]
- 영국 Vodafone은 런던, 맨체스터, 리버풀 등 7개 도시에 5G 서비스를 상용화[2019.7]를 계획하면서
삼성, Huawei, 샤오미 등의 5G 단말출시 예정 [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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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기술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무선 기술]
¡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표준) 3GPP Rel-15 기술에 기반한 5G 이동통신망이 전국적으로
구축되었으며, 2020년 표준화가 완료된 3GPP Rel-16 기반 단말 및 기지국의 개발을 진행 중.
이를 기반으로 5G 상용 서비스 안정화 및 개선 작업 진행 예정이며, 일부 제품은 Rel-16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삼성전자
· 5G 칩 엑시노스 모뎀 5100, 엑시노스 RF5500, 엑시노스 SM 5800 양산 [2019]
· 5G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 출시 [2019]
· 5G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5G 출시 [2019]
· 5G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출시 [2020]
· 5G 기지국 칩 개발 [2021]
- LG전자
· 5G 스마트폰 V50 ThinQ 5G 출시 [2019]
· 5G 스마트폰 LG벨벳 출시 [2020]
- ETRI
· MIMO 기술 기반 주행 버스에서 5Gbps 전송 시연 [2018]
· 5G 연동 방송서비스 기술 시연 [2019]
· 5G 전력 증폭기 국방과학연구소 공동 개발 [2021]
- KT
· 삼성전자 및 Qualcomm과 5G NR 규격 기반 데이터 통신 시연 성공 [2018]
· 평창동계올림픽 5G 시범 서비스 시연 [2018]
· 5G 상용 서비스 개시 [2019]
· 한국–스웨덴 연결 5G 영상전송 시연 [2019]
· 5G 실내망 구축 계획 발표 [2021]
- SKT
· 삼성전자와 5G SA 시연 [2018]
· 5G 영상통화 시연 [2018]
· 5G SA 기반 데이터 전송 시연 [2019]
· 5G 상용 서비스 개시 [2019]
- LG U+
· 대전-서울 5G 화상통화 시연 [2018]
· 상용망에서 1.33Gbps 전송 시연 [2018]
· 5G 상용 서비스 개시 [2019]
· 5G 단독모드 음성통화 시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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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기술 표준) 국내 상용 서비스는 아직 시작되지 않음.
국내 단말 업체들은 해외 시장용 밀리미터파 지원 단말을 출시하였음. AI/ML 기법에 기반한
고성능 단말 및 네트워크 장비의 상용화를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발굴을 통해 상용화
방안 모색 필요
- 삼성전자
· 28㎓ 기지국으로 8.5Gbps 데이터 속도 시연 [2020]
· 밀리미터파 지원 스마트폰 S20 출시 [2020]
· 140㎓ 고주파 대역 통신 시연 [2021]
- LG전자
· 5G 밀리미터파 지원 스마트폰 V60 ThinQ 출시 [2020]
- ETRI
· MIMO 기술 기반 주행 버스에서 5Gbps 전송 시연 [2018]
· 5G 연동 방송서비스 기술 시연 [2019]
· 5G 밀리미터파 광중계기 개발 [2021]
- KT
· 밀리미터파 5G 초저지연 속도 테스트 [2019]
· 28㎓ 기업 전용 5G 네트워크 개발[2019]
· 28㎓ 대역 상용망 전송 검증 [2020]
- SKT
· 삼성전자와 28㎓ 대역 초고속 주행 환경 통신 시연 [2019]
· 지하철 밀리미터파 서비스 계획 발표[2021]
- LG U+
· 상용 환경에서 28㎓ 대역 4Gbps 전송 시연 [2019]
· 28㎓ 네트워크 통한 백제 문화유산 홍보 이벤트 진행 [2021]
· 28㎓ 전용채널 통한 골프 경기 중계 [2021]
¡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 5G IoT 기술 표준)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의 경우
NB-IoT와 LTE를 기반으로 하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2017년 이후 상용화되어 위치 추적
서비스 및 공장 자동화에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 5G IoT의
경우 국내 통신업계는 이동통신 IoT 서비스를 다양한 산업과 접목하고 있으며, 5G 규격에
대한 1차 표준화가 완료됨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표준에 대한 개선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신규 기술을 활용한 실사용 케이스에 대한 발굴
및 관련 원천기술 확보 필요
- 삼성전자
· NB-IoT 기반 위치 알림 '커넥트 태그' 출시 [2017]
· NB-IoT 원칩 프로세서 '엑시노스 i S111' 출시 [2018]
· 실내 공기질 통합관리 서비스 ‘스마트싱스 에어’ 출시 [2020]
·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전제품의 상태를 진단하는 ‘홈 케어 매니저’ 출시 [2020]
· 개방형 주거 플랫폼 ‘래미안 A.IoT플랫폼’ 개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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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RI
· IoT 기반 AI 서비스 구축 소프트웨어 공개 [2018]
· 유럽서 IoT기반 자율주행 인프라 기술 공개 [2020]
- KT
· KB국민은행과 함께 NB-IoT 기술을 활용해 동산(動産)에 대한 담보물을 자동으로 관제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산관리 플랫폼’을 구축 및 상용화 [2019]
· 차량용 블랙박스 개발사 엠브레인과 협력해 NB-IoT(협대역 사물인터넷) 기반 서비스인 '
딥플라이'를 공동 개발 [2019]
· IoT 보안 솔루션 ‘기가스텔스’ 출시 [2019]
- SKT
· ‘LTE Cat.M1' 전국망 4월 상용화 [2018]
· 대동공업과 함께 실시간 이동 측위(RTK, Real Time Kinematic)기술(GPS와 LTE-M 위치
정보 활용)을 활용한 자율주행 이앙기를 개발 상용화 [2019]
· 운송차량 모니터링 솔루션 ‘TMS', 온습도 및 진동 데이터 로거 제품 ’에스로거‘ 출시
[2019]
· 기아자동차 K7에 가정용 IoT를 제어할 수 있는 ‘카투홈’ 서비스 출시 [2019]
· 스마트홈 기능과 보안 서비스를 결합한 ‘캡스 스마트빌리지’ 출시 [2020]
- LG U+
· IoT 통신 'LTE-M1'의 전국망 서비스 시작 [2019]
· 이동식주택 져스틴하우스에 IoT 솔루션 공급 [2019]
·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스마트 스테이션 구축 [2019]
· 서울 지하철 4호선에 사물인터넷 환경을 포함한 LTE-R 구축 [2020]
- LG U+, KT
· NB-IoT 오픈랩 상호연동 개시 [2017]
¡ (URLLC 기술 표준) 3GPP에서 Rel-17을 마무리하고 Rel-18에서도 주요 표준의제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각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표준화기구에서 활동 중. XR, V2X,
스마트공장 등에서 이와 관련한 시범 서비스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진행 중. 또한 추가적인
요구사항 등을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Rel-17에서 진행 중. 기존
5G URLLC 기술을 위한 지속적인 고도화 및 유지 보수 작업이 수행됨과 동시에, 차세대 6G
이동통신 표준 규격 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
- 삼성전자
· 실리콘밸리 AR 전문기업 ‘디지렌즈’에 5,000만 달러 규모 투자 [2020]
· 삼성 AR 글래스 라이트에 관련된 영상 공개 [2021]
· 미국방부 5G 테스트베드 기반 AR/VR 훈련 구현 [2021]
· 스마트공장 기반 ‘산업용 5G’ 특허 세계 1위 [2021]
- KT
· 5G 단독모드 첫 상용화, 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서비스 활성화 활기 [2021]
· 28GHz 5G 체험관 실시간 홀로그램, 메타버스 서비스, 클라우드 게임 체험 서비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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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 5G 기반 응급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시범 서비스 [2021]
· 삼성서울병원과 ’5G 스마트혁신 병원‘ 구축 [2021]
· 대한요양병원협회와 디지털 헬스 패스와 스마트 요양병원 서비스 개발 [2021]
· 한화/기계, 스마트팩토리 및 제조분야 DX 사업 추진 [2021]
· 스마트 물류 사업 사업화 공개 [2021]
- SKT
· 초저지연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업을 위한 기업 전용 5G 서비스 ‘P-5GX’ 출시 [2021]
· SKT-동양 ‘스마트 팩토리 사업 추진을 위한 제휴협약’ [2021]
· SKT·LS일렉트릭과 스마트공장 솔루션 맞손 [2021]
· 스마트공장 내 컴프레셔(압축기)를 관리를 위한 스마트 공장 AI 구독형 서비스 출시 [2021]
· 서울시 C-ITS 실증사업 완수 [2021]
· AR·VR앱 가입자 300만명을 달성, 홍콩·마카오 통신사인 PCC글로벌과 계약 [2021]
·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스마트 공장 AI 구독형 서비스 추진 [2021]

· 창원국가산단에 5G-AI 기반 스마트 공장 구축 [2021]
· 용인세브란스병원은 SK텔레콤과 협력해 국내 병원 최초로 5G 기반 통신망을 구축, 5G 기반
첨단 의료 시스템장비 등이 구비된 디지털 혁신 병원을 지난해 구현 [2021]
· AR·VR앱 가입자 300만명을 달성, 홍콩·마카오 통신사인 PCC글로벌과 계약 [2021]
- LG U+
· LG전자와 LG화학 관련 부품협력업체 등 공장 기반 하반기 5G 스마트팩토리 서비스 사업시작
및 레퍼런스 구축 [2021]
·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 최대 규모인 강릉ITS 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2021년 내에 진행되는
10여개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참여 [2021]
· 전주시와 함께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전주시의 대기환경을 관리 [2021]
· 5G 기반 AI의료시스템, 5G 놀이터 등 5G 기반 첨단 의료장비와 편의시설을 구비한 의정부
을지대병원을 개원 [2021]
· XR 얼라이언스를 통해 신규 가상현실(VR) 콘텐츠 공개 [2021]
· 여수 산단에 5G 스마트팩토리 도입 [2021]
· 바스프와 IoT 기반 스마트팩토리 구축 [2021]
- 기타
· 5G 자동차 연합회(5GAA: Automotive Alliance), 다른 차량 브랜드 간 C-V2X 시연
[2018]
· 5G 공급사 연합(5G-SFA: Smart Factory Alliance) 출범 [2018]
· 레티널, 세계 최초 8K 해상도 AR 광항 솔루션 ‘핀 미러’ 렌즈를 모바일월드콩그레스
(MWC) 2019에서 공개 [2019]
·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스마트 팩토리 로봇 등에 활용을 위해 28GHz 대폭 할인 공급
[2021]
·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본격 추진 [2021]
· 국토부, 2021 스마트 챌린지사업 추진 [2021]
· 우리넷, 고신뢰 저지연 통신(URLLC) 서비스 활용을 위한 5G IoT 모듈 단말 사업 추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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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oT무선 기술 표준) 3GPP에서 Rel-16을 마무리하고 Rel-17의 주요 표준의제로 활발히 논의 중.
TSN 및 NPN과 같이 타 산업계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이용하던 지역 네트워크와의 연동
및 스마트공장 등에서 이와 관련한 시범 서비스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진행 중. Rel-16/17
기반의 IIoT(Industrial IoT) 상용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 Rel-18/19에서도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시나리오 및 유즈케이스 발굴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능 강화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 확보 추진이 필요
- 삼성전자
· 오스틴에 5G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 건설 [2018]
- KT
· 28㎓ 대역 주파수를 사용해 기업전용 초저지연 5G 네트워크 기술(일명: FAST.NET) 시연
[2019]
- SKT
· 스마트공장 솔루션 5종 공개 [2018]
- LG U+
· 5G 스마트팩토리 서비스 공개 [2018]
- 기타
· 4차산업혁명위원회, 1천개 중소기업에 5G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보급 추진 [2019]
¡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 국내 연구기관 및 통신장비 제조사는 캐리어 집성 및 이중연결
기반 협력 기술, 이종망 간의 접근 및 공존 기술, 그리고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는 무선통신
기술에 대한 시스템 테스트베드 시연. 일부 칩 제조사는 LAA 상용화 모뎀을 제공. 주파수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파수 활용기술로 71㎓ 이상의 대역에서 운용 가능한
면허/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의 표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Rel-18
논의로 Flexible duplex 기술 및 Self/Cross-link 간섭경감 기술의 표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표준화 활동이 요구됨
- 삼성전자
· 갤럭시 S10/S20은 7CA(Carrier Aggregation), Cat-20 (2Gbps-다운로드, 150Mbps-업로드)을
지원하고, LAA 탑재 중 [2019/2020]
- LG전자
· LG V50은 6CA(Carrier Aggregation), Cat-18 (1.2Gbps-다운로드, 75Mbps-업로드)을 지원하고,
LAA 탑재 [2019]
· LG V60은 7CA(Carrier Aggregation)를 지원하고, LAA 탑재 [2020]
¡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 5G 규격의 완성 이후 1차 상용화가 완료된
NSA/SA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기술로서 52.6㎓ 이상 대역에 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완료 예정이며, 주파수 공존 및 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 및 Flexible duplex
기술 등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이러한 주파수 활용 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 LG전자
· 80㎒ 대역폭에서 FDR(Full Duplex Radio·전 이중 통신) 기술을 세계최초로 시연하는데 성공 [2016]
- 연세대
· 60㎒ 폭을 사용한 초광대역 전이중통신 최고속도 460.98㎒의 실시간 시연에 성공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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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국내 연구기관 및 통신사업자들은 5G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구축비용 절감 및 이동통신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무선 백홀 기지국 개발
및 실내 5G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고성능 중계기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5G 기반 IAB 표준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향후 고정형 IAB 표준 기술 기반
상용 제품 출시 예상. 새로운 서비스 시나리오에 부합하기 위한 개선된 표준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한 핵심 기술 확보 필요
- SKT
· 도이치텔레콤과 ‘5G RF(Radio Frequency) 중계기’ 개발 완료 및 독일 주요 도시에 구축 [2019]
및 체험 서비스 시작 [2020]
- KT
· 기업 회선망 생존성 혁신을 위한 5G 무선 백홀 기술개발 [2019] 및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고성능 광중계기를 개발 [2020]
- ETRI
· 이동무선백홀 기술을 개발하여 달리는 버스에서 5G 전송 성공 [2018]
· E-band를 이용한 최대 25Gbps를 지원하는 OFDM 기반 P2P 무선 백홀SIC 개발 및 시연 [2020]
[서비스 기술]
¡ (5G C-V2X 기술 표준) 3GPP V2X 표준 기술에 기반한 자율주행차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시연 및 협업이 활발히 진행 중. 자율주행차를 위한 통신 기술로 Rel-15에서 표준이 완료된
5G NR V2N 기술과 LTE-V2X 기술을 융합 또는 복합 사용하는 방식이 활용됨. 이후 5G
NR-V2X를 지원하는 솔루션들의 등장이 2020년 11월경부터 시작되어, 2021년 하반기부터
칩셋의 출시가 기대되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상의 이유로 대부분 차량에 대한 C-V2X 기술 도입이 의무화 될 경우, C-V2X 기술의
기술적 안정성 등에 대한 표준 기술 요구사항이 매우 높게 책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차세대
C-V2X 기술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TTA
· OmniAir C-V2X 인증 자격 획득 [2021.06]
- 에티포스
· 세계 최초 S/W 기반 5G NR-V2X 모뎀 솔루션 공개 [2021.11]
- KT
· 자율주행버스 국내 최초 운행 허가 취득 [2018.01]
· 퀄컴, 이씨스와 LTE-V2X 기반 V2V 및 5G NR 네트워크 기반 V2N2V 결합 서비스 시연
[2019.06]
· 현대모비스와 5G NR V2N 통신 기반 자율 협력 주행 시연 [2019.10]
- SKT
·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5G NR V2N 기반 자율주행버스 시연 [2019.06]
· 삼성전자와 28㎓ 대역 5G 커넥티드 카를 위한 고속(170km/h) 주행 환경에서 초고속
통신(3.6Gbps) 시연 [2017.02]
· 5G NR V2N 기술 기반 “급제동 안내” 및 “응급 차량 안내 서비스” 서비스 제공[2018.02]
· 5G NR 통신망 기반 서울시내 대중교통 V2X 실증 사업 수행[2019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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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U+
· 5G NR V2N과 LTE-V2X를 사용한 level 4 자율주행 시연 [2019.20]
· 5G NR V2N 기술 사용한 일반도로 자율주행 시연 [2019.10]
¡ (NTN 기술 표준) 5G NR 기반 NTN 표준 규격화와 함께 NB-IoT/eMTC 지원을 위한 표준
기술 연구가 수행 중이며, 향후 다중 연결, 릴레이 및 지상 통신과의 융합에 대한 표준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KT SAT
· KT의 5G 네트워크와 무궁화 위성 6호를 연동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위성 5G(5G-SAT)
기술 시험 성공 [2019]
· Thales Alenia Space와 무궁화위성 5A호를 활용한 5G 통신 시연 [2021]
· Hellas Sat과 하이브리드 라우터를 활용한 정지궤도위성(HellasSat-3)과 그리스 상용 5G
네트워크간 연동 시연 [2021]
- AP위성
· GMR-1 2G/3G 위성 통신 모뎀 기능 및 5G 위성 통신 모뎀의 주변 장치 기능을 포함한
1차 시스템온칩(SoC) 개발 [2020]
¡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표준)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인터페이스 표준화 완료 및 상용화가
완료되었으나, 기지국 기반, A-GNSS, WiFi 활용기반 수평 위치 정보로 제한되어 추가로
기압센서 탑재 단말기 수직 위치 정보 지원을 위해 표준 개정. 단말기 상향링크 신호를
신호 수집기에서의 탐색, 식별, 측정하는 타겟단말기 추적 기술은 Rel-16에 반영되지 않은
측위 방식으로 기술 개발 추진 예상
- SKT
· 5G기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C-ITS) 실증 완료. 서울시내 차량, 보행자, 인프라를
5G로 연결(5G 센서/IOT 구축, 시내버스/택시에 ADAS장착, 자율주행 테스트베드)하여
실증 [2021]
· 지능형 위치 분석 플랫폼 리트머스(LITMUS)를 활용한 고속도로 사고상황 통지서비스
‘사고포착알리미’ V2X 서비스를 T맵에서 제공 [2021]
· 자율주행기반 카셰어링 서비스 개발. 자율주행기반 카셰어링은 스마트폰 Apple리케이션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자율주행차를 호출하면 주변 자율주행차는 호출자 위치를
파악하고, 수 분 내 도착 [2018]
·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생 핸드폰 SKT 쿠키즈 미니폰 출시 [2018]
· 골프워치 보이스캐디에 실시간 핀 위치 추적기술 적용 [2020]
- ETRI
· 정부기관 최초 원내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 시작. AI 기술을 적용한 무인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여 연구원을 순환하는 시범 셔틀버스 ‘오토비’ 서비스 제공 [2021]
· 긴급 구조 서비스 e-Call 지원 단말 7종 개발. e-Call은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 내 탑재된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이 사고를 인식, 관제 센터에 차량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2019]

3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KT
· 차세대교통시스템(C-ITS) 구축으로 제주도 주요 도로에 차량-차량, 차량-도로간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도로’를 만들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교통상황, 노면 기상 정보
제공[2020]
· 라이다 기반 자율주행 정밀측위 기술 ‘비전GPS' 개발, 비전GPS를 5G-V2X 단말에 탑재해
시스루(See-Through) 기술 시나리오를 실증 [2019]
- LG U+
· 5G 기반 자동화 물류 장비와 초정밀 위치정보솔루션 부산신항 적용. 28㎓ 주파수 대역에서
모바일 에지컴퓨팅(MEC) 기반의 3방향 무인지게차와 무인운반차는 야간과 유휴시간 창고 내
작업자 없이 물품 재배치 가능 [2021]
·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자율주차(자율 발렛파킹)기술 공개 시연, 실시간 주차공간 인식
솔루션, 5G 클라우드 관제 서비스 플랫폼, 모바일 앱 연계 운전자 차량 조작·위치 파악
기술 시연 [2020]
· 트랙터 원격진단 서비스 개발 [2019]
- 카카오
· 카카오모빌리티는 GPS가 닿지 않는 터널, 지하차도에서 작동하는 실내측위 기술을 내비에
도입. 모바일 네트워크 신호 정보를 이용하며, 딥러닝 기술과 실시간 속도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모델로 정확도 향상. [2021]
- 네이버
· 네이버랩스, ‘오픈데이터셋’ 공개. 네이버랩스 오픈데이터셋에는 자율주행차, 모바일 로봇, AR
및 XR 관련 연구에 활용 가능한 고정밀 지도(HD맵)와 실내·외 측위 데이터셋 포함 [2021]
¡ (무인기(UAV) 기술 표준) LTE 기반의 무인기 통신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향후 5G NR
무인기 통신 기반 단말 및 기지국 표준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SKT
· 부산 신라대학교, 육군 53사단, 드론 솔루션 기업 한빛드론과 함께 테러·비행기 충돌
위협이 있는 드론을 감시·추적하는 불법 드론 공동 대응 시스템 및 체계 시범 구축 및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5G 가드 드론 시연 [2019]
· 2021 드론 쇼 코리아서 5G 드론 관제 솔루션 시연 [2021]
- KT
· 대규모 재난상황에서 재난안전플랫폼 5G스카이십과 드론, 지능형 영상보안 솔루션 기가아이즈
(GiGAeyes)를 활용한 재난 현장과 훈련 장면의 영상 중계 지원 [2019]
· 드론택시 공개비형 시연 [2020]
- LG U+
· 인공지능(AI) 음성인식과 실시간 풀HD(고화질) 영상전송 기술을 탑재한 치안시스템을
위한 5G U+ 스마트 트론 시연 [2019]
· 화재 실시간 감지하는 스마트드론 시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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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기반 확장현실 서비스 표준) 2019년 국내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 후 확장현실 서비스가
5G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고, 향후 더 많은 서비스 시나리오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요소기술의 표준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SKT
· 5G AR, VR 서비스 상용화 [2019]
· e스포츠 중계 서비스 ‘Jump AR’, ‘VR 현장생중계’, ‘VR 리플레이’ 상용화 [2019]
· 5G 스마트오피스 솔루션 ‘T 리얼 텔레프리즌스’ 공개 [2019]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감독과의 대화’ VR 중계 [2020]
· 혼합현실 기술 활용 ‘K팝 메타버스 프로젝트’ 시행 [2021]
- KT
· 5G AR, VR 서비스 상용화 [2019]
· 서울랜드에 AR/VR 테마파크 구축 [2019]
· 5G 기지국 정보를 AR 기술로 측정하는 솔루션 ‘기지국 트윈’ 개발 [2020]
· 개인형 VR서비스인 ‘슈퍼VR’에 VR을 적용한 부동산 중개서비스 ‘집뷰’ 공개 [2020]
· XR기반 스포츠 강습 플랫폼 ‘스포츠 고칭 스튜디오’ 공개 [2021]
- LG U+
· 5G AR, VR 서비스 상용화 [2019]
· 호텔서 AR콘텐츠를 즐기는 ‘키즈온티비’ 패키지 출시 [2019]
· 5G 기반 ‘3D VR불꽃축제’ 생중계 [2019]
· AR 교육 서비스 ‘U+ 아이들생생도서관’ 출시 [2020]
· 실감콘텐츠 연합체 ‘XR 얼라이언스’ 발족 및 의장사 [2020]
· VR기반 ‘온라인 전시관’ 서비스 출시 [2021]
[네트워크 기술]
¡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표준) 2019년 세계 최초 상용 5G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의 5G 네트워크 구축 및 운용의 유연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형
기지국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기술개발을 본격화함에 따라 B5G 개방형 가상화 기지국 기술
표준 확보 추진 예상
- SKT
· 5G-PON 기반 차세대 프론트홀 솔루션 협력 개발 및 Nokia, 시스코와 5G-PON 수출
[2018]
· AWS와 협력하여 5G 에지 클라우드 솔루션 출시 [2020]
- KT
·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네트워크 개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제공 [2018]
· O-RAN 기반 개방형 5G 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 [2019]
· 28㎓ 기반 기업전용 5G 네트워크 기술개발 [2019]
- LG U+
· 건물 내부용 5G 광중계기 상용화 [2019]
- ETRI
· 배낭형 소형셀 기지국 SW 기술개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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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 다양한 5G B2C 및 B2B 버티컬 서비스 제공을 위한
5G NSA 및 SA 네트워크 구축, 28㎓ 기반 스몰셀 개발을 본격화, EN-DC 및 NN-DC, 5G CA
기반의 다중 무선 연결, 무선망의 자동 구성/운용을 위한 SON 기술개발을 본격화. 향후 지능형
기지국 운용 기술, 5G 유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연동/병합 기술 표준 확보 필요
- SKT
· 5G 인빌딩 솔루션 개발 [2019]
· 5G/4G 듀얼 모드 RF 중계기 개발 [2020]
- KT
· 5G 초저지연 멀티무선 접속 기술개발 시연 [2019]
· ETRI 및 국내 중소기업들과 공동으로 5G - WiFi - 유선 인터넷망을 결합, 최대 40Gbps급
대용량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개발 [2019]
· 상용망에 5G 단독모드(SA) 네트워크 구축 및 EPS Fallback 검증 [2020]
· AI 기술로 5G 품질 개선 [2020]
· 5G SA(단독모드) 상용서비스 돌입 [2021]
- LG U+
· 5G 단독모드(SA) 네트워크 테스트 완료 [2020]
· 이노와이어리스와 5G 기지국 검증 자동화 장비 공동 개발 [2020]
· AI로 실시간 최적 5G 통화품질 구현 [2020]
- ETRI
· 5G-와이파이-유선 결합기술개발 [2019]
· Qualcomm과 5G NR 스몰셀 공동 연구 [2020]
· 5G 스몰셀 SW 기술개발 [2020]
¡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표준) 다양한 5G 버티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지원 기술이 개발 중이며, 유무선 구간의 종단간 슬라이싱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기술이 포함된 5G 상용 슬라이싱 시스템 개발을 본격화. B5G 필요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새로운 코어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 SKT
· Apple리케이션과 서비스별 네트워크 슬라이스 적용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5G 상용망에서
시연하는 데 성공. 신호망·데이터망 분리한 5G 통합 코어 개발, 지연 없는 B2B 서비스
제공 가능 [2020]
- KT
· Nokia와 함께 5G 가상화 기술 및 네트워크 슬라이스 환경에서 종단 간 오케스트레이션을
지원하는 ‘오페라’ 기술개발 [2019]

D.N.A.생태계 강화 _ 5G/B5G 35

¡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표준) 다양한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조정 모드 및 프로토콜이 구현 되었으며, 위성망 기술 등 확장 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을
본격화. 특히, IETF 프로토콜의 추가 도입 여부 등에 따라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의 확대 가능성
예상
- KT
· 5G와 위성망 연결 기술의 개발 및 시험 [2018]
· ETRI 및 국내 중소기업들과 공동으로 5G - WiFi - 유선 인터넷망을 결합, 최대 40Gbps급
대용량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개발 [2019]
· 멀티무선 접속 기술(ATSSS) 기술을 세계 최초로 5G 상용망에서 시험 [2019]
- SKT
· 5G망과 LTE망 결합하여 속도 향상 및 초저지연에 대한 기술 대응 가능한 스마트 망 적용 [2019]
¡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기술 표준) 5G 네트워크의 종단 간 자동화 지원 및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 환경에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원 최적화 및 지능화 기술을 개발 중. 향후
버티컬 분야에 대한 최적화 및 자동화를 위한 새로운 표준화에 따른 기술 개발 요구가 증대
예상
- SKT
· 5G AI 머신비전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 전송과 AI 클라우드 서버까지 빠른 반응속도를
요구해 수백 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충돌 없이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솔루션 개발 [2019]
- KT
· 평창 올림픽 5G 데모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안전한 네트워크 관리에 대해 시연 [2018]
- LG U+
·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기능의 (NWDAF)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기술의 PoC등을
추진함 [2022]
- ETRI
·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환경에서의 자원 최적화 및 우회경로 자동 선택 등의 자동화
솔루션 개발을 위해 이화여대, 포항공대, 고려대, 숭실대등과 함께 3GPP NWDAF 표준과
호환되는 엔진의 기술개발을 진행 중 [2022]
¡ (버티컬 산업용 NPN 및 TSN 연동 기술) 2019년 세계 최초 상용 5G 네트워크 구축 후 다양한
5G B2B 버티컬 서비스 제공을 위한 5G NPN 및 TSN 연동 버티컬 네트워크 기술개발을 본격화.
실제 적용 사례 등을 통해 새로운 시나리오를 발굴하여 이에 부합될 수 있는 개선된 기술들에
대하여 Rel-18 기반의 기술 개발 대응 필요
- SKT
· 5G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오피스 및 B2B 서비스 지원 기술개발 [2019]
· 기업 전용 5G 네트워크, 전용 MDMS(다중 기기 데이터 트래픽 통제 관리 시스템), 전용
요금제를 제공하는 기업 전용 5G 서비스 P-5GX (Private-5GX) 출시 [2021]
- KT
· 네이버, Intel과 함께 다양한 5G 기반 서비스 로봇을 공동개발 추진 [2019]
· 5G 상용망에서 전국 8개의 초저지연 5G Edge 통신센터 구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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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대역 주파수를 사용해 기업전용 초저지연 5G 네트워크 기술(일명: FAST.NET) 시연 [2019]
· 공장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을 AI 기반으로 분석하는 5G 스마트팩토리 비전 출시 [2020]
· 현대로보틱스와 공동으로 5G 스마트팩토리 산업용로봇 출시 [2020]
· 중소기업에 5G 스마트팩토리 '코봇' (Cobot: 협동로봇) 구축 [2020]
- LG U+
· LG전자, LG CNS와 손잡고 5G 기반 스마트팩토리 서비스 공개 [2019]
· 한국폴리텍VII대학과 스마트팩토리 산업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 [2021]
·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5G 네트워크 도입 '스마트항만' 구축 예정 발표 [2021]
- ETRI
· 5G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기술 및 서비스 개발 [2019]
· 자체 개발한 5G 표준 규격 기반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이동통신 기술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공장 제어 시연에 성공 [2020]
- 삼성전자
· “Samsung Networks: Redefined” 온라인 행사에서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특화된 솔루션
공개 [2021]
¡ (MEC 플랫폼 기술 표준, 5G 에지 컴퓨팅 지원 기술 표준) 국내 통신사는 2019년 세계 최초
상용 5G 망 구축 과정을 통해 MEC 시나리오에 대한 POC를 수행한 바 있음, 현재는 기존
통신시스템 기업의 플랫폼 지원 개발도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더하여 5G 망의 안정화와
융합 분야에 대한 MEC 플랫폼의 지원 등이 추가되면서 상호연동 및 상용화 적용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 2024년까지 5G 기반의 MEC/EC 사례는 URLLC, mMTC, eMBB
적용된 5G 상용화 망의 확산과 MEC/EC 플랫폼의 호환성 강화되면서 여러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
- SKT
· AWS WAVELENGTH 서비스 통한 SKT와 AWS MEC 서비스 위한 리소스 코로케이션
[2019]
· 기업용 MEC 기술 및 용용 서비스 공개 [2019]
· MEC OpenPlatform 기술 개방 [2019]
- KT
· 8대 도시 5G Edge 통신센터 구축 [2019]
- LG U+
· 마곡 5G 이노베이션 랩 개소(MEC Test Bed 포함) [2019]
¡ (5G 보안 프레임워크) 5G 네트워크에서의 종단간 보안을 보증하기 위한 다양한 최신 보안 기술이
소개되고 있으며, 5G 네트워크의 보안 보증을 위해 3GPP 기반의 보안 보증 프레임워크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
- SKT
· 양자보안 5G 스마트폰 공개 [2020]
·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업해 양자암호통신망 개통 [2020]
- KT
· 양자태널 자동 절체 복구 기술개발 [2020]
- LG U+
· 을지대학병원에 양자내성암호 기반 전용회선 구축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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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무선 기술]
¡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표준) 2019년 상반기에 완성된 5G 국제표준에 기반한 상용
제품 개발이 일부 완료되었으며,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진행 중. 각국의 중심 권역에서 5G
이동통신 상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말 및 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서비스 지역 확대가 진행될 예정
- NTT Docomo
· Intel, Nokia와 저지연 4K 비디오 스트리밍과 5G 앱 기술 시연 [2017]
· 5G 상용서비스 시작 [2020]
· 동경 올림픽 선수촌 5G 플라자 운영 [2021]
- AT&T
· 댈러스에서 1.3Gbps급 데이터 전송 시연 [2019]
· 19개 도시에서 5G 서비스 시작 [2019]
· 5G 서비스 교외 지역으로 확대 [2021]
- Verizon
· 5G 서비스 시작 [2019]
· 5G 홈 인터넷 서비스 [2020]
· 5G 업그레이드 계획 발표[2021]
- Huawei
· 5G NSA와 SA를 모두 지원하는 발롱5000 칩 출시 [2019]
· 5G 스마트폰 P30 출시 [2019]
· 실내 분산형 MIMO 기술 시연 [2021]
- Ericsson
· Swisscom과 54개 도시에서 5G 서비스 시작 [2019]
· TIM과 로마에서 5G 서비스 시작 [2019]
- Qualcomm
· 5G 칩 스냅드래곤855 출시 및 2세대 5G 모뎀 X55 공개 [2019]
· 3GPP Rel-16 기반 모뎀 칩 공개 [2021]
- Nokia
· SKT와 SA 기반 데이터 전송 시연 [2018]
· NSA 기반 1.2Gbps급 데이터 전송 시연 [2019]
· 5G 이중연결(EN-DC) 기술로 4.7Gbps 시연 [2020]
· AT&T와 c-band 5G 통신 시연 [2021]
¡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기술 표준) 미국 및 일본 등에서 밀리미터파 상용 통신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상용 단말이 출시되고 있음. 밀리미터파 전용 실내 중계기(CPE) 등
다양한 단말의 보급을 통해 밀리미터파 사용 효율을 및 사용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Rel-16을 통해 다양한 최적화 기술이 도입되어 해당 기술의 상용화가 다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높은 데이터 전송률 또는 높은 신뢰도 통신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통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의 표준화 및 상용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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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T Docomo
· Mitsubishi와 28㎓ 대역 기지국 단말 간 거리 100m 환경에서 20Gbps급 데이터 전송 시연 [2018]
- AT&T
· 39㎓ 밀리미터파 대역 5G 서비스 시작 [2020]
- Verizon
· 미국 주요 10개 도시에 28㎓ 밀리미터파 대역 5G 인프라 구축 [2020]
- Huawei
· NTT Docomo와 공동으로 39㎓ 밀리미터파 대역 무선 백홀 시연 [2018]
· China Telecom과 밀리미터파 대역 소형 3D 빔포밍 장비 시연 [2020]
- Ericsson
· 5G 이동통신 서비스 구축 테스트에서 28㎓ 밀리미터파 사용하여 4Gbps 구현 [2020]
· 중동지역 밀리미터파 상용 네트워크 개발 진행[2021]
- Qualcomm
· 밀리미터파 통신 지원하는 X60칩 공개 [2020]
- (Nokia)
· Qualcomm과 밀리미터파 상호운용성 테스트 성공 [2018]
· Qualcomm과 공동으로 밀리미터파 10km 통신 거리 달성 [2021]
¡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 5G IoT 기술 표준) 저복잡도 단말의 경우 NB-IoT와
LTE를 기반으로 하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2017년부터 상용화되어 원격 검침 서비스 및
스마트시티 센서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로 확장. IoT의 경우 국외 통신사업자들이 5G
서비스를 위한 LTE Cat-M 서비스 및 NB-IoT 상용 서비스를 준비하고 NB-IoT/MTC 기반의
사물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 AT&T
· LTE Cat-M 시범 서비스 성공적으로 마침, 2017년 2분기 상용 서비스 도입 [2017]
· NB-IoT 상용서비스 출시 [2019]
- Verizon
· Cat-M 상용서비스 출시 [2017]
· NB-IoT 상용서비스 출시 [2019]
- Huawei
· Vodafone과 함께 호주에서 NB-IoT 시연 [2016]
- ZTE
· China Mobile에 NB-IoT 시연 [2016]
- China Telecom
· NB-IoT 기반 서비스 상용 출시. Lenovo, Huawei, ZTE 등 참여하였으며, 14000 여개의
기지국으로 95.1% 커버리지 제공 [2017]
- T-Mobile
· NB-IoT 상용 서비스 출시 [2018]

D.N.A.생태계 강화 _ 5G/B5G 39

¡ (URLLC 기술 표준) 5G 시스템에 대한 첫 번째 표준이 완료됨에 따라 5G 기술들을 버티컬
산업, 특히 스마트공장, 의료, AR/VR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시연 등 진행. 6G 이동통신
표준 규격 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 URLLC 관련 기술 분류기준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도입될 6G에 대한 비전 등을 고려한 새로운 도메인의 URLLC 표준 기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 Huawei
· 베터 월드 서밋 2021’을 개최하고 5G와 AR 산업을 강화 및 AR 백서 출간 [2021]
· GSMA에 의해 개최된 5G Advanced Summit에서 URLLC를 비롯한 확장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5.5G 기술 제안 [2021]
- Ericsson
· Telia와 Sahlgrenska 대학 병원과 함께 COVID-19 팬더믹 모델링을 위한 AI 활용 테스트
[2021]
· UHB 병원과 King’s College London과 함께 5G Connected Ambulance 원격실시간 진료
시연[2021]
· 아우디와 함께 5G 기반 스마트팩토리 개발 중 [2021]
· Irish Manufacturing Research(IMR)와 Ericsson 네트워크 장비를 활용하여 스마트 팩터리
네트워크 시연 [2021]
- NTT Docomo
· MWC 19에서 5G 원격 의료 제어 기술 시연 [2019]
· NTT Docomo ‘메디카로이드(Medicaroid)’와 공동으로 수술지원 로봇 ‘히노토리(Hinotory)’의
원격조작 실증실험 성공 [2021]
- China Mobile
· 상하이 제일인민병원과 5G 스마트 병원 공동혁신센터 구축 협약 체결[2019]
· ZTE와 함께 스촨지방에 First “5G+VR” 시스템 런칭 [2021]
· Futial Medical Consortim, Huawei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함께 5G + smart healthcare
프로젝트 수행 [2021]
· 중국 남부 지방을 위한 5G Smart grid 사업 수행 [2021]
- Apple
· VR과 AR을 결합한 독립형 헤드셋(코드명T288)을 개발 중 [2021]
- Microsoft
· 고밀도 영상 제공이 가능한 레이저 스캐닝 기술 기반 홀로렌즈2 출시 [2019]
- 기타
· Imaginalis사, 5G를 이용한 원격진료서비스 시연 [2021]
· 슈나이더 일렉트릭사, 지능형 모터 제어 센터(Intelligent Motor Control Center) 데모 상의
증강현실 기술 시연 [2021]
¡ (IIoT무선 기술 표준) 5G URLLC 관련 표준이 완료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등 IIoT가 적용
가능한 산업계에서 활발히 관련 서비스 개발 중. 산업용 사물인터넷의 초기 단계에 시간민감형
TSC 지원을 통해 IEEE 802.1AS 호환 IIoT 디바이스 출현 예상되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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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활용 될 것으로 예상. 향후 URLLC가 필요한 산업용 사물인터넷 유스케이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용 사물인터넷에서 광대역 데이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Ericsson
· 아우디와 함께 5G 기반 스마트팩토리 개발 중 [2020]

- 기타
· 영국정부, 보쉬와 함께 5G 스마트팩토리 시범사업 시작 [2019]
¡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 국외 통신장비
제조사는 2019년부터 5G NR 기반의 NSA/SA 1차 상용화를 완료하였으며,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기술로는 LTE를 기반으로 하는 LAA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관련 장비를
제공 중. 국외 통신사업자들은 면허/비면허 주파수를 이용한 주파수 집성 및 비면허대역을
이용한 LAA 상용화를 추진 및 확장 중이며, 향후, 5G NR을 기반으로 하는 이종망 간의
이중연결 및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을 통한 전송 성능을 향상시키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 AT&T
· LAA 상용화 발표 [2017]
· AT&T와 Ericsson은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LTE-LAA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750Mbps
구현에 성공 [2017]
· 17년 하반기 Indianapolis를 시작으로 Chicago, LA, 및 San Francisco에서 LTE-LAA
서비스를 시작 [2017]
· 5G와 병행하여 LAA가 포함된 giga-bit LTE foot print를 확장 중 [2019]
· 미국 20개의 도시에서 LAA 서비스 제공 중 [2019]
- Verizon
· Verizon은 Nokia 및 Qualcomm과 함께 뉴욕의 상용 LTE망에서 LAA를 사용하여 1.4Gbps
peak speed를 달성 [2018]
- T-Mobile US
· 뉴욕시의 일부 지역에서 LAA를 런칭했으며, LAA를 사용하여 LTE 다운로드 속도를 500Mbps
이상으로 향상 [2018]
- TIM, Telecom Italia Mobile
· Ericsson, Qualcomm, Asus와 함께 밀라노, 토리노, 나폴리, 로마 등의 11개 이탈리아 도시에서
LAA를 활용하여 700Mbps 다운로드 속도를 구현하는데 성공하였으며, 9월부터는 밀라노, 토리노
지역의 핫 스팟에서 1Gbps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다고 발표 [2017]
- SmarTone
· 홍콩의 주요 통신사업자 SmarTone은 홍콩 최초의 상업용 LAA 네트워크를 시작하여 1Gbps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 [2018]
- MTS
· 러시아 사업자 MTS는 Ericsson 및 Qualcomm과 함께 러시아 최초의 상용 LAA 기술을
제공하여 기가비트 LTE 피크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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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dafone
· Huawei, Qualcomm과 함께 터키에 LA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비면허대역 주파수 40㎒를
이용하는 LAA 기술로 370㎒ 다운로드 속도 시연 [2017]
- SingTel
· Ericsson과 LAA 기술의 새로운 구성에 대한 공동 시험에서 1.1Gbps의 최고 속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달성 [2017]
- M1
· 싱가포르 통신사 M1과 Nokia는 실제 네트워크에서 LAA를 이용하여 1Gbps에 가까운
다운로드 속도를 달성 [2018]
- Airtel
· Ericsson과 LIVE LTE 네트워크상에서 인도의 LAA 기술에 대한 첫 번째 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 500Mbps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 [2018]
- Deutsche Telekom
· Qualcomm과 함께 세계 최초로 OTA(Over-the-Air) 환경에서의 LAA 테스트를 공개 [2016]
- Qualcomm
· 5G NR 표준-기가비트 LTE를 하나의 칩에서 지원하는 멀티 모드 2G/3G/4G/5G 모뎀
DLS 스냅드래곤X50 패밀리 제품군 발표 [2017]
· 개발한 비면허대역 LTE 기술인 MuLTEFire에 대한 기술개발이 지속 진행 중 [2017]
· 2017년 이후 Qualcomm의 X16, X20, X24 LTE 모뎀은 기본적으로 LAA 표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7], 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flagship 스마트폰(Galaxy 8/8+/9/9+/Note 8/9,
LG V30, LG V35/V40 ThinQ, Motorola Z2 Force Edition 등)은 LAA를 탑재 중 [2018]
· Qualcomm과 Nokia는 5G 신제품 무선 네트워크 및 장치의 핵심 기반 테스트 완료 [2018]
· MWC서 5G 모뎀 칩셋 시연 [2018]
- Intel
· Intel은 비면허대역을 활용한 LAA가 포함된 Gigabit-LTE 기술들을 탑재 [2017]
· 2017년 이후 Intel의 X-GOLD 756 LTE 모뎀은 기본적으로 LAA 표준을 포함 [2017]
· 52.6㎓ 이상의 대역에서의 5G NR 표준 기술개발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 [2019]
- Ericsson
· SmarTone과 Ericsson, 라이브 네트워크에서 LAA 시험 사용 [2017]
· T-Mobile, Ericsson, LAA 데모로 1Gbps 초과 [2017]
· SingTel, Ericsson, LAA 시험에서 기가비트 속도 달성 [2017]
· SKT, Qualcomm, Ericsson, 국제표준 기반 5G 시연 성공 [2017]
- Nokia
· T-Mobile과 함께 LAA를 사용하여 1.3Gbps 속도 실현 [2018]
- Apple
· 아이폰 XS/XS MAX에 LAA를 탑재 [2018]
- Motorola
· Motorola Z2 Force Edition에 LAA를 탑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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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국외 통신장비 제조사 및 통신사업자들은 5G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커버리지와 용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선 백홀 기지국 개발 및 시연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IAB 표준 기술개발 및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Huawei
· IAB 모델을 기반한 도서지역 LTE 서비스 제공을 위한 RuralStar Pro 솔루션 출시 [2021]
- Ericsson
· Deutsche 텔레콤과 E-band대역을 이용하여 100Gbps를 지원하는 5G 무선 백홀 공동 개발
및 시연 [2019]
· Verizon 과 IAB 기술 검증 시험 [2020]
[서비스 기술]
¡ (5G C-V2X 기술 표준) 북미, 유럽, 중국 등에서 빠르게 C-V2X 기반 상용 서비스를 추진 중. 3GPP
Rel-14/15 기반 단말이 이미 출시되었으며, 보다 최신 버전 표준에 상응하는 상용 단말 및 인프라의
구축과 상용 서비스의 구현이 추진 중. 기존 2023년 상용화 계획 대비 2년 빠르게 2021년 상용화
진행 중. 또한, 5G 상용망을 응용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지원 방안 모색 중. 차량 간 직접통신
기술과의 조합 및 인프라-차량 간 통신 기술과의 조합을 통하여 스마트 카 구현을 추진 중.
C-V2X의 1차 상용화가 완료됨에 따라 C-V2X 서비스 필수 요구사항이 상황 조정되는 등 전반적
기술 성능에 대한 요구치가 크게 상향 조절될 것으로 예상
- Audi, Blue birds
· 애틀란타주 스쿨버스/스쿨존 안전서비스 용도로 LTE-V2X기반 상용 서비스 개시(21년 5월)
- Audi, Qualcomm, 버지니아주 교통국
· 북부 버지니아 도로에 V2X 구축
- 하와이주 교통국, 퀄컴, Applied Information
· 하와이주 Nimitz 고속도로에 V2X 구축
- Ford
· 2022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형차 모델에 LTE-V2X 기반 V2X 탑재 계획을 발표
- Google
· TaaS (Transportation as a Servic) 3.0 계획 발표 [2020]
- NTT Docomo
· MWC에서 저속 자율주행 카트 시연 [2018]
- Google
· Radar 이용 자율주행차 시연 [2015]
·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 시작 [2020]
- Huawei
· 레이더 활용 자율주행차량 구상 공개 [2019]
- 기타
· 5GAA 다른 제조사 차량 간 C-V2X 통신 성공 [2018]

D.N.A.생태계 강화 _ 5G/B5G 43

¡ (NTN 기술 표준) 5G NR 기반 NTN 표준 규격화와 함께 NB-IoT/eMTC 지원을 위한 표준 기술
연구가 수행 중이며, 향후 다중연결, 릴레이 및 지상 통신과의 융합에 대한 표준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ESA
· EuCNC 2019에서 5G 위성 통합 네트워크 시연 [2019]
- MediaTek
· Inmarsat과 위성 지원 NB-IoT 칩셋을 활용한 통신 시연 [2020]
- Thales Alenia Space
· KT SAT과 무궁화위성 5A호를 활용한 5G 통신 시연 [2021]
¡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표준) 측위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은 5G NR RF 신호에 대한 RTT,
TDOA, AoA 등 RAT 의존적 정밀 측위 기술과 기타 가용한 RAT 독립적 측위 기술, 이미징,
센싱 기술,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 측위 기술로 발전 예상. B5G 기술로
RF 통신을 대체하며 에너지 소모 및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가시광 통신(VLC)과 가시광
통신 기반 측위 기술개발이 활발함. 자율주행차, 드론, MR 및 IoT 등 초정밀 위치기반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요구가 확장되면서 5G 통신망 도입이 촉진되고, 정밀 측위 기술
표준화와 구현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Verizon
· 미 통신사 버라이존(Verizon)은 센서 기반으로 실내 위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센니온(Senion)사 인수. 동사의 기업용 측위 서비스를 5G 네트워크와
결합해 제공 [2021]
- Vodafone
· HERE Technologies와 네비게이션과 위치 측위관련 새로운 커넥티드 서비스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2020]
- Google
· Google Maps 서비스에 신호등 표시를 추가하여 신호등에 도달하기 전부터 미리 신호를
볼 수 있어, 경로와 속도 등을 조절해 불필요한 정차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함. 구글은
코로노19 팬데믹 이후 지도 서비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기능도 추가 [2020]
- Apple
· 애플 지도 기능을 Update 하여, 목적지까지의 지형이나 경로 등을 파악해 전기차의
배터리 소모를 계산하고 전기차 충전소 안내. 설정한 전기차 모델의 용량과 충전 방식을
고려한 정보로 작동 [2020]
· Ultra-Wide Band Radio 기술을 사용한 iBeacon Version 2를 발명 [2019]
- Facebook
· 매필러리(Mapillary)사 인수. 매필러리는 스웨덴 소재의 지도 업체로 구글의 스트리트뷰
(Google Street View)와 유사한 현장 사진과 증강현실(AR)정보를 제공. 컴퓨터 비전
기술로 교통 표지판 같은 이미지 인식해 지도에 적용 [2020]
- Huawei
· 화웨이, 구글모바일서비스(GMS)의 구글 지도(Google Maps)를 대체하는 지도 서비스로
히어(HERE)사의 '위고(WeGo)' 지도 서비스 개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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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기(UAV) 기술 표준) LTE 기반의 무인기 통신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향후 5G NR 무인기
통신 기반 단말 및 기지국 표준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Orange
· MWC19에서 삼성전자 및 시스코와 함께 5G 드론 제어 서비스 시연 [2019]
- China Mobile
· Huawei와 함께 드론 기지국의 드론 5G 고공 기지 응급 통신 테스트 [2020]
- Ericsson
·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BVLOS (Beyond Visual Line of Sight) 드론을 5G를 이용해 조종하며
상공 주행하는 것을 시연 [2019]
- Vodafone
· 5G 네트워크와 원격 제어 드론을 활용하여 긴급 상황에서의 인명 구조 시연 [2021]
¡ (5G 기반 확장현실 서비스 표준) 5G를 상용화에 따라 다양한 확장현실 서비스가 개발되고
상용화가 진행됨. 향후 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확장현실 서비스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5G 기반 확장 현실 서비스 기술 표준은 Rel-17 이후 이동통신에서 종단 간 확장 현실 서비스
지원을 위한 표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Verizon
· ThirdEye와 협력하여 AR글라스 개발 [2019]
· Dreamscape와 협력하여 VR플랫폼 개발 [2021]
- AT&T
· Magic Leap와 협력하여 AR/VR 헤드셋 출시 [2019]
· 3D AR 기반으로 아티스트의 라이브 공연 개최 [2020]
- Vodafone
· Hatch와 5G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상용화 [2019]
· Coventry 대학에 VR 교육시스템 서비스 계획 공개 [2020]
- NTT Docomo
· Magic Leap와 5G AR/VR/MR 콘텐츠 및 서비스 공동 협업 [2020]
· 볼류메트릭 스튜디오 ‘XR 스튜디오’ 공개 [2021]
- China Mobile
· Huawei와 5G기반 8K 실시간 VR방송 시연 [2019]
·
[네트워크 기술]
¡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표준) 5G 선도 국가에서의 5G 상용 네트워크 개시에 따라
글로벌 통신사들과 장비 제조사들은 가상화 RAN 기술, 개방형 5G 네트워크 연동기술,
주파수 공유 기술을 활발히 개발 중이고, 이에 따라 관련 솔루션의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Verizon
· 5G 기지국 Baseband 가상화 기술 시험 [2019]
- NTT Docomo
· O-RAN 기반 개방형 5G 무선 네트워크 상용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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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kuten
· 5G 가상화 무선 네트워크 상용화 [2020]
- Qualcomm
· 5G 주파수 공유 기술 지원 단말 모뎀 칩셋 상용화 [2020]
- Dish Networks
· 5G Open RAN 장비 도입 계획 [2021]
- Vodafone
· 5G vRAN 장비 상용화 [2021]
¡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 5G 선도 국가에서의 5G 상용 네트워크 구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글로벌 통신사들과 장비 제조사들은 5G UDN 및 실내외 스몰셀 기술,
멀티무선 장비 간 및 셀 간 다중연결 기술, 5G SON 기술을 활발히 개발 중이고, 이에 따라
관련 솔루션의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Qualcomm
· 5G SA 모드 및 5G DC 지원 단말 모뎀 칩셋 상용화 [2020]
- Ericsson
· 5G 인빌딩 스몰셀 솔루션 상용화 [2020]
- Nokia
· 5G EN-DC 기술 기반의 저대역과 mmWave 이중연결을 통해 4.7Gbps 전송속도 시연
[2020]
- Huawei
· 5G 스몰셀 솔루션 장비인 LampSite 상용화 [2020]
- EE
· Nokia의 5G SON 솔루션 도입 [2021]
- China Mobile
· AI 기반 5G RAN 기술 시연 [2021]
¡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표준) 글로벌 통신사들과 장비 제조사들은
네트워크 슬라이싱, 적용 기술 등을 활발히 개발 중이고, 이에 따라 관련 솔루션의 상용화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Huawei) China Mobile, 텐센트, 중국전력과학연구원, 디지털도메인 등과 함께 '네트워크
슬라이스 범주와 서비스 수준에 관한 백서'를 발간 [2020]
- (Ericsson/도이치텔레콤) E2E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하여 SA 네트워크에서 VR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를 시연 [2021]
¡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표준) 특정 단말 제조사 또는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기술
외에, 더욱 다양한 조정 모드 및 시나리오를 반영하기 위한 표준화 규격 작업과 함께 관련
솔루션의 상용화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Apple
· iPhone 또는 iPad에서의 Multipath TCP 기술을 제공하며, WiFi와 셀률러 데이터 연결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지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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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기술 표준) 글로벌 통신사들과 장비 제조사들은 3GPP
기반의 NWDAF 표준과 호환되는 데이터 분석 엔진 및 자동화 기술을 개발 중. 특히, IETF
프로토콜의 추가 도입 여부 등에 따라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의 확대 가능성 예상
- Huawei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5G 네트워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기능(NWDAF)을 5G 시스템 내에 새롭게 정의하여 표준개발을 진행 중 [2019]
¡ (버티컬 산업용 NPN 및 TSN 연동 기술) 기업전용 버티컬 서비스 제공을 위해 5G 기반
NPN 기술 및 TSN 연동 솔루션의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5G 이후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 5G 및 B5G 모두에 호환 가능한
네트워크 표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에 선제적 대응이 요구
- Qualcomm
· 보쉬와 함께 5G 표준화 선점을 위한 TSN 시간 동기 데모 시연 [2019]
· 지멘스와 함께 산업환경에서 최초의 프라이빗 독립형 5G 네트워크 구축 [2019]
- Nokia
· 기업 고객을 위한 최초 5G 독립형 프라이빗 무선 네트워킹 솔루션 발표 [2020]
- Ericsson
· Telenor와 스마트팩토리 등 5G 잠재력 개발과 차세대 기술혁신을 위해 Innovation Center
설립 [2021]
- Huawei
· Haier Intelligent Factory MEC PoC Project 소개 [2020]
¡ (MEC 플랫폼 기술 표준, 5G 에지 컴퓨팅 지원 기술 표준) 미국 및 유럽 국가에서의 5G 상용
네트워크 개시 및 대형 클라우드 기업의 에지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을 통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 환경에 맞는 코로케이션 서비스 출시, 에지 클라우드 장비 규격의 세분화 등에 따른
버티컬별 적용을 확장 중. 향후 이동체에 적용되어 V2X 시나리오의 상용화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드론과 같은 무인 비행체에 시나리오도 통신망 지원과 더불어 MEC
상용화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MS 플랫폼
· Azure Private MEC 서비스를 AT&T와 함께 발표, [2021]
- Verizon
· 라이브 경기 분석, LiDAR 이용 보행자 트래픽 분석 [2020]
- 도이치 텔레콤
· 무인 운반차 원격관제 적용 [2020]
- AWS
· 글로벌 AWS Wavelength 서비스 발표, 국내에서는 SKT와 코로케이션 서비스 발표
[2019]
· 아마존 에지 IoT 플랫폼 그린 그라스 환경 Jetson TX 노드 지원 [2019]
- Google
· Edge TPU 개발 및 Tensorflow 환경 Edge 확장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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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보안 프레임워크) 글로벌 통신사는 GSMA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장비 보안 보증을 위한
절차와 기법을 고안. 글로벌 제조사는 다양한 5G 보안 솔루션을 제공. B5G에 대한 새로운
네트워크 기능과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보안 보증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보안 보증 규격에
대한 규격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GSMA
· 5G 네트워크 장비 보안 보증 기법(NESAS) 정의 [2019]
- Ericsson
· 이동통신사업자를 위한 5G 코어네트워크 보안용 클라우드 네이티브 패킷 코어 방화벽
출시 [2020]
· 5G 코어 및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포트폴리오에 대해 3GPP/GSMA NESAS 보안
표준 인증을 획득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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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5G/B5G 이동통신 분과 중점 표준화 항목 중, IPR 현황분석이 필요한
URLLC 기술, 무선 백홀 및 IAB 기술, NTN 기술,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을 대상으로 함
- (분석 범위) Keywert 특허검색 DB를 이용하여, 한미일, 유럽, 국제(PCT)에 출원/공개(등록)된
특허들을 대상으로,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 2001.01.01. 이후 출원된 4,938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1년 3월까지 공개된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를 분석대상으로 한 본 IPR
분석에서는 미공개 데이터가 존재하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출원된 한미국, 일본,
유럽, 국제특허들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따라서 본 IPR 현황부에서 분석된 특허들은
5G/B5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최신의 특허 데이터가 아님
<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WO

- (검색식) URLLC 기술, 무선 백홀 및 IAB 기술, NTN 기술,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 관련 핵심 키워드들의 유사/동의어 조합을 통해 검색식 작성
<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검색식
((저지연* 저 a/1 지연 low a/1 latency ultra* a/1
reliable ultra-reliable* URLLC* 초고신뢰* 초 a/1
고신뢰

고신뢰*

고

a/1

신뢰

TSN*

time-sensitive* time* a/1 sensitive*) ti:(저지연*
URLLC 기술

저지연, 고신뢰, TSN

저 a/1 지연 low a/1 latency ultra* a/1 reliable
ultra-reliable* URLLC* 초고신뢰* 초 a/1 고신뢰
고신뢰* 고 a/1 신뢰 TSN* time-sensitive* time*
a/1 sensitive*)) and ipc:(h04w* h04b* h04l* h04j*
h04q* h0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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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검색식
(IAB*

(integrated*

(access*

통합*

backhual*

결합*

액세스*

일체*)

엑세스*

n/2

접속*

백홀* 무선* wireless*) (adaptation* 적응* 적합*)
IAB, 통합 액세스, 백홀,
adaptation layer,
self-interference
cancellation, multi-hop

무선 백홀 및 IAB

topology, simultaneous

기술

TX/RX(DL/UL), dynamic
TDD, intra/inter-donor dual
connectivity, flow control,
local reroutiung

a/1 (layer* 레이어* 계층*) (자가간섭* (자가*
자기* self*) a/1 (간섭* 인터피어* interference*)
a/1 (cancellation* 제거* 캔슬*) (멀티홉* 멀티 a/1
홉 multihop* multi-hop* multi a/1 hop*) a/1
(토폴러* 토폴로* topology*)) simultaneous* a/1
(TX* RX* DL* UL* transmission* reception*
downlink* uplink*) (intra* inter*) a/1 (CU*) local*
a/1 (rerout* routing* carrier*) backhaul* a/1 (link*
RLF*) (동적* 다이나믹* 다이내믹* dynamic*)
a/1 (TDD* "time division" 시분할*) (이중* 듀얼*
dual*) a/1 (연결* connectivity*) (무선* wireless*)
a/1 (백홀* backhaul*)) and ipc:(h04w* h04b*
h04l* h04j* h04q* h04m*)
((비지상* 비-지상* 비 a/1 지상 non-terrestrial*
non a/1 terrestrial 위성* satellite* NTN*) (지상*
terrestrial*

이동*

모바일*

셀룰러*

셀룰라*

mobile* cellular*)) and (핸드오프* 핸드 a/1 오프
비지상, NTN, 동기, 타이밍,
NTN 기술

재전송, 빔 관리, 이동
기지국, 핸드오버, 셀 선택

핸드오버* 핸드 a/1 오버 handover* handoff*
hand a/1 off hand-off* 네트워크* 네트웍*
네트웤*

network*

access*

타이밍*

액세스*
timing*

엑세스*
PRACH*

접속*
HARQ*

재전송* 에이치에이알큐* SNR* PAPR* MCS*
(빔* beam*) n/1 (관리* 매니지* manag*) (셀*
cell) n/1 (선택* 셀렉* select*)) and ipc:(h04w*
h04b* h04l* h04j* h04q* h04m*)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Open RAN, O-CU, O-DU,

((클라우드* 개방형* 오픈* 가상* 공유* cloud*

O-RU, open fronthaul, RAN

open*

virtual*

flexible*)

a/2

(기지국*

split, disaggregated RAN,

베이스스테이션* "베이스 스테이션" BS* "base

eCPRI, RIC(Radio Intelligent

station" RAN* "radio access network" 란* 랜*)

Controller), open repeater,

ORAN* O-RAN* 오란* 오랜* (클라우드* cloud*

open O&M, MVI, RAN

분산* distributed*) a/1 (RAN* 란* 랜* "radio access

interworking, RAN

network") O-CU* O-DU* O-RU* ("RU" "DU"

application protocol

"radio unit" "digital unit") a/2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interface* protocol*) C-RAN*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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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검색식

Cloud RAN, distributed
RAN, mobile edge
computing, MEC, RAN
architecture, NFV

Virtualized RAN, RAN
virtualization, contaninerized
RAN, software defined
radio

RAN sharing, spectrum
sharing, DSS(Dynamic

radio interface" CPRI* eCPRI* "RAN Interworking"
(service-aware* split* disaggregated* centralized*
virtual* cloud* application* protocol* sharing*) n/1
(RAN*) fronthaul* (open*) a/1 (repeater* O&M) RIC*
"radio intelligent controller" MVI* DSS* "dynamic
spectrum sharing" (동적* 다이나믹* 다이내믹*)
a/1 (스펙트럼* spectrum*) (spectrum* 스펙트럼*)
a/1 (공유* sharing* refarming* 리파밍*)) and
ipc:(h04b* h04l* h04w* h04q* h04j*)

Spectrum Sharing),
spectrum refarming
((네트워크*
네트워크 슬라이싱, NFV,
NPN, NSSAI, cell
reselection, 슬라이스 로밍,
네트워크 슬라이싱

슬라이스 UP 자원관리,

및 가상화 기술

슬라이스 전달망 매핑,
슬라이스 간 전환 (transfer),
슬라이스 가상화 기능 관리
& 오케스트레이션

네트웍* 네트웤*

network*)

a/1

(슬라이* slice* slicing) NSSAI* selection* a/1
assistant* a/1 information* NFV* (슬라이* slic*) a/1
(로밍* roam* 자원* 리소스* resource* 전달*
transfer* map* 맵핑* 매핑* 전환* 가상화* virtual*
오케스트레이션*

orchestration*)

(네트워크*

네트웍* 네트웤* network*) a/1 (기능* 가상*
function* virtual*) 셀재선택* 셀 a/1 재선택* cell
a/1 reselection* (RAN* radio a/1 access a/1
network)

a/1

(슬라이* slice*

slicing*))

and

ipc:(h04w* h04b* h04l* h04j* h04q* h0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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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 발행국별 출원 연도별 동향

< 5G/B5G 이동통신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5G/B5G 이동통신 분야 IPR 분석대상 표준화 항목 전체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매우 높은 출원 증가율을 보임

<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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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출원에서, 미국특허(공개 및 등록특허 포함) 및 국제특허가 각
1,775건(36%), 1,771건(36%)으로 많은 출원량을 보임
-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국제(WO), 미국(US)은 2019년도에 가장 높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으며, 힌국(KR), 일본(JP), 유럽(EP)에서는 2018년에 가장 많이 특허 출원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국제출원(PCT) 비중이 높은 이유는, 향후 표준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시장 파급력을 고려하여 다수 국가에서 패밀리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자국 출원건을 선출원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17년과 2019년
사이 미국의 연도별 동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요 시장을 고려하여 해외출원을 바로 진행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타 특허발행국 대비 특허 출원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음
¡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분석 항목 연도별 출원 동향
<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분석 항목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특허분석 항목
URLLC
기술

차세대

무선 백홀
및 IAB

NTN 기술

기술

네트워크

개방형

슬라이싱

기지국

및 가상화

합계

출원연도
2002

1

0

4

기술
0

기술
0

5

2005

1

0

0

0

0

1

2006

0

0

2

0

0

2

2007

2

0

0

0

0

2

2008

1

0

0

0

0

1

2009

1

0

1

0

0

2

2010

2

0

3

0

1

6

2011

2

0

0

1

5

8

2012

1

0

1

5

0

7

2013

5

2

5

7

3

22

2014

24

6

8

5

58

101

2015

101

3

2

13

101

220

2016

215

10

5

13

224

467

2017

196

9

30

25

316

576

2018

713

53

56

65

424

1,311

2019

648

167

70

90

499

1,474

2020

275

55

18

104

280

732

2021

0

0

1

0

0

1

합계

2,188

305

206

328

1,911

4,938

-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분석 항목 중, URLLC 기술이 2,188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무선
백홀 및 IAB 기술, NTN 기술이 각각 1,911건, 328건, 305건, 206건의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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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분석 항목 구간별 역점 분야
<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분석 항목 구간별 특허출원 현황 >
구간A

구간B

구간C

(2011년~2013년)

(2014년~2017년)

(2017년~2019년)

URLLC 기술

8

340

1,557

무선 백홀 및 IAB 기술

2

19

229

NTN 기술

6

15

156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13

31

180

8

383

1,239

특허분석 항목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

-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는 URLLC 기술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폭발적인
특허출원이 진행되었음
- 무선 백홀 및 IAB 기술, NTN 기술,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들도 2017년에서 2019년 구간에서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됨
¡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분석 항목 특허 발행국별 출원 동향
<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분석 항목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특허분석 항목

NTN 기술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

합계

32

28

25

170

485

746

112

84

121

712

1,775

일본특허(JP)

183

10

11

24

70

298

유럽특허(EP)

202

23

11

82

291

609

국제특허(WO)

827

128

72

76

668

1,771

합계

2,188

305

206

328

1,911

4,938

URLLC
기술

무선 백홀
및 IAB
기술

한국특허(KR)

230

미국특허(US)

특허발행국

- 특허 발행국별 특허분석 항목별 전체적인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URLLC 기술, 무선
백홀 및 IAB 기술은 국제특허(PCT) 출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NTN 기술,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은 미국에서 특허출원이 가장 많이
진행되었음
- 특히,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과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은 특허 발행국
한국보다 미국, 국제, 유럽 순으로 국가별 출원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특허분석 항목 모두 PCT 출원과 미국출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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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출원 현황
<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NTN 기술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

합계

9

14

1

22

87

36

4

3

4

24

71

KT

30

1

4

1

21

57

HUAWEI

15

1

0

1

26

43

QUALCOMM

32

5

0

3

3

43

SKT

11

0

0

4

12

27

LG ELECTRONICS

15

1

0

1

2

19

단국대학교

10

0

0

0

0

10

ZTE

2

0

0

0

5

7

IDAC HOLDINGS,
INC.

3

0

0

0

4

7

합계

195

21

21

15

119

371

URLLC
기술

무선 백홀
및 IAB
기술

SAMSUNG
ELECTRONICS

41

ETRI

출원인

- 특허 발행국 한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출원인은 삼성전자로 나타났으며,
2위, 3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KT 순으로 나타남
- 삼성전자는 URLLC 기술에 가장 많은 특허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 NTN 기술에 특허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됨
- 2위 ETRI와 3위 KT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URLLC 기술에 가장 높은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허 발행국 한국에서의 주요 국외 출원인으로는 중국 Huawei, 미국 Qualcomm, 중국
ZTE, 미국 IDAC Holdings가 상위 다출원인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국내에서 중국 Huawei, ZTE, 미국 IDAC Holdings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에,
미국 Qualcomm은 URLLC 기술에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기 주요 국외 출원인 대부분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 URLLC 기술에 특허출원을
집중하고 있으나, Qualcomm은 무선 백홀 및 IAB 기술,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에도
특허출원을 다수 진행한 것으로 파악됨
- 특허 발행국 한국의 상위 다출원 기업들 대부분 URLLC 기술과,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에 대부분의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D.N.A.생태계 강화 _ 5G/B5G 55

¡ 해외특허 주요 출원인별 출원 현황
< 5G/B5G 이동통신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 >
특허분석 항목

NTN 기술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

합계

54

23

36

36

922

198

27

1

25

484

735

ERICSSON

70

29

13

24

133

269

SAMSUNG
ELECTRONICS

75

25

13

11

49

173

INTEL

70

11

0

11

73

165

NOKIA

69

6

4

11

46

136

ZTE

17

4

7

6

80

114

AT&T

26

36

0

12

40

114

SHARP

85

11

2

4

11

113

NEC

16

0

0

4

79

99

합계

1,399

203

63

144

1,031

2,840

URLLC
기술

무선 백홀
및 IAB
기술

QUALCOMM

773

HUAWEI

출원인

- 특허 발행국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기업은 Qualcomm으로 나타났으며, 2위 Huawei, 3위 Ericsson으로 나타남
- Qualcomm은 URLLC 기술에 가장 높은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 무선 백홀 및 IAB 기술과,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에 많은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출원 상위 2위, 3위 Huawei, Ericsson 모두 글로벌 통신장비 회사답게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에 가장 높은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URLLC 기술에 특허출원을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특허에서 전체 상위 다출원 기업에는 포함되지 않아 상기 표에는 없으나, 금년도 신규로
추가하여 분석한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에서는 미국 Qualcomm 다음으로 미국
Commscope technologies가 2번째로 많은 특허출원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상위
다출원 기업으로 핀란드 NSN, 미국 Cisco, Parallel wireless, T-mobile USA, JOHN
MEZZALINGUA ASSOCIATES, MAVENIR NETWORKS, Phluido, Inc. 등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됨
- 해외에서의 상위 다출원 기업 대부분 URLLC 기술과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에
대부분의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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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특허분석 결과)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 특허 기반의 표준 및 시장 선점을 위해
최근 특허출원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상위 다출원 기업 대부분 URLLC
기술과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가상화 기술에 대부분의 특허출원을 진행함. 특허 발행국
전체를 봤을 때, 무선 백홀 및 IAB 기술에서는 미국 Qualcomm, AT&T, 한국 삼성전자
순으로 많은 특허출원이 진행되었으며, NTN 기술은 한국 삼성전자, 미국 Qualcomm,
Hughes Network Systems, 스웨덴 Ericsson에서 많은 특허출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됨.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에서는 미국 Qualcomm, Commscope technologies에서 가장
높은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국 Huawei, 스웨덴
Ericsson, 미국 AT&T, 핀란드 Nokia, 한국 삼성전자, 미국 Intel, 핀란드 NSN, 미국 Cisco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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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ITU-R

ITU-T

국제
(공식)

ETSI

국제
(사실)

3GPP

표준화 현황

SG5

(WP5D-IMT Systems)
- 5G 표준 성능을 위한 요구사항/평가 기준 연구 완료
- 적용 대역 및 시스템 간 간섭 연구 진행 중
- 6G 비전 및 미래기술 동향 연구 진행 중

SG13

(Future networks, with focus on IMT-2020, cloud computing and
trusted network infrastructures)
- 2017년, IMT-2020 네트워크의 용어 정의, 네트워크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표준 완료
- 2018년, IMT-2020 요구사항 및 프레임워크 표준 완료
- 2019년, IMT-2020 네트워크 구조 표준 완료
- 2021년, IMT-2020 기반의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 표준개발 완료

TC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유럽에서의 ITS application 관련 표준화를
수행. 기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Day-1 application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좀 더 고도화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Day-2 application 작업이
시작 단계

ISG NFV

(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 2017년 2월, 전세계 23개 주요 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한 5G를 위한
NFV의 주요 기능 백서 발간
- 2017년 12월, ETSI NFV 구조에서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지원에 관한 기술
보고서 개발 완료
- 2020년, 5G에서 NFV적용을 위한 멀티-사이트, 클라우드-네이티브 지원
및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등과 관련한 NFV Rel-3 규격 개발 작업 완료

ISG MEC

(Multi-access Edge Computing)
- 2016∼2017년, 기능 및 API 상세화 진행
- 2018년, Phase 2, RNIS, Relocation 플랫폼 서비스 관련 스팩 상세화 진행

RAN

(Radio Access Network)
- 2017년 3월, Rel-15 규격 및 5G NR Phase 1 work item 논의 시작
- 2017년 12월, 5G NR Non-standalone 표준 완료
- 2017년 12월, 무인기 통신을 위한 이동 성능 및 간섭 탐지 기술을 연구하는
TR 36.777 완료
- 2018년 6월, Rel-15 Further enhanced LAA(FeLAA) 표준 완료
- 2018년 6월, 5G NR Standalone 및 5G NR Phase 1(Rel-15) 표준 개발 완료
- 2018년 6월, 5G NR-MIMO 표준 개발 완료
- 2018년 6월, NTN 무선채널 및 5G NR의 영향을 연구하는 TR 38.811 완료
- 2018년 12월, IAB 연구보고서 완료
- 2018년 12월, 5G NR-Unlicensed 연구 보고서 완료
- 2018년 12월, Rel-16의 study 완료(5G NR을 위한 positioning 지원, 5G NR을 위한
고정확도 positioning, 5G NR UE positioning, LTE vehicular positioning 기술)
- 2019년 3월, Rel-16의 work item(LTE에서 고정확도 positioning, LTE를
위한 RAT 독립적인 실내 positioning 개선, LTE를 위한 UE positioning
정확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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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

SA

2019년 12월, 5G NR 기반 NTN 표준 기술을 연구하는 TR 38.821 완료
2019년 12월, 52.6㎓ 연구보고서 TR 38.807 완료
2019년 12월, Rel-17 표준 아이템 목록 확정(RAN1, RAN2, RAN3)
2020년 6월, Additional enhancements for NB-IoT/MTC(Rel-16) 완료
2020년 9월, Rel-16 5G NR-Unlicensed 표준 완료
2020년 6월, e5G NR-MIMO 표준 개발 완료
2020년 6월, 5G NR Phase 2(Rel-16) 완료
2020년 6월, IIoT 표준 개발 완료
2020년 6월, Rel-16 URLLC enhancement 표준 개발 완료
2022년 3월, Rel-17 URLLC enhancement 표준 개발 완료
2020년 6월, IAB 표준 완료
2020년 12월, 52.6㎓-71㎓ 대역에서의 5G NR 지원 기술보고서 TR38.808
완료
2020년 12월, Rel-17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RedCap) 연구 완료
2021년 7월, 향상된 IIoT 무선 지원 기술 신규 WI로 지정
2021년 12월, Rel-17 완료
2022년 3월, Rel-17 IAB enhancement 표준 개발 완료 예정
2021년 12월, Rel-17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화 완료
2021년 12월, Rel-17 52.6㎓-71㎓ 대역 무선 접속 기술 표준화 완료

(SA1-Services)
- 2017년, 5G 서비스요구사항을 기술하는 TS 22.261 표준개발 완료
- 2017년 3월, Rel-15 5G V2X 표준을 완료 2018년 추가적인 Rel-16 작업
- 2018년 6월, 5G 위성 액세스 서비스요구사항을 연구하는 TR 22.822 완료
- 2018년 9월, 무인기의 원격식별에 대한 서비스요구사항을 연구하는 TR
22.825 완료
- 2018년 12월, 3GPP 기반 무인기 시스템의 서비스요구사항을 기술하는
TS 22.125 완료
- 2019년 12월, 무인기의 다양한 응용에 대한 향상된 무인기 서비스요구
사항을 연구하는 TR 22.829 완료
- 2020년, Rel-18 관련한 버티컬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신규 연구
TR들에 대한 보고서 작성
- 2021년, Rel-18 관련한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신규 표준
개발 규격에 대한 표준개발 진행 중
- 2021년, AI/ML 등 Rel-18 기술아이템에 대한 표준 규격 작업 진행 중.
(SA2-Architecture)
- 2017년, 5G 시스템 구조 및 프로시저를 기술하는 TS 23.501, TS 23.502,
TS 23.503 표준개발 완료
- 2018년, 서비스-기반 구조 향상, 네트워크 슬라이싱,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화 등 5G Phase 2를 위한 다양한 연구보고서 완료
- 2019년, 5G Phase 2를 위한 Rel-16 규격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 유무
선 통합 기술 등을 2020년 6월 작업 완료
- 2020년, 5G 위성 액세스 아키텍처 연구를 기술하는 TR 23.737 완료
- 2020년 12월, 무인기 시스템의 연결, 식별 및 추적 기술을 연구하는 TR
23.754 완료
- 2021년, Rel-18 관련한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신규 표준
개발 규격에 대한 표준개발 완료
- 2021년 V2XARC_Ph2, ATSSS_Ph2 ,eNPN, IIoT 등 Rel-17 기술들의 표준
규격 작업 진행 중
- 2020년 12월 다중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등 Rel-17 기술을 위한 연구 완료
- 2022년, 네트워크 슬라이싱. 네트워크 자동화, NPN 관련한 Rel-18 기술을
위한 연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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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SA3-Security)
- 2017년, 5G 보안을 위한 연구 보고서 작업 진행
- 2018년, 5G Phase 1의 보안관련 규격 작업 완료
- 2019년, 5G Phase 2 (Rel-16)의 보안관련 연구 시작, 2020년 작업 완료
- 2021년, Rel-17 기술 아이템의 보안 관련 연구 진행 중
(SA5-Telecom Management)
- 2017년, 5G 관리기술 및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리와 관련한 연구 보고서
작업 진행
- 2018년, 5G Phase 1의 과금 및 네트워크 슬라이스 관리 등에 관한 규격
작업 완료
- 2019년, 5G Phase 2(Rel-16)의 과금 및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연구 시작,
2020년 작업 완료
- 2021년, Rel-17 기술 아이템의 네트워크 운영 및 과금에 관한 연구 진행 중
- 2021년 3월, 5G 네트워크에 통합 된 위성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연구하는 TR 28.808 완료
(SA6-Application)
- 2021년 3월, 무인 항공기 (UAS) 응용 계층 지원을 연구하는 TR 23.755 완료

IEEE 802.1

(IEEE 802)
- 액세스망의 네트워크 참조모델/기능(802/P1914) 및 이동통신 기지국
프론트홀에 사용될 전송 기술을 표준화 진행 중(802/P1914)

O-RAN Alliance
(WG1~WG9)

- 2018년, 5G 개방형 무선 네트워크 표준 개발을 위해 발족
- 2019년, 개방형 5G 프론트홀 규격 개발 완료
- 2020년, 개방형 기지국 관련한 오픈소스, 생태계, 표준 인터페이스 등
전 분야에 대한 표준개발 완료
- 2021년, 개방형 RIC 인터페이스 등의 표준 개발 고도화 진행 중

GSMA

- 2021년, 네트워크 장비 보안 보증 기법 Version 2.0 발행
(NESAS; Network Equipment Security Assurance Scheme)

PG1102

(이동통신 무선접속) 이동통신 무선접속 표준개발을 담당하며, 2020년 개방형
5G 프론트홀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완료

PG1103

(이동통신 네트워크) 이동통신 코어 및 네트워크 표준개발을 담당하며,
2021년 가상화 기반의 5G 코어 시스템 및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관련한 다양한
표준 개발 진행중

PG1104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5G 기반의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에 대한 표준 개발을
담당하며 2021년 C-V2X 서비스 등 버티컬 관련한 다양한 표준 개발 중

PG1105

(이동통신 서비스) 긴급구조 대상 단말기의 상향링크 무선신호를 '신호수집기'를
이용해 탐색, 식별, 측정하여 타겟 단말기 위치를 추적하는 새로운 개념의 측위
기술 제안

PG904

(LBS 시스템) 긴급 구조용 측위시스템과 실내 위치기반 서비스 규격 등을 개발
완료. 이동통신사업자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표준(A-GNSS, Cell-ID, WiFi
활용)의 개정을 통해 기압센서 측위 기술을 추가하므로서 기존 수평위치정보에
수직위치정보를 추가하는 표준 추진 중

PG905

(ITS/차량 ICT) 2018년, C-V2X의 국내 표준화 완료. 자율협력주행의 요구사항
및 PHY/MAC 계층 표준 추진 중

TTA
국내

5G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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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TC11과 협력하여 6G
비전 및 미래기술동향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5G 생태계 활성화 및 한-중,
한-유럽 공동 연구를 통한 국제 협력 강화

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무선 기술]
¡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표준) 기존 TTA 5G 무선접속 PG(SPG31)에서 진행하던
업무를 2020년 신규 생성된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로 이관하여 해당 그룹에서 전반적인 5G 무선기술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이후로도 해당 그룹이 무선기술의 상용화 및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5G포럼
등과의 협업을 통해 5G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표준화를 진행 할
것으로 예상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 eMBB관련 3GPP 5G NR Rel-15 규격에 대응하는 물리계층 및 MAC, RRC 규격 제정
[2018] 및 개정 [2019]
· TTA 5G 관련 그룹의 확대 및 개편에 따라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신설을
통해 5G 무선접속 기술의 표준화 추진 [2020]
· STC3 폐회 및 TC11 신설로 관련 업무 PG1102로 이전 [2020]
· 3GPP Rel-15 기술 보고서 발간 [2020]
· 3GPP Rel-16 기술 보고서 발간 [2021]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102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3G-38.21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5)

2019

TTAT.3G-38.212(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5)

2019

TTAT.3G-38.213(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Release15)

2019

TTAT.3G-38.214(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Release15)

2019

TTAT.3G-38.215(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measurements(Release15)

2019

TTAT.3G-38.32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5)

2019

TTAT.3G-38.33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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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기술 표준) 2020년 신규 생성된 TTA 이동통신 기술
위원회(TC11) 산하 CJK/ITU-R IMT 표준 PG(PG1101)에서 관련 표준화 논의를 추진 중.
동일 위원회(TC11) 산하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에서 물리계층 기술에 대한 표준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5G포럼, 주파수심의위원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102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3G-38.21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5)

2019

TTAT.3G-38.212(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5)

2019

TTAT.3G-38.213(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Release15)

2019

TTAT.3G-38.214(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Release15)

2019

TTAT.3G-38.215(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measurements(Release15)

2019

TTAT.3G-38.32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5)

2019

TTAT.3G-38.33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5)

2019

¡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 국내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들은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임. 국내에서는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에서
3GPP 표준 전환 채택 위주로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 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이 대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유즈케이스는 IIoT 무선 센싱, 영상감시, 웨어러블
부분으로 해당 유즈케이스를 위한 무선 접속 기술이 논의되고 있어, 관련 표준 핵심 기술
확보 및 주도권 확보 노력이 필요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에 대해 3GPP에서 정의되는 표준의 전환 채택 예상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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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IoT 기술 표준) 국내 제조사들은 NB-IoT, MTC 확장 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에서 3GPP 표준 전환 채택 위주로 활동이 진행. Rel-16/17기반의
IoT 기술을 활용하는 상용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발전된 이동통신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의 요구로 인해 mMTC 및 NB-IoT 무선 기술에 대한 목표 성능 요구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기존 mMTC 및 NB-IoT 무선 기술의 강화 및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도입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Rel-18/19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한 시나리오 및 유즈케이스 발굴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능 강화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 확보 추진이 필요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 mMTC 대표 기술인 NB-IoT, MTC 확장 기술에 대해 3GPP에서 정의되는 표준의 전환
채택 [2021]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102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746 3GPP Release 16 기술규격 분석(기술보고서)

2021

TTAT.3G-36.211(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6)

2021

TTAT.3G-36.212(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6)

2021

TTAT.3G-36.214(R16-16.2.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layer; Measurements(Release16)

2021

TTAT.3G-36.300(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and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E-UT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Release16)

2021

TTAT.3G-36.306(R16-16.4.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User Equipment(UE) radio access
capabilities(Release16)

2021

TTAT.3G-36.321(R16-16.4.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6)

2021

TTAT.3G-36.331(R16-16.4.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6)

2021

TTAT.3G-36.413(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E-UTRAN); S1 Application Protocol(S1AP)
(Release16)

2021

TTAT.3G-36.423(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E-UTRAN); X2 application protocol(X2AP)
(Release16)

2021

TTAT.3G-36.101(R16-16.9.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User Equipment(UE) radio transmission and
reception(Release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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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3G-36.133(R16-16.9.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Requirements for support of radio resource
management(Release16)

2021

TTAT.3G-36.104(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Base Station(BS) radio transmission and
reception(Release17)

2021

TTAT.3G-37.104(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UTRA, UTRA
and GSM/EDGE; Multi-Standard Radio(MSR) Base Station(BS) radio transmission
and reception(Release17)

2021

TTAT.3G-36.141(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Base
Station(BS)
conformance
testing(Release17)

2021

TTAT.3G-37.141(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UTRA, UTRA
and GSM/EDGE; Multi-Standard Radio(MSR) Base Station(BS) conformance
testing(Release17)

2021

TTAR-06.0219 3GPP Release 15 기술규격 분석(기술보고서)

2020

TTAT.3G-36.304(R15-15.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User Equipment(UE) procedures in idle
mode(Release15)

2019

TTAT.3G-36.323(R15-15.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Release15)

2019

TTAT.3G-36.355(R15-15.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LTE Positioning Protocol(LPP)(Release15)

2019

TTAT.3G-36.201(R15-15.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LTE
physical
layer;
General
description(Release15)

2018

¡ (URLLC 기술 표준) Rel-15에서는 URLLC 관련 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규격화가 완료되었으나,
Rel-16/17 URLLC는 별도의 WI로 구분되어 규격화가 진행됨에 따라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 및 5G포럼 기술위원회 등에서
무선부분에 해당하는 URLLC 무선접속 기술 관련 논의 진행 중. 다양한 산업계의 동향을
주시하고 이에 부합되는 표준 규격 기술에 대한 확보 및 선도적인 표준화에 대한 주도권 확보가 요구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 Rel-16 URLLC 강화 기술을 포함하는 Rel-16 기술보고서 과제 채택 [2021]
· TTA 5G 관련 그룹의 확대 및 개편에 따라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신설을
통해 5G 무선접속 기술의 표준화 추진 [2020]
· TTA URLLC 관련 기술을 포함하는 3GPP Rel-16 규격을 기반으로 국내 표준 규격 승인 [2021]
-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
· 5G 버티컬 서비스 유즈케이스 및 요구사항에 관한 기술 보고서 출간 [2020]
· 5G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나리오 및 기술에 관한 기술 보고서 출간 [2020]
- 5G포럼
· Rel-16 URLLC 강화 기술을 포함한 5G 이슈 리포트 출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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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102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746 3GPP Release 16 기술규격 분석(기술보고서)

2021

TTAT.3G-38.211(R16-16.5.0), 3GPP -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2021

TTAT.3G-38.212(R16-16.5.0), 3GPP -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2021

TTAT.3G-38.213(R16-16.5.0), 3GPP -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2021

TTAT.3G-38.214(R16-16.5.0), 3GPP -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2021

TTAT.3G-38.321(R16-16.4.0), 3GPP -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Radio
Access Network; 5G NR; Medium Access Control (MAC) protocol
specification

2021

TTAT.3G-38.300(R16-16.5.0), 3GPP -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Radio
Access Network; 5G NR; 5G NR and NG-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

2021

TTAT.3G-38.331(R16-16.4.1), 3GPP -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Radio Access
Network; 5G NR; Radio Resource Control (RRC) protocol specification

2021

TTAR-06.0203/R1, 5G 버티컬 서비스 유스케이스 및 요구사항 (기술보고서)

2020

TTAR-06.0225, 5G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나리오 및 기술 (기술보고서)

2020

5G 포럼 이슈리포트

2020

TTA PG1104

5G포럼

¡ (IIoT무선 기술 표준) 향상된 IIoT 무선 지원 기술은 Rel-17 표준에 포함. Rel-17 표준이
2022년에 TTA 표준으로 전환 채택될 것으로 예상. Rel-18에서 좀더 다양한 산업용 사물
인터넷 적용을 위해 추가 표준논의가 진행 될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표준기술들에 대한
핵심기술 확보 및 표준 주도권 확보가 필요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 IIoT 기술을 포함하는 Rel-17 표준을 TTA 표준으로 전환 채택할 것으로 예상 [2022]
· Rel-16 URLLC 강화 기술을 포함하는 Rel-16 기술보고서 과제 채택 [2022]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102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R-06.0219 3GPP Release 15 기술규격 분석(기술보고서)

2021

TTAT.3G-38.211(R16-16.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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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5G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3G-38.212(R16-16.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5)

2020

TTAT.3G-38.213(R16-16.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Release15)

2020

TTAT.3G-38.214(R16-16.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Release16)

2020

TTAT.3G-38.300(R16-16.3.1),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5G NR
and NG-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Release16)

2020

TTAT.3G-38.331(R16-16.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6)

2020

5G 포럼 이슈리포트

2019

¡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 2020년 신설된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1102 내에서
전반적인 5G 시스템과 관련된 논의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3GPP LTE 및 5G NR
표준을 준용하는 활동이 진행 중. 향후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1102를 중심으로 5G
기반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 신설된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1102를 통해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의 표준 전환
채택 완료 [2021]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102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3G-36.211(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6)

2021

TTAT.3G-36.212(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6)

2021

TTAT.3G-36.214(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layer; Measurements(Release16)

2021

TTAT.3G-37.213(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shared spectrum channel access(Release16)

2021

TTAT.3G-38.211(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6)

2021

TTAT.3G-38.212(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6)

2021

TTAT.3G-38.213(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Release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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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3G-38.214(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Release16)

2021

TTAT.3G-38.300(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5G NR and
NG-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Release16)

2021

TTAT.3G-38.321(R16-16.4.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6)

2021

TTAT.3G-38.323(R16-16.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Release16)

2021

TTAT.3G-38.331(R16-16.4.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6)

2021

TTAT.3G-36.211(R14-14.5.0), 3GPP -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 14)

2019

TTAT.3G-36.212(R14-14.5.1), 3GPP -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4)

2019

TTAT.3G-36.214(R14-14.4.0), 3GPP -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layer; Measurements(Release14)

2019

TTAT.3G-36.21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5)

2019

TTAT.3G-36.212(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5)

2019

TTAT.3G-36.214(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layer; Measurements(Release15)

2019

TTAT.3G-37.213(R15-15.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shared spectrum channel access(Release15)

2019

TTAT.3G-38.21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5)

2019

TTAT.3G-38.212(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5)

2019

TTAT.3G-38.213(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Release15)

2019

TTAT.3G-38.214(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Release15)

2019

TTAT.3G-38.300(R15-15.3.1),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5G NR and
NG-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Release15)

2019

TTAT.3G-38.32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5)

2019

TTAT.3G-38.323(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Release15)

2019

TTAT.3G-38.33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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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 2020년 신설된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1102 내에서 전반적인 5G 시스템과 관련된 논의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3GPP
LTE 및 5G NR 표준을 준용하는 활동이 진행 중. 향후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1102,
5G 포럼을 중심으로 5G 기반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1102)
· 신설된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를 통해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의 표준화 추진 [2022]
· 2020년 상반기에 종료된 3GPP Rel-16 5G NR-Unlicensed(5G NR-U)의 국내 대응 표준
전환 채택 완료[2021]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102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3G-36.211(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6)

2021

TTAT.3G-36.212(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6)

2021

TTAT.3G-36.214(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layer; Measurements(Release16)

2021

TTAT.3G-37.213(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shared spectrum channel access(Release16)

2021

TTAT.3G-38.211(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6)

2021

TTAT.3G-38.212(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6)

2021

TTAT.3G-38.213(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Release16)

2021

TTAT.3G-38.214(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Release16)

2021

TTAT.3G-38.300(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5G NR and
NG-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Release16)

2021

TTAT.3G-38.321(R16-16.4.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6)

2021

TTAT.3G-38.323(R16-16.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Release16)

2021

TTAT.3G-38.331(R16-16.4.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6)

2021

TTAT.3G-36.211(R14-14.5.0), 3GPP -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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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3G-36.212(R14-14.5.1), 3GPP -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4)

2019

TTAT.3G-36.214(R14-14.4.0), 3GPP -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layer; Measurements(Release14)

2019

TTAT.3G-36.21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5)

2019

TTAT.3G-36.212(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5)

2019

TTAT.3G-36.214(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layer; Measurements(Release15)

2019

TTAT.3G-37.213(R15-15.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shared spectrum channel access(Release15)

2019

TTAT.3G-38.21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5)

2019

TTAT.3G-38.212(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5)

2019

TTAT.3G-38.213(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Release15)

2019

TTAT.3G-38.214(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Release15)

2019

TTAT.3G-38.300(R15-15.3.1),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5G NR and
NG-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Release15)

2019

TTAT.3G-38.32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5)

2019

TTAT.3G-38.323(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Release15)

2019

TTAT.3G-38.331(R15-15.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5)

2019

¡ (무선 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국내 제조사들은 5G NR 기반 무선 백홀 및 액세스
결합 기술고도화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에서
3GPP 표준 전환 채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3GPP Rel-17에서 표준화 활동, 표준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한 핵심 기술 확보 및 표준 선도그룹에서 지속적인 주도권 확보가 필요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 2020년 상반기에 종료된 3GPP Rel-16 고정형 IAB의 국내대응 표준 전환채택 완료 [2021]
· 고정형 IAB 고도화 기술을 포함하는 Rel-17 표준을 TTA 표준으로 전환 채택할 것으로
예상 [2022]
- 5G포럼
· 개방형 5G 프론트홀 시장 전망 및 산업계 활성화 방안 발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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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102

표준(안)명

완료연도

3GPP Release 17 기술규격 분석(기술보고서)

진행중
(2022)

TTAT.3G-38.211(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7)

진행중
(2022)

TTAT.3G-38.212(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7)

진행중
(2022)

TTAT.3G-38.213(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Release17)

진행중
(2022)

TTAT.3G-38.214(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Release17)

진행중
(2022)

TTAT.3G-38.300(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5G
NR and NG-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Release17)

진행중
(2022)

TTAT.3G-38.304(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User
Equipment (UE) procedures in idle mode and in RRC Inactive state

진행중
(2022)

TTAT.3G-38.321(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7)

진행중
(2022)

TTAT.3G-38.323(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Release17)

진행중
(2022)

TTAT.3G-38.331(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7)

진행중
(2022)

TTAT.3G-38.340(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Backhaul Adaptation Protocol Release 17

진행중
(2022)

TTAT.3G-37.340(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connectivity;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7

진행중
(2022)

TTAT.3G-38.401(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NG-RAN;
Architecture descrip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TAT.3G-38.413(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NG-RAN; NG
Application Protocol (NGAP) Release 17

진행중
(2022)

TTAT.3G-38.423(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NG-RAN; Xn
Application Protocol (XnAP) Release 17

진행중
(2022)

TTAT.3G-38.425(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NG-RAN; 5G
NR user plane protocol Release 17

진행중
(2022)

TTAT.3G-38.463(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NG-RAN; E1
Application Protocol(E1AP) Release 17

진행중
(2022)

TTAT.3G-38.473(R17-17.1.0), 3GPP - Radio Access Network; NG-RAN; F1
Application Protocol(F1AP) Release 17

진행중
(2022)

2021-0746 3GPP Release 16기술규격 분석(기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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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표준화기구

5G 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3G-38.211(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Release16)

2021

TTAT.3G-38.212(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Release16)

2021

TTAT.3G-38.213(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Release16)

2021

TTAT.3G-38.214(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Release16)

2021

TTAT.3G-38.300(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5G
NR and NG-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Release16)

2021

TTAT.3G-38.304(R16-16.4.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User
Equipment (UE) procedures in idle mode and in RRC Inactive state

2021

TTAT.3G-38.321(R16-16.4.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6)

2021

TTAT.3G-38.323(R16-16.3.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Release16)

2021

TTAT.3G-38.331(R16-16.4.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Release16)

2021

TTAT.3G-38.340(R16-16.4.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Backhaul Adaptation Protocol Release 16

2021

TTAT.3G-37.340(R15-15.12.0), 3GPP - Radio Access Network; 5G NR;
Multi-connectivity;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5

2021

TTAT.3G-38.401(R16-16.5.0), 3GPP - Radio Access Network; NG-RAN;
Architecture description Release 16

2021

개방형 5G 프론트홀 시장 전망 및 산업계 활성화 방안

2021

[서비스 기술]
¡ (5G C-V2X 기술 표준) 3GPP에서 지정하는 C-V2X 표준 기술에 기반한 국내 표준화 작업이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에서 진행됨.
5G 포럼과의 연계를 통한 표준화 추진 예상. 또한,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네트워크 PG(PG1103) 그리고 5G 포럼의 연계를 통한 표준화
추진 예상
-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
· SPG 폐쇄 및 신규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의 생성으로 이후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에서 해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DSRC 기반의 WAVE 통신 표준을 PG905에 의해 표준화가 진행되어 왔으나, C-V2X의
표준업무는 2020년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로 이관되고 ITS 관련
표준은 ITS/차량/철도 ICT PG(PG905)와 공동으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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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104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IE-1609.2.1.-2020, 차량 환경 무선 접속 – 최종단 기기를 위한 인증 관리

2021

TTAK..KO-06.0538, 셀룰러 차량통신을 위한 무선전송 및 무선접속 기술

2020

TTAR-06.0223, 셀룰러 차량통신 주파수 소요량 분석(기술보고서)

2020

TTAR.KO-06.0203//R1, [개정]5G 버티컬 서비스 유즈케이스 및 요구사항 (기술보고
서)

2020

TTAK.KO-06.0483/R1, [개정]C-V2X 서비스 프레임워크–네트워크 아키텍처와
통신 절차

2019

TTAR-06.0208, C-V2X 유즈케이스, 기술 및 주파수(기술보고서)

2019

TTAR-06.0204, C-V2X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기술보고서)

2018

TTAK.KO-06.0505, 자율 협력 주행을 위한 통신 시스템 Stage 2: 아키텍처

2019

TTAK.KO-06.-487,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통신시스템 Stage 1: 요구사항

2019

TTA PG905

¡ (NTN 기술 표준) 5G NR 기반 NTN 기술에 대한 표준 연구 및 규격화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표준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Regenerative Payload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표준 규격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NB-IoT/eMTC의 지원을 위한 표준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 필요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네트워크 PG(PG1103), 위성통신포럼
·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 및 위성통신포럼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 [2022]
¡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표준) 긴급구조용 측위와 실내 측위에 관련된 위치기반 서비스의 기술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 5G 기술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MR 및 IoT 등 초정밀
위치기반 버티컬 서비스로의 사용자 요구가 확장되면서 측위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은,
5G NR RF 신호에 대한 RTT, TDOA, AoA 등 RAT 의존적 정밀 측위 기술과 기타 가용한
RAT 독립적 측위 기술, 이미징, 센싱 기술,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 측위
기술로 발전 예상. 또한 특화된 서비스별로 융복합 측위 기술을 반영하는 시스템 구성과
인터페이스 규격 표준화 예상
- TTA LBS 시스템 PG(PG904)
· 긴급구조센터에서 구조대상자 단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측위시스템에 위치
정보를 요청하는 시스템 구성과 인터페이스, 절차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추가로 기존 수평 위치 정보(A-GNSS, Cell-ID, WiFi활용)에 기압센서 수직정보를 추가하는
측위시스템 표준화 추진 중. 위치기반 서비스를 실내로 확장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과
인터페이스, 절차에 대한 규격 표준화 수행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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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A 이동통신 서비스 PG(PG1105)
· 구조대상자 단말기의 상향링크 무선신호를 현장 구조대의 신호수집기를 이용해 탐색, 식별,
측정하여 타겟 단말기 위치를 추적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밀 측위 기술 표준화 신규 제안 [2021]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06.0401, [개정]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2020

TTAK.KO-06.0504, 재난피해자 위치분석 시스템

2019

TTAK.KO-06.0322, [개정] 개인 및 차량 단말을 위한 실내 위치기반서비스

2019

TTAK.KO-06.0486, 긴급 구조 요청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2019

TTAK.KO-06.0477,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한 측위 및 항법 성능 인덱스와 그
시험 방법

2018

TTAK.KO-06.0478, 실내 측위 지원을 위한 Fingerprint Map 교환 규격

2018

이동통신 신호기반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 (기술보고서)

2021

TTA PG904

TTA PG1105

¡ (무인기(UAV) 기술 표준) 5G 기반 UAV 통신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여 국내
표준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
·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 [2022]
¡ (5G 기반 확장현실 서비스 표준) 다양한 산업에서 확장현실 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에 발맞춰 국내 표준화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 이동통신서비스 PG(PG1105)
·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 이동통신 서비스 PG(PG1105)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 [2022]
[네트워크 기술]
¡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표준) TTA 및 관련 포럼을 중심으로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연구를 2014년 시작했으며, 향후 5G 개방형 프론트홀, 개방형/가상화 RAN 장비 및 연동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 RoE 기반 개방형 5G 프론트홀 인터페이스 개정 [2019]
· O-RAN 기반 개방형 5G 프론트홀 인터페이스 작업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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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포럼
· 5G 서비스의 기술적 요구사항 관점에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정의한 네트워크기술 분과
5G 백서 작성/발간 [2016]
· 5G RAN 구조,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 표준화에 대한 5G 이슈리포트 발간 [2017]
· 개방형 5G 프런트홀 워킹그룹(WG) 출범 [2020]
· 개방형 5G 프론트홀 시장 전망 및 산업계 활성화 방안 백서 발간 [2021]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06.0461/R1, RoE 기반 개방형 5G 프론트홀 인터페이스(개정)

2019

TTAK.KO-06.0518, O-RAN 기반 개방형 5G 프론트홀 인터페이스

2019

개방형 5G 프론트홀 시장 전망 및 산업계 활성화 방안 백서

2021

5G 이슈리포트

2017

네트워크 분과 5G 기술 백서

2016

TTA PG1102

5G포럼

¡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이동통신
네트워크PG(PG1103) 및 5G포럼 등에서 다양한 5G B2C 및 B2B 버티컬 서비스 제공을 위한
5G NSA 및 SA 네트워크 구축 및 28㎓ 기반 스몰셀 개발을 본격화. EN-DC 및 NN-DC,
5G CA 기반의 다중 무선 연결 및 무선망의 자동 구성/운용을 위한 SON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3GPP 5G 표준을 준용하는 활동이 진행 중. 향후 5G
기반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의 고도화 기술 표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표준) 코어와 RAN 영역에서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에 대한 표준 연구 및 규격화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표준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PG(PG1103)
·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이동통신네트워크
PG(PG1103), 이동통신무선접속 PG(PG1102)이 함께 표준개발 진행 [2021]
- 5G포럼
· 네트워크 슬라이싱,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에 대한 기본적 연구를 진행하고 추후 통신사업자
요구사항에 따른 포럼 표준 등의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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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P0188, 컨테이너 기반 5G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기술 (기술보고서)

2021

TTAE.IT-Y.3112, IMT-2020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지원을 위한 프레임워크

2019

TTAR-06.0218, RAN 슬라이싱(기술보고서)

2020

TTA PG1103

TTA PG1102

¡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표준) 국내 단독 표준화 개발은 미미한 상태로 3GPP 국제표준
규격을 준용 추진. Rel-18에서 보다 다양한 프로토콜과 시나리오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5G 서비스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표준화 대응이 요구
- 기타
· 이동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표준 적용 및 테스트, 서비스 도입 검토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 PG1103

TTAT.3G-23.501 V16.8.0, System architecture for the 5G System (5GS)

2021

TTA PG1103

TTAT.3G-23.316 V17.0.0, System architecture for the 5G System (5GS)

2021

¡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기술 표준) TTA 및 이동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5G 데이터
분석 및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에 대한 연구를 2018년 시작. 버티컬 등에서의 최적화 지원 등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AI/ML 기술의 적용과 함께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적극적 표준화 대응이 요구
- TTA 이동통신네트워크 PG(PG1103)
· 5G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기능과 관련 자동화/지능화 기술을 소개하는 관련 기술보고서
작업을 진행함 [2021]
- 5G포럼
· NWDAF 표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등을 진행하고 추후 통신사업자 요구사항에
따른 포럼 표준 등의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 [2021]
- 기타
· ETRI, KT, SKT, LGU+ 등 연구기관과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5G 네트워크에서의
NWDAF 표준의 적용 및 관련 표준들의 연구 진행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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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P0651, 5G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기능 (기술보고서)

2021

TTAR-01.0015/R1, 네트워크 지능기술(기술보고서)

2020

TTA PG1103

¡ (버티컬 산업용 NPN 및 TSN 연동 기술) 국내는 기업전용 버티컬 서비스 제공을 위해 5G
기반 NPN 기술 및 TSN 연동 연구는 초기 단계를 벗어나 발전하고 있으며, 표준화 연구는
3GPP 국제표준을 준용하고 있음. Rel-17 기술 완성에 주력하며, 이어질 Rel-18 기술에 대비
하고 선제적 대응 필요
-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
· 3GPP의 Rel-16 CT1 규격을 활용하여 단말과 CN과의 인터페이스 국내 표준에 준용하고,
Rel-17 SA2 규격을 활용하여 시스템 구조 표준 국내 표준에 준용함 [2021]
- 5G포럼
· 5G Vertical Summit 2019 [2019], 5G 포럼 스마트공장 워크숍 [2020], 5G Vertical Summit
2020 / 6G Global [2020], 5G 특화망 워크숍 [2021] 개최
· 5G포럼 스마트공장 백서 발간 [2019]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103

5G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T.3G-23.501V17.0.0, 3GPP -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Services and
System Aspects; System architecture for the 5G System (5GS); Stage 2

2021

TTAT.3G-23.502V17.0.0, 3GPP -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Services and
System Aspects; Procedures for the 5G System (5GS); Stage 2

2021

TTAT.3G-23.503V17.0.0, 3GPP -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Services and
System Aspects; Policy and charging control framework for the 5G System
(5GS); Stage 2

2021

TTAT.3G-24.501V16.8.0, 3GPP -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Core Network
and Terminals; Non-Access-Stratum (NAS) protocol for 5G System (5GS);
Stage 3

2021

5G포럼 스마트공장 백서

2019

¡ (MEC 플랫폼 기술 표준, 5G 에지 컴퓨팅 지원 기술 표준) TTA를 중심으로 에지 클라우드 및
분산 클라우드에 대한 연구를 2015년 시작으로 국내의 표준화 연구는 국제표준화 연구(ITU-T
SG13의 분산 클라우드 부분)와 연계하여 추진 중. MEC 기술 표준은 이미 표준의 Phase 2 완료
단계에서 소폭 업데이트 중이며, 실제 적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프로젝트, API 구현체 등이 에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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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고 있음. 이는 5G 상용망 내에 적용이 확산되고, 각 도메인별로 상용화의 수준을 거쳐,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VR/AR, 클라우드 게이밍 등에서 빠른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 필요
- TTA 미래인터넷 PG(PG220)/CPS PG(PG609)
· NFV연구의 확장으로 MEC 지원기술을 다루며, 참조 아키텍처 작성 등 활동 [2018]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 PG220

TTAR-01.0013,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환경에서 멀티액세스 에지 컴퓨팅
(MEC) 지원 기술

2018

TTA PG609

TTAK.KO-11.0242, 스마트팩토리 초저지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지 시스템
참조 아키텍처

2017

¡ (5G 보안 프레임워크) 국내 단독 표준화 개발은 미미한 상태로 3GPP 국제표준 규격을
준용할 것으로 예상. 3GPP Rel-16/17에 추가된 네트워크 기능과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신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네트워크 보안 보장 규격에 대한 고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신규 기능과 주요 시나리오 대한 보안 위협을 방지하고 보안 테스트 절차를 정의하기
위한 표준화 대응이 요구됨
-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
· 3GPP 기반의 5G 보안 프레임워크 관련 국내 표준화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국내
산업계의 요구사항에 맞춰 3GPP 국제 표준 규격을 준용할 것으로 예상됨
- 5G 포럼
· 국내 산업계의 5G 보안 프레임워크 요구사항, 표준 적용 및 테스트, 평가 방법등 권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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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무선 기술]
¡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표준) LTE와 유사한 주파수 대역에서 더욱 통신용량 및 높은
정보율을 제공하기 위한 무선자원 효율 증가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될 것으로
예상. Rel-17에서 일부 연관된 기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개선된 기술에 대한 논의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회원사들의 의견이 일치
- 3GPP RAN
· RAN1의 물리계층에 대한 표준 기술들의 Rel-15 표준 완료 [2018]. Rel-16 표준 완료 예정
[2020]. Rel-17 표준 완료 예정 [2021], Rel-18 워크숍 진행 [2021]
·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기술 아이템에서 논의될 예정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RAN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7

2021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7

2021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7

2021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7

2021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6

2020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6

2020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6

2020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6

2020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기술 표준) 28㎓ 대역 지원을 위한 1세대 빔 관리 기술 및
일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52.6㎓ 이상 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논의 또한 일부 진행되었음. 밀리미터파 상용화에 대한 기업 및 각 정부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상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기술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 3GPP RAN
· RAN1의 물리계층에 대한 표준 기술들의 Rel-15 표준 완료 [2018]. Rel-16 표준 완료 예정
[2020]. Rel-17 완료 [2021], Rel-18 워크숍 진행 [2021]
·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기술에 대한 논의는 주로 FeMIMO, 이중 접속 (Dual
Connectivity, DC), 반송파 조합 (Carrier aggregation, CA), 통합 액세스 백홀(Integrated
Access and Backhaul, IAB) 등에서 주로 논의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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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 3GPP에서는 저복잡도 단말의 무선 접속 및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하기 위한 Rel-17 저복잡도 단말 무선접속 표준기술(RedCap)에 대해 2020년 3월에 표준
연구(SI)를 시작하였고, 2020년 9월 완료. 향후 표준 규격화(WI)는 2020년 9월에 시작하여,
2022년 3월에 완료 예정. 새로운 서비스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표준 개선 작업이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표준의 후속 버전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Rel-18/19에서도
새로운 IoT 단말에 대한 실사용 케이스를 발굴하여 추후 제정될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표준화 주도권 확보 추진 및 관련 표준 핵심 기술개발 필요
- 3GPP RAN
· RAN1은 단말 복잡도 절감 기술, 장시간 배터리 유지 위한 전력 소모 절감 기술, 복잡도
절감으로 인한 무선 커버리지 영향 상쇄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 [2021]
· RAN2는 장시간 배터리 유지 위한 전력 소모 절감 기술, 저복잡도 단말의 무선 접속 지원
및 접속 차단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 [2021]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RAN

표준(안)명

완료연도

TR 38.875, New Radio(5G NR); Study on support of reduced capability 5G NR
devices

2021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7

2021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7

2021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7

2021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7

2021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7

2021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2021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7

2021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2021

¡ (5G IoT 기술 표준) oneM2M은 2016년에 서비스 플랫폼의 CSF 및 M2M 장치 분류/관리와
관련한 표준화 작업을 완료. OCF는 2016년에 IoT 디바이스의 개방형 연결성 제공을 위한
IoT 플랫폼 표준을 제정. 3GPP에서는 MTC와 NB-IoT 기술을 2016년부터 규격화 작업하여
2020년 Rel-16에서도 고도화 작업을 진행. 2022년 완료 예정인 Rel-17에서는 5G IoT 기술의
고도화 논의
- 3GPP RAN
· Rel-15 표준에서 FeNB-IoT 표준작업 진행. 주요 내용은 전력소모 및 지연 시간 감소와
TDD 지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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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15 표준에서 efeMTC 표준작업 진행. 주요 내용은 PRB(Physical Resource Block) 이하
자원 할당 기능, 64QAM 지원 [2017]
· 5G 이동통신 규격인 New Radio Access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을 중요한 usage scenario 중의 하나로 포함 [2017]
· 5G IoT 분야는 LTE의 MTC와 NB-IoT 기술을 지속 발전시키는 것으로 합의됨. 다만, 기존
MTC나 NB-IoT가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 발굴 및 기술개발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 [2018]
· Rel-16 표준에서 NB-IoT와 MTC의 enhancement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전송, 커버리지, 배터리 소모 등 개선 작업에 추가적으로 Rel-15 5G NR기술과의 공존
및 5GC 연결에 대한 내용임
· Rel-17 표준에서 Rel-16 5G IoT기술의 고도화 논의 [2021]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RAN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6.101,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User Equipment(UE)
radio transmission and recep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6.104,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Base Station(BS)
radio transmission and recep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6.133,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Requirements
for support of radio resource management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6.201,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LTE physical
layer; General description Release 17
TS 36.211,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7
TS 36.212,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7
TS 36.213,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layer procedures Release 17
TS 36.214,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Physical
layer; Measurements Release 17
TS 36.300,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and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E-UTRAN); Overall description; Stage
2 Release 17
TS 36.302,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Services
provided by the physical layer Release 17
TS 36.304,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User
Equipment(UE) procedures in idle mode Release 17
TS 36.306,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User
Equipment(UE) radio access capabilities Release 17
TS 36.321,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TS 36.331,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TS 36.413,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E-UTRAN);
S1 Application Protocol(S1AP) Release 17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TS 36.423,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E-UTRAN);
X2 Application Protocol(X2AP) Release 17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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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 (URLLC 기술 표준) 3GPP Rel-15에서 URLLC 관련 내용이 처음 포함된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Rel-16에서 개선되고 강화된 URLLC 기술들을 포함한 표준이 제정됨. URLLC 기술 표준의
고도화를 위해 Rel-18부터 본격적으로 타 산업계(e.g. XR, VIAPA, C2C 유즈케이스)로부터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제공되고 이에 부합하기 위한 개선된 표준에 대한
논의가 각 버티컬 서비스 및 관련 규격 기술 관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3GPP RAN
· RAN1에서는 URLLC 기술 중 물리계층에 대한 표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SI를 완료하고,
WI을 2019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논의 진행 중 [2019]
· RAN2에서는 IIoT에 대한 SI을 완료하고, WI을 진행 중. 해당 아이템은 IoT를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URLLC를 지원하는 범용적인 기술을 포함 [2020]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7

2021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7

2021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7

2021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7

2021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6

2020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6

2020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6

2020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6

2020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6

2020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3GPP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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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oT무선 기술 표준) 3GPP Rel-16에서 반영된 IIoT 표준에 대해서 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URLLC 기반 IoT 지원 기술을 Enhanced Industrial IoT 라는 이름으로 Rel-17 표준 작업완료
예정
- 3GPP RAN
· RAN1이 주도하는 표준화 아이템으로서 URLLC 기술 중 물리계층에 대한 표준 기술들을
도입하기 위한 SI을 완료하고 WI을 진행 중. 해당 기술들은 IIoT 지원을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들을 포함 [2020]
· RAN2가 주도하는 표준화 아이템으로 IIoT 표준기술에 대한 SI을 완료하고 WI을 2020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 [2020]
· RAN1/2/3가 주도하는 표준화 아이템으로 향상된 IIoT 표준기술에 대한 WI을 2021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 [2021]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7

2021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7

2021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7

2021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7

2021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7

2021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2021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7

2021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2021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6

2020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6

2020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6

2020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6

2020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6

2020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3GPP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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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에 대해 3GPP에서는 Rel-16 5G
NR-U 표준화 작업 등이 완료되었으며, URLLC/IIoT를 위한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는 기술
및 52.6㎓ 이상 대역을 지원하는 5G NR에 대해서도 Rel-17에서 표준화가 완료됨. Rel-18 에서도
52.6㎓ 이상의 대역에서의 표준 기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표준화
활동, 표준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한 핵심 기술 확보 및 표준 선도그룹에서 지속적인 주도권 확보가
필요
- 3GPP RAN
· LAA/eLAA에 대한 enhancement로 Rel-15 FeLAA WI로 완료 [2018]
· 5G NR-Unlicensed Rel-16 WI로 완료 [2020]
· URLLC/IIoT를 위한 비면허대역 주파수 활용 기술의 표준화가 Rel-17에 WI로 완료[2021]
· 52.6㎓ 이상 대역을 지원하는 5G NR 기술의 표준화가 Rel-17에 WI로 완료 [2021]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RAN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R 38.808, Study on supporting 5G NR from 52.6 ㎓ to 71 ㎓

진행중
(2022)

TS 37.213,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shared spectrum channel access Release 17

2021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7

2021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7

2021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7

2021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7

2021

TS 37.213,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shared spectrum channel access Release 16

2020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6

2020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6

2020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6

2020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6

2020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6

2020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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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에
대한 논의로 52.6㎓ 이상 대역을 지원하는 5G NR에 대해서도 Rel-17에서 표준화가 완료될
예정. 52.6㎓ 이상의 대역에서 운용 가능한 기술의 표준화가 Rel-17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
Rel-18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Flexible duplex의 study가 진행 및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표준화
초기 단계부터 표준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한 핵심 기술 확보 및 표준 선도그룹에서 주도권 확보
필요
- 3GPP RAN
· 52.6㎓ 이상의 대역에서의 표준화 논의로 RAN차원에서의 연구 완료 [2019]
· 52.6㎓ 이상의 대역에 대한 WG차원에서 기술 표준화 논의를 통해 연구 아이템으로 승인
되어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TR38.808을 발간 [2020]
· 52.6㎓ 이상 대역을 지원하는 5G NR 기술의 표준화가 Rel-17에 WI로 완료 [2021]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RAN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7.213,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shared spectrum channel access Release 17

2021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7

2021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7

2021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7

2021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7

2021

TR 38.808, Study on supporting 5G NR from 52.6 ㎓ to 71 ㎓

2020

TS 37.213,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shared spectrum channel access Release 16

2020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6

2020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6

2020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6

2020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6

2020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6

2020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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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무선 백홀 서비스 요구사항이 정의되고, 상위
계층 기능 분할(Higher layer Function Split) 기반 무선 멀티홉 릴레이 표준을 고정형에
국한하여 표준화 작업이 2020년 상반기에 완료되고, Rel-16에서 개선되고 강화된 IAB 기술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 향후 무선 자원 다중화를 위한 동시 송수신 고도화
기술 및 무선 자원 효율성 강화와 무선 백홀 신뢰성 및 부하 분산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중심으로 IAB 고도화 기술이 본격적으로 표준화될 것으로 예상
- 3GPP RAN
· 이동통신 커버리지 홀을 최소화하고 저비용으로 5G 이동통신 망을 구축하기 위해 통합
액세스 백홀 기능 표준 도입을 위한 Study 완료 [2018]
· FR1 및 FR2 기반 멀티홉 무선 백홀의 무선 전송 및 접속 기술을 지원하며, 무선 백홀
링크의 품질 저하 및 손실을 극복하기 위한 적응적 토폴로지 관리 기술, in-band 및
out-band 기반 효율적인 무선 릴레이 기술 등의 Rel-16 규격 개발 완료 [2020]
· IAB 기능에서 무선 백홀의 안전성, 부하 분산, 스펙트럼 효율성, 멀티홉 대기 시간 및
단대단 성능 등을 강화를 목표로 규격 개발 진행 중 [2022]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RAN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7.340, 5G NR; Multi-connectivity;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04, 5G NR; User Equipment (UE) procedures in idle mode and in
RRC Inactive state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401, NG-RAN; Architecture description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413, NG-RAN; NG Application Protocol (NGAP)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423, NG-RAN; Xn Application Protocol (XnAP)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425, NG-RAN; 5G NR user plane protocol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463, NG-RAN; E1 Application Protocol(E1AP)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38.340, 5G NR; Backhaul Adaptation Protocol Release 17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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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TS 38.473, NG-RAN; F1 Application Protocol(F1AP) Release 17

완료연도
진행중
(2022)

TS 38.201, 5G NR; Physical layer; General description Release 17

2021

TS 38.202, 5G NR; Services provided by the physical layer Release 17

2021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7

2021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7

2021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7

2021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7

2021

[서비스 기술]
¡ (5G C-V2X 기술 표준) 3GPP

Rel-16 대비 더 우수한 성능을 지원하는 C-V2X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Rel-17을 통해 진행 중 [2020]. C-V2X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Rel-17 5G NR V2X 단계에서는 보다 향상된
신뢰도와 저지연 특성을 기반으로 향상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표준화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3GPP RAN
· Rel-16에서 5G NR V2X에 대한 연구를 거쳐, 무선 전송 및 무선 접속 기술 표준 개발
완료[2020]
· Rel-17에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지연과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원 할당 방법,
브로드캐스트, 그룹캐스트, 유니 캐스트 통신 방식에 대한 DRX를 적용에 대한 표준
개발과 5G NR 직접통신 링크 상에 릴레이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Rel-18 관련 표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고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5G NR 직접
통신 링크의 확장기술과 5GC에서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지원을 위한 RAN 기능
설계 등이 표준화 추진 예상
- 3GPP SA
· Rel-16에서 V2X 서비스를 위한 5G 시스템 지원 및 고도화된 V2X 서비스를 위한 5G
시스템의 구조 확장 연구와 V2X 시나리오에 대한 5G 시스템 확장 표준 및 V2X 서비스
향상 표준 개발 완료[2020]
· Rel-17에서 V2X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응용 계층 확장 연구, 보행자를 위한 V2X 운용
지원을 위한 5G 시스템의 구조 확장 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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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6

2020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6

2020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6

2020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6

2020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6

2020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3.185, Security aspect for LTE support of V2X services Release 16

2020

TS 33.536, Security aspects of 3GPP support for advanced V2X services Release 16

2020

TS 38.211, 5G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5

2019

TS 38.212, 5G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5

2019

TS 38.213,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5

2019

TS 38.214, 5G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5

2019

TS 38.300, 5G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5

2019

TS 38.321, 5G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5

2019

TS 38.323, 5G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5

2019

TS 38.331, 5G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5

2019

TS 22.186, Requirements for eV2X scenarios Release 16

2020

TS 23.287, 5GS support for V2X Services Release 16

2020

TS 24.486, VAE layer protocol, Release 16

2020

TS 24.587, V2X services in 5GS, Release 16

2020

TS 24.588, V2X services in 5GS; UE policies, Release 16

2020

TS 29.486, VAE service, Release 16

2020

3GPP RAN

3GPP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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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N 기술 표준) GEO와 LEO 및 HAPS 기반 표준 기술 규격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NB-IoT/eMTC 지원 및 지상 통신과의 융합 기반 표준 기술 연구와 규격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또한 Regenerative Payload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표준 규격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3GPP SA
· 5G의 위성 액세스에 대한 서비스 요구사항 연구 및 규격화 작업을 Rel-16에서 완료 및
위성 백홀과 5G 규격화 작업을 Rel-18에서 완료하였고, 여러 국가를 커버하는 위성 액세스에
대한 유즈케이스 및 요구사항의 표준 기술 연구에 대해 Rel-18에서 완료 [2021].
· SA2에서는 5G 위성 액세스에 대한 아키텍처 및 이동성 관리와 다중연결에 대한 5G 위성
시스템 표준 기술 연구 및 규격화 작업을 Rel-17에서 완료 [2021].
· SA5에서 통합 위성 요소에 대한 5G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연구를 Rel-17에서 완료 [2021]
- 3GPP RAN
· NTN 채널 및 5G NR 영향에 대한 연구를 Rel-15에서 완료하였으며, 5G NR 영향에 대한
표준 기술개발 연구를 Rel-16에서 완료 [2019]
· 연구 항목에 대한 규격화 작업과 함께 NB-IoT/eMTC 지원과 가동식 빔 LEO를 포함한
확장된 응용 시나리오에 대한 표준 기술 연구 및 규격화 작업을 Rel-17에서 추진 에정 [2022]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RAN

3GPP SA

표준(안)명

완료연도

TR 36.763, Study on Narrow-Band Internet of Things (NB-IoT)/enhanced
Machine Type Communication (eMTC) support for non-terrestrial networks

2021

TR 38.821, Solutions for 5G NR to support non-terrestrial networks(NTN)

2019

TR 38.811, Study on New Radio(5G NR) to support non terrestrial networks

2018

TR 22.926, Guidelines for Extra-territorial 5G Systems

2021

TR 28.808, Study on management and orchestration aspects with integrated
satellite components in a 5G network

2021

TS 22.261,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Services and System Aspects;
Service requirements for the 5G system; Stage 1

2021

TR 23.737, Study on architecture aspects for using satellite access in 5G

2019

TR 22.822, Study on using Satellite Access in 5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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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표준) LBS 지원 기술 표준은 서비스와 시스템 측면의 위치서비스
기술과 무선 접속 네트워크와 단말에서 지원하는 측위(Positioning) 기술로 분류할 수 있으며
3GPP의 SA, RAN 기술규격그룹 내에서 기술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음. 또한 OMA
표준화기구의 LOC WG 에서는 서비스 시나리오와 IP 기반 프로토콜 중심으로 표준화 수행.
3GPP 측위 기술은 V2X, UAV, IIoT, 긴급구조 등 서비스 특화 기술에서 요구하는 측위
성능에 유의하여 상호 보완 및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방향으로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5G NR 기반 Rel-16 RAT 의존적 정밀 측위 기술은 Rel-17 에서 IIoT 서비스를 지원하는
성능목표로 고도화되고, 기타 가용한 RAT 독립적 측위 기술, 이미징, 센싱 기술,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 측위 기술이 작동되는 시스템 구성과 인터페이스의 표준화
요구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
- 3GPP RAN
· 3GPP Rel-16 에서는 Multi-RTT, DL-TDOA, DL-AoD, UL-TDOA, UL-AoA 과 같은 5G
NR RF 기반 측위 기술을 표준화 하였고 아울러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Privacy 인증기능을
표준에 반영 [2020]. 5G NR RF 신호 측정치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과 결합되어
Fingerprint 측위 방식으로 고도화 예상됨
· Rel-17에서는 측위 고도화를 통한 IIoT 서비스 지원을 성능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반서비스는
1m 거리와 100ms 지연시간 이내, IIoT 서비스는 0.2m 거리와 약 10ms 지연시간 오차를
목표로 진행 중 [2021]
· LPHAP를 Rel-17에서 Work Item으로 승인했으며 이는 측위 정확도 0.5m @90%, 측위
단말기 배터리 동작시간 수개월에서 수년 지원 목표 [2021]
· B5G에서는 측위 정확도를 10Cm (outdoor), 1Cm (indoor), 10ms (latency) 이내로 제시하고
있으며, 초정밀 측위 기술이 센싱, 이미지 처리기술 고도화와 통합되므로 다양한 미래 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은 복합, 통합적 정밀 측위 기술로 발전하는데,
센티미터 수준 정확도, 10ms 이하 응답시간 성능으로 1,000km 이동체와 Industrial IoT 지원
예상.
· B5G 후보 기술인, RF 통신을 대체하며 에너지 소모 및 가격면에서 경쟁력 있는 가시광
통신 기술과 가시광 통신 기반 측위 기술개발 연구 필요
- 3GPP SA
· 5G 시스템은 측위 서비스를 위해 3GPP 측위 기술들의 조합 또는 3GPP 측위 기술과 non-3GPP
측위 기술의 조합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측위 방식 지원 [2021]
· 5G 측위 서비스로 공장 내 자산과 이동체 위치 추적, 철도, 도로, UAV를 이용하는 운송과 물류,
V2X 응용 서비스, 미션크리티컬 측위 등 버티컬 및 정밀 측위 응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2021]
- OMA LOC
· OMA Location Working Group은 SUPL, MLS/MLP, LPPe, LOCSIP 등 위치기반 서비스
관련 인터페이스 표준화 활동
· LPPe는 3GPP 측위 프로토콜 LPP의 확장을 제공하여 제어영역과 사용자 영역 측위
프로토콜을 융합. LPPe V 2.0은 실내 측위, Crowd Sourcing 측위 기능 추가 [2020]
· User Plane 측위를 위해 SLP와 SET(단말)간 측위 규격인 SUPL을 정의하고 있는
OMA-TS-ULP에서는 5G NR Cell Info 등 5G 관련 신규 파라미터 추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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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위치요청, 주기 위치요청, 영역 트리거 기반 위치요청, 긴급위치 요청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절차가 정의되었으며, SUPL3.0과 gLOC1.0을 통해 실내
측위, 측위 고도화, 비 네트워크 기반 측위 기술 등을 포함하는 측위 기술 반영 [2018]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R 38.857, 5G NR Positioning Enhancement (Release 17)

2021

TS 38.455, 5G NR Positioning Protocol A (5G NRPPa) (Release 16)

2021

TS 37.355, LTE Positioning Protocol (LPP) (Release 16)

2021

TS 38.305, NG-RAN; functional specification of UE positioning (Release 16)

2021

TS 22.261, Service requirements for the 5G system (Release17)

2021

TS 23.273, 5G System (5GS) Location Services (LCS) (Release 16)

2021

TS 23.271, Functional description of Location Services (LCS) (Release 16)

2020

TS 22.071, Location Services (LCS); Service description (Release 16)

2020

OMA-TS-MLP-V3_5, Mobile Location Protocol

2020

OMA-TS-LPPe–V2_0, LPP Extensions Specification

2020

OMA-TS-ULP-V3_0, User Plane Location Protocol

2018

OMA-TS-ILP-V3_0, Internal Location Protocol

2018

3GPP RAN

3GPP SA

OMA LOC

¡ (무인기(UAV) 기술 표준) 무인기 통신을 위한 탐지 및 이동성 관리 표준 기술개발을 완료했으며,
5G 기반 다양한 무인기 응용기술에 대한 서비스 요구사항을 반영한 표준 기술개발 예상. 또한
UAS를 위한 무선 백홀 기술과 UAV와 UAV 컨트롤러 사이의 제어 트래픽 및 탐색을 위한
UAV간 통신 기술 등 향상된 UAV 기술의 표준 규격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3GPP SA
· 무인기의 원격식별을 위한 서비스 요구사항 및 3GPP 기반 무인기 시스템의 서비스
요구사항을 Rel-16에서 완료하였으며, 5G 기반 다양한 무인기 응용을 위한 서비스 요구사항
연구를 Rel-17에서 완료. SA2에서 무인기 시스템의 연결, 식별 및 추적 표준 기술에 대한 연구를
Rel-17에서 완료. SA6에서 무인기 애플리케이션 계층 지원에 관한 연구 완료 [2020]. SA3에서
무인기 보안에 대한 연구 완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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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GPP RAN
· 무인기 통신을 위한 이동 성능 및 간섭 탐지 기술과 가입 기반 식별을 위한 신호 지원
기술에 대한 표준 기술 규격화 작업을 Rel-15에서 완료 [2018]. 5G NR 기반 무인기 액세스
표준 기술개발 예상 [2022]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6.321, Evolved 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E-UTRA);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2018

TR 36.777, Study on enhanced LTE Support for Aerial Vehicles

2017

TR 33.854, Study on security aspects of Unmanned Aerial Systems (UAS)

2021

TR 23.754, Study on supporting Unmanned Aerial Systems Connectivity,
Identification, and Tracking

2020

TR 23.755, Study on application layer support for Unmanned Aerial System (UAS)

2020

TR 22.829, Study on enhancement for Unmanned Aerial Vehicles(UAVs)

2019

TS 22.125, Unmanned Aerial System(UAS) support in 3GPP

2019

TR 22.825, Remote Identification of Unmanned Aerial Systems

2018

3GPP RAN

3GPP SA

¡ (5G 기반 확장현실 서비스 표준) Rel-16에서 SA 위주로 표준화가 진행. 미디어 포맷, API,
QoS, 전송 기술, IMS 통화 기술 위주로 진행 중이며, 확장현실 서비스를 3GPP 네트워크에서
수용하기 위해 확장현실 서비스만의 특징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에 대해 표준화를 진행 중.
Rel-17에서는 RAN에서 혼합현실 서비스의 트래픽 분석 및 성능 평가 기술에 대해 표준화
진행될 것으로 예상
- 3GPP SA
· XR을 5G에서 사용하기 위해 미디어 포맷, 메타 데이터, 접근성, API, QoS, 전송 기술,
IMS 통화 기술에 대한 study item을 Rel-16에서 완료하였음. 또한 VR의 QoE에 대한
work item을 Rel-16에서 완료 Rel-17에서 트래픽 특성 분석, 서비스 정보에 대한 study
item 논의[2021]
- 3GPP RAN
· RAN1에서 XR의 트래픽을 분석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기술을 Rel-17에서 진행[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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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RAN

표준(안)명

완료연도

TR 38.838, Study of XR (Extended Reality) evaluations for 5G NR

2021

TR 26.925, Typical traffic characteristics of media services on 3GPP networks

2021

TR 26.928, Extended Reality (XR) in 5G

2020

TR 26.929, QoE parameters and metrics relevant to the Virtual Reality (VR)
user experience

2019

TR 22.261, Service requirements for the 5G system

2019

3GPP SA

[네트워크 기술]
¡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표준) 3GPP, ITU-T/R, O-RAN, IEEE 등에서 5G를 위한 개방형,
공유형, 가상화 기지국 기술 표준화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 중이며, 관련 표준 규격 개발을
진행 중이며, 향후 Rel.17, 18에서 고도화를 위한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3GPP RAN
·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G NR를 위한 무선 접속망 구조, RAN 내부 CU-DU
기능 분리 및 인터페이스, LTE-5G연동, 5G SA 및 NSA 구조에 대한 RAN 레벨의 Study
Item 완료하여 TR 38.801(Radio Access Architecture and Interface)과 TR 38.804(5G NR
Radio Interface Protocol Aspects) 규격 문서 발간 [2017]
· 5G NSA/SA 기반 액세스 네트워크 구조, 연동/MVI, 인터페이스/프로토콜에 대한
Rel-15 WI 규격 작업 완료 [2017]
· 5G 기지국 내부 분리 구조/개방형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 작업 완료 [2020]
- O-RAN
· 5G 개방형 무선 네트워크 표준 개발 단체로 발족 [2018]
· 개방형 5G 프론트홀 규격 개발 완료 [2019]
· O-RAN Near-RT RIC 인터페이스(E2) 프로토콜 규격 개발 완료 [2020]
· O-RAN Non-RT RIC 인터페이스(A1) 프로토콜 규격 개발 완료 [2021]
- IEEE 802
· IEEE 802.1CF(Network Reference Model and Functional Description of IEEE 802 Access
Network) 표준 완료 [2017], P1914.1(Standard for Packet-based Fronthaul Transport
Networks) 및 P1914.3(Standard for Radio Over Ethernet Encapsulations and Mappings)에서
프론트홀 전송망 규격 개발 완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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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6.423, X2 Application Protocol(X2AP) Release 15

2018

TS 38.423, Xn Application Protocol(XnAP) Release 15

2018

TS 38.473, F1 Application Protocol(F1AP) Release 15

2018

TS 38.463, E1 Application Protocol(E1AP) Release 15

2018

TS 38.300, NG-RAN overall description Release 15

2017

TS 38.401, NG-RAN Architecture description Release 15

2017

O-RAN A1 interface: Application Protocol-v3.01

2021

O-RAN Near-Real-time RAN Intelligent Controller, E2 Application
Protocol-v1.01

2020

ORAN-WG4.CUS.0-v01.00, Control, User and Synchronization Plane Specification

2019

ORAN-WG4.MP.0-v01.00, Management Plane Specification

2019

IEEE 802.1CM, Time-Sensitive Networking for Fronthaul

2019

IEEE P1914.1, Standard for Packet-based Fronthaul Transport Networks

2018

IEEE P1914.3, Standard for Radio Over Ethernet Encapsulations and Mappings

2018

IEEE 802.1CF, Network Reference Model and Functional Description of IEEE
802 Access Network

2017

3GPP RAN

O-RAN
Alliance

IEEE 802

¡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 3GPP, ITU-T/R 등에서 5G를 위한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화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 중이며, 관련 표준 규격 개발을 진행 중.
멀티무선 초고밀집/스몰 셀 구성, 연동, 운용 기술. 다중 연결(Multi-Connectivity) 기술, 이동성
제어, 트래픽 분산 기술 위주로 표준화 진행될 될 것으로 예상
- 3GPP RAN
· 소형셀 향상 Study Item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LTE 시스템에서의 이중연결
지원, 소형셀 On/Off 및 탐색, 무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동기 획득, 그리고 소형셀을
위한 고차변조등과 관련한 표준화 작업을 완료 [2014]
· Rel-8에서 EPS(Evolved Packet System)의 non-3GPP 액세스 네트워크 연동의 일부로써
3GPP 액세스와 WLAN 사이의 IP 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LTE core망을 통한 IP 레벨의
LTE-WiFi 통합 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Rel-13에서는 LTE-WiFi 간 radio link 레벨의 결합이
가능하도록 LTE-WiFi Link Aggregation(LWA) 규격이 추가 정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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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향링크에서의 데이터 병합 전송, 60㎓대역을 사용하는 802.11ad 등과 같은 추가적인
Wi-Fi와의 병합 전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enhanced LWA(Rel-14) 관련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 표준화가 완료 [2017]
· AI에 기반한 RAN intelligence의 기능 프레임워크와 AI RAN 솔루션에 대한 연구 완료 [2021]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R 37.817 Study on enhancement for Data Collection for 5G NR and EN-DC

2021

TS 36.423, X2 Application Protocol(X2AP) Release 15

2018

TS 38.423, Xn Application Protocol(XnAP) Release 15

2018

TS 29.413, Application of NGAP to Non-3GPP Access Release 15

2018

TR 38.874, Integrated Access and Backhaul for 5G NR Release 15

2018

TS 38.300, NG-RAN overall description Release 15

2017

TS 37.340, E-UTRA and 5G NR Multi-Connectivity Release 15

2017

TS 38.401, NG-RAN Architecture description Release 15

2017

3GPP RAN

¡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표준) 3GPP, ETSI, ITU-T 등에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련한 표준개발을 진행 중이며, 코어망 관점, RAN 관점, NFV 지원 확장 구조 등
다양한 규격 개발을 진행 중
- 3GPP SA
· SA2에서 5G 코어망에서의 향상된 네트워크 슬라이싱 구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TS 23.501,
TS 23.052 규격 내에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위한 식별자 및 NSSF 기능 관련한 기본 구조 정의를
완료하고 이후 확장된 규격 개발을 위한 추가 연구 작업을 완료 [2021]
- 3GPP RAN
· RAN3에서 5G NR에서의 RAN 슬라이싱을 위한 연구보고서 작업을 시작하여 슬라이싱
기반 셀 재선택, 핸드오버 시 고려사항 등을 연구 진행 완료 [2020]
- ETSI NFV
· NFV 환경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지원을 위한 연구보고서 작업을 진행하여 ETSI NFV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지원 구조에 대한 보고서를 작업 완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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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SA

표준(안)명

완료연도

TR 23.700-04, Enhancement of Network Slicing Phase-2

2020

3GPP RAN

TR 38.832, Enhancement of Radio Access Network (RAN) Slicing for 5G NR

2020

ETSI NFV

GR NFV-EVE 012 V3.1.1 (2017-12), Report on Network Slicing Support with
ETSI NFV Architecture Framework

2017

ITU-T SG13

Y.3112, Framework for the support of network slicing in the IMT-2020 network

2018

¡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표준) 3GPP에서 5G 기반의 다양한 접속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ATSSS 기술 및 5WWC 표준화에 대해 기본 구조 및 절차에 대한 규격을 완성하였으며,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새로운 조정 모드 및 시나리오를 위한 추가 고도화 기술을
위한 표준 규격 개발을 진행 중. 향후 다양해지는 서비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네트
워크의 유연성, 효율성, 안정성 등에 대한 추가 고도화 기술 위주의 표준화 추진 예상
- 3GPP SA
· 3GPP 5G 네트워크 초기 설계단계부터 유무선 통합을 고려한 통합 네트워크 및 제어
기술에 대한 표준 규격 완료 [2018]
· 고도화된 기술로써, 여러 접속망 사이의 트래픽 전송, 트래픽 분리, 트래픽 전환에 관한
기술, 유선 접속망을 수용하기 위한 연동 기술, 중단간 저지연/고신뢰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 기술에 대한 표준 규격 작업 [2020]
· 고도화된 기술로써, 신뢰할 수 있는 non-3GPP 접속 지원 및 유선 접속 지원 기술에 대한
표준 규격 작업 [2020]
· 보다 고도화된 세부 기술로써,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새로운 조정 모드를
정의하고 EPC 연동 시나리오를 위한 절차 및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등 추가 고도화기술에
대한 표준 규격 개발 [2021]
- 3GPP RAN, 3GPP CT
· 3GPP SA에서 설계한 시스템 구조 및 기능에 따라 해당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상세
프로토콜 및 메시지 형식 등 표준 규격 개발 [2021]
- BBF
· 3GPP와 연락문서 교환 및 공동 워크샵 등을 통해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요구
사항 및 네트워크 컨버전스를 위한 기술개발 현황을 지속적으로 상호 공유 [2021]
- IETF
·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인터넷 프로토콜을 개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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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SA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23.501, System architecture for the 5G System Release 17

2021

TS 23.316, Wireless and wireline convergence access support for the 5G
System Release 17

2021

TS 23.501, System architecture for the 5G System Release 16

2020

TS 23.316, Wireless and wireline convergence access support for the 5G
System Release 16

2020

TS 23.501, System architecture for the 5G System Release 15

2018

¡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기술 표준) 3GPP에서 5G를 위한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
표준화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 중이며, 관련 표준 규격 개발을 진행 중
- 3GPP SA
· SA2에서 NWDAF(Network Data Analytics Function) 표준화를 위해 TR 23.791 Rel-16
연구보고서 작업을 최초 시작하여 [2018] 이와 관련한 TS 23.288 표준화를 완료하였으며 [2019],
이후 Rel-17에서의 향상된 기능을 포함하는 TR 23.700-91 연구보고서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Rel-17 TS 23.288의 개정 작업을 완료[2021]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SA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23.288, Architecture enhancements for 5G System(5GS) to support network
data analytics services

2021

TS 23.700-91, Enablers for Network Automation for 5G – phase 2

2020

TR 23.791, Study of enablers for Network Automation for 5G

2018

¡ (버티컬 산업용 NPN 및 TSN 연동 기술) 3GPP, IEEE 등에서 5G 기반 NPN 및 TSN 기술 표준화에
대해서 Rel-16 표준 및 업데이트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이어서 Rel-17 논의를 시작하여 관련 표준
규격 개발을 진행 중. 향후 실제 적용 사례 등을 통해 새로운 시나리오를 발굴하여 이에 부합될
수 있는 개선된 기술들에 대하여 Rel-19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
- 3GPP SA
· 버티컬 및 5G LAN 서비스 지원을 위한 5GS 구조 및 프로토콜 표준 작업을 위한 Rel-16
SI를 완료하고 및 관련 표준화 완료 [2020]
· NPN 및 TSN (IIoT) 지원을 위한 5GS 구조 및 프로토콜 표준 작업을 위한 Rel-17 SI 및
구조 표준화 완료하고 [2021] 프로토콜 표준화 진행 중 [2022]
- IEEE 802.1
· 고신뢰도 네트워크 동기를 지원하기 위한 TSN 기반 프론트홀 표준 규격 업데이트 완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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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24.501, Non-Access-Stratum (NAS) protocol for 5G System (5GS); Stage
3 Release 17

진행중
(2022)

TS 23.501, System architecture for the 5G System Release 17

2021

TR 23.700-07, Study on enhanced support of Non-Public Networks (NPN)
Release 17

2021

TR 23.700-20,Study on enhanced support of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3GPP SA/CT (IIoT)
in the 5G System

IEEE 802.1

2021

TS 24.501, Non-Access-Stratum (NAS) protocol for 5G System (5GS); Stage
3 Release 16

2020

TS 23.501, System architecture for the 5G System Release 16

2019

TR 23.734, Study on 5GS Enhanced support of Vertical and LAN Services

2019

IEEE 802.1CMde-2020 - IEEE Standard for 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s -- Time-Sensitive Networking for Fronthaul - Amendment 1:
Enhancements to Fronthaul Profiles to Support New Fronthaul Interface,
Synchronization, and Syntonization Standards

2020

¡ (MEC 플랫폼 기술 표준, 5G 에지 컴퓨팅 지원 기술 표준) ETSI에서 가까운 유저에게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고 이를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위한 플랫폼 표준화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
중이며, 관련 표준 규격 개발을 진행 중. 향후 API 구현체 등이 MEC 개발 지원 및 테스트
에코에 추가될 것이며, 이는 시나리오에 따라 빠르게 차세대 IoT 에코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
- ETSI MEC
· Phase 1/2를 거쳐 Multi Access 지원을 위한 영역으로 확장 [2019]
· UE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MEC Service API, 프레임워크 표준 작업 완료[2019]
· GS MEC 026 규제 요구 사항 지원 표준 작업 완료[2019]
· ETSI MEC : V2X / Device Application Interface 추가, RNIS Update [2020]
· ETSI MEC : UE Identity API, API Conformance Test Spec 추가, Servie API, Traffic
Management, WLAN Management API 업데이트, Framework 업데이트 [2021]
- ITU-T SG 11
· Federated Edge / 3GPP SA에 Edge Computing Feature 추가 [2020]
- 3GPP SA6
· 5G Application Standard : Rel 16에서의 변화는 SEAL / CATIF2.0 / V2XAPP1.0 [2020],
REL 17에서의 변화는 EDGEAPP, 5G MessageService, Factory, UAS 대응을 위한 부분과
V2XAPP 2.0 등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 위한 표준이 추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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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GS MEC 014,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 UE Identity API V2.1.1

2021

GS MEC-DEC 032-1, API Conformance Test Specification : Part1 : Test
Requirements and Implementation Conformance Statement(ICS) V2.1.1
GS MEC-DEC 032-2, API Conformance Test Specification : Part2 : Test
Purposes (TP) V2.1.1
GS MEC-DEC 032-3, API Conformance Test Specification : Part3 : Abstract
Test Suite (ATS) V2.1.1
GS MEC 003,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Framework and
Reference Architecture V2.2.1
GS MEC 011, Multi-access Edge Computing(MEC) : Edge Platform
Application Enablement V2.2.1

ETSI MEC

2020
2020
2020
2020
2020

GS MEC 031, Multi-access Edge Computing(MEC) : MEC 5G Ingetration V2.1.1

2020

GS MEC 009, Multi-access Edge Computing(MEC) : General principles,
patterns and common aspects of MEC Service APIs V2.2.1

2020

GS MEC 015, Multi-access Edge Computing(MEC) : Traffic Management API V2.1.1

2020

GS MEC 028, Multi-access Edge Computing(MEC) : WLAN Information API V2.1.1

2020

GS MEC 030,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 V2X Information
Service API V2.1.1
GS MEC 021,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 Application Mobility
Service API V2.1.1
GS MEC 016,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 Device application
interface V2.1.1
GS MEC 012,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 Radio Network
Information API V2.1.1
GS MEC 024,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 Supporting for network
slicing V2.1.1
GS MEC 011,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 Edge Platform
Application Enablement V2.1.1
GS MEC 010-2,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 MEC Management ;
Part 2: Application lifecycle, rules and requirements managment V2.1.1
GS MEC 027,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 Study on MEC
support for alternative virtualization technologies V2.1.1

2020
2020
2020
2019
2019
2019
2019
2019

GS MEC 013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 Location API V2.1.1

2019

GS MEC 005, Multi-access Edge Computing (MEC) : Proof of Concept
Framework V1.1.1

2019

GS MEC 026, Support for regulatory requirements V2.1.1

2019

GS MEC 009, General Principles for MEC Service APIs V2.1.1

2019

GS MEC 016, UE application interface V2.1.1

2019

GS MEC 001, Terminology V2.1.1

2019

GS MEC 003, Framework & Reference Architecture V2.0.7

2019

GS MEC 002, Technical Requirement V2.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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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GS MEC 014, UE Identity API V1.1.1

2018

GS MEC 017, MEC/ NFV Architecture V1.1.1

2018

GS MEC 013, Location API V2.0.1

2018

GS MEC IEG 006, Market Acceleration : MEC Metrics Best Practice and
Guidelines V1.1.1
GS MEC 010-1, Mobile Edge Management Part 1 : System, host and
platform management V1.1.1
GS MEC 010-2, Mobile Edge Management Part 2 : Application lifecycle,
rules and requirements management V1.1.1

3GPP SA

ITU-T SG11

2017
2017
2017

GS MEC 011, Mobile Edge Platform Application Enablement V1.1.1

2017

GS MEC 012, Radio Network Information API V1.1.1

2017

GS MEC 015, Bandwidth Management API V1.1.1

2017

GS MEC 018, End to End Mobility Aspects V1.1.1

2017

GS MEC IEG 004, Service Scenario V1.1.1

2015

GS MEC IEG 005, Proof of Concept Framework V1.1.1

2015

(SA6) CATIF : TS 23.222 Common API Framework(CAPIF) 2.0 REL17
related with (SA2) SCEF/NEF and (SA4) xMB

2021

(SA6) SEAL : TS 23.434, Service Enabler Architecture Layer for Verticals
(SEAL); Functional architecture and information flows REL17

2021

TS 23.286, Application layer support for Vehicle-to-Everything (V2X) services;
Functional architecture and information flows (REL17)

2021

TR 23.748, Study on enhancement of support for Edge Computing in 5G
Core network (5GC) v0.30

2020

TR 23.748, Study on enhancement of support for Edge Computing in 5G
Core network (5GC) v0.20/v0.10/v0.00

2019

(SA6) CAPIF : TS23.222 Common API Framework(CAPIF) 2.0 REL16 related
with (SA2) SCEF/NEF and (SA4) xMB

2019

(SA6) EDGEAPP : TR 23.758, Study on application architecture for enabling Edge
Applications (REL17)

2019

(SA6) SEAL : TS 23.434, Service Enabler Architecture Layer for Verticals
(SEAL); Functional architecture and information flows REL16

2019

TS 23.286, Application layer support for Vehicle-to-Everything (V2X) services;
Functional architecture and information flows REL16

2019

TS 23.287, Architecture enhancements for 5G System (5GS) to support
Vehicle-to-Everything (V2X) services

2019

Q.FMEC-SRA Q7/11, Signalling requirement and architecture for federated
MEC (SG11)
Q.IEC-PRO Q7/11, Protocols for microservices based intelligent edge
computing

20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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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보안 프레임워크) 3GPP 5G Rel-15에서 첫 번째 5G 보안 보증 관련 내용이 포함된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Rel-16에서 개선되고 강화된 5G 보안 보증 방법들을 포함한 표준이
제정됨. 또한 추가적인 요구사항 등을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의 도입을 위한 논의를
Rel-17에서 진행 중. Rel-18 이후 Beyond 5G에 추가된 네트워크 기능과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보장 규격에 대한 고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신규 기능과 주요
시나리오 대한 보안 위협을 방지하고 보안 테스트 절차를 정의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 예상
- 3GPP SA
· SA3가 주도하는 표준 아이템으로 5G 보안 보증 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 보고서
작업을 완료하고(2017년), 첫 번째 보안관련 규격 작업과(2018년), 개선된 Rel-16 규격을
발행함 [2019]
- GSMA
· 3GPP 보안 보증 규격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장비 보안 보증 기법(NESAS)을 마련하였으며(2019년),
2번째 개정 버전을 발행함 [2019년]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3.117, Catalogue of general security assurance requirements Release 16

2021

TS 33.116, Security Assurance Specification (SCAS) for the MME network
product class Release 16

2020

GSMA PRD FS.13 Network Equipment Security Assurance Scheme Version
2.0

2021

3GPP SA

G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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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 O-RAN 아키텍처
- O-RAN 참조 아키텍처는 차세대 RAN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본 아키텍쳐는
6개의 워크그룹으로 이루어짐
· 비 실시간 RAN 지능형 컨트롤러 및 A1 인터페이스 워크그룹
· 실시간에 가까운 RIC 및 E2 인터페이스 워크그룹
· 스택 참조 설계 및 개방형 F1 / W1 / E1 / X2 / Xn 인터페이스 워크그룹
· 클라우드 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워크그룹
· 개방형 프론트홀 인터페이스 워크그룹
· 화이트 박스 하드웨어 워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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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5G CORE
- Open5GCore Rel-5에는 가속화 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 된 대규모의 새로
구현 된 기능이 포함됨
· 5G NR SA (N1, N2, N3)와 통합
· 제어 사용자 플레인 분할 구현 – PFCP (N4)
·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 (HTTP / 2, OpenAPI, REST)
· 로컬 오프 로딩 및 백홀 제어
· 수직적 사용 사례 및 전용 네트워크를 위해 고도로 사용자 정의 가능
· 5G 코어 네트워크를 위한 벤치마킹 도구
· 비3GPP 액세스에 대한 기본 종단 간 지원
· 다중 슬라이스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 Open5GCore Rel-5는 5G New Radio Stand-Alone (SA), 기성 LTE, NB-IoT LTE 및 WiFi
및 60㎓ WiFi와 같은 비3GPP 액세스 네트워크와 통합되어 다양한 기능과 Apple리케이션을
즉시 시연하고 요구사항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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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AP(Open Network Automation Platform)
- ONAP은 NFV Orchestration, SDN Controller뿐 아니라 Service Design, Analytics,
Network Management 등이 포함된 운영, 관리 플랫폼으로, AT&T에서 공개한 ECOMP와
China Mobile, Huawei, ZTE 등이 주도한 Open-O 프로젝트가 Linux Foundation의 Open
Source 프로젝트로 2017년 4월에 통합
- 회원사로 AT&T, China Telecom, Jio, Bell Canada 등 통신사와 삼성, 시스코, Ericsson, Nokia,
Huawei, ZTE 등 주요 장비업체가 참여
- 2018년 1월 ONAP과 OPNFV 프로젝트는 Linux Foundation Networking 산하 프로젝트로
통합되어, 이전에 ONAP과 OPNFV로 구분되어 참여하던 업체들이 하나의 통합된 조직으로
참여하여 활동 중
- 1차 릴리즈가 VoLTE, vCPE의 유즈케이스를 대상으로 2017년 11월에 배포되었으며, 6개월
단위의 일정으로 Beijing, Casablanca, Dublin의 순서로 차기 버전이 배포됨. PON Broadband
Service 청사진 등이 추가된 4차 릴리즈 Dublin이 2019년 7월에 출시

<ONAP 구조, 출처: https://www.ona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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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S)

약 점 요 인(W)

- 국내 시장 규모의 한계
국내역량요인 시 - 무선 패킷 데이터 사용량 증가
시
- 세계최초 5G 상용서비스 시작
- 5G 상용망 구축 투자비 상승
장 - 다양한 단말 공급 및 서비스 개발 장 - 차별화 서비스 발굴 부진
- 5G 상용화 기술 확보 및 운용
경험
- 핵심원천기술개발 미흡
기
기
- 융합 서비스 발굴 확대
- 무선통신 핵심 소자/부품/장비
술 - 지속적인 5G 주파수 발굴 및 공급 술
기술 기반 취약
- 원천기술 연구 투자 확대
- 표준화 경험 축적 및 전문가 확대

국외환경요인

표 - 국제표준 기여도/영향력 증대
준 - 5G/B5G 국제활동 참여 증대
- 국내 표준 및 5G 포럼 활동 강화

【SO전략】

기
회
요
인
(O)

위
협
요
인
(T)

- 유무선 융합 시장 활성화
- 5G 도입 확대
시 - 모바일 데이터 시장 급성장 및 - (시장) 국내 시장 및 기술의 빠른
장 스마트 모바일 혁신 시작
적응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5G 및
- 비대면 확산에 따른 ICT 의존도
통신 융합 시장선도
증가
- (기술) 5G/B5G 핵심기술을 선제적
으로 개발하여 글로벌 기술 우위
- 5G 기반 응용기술개발 활성화
확보 및 확산
기 - 스마트 무선 연결성 활성화 요구 - (표준) 5G/B5G 표준화를 위한 국제
표준의장단 진출 등 기여도/영향력 강화,
술 - 5G 조기 상용화 경험 활용
- 국제적 연구 공조 확대
5G/B5G 중장기 R&D 및 표준화의
체계적 추진으로 5G 핵심 기술
고도화, B5G 핵심기술 발굴 및
- 4G 표준화 주도세력과 연합 경험 글로벌 리더쉽 확보
표 - 5G 표준화 활동 시 전략적 협력 - (기타) 중소기업들이 기 확보한 우수
기술들의 표준화 추진을 통해 중소
준 및 표준화 주도
- 미래 IMT 요구사항 연구 시작 기업의 표준 IPR 확보 성공사례 발굴
추진
- 융합 서비스 출현으로 주도권 【ST전략】
시
경쟁 심화
장 - 과다 경쟁 및 투자비 상승으로 - (시장) 세계 최초 상용화 및 운용
수익성 악화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및 응용 시장
확보, 융합 및 확장 시대에 적합한
기 - 주요 기술에 대한 경쟁 격화
R&D와 국내 시장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
술 - 중국의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
- (기술) 핵심 기술개발 및 표준화의
종합적인 로드맵 마련과 체계적인
- 소수 외국 글로벌 기업에 의한 국가 R&D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표준화 리더쉽 확보
표 국제표준 활동 주도
준 - 사실상의 단일 표준으로 3GPP 내 (표준) 국제표준화 주도를 통한 표준
IPR 확보로 외국 기업의 특허 공격
경쟁 심화
으로부터 국내 중소기업 보호

- 국제표준화 전문가의 지속성

표
부족
준 - 의장단 확보 부족
【WO전략】

- (시장) 기 확보한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 개척
- (기술) 기술개발, 표준화,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참여가 가능한
R&D 체제 구축으로 원천 기술의
산업화 성공사례의 발굴 및 확산
추진
- (표준)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 및
지속적 추진
- (기타)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한
원천기술 및 표준 IPR 획득 가능
분야 집중

【WT전략】
- (시장) 표준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전략 및 산학연 공조를
통한 국내 역량을 집중하여 시장
확보
- (기술) 특화된 핵심원천 기술의
장기적인 R&D 진행 및 국외
R&D 공동연구, 핵심부품에 대한
중장기적 확보 노력
- (표준) 표준 주도세력과 기술 교류를
통한 국제 표준 전문가 양성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3GPP 표준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 주도 전문가 지속적인 양성 필요
- 5G/B5G의 R&D 결과물이 표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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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추진전략

ㅇ 영역별 특징 및 대응전략
- 차세대공략 : 미래 핵심기술 및 유망서비스 신규 표준 제안을 통해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는 분야
: 국제표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
: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
- 선도경쟁공략 : 표준화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역량이 높아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분야
: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표준화활동 추진
- 추격/협력공략 :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 중 국내 진입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타
국가의 표준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후발주자로써 추격하거나 다각화된 협력이 필요한 분야
: 국제 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 포럼, 컨소시엄에서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
: 전략적 대외협력 강화 및 제휴를 통한 기술/표준의 Catch-up 전략 추진
- 지속/확산공략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단계이나 국내역량이 높아 후속/개정 표준화에서의 선도가
예상되며, 표준 기반 서비스 및 시장 확산에 집중이 필요한 분야
: 높은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한 후속/개정 표준화 주도 및 추가적인 틈새표준 발굴을 모색
: 표준기반 킬러 Apple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적용을 통한 표준 활용 촉진
- 전략적수용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된 분야 중 국내역량은 낮지만 전략적으로 수용이 필요한 분야
: 국제표준의 수용 및 적용을 통한 국제 호환성 확보와 국내 시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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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가 기술 표준

TTA 이동통신
국내 무선접속 PG,
5G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3GPP RAN,
ITU-R WP5D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ITL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미국) 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기술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미국) AT&T/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선도국가/
Nokia, (중국) CMCC/Huawei/ZTE, (일본) NTT Docomo,
기업
(한국) 삼성, LG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5G 이동통신 표준화가 지속되어 2021년 Rel-17 규격 완료 및 Rel-18 신규 규격 진행 예정. 무선자원
사용 효율 증대의 방안으로 기존 대비 고성능 단말, 기지국 및 네트워크 장비의 도입을 가정한 큰 폭의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화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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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다중 안테나 패널을 장착한 단말, AI/ML 기법에 기반한 무선자원 관리를 수행하는 기지국 등,
향상된 성능을 지원하는 장비에 기반한 무선자원 관리 기술개발이 논의 될 예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ITU 등의 단체에서 이후 무선자원
사용 효율에 관련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논의 될 경우, 국내 기관 및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관련 논의에 국내 단체 및
기업의 적극적인 기고 활동이 요구됨. 5G 네트워크 구현 경험에 기반한 신규 기술 아이템
발굴 및 표준화 추진이 필요함
<표준화 계획>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PG1102)에서 관련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표준들에 대한 검토
및 전환 채택, 추가 기술 논의 등을 진행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제표준 선제 대응을 위하여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활동 유지 및 지속적인 신규 표준 과제 발굴 추진
- (표준화 포럼 활동) 무선 접속 기술의 효율성 증대 방안 모색을 위한 5G 포럼 활동 유지
및 대외 협업 추진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최신 표준 기술 분석을 통한
개선점 도출 및 사용 예 신규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기술 확보

- 신규 장비 및 단말의 도입에 따른 핵심 표준화 기술 및 파생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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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밀리미터파 대역 및 광대역 송수신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5G포럼

국제

3GPP RAN,
ITU-R WP5D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ITL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한국) 삼성/LG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미국) AT&T/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선도국가/
Nokia, (중국) CMCC/Huawei/ZTE, (일본) NTT Docomo,
기업
(한국) 삼성/LG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광대역 통신 구현의 핵심 방안으로 밀리미터파 대역 송수신 기법에 대한 표준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중. 구현 기술의 발전으로 밀리미터파 상용화 및 사용 범위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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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52㎓ 이상의 초고주파 대역에서 광대역폭 활용한 통신 지원을 위한 신규 기술 표준화
및 28㎓ 등 기존 밀리미터 대역을 다양한 통신 방식에 활용하기 위한 적합화 기술 표준
진행 예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 등에서 신규 서비스, 사용 예시 등에
대한 논의 또는 무선 통신용 대역 신설 등에 대한 논의 진행 시 국내 상황에 적확한 방향으로
표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관련 논의에 국내 단체 및
기업의 적극적인 기고 활동이 요구됨. 국내 사업 환경 및 요구사항을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 요구됨.
<표준화 계획>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PG1102)에서 관련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표준들에 대한 검토
및 전환 채택, 추가 기술 논의 등을 진행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제표준 선제 대응을 위하여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활동 유지 및 지속적인 신규 표준 과제 발굴 추진
- (표준화 포럼 활동) 무선 접속 기술의 효율성 증대 방안 모색을 위한 5G 포럼 활동 유지
및 대외 협업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국내 업체 및 기관에서 시연
및 5G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3GPP 표준화에 적극 반영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기술 선도를 위한 지속적 연구 투자 및 표준화 리더쉽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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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5G포럼

국제

3GPP RAN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 U+,
ITL, WILUS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퀄컴,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중국)화웨이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퀄컴,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중국) 화웨이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신규)→ 선도경쟁공략(Ver.2022)
5G 기반한 저복잡도 단말 무선접속 기술 표준화를 통해 국내에 5G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IoT 산업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여 관련 융합 기술의 표준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선도경쟁공략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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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Rel-17 저복잡도 단말 무선접속 기술표준 연구 완료 및 규격 작업 착수 예정이며, 2021년
하반기 Rel-17 저복잡도 단말 무선접속 기술표준 규격 작업 완료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 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ITU-R에서 저복잡도 단말 무선
접속 기술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한 논의 모니터링 및 필요시 타국과의 협력 고려.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 표준화기국 활동(적극대응)) 실험 기고에 적극 참여 및 기술
문서에 실험 결과 반영, 기술 기고에 적극 참여 및 기술 문서에 후보 기술 반영
<표준화 계획>
- 3GPP Rel-17 저복잡도 단말 무선접속 기술표준 규격을 준용하여 국내 표준 문서 작성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저복잡도 단말 무선접속 기술표준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하여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활동 유지
- (표준화 포럼 활동) 저복잡도 단말 무선접속 기술표준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하여 5G 포럼
활동 유지
- (국제표준 준용) 3GPP Rel-17 표준 문서 준용 지속 및 필요시 회원사 간 공동기고를 통한
주도권 확보 노력 필요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3GPP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복잡도 단말 무선접속 기술표준
관련 논의 적극 참여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Rel-17 저복잡도
표준화 방향에 따라 기존 5G 단말 관련 특허에 저복잡도 단말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
하고 관련 특허의 변경 및 추가 출원 활동을 통해 표준특허기술을 확보하여 저복잡도
단말관련 IPR 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Rel-17 저복잡도 단말 무선접속 기술 표준의 연구가 진행 중으로 표준화 및 기술 개발
병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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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5G IoT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국제

3GPP RAN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 U+,
ITL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한국) 삼성전자/LG전자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한국) 삼성전자/LG전자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Rel-17에서 5G IoT의 고도화 표준화가 완료되고, Rel-18에서도 고도화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에릭슨, 화웨이 등 외국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용화가 이루어진 만큼 국내 5G 확산 및 다양한
융합산업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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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3GPP RAN에서는 Rel-17에서 5G IoT 고도화 표준을 개발했으며, Rel-18에서도 고도화 표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의 관련 WG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선도 기회
발굴 및 응용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유효

<표준화 계획>
- 국제표준 전환 채택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국제표준화에 반영
<대응방안>
- (국제표준 준용) 국제표준을 준용하되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이동통신
무선접속PG(PG1102), 이동통신 네트워크PG(PG1103) 등에서 IoT 관련 주제 논의 및 필요 시
회원사 간 공동기고를 통한 주도권 확보 노력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해당 표준은 LTE 기반 IoT 기술의
상용이 이미 완료되었고, 그 토대 위에 5G 기반의 기술 고도화를 이루려는 과정에 있음.
따라서 산업계와의 융합 서비스 발굴 및 기술 연구를 통해 표준안 공백 분야를 도출하고,
고도화되는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표준화를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이미 LTE 기반 IoT 기술의 상용이 완료된 상태에서 고도화하고 있으므로 표준과 기술개발 병행
추진이 필요

D.N.A.생태계 강화 _ 5G/B5G 113

(지속/확산공략 | 병행) URLLC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RAN,
ITU-R WP5D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ITL, WILUS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버티컬서비스
프레임워크
PG, 5G포럼

(미국) Qualcomm/InterDigita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OPPO
(한국) 삼성전자, LG전자

기술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Qualcomm/InterDigita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OPPO,
(한국) 삼성전자, LG전자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5G 이동통신 표준화가 본격 진행되어 URLLC 기술이 포함된 3GPP Rel-16 규격화 완료. 더 다양한
버티컬 산업들로부터의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반영 및 달성하기 위해 보다 진화된 URLLC 관련
무선접속 기술들이 Rel-17를 통해서 규격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Rel-18에서 또한 더욱 진보된
URLLC 표준 기술 연구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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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3GPP Rel-15/16을 통해서 도입된 URLLC 무선접속 기술을 기반으로 Rel-17 에서는 URLLC
관련 추가적인 규격 기술 고도화를 위한 규격화 작업이 2022년 3월 완료를 목표로 표준화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 중. 향후 Rel-18 URLLC에 관한 추가적인 표준화 일정 및 표준 기술
항목들에 대한 계획이 2021년 12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추후 ITU-R에서 URLLC 관련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 여부 등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고려. 또한, 관련 논의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에서 진행되고 있는 URLLC
관련 요소기술 논의에 국내 기업 및 기관에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표준화 계획>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및 버티컬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에서 3GPP에서
URLLC 관련 기술이 포함되어 제정된 표준들에 대한 전환채택 진행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URLLC 표준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신규 표준 과제 추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3GPP에서 진행되고 있는 URLLC 관련 요소기술 표준화 논의
적극 참여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원천기술
성격의 기존 URLLC관련 특허를 기반으로 개량된 표준기술 연구/표준화 활동 및 이를
기반으로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설계 작업 시행이 요구

- Rel-17/18에서 상용화에 적합하고 구체적인 URLLC 기술에 대한 표준화 논의 시, 산·학·연의
기 보유 기술 및 특허가 반영되도록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며, 산·학·연 협력을 통한 핵심원천
기술개발과 더불어 표준화 추진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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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IIoT무선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5G포럼

국제

3GPP RAN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 U+,
ITL, WILUS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퀄컴,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중국)화웨이

기술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퀄컴,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중국)화웨이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Rel-16에서 처음 도입된 IoT 기기들을 위한 타 산업계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기존 URLLC 기능을
변경 또는 강화 하거나 새로운 기술들에 대하여 Rel-17에서 더욱 강화된 기술 및 비면허대역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진행 중. 2021년에 완료될 5G Rel-17 표준에서 강화된 IIoT 표준이
제정되고 버티컬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 이와 관련된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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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 계획>
- 향상된 IIoT 무선지원 기술을 목표로 물리계측 피드백 향상기술, 비면허 대역 사용을 위한
자원할당 제어기술,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는 트래픽 처리를 위한 단말 전송 피드백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신호들의 멀티플렉싱 기술 등을 포함하여 2021년 내 완료를 목표로 Rel-17 범위안에서 표준
논의가 진행 중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에서 진행되고 있는 향상된 IIoT
관련 요소기술 논의에 국내 기업 및 기관에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이 요구됨
<표준화 계획>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에서 3GPP에서 향상된 IIoT 관련 기술이 포함되어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제정된 표준들에 대한 전환채택이 2021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향상된 IIoT 표준에 대한 선재 대응을 위한 신규 표준 과제 추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3GPP에서 진행되고 있는 향상된 IIoT 관련 요소기술 표준화
논의 적극 참여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IIoT 표준화 방향에
따라 기존 URLLC관련 특허를 IIoT에 확장 적용할 수 있도록 기고활동을 전개하고, 새로운
IIoT 표준을 위한 추가적인 기술개발 및 출원 진행

- Rel-17에서 도입되는 향상된 IIoT 기술에 대한 표준화 논의 시, 산·학·연의 기 보유 기술 및

특허가 반영되도록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며, 산·학·연 협력을 통한 핵심 원천 기술개발과
더불어 표준화 추진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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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국제

3GPP RAN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WILUS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기술
기업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한국) 삼성전자, LG전자 수준

표준화
단계

국내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AT&T/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표준
기업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한국) 삼성전자, LG전자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5G NR기반의 비면허대역 셀룰러 기술표준으로 5㎓에서 6㎓ 대역을 타겟으로하는 5G NR-U가
Rel-16에서 규격이 완료되었고, 52.6㎓ 이상의 비면허대역에서의 캐리어 센싱/ 이종 무선접속간 공존기술
및 다중채널/다중대역/다중링크에 대한 통합/제어 기술에 대해서는 Rel-17의 표준화완료와 함께 표준
기반 서비스 및 시장 확산에 집중이 필요한 분야로 예상되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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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3GPP RAN1/RAN2/RAN4에서 수행되었던 5G NR기반의 비면허대역 기술(Rel-16)은 2018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에 상반기에 표준화가 완료되었음
- 2020년에서부터 시작된 Rel-17 52.6㎓ 이상 대역에서의 5G NR 지원을 위한 표준화는
2021년12월에 완료됨
- 2020년에서부터 시작된 Rel-17 URLLC/IIoT에서의 비면허대역지원 기술의 표준화는 2021년
12월에 완료됨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R에서 진행되고 있는 IMT-2020
proposal 제출기간 동안에 논의될 RIT/SRIT논의에 국내 기업 및 기관에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이
요구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표준화가 진행 중인 기술항목에대한
지속적인 규격화를 수행하고 표준화가 완료 예정인 기술항목에 대해서는 규격의 수정 작업을
통하여 해당기술의 규격화를 위한 적극적인 표준화 참여가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TC11 산하 PG1102에서는 3GPP에서 Rel-16 규격으로 완료된 5G NR기반의 비면허대역
액세스 기술이 포함되어 제정된 표준들에 대한 전환채택을 완료하고, 2021년 12월 완료된
Rel-17 52.6㎓ 이상 대역에서의 5G NR 지원과 Rel-17 URLLC/IIoT에서의 비면허대역 지원 기술
표준들에 대한 전환채택이 2022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제표준에 대응되는 국내 표준의 신속한 제정 및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국내 기업/기관/학계간 표준화 공조가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Rel-17 52.6㎓ 이상
대역에서의 5G NR 지원 기술과 Rel-17 URLLC/IIoT에서의 비면허대역 지원 기술에 대한
표준안 공백분야를 도출하고 권리 범위를 기존 가출원 특허에 대한 안정적 권리 확보와
권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IPR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Rel-17에서 완료된 52.6㎓ 이상 대역에서의 5G NR 지원 기술과 URLLC/IIoT에서의 비면허대역
지원 기술에 대한 Rel-18에서의 표준화 논의의 확장을 고려하여 표준화 완료시점 이후에도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기술개발 단계에서의 IPR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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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국제

3GPP RAN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WILUS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유연한 주파수 사용을 통한 전송기술로 Rel-17에 표준완료된 52.6㎓ 이상 대역에서의 5G NR 지원 기술은
Rel-18 이후 좀더 주파수 대역을 확장하여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파수 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flexible duplex 및 flexible bandwidth 기술, cross-link 간섭 경감 기술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표준화가
Rel-18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초기 기술개발과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표준제안이
필요한 분야로 예상되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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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2020년에서부터 Rel-17 52.6GHz 이상 대역에서의 NR 지원을 위한 표준화가 시작되었고
2021년 12월에 표준이 완료됨
- 2020년에서부터 Rel-17 DSS 지원을 위한 표준화가 시작되었고 2021년 12월에 표준이 완료됨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 주파수 이용효율 증대 및 커버리지 향상을 위한 Flexible duplex 지원 기술은 Rel-18을
위한 TSG-RAN워크샵에서 논의가 되었고, 향후 Rel-18 표준화 논의에 포함되어
초기단계의 표준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R에서 진행되고 있는 IMT-2020
proposal 제출기간 동안에 논의될 RIT/SRIT논의에 국내 기업 및 기관에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이
요구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표준화가 진행 중인 기술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규격화 작업을 수행하고 표준화가 예정된 기술항목에 대해서는 핵심 IPR을 도출하고
해당기술의 도입을 위해 표준화 초기부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표준화 계획>
- TC11 산하 PG1102에서는 3GPP에서 Rel-17 규격으로 완2021년 12월 완료된 Rel-17 52.6㎓
이상 대역에서의 5G NR 지원과 Rel-17 URLLC/IIoT에서의 비면허대역 지원 기술 표준에
대한 전환 채택이 2022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제표준에 대응되는 국내 표준의 신속한 제정 및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국내 기업/기관/학계간 표준화 공조가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Rel-17 52.6㎓ 이상
대역에서의 5G NR 지원 기술의 확장으로서의 100㎓ 대역까지의 확장에 대한 초기 단계에서의
표준 기술 아이템을 도출하고, 또한 Rel-18에서 논의 가능성이 예상되는 Flexible duplex 지원
기술에 대한 초기 단계에서의 표준 기술 아이템을 도출하여, 표준 화 단계 초기에서부터 IPR
확보를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52.6㎓ 이상 대역에서의 5G NR 지원 기술의 확장으로서의 100㎓ 대역까지의 확장에 대한
핵심 필수 원천 기술 및 Rel-18에서 논의 가능성이 예상되는 Flexible duplex 지원을 위한
기술로서 커버리지 향상을 위한 기술 및 Self/Cross-link 간섭경감 기술 등에 대한 IPR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기업/학계와의 협력을 통한 핵심원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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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무선 백홀 및 액세스 결합(IAB)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5G포럼

국제

3GPP RAN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LGU+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AT&T/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기업
Nokia, (중국) CATT/Huawei/ZTE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5G NR 기반 IAB 기술 표준 연구가 본격 진행되어 Rel-16 첫 규격 완료. 무선 자원 다중화를 위한 동시
송수신 고도화 기술 및 무선 자원 효율성 강화와 무선 백홀 신뢰성 및 부하 분산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중심으로 Rel-17에서도 IAB 기능 고도화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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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5G NR 기반 IAB 기술은 상위 계층 기능 분할(Higher layer Function Split) 기반 무선 멀티홉 릴레이
표준을 고정형에 국한하여 2020년에 규격개발을 완료하고, 무선 백홀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높이기 위하여 더욱 개선되고 강화된 IAB 기술 논의 중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적극대응) 3GPP 표준화가 진행 중인 기술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규격화
작업을 수행하고 핵심 IPR을 도출하여 해당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
필요

<표준화 계획>
- 5G NR 기반 무선 백홀 기술의 고도화에 대한 국제표준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표준 개발이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추진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제표준에 대응되는 국내 표준의 신속한 제정 및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국내 기업/기관/학계 간 표준화 공조가 필요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Rel-16 IAB 기술을 기반으로 IAB
고도화를 목표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술의 개선점 도출 및 신규 문제점
발굴을 통한 지적재산권 확보 및 특허 권리범위를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

- 지속적인 상용화 추진으로 실질 문제점 및 개선점 발굴, 발굴된 기술의 표준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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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 공략 | 병행) 5G C-V2X 기술 표준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
워크 PG/이동
통신 네트워크
국내
PG/이동통신
무선접속/ITS/
차량/철도 ICT
PG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RAN/SA

국내
ETRI, LG 전자,
참여
삼성전자, KT,
업체/
SKT, LGU+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퀄컴/(중국) Huawei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Qualcomm, (한국) LG전자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2 신규)
2020년 6월 3GPP Rel-16 5G NR V2X 무선 전송 및 무선 접속 기술이 제정된 이후, 직접 및
기지국 경유의 간접 통신 기술을 포함하는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 및 상용화 추세에 따라, 안정된
자율 주행 서비스를 위한 광대역, 저지연, 고신뢰도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화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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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3GPP RAN에서는 5G NR V2X를 위한 직접통신 링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지연과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원 할당 방법, 브로드캐스트, 그룹캐스트, 유니 캐스트 통신 방식에
대한 DRX를 적용에 대한 표준 개발과 5G NR 직접통신 링크상에 릴레이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3GPP SA에서는 V2X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응용 계층 확장 연구, 보행자를 위한 V2X 운용
지원을 위한 5G 시스템의 구조 확장 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고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5G NR 직접 통신 링크의 확장기술과 5GC에서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지원을 위한 RAN 기능 설계 등이 표준화 항목으로 다음 release에서의
예상되므로, 이제 대한 사전 기술 연구가 필요로 됨
<대응방안>
- (사실 표준화기구 활동)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RAN에서의 C-V2X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국내 기업이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TTA
PG1104(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그룹)의 국내 C-V2X 표준화 활동과 연계로
국제표준안 제안/검토 및 국내 산업계 선제 대응 기반 마련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TTA PG 1104를 중심으로 국내 산학연의 의견이 반영된 무선접속 기술 및 코어망 기술,
V2X 서비스 제공 구조를 아우르는 국내 표준 제정 진행
<대응방안>
- (표준화 위원회 PG 활동)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ITS/차량/철도 ICT PG(PG905)과의 연계 표준 제정
- (표준화 포럼 활동) 5G 포럼 교통융합위원회통해 국내 산업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기고 활동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국내 연구기관 및 산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V2X 통신 기술
실증 및 성능 시험등과 연계하여 관련 기술을 국제표준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
및 기고 활동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자율주행을 위해 필수적인
5G NR-V2X에 대한 성능 확장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여 3GPP RAN/SA 표준에 대한 표준
특허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5G NR-V2X에 대한 관한 IPR를 확보하고 현재 확장 단계에 있는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표준특허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고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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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NTN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SA/RAN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 ITL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프랑스) Thales Alenia Space, (미국) Hughes Network
기업
Systems, (영국) Inmarsat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이동통신
네트워크 PG,
위성통신포럼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프랑스) Thales Alenia Space, (대만) MediaTek, (미국)
기업
Qualcomm, (중국) ZTE/Huawei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3GPP Rel-17 WI로 5G NR 기반 NTN 표준 규격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SI로 NB-IoT/eMTC 지원
을 위한 NTN 표준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본 기술을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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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3GPP Rel-17 work item으로 긴 지연 시간 및 기지국 이동성에 대한 비지상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5G NR 기반 표준 개발 진행
- 3GPP Rel-17 study item으로 NB-IoT/eMTC 지원을 위한 NTN 표준 연구 진행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표준화가 진행 중인 기술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규격 이슈
발굴 작업을 수행하고 표준화가 예정된 기술항목에 대해서는 핵심 IPR을 도출하고 해당
기술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위성통신포럼에서
3GPP NTN 기술을 반영한 국내 표준문서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제표준에 대응되는 국내 표준의 신속한 제정 및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국내 기업/기관/학계 간 표준화 공조가 필요
- (위성통신포럼 활동)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핵심 선도 기술의 산·학·연·관
의견수렴 및 국내·외 표준 활동 지원과 공조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5G NR 기반 NTN
규격화 작업 및 NB-IoT/eMTC 지원을 위한 특허 출원 및 기고를 통한 기술 방향유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Transparent/regenerative 위성, HAPS와 ATG 및 고정빔/이동빔 시나리오에 따른 전송/
액세스 기술, 큰 도플러 쉬프트와 긴 전송 지연 등을 고려한 타이밍 관리, 동기, 재전송,
빔/편파 관리 등의 전송 기술, 유휴/비활성 모드 및 연결 모드의 이동성 기술,
NB-IoT/eMTC 지원 등의 기술에 대한 IPR 확보가 필요하며 참여기업/학계와의 협력을
통한 핵심원천 기술개발 및 표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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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위치기반 서비스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LBS 시스템
PG/이동통신
서비스 PG

국제

3GPP RAN/SA
OMA LOC WG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ICTC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핀란드) 노키아, (스웨덴) 에릭슨,
(중국) 화웨이/ZTE, vivo, (미국) 퀄컴/애플/구글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핀란드) 노키아, (스웨덴) 에릭슨, (중국) 화웨이
/ZTE/vivo, (미국) 퀄컴/애플/구글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신공략(Ver.2021) -> 지속/확신공략(Ver.2022)
기존 5G RAT 기반 측위 (e.g. E-CID, OTDOA) 및 A-GNSS, WiFi, Beacon, 센서 등 Non-RAT 기반의
측위 기술은 상용화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Rel-16 에서 표준화된 RTT, TDOA, AoD, AoA 등
5G NR 기반 RAT 초정밀 측위 기술은 V2X, UAV, Rail, IIoT, 긴급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특화된 초정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어야 함. Rel-16 5G NR 기반 측위 기술은 Rel-17 에서 고도화되며, 다양한
응용서비스 분야에서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이 결합된 복합 측위 기술로 발전하여 향후 서비스 및
시장 확산이 기대되므로 Ver.2022에서 지속/확산공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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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Rel-16 에서 표준화된 5G NR 기반 RAT 초정밀 측위 기술은 II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위해 Rel-17 에서 고도화된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Rel-17의 IIoT 를 위한 목표
성능치는 수평 0.2m, 수직 1m 정밀도, 지연은 E2E 100ms 이하(in the order of 10ms), 물리계층
10ms 이하이다. 주요 선도 기업에서 5G NR 정밀측위에 대한 성능평가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5G NR 기반 초정밀측위
기술고도화 표준화 항목에 대한 성능평가에 참여하여 기술적 역량을 축적하고 지속적인
규격화 작업을 통해 핵심 IPR을 도출하여 해당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LBS 시스템 PG(PG904)에서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국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음. 기존
RAT과 Non-RAT 기반 측위 기술로 상용시스템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및 실내 위치기반
서비스 표준화 수행.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LBS 시스템 PG(PG904)에서 기존 위치기반서비스 표준화에
추가하여 5G NR 기반 RAT 초정밀측위 기술 표준화 논의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이동통신 기술위원회 (TC11)와의 협력이 요구됨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표준화된 5G NR 초정밀측위
기술이 다양한 분야의 특화된 초정밀 위치서비스로 적용될 것이 예상되므로 표준 기술과
함께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연계한 측위 기술의 IPR 확보가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기반 RAT 초정밀 측위 기술은 V2X, UAV, Rail, IIoT, 긴급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특화된 초정밀
위치기반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로 연결되므로, 이들 측위 기술의 표준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서비스 분야에서 도입되는 복합 측위 기술에 대한 IPR 확보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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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무인기(UAV) 기술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
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SA/RAN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중국) Huawei,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미국) Intel

기술
수준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이동통신
네트워크 PG

삼성전자,
LG전자,
ETRI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중국) Huawei,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미국) Intel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3GPP SA에서는 무인기 시스템의 연결, 식별 및 추적, 애플리케이션 계층 지원 및 보안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3GPP RAN에서도 5G NR 기술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표준화가
Rel-18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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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3GPP SA에서 무인기 시스템의 식별, 추적 및 보안 표준 개발이 진행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 2022년부터 3GPP RAN 아이템으로 무인기 액세스 표준 개발 예상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무인기 시스템의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에 따른 5G NR
기반 표준화 기술항목에 대해서 핵심 IPR을 도출하고 해당 기술의 도입을 위해 표준화
초기부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네트워크 PG(PG1103)에서 3GPP UAV 기술을 반영한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국내표준문서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제표준에 대응되는 국내 표준의 신속한 제정 및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국내 기업/기관/학계 간 표준화 공조가 필요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LTE-UAV 기술을
5G NR에 적용 시 요구되는 기술 및 다양한 무인기 응용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및
기고를 통한 기술 방향유도

- LTE-UAV의 5G NR 적용, 전력 제어 개선, 이동성 관리, UBS(무인기 기지국)를 위한 무선
백홀과 인증, UAV

간 제어

및

탐색

등의

기술에

대한

IPR 확보가

필요하며

참여기업/학계와의 협력을 통한 핵심원천 기술개발 및 표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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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5G 기반 확장현실 서비스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국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이동통신
네트워크 PG/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
워크 PG/
이동통신
서비스 PG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3GPP SA/RAN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미국) Qualcomm/Google/Apple, (스웨덴) Ericsson,
선도국가/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일본) NTT DoCoMo,
기업
(한국) LG전자, 삼성전자

표준화
단계

기술
수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Qualcomm,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확장현실 서비스의 경우 5G 상용화에 맞춰 5G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함. 이후 3GPP Rel-18에서
확장현실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관련 요구사항을 제정 예정이므로 차세대공략 항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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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3GPP Rel-17에서 RAN1이 주도하는 Study Item으로 XR의 트래픽 분석 및 성능 평가
기술에 대해 표준화를 진행했으며, Rel-18에서 본격적인 표준화 예정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표준화 이전에 상용화가 먼저 이루어진 상황이고, 국내의
확장현실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서비스를 운용하면서 알게 되는 내용들을 표준에
반영

<표준화 계획>
-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네트워크, 서비스/프레임워크 PG(PG1102, PG1103, PG1104,
PG1105)에서 3GPP의 혼합현실서비스 기술을 반영한 표준 준용 또는 자체 요구사항의 표준
제안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제표준의 신속한 준용 및 국내 기술을 먼저 제정 후 국제표준에
반영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표준화 이전에 상용화가
이루어져 아직 표준 필수특허가 많이 않은 상황임. 표준 완료 이전에 IPR 선제적 확표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아직 표준화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확장현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표준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임. 국내에서 확보한 기술로 IPR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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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차세대 개방형 기지국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RAN,
ITU-R WP5D,
IEEE
802/P1914,
O-RAN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ITL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5G포럼

(미국) 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AT&T/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CMCC/Huawei/ZTE,
(일본) NTT Docomo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5G 이동통신 표준화가 본격 진행되어 Rel-17 규격 완료. 특히 오픈 RAN 및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RAN기술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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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계획>
- 3GPP에서는 차세대 클라우드 기지국 기술을, O-RAN에서는 개방형 무선 액세스망
인터페이스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개방형/가상화 기지국
관련 표준화를 고도화할 계획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R에서 진행되고 있는 IMT-2020
성능 평가 논의에 국내 기업 및 기관에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차세대 클라우드 기지국 기술,
개방형 연동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한 요소 기술개발과 더불어 해당 기술을 표준에 반영과 더불어,
특히 O-RAN Alliance를 통한 개방형 RAN 표준화에 적극 대응이 필요
<표준화계획>
- TTA PG에서 3GPP 5G 표준화에 대응되는 국내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21년부터 5G SA
네트워크 상용 서비스 시작에 따라 증가되는 시장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업체 간 표준화 협력이
중요하며, 향후 개방형 RAN 기술에 대한 표준화 작업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신설,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5G 국제표준 제정에 대응하는 국내 표준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내 기업/기관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개방형 RAN의 규격화를 위한
제조사와 통신사업자의 협업이 중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차세대 클라우드 기지국 기술,
개방형 RAN 및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한 IPR 확보가 가능한 분야로 판단되어, 해당 기술에 대한
선도적 개발 및 IPR 확보가 요구되며 특허 권리범위의 보완도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차세대 클라우드 기지국 기술, 개방형 RAN 및 인터페이스 기술 관련해서는 통신사업자의
요구사항을 통해 기술개발과 동시에 관련 IPR을 조속히 확보하여, 해당 특허를 국제 5G 표준에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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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지능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RAN,
ITU-R WP5D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ITL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이동통신
네트워크 PG,
5G포럼

(미국) 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AT&T/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기업
Nokia, (중국) CMCC/Huawei/ZTE, (일본) NTT Docomo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5G 이동통신 표준화가 이어져 Rel-17 규격 완료. 특히 다양한 5G B2C 및 B2B 버티컬 서비스 제공을
위한 5G NSA 및 SA 네트워크 구축, 28㎓ 기반 스몰셀 개발을 본격화, MR-DC 및 5G CA 기반의
다중 무선 연결, 무선망의 자동 구성/운용을 위한 SON 기술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이어 지능형 무선망 고도화 기술 등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유지

13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계획>
- 3GPP에서는 5G B2C 및 B2B 버티컬 서비스 제공을 위한 5G NSA 및 SA 네트워크 구축, 28㎓
기반 스몰셀, MR-DC 및 5G CA 기반의 다중 무선 연결, 무선망의 자동 구성/운용을 위한 SON
기술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지능형 무선망 고도화 기술 관련
표준화를 진행할 계획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R에서 진행되고 있는 IMT-2020
성능 평가 논의에 국내 기업 및 기관에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이 요구됨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차세대 스몰셀, 다중 무선 연결기술,
SON,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요소 기술개발과 더불어 해당 기술을 표준화에 적극 대응이
필요
<표준화계획>
- TTA PG에서 3GPP 5G 표준화에 대응되는 국내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5G 상용 서비스 시작에
따라 증가되는 시장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업체 간 표준화 협력이 중요하며, 향후 지능형
무선망 고도화 기술 표준화 작업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신설,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5G 국제표준 제정에 대응하는 국내 표준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내 기업/기관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지능형 무선망 고도화 기술의
규격화를 위한 제조사와 통신사업자의 협업이 중요함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차세대 5G 스몰셀, MR-DC 및
5G CA 등의 다중 무선 연결, 5G SON,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IPR 확보가 가능한 분야로
판단되어, 해당 기술에 대한 선도적 개발 및 IPR 확보가 요구되며 특허 권리범위의 보완도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차세대 5G 스몰셀, 다중 무선 연결기술, SON, 에너지 절감 기술 관련해서는 통신사업자의
요구사항을 통해 기술개발과 동시에 관련 IPR을 조속히 확보하여, 해당 특허를 국제 5G 표준에
반영하는 것이 요구됨

D.N.A.생태계 강화 _ 5G/B5G 137

(지속/확산공략 | 병행)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
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SA/RAN/CT,
ITU-T SG13,
ETSI NFV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삼성전자,
LG전자, ETRI,
KT, SKT,
LG U+,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5G포럼

(핀란드) Nokia, (스웨덴) 에릭슨, (중국) Huawei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퀄컴/시스코,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은 통신사업자의 단일 물리망을 다중의 비즈니스 기반의
논리망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기술로 대표적인 코어 및 RAN 종단간 연결 지원이 필요한 핵심 표준임.
국내 5G 기술개발 결과물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주도권을 선점하는 전략을 통해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분야로서 작년과 동일하게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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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3GPP는 5G Rel-17 규격 개발을 마무리하고 5G Rel-18 규격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
ETSI NFV에서는 5G를 위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지원 관련 표준 개발을 완료하였음. ITU-T
SG13은 IMT-2020 네트워크 슬라이싱 표준 개발을 진행하여 기본적인 규격에 대한 표준작업
완료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 IMT-2020 표준화그룹
등에서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관련 규격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3GPP
규격보다는, 보다 넓은 범위의 유무선통합망, 가상망 중심의 광범위한 규격개발을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SA내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Rel-17 규격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Rel-18에 포함될 버티컬 융복합 산업을
위한 네트워크 슬라이스 고도화 작업 등 신규 표준화 아이템에 대한 제안 및 논의 작업에
대응 필요. 이와 동시에 NFV 기반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에 대한 표준화가 ETSI NFV를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련 프로토콜 기술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
<표준화 계획>
- 5G 네트워크 기술 표준개발을 추진하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과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가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에 신설되어 5G 네트워크 기술 관련한
표준현황 논의 및 3GPP, ITU-T, ETSI NFV 기구 등에 대한 표준화 활동 대응 중이며, 네트워크
슬라이싱 확장 기술 등에 대한 국내 표준개발 계획 중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과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의 주도로 3GPP 규격의 개정 및 변경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규격 개정 요구가 있을 경우 국내 기업․기관․학계 간 공조를 통해 국제표준에
대응하는 신속한 국내 표준 제정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5G 시스템 Rel-18 규격 개발에
따른 이질적인 특성의 서비스를 특화된 가상의 전용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에 대한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5G 기술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코어망 기술에 적용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그리고 코어망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기술 결과물에 대해 표준특허 항목을
도출하고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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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
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SA/CT/RAN,
IETF, BBF

국내
참여
업체/
기관

LG전자,
삼성전자,
ETRI, KT,
LGU+ SKT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이동통신
무선접속 PG/
이동통신 네트
워크 PG,
5G포럼

(미국) Qualcomm/Apple,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ZTE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Qualcomm/Intel/모토롤라,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ZTE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5G 이동통신 표준화가 본격 진행되어 Rel-15 첫 규격 완료이후, Rel-16 규격에서 기본적인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 규격 완료. 특히 Rel-17에서는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다양한 5G 고도화 서비스를 위해 표준 기술 적용을 고려 할 수 있으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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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3GPP는 5G Rel-16 규격 개발을 마무리하고, Rel-17 규격 개발 중. Rel-17 규격에 후보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기술로 논의되고 있는 프로토콜에 대한 작업도 IETF에서 규격 작업이 병행 될 예정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 (적극대응)) 3GPP SA, CT, RAN에서 진행될 예정인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고도화 기술에 대한 솔루션 논의 및 프로토콜 규격 작업에 적극 대응이
필요
<표준화 계획>
- 5G 네트워크 기술 표준 개발을 추진하는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 현황 논의 예정. 필요시 국제표준화 회의 대응 및 국내 표준 개발 계획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논의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활동,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국제표준 준용, 사실표준 준용)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의 주도로 3GPP 규격의 개정 및 변경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국제표준에 대응하는 국내 표준 제정 또는 준용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5G 시스템 Rel-16,
Rel-17로 고도화하는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에 대한 정교화 고도화를 목표로 표준 기술의
세부 상세 프로토콜 적용에 대한 표준 특허 재설계 필요

- 5G 기술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다중 접속 네트워크 지원 기술에 대한 상용 개발
및 표준 특허 개발, 국제표준 반영의 병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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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병행)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
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SA/CT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 U+,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
5G포럼

(중국) Huawei, (핀란드) Nokia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중국) Huawei, (핀란드) Nokia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기술 표준은 다량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을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의 입/출력 인터페이스와 이를 통한 데이터 분석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5G의
도입이 예상되는 다양한 버티컬 분야에서 최적화 및 자동화를 위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표준 기술임.
따라서 국내 5G 기술개발 결과물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수정하여 올해는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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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3GPP는 5G Rel-17 NWDAF 기능의 규격 개발을 완료하고 분산 NWDAF 기능을 포함한
AI/ML 학습 및 추론 적용 기술에 대한 확장 규격들을 5G Rel-18 규격에서 다룰 예정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SA내 5G Rel-17 TS
23.288 규격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Rel-18에 포함될 다양한 버티컬 융복합
산업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신규 표준화 아이템에 대한 신규 제안 및 논의
작업에 적극 대응 필요.

<표준화 계획>
- 5G 네트워크 기술 표준개발을 추진하는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에 TTA 이동
통신 네트워크 PG(PG1103)에서 5G 네트워크 기술 관련한 표준현황 논의 및 3GPP 기구 등에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한 표준화 활동 대응 중이며, 특히, 3GPP NWDAF 표준기반의 국내 데이터 입출력 인터페이스
추가 요구사항 수집 등을 계획 중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의 주도로 3GPP TS 23.288
규격의 개정 및 변경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규격 개정 요구가 있을 경우
국내 기업․기관․학계 간 공조를 통해 국제표준에 대응하는 신속한 국내 표준 제정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5G 시스템 Rel-18 규격 개발에
따른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버티컬 환경에서의 데이터 수집 자동화 및 머신 러닝 기반
예측 시스템 기술 등에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5G 기술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5G 네트워크 자동화를 지원하는 개방형 데
이터 수집 및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 기술 소프트웨어에 대해 표준특허 항목을 도출하
고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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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버티컬 산업용 NPN 및 TSN 연동 기술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
화
기구/
단체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
5G포럼

국제

3GPP SA/CT,
IEEE 802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Qualcomm,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Qualcomm,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CMCC/Huawei/ZTE, (일본) NTT Docomo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2019년 5G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화 이후 버티컬 기업/산업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B2B 및 기업전용
5G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 증가. 특히 PLMN과의 연동 여부에 따른 비단독 및 단독 NPN, 그리고
TSN연동 버티컬 네트워크 기술 등에 대한 표준화가 3GPP Rel-16에서 1차 반영되었다. 이후, Rel-17에서
단말 Onboarding 및 Provisioning 기술 및 5G 시스템의 시간민감통신 (TSC) 및 시각동기화 외부 제공
기술 등에 대한 SI 및 WI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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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3GPP에서 5G 기반 버티컬 산업용 NPN 기술과 TSN 연동 버티컬 네트워크 기술의 표준화가
Rel-16에서 1차 반영된 이후, Rel-17에서 eNPN 및 IIoT Work Item을 통하여 추가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Rel-18에서 추가 확장 기능을 다루어질 예정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기구 활용(적극대응)) 단말 Onboarding 및 Provisioning 기술 등 버티컬 산업용
NPN 기술개발과 표준화와 5G 시스템의 시간민감통신 (TSC) 및 시각동기화 외부 제공
기술 등 5G 시스템과 버티컬 산업용 TSN 연동 기술 표준에 적극 반영 필요

<표준화 계획>
- 5G 포럼 등에서 버티컬 서비스 및 네트워크 요구사항 추가 도출하고, 5G 네트워크 기술
표준 개발을 추진하는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 (PG1103)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
현황 논의 예정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5G 국제표준 제정에 대응하는 국내 표준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내 기업/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제조사, 버티컬 서비스 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협업이 중요함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 범위 보완 전략) 3GPP Rel-17 표준 규격 완성에
근접함에 따른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필요하며 Rel-18 표준 규격에 대비하여 사업자
요구사항을 통해 기술개발과 동시에 관련 IPR 확보하여 5G 표준에 적극 반영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단말 Onboarding 및 Provisioning 기술 등 버티컬 산업용 NPN 기술과 5G 시스템의
시간민감통신 (TSC) 및 시각동기화 외부 제공 기술 등 5G 시스템과 버티컬 산업용 TSN
연동 기술의 사업자 요구사항을 통해 기술개발과 동시에 관련 IPR 확보하여 5G 표준에 적극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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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MEC 플랫폼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
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SG11/
SG13, OASIS,
ETSI MEC/
NFV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KT,
SKT, LG U+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TTA 클라우드
컴퓨팅
PG/CPS PG,
5G포럼

(미국) 인텔, (핀란드) 노키아, (중국) 화웨이, (독일)
Deutch Telecom

기술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인텔/엔비디아, (핀란드) 노키아, (중국) 화웨이,
기업
(한국/ 삼성전자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5G 이동통신 Vertical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과 가상화 인프라와 연계 되는 위한 후보핵심 기술로서
ETSI에서 표준화가 본격 시작되어 Phase 2의 표준화가 마무리 진행 중이며, 멀티 사이트의 ETSI NFV 피쳐와
엣지 노드 구성에 있어 레이어별 인프라가 연계하여 진행됨, (MEC 017) 이동성 관련 셀 간 핸드오버 시
어플리케이션의 핸드오버 트리거(MEC 018) 등의 표준화은 갱신, 서비스 지원 플랫폼 API가 추가 및
확장되어지고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어, Ver2021의 선도경쟁공략에서 V2022에서 선도경쟁공략 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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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계획>
- 5G 이동통신 Vertical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과 가상화 인프라와 연계 되는 위한 후보핵심
기술로서 ETSI에서 표준화가 본격 시작되어 Phase 2의 표준화가 마무리 진행 중 이며
Phase3 준비중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모델링 관점에서 OASIS 활동과
라우팅 관점에서 3GPP SA 활동을 연계하여 ETSI MEC의 진행방향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ETSI MEC Phase 2에 대한
적용 및 Phase 3에 대한 준비 필요, 서비스-기반 구조에 적용될 플랫폼 기능 외부 개방
및 서비스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등 신규 표준화 아이템에 대한 신규 제안 및 논의
작업에 적극 대응 필요. 이와 동시에 기능 가상화에 대한 표준화가 ETSI NFV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연계하여 MEC의 확장 구조가 제안됨에 따라 적극 대응이 필요
<표준화계획>
- 네트워크 Vertical 기술의 표준개발로서, 3GPP, ITU-T, ETSI NFV 기구 등에 대한 표준화
활동 연계 필요하나, 국내의 MEC에 대한 특별한 활동은 없으며, TTA 클라우드 컴퓨팅
PG(PG1003)에서 ITU-T SG13에서 분산 클라우드, SG11 Federated MEC를 통해 Edge
Computing 대응 중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PG1103)의 주도로 3GPP 규격의
개정 및 변경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규격 개정 요구가 있을 경우 국내
기업․기관․학계 간 공조를 통해 국제표준에 대응하는 신속한 국내 표준 제정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5G 시스템 상의 MEC Phase 2
확장 규격 개발에 따른 서비스-기반 구조 기술과 이질적인 특성의 서비스를 특화된 가상의
전용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5G 기술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액세스, 코어망 구조 연계한 서비스 플랫폼 기술,
이동성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그리고 액세스, 코어망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기술
결과물에 대해 표준특허 항목을 도출하고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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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5G 엣지 컴퓨팅 지원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클라우드
컴퓨팅 PG/CPS
PG, 5G포럼

국제

3GPP RAN/SA,
ETSI MEC/NFV

국내
ETRI, 삼성전자,
참여
LG전자, KT,
업체/
SKT, LGU+, ITL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퀄컴/인텔,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중국) 화웨이, (한국) 삼성전자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인텔, (핀란드) 노키아, (중국) 화웨이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5G 이동통신 Vertical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과 가상화 인프라와 연계 되는 위한 후보기술로서 ETSI에서
표준화가 본격 시작되어 Phase 2의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3GPP의 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음. 5G Core UP와
SMF/PCF의 인터페이스의 N4/N7 그리고 MEC Platform과의 인터페이스의 N5등이 진행되며, 본격적으로 5G
망의 기술로서 포함되는 중이라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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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표준화계획>
- 5G 이동통신 Vertical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과 가상화 인프라와 연계되기 위한 후보기술로서
3GPP에서 표준화가 본격 시작되어 기존 ETSI 에서의 플랫폼 및 버티컬 표준화 이외의
RAN/CORE 연동한 기술 표준화가 진행 중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3GPP에서의 엣지 컴퓨팅이 관련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연계하여
3GPP SA와 ETSI MEC의 진행방향과 일치 시킬 필요가 있음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SA 연구에 대한 기술보고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서비스-기반 구조에 적용될 플랫폼 기능 부분의 ETSI MEC
부분과 중복 되어 지는 부분이 있음, 3GPP에서 새로 구성되고 있는 부분이 ETSI의 플랫폼
지원 부분을 포함하고, 5G 망의 RAN/CORE 연동에 있어 3GPP의 표준화 구간이 실제 상용화가
진행됨에 따라 구현시 준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짐, 이에 대한 대응 필요
<표준화계획>
- 5G 네트워크 Vertical 기술의 표준개발로서, 3GPP, ITU-T, ETSI NFV 기구 등에 대한 표준화
활동 연계 필요하나, 국내에서 삼성전자 등을 필두로 3GPP 표준에 따른 엣지 컴퓨팅에 대한
상용 장비에 적용이 예상
<대응방안>
- (사실표준 준용) 3GPP SA 규격의 개정 및 변경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규격
개정 요구가 있을 경우 국내 기업·기관·학계 간 공조를 통해 국제표준에 대응하는 신속한
국내 표준 제정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5G 시스템 상의 3GPP 규격 개발에
따른 서비스-기반 구조 기술과 이질적인 특성의 서비스를 특화된 가상의 전용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5G 기술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액세스, 코어망 구조 연계한 서비스 플랫폼 기술,
이동성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그리고 액세스, 코어망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기술
결과물에 대해 표준특허 항목을 도출하고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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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수용 | 병행) 5G 보안 프레임워크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이동통신
네트워크 PG,
5G포럼

국제

3GPP SA,
GSMA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전략적수용 (Ver.2022, 신규)
5G 보안 프레임워크는 5G의 다양한 사용사례와 새로운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과

보안 검증을 위한 보안 보증 규격이 제정되었으며, 향후 Beyond 5G에 대한 진화된 기능에 대한
보안 표준이 지속적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표준화 개발은 미미한 상태로 전략적수용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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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3GPP SA3에서는 5G 네트워크의 보안 보증 요구사항 및 규격을 개발하였으며, 신규 서비스에
대한 개선된 보안 보증 방법 논의가 진행중
- GSMA에서는 3GPP SA3에서 개발된 5G 네트워크의 보안 보증 규격을 기반으로 요구사항
및 검증 방법을 개발할 예정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기초대응)) 3GPP 표준 대응을 위한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보안
관련 정책 및 산업계 요구사항을 3GPP SA와 GSMA에 반영

<표준화 계획>
- 현재 국내 표준화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활동, 사실표준 준용) 5G 포럼등의 국내 포럼에서
이동통신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TTA PG1103 이동통신 네트워크 PG를 통해 준용
가능한 사실표준을 전환 채텍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3GPP 및
GSMA의 보안 보증 프레임워크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정책기관, 인증기관, 평가/시험기관, 산업체 등 협력을 통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기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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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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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5G

Fifth Generation

5G NR

New Radio

5G NRPP

5G NR Positioning Protocol

5GAA

5G Automotive Association

A-GNSS

Assisted GNSS

AoA

Angle of Arrival

AoD

Angle of Departure

AR

Augmented Reality

ATSSS

Access Traffic Steering, Switching, Splitting

CAPIF

Common API Framework

CoMP

Coordinated Multi-Point transmission

CPE

Customer Premises Equipment

CSF

Common Service Function

CSI

Channel State Information

CU

Central Unit

D2D

Device-to-Device

DC

Dual Connectivity

DSS

Dynamic Spectrum Sharing

DU

Distributed Unit

E-CID

Enhanced Cell ID

eLAA

enhanced Licensed Assisted Access

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

ETCS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FBE

Frame based equipment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IAB

Integrated Access and Backhaul

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IoT

Internet of Things

IPS

Intrusion Detection System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LAA

Licensed Assisted Access in unlicensed spectrum

LBS

Location Based Service

LOCSIP

Location in SIP/IP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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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HAP

Low Power High Accuracy Positioning

LPP

LTE Positioning Protocol

LTE-U

LTE in unlicensed spectrum

LWA

LTE-WiFi Aggregation

M2M

Machine to Machine

MCPTT

Mission Critical Push To Talk

MEC

Mobile Edge Computing

MEC

Multi-Access Edge Computing

MIMO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MLP

Mobile Location Protocol

MLS

Mobile Location Services

mMTC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s

MR

Mixed Reality

MTC

Machine Type Communications

MU

Multi-User

NESAS

Network Equipment Security Assurance Specification

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NPN

Non-Public Network

NSA

Non-Standalone

NTN

Non-Terrestrial Networks

NWDAF

NetWork Data Analytics Function

OASIS

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MA

Open Mobile Alliance

OTDOA

Observed Time Difference Of Arrival

RAN

Radio Access Network

RAT

Radio Access Technology

RedCap

Reduced Capability

RNIS

Radio Network Information Service

RTT

Round Trip Time

SA

Standalone

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

SBA

Service-Base Architecture

SCAS

Security Assurance Specification

SDN

Software Defined Network

SI

Study Item

SLP

SUPL Locatio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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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

Self-Organizing Network

SUPL

Secure User Plane Location

TDOA

Time Difference Of Arrival

TOSCA

Topology and Orchestration Specification for Cloud Applications

TS

Technical Specification

TSN

Time Sensitive Network

UAV

Unmanned aerial vehicle

UBS

UAV enabled base station

UDN

Ultra-Dense Network

UHD

Ultra High Definition

ULP

User Plane Location Protocol

URLLC

Ultra-Reliable Low Latency Communications

V2X

Vehicle-to-everything

VHF

Very High Frequency

VLC

Visual Light Communication

VR

Virtual Reality

WI

Work Item

XR

eXtende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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