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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력을 경쟁력으로, 기술개발의 참여자에서 선도자의 위치로 바꿔 주는 역할을 잘 수행해 온 TTA의 창립 20주

이사회

년을 축하하며 앞으로 정보통신분야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첨병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 이주희아주대학교 교수

지난 2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한국 최고의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전문기관으로 성장한“성년 TTA”
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
없는 새로운 도약을 통해 머지않아 전 세계의 정보통신기술 표준화를 선도할“장년 TTA”
를 기대합니다.

이사장 정홍식

표준총회
TTA의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TTA는 국내 유일의 IT분야 표준화 기관으로 우리나라 IT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
다. 특히, 국내 WiBro, DMB 기술의 국제표준채택은 우리나라 IT의 국제적 역량을 보여준 쾌거로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의 융합, 디지털융합 시대
를 열어가는데 TTA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며, 김원식 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 서병조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관

방송통신융합시대를 맞이하여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는 TTA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TTA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며, 글로
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TTA가 되어주길 기원합니다.

의장 최두환KT 부사장

TTA는 지난 20년 동안 정보통신 표준화 전문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간 축적된

1988년 첫 민간 주도의 정보통신 표준화 단체로 시작하여,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 및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의 장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성과를 창출하여 세계적인 정보통신 표준화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

으로 자리매김한 TTA의 2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TTA의 무궁한 발전을

니다.

기원합니다.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이사 남궁민

TTA가 걸어 온 지난 20년 간의 발자취는 대한민국 정보통신발전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온,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낼 TTA의 글로벌 표준화는
IT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앞날을 더욱 환히 밝혀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TTA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KT 사장

이사 남중수

부의장 박준호삼성전자 상무

대한민국 ICT산업의 기반이 되는 ICT 표준화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TTA를 육성하여 주신 TTA임직원 여러분에게 무한한 축
하를 드립니다. TTA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산학연이 함께하는 ICT 표준화 중심기관으로 발전되기를 기원
합니다.

부의장 정해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장

TTA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20년 간 한국 이동통신 표준화의 기반을 닦음으로써 정보통신 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TTA의 노고에 깊이 감
사드립니다. 급변하는 세계 이동통신의 각축장에서 한국이 Global Leader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TTA가 이동통신 표준화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
시길 기대합니다.

사업참가사

이사 김신배SK텔레콤 사장

지난 20년 간 정보통신 산업과 기술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TTA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한국 IT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국민소득 4만 달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TTA가 IT기술 발전 및 국제 표준화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부회장

이사 이기태

우리나라 IT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든든한 밑거름 역할을 해 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
로 축하드립니다. 다가오는 글로벌 컨버전스 시대에도 우리 정보통신산업이 세계 시장을 계속 선도할 수 있도록 TTA가 산학연간 연계
의 핵심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KTF 대표이사 조영주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표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TTA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TTA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표준화 기관으로 국내 정보통
신 산업계의 표준 협력을 위한 구심점이며, 각종 지원, 정책, 표준 제정 등을 통하여 국내 정보통신업계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세계를 리드하는 표준화
기관 및 시험인증 기관으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LG전자는 TTA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사 안승권LG전자 부문장

정보통신산업 및 기술 진흥을 위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
으로도 국내 IT산업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 주길 바라며 더불어 IT종사자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G텔레콤 대표이사 정일재

TTA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TTA는 한국이 이동전화기를 하나도 못 만들던 시대인 1988년에 태어나 창립 19년 만인 2007년 ITU의 WRC
회의에서 한국의 WiBro기술을 여섯 번째의 IMT-2000 세계 표준기술로서 채택토록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한국을 명실상부한 IT일류국가로 만드는데 크게 기

TTA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정보통신 표준화를 통한 정보통신 산업 및 기술진흥에 기여해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

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TTA는 WiBro로서 세계 제2의 IT혁명(무선 인터넷전화)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제3의 IT혁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혁명

다. TTA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은 바로 유비쿼터스 표준이 중심이 됩니다. 이제 TTA는 제3의 IT혁명을 준비해야겠습니다. TTA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이사 박재하인텔렉추얼벤처스 한국회장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 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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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의 창립 20주년을 맞아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TTA는 정보통신 관련 표준화 활동과 최신기술을 보
급하는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KTL은 TTA가 정보통신 분야의 표준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인증산업에
서의 성공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KTL과의 돈독한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가기를 바라며, 국제적인 IT표준선도기구로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자가 세계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과 직결되는 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이유종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표준을 선점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TTA는 지난 20년 동안 IT표준을 선도하고 표준인증서비스로 관련 산업의
선진화에 공헌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국제 표준을 리드하는 기관으로 더 큰 발전을 기대하면서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
니다.

전파연구소 소장 김춘희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 정보통신의 표준화와 시험인증 선진화에 힘써 온 TTA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대한민
국 정보통신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 TTA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원장 김선배

IT산업 발전과 정보통신 표준화에 힘써 온 TTA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계 일류 IT강국 건설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 황중연

TTA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 정보통신 표준화의 역사를 이끌어 왔고, 국내 표준을 국제 표준화하는 데도 중심적 역할을 수
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정보통신 표준화의 중추로서 역할해 주기를 바라고, TTA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
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최문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이 정보통신강국, IT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데에는 보이지 않는 TTA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정
보통신분야 표준화는 물론 세계 최고의 시험인증기관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한국전파진흥원 원장 정진우

TTA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IT코리아의 현재는 20년 전 정부와 기업들이 막연하게 그려왔던
꿈의 결과물입니다. 미래도 지금의 준비와 꿈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가올 지식기반사
회 세계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새로운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성년을 맞은 TTA가 지식기반 인프라 위에서 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20년 간 정보통신 산업 및 기술표준 확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계 최고의 정보통신 표준분야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원장 김성태

땀과 열정을 쏟은 임직원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인증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정보통신기
술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박승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창립 20년을 축하드립니다. 정보통신 산업과 기술 진흥에 앞장서 국가발전에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TTA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원장 손연기

정보통신 기술의 표준화에 앞장서 온 TTA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TTA는 정보통신 표준화 및
시험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창립 20주년을 계기로 앞으로도 그 역할을 더욱 잘 해내길 기대합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원장 이성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술표준의 선점이 요구되는 기술융합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국내 IT기업들의 표준화 활동에 앞장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표준화 및 시험인증 전문기관으로 발전
하기를 기원합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서영주

흔히‘표준을 선점한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고 했습니다. TTA는 지난 20년 동안 SW산업의 표준화와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컨버전스 시대에도 우리 SW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대한민국 정보통신 표준화에 앞장서 온 TTA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표준화의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
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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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ccasion of the twentieth anniversary of your excellent organization I offer my sincere

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es (ARIB), Japan, is pleased to extend the congratulations upon the

congratulations on behalf of the ITU. TTA is a significant contributor to the work of ITU on ICT

commemorative 20th anniversary of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A).

standards development. Our best wishes for the future and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ARIB sincerely wishes TTA even more progress and prosperity than ever as well as the continuous close friendship

excellent collaboration.

between both organizations.

Mr. Malcolm Johnson, Director of TSB, ITU

Mr. Masayoshi Wakao, Secretary General, ARIB

On behalf of the Asia-Pacific Telecommunity (APT), I would like to express our cordial congratulations on the

I, On behalf of CCSA, would like to extend our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TTA’s 20th Anniversary

20th Anniversary of the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A). We appreciate very much that

Commemorative Issue”. During the last 20 years, the industry has witnessed the big success TTA has

TTA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and the promotion of ICT services and industry

achieved. I believe TTA will make greater achievements in the future. And I hope the cooperation between

since its foundation in 1988.

Mr. Toshiyuki Yamada, Secretary General, APT

CCSA and TTA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Mr. Gaofeng ZHU, Chairman of the Council, CCSA

ETSI is celebrating its own 20th anniversary this year, and we, in turn, congratulate TTA on this important

On behalf of the members of ICT Standards Advisory Council of Canada (ISACC), we wish to congratulate the

milestone. Our organizations are founding partners in the global standardization of 3rd Generation mobile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A) on their 20th Anniversary as well as their leadership in

technologies, and ETSI highly appreciates the open and productive collaboration between us. We look forward

ICT standards development, testing and certification. We look forward to future collaborative efforts between

to many more years of equally fruitful co-operation.

our two organizations.

Mr. Walter Weigel, Director General, ETSI

Mr. Bill McCrum, Executive Secretary, ISACC

Congratulations on the 20th Anniversary of TTA! ATIS is pleased to have had a long-standing and

CableLabs congratulates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on its 20 years of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TA. Twenty years of outstanding TTA contributions to global

contributions to standardization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services for information and

standardization is a tremendous achievement. We send our best wishes for continued growth and

communication companies.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relationship over the next 20 years.

success long into the future.

Ms. Susan. M. Miller, President & CEO, ATIS

Mr. Mike Schwartz, SVP Communications, CableLabs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TIA) congratulates the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The Bluetooth SIG congratulates TTA on its 20th anniversary. TTA has been a Bluetooth SIG member since

Association on its 20th anniversary. TIA enjoys a long and fruitful relationship with TTA as partners in the

2002 and became the SIG’s first Bluetooth Qualification Testing Facility (BQTF) in 2003. Testing by TTA helps

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2 (3GPP2) and as 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 (GSC) colleagues.

maintain the high standards that customers expect from Bluetooth products. We look forward to our further

TIA offers best wishes to TTA and further success as you embark upon your next twenty years. Many

cooperation and wish TTA continued success.

congratulations!

Edward F. Mikoski, Vice President, Standards and Business Development, TIA

On behalf of Japanese ICT industries, The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congratulates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of Korea on its 20th anniversary. Our relations have been
excellent not only in exchanging various information and opinions but also in creating human relations and
networks. Based on the achievement by now, our relations and collaboration will continue to grow for the
bright future to our members and nations.

Mr. Inoue Yuji, President & CEO, TTC

Mike Foley, PhD, Executive Director, Bluetooth SIG, I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