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장 탄생과성장

2장 세계를향한국제표준화·시험인증

2 0 0 81 9 8 8
20년전, 세계의모든나라는정보통신산업의가능성을주목하고있었다. 당시후발주자에불과했던대한민국은선진국들과의치열한경쟁속에

살아남아야하는냉혹한현실을극복하기위해TTA의탄생을도모하였다. 그리고20년이지난오늘, 대한민국은세계적인정보통신강국으로

명실상부한위상을쌓아가고있다. 

1부 B r i e f  H i s t o r y

IT강국실현의밑거름을다져온 TTA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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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지난 2007년 한해 287억 달러, 2억 5천만대에

달하는휴대폰을전세계시장으로수출했으며, 반도체, 디스

플레이패널 등을 더한 정보통신 분야 전체의 수출액은 무려

1,251억달러가넘는실적을기록하였다. 국내전체무역규모

가 처음으로 천억 달러를 넘어섰던 때가 바로 1988년이었다

는사실을떠올린다면국내정보통신산업발전의위상이얼마

나대단한것인지실감할수있을것이다. 정보통신산업에있

어대한민국이이룩한발전은세계정보통신업계의정설이었

던‘무어의법칙’이깨지고‘황의법칙’이등장한이변과도같

은것이었다. 

지금세계의많은나라들은대한민국이이룩한IT산업의초고

도 성장을 다시 한 번 주목하고 있다. 그들의 시선에는 20년

전보내왔던격려의박수가아닌벤치마킹의대상이자부러움

과찬사, 그리고긴장감이담겨있다. 오늘날선진국들은대한

민국을자신들의경쟁상대이자함께해야할협력파트너로인

식하고있으며, 많은개발도상국가들에게는자신들의목표를

현실화할수있는노하우를갖고있는나라로여겨지고있다. 

과연 우리가이룩한이모든결과는우연히이루어진기적이

었을까?  

아니다. 지금대한민국이세계적인정보통신강국으로서의위

상을구축하고, 점차그영역을넓혀나갈수있게된것은결

코우연이나기적이아니다. 우리는 20년전인 1988년, 대한

민국IT산업계와정부, 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계를비롯한모

두의희망을담은씨앗들을이땅에심었다. 그 씨앗중하나

가바로국내정보통신산업을주도하는정보통신표준화기구

의탄생이었다.

불과 20년 전,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세계인들에

게 신선한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 주었다.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장과변화는그들의눈에실로놀라운것으로비춰졌고, 세

계의언론들은연일대한민국의저력에찬사와격려의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대한민국은 그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여러 개발도상국가 중 하나에 불과했으며, 신발, 의류,

텔레비전수상기등의노동집약적인 2차산업구조에머무르

고있는나라였다. 

특히정보통신분야에있어서대한민국은이제막선진국의기

술을도입하기시작하는나라였으며, 당분간그수준에서벗어

나지못할것으로생각되었다. 대부분의선진국들은우리나라

가그들의기술수준을따라가기위해서는최소한50년이상걸

릴것으로예상하고있었다. 이같은예상은지구상그어떤나

라도산업중진국이시간을뛰어넘어기술선진국, 그것도최첨

단 기술력을 요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한

경우가없었기에당연한것이었다. 때문에그들에게대한민국

은이제막성장하고있는새로운소비시장이었으며, 먼저선점

하는국가에많은부와이익을가져다줄매력적인대상이었다.

그랬다. 비록아시아의네마리용중하나로불리기는했지만

우리의산업구조나기술수준은선진국의그것과는너무나거

리가 먼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20년 세월 동안 우리는 모

든이들의예상을보기좋게빗나가게만들었다. 

세계를놀라게한대한민국

정보통신산업의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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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말국내외정세

1980년대중반, 전세계경제의특징중하나로정보통신관련산업의급격한성장

을꼽을수있다. 정보통신분야의빠른기술발전은 1980년대후반에이르러서는

통신및방송기기, 무선기기, 컴퓨터등의상호접목으로이어지며, 이에대한호

환성을확보하기위한정보통신표준화활동의필요성이크게부각되었다. 

상호호환성만 확보된다면 기술력을 앞세운 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게

될것으로예상되었다. 이 같은정보통신관련산업의성장가능성에주목한선진

국들은세계시장선점을위해국가적역량을기울이고있었다. 특히, 전기통신사

업 및 전기통신장비 시장을 선점하려는 선진 각국의 노력은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하는것이었다. 

이미일본, 영국등에서는전기통신사업자의민영화·다원화를추진하고있었

으며, CCITT(현 ITU-T)를중심으로ISDN 기술을국제표준화함에있어유럽, 북

미, 일본을중심으로각축을벌이고있었다. 

선진경제로의도약을목표로했던우리나라역시정보통신산업에미래를걸

고있었다. 과학기술처와상공부가주도하던정보산업정책수립에있어 1981년부

터 전기통신 조직을 한국전기통신공사로 공사화하면서 체신부가 표면에 나서게

되었다. 이후 1983년을‘정보산업의해’로선포하고정보화실현을위한각종시

책을마련했다. 이어같은해 5월에는대통령직속의정보산업육성위원회를발족

시켜 정보통신산업 현황보고,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갔다. 하지만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현실은이제막걸음마를시작하는후발주자에불과했

탄생과성장1장

한국통신기술협회창립기념사진| 1989.3.30

TTA 주요연혁

1988.12.30
재단법인“한국통신기술협회”설립 (민법제32조)

(서울 서초구도곡동 907-7소재영동전신전화국양재분국 3층)

1989.06.08 최초단체표준 "원격자동검침시스템통신절차" 등 제정

1990.06.15 TTA 사무실이전 (서울중구충무로 1가 21 서울중앙우체국신관 9층)

1992.08.08 법정법인으로재출범 (전기통신기본법제30조에의거)

1994.03 ‘TV 고스트제거시스템’ITU-R 국제 권고채택

1994.07.06 협회사옥확보및이전 (서울종로구내수동 167 세종로대우빌딩 13층, 14층)

1997.01.3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명칭변경

2001.05.25 국제전기통신연합(ITU-T) 표준참조기관지정

2001.11.15 TTA 사옥 확장이전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 267-2)

2001.12.01 IT시험연구소개소 (ETRI 관련조직 TTA 이관)

2001.12.01 미국 SW시험인증기관 VeriTest와 MoU 체결

2002.10.31 미국 CableLabs와 오픈케이블시험인증협력MoU 체결

2003.05.07 블루투스국제공인시험소(BQTF) 자격 획득

2005.02.11 GSM 휴대전화북미 PTCRB 공식시험기관자격획득

2005.12.07 와이브로(WiBro) IEEE 국제표준으로제정

2006.12.08 TTA 사옥 증축 (6층→11층)

2007.10.18 와이브로표준을 ITU 국제표준으로승인

2007.12.14 지상파 DMB 표준을 ITU 국제표준으로승인

2008.01.02 누리꿈스퀘어 SW품질지원센터(TTA 상암시험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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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여기에 국내 시장을 선점하려는 선진국들의 개방 압력마저 거세지고 있어

국내정보통신산업의전망은결코밝지못했다. 

한편, 전산업분야에서큰폭의적자를기록하고있던미국은무역적자폭의감

소및흑자전환을위해세계각국과협상을하거나, 협상에유리하도록관련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후 통신 산업의 무역 관련 업무가 미국무역대표부로

넘어가면서종합무역법에통신관련조항이신설되었고, 1988년말부터한국에대

한통신시장개방압력도한층강화되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국제표준을 통해 자신들의 시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정부는

관주도형태가아닌공중통신사업자, 산업체, 연구기관, 학계, 이용자등의범민

간적기구를신설하여국내기술을표준화하고, 정부는이를승인또는허가하는

방법으로 국내 산업체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개방요구에 대처한다는 방침을

마련하였다. 

하지만시간이갈수록미국의압력은더욱거세져갔으며, 가시화단계에접어

들고있던TTA의탄생은급물살을타게되었고, 1988년 12월첫발을내딛게되었

다. 이처럼TTA의탄생배경에는대외적인통상협상과함께대한민국을대표하는

민간표준화기구로서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중차대한 임무

가작용하고있었다.  

대한민국정보통신표준제정기구의탄생, TTA

대한민국의정보통신산업발전을위해표준화를담당할민간자율기구설립필요

성이처음제기된것은 1983년이었으나, 기술기준업무와 ITU업무를통합수행하

는가칭‘한국통신기술기준협회’설립이추진된것은1987년에이르러서였다. 

1987년에 ITU협회설립을위해3억원을확보하는동시에기술기준협회설립

을위한예비비로 2억원을계상하여협회설립추진의근거를마련할수있었다.

이후 1988년 3월 11일, 서울대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개최된통신진흥협의회기

술발전분과 회의에서 한국전기통신기술협회 설립 안과 한국 ITU협회 설립 안이

토의안건으로상정되었다. 이어 4월 23일개최된제1차통신진흥협의회에다수안

인가칭한국통신기술기준협회설립건과소수안인ITU협회설립건을정식안건으

1 창립 기념식에서 설립경위를 경청하는 최영철 체신부장

관| 1989.3.30

2 한국통신기술협회창립기념식장에서방명록에서명하는

최영철체신부장관| 1989.3.30

3 한국통신기술협회현판식| 1989.3.30

4 한국통신기술협회창립자축연| 1989.3.30

5 서울강남구도곡동소재영동전신전화국양재분국3층

에마련된한국통신기술협회사무실| 1989.3.30

1

3

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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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시상정하여각각의장단점과통합안을놓고세부적인검토작업을벌였다. 

그결과, 기술기준협회업무와 ITU업무를통합수행하는가칭‘한국통신기술

기준협회’설립을추진하게되었다. 이같은결정은우리보다앞서활동을벌이던

일본의경우일본ITU협회와 TTC를분리하여운영하고있었으나상호간의업무

한계가불분명하여상호간분쟁사유를안고있다는문제점을보완하기위한선택

이었다. 이후, 일본 TTC의 관계 자료와 규정을 집중적으로검토하여 한국통신기

술기준협회 설립추진계획 안을 수립했다. 이어 8월 29일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

(KTA) 내부회의를통해기술기준업무와 ITU 관련업무를포괄할수있도록협회

명칭을‘한국통신기술협회(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로변경하고설립추진계획안을수립하였다.

협회설립추진회의는 10월 8일과 12일에걸쳐두차례진행되었다. 10월 8일

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KTA),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한국항만전화, 한국여행정

보등공중통신사업자,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그리고체신부관계자가참석

하였고, 10월 12일에는 금성반도체, 대우통신, 동양전자통신, 삼성반도체통신 등

4대통신관계자와체신부가참석하였다. 협회설립추진회의에서는협회설립추진

방향, 재원조달방법, 설립발기인구성등굵직한사안을비롯하여제반사항에대

해세밀한부분까지검토를마쳤다.

이후 1988년 11월중순에통신사업자, 산업체, 연구기관등 10개관계사대표

들로 설립발기인을 구성하였다. 협회 설립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12월 29일창립이사회를개최하고재단법인한국통신기술협회(TTA)의설립인가

를받았으며, 다음날인12월30일설립등기를마쳤다. 

1989년 2월 1일본격적으로업무를시작한한국통신기술협회(TTA)는 서울시

강남구도곡동에둥지를틀고정보통신분야‘민간표준화기구의출발’이라는새

로운장을열었다. 

표준제정을막시작한 1989년 6월 TTA는최고의결기구로서이사회를구성하

였고, 자문위원회를두어사업추진에관한자문을받도록하였으며, 조직은표준

화업무를수행하기위한사업조직과이를지원하는사무국으로이원화하였다. 

표준화사업조직은상위조직으로서표준화위원회와ITU위원회등2개위원회

로구성되었다. 표준화위원회는산하에망간인터페이스분과위원회, 망·단말간

인터페이스 분과위원회, 구내통신설비 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ITU위원회에는 ITU의표준화조직과대응되는 CCITT 분과위원회, CCIR 분과위

1

4

2

3

5

1 디지털전송방식전환방안에관한공청회| 1989.5.25

2, 3제1차표준화위원회| 1989.6.8

4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CCRI) 최종회의참가귀국보고회| 1989.12.12

5 제2회이사회| 198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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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를두었다. 이후표준화위원회는국내외의환경변화에따라보다효율적인업

무수행을위해기술총회, 통신표준총회, 정보통신표준총회로모습을바꾸며활동

의폭을넓혀나갔고, ITU위원회는1992년기술총회로통합되었다.

표준화사업의업무지원을목적으로설치된사무국은표준화부와 ITU부등 2

개부로구성하고업무를추진하였다. 

국제표준의보급과표준화기반조성

TTA가담당하게된주요업무는전기통신에관한국내표준의작성과보급, 전기

통신에관한국제최신기술정보와국제표준의적기도입및확산, 국내외관련기

관과의제휴및협력등이었다. 

표준화 사업에 착수한 TTA는 1989년 6월 8일, 최초로‘원격자동검침시스템

통신절차’에대한TTA표준을채택하였다. 마침내민간표준화기구로서정보통신

분야의표준을제정하는새로운역사를기록한것이다. 이는 단체표준의첫탄생

이라는의미뿐만아니라, 정보통신표준의제정기구로서 TTA의존재를알리는신

호탄이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말과 1990년대초만하더라도대부분의국내기업들에게표

1 제1차기술총회| 1991.5.31

2 용어표준화제3차회의| 1991.6.12

3 공중통신사업자중장기계획발표회| 1991.5.30

4 제1회ITU 교육프로그램| 1991.4.26

2 3

4

1

<협회 설립초기의조직도(1989년 6월)>

이사회

표준화위원회 ITU연구위원회

•망간인터페이스분과위원회

•망·단말간인터페이스분과위원회

•구내통신설비분과위원회

•CCIR분과위원회

•CCITT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표준화담당

•총무담당

•CCITT담당

•CCIR담당

회장

표준화부 ITU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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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는별다른관심을끌지못하고있었다. 해외수출을통해국제정세를파악하

고있는일부기업들을제외한대부분의기업들에게표준화라는용어자체가낯선

것이었다. 관련 업무를전담하게된구성원들역시표준화와관련된업무에대한

이해가깊은것은아니었다. 

이 같은 현실에 따라 TTA는 ITU 관련 국내연구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국제적인동향과관련기술을조기에파악할수있도록하는한편, ITU와관련된

각종자료를수집·번역해배포함으로써업계의이해를도모하였다. 이와함께국

내외 표준화 조사·연구와전기통신방식·통신절차·접속등의 국내표준을 작성

보급하는역할도함께수행해나갔다. 

TTA는 표준제정활동이자리를잡아감에따라표준화업무를수행하는데필

요한각종제도와규정을하나하나제정함으로써정보통신표준화의기틀을잡아

나갔다. 

국제회의참가와대내외홍보활동

TTA는국제표준화기구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역량을구축하기위해1990

년대부터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설립 초기에는 CCITT(현 ITU-T)부문과

CCIR(현 ITU-R)부문의국제회의에지속적으로참가함으로써국제사회에TTA를

대한민국을대표하는민간표준화기구로알리기위한노력을병행하였다. 이후보

다적극적인자세로활동의폭을넓히기위해 ITU활동뿐아니라다양한국제및

지역표준화기구의회의·심포지엄등에참여하였고, 상호협력을위한양해각서를

체결해나갔다. 

설립 초기부터 TTA의 국제활동을 주도했던 ITU위원회는 크고 작은 변화를

거듭하면서도우리나라의국제표준화활동의중심에서업무를지속해나갔다. 대

외적으로는 수많은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선진 각국의 정보통신산업 동향과 국제

회의진행및운영체계, 표준화동향등의정보를수집했으며, 회의에참가한각국

대표단에게TTA의존재와국내표준화활동상황을알리는역할을수행하였다. 대

내적으로는 지속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선정과제에 대한 연구발표, 국제신기술자

료입수및검토, ITU 기술회보및기고서내용검토등의활동을펼쳐나갔다. 이

때 수집된정보와자료를관련단체와학계, 사업자등에제공하는전달자로서의

1 일본ITU협회를방문하여상호협력각서를교환| 1989.7.13

2 CCITT 위원장초청교육세미나| 1992.1.28~30

3 정보통신표준화동향세미나| 1993.7.13

4 제3회상호운용워크숍및전시회| 1993.9.22~25

5 93년도ITU 국내연구단연구발표회및국제회의참가보고회| 1994.3.8

6 ITU-T SG10 전문가회의| 1994.3.14~18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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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도함께수행해나갔다. 

오늘날에는인터넷을통해얼마든지관련정보를수집할수있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기업체에서 해외 선진기술과 동향을 파악하기란 결코

쉬운일이아니었다. 때문에 TTA가국제활동을통해수집한자료의국내보급은

당시국내관련업체들에게선진기술의동향파악은물론, 향후사업방향을설정

하는데많은도움을주었다. TTA는 선진국들이주도하고있는표준화관련기술

들을지속적으로제공함으로써표준화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 국내기술의발전

을도모할수있었다.

국제회의참석회수가많아지면서국내기고서의제출량도눈에띄게증가하

였다. 특히 1993년 10월에는‘TV 고스트 제거시스템(GCR)’기고서가 ITU-R

WP11C 회의에서권고초안으로채택되었으며, 이듬해3월에는국내정보통신표준

화활동사상최초로국제권고로채택되는개가를올릴수있었다. 

이처럼 꾸준히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간 결과 1997년에는 ITU-R TG8/1

Evaluation Working Group의의장으로국내전문가(위규진박사, 전파연구소)가

선출되는성과를올릴수있었다. 이후 ITU 내에서우리나라의지위는꾸준히향

상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장단에 진출하면서 그 역량을 확대시켜 나갔

다. 하지만이때까지도 ITU위원회의활동은주관청을지원하는수준에머물러있

었다.

국제표준으로의첫채택

우리나라가 ITU-R WP11C 회의에제출한‘TV 고스트제거시스템’은당시아날

로그텔레비전이주류를이루고있던세계시장에서우리의기술력을대내외에알

리는기회가되었으며, 우리기술이국제표준에이름을올리는최초의성과였다는

점에서큰의미를갖고있다. 

HD 텔레비전이보편화된오늘날에는찾아보기힘들지만아날로그방식의텔

레비전이주류를이루고있던 1990년대초반까지만해도화면이두겹세겹으로

겹쳐지는고스트현상은대부분의텔레비전에서흔히발생하는현상이었다. 미국

과일본을비롯한선진각국은고스트현상에대한표준화를선점하고, 이를 바탕

으로세계시장진출을추진하고있었다. 

1 전기통신표준설명회| 1992.6.24

2 정보통신상호운용시범워크숍및전시회|

1992.10.1~2

3 TV 고스트제거시스템| 1993.1.12

4 ‘93년도ITU 국내연구단연구발표회| 1994.3.8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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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경우국내규격의CCIR 기고가없었기때문에미국이나일본의규

격을 권고로 채택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 텔레비전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이었기에 외국의 규격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에따라 KBS와 국내가전사간공동개발단을구성하여한국형 TV 고스트

제거시스템개발에착수하였다. 한국형 TV 고스트제거시스템은 1992년 1월부터

1993년 6월까지 1년반만에개발하였는데, TV 수신품질을획기적으로개선시킬

수있는시스템이었다.

당시 TTA 방송위원회가담당해야할최대임무는 ITU-R에제1차기고가이

루어진시점에서한국형 TV 고스트제거시스템의개발결과를재분석하여그결

과를2차기고하고, 궁극적으로는국제권고안으로채택되도록하는것이었다. 

‘TV 방송수신장애제거방식에대한이론연구’를위탁받은TTA는 1993년 7

월부터시작하여 3개월만인 1993년 10월, 제네바에서열린 ITU-R WP11C 회의

에서제2차기고를할수있었다. 그 결과성능을인정받은한국형 GCR은일본,

미국의 GCR 신호와 함께 각각 복수 권고안으로 채택되었으며, 1994년 3월에는

한국정보통신사상최초로TV 고스트제거시스템에관한기고서가국제권고로확

정되었다.

IT 전분야로표준화업무영역확대와재도약의계기마련

급격한국제화로인해새롭게대두된표준화와지적재산권의문제역시재정립이

필요해졌다. 이에 TTA는 기본적으로 상충관계에 있는 표준화와 지적재산권과의

관계정립을위해 1994년지적재산권연구위원회의운영을시작하였으며, TTA표

준작성시처리해야할지적재산권취급에관한기본지침잠정안을우선적으로

마련하였다. 정부역시1995년 10월 17일에정보통신표준화관련지적재산권취급

지침을제정하였다. 지적재산권취급지침에는적용범위, 지적재산권의통보, 확약

서 제출, 표준화 추진, 지적재산권의 명시, 표준제정 후의 지적재산권 취급 등의

조항이포함되었다. 그러나정부는 1997년정보통신표준화지침제정과함께지적

재산권취급지침을 폐지하는 대신 이에 관한 사항을 TTA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

해7월단체표준제정에필요한지적재산권취급요령을별도로제정하게되었다.

1

2

3 4

1 캐나다TSACC와협정체결| 1994.11.9

2 ITU-T SG7 Seoul Meeting | 1994.10.31~11.11

3, 4제3회정보통신상호운용워크숍및전시회|

1994.1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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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민국 정보통신의 표준화를 이끌어온 TTA는 1997년 1월, 전기통신

기본법 제30조가 개정·발효됨에 따라 1월 31일 정관을 개정하고 협회의 명칭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변경하였다. 같은해 5월에는정보통신표준화지

침이제정되면서국내정보통신표준화체계는큰폭의변화를겪게된다.

이때제정된정보통신표준화지침의근본취지는 TTA의표준화업무영역을전

산망, 정보보호, 정보통신소프트웨어분야까지확대하고단체표준의제정기관을

TTA로일원화하는데있었다. 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산원, 시스템공학연

구소, 정보보호센터등의표준화관련기관들은각기해당분야의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되그결과물로도출한표준초안들을TTA에제안하도록하였다. 

단체표준제정기구가단일화됨에따라TTA는1997년7월, 표준심의기구로정

보통신표준총회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보통신표준화운영규정을

마련하는한편업무확장에상응하는정보통신표준화각위원회의조직을재정비

하고, 제정된표준에대한보급및확산을위해보다심도있는활동을펼쳐나가도

록하였다. 

TTA의위원회조직개편내용을보면운영위원회산하에기획·전략특별위원

회를구성하였으며, 전산망분과위원회, 정보통신소프트웨어분과위원회, 정보보

호분과위원회를신설하였다. 기존의전기통신, 전파, 방송, 이동통신외에도새롭

게 추가된 전산망 분야의 표준화위원회가 협회 내에 구성됨으로써, 정보통신 전

분야로의표준화업무를수행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게된것이다. 

1997년 7월3일제1차회의부터시작해1998년까지정보통신표준총회를통해

제정된 TTA표준은 213건이었으며, 이듬해인 1999년말에는누적건수가총 664

건에달하는등업무에박차를가해나갔다. 

이와함께TTA는주관청지원업무로서국제회의참가단구성, 국제회의참가

준비회의, 기고서 제출을 위한 제반활동 등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또한 ISO/IEC

JTC1 총회, GSC회의등각종국제회의참석을비롯하여지역표준화회의, 각국의

표준화기구방문등의활동도지속적으로수행함으로써표준화활동의역량을키

워나갔다.  
1 ITU전권위원회회의에참가한한국수석대표단|

1994.9.20

2 ITU전권위원회회의참가자기념사진| 1994.9.19~10.14

3 제1차APT지역표준화회의참가자기념촬영|

1994.5.25~27

4 제15회Asian ISDN Council | 1995.5.22~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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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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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 국내표준채택과세계최초상용화

이동전화가오늘날대한민국의대표적인수출상품으로자리를잡을수있었던계

기를꼽으라고한다면단연CDMA의세계최초상용화라고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의이동통신산업은 1988년서울올림픽을전후하여차량용이동전화

서비스가활성화되면서새로운전기를맞게되었다. 이동전화서비스의편리함이

주목을 받으며 가입자가 급증하자 기존의 주파수 대역으로는 가입자 수용용량과

통화품질향상에한계를맞게되었다. 이같은문제의해결방안을찾던끝에우리

가주목하게된방식이바로CDMA였다. 

1990년대초, 세계대부분의국가들은 TDMA 방식에대한연구에몰두해있

었으며, CDMA는 상용화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지나치게 까다로워 상용화가 어렵

다고결론을내리고있었다. 하지만뒤늦게이동통신산업에뛰어들며기술개발을

추진하던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서 선진국과의 경쟁에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다.

이에우리정부와이동통신산업계는어렵지만미개척분야임에도뛰어난가능성

을갖고있는CDMA를상용화하는길만이선진국들과의경쟁에서살아남을수있

다는결론을내리게되었다. 

이같은판단에따라우리나라는CDMA 상용화를추진하고있던미국의퀄컴

사와전략적인기술제휴를체결하고본격적인개발에착수하였다. 이후기술적진

전을 통해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을 확신한 정부는 1993년 6월, 우리나라 디지털

이동통신방식으로CDMA를채택한다고발표하였다. 이때CDMA 방식을채택한

우리의결정은국내이동통신산업의모든미래를건과감한승부수였으며, 세계

이동통신업계에도충격적인사건이었다. 

이에TTA는 1994년 11월, 디지털이동전화에대한잠정표준을제정하였으며,

관련업계는TTA의잠정표준을기반으로기술개발에박차를가했다. 그리고 1996

년초, 마침내한국이동통신이서울과인천지역에서서비스를개시한데이어, 4월

에는 신세기이동통신이 서울과 대전지역에서 서비스 개시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

둘수있었다. 

우리나라의 CDMA 상용화는이후미국을비롯한세계각국의주목을받았으

며, 전세계에서유일하게CDMA 상용화기술을보유하고있던국내산업계는다

른나라와의경쟁없이독자적으로세계시장을개척해나갈수있었다. 즉, 국내

제조사들은별다른경쟁없이오직제품의질을향상시키는데몰두하면서초고속

1 국제표준화전문가육성워크숍| 1997.11.27

2 W-CDMA 비동기워크숍| 1998.4.8

3 제1회정보통신표준화심포지엄| 1998.6.2~3

4 IMT-2000 TIA 협력회의| 1998.4.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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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이어갈수있었다.

이동통신협력프로젝트(3GPP, 3GPP2) 협약

세계최초CDMA 상용화에성공한우리나라는세계시장을향한본격적인행보를

시작하였다. 그출발은국제표준화를위한준비였다. TTA가 1998년 12월에체결

한 제3세대 이동통신 협력프로젝트(3GPP : 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협약서와 1999년 1월에 체결한 제3세대 이동통신 협력프로젝트

2(3GPP2 : 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2) 협약서는대한민국이

동통신의발전에있어서중요한전환점을마련하는계기가되었다.

차세대이동통신표준화에있어유럽을중심으로하는WCDMA 표준화기구인

3GPP 및미국을중심으로하는cdma2000 표준화기구인3GPP2와TTA 간협약

서 체결로, 국내 기업들은 국제적인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이를단말기, 시스템등의기술개발에적용할수있게되었다. 이를계기

로삼성, LG 등우리나라 IT산업을대표하는기업들은보다적극적으로국제표준

화에참여하는등국내IT기술은비약적인발전을이루었다. 

여기에cdma2000은우리나라의이동통신기술을세계로부터인정받는또하

나의계기가되었다. 2G 기반기술의경우동기식CDMA를채택했던우리나라는,

3세대로넘어가면서동기식과비동기식모두를채택하여상용화를추진하였다. 그

결과비동기식의경우 SK텔레콤과KTF가, 동기식의경우 LG텔레콤이상용화시

킬 수 있었다. 이로써 CDMA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한 우리나라가

cdma2000 1X 기반의3G 네트워크분야에서도세계최초상용화의시대를연것

이다. 

물론, 이같은놀라운발전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가이동통신산업에서진정

한경쟁력을확보했다고말할수는없었다. 그 이유는원천기술의부재때문이었

으며, 우리가세계시장에서인정받는원천기술을확보하기위해서는반드시우리

힘으로개발한기술을바탕으로한세계표준이제정되어야만했다. 
1 3GPP2  협정조인식| 1999.1.27

2 3GPP Organizational Partners Meeting | 1999.5.27~28

3 3GPP 회의| 1999.12.27~28

4 3GPP TSG-R WG 1, 2 ,3 국제회의개최| 2000.4.10~13

5 3GPP2 OP/SC회의개최| 2000.4.18~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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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국내표준화성과

1988년 12월설립과함께대한민국정보통신표준화의역사를써내려가기시작한

TTA의 1990년대 역할을 한마디로표현한다면‘국내 정보통신산업에 새로운이

정표를제시했다’고할수있을것이다. 

표준화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있어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국내 정보통신

산업은TTA가설립되기이전까지만해도표준화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었으

며, 관련기술의발전에도뚜렷한한계가있었다. 대한민국정보통신산업발전을

위해탄생한TTA는설립초기부터국내정보통신기술의표준화를적극적으로추

진하였으며, 1999년말까지664개의정보통신단체표준(TTAS)과 444개의한국정

보통신표준(KICS)을제정하는성과를기록하였다. 

특히 TTA 탄생 이후 1990년대 말까지 수행한 표준화 사업의 결과 중에서도

TV 고스트제거시스템표준화, 고속무선호출(PAGER) 표준화, 전화기자판한글배

열표준화, 128비트블록암호알고리즘 SEED 표준화, 800MHz대 디지털이동전

화표준화등은국내정보통신표준화역사의중요한이정표로남게되었다. 

이밖에도정보통신표준교육·세미나등의행사를개최함으로써 ITU를비롯

한국제표준화기구와미국·유럽·일본등국가및지역표준화기구의선진기술

과 표준화 정보를 국내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연구서·보고서·기술

정보등의다양한표준화관련정보를산업계등에제공하였다. TTA의이러한노

력은우리기업들이세계시장의동향을파악하는데지대한역할을수행하였으며,

국내시장을넘어세계시장으로진출하는교두보가되었다. 

물론 1990년대말까지는 TTA가수행한표준화사업의진정한가치가표면적

으로드러나지않았지만, TTA가그동안수행해온다양한노력의결과가2000년

대를맞아국내정보통신산업의눈부신발전으로나타났으며, 세계에서그유래

를찾아보기힘든비약적인성장으로이어졌다는사실이다.

1

2

3

4

1 제5차세계표준협력(GSC-5)회의| 1999.8.23

2 APT WTSA  2000 회의| 2000.6.19

3 제6차세계표준협력(GSC) 및제9차무선표준화(RAST) 회의|

2000.8.28~9.1

4 제9회정보통신상호작용워크숍및전시회| 200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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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표준참조기관지정과주요성과

2000년대를맞으면서TTA의표준화활동에도많은변화가찾아왔다. 첫번째변

화는2001년 5월25일, TTA가 ITU-T 표준참조기관으로지정되면서국내 ITU위

원회의 활동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었다. 당시 ITU-T 표준참조기관으로

지정된 표준기관은 ITU 국제표준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T1(현 ATIS로 통

합)·TIA·IEEE·SCTE, 유럽의 ETSI·ECMA, 일본의 TTC·ARIB 그리고한

국의TTA 등이었다.

TTA가2001년5월 ITU-T 표준참조기관으로지정됨에따라차세대이동통신

인 IMT-2000, 초고속인터넷등정보통신분야의국내핵심기술이TTA 표준을

통해ITU의국제표준에반영되는등우리기술이세계정보통신기술을주도할수

있는소중한기회를확보한셈이었다.

국제표준화활동역시한단계격상된차원의성과로이어졌다. WTSA-04회

의에서는SG3 의장및 SG17 부의장등으로총 7명이선출되고, RA-07회의에서

는SG1 등연구반부의장및RAG 부의장으로총5명이선출되는성과를올릴수

있었다. 

또한국제표준화활동의핵심인전문가를육성하는역할을충실히수행함으로

써풍부한경험과전문능력을보유한국제표준화전문가Pool을형성해나갈수있

었다. 특히 TTA가수행한 IT국제표준화전문가육성및지원활동은미래를위한

투자였으며, 2008년 6월말현재전세계주요국제표준화회의에서 106명의전문

가들이148개의석을확보하는밑거름이되었다. 

세계를향한국제표준화·시험인증2 장

1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의장단워크숍| 2001.2.23

2 임주환사무총장, ITU-D 사무국장등접견| 2001.3.22

3 IP기반통신망서비스및신호방식표준기술세미나| 2001.5.3

4 IT Forum Korea 2001 | 2001.5.9

5 IT표준화전문가100인지명대회| 2001.8.24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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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사옥분당이전과시험인증연구소의설립

TTA가시험인증관련업무를시작하게된것은2000년말국내 IT업체가첨단기

술분야의국내시험기관부재로시험인증을외국에의존할수밖에없었고, 이를해

결하기위한정부의노력에서찾을수있다. 

표준화의중요성을강조해온정보통신부는2001년 1월에‘정보통신종합시험

센터설립기본계획’을마련하여국내IT업체가독자적인시험환경의구축이곤란

함으로써겪고있는제품개발및판로개척의애로를해소하기위하여당시ETRI에

서수행하고있던시험인증부분을TTA로이관하는결정을내렸다. 

TTA는시험인증업무의수행을위하여우선ETRI의네트워크장비시험센터

와소프트웨어시험인증센터인력39명과장비를승계받았으며, 인력과장비를수

용할새로운사무실을확보하기위해사옥을광화문에서분당으로이전하였다. 

TTA는본격적시험인증업무를전담할조직인시험인증연구소(당시 IT시험연

구소)를2001년 12월에설립하였으며, 연구소조직으로는네트워크시험센터, 소프

트웨어시험인증센터및디지털방송시험센터의3개센터를구축하였다. 이후시험

인증연구소는급변하는 IT기술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당시디지털방송시험

센터 내에서 추진 중이었던 이동통신 업무를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여 2002년

12월에이동통신시험센터를설립하여4개의시험센터체제로운영하게되었다. 

TTA 시험인증연구소가설립초창기에수행한역할은국내정보통신제품에대

한시험인증업무를통해우리제품의해외경쟁력을확보하고, 국내업체가시험

을받기위해외국에나가며감수해야했던시험소요기간을단축하고시험비용으

로지불되는외화를절감하는것이목표였다. 이를위해TTA는국제시험인증기관

과의협력을강화해나갔으며, 인증마크를직접발행할수있는역량을확보하는

데총력을기울였다. 국제시험인증마크를 TTA에서발행한다는것은국내업체에

게는시간과비용절감효과는물론, 시험인증과정을통해부족한기술력을향상

시키는효과로이어지게되며, 이는곧열악한국내중소기업의수준향상과국제

경쟁력확보를의미한다. 

TTA 시험인증연구소는 KT, 하나로텔레콤등에서요구하는테스트를수행하

여, 영세업체라도TTA의인증을통해납품이가능하도록하였다. 또한타기관과

의MoU 체결을통해역량을넓혀나갔으며, TTA에서시험하지못하는부분에대

1 3GPP2 기술규격검토회의| 2001.10.15 

2 제1회CDMA 국제로밍심포지엄| 2001.10.19

3 제6회CDMA 국제회의| 2001.10.30~11.2

4 VeriTest-TTA 간인증수여식| 2001.11.27

5 SOFTEXPO 2001 | 2001.11.29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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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TTA가직접타기관에의뢰하여모든분야에대한시험인증이가능하도록

하였다. 

이후2004년말에는정보통신부가추진한IT839 전략에따라DMB, 와이브로,

WCDMA, 홈네트워크등의다양한분야에서관련장비제작이급물살을타게되었

으며, 관련 장비의 시험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시험인증연구소의 업무량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정보통신부는 2005년 8월‘IT시험인증허브기반구축기본계획’

을수립하여안정적인시험인프라를구축하고체계적인시험인증서비스가가능하

도록예산을지원하였고, TTA는이를계기로기존6층건물을 11층규모로증축하

고장비와인력을충원하여시험인증서비스의역량을확대해나갈수있었다.

이처럼 표준화 전체 과정에 해당되는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된

TTA는표준제정과표준정보보급중심의활동에서한단계심화된표준중장기계

획및전략수립, 표준제정, 표준시험인증서비스, 민간표준화활동지원(국제표준

화전문가육성, 표준화전략포럼지원), 표준정보보급등에대한활동을통합수

행하게되었다.

위피(WIPI)를통해얻은교훈

2002년 말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표준화에 있어 새로운 차원의 단계로

접어드는시기를맞게되었다. 이전까지는해외의표준기술을도입하고선진국들

이제시하는기준에부합하기위해노력해왔다면, 이때부터국내기술로세계기준

을이끌어보자는시각에눈을뜨기시작하였다. 

2001년 당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위피(WIPI: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의개발은각기다른무선응용프로토콜을채택함으로써발

생하는문제점과, 콘텐츠제공업체(CP)들의서로다른개발규격으로인한문제점

들을해결하기위해제정된무선인터넷플랫폼표준규격이었다. 위피는이동통

신업체들이동일한플랫폼을사용하도록표준규격을통일함으로써, 기업의경쟁

력을 높이고 국가적인 낭비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후

2002년 5월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으로 위피(WIPI)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의단체표준으로채택되었으며, 2003년4월에국내이동통신3사가각각다

르게사용하고있는모바일표준플랫폼을하나로통일한‘위피1.1’이탄생하였다.

1 TTA 사옥확보| 2001.11

2 TTA 사옥이전및IT 시험연구소개소기념식| 2001.12.27

3 TTA 사옥이전및IT 시험연구소개소테이프커팅| 2001.12.27

4 TTA 사옥이전및IT 시험연구소개소기념식| 2001.12.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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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어떤통신사업자의인터넷콘텐츠라하더라도다른사업자의가입자가자

유롭게사용할수있는상호호환성을확보하게된것이다. 

이처럼뛰어난성능과편의성을갖춘위피개발에고무된정부와TTA는한국

형무선인터넷플랫폼규격인위피를통해국제표준화를추진하기위한본격적인

준비에돌입하였다. 

국제표준화를시도한기술은다양한모바일콘텐츠의구동능력이뛰어난‘위

피V2.x’였다. 이같은시도는세계최초 CDMA의상용화성공을통해우리도할

수있다는자신감에서출발하고있었다. 우리정부와 TTA는최적의성능과효율

성을갖춘위피가국제표준으로등극하게될것이라는희망을갖고있었다. 하지

만 위피표준은 중소벤처기업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표준인 관계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에는그역량에한계가있었다. 결국국제표준화무대에서중점적으로추

진할사업자또는제조사등거대국내주체세력이없었던관계로위피의국제표

준화는답보상태에빠지고국내표준으로만남게되었다.

반면국내시장에서역시무선인터넷표준플랫폼의조기확산에따른고기능

단말기·솔루션·콘텐츠시장의형성등, 지금까지도위피는국내모바일산업발

전에크게기여해왔다는평가를받고있다. 비록 국제표준화에는실패했지만위

피의사례를통해국제표준화라는산을넘기위해우리에게필요한부분이무엇인

지를절실히파악할수있었던것이다.

국제표준화협력의필요성과주요활동

퀄컴의사례를통해알수있듯이국제표준으로채택된원천기술을보유한다는것

은관련산업의발전은물론천문학적인경제적이익으로이어진다는것을의미한

다. 따라서세계각국은자국의기술이국제표준으로채택되도록하기위해전쟁

과도같은치열한경쟁을펼치고있다. 

국제표준의채택경쟁이치열해지면서나타난두드러진현상이바로지역주의

의강화와지역·국가표준화기구의활성화이다. 이러한현상은자국의기술을국

제표준으로채택시키기위하여지역및국가기반의협력체계를중심으로영향력

을확대하기위한움직임이었다. 즉, 아무리뛰어난기술을보유해도국제적인동

의와협력을이끌어내지못하면결코국제표준으로채택되지못하며, 설령 국제

1 TTA-KT 간통신장비시험업무협력양해각서체결| 2002.3.28

2 ITU 정보보호기술표준워크숍| 2002.5.13

3 TTA-특허청간지적재산권업무협력협정체결| 2002.5.17

4 TTA-하나로통신간시험업무협력에관한양해각서체결| 2002.5.21

5 국내무선인터넷플랫폼위피(WIPI) 상호운용성시험| 2002.9.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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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경쟁기술과의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호 이익과 뜻을 함께하는 지역·국가표준화기구가 서로 협력체

계를구축하고있는것이다. 

우리나라역시이러한경쟁을뚫고국제표준등극과시장점유효과를동시에

얻기 위해 폭넓은 국제표준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TTA는

세계표준협력회의(GSC: 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 한·중·일 IT표준

협력회의(CJK Meeting o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Standards),

3GPPs(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s) 등의 표준화협의체와의 공

조를강화함으로써우리나라의국제표준화역량을넓혀가고있다. TTA의주요표

준화협력활동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TTA가 1992년 8월에 가입한 GSC(세계표준협력회의)는 ITSC(지역간전기통

신표준화협력회의)를 전신으로 하는 지역 간 협의체이다. GSC는 전 세계적으로

호환성이있는표준을제정·보급하는과정에나타날수있는중복발생을최소화

하는데그초점을맞추고, 협력을통해사전조율이가능한분야를중점표준화분

야로선정한바있으며, 회원 공동으로문제해결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오고

있다. TTA는 GSC 활동을통해각표준화기구별로표준화를추진하고있거나향

후표준화를추진할분야의핵심관심항목(HIS : High Interest Subject)별표준화

추진현황및정보를교류함으로써, 국제적으로이슈화되고있는주요기술분야

가무엇인지, 과거에서미래까지기술적인흐름이어떻게바뀌어가는지를파악하

는데힘쓰고있다.

한·중·일 표준협력회의는 2002년 TTA의 제안으로 탄생하였다. 첫 출발은

상호 간의 표준정보교환회의로 시작했으나 이후 표준화기관 간의 양해각서를 체

결함으로써 제3차 회의부터‘한·중·일 IT표준협력회의’로 발전되었다. 햇수로

7년차를맞고있는한·중·일IT표준협력회의는현재전세계에서견제할정도로

영향력있는협력체로발전하였다. 특히최근주요이슈로부각된NID 협력분과와

NGN-IPTV 특별반을설치하는등동분야에서세계표준화를주도할수있는발

판을마련해가고있다. 

3GPPs는 3GPP와 3GPP2를통칭해부르는용어로, 다른공식표준화단체와

는 달리 3G 표준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각 나라 또는 지역별 표준화 단체(SDO,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 간의공동작업을위한파트너십프로젝

트를말한다. 

1 제1차한·중·일표준협력회의| 2002.6.26

2 제1차및제2차ION 2002 상호운용성시험| 2002.7.3

3 서울국제인터넷/네트워크전시회| 2002.10.31

1

2

3



3부•Remarkable Footprints 4부•Organization 5부•Vision 6부•Appendix

97

Prologue 1부•Brief History 2부•History of TTA 

96

3GPP는1998년 12월, TTA를비롯한각국의SDO간MoU체결이완료됨에따

라 1999년 1월 그 첫 발을 내딛게 된다. 당시 3GPP의 탄생은 TTA의 선도적인

IMT-2000 국제표준화참여의지에따라3G이동통신역사에남을획기적인사건

이되었다. 특히이동통신국제표준화활동을함에있어국가의기술선도력을반

영할수있는공간확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는교훈을주고있다. 현재 3GPP 참

여SDO는ETSI(유럽), TTC(일), ARIB(일), ATIS(미), TTA(한), CCSA(중)이다.

3GPP2의 경우유럽세력에의해주도된 3GPP에 대한미국측의대응전략에

따라만들어진 3GPP의대응기구라고할수있다. 당시 IS-95(현재는 ANSI-95)

CDMA표준규격 개발을 관장해온 TIA TR45.5에서는 유럽주도의 IMT-2000 규

격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CDMA 진영의 파트너십을 추진하였고, 이것이 3GPP2

(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2)가 된 것이다. 동기식과 비동기식

IMT-2000에모두관심을기울이고있던한국TTA 및일본ARIB와TTC는양대

세력(유럽과미국)과 관계를유지하기위해 1999년 1월에 3GPP2에도설립 SDO

로 참여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CDMA방식의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던 터라

3GPP2 에서의TTA의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좋은기회가되었다. 현재3GPP2

참여SDO는TIA(미), TTC(일), ARIB(일), TTA(한), CCSA(중)이다.

국내기술의국제표준을향한도전

2000년대에접어들면서국내이동통신분야는와이브로를통해세계가놀랄만한

결실을거둘수있었다. 특히CDMA분야에서세계최초상용화의문을연우리나

라는유비쿼터스서비스환경에대한요구뿐아니라휴대인터넷의수익성확보와

경쟁력을강화하려는투자로이어졌고, 와이브로의출현을가속화하였다. 

한국의월드컵신화창조가된 2002년, 국내이동통신에서는새로운신화창

조를위한태동이일고있었다. 국내외통신시장은유선에서무선으로변화하고

있었으며, 이미포화상태에이르고있었던음성서비스시장은무선데이터시장으

로그영역이확장되고있었다. 이에따라정부는기존비활성화된무선가입자회

선(WLL : Wireless Local Loop)의 2.3GHz 대역의 주파수를 회수하고, 새로운

성장산업창출을이끌어낼수있는휴대인터넷개념을도출하여, 황금 주파수대

역을휴대인터넷용으로재할당하게되었다. 

1 3GPP2 SC/OP Meeting | 2002.1.24~25

2 제2회CDMA 국제로밍심포지엄| 2002.11.4

3 SOFTEXPO 2002 |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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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계기로향후통신시장의발전방향에대한사업자, 제조사, 학계, 연구기

관등관련기관들간의활발한의견수렴과정이이루어졌으며, 와이브로환경에서

의 상호호환성확보를위한 표준화의필요성이강하게제기되었다. 이어 2003년

부터는 TTA를통해와이브로기술표준제정을위한민간중심의표준화활동이

시작되었다. 이에따라포화상태에이른이동통신시장의한계를극복하고자국내

제조사및연구기관을중심으로와이브로기술개발을촉진시켰다. 

와이브로 표준화를 담당하게 된 TTA는 표준총회를 통해 2003년 6월,

2.3GHz 휴대인터넷 프로젝트 그룹(PG05)의 신설을 승인하였다. 이후 2004년 1

월, 2.3GHz 휴대인터넷프로젝트그룹(PG302 : 2004년 1월, TTA 표준화위원회

조직개편에따라PG05에서PG302로변경됨)은국내와이브로서비스를위한최

초의초석을놓게되는데, 바로와이브로주요시스템이가져야하는특징, 파라미

터및요구사항등의결정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 3월부터각회원사로부

터표준기술제안을받고, 평가단구성을통한공정한제안기술평가후같은해6

월, 와이브로1단계표준규격을TTA 표준총회에서승인하였다. 

이때예상치못한위기가찾아왔다. TTA의단일표준정책이지나치게무역제

한적일 수 있다며 미국이 통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한국은 IEEE

등국제적인기준에따라와이브로사업자를선정하는한편, 국제표준화를위하여

인텔사등해외업체와협력관계를구축하였으며, IEEE 802.16은물론 ITU-R의

IMT-2000 표준화까지추진하며위기를기회로만들어갔다. 결국문제해결과정

을거치며와이브로표준이폭넓은호환성을확보한기술로국제적기준과우수한

성능을충족시킴으로써오히려그파급효과를넓혀갈수있게된것이다.

한편, 지상파DMB의탄생은정보통신부가구성한‘지상파디지털라디오방송

추진위원회’가 2002년 12월에유럽의‘유레카-147’을국내지상파DMB의표준

방식으로확정하면서비롯되었다. 이때우리나라는유럽표준을도입하면서디지

털라디오 기술과 함께 디지털영상기술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였고, 지상파 DMB

기술개발과실용화에박차를가해나갔다. 그결과2003년 10월 24일, TTA는지

상파DMB 오디오를포함한송수신정합표준제정에이어, 2004년8월 10일지상

파 DMB 비디오 부문의 표준을 제정할 수 있었다. TTA는 이러한 기술적 개가를

바탕으로 TTA DMB 프로젝트그룹산하에‘지상파 DMB 국제표준화 ad-hoc 그

룹’을만들었으며, 지상파DMB 기술의국제표준화를추진하게된다.  

정보통신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게 된 대한민국이 지상파 DMB
1 제2차IETF 인터넷표준기술워크숍| 2002.2.6

2 IT Forum Korea 2002 | 2002.4.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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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월드DMB포럼으로 전해졌다. 정체된 유럽 DMB

확산에기여할것으로예상한월드DMB포럼측은우리가멀티미디어방송표준으

로채택한 TTA 지상파 DMB표준을유럽의지상파 DMB표준으로채택하며전폭

적인지원을보내왔다. 

국제표준화의이정표를제시한와이브로와DMB

2007년말은대한민국표준화의역사에잊지못할순간으로기억될것이다. 국내

기술로탄생한와이브로와지상파DMB가마침내국제표준으로등극하는기념비

적인결실을맺을수있었기때문이다. 

첫번째소식은와이브로를통해들려왔다. 2007년 10월 18일스위스제네바

에서개최된ITU 전파통신총회에서와이브로가3G(IMT-2000) 국제표준중여섯

번째표준규격으로최종채택된데이어, 한달뒤인 11월 17일에는와이브로주파

수대역인 2.3GHz(2.3~2.4GHz, 100MHz) 대역이 세계전파통신회의(WRC-07)

에서4세대이동통신의세계공통주파수대역으로선정되었다. 

이미월드DMB표준에이어ETSI 표준으로채택되어로마교황청을비롯하여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등유럽각국에서시험방송및본

방송을개시했던지상파DMB 역시2007년 12월 14일에 ITU-R 표준으로채택되

며대한민국국제표준화의새로운역사를써내려갔다. 

우리나라에있어정보통신분야의경쟁력확보는그무엇보다중요한과제이다.

그리고와이브로와지상파DMB의국제표준채택은그동안원천기술부재로인해

감내해야만했던경제적손실만회는물론, 역으로우리의원천기술을통한세계시

장선점과원천기술수출을통한새로운수익창출도기대할수있게되었다.

와이브로와 지상파 DMB의 국제표준화가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와이브로의경우국내독자개발이동통신기술의최초국제표준채택을달성

했다는것과기획단계에서부터세계시장진출을목표로표준화에이르는전과정

에산학연관이함께참여함으로써국가R&D 사업의모범을제시하고있는것또

한전세계와이브로도입확산의촉매제역할을하게되었으며, WCDMA의발전

기술인 3G LTE(Long Term Evolution) 후속 기술과, 와이브로의 후속기술인

WiBro Evolution이유력한4G 표준기술로부각되고있어향후국내이동통신산

1 ITU-AJ 사무총장TTA 방문| 2004.3.30

2 국제컴퓨터소프트웨어통신전시회| 2004.4.8~9

3 IT Forum Korea 2004 | 2004.4.8~9

4 제1회국제CDMA 휴대전화시험기술세미나| 20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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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발전에지대한공헌을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지상파DMB의경우유럽표준에기반을두었지만국내기술을반영하여새로

운애플리케이션창출이가능한서비스를제시하였으며, 유럽추진세력의공조를

얻었다는점에서향후다른기술의국제표준화에모범적인사례가되고있다. 여

기에국내기술표준화와동시에기술개발및상용화를추진함으로써이론상의표

준기술만이아니라는점등을세계에각인시킬수있었다. 이같은결과는그동안

쌓아온표준화관련노하우를통해국제표준화대응그룹을조직적으로운영하여

대처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지상파 DMB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보여준

추진전략은 외국 표준을 근간으로 멀티미디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개선된 성능

의새로운규격과기술개발을주도하였으며, 이를통해시장성공가능성을보여줌

으로써다시외국표준으로역수출하는사례가되었다. 이러한노하우는향후 IT

관련기술의국제표준화의성공사례중하나로적극활용될것이다. 

세계적수준의IT시험인증역량확보

2005년 8월, 정부는시험인증확대를위한 IT시험인증허브기반구축방안을모색

하게되었고, TTA를국내 IT시험인증의허브기관으로육성함으로써국내시장활

성화를유도토록하였다. 이것은 TTA 시험인증연구소가현재의위상을구축하는

데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 

한편, TTA 시험인증연구소는 개소와 함께 미국의 SW품질시험인증기관인

VeriTest사와 MoU를 체결하는 등 시험인증 역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갔다.

이어 Bluetooth SIG로부터 블루투스 제품 관련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PTCRB, CTIA, CCF, GCF, WiMAX Forum 등으로부터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

자격을 획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갔다. 한편, Tolly, NTS, VeriTest,

CableLabs 등 국제적시험인증기관과기술제휴에도역량을기울여나갔다. 이를

통해선진시험인증기술을교류하고, 국내 기업들이해외에나가지않고도국내

에서해외시험인증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노력이었다. 

2008년현재, TTA는 39개기관과기술제휴를맺고 46건의시험기관자격획

득및기술제휴를맺고있으며, 세계거의대부분의나라에서인정을받고있다. 이

러한활동은국내관련업체들이전세계어느시장을목표로하더라도TTA의시

1 GSC 제9차서울회의개최| 2004.5.9~13

2 삼성SDS와SW구매시험대행양해각서체결| 2004.8.24

3 제1회APT Wireless Forum Meeting | 2004.9.7

4 GSM 휴대전화인증시험서비스개시| 2004.10.4

5 영국의TUV SUD Group(BABT)과휴대전화시험인증협정체결|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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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인증서비스만으로 진입장벽 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세계최초WiMAX Forum으로부터국제공인시험장비검증기관으로지정되

었으며, TTA 시험인증연구소가세계에서유일하게로데앤슈바르츠, 세테콤등세

계적인회사에서개발한각종시험장비를검증하는쾌거를기록하였다. 또한 블

루투스 및 와이브로 단말기에 대한 국제 인증심사관 자격 획득(BQE, WCB),

CDMA/GSM/WCDMA/Mobile WiMAX 등 세계최초 이동통신 시험인증 원스톱

서비스구축등의성과를거뒀다. TTA의이같은성과는첫시험인증서비스를개

시한지불과7년만에이룩한자랑스러운결과라할수있다.

시험인증제도의정착과시장활성화를위해국내기관과의제휴도확대해나갔

다. 그결과KT,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상파DMB특별위원회, 한국소프트웨어산

업협회등15개기관과시험대행관련기술제휴를맺어TTA 시험인증결과가보다

널리사용되도록하였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동서울대학 2개기관과제휴를체

결하고제휴기관시험장비및시설을활용한시험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또

한현대교정인증기술원, SK테크와는시험업무위탁제휴를추진하고있다. 

이로써TTA 시험인증연구소는이동통신단말, 방송장비등시험분야는외국

의타시험기관에서교육또는기술이전을요구하는세계최고수준을자랑할만한

연구소로자리매김하였다.

Good Software(GS)인증제도의정착

2001년 1월 도입된 GS인증제도는 TTA의 시험인증연구소설립을계기로활성화

에박차를가해나갔으며, 2003년 1월에는소프트웨어전분야로GS시험인증범위

를확대하였다.

GS인증제도는 ISO/IEC 9126, 14598, 12119 등국제표준에의거하여TTA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평가모델로, 소프트웨어 유형에 따라 200개에서

10,000여개의테스트케이스를개발·적용하고있다. 따라서소프트웨어개발업

체는GS인증절차에따라품질, 주특성외연동·상호운용성·표준적합성·성능

등의품질인증과정을거치게되며, 결함이발견될경우리포트와보완기회를제

공함으로써문제점을해결할수있도록지원한후재시험과정을거쳐인증을획

득할수있다. 

1

2 3 4

5

1 NGN SPM 접견| 2005.2.4 

2 제5차ITU-T FGNGN 국제회의| 2005.3.14

3 OCAP 및ACAP 상호운용성시험| 2005.3.22~25

4 SW테스트전문가양성교육| 2005.3.24

5 3G Evolution과통방융합오픈세미나| 20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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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인증제도는세계적수준의시험인증과정을수행함으로써단기간에시장으

로부터주목을받아왔다. 2003년에는건설교통부가GIS 소프트웨어의GS인증획

득을의무화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교육용소프트웨어무결성시험MoU를

체결하였다. 이어 2004년에는경찰청학사관리소프트웨어GS인증획득의무화,

한국 IT렌탈산업협회SAP용소프트웨어무결성시험MoU체결등의성과를올릴

수 있었다. 2005년에는 신소프트웨어대상수상작에 대한 GS인증 획득이 의무화

되었고, 국방부정보체계개발사업추진시GS인증제품에대한우대권고가실시

되었으며, 서울시신교통카드시스템시험, 행정안전부신전자문서시스템·자료관

리시스템·인감화상관리시스템 시험 등을 수행하였다. 이 밖에 대구·인천·충

북·대전·제주등지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GS인증비용지원혜택을부여하

였다.

GS인증의성공적인정착은품질향상극대화는물론, 정부공인인증획득을통

한제품신뢰도증가, 국가적차원의지원을통한제품마케팅지원, 사전검증된

고품질소프트웨어공급을통한유통활성화등의효과를가져왔다. 

최초TTA 시험인증연구소분소의개소

SW시험인증서비스를통해시행된GS인증제도는시행된지불과7년도안되

어국내업체들로부터폭발적인호응과신뢰를받고있다. 하지만이같은호응과

신뢰가GS인증사업의가파른상승세로이어지면서새로운문제가발생했다. 그것

은바로GS인증시험의적체현상이었다. 최근 3년동안해마다거의두배에가까

운인원을충원했음에도불구하고밀려드는인증업무를감당할수없었다. 특히서

울남서부와북부지역에위치한SW개발업체들의적체현상은심각한수준이었다.

소프트웨어는끊임없이진화하는생명체와같기때문에시간을지체한다는것

은제품출시에촌각을다투는개발업체에게는치명적인결과를초래할수도있는

중요한사안이다. 이에 TTA는 2008년 1월누리꿈스퀘어(서울상암동)에 TTA 설

립이래최초의분소인‘SW품질지원센터’를개소하여SW 시험인증서비스를제

공토록하였다. 

SW품질지원센터는벤더별중대형서버, 네트워크장비및다양한시험자동화

도구 등의 시험인증 인프라를 갖추고 GS시험인증, VeriTest 국제 시험·인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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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진대제정보통신부장관TTA 방문| 2005.5.21

2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과SW시험대행협력

양해각서체결| 2005.5.31

3 스마트홈, 홈네트워크쇼시험인증서비스홍보관|

2005.6.2

4 제1차DMB 상호운용성시험| 2005.8.22~26

5 ‘TTA 저널’100호기념식| 20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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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T 등의 SW시험인증서비스와독립된시험장소, 시험장비, 시험자동화도구및

시험전문인력을지원하는OpenLab(테스트베드지원) 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다.

TTA SW품질지원센터의개소는 TTA 시험인증연구소가국내시험인증기관의

차원을넘어국제시험인증기관들과어깨를나란히하는TTA의발전된모습을보

여주는일례인것이다.

세계적인시험인증기관을향한비상

정보통신(IT) 기술의 발달로 기술산업 간 영역 구분이 없어지면서 IT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의필요성과요구는날로증대되고있다. 이는시험인증이제품의품질수

준 제고와 제품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이용자의 제품에 대한 선택의

폭을넓게해주는수단으로자리매김하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오늘날의시험인

증은경쟁자의시장진입을견제하여자국의시장과산업을보호하는제도적장치

로도활용되고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이러한시험인증기능을잘활용하여민

간시험인증시장을주도하고있다. 

TTA 시험인증연구소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네트워크·SW·디지털방송 및 이동통신 등 각 분야의 IT제품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제공은물론국제수준의시험환경을구축하고있다. 또한 국내업체가저

렴한 비용으로 국내에서 국제공인시험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내중소업체의자생력을키울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시험인증연구소는 2008년 6월 말현재블루투스, 패키지 SW, DMB, WiBro

등 78개핵심분야에대한시험인증인프라를구축하여시험인증서비스를제공하

고있으며, 블루투스, IPv6, CDMA, GSM, WCDMA, WiMAX 분야국제공인시험

기관과블루투스, WiMAX 분야국제인증심사관으로지정받아국내에서도국제공

인시험인증을받을수있는환경을마련하였다. 또한NTS, VeriTest, CableLabs

등국제적시험인증기관과제휴를통해시험기술개발과함께시험인증서비스도

제공하고있다.  

이렇듯시험인증연구소는그동안주목할만한성과를이룩하며국내IT시험인

증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시험인증연구소

는세계최초라는타이틀을자랑하는다양한성과를기록하고있다. 하지만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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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회APT Study Group Meeting | 2006.7.25

2 IPv6 ION 2006 & Korea v6 시험운영|

2006.10.30~11.1

3 시험인증수수료수입100억달성기념식| 2006.11.17

4 IP TV 표준기술워크숍| 2006.11.24

5 TTA사옥증축기념식| 200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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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연구소의목표는여기에서멈추지않는다. 현재의이동통신분야와디지털방

송분야뿐만아니라 SW 분야, 네트워크분야까지도세계최고수준의시험인증

전문기관으로의도약하기위해모든역량을다해갈것이다.  

표준전쟁의시대

한순간도미리예측하기힘들정도로빠르게변화·발전해가는정보통신산업의

미래는그누구도장담할수없다. 최근 정보통신시장에서는디지털기술의급격

한발전과산업간융합으로인하여새로운제품이창출됨과동시에새로운비즈

니스기회가생기고있으며, 정보통신의속성상글로벌화를지향하는무한경쟁의

장이되고있다. 

무한경쟁시대에우리의정보통신제품들이지속적으로국제시장을주도하기

위해서는반드시거쳐야할관문이바로국제표준화이다. 최근국제표준화에있어

두드러지는특징은표준을개발하는과정에서특허등지적재산권획득이핵심전

략으로부각되고있다는점이다. 특정핵심기술을보유하거나공동의이해관계를

갖는 산업체들을 중심으로 포럼을 결성하고 지적재산권이 포함된 표준을 제정하

여시장에관련제품을출시함으로써표준과시장을주도하는경우가점차확대되

고있다. 이에따라미국, 일본등선진각국은자국기술의지적재산권확보와이

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연계시킴으로써 세계 정보통신시장에서 우월적인 위치를

더욱공고히하고있다. 현재3GPP, 3GPP2, ITU 등에서이동통신을둘러싸고각

국이벌이고있는국제표준의선점과표준특허의확보전쟁이이러한현상을잘대

변하고있다. 

한편, WTO 출범이후국가간표준경쟁은가속화되었으며, 특히 21세기들어

정보통신분야의표준화는국가간무역의중요한의제가되고있다. 지난 2007년

타결된한미 FTA에서도정보통신기술표준의주권확보가통신분야의주요의제

가되기도하였다. 미국은과거퀄컴의 CDMA를통해한국의통신시장을장악한

경험을바탕으로 계속적으로정보통신시장을선점하고 확대·유지하고자하였으

나, 우리나라는미래의정보통신에대한기술주권은우리가확보하겠다는의지로

대응하였다.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합법적 정책 목표 하에 정보통신 기술표준의

주권을가질수있게되었다. 

1

2 3 4

5 6

1 ZigFest Seoul 2006 | 2006.1.24 

2 HATA 관계자방문| 2006.2.2

3 BQB 자격증수여(이강해선임연구원) | 2006.3.24

4, 5 ITU-T SG17 제주회의| 2006.4.19

6 WiBro World Forum 2006 | 200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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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들이CDMA의원천기술을보유한퀄컴에지난10여년간지급한로

열티총액은이미5조원에달한다. 이러한사례는표준에반영된원천기술의천문

학적인가치를여실히증명하고있다. 즉, 우리는지금누가먼저원천기술과표준

을확보하느냐에따라승자와패자가결정되는시대에살고있는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우리나라가 개발한 휴대인터넷 기술인 와이브로

(WiBroTM)가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의 3세대 이동통신의 국제표준으로 선정되었으며,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지상파DMB(T-DMB)도 국제표준으로채택되는등우리나라의약진이주목을받

고있다는사실이다. 

하지만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우리는조금도마음을놓을수없다. 정보통

신기술은매순간끊임없이변화·발전하고있으며, 오늘의신기술이내일의시

장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찬란한 내일의 영광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표준전쟁에서승리할수있도록한발앞선원천기술확보에국가적역

량을모아야할것이다. 

새로운내일을위한노력

2008년 6월 말현재, 이동통신서비스는실시간화상통화는물론무선인터넷접

속, 실시간교통정보, 전자상거래등의기능을보장하는3세대이동통신시대를지

나고있다. 그리고머지않아이동전화하나로음성및데이터를위한네트워크를

따로운영지않고전세계모든서비스의네트워크를총체적으로통합하는기능을

가진4세대이동통신기술이실용화될것이다. 

4세대이동통신의특징은3세대이동통신보다50배가빠른전송속도는물론,

고속 이동 중에도 음성이나 데이터 재생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하나의 단말기로

인터넷, 무선랜, 위성네트워크를모두사용할수있어야한다. 현재예상에따르면

ITU-R은2011년경에4G(IMT-Advanced) 기술표준을확정할예정이라고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와이브로 진화기술(WiBro Evolution)이 다른 4G 후보기

술과대등한위치를점하게됨으로써 4G 표준채택에유리한위치를확보한상태

다. 현재, 4G의 유력한 표준기술로는 WCDMA의 발전기술인 3G LTE(Long

Term Evolution) 후속기술과 와이브로의 후속기술인 와이브로 진화기술이 부각

1 2 3

4 5

6

1 TTA-동서울대학HDMI 시험업무협력양해각서체결| 2007.2.6

2, 3, 4 IT 표준화·시험인증기반확장기념식| 2007.2.27

5 전파방송분야업무협력에관한양해각서체결| 2007.3.6

6 제7차한·중·일IT표준협력회의| 2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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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있다. 

이처럼우리나라는불과20년만에아무런기술도발전가능성도없었던불모

지에서 이동통신 분야의 세계 표준을 리드하는 국가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

다. 그리고이동통신분야에서대한민국의발전가능성에의문을다는사람은아

무도없을것이다. 

하지만국제표준화에있어우리나라의입지는여전히선진국들의역량에비해

미흡한것이현실이다. 또한우리가맞이하고있는융·복합시대의정보통신표준

화는지금까지와는달리엄청난파급효과를가져오게될것이다. 따라서세계각

국은융·복합시대의국제표준을주도하기위해모든역량을집중하고있다. 

오늘날정보통신표준화는우리가하고싶으면하고, 원하지않으면방치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 정보통신 표준화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문제는 미래와

직결된사안이며, 우리경제의성장이냐몰락이냐의갈림길인셈이다. 

TTA는 이같은중차대한시대적소명앞에대한민국의정보통신산업발전의

등대로서그역할을다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해갈것이다. 국내기업이경쟁

력있는원천기술을개발하는데가능한모든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며, 우리기

술로 국제표준화를 주도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산업발전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것이다. 

2008년현재 TTA의비전은명실상부한‘국제표준화의리더’가되는것이며,

동시에‘세계최고의시험인증기관’으로도약하는것이다. TTA의비전은결코막

연한핑크빛목표가아니라반드시이루어야만한다는사명감에서출발하고있다. 

우리는지난20년동안전세계유래가없는발전을기록하며정보통신강국으

로부상할수있었다. TTA는지난 20년역사의영광을뒤로하고, 더욱빛나는내

일의역사를써내려가기위해모든역량을기울여나갈것이다.  

1

2

3

4

65

1 ITU-T TAS 국제회의및국제요금세미나| 2007.7.3~6

2 RFID USN/KOREA 2007 | 2007.11.2

3 TTA 시험인증고객의밤| 2007.11.30

4 미국NTS와업무협력양해각서체결| 2007.12.5

5 정보통신표준화우수논문공모전시상식| 2007.12.26

6 누리꿈스퀘어SW품질지원센터개소|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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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ITU-T SG11, SG13, SG19, NGN-GSI 및ITU-T Events | 2008.1.14

2 표준화사업심의위원회| 2008.4.30

3 지상파DMB 특별위원회와지상파DMB 단말기시험인증업무협약양해각서체결|

2008.5.14

4 WIS 전시회| 2008.6.17

사옥이전과증축, 추억 속의이야기

2001년 10월정보통신부는국내에서생산된통신장비, 휴대폰등 IT분야의각종장비를수출하기위

해서는국제공인시험기관의인증서를필수적으로획득하여야하고, 이에따라국내기업이외국의국

제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 결과로 ETRI 내에 있던 네트워크시험센터와 소프트웨어시험센터를 국내

유일의 IT표준화기관인TTA로이전하여산업계의세계시장진출을지원하기로결정하였다.

정부의산하단체기능조정결정에따라, 시험인증기능을담당하게된 TTA는 당시광화문에위치한

대우빌딩건물 13층 전체와 14층 일부를사용하고있었다. 하지만시험인증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

는보다넓은사옥을마련해야했고, 이때 정부로부터지원받을수있는예산은한정되어있어신사

옥을마련하기가수월치않았다.  

결국TTA는사옥을마련하기위해임대건물을대상으로수소문하였으나광화문인근은물론서울변

두리지역에서도확보한예산으로원하는규모의사옥은찾아볼수없었다. 그러던어느날분당지역에

거주하던기획본부장이우연한기회로국민카드분당사옥건물에대한매각정보를입수하게되었다. 

하늘이 도왔는지 국민카드 본사는 당시 TTA사옥과 동일한 대우빌딩의 1층부터 11층이었다. 협의를

시작한후, 국민카드가오히려적극적으로TTA 광화문사옥과국민카드분당사옥을교환하고차액만

지급하는방식의거래를제안했다. 광화문본사건물을단독사옥으로확보하고자분당사옥을처분하

려했던국민카드로서는TTA가사용하고있는 13층과 14층은더없이매력적인대상이었던것이다.

서로 간의 이해가 접점을 찾으면서 분당 이전 계약은 빠르게 진행 되었으며, TTA가 유리한 입장에

서서협상을주도하였다. TTA와국민카드는 2개의감정기관으로부터건물평가를받아그평균치로

평가액을산정하여양건물차액만을지불함으로써사옥의분당이전은마무리되었다. TTA 입장에

서도큰자금부담없이사옥을구매할수있기때문에만족스러운거래가될수있었다. 특히 그건

물은장기신용카드사가본사건물로활용하기위해 11층으로설계되었으나, 장기신용카드사와국민카

드사의통합으로6층건물로건축되었기에추후증축이용이한건물이었다.

2001년에 단행된 TTA 사옥 이전은 2005년을맞으며더욱빛을볼수있었다. 정보통신부가 2005

년 8월 IT시험인증허브기반구축기본계획을수립하면서 TTA의시험인증업무가큰폭으로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험인증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것이다. 이에 TTA는추가건물구입없이 6층건물을기존의설계대로 11층규모로증축함으로써

추가적인시험인증및사무공간확보를꾀하였다.

증축자금을마련하기위해관련부처들과협의에나섰으나증축규모(4개 층 증축권고)와 예산확보라

는난관에봉착하였다. 따라서당시사무총장이하보직자들은관련부처를설득하기위해각고의노

력을 하였고, 심지어 관련부처에서 밤샘하며 담당자를 설득하여 우리주장을 관철할 수 있었다. 어려

운과정을거쳐마침내 2006년초에증축을시작하였고, 10개월의짧은공사기간에따라매우빡빡

한일정을소화할수밖에없었지만전직원이소음, 진동, 먼지, 계단 이용등모든불편을감내하며

협조하여공기내에새로운둥지를마련할수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