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반영하여표준의활용도와실효성을높임으로써실질적인산업발전에기여할수

있는표준을개발할수있도록하였다.

가장최근에실시된2007년도정보통신표준활용실태및향후표준화수요조사

설문조사는리서치기관에의뢰하여정보통신분야관련 422개기업및기관에종

사하는 1,509명을대상으로진행하였다. 정보통신표준활용실태및향후표준화수

요조사결과전체응답자1,509명중에서68.3%인1,190명이TTA 표준을활용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TTA는이같은조사·분석결과를홈페이지및보고서를발

간하여대내외에홍보하고, 정보통신표준차기년도및중기계획수립등표준화활

동에반영토록하였다. 또한비활용표준의활용촉진및유지보수대상표준을도출

하는데에도활용하였다. 

TTA는정보통신표준활용실태조사분석사업을지속적으로수행함으로써정

보통신표준보급및표준화기반사업(시험인증, 교육등)에유용한정보를제공하였

으며, 대한민국표준화활동에대한인식을제고하는데에도일익을담당하였다. 

3절 국제표준화활동

1 . 국제표준화 활동 개요

TTA가 수행해 온 국제 표준화기구에 대한 대응 체제의 변화를 보면 1989년부터

1990년대초까지의기반조성활동과 1990년대말까지본격적인국제활동을위한

기반구축활동, 2000년대들어 IMT-2000 등을통해우리의역량을확대하고우

리기술을국제표준에반영함으로써국제표준수용자에서국제표준제안자로도약

하는활동등으로크게구분해볼수있다.

즉, 엄밀히 말하면 국제 표준화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마련된 것은

2000년대에와서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이전까지활동은국제표준화기구의활

동에 참여하며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으로 도입하는 데 머물러 있었으며, 우리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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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TTA 표준 활용실태조사분석결과>

년도 TTA표준활용률(%) 당해 연도활용도상위표준

2000년도 23.6 1위 : 128비트블록암호알고리즘표준

2위 : 해쉬함수표준

- 제2부 : 해쉬함수알고리즘표준(HAS-160)(ver.1998)

3위 : 1.7GHz~1.9GHz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개인휴대통신

시스템을위한개인국과기지국간무선인터페이스표준

2001년도 17.8 1위 : 128비트블록암호알고리즘표준

2위 : 부가형전자서명방식표준

-제2부 : 인증서기반전자서명알고리즘

3위 : 해쉬함수표준

-제2부 : 해쉬함수알고리즘표준(HAS-160)(ver.2000)

2002년도 13.6 1위 : 128비트블록암호알고리즘표준

2위 : 정보보호기술전문용어표준

3위 : 해쉬함수표준

-제2부 : 해쉬함수알고리즘표준(HAS-160)(ver.2000)

2003년도 51.3 1위 : 128비트블록암호알고리즘표준

2위 : 해쉬함수표준

-제2부 : 해쉬함수알고리즘표준(HAS-160)(ver.2000)

3위 : 해쉬함수표준

-제2부 : 해쉬함수알고리즘표준(HAS-160)(ver.1998)

2004년도 64.5 1위 : 2.3GHz 휴대인터넷표준-물리계층(ver.2004.06)

2위 : 2.3GHz 휴대인터넷표준-매체접근제어계층(ver.2004.06)

3위 : 128비트블록암호알고리즘표준

2005년도 65.9 1위 : 2.3GHz 휴대인터넷표준-물리계층(ver.2004.12)

2위 : 2.3GHz 휴대인터넷표준-매체접근제어계층(ver.2004.12)

3위 : 2.3GHz 휴대인터넷표준-물리계층(ver.2004.06)

2006년도 66.0 1위 : 지상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송수신정합표준

2위 : 2.3GHz 휴대인터넷표준-물리계층및매체접근제어계층

3위 : 지상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데이터송수신정합표준

2007년도 68.3 1위 : 서비스레벨보증서(SLA) 기본 구조

2위 : 지상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송수신정합표준

3위 : SIP 호 흐름예

●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CCIR) 

최종회의참가귀국보고회 | 1989.12.12



2. 한국의 ITU 국제표준화 활동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1952년 1월 체신부가 ITU에 가입하면서 표준화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1977년이되어서야대한민국의대표를CCITT(현 ITU-T: 전기통신

분야) 및 CCIR(현 ITU-R: 전파통신분야) 관련회의에파견하는등실질적인활동

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었다. 이후로도 1983년까지체신부가국제무선통신자

문위원회(CCIR) 위주로 ITU와관련된활동을수행하였으며, 1984년부터한국전기

통신공사 내에 ITU 국내연구단을 설립하여 CCITT 분야의 활동을 담당토록 하는

등체계를갖추지못하고있었다. 

우리나라의ITU 국제표준화활동이체계를잡게된것은1988년12월에탄생한

TTA가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면서 비롯되었다. TTA는 1989

년 5월에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연구소, 학계전문가 15명으로 ITU위원회를구성

하여 6월 8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ITU위원회 산하에 CCITT분과위원회와

CCIR분과위원회를구성하며본격적인활동을시작했다. 

이후 ITU위원회는 1992년 3월 TTA 기술총회와 통합되어 1994년 초까지

CCITT분과위원회와 CCIR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지속하다가 1994년 3월

대대적인조직개편과함께ITU 관련조직이국내표준화위원회로흡수통합되었다. 

ITU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크고 작은 변화를 거듭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국제

표준화 활동의 중심에서 업무를 지속해 나갔다. 대외적으로는 수많은 국제회의 참

가를통해선진각국의정보통신산업동향과국제회의진행및운영체계, 표준화동

향등의정보를수집했으며, 회의에참가한각국대표단에게TTA의존재와국내표

준화 활동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다.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회의를 개최하며 선

정과제에대한연구발표, 국제신기술자료입수및검토, ITU기술회보및기고서내

용검토등의활동을펼쳐나갔다. 이때수집된정보와자료를관련단체와학계, 사

업자등에제공하는정보중개자로서의역할도함께수행해나갔다. 

국제회의참석회수가많아지면서국내기고서의제출건수도눈에띄게증가했

는데, 특히 1993년 10월에는TV 고스트제거시스템기고서를 ITU-R WP11C 회의

에제출하였고, 1994년 3월에는국내정보통신표준화활동사상최초국제권고로

채택되는개가를올릴수있었다. 이처럼꾸준히활동의폭을넓혀나간결과 1997

년에는 ITU-R TG8/1 Evaluation Working Group의 의장으로위규진박사(전파

연구소)가선출되는성과를올릴수있었다. 이후 ITU 내에서우리나라의지위는꾸

준히향상되어나갔으며, 다양한분야에걸쳐의장단에진출하면서그역량을확대

로 국제협력 관계를 리드해 나가고, 국제 표준화기구의 변화를 우리에게 유리하도

록이끌기위한대응전략이빛을보기시작한것은최근의변화라할수있다. 

물론TTA는국제표준화기구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역량을구축하기위

해 1990년대부터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국제 및 지역표준화기구와 지속적으로

상호협력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여활동의폭을넓혀왔으며, 국제표준화회의에

적극적으로참가하여파악한선진기술의동향을국내에보급하는역할을담당해왔

다. 또한 2000년부터국제표준화활동의핵심이라할수있는국제표준화전문가육

성에도힘을기울여왔으며, 그 결과풍부한경험과전문능력을보유한국제표준화

전문가Pool을형성해나갈수있었으며, 특히, 2007년말현재전세계주요국제표

준화회의에서109명의전문가들이145개의장단의석을확보하는밑거름이되었다.

2000년대에들어서국제표준화기구대응방식에도변화가일기시작했다. 기존

에수행해오던국제협력관련운영위원회운영및각종국제협력교류증진활동을

지속하는한편, 2000년도부터국내정보통신표준화전략포럼선정및지원활동을

펼쳐나갔다. 정보통신표준화전략포럼선정·지원활동은 1990년대부터국제표

준화활동에영향력을더해가는사실표준화기구에대한대응방안의일환으로시작

되었다.  

2001년에는주요선진국및국제표준화기구의대응전략수립의일환으로 ITU,

ETSI, JTC1, ASTAP 등주요표준화기구의추진체계를분석하였으며, 미국과유럽

의법제도분석및통합표준화규칙의방향을정립하고, 개별표준에대한정량적경

제성성과측정모델을개발·시험적용에들어갔다. 이 같은움직임은 1990년대의

수동적인수용자의입장에서진일보한것으로선진국들의표준화동향을파악하여

우리의대응전략을모색하기위한보다적극적인움직임이었다.

2002년에 첫회의를 시작한한·중·일 표준협력회의는 지역차원의 기술교류

및협력, 그리고아태지역은물론국제표준화활동에지역

차원의의견을반영하는협력메커니즘으로서현재까지지

속적으로기술협력을공고히하고있다.

한편, 2004년 12월에는그동안 ITU-T, ITU-R 부문

별로 분산하여 대응하던 한국ITU-R연구위원회와 한국

ITU-T연구위원회를 통합하고, ITU-D 부문을 추가하여

한국ITU연구위원회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ITU 전 부문에

대한총체적대응조직을갖추고 ITU 대응활동을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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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한·중·일표준협력회의

| 2002.06.26

● ITU위원회산하 CCITT, CCIR 제1차

합동회의 | 1989.06.28
●● ITU-T SG10 전문가회의

| 1994.03.14



D 부문을추가하여한국ITU연구위원회로확대개편함으로서 ITU 전 부문에대한

대응조직을갖추고총체적인대응활동을진행하고있다. 한국ITU연구위원회는운

영위원회산하에 ITU-T 총괄반, ITU-R 총괄반, ITU-D 총괄반및20개의분과위

원회로구성되어있으며, 국가기고서작성및심의, 회람문서검토, 주요 연구과제

분석, ITU 권고와국내표준의비교검토등을추진하고있다. 

2002년 5월에는정보통신부와 ITU-T 공동 주최로 ITU-T 정보보호기술표준

워크숍을개최하여우리나라의표준화활동을국제적으로인식시키는계기를마련

하였다. 이후 강화된 위상을 바탕으로 2004년 2월 ITU 아시아텔레콤 부산 개최,

2005년 3월제5차 ITU-T NGN FGNGN 국제회의제주개최, 2005년 6월세계정

보사회정상회의(WSIS) 서울개최, 2005년8월제3차 ITU-R JTG6-8-9 국제회의

서울 개최, 2006년 4월 ITU-T SG17 국제회의 제주 개최, 2006년 8월 ITU-R

SG6 국제회의서울개최, 2006년 10월 IPTV 국제워크숍서울개최, 2006년 10월

제2차 ITU-T IPTV FG(IPTV Focus Group) 국제회의 부산 개최, 2007년 7월

ITU-T SG3 TAS 국제회의서울개최, 2007년 8월 ITU-R WP8F 특별회의서울

개최, 2008년 1월 ITU-T SG11, SG13, SG19, NGN-GSI 및 ITU-T Events(9개

국제회의동시개최) 서울개최등크고작은각종행사들을국내에서개최해오고

있다. 

특히2007년 8월에개최된 ITU-R WP8F 특별회의에서는우리나라가세계최

초로상용화에성공한와이브로기술의완벽한시연을통해기술의우수성을입증

하였으며, 2008년 1월에개최된ITU-T SG11, SG13, SG19, NGN-GSI 및 ITU-T

Events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온 NGN 표준안 8건이 최종 승인되고, 4건이

ITU-T 국제표준으로채택됨으로써우리나라가NGN 국제표준화를주도하고있다

는것을다시한번전세계에입증하는계기가되었다. 

이와 함께 TTA는 ITU 주관청 지원활동 역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

ITU 연구위원회조직을안정화하여정부및산학연관련전문가들의위원회활동을

적극장려하였으며, WTSA, WRC 및RA 등의국제표준화대응을강화하는데역점

을두었다. 특히WTSA-04 회의에서는 ITU-T의 SG3 연구반의장및 SG17등연

구반부의장6명등총7명을의장단으로선출되었고, RA-07회의에서는 ITU-R의

SG1 등연구반부의장및RAG 부의장으로총5명을선출하고, 국내기술인와이브

로(WiBroTM)가 국제표준으로채택되는성과를거두었으며, 12월에는이동멀티미디

어방송(DMB) 권고안도채택되는연이은쾌거를이루었다. 이로써관련장비와단

말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0년경부터 가시화될 4세대

시켜나갔다. 

1999년에는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에 한국ITU-R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ITU-R에대한대응활동을진행하였다.

국내 ITU위원회활동이새로운전기를맞게된것은 2001년 6월 30일 TTA가

ITU-T 표준참조기관으로 지정되면서부터였다. ITU표준참조기관 지정제도는 국

가, 지역표준기관의 표준을 ITU표준으로 신속하게 수용하기 위해 2000년 10월

ITU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2000)에서 확립한 제도로 2001년 6월까지

미국의 T1위원회(현 ATIS)·TIA·IEEE·SCTE, 유럽의 ETSI·ECMA, 일본의

TTC·ARIB 그리고한국의TTA 등 ITU 국제표준화활동을주도하고있는표준화

기관이표준참조기관으로지정되었다. 

TTA가 ITU표준참조기관으로지정됨에따라TTA표준의표준내용과번호등이

그대로ITU표준으로쓰여지게되었으며, 이에따라차세대이동통신인IMT-2000,

초고속인터넷등정보통신분야의국내핵심기술이 TTA표준을통해 ITU의국제

표준에반영되는등우리기술이세계정보통신기술을주도할수있는소중한기회

를확보하게되었다.

2004년 4월에는 TTA에 한국ITU-T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파연구소 산하

한국ITU-R연구위원회와협력하여ITU 대응활동을추진하다가, 2004년 12월전파

연구소 산하의 한국ITU-R연구위원회와 한국ITU-T연구위원회를 통합하고 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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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TU연구위원회
(위원장 : 전파연구소장)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 RRL기준연구과장)

ITU-R 총괄반

(의장 : RRL 전파자원연구과장)

SG1  | 류 충상

SG3  | 배 석희

SG4  | 이 황재

SG5  | 정 삼영

SG6  | 김 경미

SG7  | 정 삼영

SG1  | 조 정문

SG2  | 이 홍림

ITU-T 총괄반

(의장 : TTA 표준화본부장)

SG2  | 이 홍림 SG3  | 박 기식

SG4  | 석 승학 SG5  | 오 학태

SG6  | 박 태동 SG9  | 박 재수

SG11 | 이 형호 SG12, 13  | 최 준균

SG15 | 김 성운 이재섭

SG17 | 진 병문 SG16 | 정 성호

SG19 | 최 우진

ITU-D 총괄반

(의장 : KADO 국제협력단장)

<한국ITU연구위원회조직도>

※출처 : 한국 ITU 연구위원회홈페이지

● ITU-R Recommendations

● ITU 정보보호기술표준워크숍

| 2002.05.13
●● 제5차 ITU-T FG NGN 

국제회의 | 2005.03.16
●●● ITU-T SG17 국제회의

| 2006.04.19
●●●● ITU-T SG11, SG13, SG19,

NGN-GSI 및 ITU-T Events 

| 20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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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의ETSI, 미국의T1위원회(현ATIS), 일본의TTC가모여지역표준화기구의문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 간 협의체인 지역간전기통신표준회의

(ITSC)를 결성하기에이르렀다. ITSC는결성직후 ITU와기본적인협력관계를설

정, 양자간에합의함으로써순조로운출발을했다.

이후 1992년 11월에 한국의 TTA, 호주의 ACC(현

CA), 캐나다의 TSACC(현 ISACC) 등이추가로참여한가

운데 보다 발전된 형태인 세계표준협력회의(GSC)로 재결

성되었고, 2005년 8월에 프랑스 소피아 안티폴리스에서

개최된 제10차 회의에서 중국의 CCSA의 참가가 공식 승

인됨으로써GSC는명실상부한국제표준화활동의중심지

임을인정받게되었다. 

또한 사실표준화기구와 표준협력 및 업무 중복방지를

위해IEEE, IETF, ATM포럼, OMA 등주요사실표준화기

구를 정례적으로 초청해 표준화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

으며, ITU, ISO/IEC JTC1, APT, CITEL 등의 유사기술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및

지역표준화기구등도초청해조화와협력의대상과폭을넓혀가고있다. 

세계전파통신표준화의기본방향, 추진전략수립및주요표준화분야에대한

사전 의견조율을 하고 정보교환을 하고자 설립된 RAST는 ETSI 기술총회 의장인

하멜버그의주창에따라1994년프랑스니스에서창립대회겸제1차회의를개최한

이래 2001년 11월까지 10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2003년 5월 캐나다 회의부터는

GRSC 회의로개칭하고GSC와연계하여회의를개최해오고있다. 

GSC의 목적은중요분야에대한참가표준화기구별표준화활동소개및범세

계적표준의조화로운개발을위한협력방안모색, 지적재산권문제, 사용자참여

등 표준화 추진에 있어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공동대응, 글로벌 표준화 추진과

표준화효율성의제고등을위한표준화협력체계및효율적작업방법의강구, 유

무선분야복합표준화추진에따른분야간협력방안강구및공동주파수스펙트럼

확보요건의마련등이다. 

GSC에서는전세계적으로호환성이있는표준을제정·보급하는과정에나타

날수있는중복발생을최소화하는데그초점을맞추고, 협력을통해사전조율이

가능한분야를중점표준화분야로선정하여, 회원공동으로문제해결을위한노력

을지속적으로펼쳐오고있다. 

GSC는 다양한기술분야중각표준화기구별로표준화를추진하고있거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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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표준화에유리한고지를선점해나갈수있게되었다.

2007년도에는 한국ITU연구위원회에서 총 280여 개의 연구과제 분석을 통해

국제표준화대응방안을마련하고, 200여 건의 ITU 권고와국내규정/표준과의비

교검토를통해국내기술기준및표준의현행화방법을연구하였다. 이러한위원회

활동을기반으로 ITU 국제회의에 54회에걸친국가대표단구성·파견을통해 306

건의기고서를제출하여주요표준화이슈에적극대응하였으며, ITU-T TAS 표준

화회의와 ITU-R WP8F 특별회의를국내에서개최하여우리나라의표준화주도

권확보에기여하였다. 또한, 총 356건의 ITU 회람문서회신을통해정부의ITU 주

관청역할지원을더욱강화하였다. 

3. 국제표준화 협력 활동

정보통신표준화를이끌어가고있는 TTA가참여하고있는대표적인표준화협의체

는 GSC(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 한·중·일 IT표준협력회의(CJK

Meeting o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Standards), 3GPPs(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s) 등을꼽을수있다.

세계표준협력회의(GSC)

1980년말의상황은정보통신기술의발달이가속화·다양화되는동시에통합화경

향이나타나고있었다. 이에따라기존의 ITU 중심의국제표준화활동만으로는빠

른기술발달과시장환경변화에적절히대응하기가어려워졌으며, 이는그무렵새

로운이슈로대두된지역주의의강화등과맞물려 ETSI, T1(현 ATIS), TTC 등 지

역·국가표준화기구의입지를다져주는요인이되었다. 그러나지역·국가표준화

기구의활성화는시장변화에신속히대응해표준을제정하고, 자국의환경이나이

해에부합하는표준화활동을촉진한다는긍정적측면과, 국제표준화추진시국가나

지역단위로제정되는표준간의호환성확보, ITU와지역·국가표준화기구간이나

지역·국가표준화기구상호간에표준화작업이중복되기쉽다는부정적측면을동

시에가지고있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1988년호주멜버른에서개최된제9차CCITT(현

ITU-T) 총회의멜버른정신(근대화, 융통성, 효율성, 협동성)에따라지역간협의

체의설립제기가있었다. 이에따라1990년 2월 ITU의표준화활동을주도하던유

● 제5차세계표준협력회의 | 2000.08.28



후표준화를추진할분야를핵심관심항목(HIS : High Interest Subject)으로선정

해회의시마다각항목별표준화추진현황및정보를교환하고있다. 따라서핵심

관심항목을 관찰해보면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주요 기술 분야가 무엇인지,

과거에서미래까지기술적인흐름이어떻게바뀌어가는지를살펴볼수있다. 이외

에도 GSC는표준과지적재산권(IPR)의 문제나소비자문제를다루기위한작업반

을구성해각표준화기구의경험과지식을모으는데노력하고있다.

한·중·일 IT표준협력회의

21세기세계적인핵심트렌드는디지털경제의형성과정보화사회진전에따른국

경을초월한기술과시장의통합이며, 아울러지역화·블록화에따른지역간통합

이하나의특징이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2000년후반부터한국, 중국, 일본을중심으로아

태지역의발전및협력을강화하고자하는분위기가조성되었다. 특히정보통신분

야에서한·중·일의지역적협력메커니즘이취약하고, 특유의시장및산업상황

에맞는협력플랫폼이없어서 3개국간에고유한표준과관련한이슈들을미래지

향적으로인식하고협의할수있는민간차원의협력플랫폼과메커니즘의필요성

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최근 IMT-2000 완료후제4세대이동통신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

있는가운데, 제4세대이동통신을포함해차세대통신망(NGN) 등세계정보통신시

장에서파급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는분야에대한한·중·일의기술교류및협

력과국제표준화공조가중요해지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한·중·일표준화기관간의정보통신기술및표준화의협력

체계를확립하고국제무대에서도표준화협력을공고히하기위해 2002년에 TTA

의 제안으로 한·중·일 표준협력회

의가 시작되었다. 첫 출발은 상호간

에 표준정보교환회의로 출발하였으

나 이후 표준화기관 간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함으로써 제3차 회의

부터는‘한·중·일 IT표준협력회

의’라 부르고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

를개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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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TIB 설립
T1 설립
(1984. 2)

ITSCI(1990. 2)

미국프리데릭스버그/T1

ITSC2(1991. 9)

프랑스니스/ETSI

WTSA 2004

유럽
ETSI 설립
(1988. 3)

일본
TTC 설립
(1985. 10)

한국
TTA 설립
(1988. 12)

호주
ACC 설립 (1989)
ATSC 설립 (1993초)
ACIF 설립 (1997. 7) 

캐나다
ISACC 설립
(1991. 5)

지역/국가표준화
기구

(6개 PSOs)

<GSC(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 표준화협력흐름도>

RAST1(1994. 10)

프랑스니스/ESTI

Observers

JTC1
IETF
ANSI
ATMF
FCC
APT
IEEE

RAST3(1996. 1)

스위스제네바/T1

RAST5(1997. 6)

스위스제네바/TTA

RAST7(1999. 1)

미국하와이/ARIB

ITSC 영역

GSC/RAST 영역

GTSC/GRSC 영역

ITSC3(1992. 11)

일본도쿄/TTC

GSMM, EDH 특별회의

(1990. 6)

GSC1(1994. 3)

호주멜버른/ATSC

GSC2/RAST2(1995. 6)

캐나다오타와/TSACC

GSC3/RAST4(1996. 9)

한국경주/TTA

GSC4/RAST6(1998. 3)

프랑스앙티몰리/ETSI

GSC5/RAST8(1999. 8)

미국윌리엄스버그/T1-TIA

GSC6/RAST9(2000. 8)   

일본삿포로/TTC-ARIB

GSC7/RAST10(2001. 11)

호주시드니/ACIF

GSC13/GTSC-6/GRSC-6(2008.7)

미국보스턴/ATIS

CCSA(중국)

CCITT
제9차 Plenary Assemblly

‘멜버른정신’

•근대화 •융통성

•효율성 •협동성

CCIR

1993. 03

ITU-R
RAG 설립(1994)

ITU-T
TSAG 설립(1993)

WRC/RA/WTSA 2000

6개 PSOs+

TIA(미), ARIB(일) 등

GSC8/GTSC-1/GRSC-1(2003. 5)

캐나다오타와/TSACC

GSC9/GTSC-2/GRSC-2(2004. 5)

한국서울/TTA

GSC10/GTSC-3/GRSC-3(2005. 8)

프랑스니스/ETSI

GSC11/GTSC-4/GRSC-4(2006. 5)

미국시카고/TIA

GSC12/GTSC-5/GRSC-5(2007. 7)

일본고베/ARIB/TTC

● 제1차 한·중·일표준협력회의

| 20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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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협력의거점이되도록지속적인노력을해야할것이다.

3GPPs(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s)

3GPP/3GPP2(이하 3GPPs)는 1998

년부터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1999년부터본격 표준화작업을개시

한3G의국제표준화단체이다. 다른

공식표준화단체와는달리3GPPs는

3G 표준개발을추진함에있어각나

라 또는 지역별 표준화 단체(일명

Standards Development Organi-

zation, 이하SDO) 간의공동작업을

위한파트너십프로젝트이다.

일반적으로 공식 국제표준화기

구는 ITU와 같이 법적으로 실체가

존재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있는반면, 3GPPs는실제법

적기관인 SDO간에협약서에따른파트너십프로젝트일뿐그법적실체는존재하

지않는다. 따라서3GPPs의결과물은각SDO들이별도표준으로채택해야만효력

을얻게되며, ITU-R 제출도각SDO들이별도로진행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3GPP는 1998년 12월, TTA를비롯한각국의SDO 간양해각서체결이완료됨

에따라1999년 1월그첫발을내딛게된다. 당시3GPP의탄생은TTA의선도적인

IMT-2000 국제표준화참여의지에따라 3G이동통신역사에남을획기적인사건

이되었다. 특히이동통신국제표준화활동을함에있어국가의기술선도력을반

영할수있는공간마련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는교훈을주고있다. 현재3GPP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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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GPP2의 경우 유럽 세력에 의해 주도된 3GPP에 대한 미국 측의 대응전략에

따라만들어진3GPP의복사본이라고할수있다. 1998년당시상황은ITU-R에10

여개이상의상이한 IMT-2000 후보기술들이접수된상태라, 이를잘정리하여진

정한 글로벌 IMT-2000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3GPP가 만들어졌으며,

GSM 글로벌화성공이라는발판을가진유럽에의해주도되고있었다. 당시 IS-95

(현 ANSI-95) CDMA표준규격 개발을 관장해온 TIA TR45.5에서는 유럽 주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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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IT표준협력회의는초기3개국공동표준협력아이템발굴과교류수

준에서시작해현재는전세계에서견제할정도의협력체로발전하였다. 현재산하

에3개의표준협력분과를설치·운영함으로써명실공히동북아의선도적표준협의

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핫이슈로 부각된 NID 협력분과와

NGN-IPTV ad-hoc을설치함으로써동분야에있어세계표준화를주도할수있는

발판을마련하였다.

다만유의할점은우리기술만고집하기보다는 3개국간전략적협력관계를형

성해각국표준간의상호보완적표준화(상호운용성등)에주력하고, 선도가능한분

야의경우상호협력체계를구축해한·중·일간공동표준개발및역내표준화를

보다내실있게추진해야할것이다.

또한 B3G, NGN, RFID 외에유비쿼터스세계를구현하기위해 3개국이강점

을가지는새로운미래지향적분야의협력을확대하고, 이것이궁극적으로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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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 IT표준협력회의

제1차회의(2002.06.25~26, 한국 서울) - 3국간 표준협력추진합의. 제1차 표준정보교환회의

제2차 회의(2002.11.07~08, 일본 동경) - 3국간 정보통신표준협력양해각서(MoU) 체결.

4세대이동통신(B3G)표준협력기술분과설립. 

제3차회의(2003.11.03~05, 중국 북경) - 한·중·일 IT표준협력회의(CJK Meeting o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Standards)로 명칭변경. 

한·중·일B3G 표준협력세부추진계획수립및홈페이지개설.

차세대이동통신(B3G) 및 차세대통신망(NGN) 워크숍개최 :

NGN 표준협력분과설립제안(한국)

제4차회의(2004.07.05~07, 한국 서울) - NGN 표준협력기술분과신설합의

제5차회의(2005.03.28~30, 일본 동경) - NGN 테스트베드구축합의

제6차회의(2006.04.10~12, 중국 항주) - RFID WG, IPTV ad-hoc 설립. NGN 테스트베드구축

세부 7단계계획(2006.6~2008.6) 합의

제7차 회의(2007.04.09~11, 한국 제주) - IMT-2000(3G)에 와이브로추가공동협력. NGN, IPTV, 

USN/N-ID 공동백서추진합의

제8차회의(2008.03.31~04.02, 일본 오키나와) - IMT-Advanced 최소요구사항공동의견서(Common

Understanding) 승인, NGN 공동백서목차개발및승인

● 3GPP Organization Partners

Meeting | 1999.05.25
●● 3GPP2 Organization Partners

Meeting | 1999.01.27



IMT-2000 규격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CDMA 진영의 파

트너십을추진하였고, 이로써3GPP2가설립된것이다. 

한국 TTA 및 일본 ARIB, TTC 입장에서는 동기식과

비동기식 IMT-2000에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더나아가양대세력(유럽과미국)에모두걸침으로써전략

적으로유리한입장에설수있다는판단에따라 1999년 1

월, 3GPP2에도설립SDO로참여하게되었다. 특히, 우리

나라는 CDMA 방식의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던 터라

3GPP2에서TTA의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좋은기회가

되었다. 현재 참여 SDO는 TIA(미), TTC(일), ARIB(일),

TTA(한), CCSA(중)이다.  

TTA가 3GPPs의참가를통해얻을수있었던대응활동및성과는다음과요약

할수있다. 첫째, TTA는3GPPs의설립원의하나로서IEEE, IETF 같은단체에비

해한국(TTA)의위상이뚜렷하게된계기가되었다. 둘째, 국내굴지의통신사업자,

제조업체들이TTA를통해많은권리를주장할수있게되었으며, 국내참여사들이

상호협력하는장을마련하게되었다. 셋째, 국제표준화추진에있어서좋은모델

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국내 산업계가 얻게 된 구체적인 정량적 성과로 HSDPA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의 채널코딩기술 및 순방향채널보완기술

(Enhancement on the Downlink Shared Channel in Hard Split Mode) 반영등

을대표적으로꼽을수있다.

4. 세계 사실표준화기구 활동

사실표준화기구의특성및주요흐름

사실(De facto) 표준은특정분야에이해관계가있는개인, 기업혹은단체가모여

제정한규격으로사용되는제품의특성, 기능및주요장치의접속점에서의인터페

이스가실질적인대중성을보유하여시장원리에의한지배력을보인다. 이러한사

실표준은공식표준화기구의절차적성격때문에표준화가시간적으로지체되는현

상을극복하기위한기업및이용자중심의표준화활동으로시장표준과포럼·컨

소시엄표준으로구분된다. 

포럼·컨소시엄 등의 사실표준화기구들은 1989년 이후로 시장의 수요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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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와 해외표준화기관간협력추진현황>

[2008년 7월현재]

No. 기관명 체결일 주요내용

1 TTC 1989.7.12
- 전기통신분야표준화활동현황정보교환양해각서체결

- 출판물및문서교환/상호방문

2 ITU-AJ 1989.7.13
- 표준화활동현황정보교환양해각서체결

- 출판물및문서교환/상호방문

3 ITU 1989.11.30 - ITU 발간물공급관련협정체결

The Committee 1991.5.30
4 T1 - 표준화작업참여및협력활동증진양해각서체결

ATIS 2005.8.30(갱신)

5 ETSI
1992.1.13

- 표준화관련정보교환양해각서체결
2005.8.29(갱신)

6 ACC, SAA 1993.4.6
- 표준자료교환협정체결

- 현황의견및정보교환, 상호방문

7
TSACC 1994.11.9 - 표준자료교환협정체결

ISACC 2008.7.15(갱신) - 현황 의견및정보교환, 상호방문

8
RCR 1992.11.4 - 양국무선표준화현황, 정보및출판물교환양해각서체결

ARIB 1996.5.10(갱신) - 상호이해및긴밀한협력, 상호방문

9 3GPP 1998.12.4
- 유럽 GSM 기반의 3G 이동통신시스템에대한기술규격, 

기술보고서작성협력협정체결

10 3GPP2 1999.1.27
- 미국 ANSI-41 기반 3G 이동통신시스템에대한

기술규격, 기술보고서작성협력협정체결

CCSA, ARIB,
- 주요표준분야의기술, 시장, 정책 사항에대한공동초안

11
TTC

2002.11.7 작성및공동기고양해각서체결

- 표준기관간정기회의개최및상호방문

12 TIA 2005.8.29
- 표준화작업참여및협력활동증진양해각서체결

- 상호옵저버회원자격부여(투표권없음)

13 OMA
2006.7.18 - 각 기관규격및표준의참조협정체결

2008.7.14(갱신) - 각 기관간상호회의참가

World DMB 
- 표준제/개정활동시, 정보 교류및상호협조체제구축

14 2007.6.19 양해각서체결
Forum

- DMB 상호운용성확보를위한시험인증서비스구축협조

● GSC 회의 | 1999.08.23



변화에따라생성과소멸을반복하며현재약 100여 개가넘는주요사실표준화기

구가 존재하며, 대표적인 포럼·컨소시엄으로는 IEEE 802(LAN/MAN Standard

Committee),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MA(Open

Mobile Alliance),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3GPPs 등이있다. 

이러한사실표준화기구들은대부분미국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이는유

럽의 공식표준화기구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또한 최근에는 공식표

준화기구와 대비하여 사실표준화기구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특징을 보이

는데, 이는실제적인표준화활동을수행하는전문가집단을고용하는기업이사실

표준화기구의이익추구경향에동조하고있기때문이다. 

세계사실표준화기구활동

사실표준화기구는이해관계가있는기업들간의상호이익을위해외부에배타적인

‘그들만의리그’를형성하며활동하고있다. 고가의회원사비로인해중소·벤처기

업의 참여가 제약을 받기도 하며, 공식표준화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당 표준화

기구활동에대한진입장벽이높아우리나라전문가들의세계사실표준화기구활동

은저조한실정이었다.

그러나 TTA가설립회원으로참여하여타선진표준화기구와동등한입장으로

표준화작업을했던3GPP/3GPP2에서의활동경험과국내IT표준화전략포럼을통

한체계적대응, 국제표준화전문가지원을통한국제회의참가의연속성보장, 그리

고무엇보다공식표준화기구활동에서쌓여진국제표준화활동에대한경험과노하

우등을축적해온결과최근들어세계사실표준화기구활동이비약적으로증가하

였다.

특히, 유무선랜관련포럼인 IEEE 802.16에서국내

와이브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채택시켰으며, 월드DAB

포럼을통한 DMB 기술의국제표준화채택, OMTP와국

내 포럼인 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KWISF)간 양해각서 체

결을통해WIPI 기술의국제표준화를추진하기위한기반

을마련하였다. 또한 IETF, W3C, OMA 등 세계주요사

실표준화기구에 연간 300여 건의 표준기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IETF 16ng WG, WiMAX Forum Global

Roaming WG, OMA DRM WG 등 전 세계 주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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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계사실표준화기구현상도>

● 제59차 IETF 서울회의 | 2004.02.29



이러한노력의결과로 2008년현재총 306명의 IT국제표준화전문가들이세계

주요표준화기구에서우리나라의기술을국제표준으로반영하기위해활발한활동

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중 106명이 148개 회의의 의장단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IT기술의홍보대사로서사명을다하고있다.

표준화활동의중추가되는표준화회의에의장단으로진출함으로써한국기업의표

준영향력을강화하고있다. 또한지역차원에서는한중일관련포럼(아시아홈네트

워크 컨소시엄, 아시아 IC Forum, 공개SW활성화 포럼, 차세대 이동통신포럼 등)

간협력기구를설립하여세계사실표준화기구에전략적으로대응하고있다. 

5. IT국제표준화전문가 육성 및 지원

IT 국제표준화회의는신규서비스와첨단기술의경쟁의장으로, 세계각국은자국

의기술을국제표준에반영하여, 국제시장을선점하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 IPR

이연계된표준의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 표준화단계에서부터자사의핵심기술

에대한 IPR을반영하여 IT 기술개발에소요되는투자비를회수함은물론제품화

단계에서타사와의가격경쟁에서우위를점하고자하는추세이다. 이에, 세계 IT시

장확보·선점을위해선진각국은첨단기술에대한국제표준화및 IPR 확보에매

진하고있으며, 특히국제표준화활동의주체인표준화전문가를전략적으로육성·

지원하고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국제표준화회의의장단을중심으로한표준

화전문가에게 행정상의 지원은 물론 회의참가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성된 국제표준화전문가를 통해 자국의 핵심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국제표

준화무대에서의기술적·정책적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

고있다.

이에따라, TTA에서도 2001년부터최신표준정보의입수·제공과국내개발기

술의 국제표준으로의 조기 반영을 목적으로 IT국제표준화전문가를 선정하여 국제

표준화활동을지원하고있다. 또한국제표준화전문가들의국제표준화기구의장단

으로의 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제표준화의 초기 단계부터 표준을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적·정책적 영향력을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 세계시장에서 국내

IT제품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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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국제표준화전문가분야별·소속기관별분포도>

[단위 : 명]

구분 ’02 ’03 ’04 ’05 ’06 ’07 ’08

차세대이동통신 39 52 60 78 81 83 93

RFID/USN 0 0 1 2 4 6 8

BcN 55 58 68 82 83 85 89

u-Home 3 3 4 4 3 3 0

디지털방송 5 5 9 13 13 12 13

전문
텔레매틱스 4 6 9 10 8 9 7

분야
지능형서비스로봇 0 0 0 0 3 3 4

차세대PC 0 0 0 0 0 1 1

디지털콘텐츠및
26 38 45 51 46 50 55

S/W솔루션

정보보호 17 22 24 24 21 22 26

표준화정책 3 4 8 10 10 10 10

합계 152 188 228 274 272 284 306

연구계 41 55 56 71 85 95 115

학계 83 87 117 132 119 120 110

소속 대기업 9 25 30 41 46 43 50

기관 중소/벤처 19 21 25 30 22 26 27

기타 - - - - - - 4

합계 152 188 228 274 272 284 306
● IT표준화전문가 100인지명대회

| 2001.08.24
●● IT국제표준전문가양성세미나

| 2004.11.11



및전략분석을통한국내정보통신표준화추진체계의고도화방안을제시하고, 주

요공식표준화기구(ITU-T TSAG, ITU-T WTSA, APT MC, ASTAP 등) 전략·정

책회의에대한우리의입장을수립하고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해추진되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ITU, ISO/IEC JTC1, ETSI, ASTAP, ANSI, ATIS,

TIA, TTC, ARIB, CCSA 등의표준화기구및미국, EU, 일본, 중국등국가별추

진체계분석과, 주요표준화기구의기술회의가아닌전략·정책회의참여, 관련그

룹의장단활동을통한전략적대응, 그리고이를바탕으로한정책지원등이있다. 

먼저, 2002년부터이루어지고있는표준화기구및국가의추진체계분석에서

는각표준화기구별조직, 전략, 연구과제및국가별제도, 추진체계등을조사·분

석하였으며, 대상기구및국가는다음의표와같다.

뿐만아니라, 분석결과는매년‘정보통신표준화추진체계분석서’로발간하여,

산학연전문가들과정책입안자등에게배포함으로써표준화전략수립과활동에필

요한 가이드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정보통신표준화 핸

드북’을발간하여정보통신표준화에대한중요성을홍보하고표준화에대한이해

증진에기여하였다. 이와함께, 중국과일본의정보통신표준화동향을분석하고이

슈발굴을통해정보통신부(현방송통신위원회)내동향분석협의회에관련자료를제

공하였다.

주요표준화전략·정책회의의대응활동은TSAG/ITU-T 및 ASTAP/ATP 회

의를위주로매년 5건내외의활발한기고서제출과의장단수임등의활동이이루

어졌다. 특히현재활발하게운영중인 ITU-T TSAG 내‘Technology Watch’기

능의 신설을 주도하였고, ASTAP/APT에서는 ASTAP 06-08 전략계획, 국제전기

통신규칙(IT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alations)에대한한국입

장정리, ASTAP 조직및작업규정변경제안등국내입장을반영한기고서제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의장단 활동으로는 2002년부터 ASTAP/APT의 전략계획이

행그룹, 문서체계화태스크그룹의 2개 의장단(라포처, Rapporteur)을 수임하였고,

ASTAP 내 ITU-T 활동과 연계하여, 2005년에는 ITU-T Issue Group 및 PP06

준비회의그룹(CG3), 그리고2007년에는WTSA08 준비작업그룹(CG1) 의장단을수

임해오고있다.

이러한 표준화기구 및 국가에 대한 추진체계 분석과 주요 전략회의 참여를 통

해, 국내표준화활동에대한시사점도출과국제표준화추진체계고도화제안, 국가

정보통신표준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표준화기본계획

(2006년), 제2차국가표준기본계획(2006년), 정보통신국제표준화전략(2007년) 등

4절 표준화전략및계획수립

1 . 표준계획 수립

표준전쟁의시대인 2000년대를맞이하며 TTA는표준화사업의체계를보다효율

적이고전문적인시스템으로정착시키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표준계획수립사업

을추진하게되었다. TTA의표준화전략및계획수립은2001년에시작한‘주요선

진국 및 국제표준화기구의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처음 시도되었으며, 이듬해인

2002년부터수행한‘정보통신표준화추진체계분석’과 2003년부터시작된‘정보

통신표준화법체계연구’, 그리고 2006년부터시행된‘정보통신표준화성과분석

연구’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이는특히한미FTA 및WTO 협상등국제기구및국가와의실무협상을통해

선진국및국제표준화기구에대한대응전략을마련하는과정을통해체계적인정보

통신표준화계획및전략을수립하였다는점에서그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 

정보통신표준화추진체계분석

‘정보통신표준화추진체계분석’은주요공식표준화기구및국가표준화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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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국제표준화전문가활동성과>

구분 ’02 ’03 ’04 ’05 ’06 ’07 ’08. 6

전문가수(명) 152 188 228 274 272 284 306

의장단진출/(의석수) 29명 42명
74명/ 92명/ 103명/ 109명/ 106명/

(97개) (131개) (141개) (145개) (148개)

회의참가회수(회) 224 228 211 255 343 313 136

기고서제출(건) 116 140 270 376 445 365 187

● 정보통신표준화추진체계분석서 | 2002

<표준화추진체계분석대상기구및국가>

구분 기구/국가명

국제 ITU, ISO/IEC JTC1

표준화
지역 ETSI, ASTAP

기구
미국 ANSI, ATIS, TIA

일본 TTC, ARIB

중국 CCSA

국가 -
미국, EU,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