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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로드맵 수립

국제표준이 세계시장 선점 및

리더십 확보 전략’
으로 국제표준화에 대한

표준화 환경분석(SWOT)을 통해 중점기

표준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추진전

Global Standardization Leadership

확산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였다. 2007년에는 지

술을 선정(선택과 집중)하고 중점기술별

략을 수립함에 있어 신(新) IT 발전전략

확보를 통한 국제표준화 수용자

2006년 과학기술부에서 수립한 국가 R&D

식경제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과 방향을 제시

으로“기초·원천”연구를 강화하는 동

(Follower)에서 리더(Leader)로의 도약

사업 Total Roadmap에 따르면 미래사회의

등 4개 부처가 국가 R&D와 표준화 연계방

하였다.

시에, 응용기술에 있어서는“상용화”
의

을 위한 국가차원의 추진전략 및 방향을

산업 패러다임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안을 수립하여 전 부처에 확산을 추진하고

2007년도에는 u-Health, VLC(Visible

수준을 높이는「Smile IT 전략」
에 맞추

제시함으로써, 정부에서는 국가 기술표

전환되고 2020년을 전후하여 바이오경제의

있다. 특히, 제한된 자원을 IT839 전략분야

Light Communications), SOC

어 정보통신 중점기술을 10대 전략분야

준 개발사업 선정에 있어 가이드라인으

진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에 선택 집중한 결과, 지난 10월 국내에서

(Service Oriented Computing), 차세

로 분류하여 35대 중점기술을 선정하였

로 활용하였고, 민간에서는 TTA 정보통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환경·에너지·자원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WiBro를 IMT-

대 DMB, 차세대 통합무선 재난통신 등

고, 총 362개 대상 표준화항목으로부터

신표준화위원회의 중기과제계획에 반영

문제 등 주요 사회적 이슈가 심화될 것으로

2000 국제표준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최

신규·융복합 분야를 포함한 총 35대

264개 중점 표준화항목을 도출하여, 5

하였다. 또한, TTA 홈페이지를 통한 자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발전 측면에

근 BRICs의 성장에 따른 국가차원의 위협

중점기술을 선정하였으며, IT정책자문관

가지 요소를 고려한 스타형 지수분석모

료공개를 통해 산학연관이 표준화 추진

서는 성숙된 디지털·네트워크 기술을 기반

및 IT기반 융합기술 등장 등 환경변화에 적

(신성장동력 PM) 및 산·학·연·관 국

형을 통해 구체적인 표준화 추진전략을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시장요구표준의 적

으로 IT·BT·NT 등 기술융합이 도래하고,

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 표준화 영역 발

내 정보통신표준화 전문가 300여 명이

제시하였다.

시개발(Time-to-Market) 및 목표지향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술에 대한 높은 수준

굴 및 국내외 표준화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

참여하여 중점기술별 현황분석을 통한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로드맵은

적 국내외 표준화 추진을 가능케 하였

의 투자·표준·지적재산권을 통한 기술패

하다.

고, 시장환경 적합성 제고를 위해 표준

권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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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추진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또한, WTO/TBT 협정 이후 국제표준이 세

국내외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전략

을 제공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 및 자

계시장 선점 및 확산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

및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원 배분이 가능하게 하였다.

되고 있으며,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 각

TTA에서는 2003년부터 국제표준 선점을

국은 정보통신 기술표준의 발전과 시장의 환

위한 표준전쟁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경변화에 따라 국가마다 다양한 표준화 추진

응하고자 우리나라의 표준화역량을 극대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보통신 표준화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리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

나라도 2004년‘Broadband IT Korea

준화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Vision 2007’
을 수립하여 정보화 촉진 및

표준화로드맵은 체계적인 기술표준 개발 및

정보통신 발전전략으로‘정보통신 표준화 활

표준화활동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매

성화 전략’
에서‘국제표준화를 통한 글로벌

년 Rolling Plan으로 국내외 시장·기술·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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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48대 기술

37대 기술

36대 기술

35대 기술

36대 기술

차세대 이동통신(일반)

IMT-Advanced

3G Evolution/4G

IMT-Advanced

4G

3G Evolution

3G Evolution

MBWA(WiBro포함)

WiBro Evolution

WiBro Evolution

WiBro Evolution

Mobility Management

Mobility Management

Vertical Mobility

Mobility Managemen

유무선통합

SDR

SDR

SDR

VLC

VLC

CR

CR
Gigabit WLAN

초고속 WLAN

초고속 WLAN

WLAN

Gigabit WLAN

초고속 WPAN

WPAN

WPAN

WPAN/WBAN

WPAN/WBAN

차세대 통합무선 재난통신

차세대 유무선통합 재난통신

비상통신
USN(일반)

RFID/USN

4부•Organization

RFID/USN

RFID

USN

USN 네트워킹/응용

USN

RFID

RFID

차세대 RFID
u-Environment

디지털방송(일반)

디지털 방송
DMB

디지털방송(일반)
디지털케이블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

3D TV 방송

3D TV 방송

3D TV 방송

3D TV

DMB

DMB

차세대 DMB

차세대 DMB

방송콘텐츠 보호/관리

방송콘텐츠 보호/관리

UDTV

Active Network

BcN

광인터넷(FTTH포함)

광인터넷

BcN(일반)

BcN(일반)

차세대 QoS 시그널링

End-to-End QoS

개방형서비스

개방형서비스

VoPN(VolP)

VoIP

MoIP

MoIP

MoIP

IPv6

IPv6

IPv6 응용

IPv6 응용

IPv6 Multi-networking

IPTV

IPTV

IPTV

고속 LAN/MAN

고속 LAN/MAN

고속 LAN/MAN

LAN/MAN

LAN/MAN

텔레매틱스

텔레매틱스/ITS

텔레매틱스

텔레매틱스

NGN

BcN 전달망/서비스 구조

개방형서비스

BcN 식별체계

미래인터넷

ITS

u-컴퓨팅

차세대망 식별체계

텔레컨버젼스
e-Navigation

GIS

GIS

GIS/LBS

LBS

LBS

차세대 컴퓨팅(일반)

차세대 컴퓨팅

차세대 서버 컴퓨팅

차세대 PC

차세대 PC

차세대 PC

차세대 PC

차세대 퍼스널 컴퓨팅

홈네트워크(일반)

홈네트워크(일반)

홈네트워크(일반)

u-Home 플랫폼

u-Home

홈네트워크 보안

U-Home 서비스 포털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홈게이트웨어
유무선 홈네트워킹

지능형로봇
IT융합•부품

지능형 서비스 로봇

지능형 로봇

지능형 서비스 로봇

지능형 로봇

u-로봇

IT SoC

IT SoC

IT SoC

나노 SoC

나노 SoC

모바일 3D API

모바일 콘텐츠 미들웨어

U-단말 공통 플랫폼

모바일 SW 플랫폼

모바일 SW 플랫폼

차세대웹

차세대웹

E-Business

정보보호 공통 플랫폼

그리드 미들웨어
공개SW운영체제

u-인프라SW

임베디드SW(OS/미들웨어)

임베디드SW

임베디드SW

차세대웹 기반기술

차세대웹

u-서비스 융합플랫폼
u-지능정보

정보기술 아키텍쳐

정보시스템 아키텍쳐

SW 스트리밍

SW 스트리밍

음성 언어 정보처리

음성 언어 정보처리

SW 스트리밍

Service Oriented Computing

SOC

u-Health

u-Health

차세대 DRM

MPEG21

디지털콘텐츠

DRM

DC 보호/유통 프레임워크

DC 보호/유통 프레임워크

DC 보호/유통

차세대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스

디지털 액터/표현 데이터처리

가상현실/혼합현실 콘텐츠 표현/응용

3D

정보보호(일반)

암호/인증/권한관리

암호/인증/권한관리

전자지급결제

개인정보보호/ID관리

개인정보보호/ID관리

웹서비스 보안

네트워크/시스템 보안

네트워크/시스템 보안

응용보안/평가인증

응용보안/평가인증

바이오인식

바이오인식

정보보호(일반)

지식•정보보안

생체인식(음성인식)

바이오인식

<중점기술의 변천(200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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