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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표준화업무의완벽한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반드시시험인증업무를함께해야한다. 하지만세계적으로도표준화와시험

인증업무를하나의조직이나기관에서유기적으로서비스하는곳은찾아보기힘들다. 반면, TTA는정보통신표준화와시험인증업무를원스톱으

로수행할수있는최적화된조직체계를갖추고있다. TTA의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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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TTA는회장을중심으로표준화본부, 시험인증연구소, 사업지원본부를사업부서로 2본부 1소 16

팀체제로구성되어사업을추진하고있다.  

표준화본부는표준화전략기획, 분야별표준제정, 표준화활동지원등표준화사업에필

요한 업무를 전담·수행하기 위해 전략기획팀·표준총괄팀·정보통신팀·전파방송팀·표준지

원팀등총 5개팀으로조직되어있다. 시험인증연구소는 시험인증기획업무와분야별시험인

증 서비스 업무를 전담·수행하기 위해 시험인증기획팀·네트워크시험팀·SW시험인증팀·디

지털방송시험팀·이동통신시험팀등총 5개팀으로조직되어있다. 사업지원본부에는표준화와

시험인증 업무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반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총무

팀·경영혁신팀·정보화추진팀·대외협력팀등4개팀으로조직되어있다. 

또한, 회장직속으로윤리경영, 대내외감사업무를담당하는검사역과표준화사업관리및

평가등을수행하는사업관리팀이있다. 

설립목적및주요사업
TTA의 설립 목적은통신사업자·산업체·학계·연구기관 및단체등의상호협력과유대를강

화하고, 국내외 정보통신 분야의 최신 기술·표준 및 시험인증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조

사·연구하여이를보급·활용하게하며, 정보통신관련표준화및시험인증에관한업무를효

율적으로추진함으로써정보통신산업및기술진흥과국민경제의발전에기여하는것이다. 

주요사업

•정보통신관련표준의제정및보급

•정보통신관련시험인증사업

•국내외정보통신관련최신기술및표준화정보의수집·조사·연구·번역과출판및보급

•정보통신관련기술·표준및시험인증기술의연구개발과보급

•정보통신관련국제기구연구체제및국내연구단의구성과운영

•정보통신관련국제회의국내유치및각종발표회에관한업무

•정보통신기술·표준화및시험인증관련국제협력

•정보통신기술·표준및시험인증에대한교육사업

•정부·국내외관련기관과의협력및용역의위탁및수탁

•법령에의하여정부로부터위탁받은사업

•기타협회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및위각호의부대사업

조직및운영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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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본부
지난 20년 동안 국내 정보통신 표준화 사업의 중책을 담당해 온 표준화본부는 국내 정보통

신 기술에 대한 표준 제정,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국

제표준화기구 및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국내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노력하고있다. 

1. 전략기획팀

전략기획팀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 국제표준화 추진체계 분석

및 국내 대응전략 수립, 정보통신 표준화 중점기술 로드맵 수립, 표준화 법제도 연구, 전략

계획위원회 운영, 표준화 정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연계한 표준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국가 및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법·제도·추진체계

분석에따른국내표준화추진체계고도화를위한표준화정책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다. 

2. 표준총괄팀

표준총괄팀은 표준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운영, 전 표준화위원회의 활동 총괄 계획 지원,

IT국제표준화 전문가 육성, 사실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한 IT표준화전략포럼 선정·지원, 국

제표준화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세계표준협력회의(GSC), 한ㆍ중ㆍ일 IT표준협력회의(CJK)

대응 및 ITU, APT와의협력을통한표준화격차해소사업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3. 정보통신팀

정보통신팀에서는 전송통신, IT응용, 정보보호 및 기반 소프트웨어 분야의 표준화를 추

진하고 있으며, ITU-T 국내 대응 연구위원회 운영과 효율적인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를 위

한 대응 업무, 그리고 주관청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표준화 대상으로는 BcN,

IPTV, 디지털홈, 지능형서비스로봇, u-Health 등이 있다.

4. 전파방송팀

전파방송팀은전파방송분야표준화추진, ITU-R 주관청 지원, 관련 분야국제회의대응

및 3GPP/3GPP2 사업참가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표준화 추진 분야로는 차세대

이동통신, WiBro 등 IMT-Advanced 분야, RFID/USN, 텔레매틱스/ITS 등 전파통신 분야,

디지털방송, DMB 등 방송표준 분야가 있으며, 이와 함께 AWF를 포함한 ITU-R 연구위원

회주관청지원활동을펼치고있다.



인증시험서비스제공, 모바일 RFID 포럼의모비

온 인증시험 서비스 제공,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시험 서비스 제공, 국내 통신사업자 및 공공기관

의 BMT 시험 수행 등이 있다. 또한 070 인터넷

전화사업자 인증 및 가입자 품질보장제도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USB, WUSB, WiMedia 분

야의국제공인시험기관지정을준비중이다.

3. SW시험인증팀

SW시험인증팀은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소

프트웨어시험인증기관으로 소프트웨어의 품질

(성능, 기능성, 보안성, 연동성, 표준준수성, 상

호운용성, 안정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등에

대한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활동으로

는 국가 공인 GS(Good Software) 시험인증서

비스 제공, 미국 VeriTest와의 협약을 통한

VeriTest 국제시험인증서비스 제공, BMT(벤치

마크테스트) 서비스 제공, Open Lab 서비스

제공, 상암시험소(SW품질지원센터) 운영, 중소

기업청 지정 SW성능시험연구원 업무 수행, 국

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 지정 GIS SW 시험인

증 서비스 제공, 공공 및 민간 부문의 IT서비스

프로젝트 시험 서비스 수행, 정부 및 공공기관

의 구매SW 비교시험 서비스 수행, SW품질평

가 기반기술 연구, 축적된 시험 전문기술 전수

를통한 SW시험전문인력양성등이있다. 

4. 디지털방송시험팀

디지털방송시험팀은 지상파, 위성, 유선, 이

동방송등의방송장비와, 미들웨어및콘텐츠에

대한시험인증서비스를제공한다. 주요활동으로

는 국내 데이터방송, DMB, IPTV 등 시험규격

표준화활동과 미국 CableLabs와 오픈케이블

5. 표준지원팀

표준지원팀에서는 정보통신표준 활용실태

및 향후 표준화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작업, 정보통신표준화 전문인력 양성교육, 분야

별 신기술 및 표준화에 대한 컨설턴트 운영, 정

보통신용어 표준화사업, 남북한 정보통신표준화

연구, 표준화활동에대한사업참가사관리등의

업무를수행하고있다. 

시험인증연구소
2001년 12월 개소한시험인증연구소는제정된표준이제품에바르게적용되었는지, 제품이 적

절한 품질은 갖추었는지, 제품 상호운용성이 원활한지 등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증

하는시험인증업무를수행한다. 또한 BMT 서비스, 테스트베드지원, 장비 개발지원시험, 시험

장비 임대, ION 상호운용성 시험, 시험기술 컨설팅, 시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관련산업계의발전을도모하고있다.

1. 시험인증기획팀

시험인증기획팀은 시험인증 업무의 중장기 발전 및 마케팅 전략계획 수립, 품질시스템 운

영총괄, 시험인증관련위원회운영, 시험성적서및인증서발급업무, 고객관리·시험접수및

계약 업무, 휴대전화 충전기 인증 및 시험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 시험인증업

무에대한전산화작업을추진하고있다.   

2. 네트워크시험팀

네트워크시험팀은 댁내망, 가입자망, 액세스

망, 백본망, 전송망 등에사용되는유무선네트워

크 장비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요 활동으로는 Bluetooth 국제공인시험기관

(BQTF) 운영, IPv6 Ready 국제공인시험서비스

제공, 미국 NTS와제휴를통한 ZigBee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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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화추진팀

정보화추진팀은 IT 표준화 및 시험인증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 TTA 정보 인프라 고도

화 추진, 사이버 침해 대응 정보보호 강화, 기술정보자료 수집 및 보급 확대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4. 대외협력팀

대외협력팀은 표준·시험인증 관련 신기술 정보의 산학연 보급을 위해 주간 IT Standard

Weekly·격월간 TTA저널·연간 표준화백서 등을 발행하고, TTA 비전 달성을 위한 홍보, 유

관기관및언론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등의업무를수행한다.  

검사역

검사역은 협회 내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감사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서 협회 전반에 걸친

업무의 지도·개선 및 사전 예방감사를 수행하며 TTA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의 유지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협회 내외부 업무투명성 제고를 위한 청렴서약제와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정부의주요시책을추진ㆍ운용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아울러 외부기관의 감사에 대비하여 감사규칙에 의거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협회 직원들

의 청렴의식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실시, 반부패제도개선과제의 발굴과 유지, 민원A/S

제도시행등을통하여청렴·클린 TTA 이미지제고를위한업무를수행한다.

사업관리팀

사업관리팀은 국내표준화의 선도, 국내표준화 활동의 장 마련, 국제표준화활동의 지원 등 IT표

준화 활동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표준화사업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

고 표준화된 수행관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관리, 엄정한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및 정산, 정량

화된 성과분석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표준화사업 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대외평가 대응 등

의업무를수행한다.

시험규격개발공동연구수행및시험규격사용라이센스체결, 유럽 MTC와 MHP 시험규격사

용 라이센스 체결, SUN Microsystems와 Java 시험규격 사용 NDA(비밀유지계약) 체결,

Motorola와 DFAST 라이센스 체결, KLabs와 오픈케이블 시험인증 업무협력, 그리고 지상파

DMB특별위원회와DMB 시험인증업무협력등이있다. 

5. 이동통신시험팀

이동통신시험팀은 CDMA, GSM, WCDMA 및 WiMAX 휴대전화에 대한 국제공인 시험인

증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사업자의 통화품질 평가업무를 수행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수출용 휴

대전화 국제공인시험인증서비스(CDMA분야의 CTIA/CCF, GSM/WCDMA분야의

GCF/PTCRB, WiMAX분야의 WiMAX Forum) 제공, 내수용 휴대전화에 대한 TTA Certified

품질인증시험서비스제공(CDMA, WiBro) 등이 있다.

사업지원본부
사업지원본부는 국회,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 TTA 내외부고객을 위해 신속·정확한 행정 지원

및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업무로는 인사·구매·회계·결산 등의 일반

행정서비스, 예산·이사회운영 및 경영혁신 활동, TTA 정보인프라 고도화 추진, TTA 홍보 및

유관기관대외협력등이있다.  

1. 총무팀

총무팀은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및 교육훈련 개발, 직원복지 증진, 구매·계약업무, 자금운용

및회계·결산, 전 직원화합을위한행사운영, 발전협의회개최지원, 사옥및기타시설물관리

등의업무를수행한다. 

2. 경영혁신팀

경영혁신팀은 이사회 운영, 예산계획의 수

립ㆍ시행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과제예산

협의회 운영, 협회 정관과 제규정의 현행화 및

체계적 관리, 협회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체

계적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체계적 사업수

행지원과연구성과제고를위한과제사업등에

대한관리업무를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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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운영
TTA의 정보시스템은 설립 이후 2000년까지 정보망운영부를 통해 표준정보망을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장비를 관리해 왔으며, 정보통신 표준과 관련된 자료의 DB를 구축하고 프로그

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했다. 이후 2001년 시험인증연구소 개설과 협회의 분당 이전을 계기

로매년규모가확장되어왔다. 

한편, 표준화 및 시험인증 서비스는 2001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웹서비스 형태로 제

공을 시작하였으며, 매년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보완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될수있도록운영하고있다.

자료실운영
1989년 2월 업무를개시한직후부터운영해온자료실은 26.4㎡의 작은공간에서출발하여

1994년 사옥매입을계기로 128.7㎡으로공간을넓히면서 4천 8백여권의자료를구비하였

다. 이후 분당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수집 자료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체계화된 자료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2003년 2월 기술정보팀(실)으로 개

칭하여 단순 자료 수집 제공에서 벗어나 국내외 기술정보자료 수집 및 제공, IT 기술정보자

료의 전자적 정보제공을 위한 소장 자료 DB구축, TTA 주요간행물의 보급ㆍ홍보 등으로 업

무를전문화하여수행해오고있다.

기술정보실은 국내외 IT표준, 표준화 및 시험인증 관련도서 및 보고서·교양도서, IT 관

련 기술잡지, 국내외 주요원문 DB 등을 수집 및 구독하여 다양한 기술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홈페이지운영, 소장자료목록 DB구축, 보고서원문 DB구축, 도서대출관

리 DB구축, 도서구입신청 DB구축, 자료보급관리 DB구축 등을 통해 전자적 정보제공의 환

경을구축하였고, 정보통신용어사전과정보통신표준화분석서등 TTA 주요 표준화간행물을

국내산학연에보급ㆍ홍보하고있다.  

2008년 현재 기술정보실의 소장 자료는 국내외 정보통신표준·규격 11종, 도서 4,177

권, 보고서 5,244권, 정기간행물 217종, 웹DB 6종(국내DB 2종, 해외DB 4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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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TTA는 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 함양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TTA의 복지제도로는 직원들의 노후 안정자금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2007년

11월)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 능력개발을 위해 석사ㆍ박사학위과정 지원을 비롯하여, 중·고

등학교 자녀 학자금 지원(최대 2인), 산악회·볼링회 등 총 8개의 동호회 활동 지원, 맞춤형

복지비 지원, 설·추석·근로자의 날·창립기념일 등에 기념품 지급, 화환·축의금·부의금

등경조사지원등이있다. 또한직원들의정서함양을위해하늘정원을운영하고있다.

교육훈련
TTA는 전 직원의 잠재력 및 역량개발 중심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교육비전 달성을 위

해 직무교육·계층교육·일반교육·어학교육 등 다양하면서도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TTA는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정별 이수 점수를 부여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토록하고있다. 

직무교육(직무전문및공통교육)은 협회전직원을대상으로외부전문교육기관의질높

은교육강좌를제공함으로써현업부서의전문기술분야및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의향상

을 도모하고 있다. TTA 신규 입사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교육 및 멘토링제와 보직자 리더

십 교육 등으로 이루어진 계층 교육은 수행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적응력을 제고하고,

진취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반교육은

기본소양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청렴도향상교육, 퇴직연금교육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밖에 자기계발을 위한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업무수행 현장에서 실시하는 부서 내 교

육, 직원기본소양및교양함양을위한수시집체교육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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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활동
TTA는 동호행사지원을통해직원상호간의친목도모및협동심을배양하고직원의소속감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1990년 9월, ‘동호행사지원기준’을 제정하였으며, 1995년

4월 부분보완을통해현재의동호회지원기준을마련하였다.  

동호회 지원 기준에 따르면 회원 수는 5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전한 오락·스포츠

등불특정직원이참여할수있는종목에대한등록신청서와회원명부·회칙을첨부하여총

무팀에제출·내부평가를거쳐지원을제공하고있다. 

2008년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로는 산악회, 볼링회, 사진동호회, 탁구동호회, 스크

린외국어청취동호회, EPC(English Presentation Club), 신우회, 축구동호회등이있다. 

내부행사
TTA는 전직원의화합을도모하고자긍심과애사심을고취하기위해연중다양한내부행사

를개최하고있다. 

매년 4월에는 전직원을대상으로직원상호간의이해와화합을위한워크숍을실시하

고 있으며, 10월에는 체육행사를 통해 내부 직원 간 친목을 다지고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매년 12월에는 한 해 동안 이루어온 성과를 되돌아보고 보다 나은 내

년을 희망하는 의미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밖에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상호 간의 단결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매월 팀워크데이 행사를

진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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