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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법인 제1회 설립위원회 (1992. 6. 25.)

2. 법정법인 제1회 이사회 (1992. 9. 24.) 
이해욱 이사장/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3. 법정법인 제1회 이사회 (1992. 9. 24.) 
박원근 이사/금성전선 사장

4. 법정법인 한국통신기술협회의 현판식
(서울중앙우체국 12층, 1992. 9. 24.)
오른쪽부터 문 환 체신부 통신기술심의관과 강이근 사무총장

5. 광화문 사무실 전경 (1994. 7.)

6. 자료실 전경 (1994. 7.)

7. TTA 소재 건물 전경 (광화문 세종로, 1994. 7.)

TTA의 표준화 관련 조직은 초기에는 표준화위

원회와 ITU위원회의 이원적 체제로 운 되다가

1992년 9월 ITU위원회가, 1991년 5월 신설된 기술

총회에 통합되어 단일체제가 되었다. 

그리고, 1992년부터 국가표준제도가 도입되면

서 국가표준과 단체표준이 1994년말까지 공존하

여 TTA의 단체표준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정보통

신표준(KTS)으로 제정되었다. TTA는 전기통신분

야의 민간 단체표준 제정기구로서 표준화활동의

꽃을 피운 시기 다. 

제3차 기술총회에서는 표준제정절차를 개정,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우편 또는 팩스의결이 가

능 하도록 하고, TTA표준, TTA잠정표준을 구분하

여 사용, 빠른 기술발달과 시장 환경변화에 적절

한 대응을 함으로써, 단체표준 제정기구로서 길

을 넓혀 나갔다.

1992년 8월 TTA는 재단법인에서 전기통신 기

본법 제30조에 의거한 법정법인이 됨으로써, 전

기통신 표준화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토대

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1994년 7월에는 충무로 1가 중앙우체

국 시대를 마감하고, 광화문 세종로 시대가 개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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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이 뛰기 위하여 !!
소리없는 전쟁, 국제표준화활동의 여정 -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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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에는 반복되는 국제회의 준비와 여러 형태의 회의에

참가하는 동안 ITU 관련 제반업무도 체계화가 이루어져 국제무대에

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설립과 더불어 국제회의 참가단을 구성하고, 기고서 제출을 위한

제반활동과 국내에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

친 결과, 1989년 TTA 단체표준이 처음 제정된 이래, 4년만인 1994년

3월에는 우리나라의‘한국형 TV 고스트 제거시스템’(K-GCR)에 관한

제2차 기고서가 국제표준화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제권고로,

ITU-SG11 전체회의에서 확정 되기에 이르 다. 

이것이 발판이 되어 이후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여 IMT-2000, MPEG 등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요소기술들이 국

제표준으로 채택되게 되었다.

1. ITU-T SG7 서울회의 ( 1994. 10. 31 ∼ 11. 11.)
주요의제로 OSI프로토콜과 응용계층서비스 분야가 다루어졌다.

2. ITU-T SG7 서울회의 (1994. 10. 31. ∼ 11. 11.)
우리협회와 당시 전자통신연구소 공동 주최로 쉐라톤 워커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된 ITU-T SG7 서울회의에서 기조연설하는 SG7 의장

3. ITU-T SG13 서울회의에 참석한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인사 (1997. 2. 17.)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협회 4대 임정재 사무총장

4. ITU-T SG13 서울회의 (1997. 2. 17. ∼ 28.)
B-ISDN을 포함한 디지털 망분야를 다루는 SG13회의는, GII 등의 주요주제를 중심
으로 전개되었다. 

5. GSC-3 (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3)경주회의 기념사진(1996. 9. 2 ∼ 6)
GSC(세계표준화협력회의)는 1990년 유럽의 ETSI, 미국의 T1위원회, 일본의 TTC가
국제표준화 활동방향을 사전 조정하기 위해 ITSC를 결성한 것이 모태이다.
이후 1992년 10월 한국의 TTA, 일본의 ARIB, 호주의 ATSC, 캐나다의 TSACC 등이
가세하여, 보다 발전된 형태인 국제표준화 협의체 GSC로 탄생했다. 

6. GSC-3 경주회의(1996. 9. 2. ∼ 6.)
왼쪽부터 경주회의 의장으로 활동한 강민호 통신표준총회 의장, Dr. Horton/ATSC,
Mr. Peterson/T1 의장

7. GSC-3 본회의 장면(경주, 1996. 9. 2. ∼ 6.)
IPR, 적합·인증, 포럼·컨소시엄 활동논의, GII의 범세계적 구현을 다루었다.

8. GSC-3 경주회의 (1996. 9. 2. ∼ 6.)
회의장에 설치된 TTA WEB DEMO 시스템을 시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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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이 뛰기 위하여 !!
소리없는 전쟁, 국제표준화활동의 여정 -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활동

국제표준화활동은 1865년 ITU창설(당시에는 국제전신연합)과 함께 본격화 되었으므로 이미 그 역사가 130년을 넘

었다. 국제표준화활동은 초기에는 유럽을 주무대로 전개되다가 점차 미국과 일본등지로 확대되었고, 이후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전세계 190여개 국에서 ITU 활동에 동참할 만큼 보편화 되었다. 우리나라는 1952년 정부가 ITU에 가

입하 으며, 1988년 TTA가 출범함으로써, 표준제정을 비롯한 국내외 표준화 관련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기 시작했다.

1994년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위원회 회의에서는 체신부

장관과 협회 문 환 사무총장, 직원 2명을 포함한 국내참가자 32명이 ITU 이사국 선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세계4

위의 득표수로 이사국에 선임되는 쾌거를 올려, 국제표준화활동의 초석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8년에도 세번 연속 이사국으로 피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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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U전권위원회 회의 참가자 기념사진(일본 교토, 1994. 9. 19∼10. 14.)

ITU-PP는 4년간의 ITU결산승인, 예산한도 책정, 선출직 간부 및 이사국 선출, 주요정

책문제 처리 등을 의제로 다루는 ITU 최고의결기관으로 4년마다 개최되는 정기회의

이다.

2. 제4차 전파통신자문반(RAG)회의 (스위스 제네바, 1996. 2. 19.~ 2. 23.)

RAG작업검토, WRC-95의 사업보고, ITU-R의 작업방법, 위성통신망의 ITU주파수 조정

과 계획 검토가 있었으며, 이봉국 국제협력부장 외 9명이 참가하 다.

3. ITU-TSAG(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 제4차 회의참가 (스위스 제네바, 1995. 1. 28.)

세계표준화의 작업방법 및 절차, 표준화계획, 전략기획 등의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참가하 다.

4. ITU전권위원회 회의에 참가한 한국 수석대표단 (일본 교토, 1994. 9. 20.)

한국이 두번 연속 이사국에 재선임되는데 기여하 다.

5. 일본 쿄토에서 열린 ITU전권위원회 회의장 모습 (1994. 9. 19.~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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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이 뛰기 위하여 !!
소리없는 전쟁, 국제표준화활동의 여정 - 지역 표준화활동 등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보통신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다양화되어 갔으나, ITU 등 기존의 국제표준화기구는

신기술 분야의 출현, 특히 디지털 기술분야와 다양한 서비스개발 등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ITU에서는 표준제정에 있어 회의간격이 너무 긴데다가 지역간·국가간의 세력다툼으로 인한 지연사례

가 빈발하여 적기에 표준제정이 어려웠다. 이의 반발로 활성화 된 것이 지역·국가표준화기구와 포럼 등이다.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가 1988년 유럽지역 통신분야의 단일표준화 추진을 위해 설립되었고, 아시아·태평양 지

역의 APT(아·태 전기통신 공동체)는 1979년 설립되어, 1990년대 들어 각각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ITU

등의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과 함께 APT 창설멤버로서 지역표준화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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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APT지역표준화 회의 참가자 기념촬 (태국 푸켓, 1994. 5. 25.~ 27.) 

(사진 왼쪽부터 세번째 이현중 국제협력부장)

2. GSC-2/EDH 회의 (캐나다 오타와 1995. 6. 6.∼ 8.) 

신속한 표준화작업을 위한 각 PSO들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EDH시스템

연동 및 IPR문제를 비롯한 주요 표준화 쟁점사항들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목

적으로 개최되었다. (사진 왼쪽 세번째부터 장명국 표준화국장, 문 환 사무총

장, 강민호 통신표준총회 의장)

3. 일본 동경, 제15차 아시아 ISDN 협의회(AIC)회의 (1995. 5. 22.~26.)

ISDN(B-ISDN)응용서비스, 사업계획, 일본의 통신정책 및 현황발표가 있었으며,

권미희 부장이 참석하 다.

4. 제1차 APT지역표준화 회의, 한국대표단 (태국 푸켓, 1994. 5. 25.~ 27.)

APT회의에 참가한 한국대표단은 유강희 전송시스템 실무작업반 의장이 한국기

고서 2편을 발표하 다. 

5. ITU전권위원회 회의장에서의 한국대표단 (일본 교토, 199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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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의 표준화 전담기구로서 TTA가 탄생된 이후, 10년간 우리나라 정보

통신 분야의 표준화제도는 세 차례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TTA가 업무

를 개시한 1989년 2월부터 1991년말까지 약 3년 동안은 TTA표준만 존재하 으

나, 1992년의 국가표준의 등장으로 단체표준과 국가표준이 공존하여, TTA표준

중 상당량이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표준심의회를 통해 대한민국정보통신표준

(KTS)으로 제정되어 왔다.

1993년부터 한국전산원이 표준제정활동에 합류함으로써 TTA와 NCA는 각각

전기통신분야와 전산망 분야로 양분하여 민간 정보통신표준화 기구로서

활동하 다.

그러나 1994년 12월 전기통신표준화지침의 제정과 더불

어 1995년부터는 단체표준이 중단되어 국가표준으로

단일화되고, 이전의 KTS는 유무선을 통합 지

칭한 KCS로 변경하 다.  1995년 5월 TTA는 통

신표준총회를 신설, 국가표준안을 심의하여 국가표준

을 제안하는 기구로서 활동하 다. 국가표준만 존재

하 던 기간은, 단체표준이 부활되는 1997년 5월 24

일까지 2년 5개월간 지속되었다.

더 높이 뛰기 위하여 !!
국내표준화활동의 정착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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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ON ’92(Interoperable Open Network Workshop &

Exhibition)/ ’92 정보통신 상호운용 워크숍 및 전시회

의 TTA부스 (63빌딩, 1992. 10. 1.∼ 2.)

국내 정보통신 환경이 복잡화, 다양화하는 가운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과 첨단 정보기기들의 사용

이 계속 증대됨에 따라 통신망과 망간에, 이기종 기

기간에, 그리고 서비스간에도 상호접속이 중요한 문

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1992년부터 ION행사를

개최하 고, 협회는 1993년부터 공동개최 대열에 합

류하 으며, 정보통신 표준화활동 관련기관들이 매

년 공동개최하고 있다.

2. ION ’93 전시부스 (한국종합전시장, 1993. 9. 22.∼25.)

3. ION ’94 전시부스 (서울롯데호텔, 1994. 11. 23.~24.)

4. 정보통신 국제협력 워크숍 (1995. 11. 29.)

1995년과 1996년에는“정보통신 국제협력 워크숍”이

라는 이름으로 국제표준화활동 전문가육성 과정이

개설되었다. 여기서는 ITU구조 및 기능, ITU의 법적

체계, ITU-T 및 ITU-R의 주요 현황, 국제회의 참여

및 진행방법 등의 정보통신 국제표준화 분야의 전

문가육성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후 이 행사는“국제표준화 전문가육성 워크숍”으

로 이어진다.

5. 상위계층분과위원회(SC4)산하의 적합/연동성 시험

방안연구 실무위원회 (1993. 7. 16.)

6. ION ’95 (광주시 조선대학교,  1995. 10. 26.~ 29.)

7. ION ’96 (쉐라톤 워커힐 호텔, 1996. 1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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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이 뛰기 위하여 !!
국내표준화활동의 활성화

정보통신산업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전자기술의 디지털화로 급속하

게 발전되었고,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서비스도 점차 고도화·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1990년대 중반까지 표준화를 둘러싸고 나타난 주목할만한

새로운 환경요소들이 속속 등장하 는데, 다양한 서비스

의 출현, 표준화작업의 증대·복잡화,  다수의 정보통신

사업자의 등장, 표준 적합인증시험과 상호접속성 및 운용

성 확보문제의 대두, 표준화와 지적재산권과의 조화, 표준화

작업의 민간참여 확대, 사실표준 중심의 포럼확산, 표준화활동

에 이용자참여, 표준화절차의 신속화 요구증대 등이며, ITU의 유

무선 표준의 통합추진에 따라 국내표준화활동 분야에서는 보다 전

문화된 표준제정 및 표준연구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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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 프로그램개발 시연회 (1996. 3. 12.)
국내외 표준목록 및 내용요약 DB 검색기능, TTA위원회별 위원명단 및 회의현황 등 DB검색기
능, 국내외 유관기관간 EDH운 이 가능해졌다.

2. ITU국내연구단의 연구발표회중 TV 고스트 제거시스템의 시연장면 (1993. 1. 12.∼13.)

3. 제10차 기술총회 (의장:최상일/KT, 1994. 11. 29.)
대한민국정보통신표준(KTS) 52건 제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 다.

4. 정보통신기술 및 표준화동향 세미나 (1994. 10. 26.)
101개 단체 160명이 참가하여, B-ISDN 개발현황과 표준화동향, CDMA 표준화동향과 개발추진
현황 등의 발표가 있었다.

5. 전파통신 표준화 워크숍 (1996. 3. 14.∼ 3. 16.)

6. 1993년도 ITU국내연구단 연구발표회 및 국제회의 참가보고회 (1994. 3. 8.)
ITU의 CCITT 및 CCIR산하의 Study Group조직에 대응하여, 협회 CCITT분과위원회와 CCIR분과위
원회 산하에 이에 상응하는 연구위원회들을 구성·운 했는데 이들 연구위원회들을 일러

“ITU국내연구단”이라 부른다. 협회 설립이전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운 을 해왔었다.

7. 제1차 통신표준총회 (의장:강민호/KT, 1995. 5. 30.)
’95년 1월부터 ’97년 5월까지는 기존의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의 이원적체제에서 국가표준 단
일체제로 일원화 되었다. 이로써 기술총회는 통신표준총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기통신분야의
국가표준 제정업무를 담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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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이 뛰기 위하여 !!
국제표준화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원활한 표준화활동을 위해서는 각국 표준화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일도 매우 중요했다. 1994년까지 해마다 각

국의 표준화 관련기관과 협력각서를 교환함으로써 세계 유수

의 표준화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1992년 1월에는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던

ETSI와, 11월에는 일본 전파시스템개발센터(RCR, 현 ARIB)와

각각 협력각서를 교환했다.

또 이듬해인 1993년 4월에는 강이근 사무총장이 호주 시드

니에 있는 호주전기통신표준화위원회(ACC, 현 ACIF) 및 호주

표준협회(SAA)를 방문하여 상호협력각서를 각각 교환했으며,

1994년 11월에는 협회 회의실에서 캐나다 전기통신표준자문

위원회(TSACC)와 협력각서를 교환했다.

이로써 AIC, 일본TTC, 일본ITU협회, 미국 T1위원회 등 세계

각국 단체와의 협력체제의 골격이 짜여지게 되었다. 이후에도

양해각서를 교환한 기구와 상호방문을 통한 협력증진 활동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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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TSACC(전기통신표준자문위원회 : Telecommu-
nications Standards Advisory Council of Canada)과의 협
력각서(MOU)를 협회 회의실에서 체결함으로써, 협회는
5개국 7개기구와의 상호협력을 공식화하여 향후 지역표
준화기구간 협력기틀이 마련되었다. (TTA:강민호 통신
표준총회 의장, 3대 문 환 사무총장/1994. 11. 9.)

2. 캐나다 TSACC과의 협력각서 교환
(TSACC:Mr. Mike israel의장(왼쪽)/1994. 11. 9.)
TSACC은 캐나다 정부와 산업계의 발기로 설립되었으
며, 산업계와 표준화위원회의 후원하에 국내 및 세계수
준의 캐나다 정보기술 및 전기통신(IT & T)표준화 전략
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요사항들을 제공하는 캐
나다 포럼이다.

3. 미국통상전문가(Northern Telecom 부사장) 초청세미나
(1997. 3. 20.)
전기통신의 규제·정책 동향 등의 관점을 교환함으로써
통상문제해결에 있어 표준화활동의 역할을 모색하 다.

4. ETSI의 기술총회 의장인 Mr.Hamelberg가 GSC-3 경주회
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1996. 9. 2.~ 6.)

5. 일본 TTC관계자 협회자료실 방문 (1995. 12. 5.)
한·일 양국의 표준화활동 현황소개와 지역 표준화시스
템 형상 및 1994년 TTC조사결과에 대한 분석모델 등 아
태지역 표준화활동에 대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6. 미국 통상전문가 초청간담회 (1995. 11. 15.)
미 행정부 국제담당변호사인 Mr. Christopher Parlin이
미국 통상정책 및 전략, WTO 분쟁해결 절차, WTO 기본
통신협상 등을 발표하여 국내 대외통상 관계자들의 관
심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