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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 T 표준화전략포럼의활동분석
김성권/ TTA 표준기획본부동향조사부장

1. 개요

최근 정보통신분야는 디지털기술과 인터넷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각 기술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용자 및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속속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술 및 서비스간의 상호 호환성, 양립성 등의 확보가 강력하게 요구됨에 따라 적기에 효과적인 표준의 제정이 요

구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 추진은 국제공인기구인 ITU와 ISO에서 주도하여 왔다. 그러나

기술발전의 추세나 시장의 요구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표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의 충족이 곧

시장의 선점임을 인식한 산업계에서는 신속한 표준화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산업체들을 중심으

로 정보통신 각 분야별로 포럼 등을 구성하여 민간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 포럼에서는 신기술 개발

및시장경쟁력등을바탕으로한시장중심의사실표준화활동을활발하게전개하고있다.

이러한 사실표준화를 주도하는 국제포럼의 표준화 활동이 국제적으로 기술의 중심 및 시장의 중심으로서의 역

량을 발휘하는 현 시점에서 국제적인 첨단 기술의 동향에 편승하고, 또한 국제포럼의 표준화 활동에 대한 적극적

인참여와범국가적인대응책의마련을위하여TTA에서는 2000년부터민간중심의국내 IT표준화전략포럼의표

준화활동을적극지원하고있다(표 1 참조).

[표 1] 연도별 IT표준화 전략포럼 지원규모

지난 2002년으로 전략포럼의 지원 3차년도를 맞아 지금까지 관련 국내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국내표준화 활동

을진행해온 IT표준화전략포럼의성과를분석하여향후전략포럼의지원사업에참고하고자한다.

연 도

지원포럼 수

지 원 액

2000년

10개

4억

2001년

22개

9.2억

2002년

29개

12.3억

2003년(계획)

30개

12.5억



2. IT표준화 전략포럼의 활동분석

정보통신표준화 전략포럼의 활동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관련 산업의 시장 활성화를 위

한활동이고, 두번째가관련산업분야의기술개발및표준화활동이그것이다.

관련 산업의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장의 요구가 무엇인지, 사용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걸맞게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서 성취될 것이다. 현재 각 전략포럼들에는

많은 회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01년도(22개 전략포럼)에 비교하여 참가회원의 수가 2002년도에는

(29개전략포럼) 실질적으로배로증가되었다. 산업계의참여가수적으로증가함은관련산업에대한기업의관심

도가증가하 음을나타내며, 이는관련산업의향후시장이커질가능성을나타내는지표가되는것이다.

[표 2] IT표준화 전략포럼의 회원 수

관련 기술의 국내외 동향을 상호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 및 세미나의 개최도 2001년도의 112회에 비

하여 2002년도에는 160회를 개최함으로써 산업계의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 및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

음을알수있으며, 이는관련산업이점차성숙되어감을알수있다.

두 번째 목적인 관련 산업기술의 표준화 현황을 살펴본다. 현 시대는 관련 기술의 발전 또는 국제표준화를 목적

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곧 국제시장 진입의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다.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적

기술 및 표준화 조류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회의에 대한 전략포럼의 회원들의 참여를 본다면 2001년도에는 연간 77명의 회원이 참여하 으나, 2002년

도에는 연간 534명의 회원이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기고서를 발표하는 등 표준화 활동에 직접 참여를 하 다. 이

는 1년사이에비약적으로활발한활동을전개한것으로향후에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국제회의는 MPEG 회의로 MPEG 포럼에서는 연간 339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

개하 다.

현재 29개의 전략포럼에서 269건의 표준(안)/기고서가 작성 및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2001년도의 114건에 비

하여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산업계에서도 표준화의 중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전략포럼에서

는국내단체표준으로제안하기위하여 110건의표준(안)을작성중이며, 국제회의에제출하기위해서도 187건(표

준(안)과기고서동시개발28건)이작성및검토중에있다.

표준(안)을 개발하고 있는 110건의 경우에는 개발이 완료되어 TTA에 표준화 제안되어 있는 것이 43건(참고자

료2 참조)에달하며이중이미TTA 표준으로제정된것도 12건으로그목록을보면 [표 3]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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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1년도

2002년도

전략포럼 수

22

29

기관회원

1537

3270

개인회원

3898

6920



3. 맺음말

지금까지 IT표준화 전략포럼의 2002년도 활동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는 전략포럼의 활동이 2001년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9개의 전략포럼 중에는 그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포럼도 포

함되어 있다. 2002년도에 신설되어 활동을 개시한 포럼은 예외로 하더라도 참고자료 3을 참고하면 몇몇 전략포

럼의 활동은 침체되어 있어 향후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표 1]에서 보다시피 포럼의 수가 매

년 증가함으로 인해 업무의 중복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각 포럼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활동을 함으로써 업

무의 중복을 피할 수 있었으나, 기술발전에 따른 업무의 확대 및 기술융합에 따르는 업무의 중복이 예견된다. 이

를위해서전략포럼간적절한업무 역설정및필요시전략포럼간의병합등도고려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TTA에서는전략포럼의표준화활동을활성화하는측면에서전략포럼들의표준화활동에소요되는경비를지

원하고있다. 이는전략포럼의국내외표준화활동을활성화하는차원에서지원하는것으로서보다전략적, 적극적인전

략포럼의표준화활동을요구하고있다. 이는국내산업의활성화에필요한표준들을조기에표준화하여국내산업계에

정착시켜야함에목적을두고있는바, 이를위해서는전략포럼의표준화활동이TTA의표준화위원회활동과 접한관

계를가지고진행되어야한다. 전략포럼과표준화위원회상호간에표준화정보를공유및교환하고, 표준화계획단계에

서부터상호협력을바탕으로표준화활동의중복을배제토록하여한정된인적자원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안배가필

요하다. 예를 든다면 전략포럼과 표준화위원회간의 합동회의, 공동 워크숍 또는 세미나 개최 및 표준화 업무분배, 공동

표준화작업등을들수있다. 효과적인표준화활동의진행을위하여전략포럼및표준화위원회의관련자들이적극적인

노력과협력이필요하다. 이는결국관련산업의활성화로이어져국제적으로도약할수있는지름길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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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표준명 제안단체 표준번호 제 정 일

1 홈게이트웨이시스템 상호운용성 시험표준 인터넷정보가전포럼 TTAS.KO-04.0015 ’01. 12. 3

2 저작권 정보관리 구성요소 및 형식 DRM포럼(데이터기술위원회) TTAS.KO-10.0133 ’01. 12. 19

3 무선 전자서명 인증서 프로파일 표준 TTAS.KO-12.0016 ’02. 5. 7

4 무선 전자서명 인증서 CRL 프로파일 표준 TTAS.KO-12.0017 〃

5 무선 인증서 요청형식 표준 TTAS.KO-12.0018 〃

6 무선 WTLS 인증서 프로파일 표준 TTAS.KO-12.0019 〃

7 무선 전자서명 알고리즘 표준 TTAS.KO-12.0020 〃

8 무선 키분배 알고리즘 표준 TTAS.KO-12.0021 〃

9 모바일 표준 플랫폼 표준 무선인터넷표준포럼 TTAS.KO-06.0036 〃

10 SHDSL 표준 xDSL 표준화포럼 TTAE.IT-G.991.2 ’02. 6. 25

11 VDSL 송수신기 기술표준 (xDSL연구반) TTAE.IT-G.993.1 ’02. 12. 11

12 숫자를 통한 무선인터넷 접근체계 표준 URI 표준화포럼 TTAS.KO-06.0044 〃

인터넷보안기술포럼

[표 3] IT표준화 전략포럼 제안 TTA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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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IT표준화 전략포럼 담당업무 소개

■ IPv6 포럼코리아

국내 IPv6 주소 조기 도입을 위해 IPv6 기술의 보급 및 교육, IPv6 도입의 타당성 검증 및 시기 조정, IPv6

관련시장활성화및 IPv4 기반의현인터넷에서 IPv6 기반의차세대인터넷으로의전환을위한환경조성

■ 인터넷텔레포니(VoIP)포럼

인터넷을 통한 전화서비스와 인터넷 팩스, 웹콜, 통합메시지 처리 등의 향상된 인터넷텔레포니 서비스 기술

(Voice over IP)에 대한 기술정보 제공, 국외 관련 포럼에의 공동 대응, 표준 개발, 제품간 상호운용성시험

활동수행을통해국내산업체의사실표준화활동활성화추진및시장창출

■ 한국전자지불포럼

전자지불표준을 개발함으로써 전자지불 관련 IC카드 산업, 반도체산업, 단말기산업, IT 산업, 전자상거래산

업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육성에 기여하고, 전자화폐의 객관적인 안전성 확보와 공동 단말기에서의 호환성 확

보를위한공동시스템표준을개발하고, 확보된기술을바탕으로제품의국산화를촉진

■ 인터넷보안기술포럼

정보보호시스템과 정보시스템간, 정보보호시스템 상호간 호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표준을 제정, 국제 표준

화활동에적극참여하여정보보호시스템의국제간호환성을높이고국내정보보호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

■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추진계획)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표준개발 및 선행연구, 전자상거래 표준화 국내

외추진동향등기반조사자료발간및배포

■ 차세대방송표준포럼

디지털방송, 데이터방송 등 디지털방송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는 제반 서비스, 방식, 기기에 대한 표준화 및

기술개발과관련된정보의수집과제공, 관련된국내외표준화를위한활동을주관

■ MPEG Korea 포럼

MPEG 국제표준에 대한 기술정보 수집 및 제공, 관련 국제 포럼에의 공동 대응전략 수립 및 활동지원, 국내

표준규격 개발 및 국내 산업체의 사실표준화 활동 등을 통해 국내 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

업활성화

■ 인터넷정보가전표준포럼

인터넷의 고성장과 가정내 인터넷 접속기기의 증가, 백색가전에서 인터넷 정보가전기기로 전이, 인터넷,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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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방송 등의 서비스 융합화 추세 등 가전산업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 정보가전 제품에 대한 기술정보를 수집

하며 분석과 보급을 통해 관련 표준화 기구나 포럼에 공동 대응하며, 개방형 표준규격 개발 및 제품간 상호운

용성시험활동수행등을통해국내정보가전시장창출및활성화

■ 차세대개방형네트워크포럼

개방형 멀티서비스 통합 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국외 관련 표준화 단체에의 공동 대응방안 모색, 제품간 상호

운용성연구등을통해국내표준개발, 국내장비간상호운용성확보및세계시장진출에기여

■ 소프트웨어컴포넌트표준화포럼

컴포넌트 관련 국내 표준규격 개발, 컴포넌트 제품 상호운용성(Interface 연동) 시험 및 적용 추진, 컴포넌트

관련기술정보수집·분석및보급활동과관련국제표준화회의, 포럼등에참여및공동대응

■ URI 표준화포럼

차세대 인터넷 관련 기술 중 URL과 URN 체계를 포괄하는 인터넷 정보자원 식별 및 접근체계인 URI

(Uniform Resource Identifier)에 대해 산·학·연이 연계해 정보공유,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화 활동 적극

참여

■ 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

무선인터넷 관련 W3C, WAP, WMF, IETF, ITU-T, 3GPP 등의 기술정보 수집 배포, 관련 국내 표준규격

연구및개발및무선인터넷관련국제표준화회의,  포럼등에참여및공동대응

■ 물류정보화포럼

CVO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물류산업의 발전도모, 물류 정보화를 통하여 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지원하고 물

류관련표준및기술개발에대한정책입안지원

■ 광인터넷포럼

광인터넷 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광인터넷 기술 표준화 동향파악, 광인터넷 시장 및 서비스 분석 등을 통해

광인터넷관련국제표준화에대한적극적인활동과국내광인터넷기술기반의확대에기여

■ 한국 xDSL 표준화포럼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의 핵심인 차세대 DSL(VDSL, SHDSL) 기술 및 상호운용성 분야에 대한 국내 표준

기술을 조기에 정립하여 산업체에 제공함으로써 국내 초고속 액세스망 관련 국내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산업활성화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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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정보통신망통합관리표준화포럼

통신망 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통신망 관리기술 동향파악, 통신망 관리시장 및 서비스 분석 등을 통해

통신망 관리 표준화를 주도하여 사업자간 통신망 관리정보를 교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

정보제공의범위, 제공절차및방법등을표준화하고국내통신망관리기술기반의확대에기여

■ 초고속무선접속포럼

무선 네트워크 이용환경의 고속화 수요가 점차 증가되면서 2.4GHz 및 5GHz대역을 사용하는 초고속 무선

LAN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술정보 제공, 국외 관련 포럼에의 공동 대응, 표준개발, 제품간 상호

운용성시험활동수행을통해관련산업의활성화추진

■ 블루투스표준화포럼

블루투스 관련 최신 기술과 표준화 동향들의 신속한 수집, 관련 기술기준과 기술개발 촉진 및 블루투스 개발

제품들에대한상호운용성시험활성화로관련산업의국내조기정착및국제경쟁력확보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포럼

디지털콘텐츠의안전하고신뢰성있는관리, 유통을위한콘텐츠의저작권보호체계인DRM 기술에대한국

내외 표준화 및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DRM 기술개발을 위한 국내 표준안 제시 및 국내 기업의 국내외 표준

화활동지원

■ e-Book 표준화포럼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중요 요소기술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표준안 작성, 정책실현을 위한 방향설정

자료의작성과활용및21C 지식기반신산업기반구축및e-Book 산업육성기반제공

■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장애인 및 노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표준을 제

정하고, 이를 제품 및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장애인과 노인의 정보접근을 향상 도모하고 장애인 및 노

인을위한접근성이보장된제품및서비스의보급확대를위한정책개발및지원방안제시

■ 그리드포럼코리아

국내 그리드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그리드 표준 보급활동 수행 및 그리드 표준개발을 위한 협업 환경

구축 지원, 그리드 연구개발그룹을 위하여 최신의 그리드 관련 기술정보 공유 및 정보제공 활동수행, 그리드

관련 국내외 표준화 기구와 연계한 그리드 표준화 활동 전략수립, IT + IT, BT, NT, ET, CT, ST 등 관련 국

가그리드사업의향후추진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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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통합네트워크포럼

NGcN은 국내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의 NGcN 유무선망의 차세대 기술적 균형

유지 생성에 기여, 통합망 진화의 비전에 기반한 사업자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준하는 표준 정책 및 기술전략

을주도

■ 무선인터넷내용선별기술표준포럼

무선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서비스 유형별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표준 기초자료 분석, 무선인터넷 환

경에 적용가능한 내용선별 기술표준 및 유무선 통합환경에서 적용가능한 내용선별 기술 플랫폼 연구 및 국제

내용등급관련포럼(W3C, ICRA) 활동에참여하여국제무선인터넷내용등급기술표준화참여

■ 한국생체인식포럼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정확한 신원확인의 필요성이 중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기존의 패스워드나 카드

보다 한층 더 정확하고 편리한 수단으로서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한 생체인식 시스템(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이 크게 각광받고 있음. 산·학·연 공동의 생체인식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인

식알고리즘,  입력센서분야에서원천기술과상용기술을확보.

■ 음성정보처리기술포럼

음성 인터페이스, 음성 멀티미디어 정보검색, 음성 도우미 및 음성 통역 등 인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

양한 서비스로 발전될 음성정보처리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 관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음

성정보처리산업을육성하고국내외신규시장창출과수요확대를도모

■ 한국이더넷포럼

IEEE 802 표준화 기관을 중심으로 이더넷 전반에 관한 표준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산업체 표준화 활동지원

및 국내 표준규격을 개발하여 이더넷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산화 촉진에 기여하며, 세계 시장진출을 위한 국

내이더넷산업의기술개발역량을극대화

■ SoC(System on Chip) 포럼

국내 SoC 관련 기술표준화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SoC 설계기술표준확립, 기술개발촉진을통한SoC 관련산업의활성화도모

■ 한국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포럼

개방된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보호 서비스가 지원되는 전자상거래의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PKI(Public Key Infrastructure)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환경 구축방안 마련

과 대외 협력체제 구축, 국내 전자서명 이용활성화 방안 및 국내외적 입지를 구축하여 국외 특히 아시아 정보

보호시장선점및아시아전자상거래시장을확보



포 럼 명 표준(안)/기고서개발현황 건수 현재진행상태

■한국전자지불포럼 IC기반의전자결제시스템을위한공개키기반구조표준안 5 TTA 과제제안

카드와가맹점터미널간인증처리프로세스표준안 TTA 과제제안

스마트카드형전자화폐를위한PSAM 표준 TTA 과제제안

전자화폐프로토콜및데이터요소표준(안) TTA 과제제안

스마트카드기반전자화폐키관리표준(안) TTA 과제제안

■인터넷보안기술포럼 암호메시지규격표준 12 TTA 심의중

Diffie-Hellman 키합의방식표준 TTA 심의중

S/MIME V3 인증서운 규격표준 TTA 심의중

S/MIME 메시지명세서표준 TTA 심의중

안전한전자우편을위한보안서비스확장표준 TTA 심의중

CMS에서CAST-128 암호화알고리즘의사용표준 TTA 심의중

무선전자서명인증서프로파일표준 TTAS.KO-12.0016

무선전자서명인증서효력정지및폐지목록프로파일표준 TTAS.KO-12.0017

무선WTLS 인증서프로파일표준 TTAS.KO-12.0019

무선전자서명알고리즘표준 TTAS.KO-12.0020

무선키분배알고리즘표준 TTAS.KO-12.0021

무선인증서요청형식 프로토콜표준 TTAS.KO-12.0018

■인터넷정보가전포럼 홈게이트웨이시스템상호운용성시험표준(안) 4 TTAS.KO-04.0015

홈네트워크환경에서의데이터베이스의자동발견및통합방법에관한정보통신표준안 TTA 과제제안

인터넷정보가전미들웨어정보통신표준안 TTA 운 위원회조정

100Mbps급전화회선송수신기표준안 TTA 과제제안

■S/W컴포넌트표준화포럼 컴포넌트개발산출물표준안 2 TTA 과제제안

컴포넌트용어표준안 TTA 과제제안

■URI 표준화포럼 숫자를통한무선인터넷접근체계 1 TTAS.KO-06.0044

■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 모바일표준플랫폼 4 TTA 과제채택

LBS 플랫폼인터페이스기술표준 TTA 과제채택

LBS 응용서비스별기능및기술표준 TTA 과제채택

휴대용단말기용지도서비스기술표준 TTA 과제심의중

■광인터넷포럼 Generalized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GMPLS) Architecture 8 TTA 과제제안

Framework for GMPLS-based Control of SDH/SONET Networks TTA 과제제안

GMPLS Extensions for SONET and SDH Control TTA 과제제안

GMPLS Extensions to Control Non-Standard SONET and SDH Features TTA 과제제안

Link Management Protocol (LMP) TTA 과제제안

OSPF Extensions in Support of Generalized MPLS 및outing Extensions TTA 과제제안

in Support of Generalized MPLS  

Optical Inter Domain Routing Considerations TTA 과제제안

Automatic Switched Optical Network (ASON) Architecture TTA 과제제안

■xDSL 표준화포럼 SHDSL 표준초안 2 TTAE.IT-G.991.2

VDSL 송수신기기술표준안 TTAE.IT-G.993.1

■DRM 포럼 저작권정보관리구성요소및형식 1 TTAS.KO-10.0133

■e-Book 표준화포럼 XML-PDF 문서호환기술 2 TTA 과제제안

Open URL 및메타데이터를활용한정보연계표준안 TTA 과제제안

■생체인식포럼 생체인식시스템응용인터페이스표준규격 2 TTA 과제제안

생체인식정보관리및보안표준 TTA 과제제안

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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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IT표준화 전략포럼의 TTA표준 제안 현황

2003. 1. 1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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