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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보통신 민간 표준화 추진 방향

요 약

2015년도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표준의 보급·확산 

활성화, 사실 표준화 기구에 대한 대응 활동강화, 국민 편익형 표

준화의 본격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표준 지원활동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는 표준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민 편익/생활 밀착형 표준화 본격추진, 기 제정된

TTA 표준의 Use Case 세부 조사 분석, 사실표준화기구에 대한 

대응체계구축, 중점 표준화 분야와 적합성/인증연계, 표준보급 

활동 강화를 위한 맞춤형 표준설명회 개최 및 표준해설서 개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ICT 표준화 사이버 지원센터 운영 등

의 전략을 수립하였다.

Ⅰ. 서 론 

현재 ICT 표준화 부문이 직면하고 있는 당면과제로는 ICT 융

합시대에 대비한 전략적 표준화 대응 및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

한 대내·외 표준화 역량 강화, ICT융합 활성화에 따른 시장 다

변화, 기술 복잡화 등 통합 관점의 창의적 융합 표준화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식 표준화 기구 내 글로벌 위상 제고에도 

불구하고 사실 표준화기구(포럼/컨소시엄) 내 활동 부족으로 표

준화 성과의 시장기여에는 한계가 있어 사실 표준화기구 대응 

강화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

상기 제기된 당면과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5년도 

표준화 추진방향은 크게 세 3가지 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

로 고부가가치 창조형 표준화를 위해 ICT 융합기반 미래서비스 

창출분야의 표준개발을 중점지원하고, R&D 연계강화를 통한 

표준특허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M2M/

IoT), 차세대 무선랜, 스마트인터넷, 빅데이터 등 미래 ICT 시

장을 견인하는 선제적 표준개발을 확대 추진이 요구된다. 두 번

째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공공안전, 개인정보보호, ICT 서비

스 격차 해소 등 국민 공감형 표준화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 편익형 표준, 재난통신, 장애인 및 

노년층 ICT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준개발에 집중하여야 할 것

이다. 세 번째, 글로벌 표준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실질적 시

장 영향력이 큰 사실 표준화 기구(oneM2M, IEEE, W3C 등)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TTA-전략포

럼-국제전문가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사실  표준화 기구의 전략

적 대응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시장·이용자 수요기반 표준 발

굴을 하는데 집중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제시한 전략과 관련하여, 국내 유일의 민간 ICT

민간 표준화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 가 추진 

중인 ICT표준화전략맵 개발, 단체표준 개발, 국제표준화대응, 

국민편익형 표준화, 표준의 보급확산에 대한 2015년도 표준화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ICT표준화 전략맵 Ver. 2016수립

국내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에서는 우리의 기술역량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장요구에 기반하여 전략적 중점기술을 선정하

고, 국내의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중점 표준

화 항목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세부 표준화 항목

별로 구체적인 표준화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 표준화 추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실패의 원

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추진전략 도출

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정보통신 표준화 전문

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통신 표준화의 특성 및 국내외 환경

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하여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정량적 분

석모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TTA는 매년 

Rolling Plan으로 중점기술에 대한 표준화전략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Ver. 2015에는 23개 중점기술에서 362건의 표준화 항

목을 도출하여 ICT 표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TT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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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표준총회 등 53개 표준화위원회에서는 2015년 추진예

정인 표준화 과제 453건에 대한 과제계획을 수립하였다.

2015년에는 정부의 다양한 ICT 정책기조를 반영형하고, TTA

의 표준화 자원을 최대한 연계하여 전략맵 Ver. 2016을 개발 

할 예정이다[1].

2. 정보통신 단체표준 제정

TTA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는 2014년도에 통신망, 정보기술

융합, 정보보호, 소프트웨어/콘텐츠, 방송, 전파/이동통신 총 6

개의 기술위원회와 IoT/M2M, 클라우드/빅데이터 총 2개의 특

별기술위원회, 그리고 산하에 53개의 프로젝트그룹으로 운영되

었으며, 사물인터넷, SDN, 무선충전, 가시광통신, 스마트워크, 

소프트웨어, 보안 등 정보통신 전 분야에서 총 448건의 단체표

준을 제·개정하였다. 

표 1. TTA 단체표준 현황(연도별 누계)

구분 ‘10 ‘11 ‘12 ‘13 ‘14

전기통신 1,384 1,492 1,607 1,663 1,689

전파방송

(기술규격)

6,768

(6,264)

6,876

(6,314)

7,833

(7,211)

8,728

(8,021)

8,876

(8,120)

정보기술 2,123 2,329 2,549 2,755 2,916

계 10,275 10,697 11,989 13,146 13,481

2015 분야별 주요 표준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 통신망 분야

통신망 분야는 미래인터넷과 전송 기술분야의 표준화에 중

점을 두어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인터넷 기술과 관련하여 지난 

2014년 완료한 ‘하드웨어 공통 플랫폼’표준의 후속으로 NFV 기

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공통 플랫폼’ 표준을 관련 국내 중소기

업 및 장비업체들과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공개 네트워크

에 대한 인터페이스와 각 기능별 정보 모델링 등에 대한 요구사

항을 표준화 함으로써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간 호환성 확보 및 

국내 NFV 장비의 경쟁력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송 기술분야에서는 기존 전화선을 활용하여 기가 인터넷 서

비스 지원이 가능한 ‘기가 와이어(Giga Wire) 전송 기술’ 표준

을 국내 장비인 유비쿼터스와 KT가 주축으로 표준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해당 표준은 기존의 전화선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인 

VDSL을 대체할 수 있어 광 랜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

공이 불가능한 건물이나 낙후지역에서도 기존 전화선을 활용하

여 기가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

나. 정보기술 융합분야

ICT 기술을 기반으로 타 산업과의 융복합 기술 표준화에 중

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ICT 조명과 유헬스, ICT농업 분야 표

준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가시광 융합통신 분야

는 2015년부터 LED 조명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전송을 위한 

DMX512-A 기반 인프라 통신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IEEE802.15.7a 및 PLASA CPWG(-

Control Protocol WG)에 국제표준으로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

그림 1. ICT 표준화전략맵 Ver. 2015 중점기술

그림 2. ICT 표준화전략맵의 활용

그림 3. TTA 표준화위원회 (2015년 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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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분야는 미래 유망 산업 분야 중 하나이나, 업체나 병원 간

의 데이터 연동이나 장비 호환성 문제 등이 산업 활성화에 걸림

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료정보 교류 데

이터 포맷과 개인 의료기기 통신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 표준

화를 진행하고 있다. ICT농업분야는 스마트 농업 서비스 유스

케이스 개발을 통해 주요 표준화 아이템 발굴과 서비스 시나리

오 및 표준 참조모델을 정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국내 시

설원예 생육진단 메타데이터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표준

을 통해 국내 원예환경제어시스템에 입력되는 생육지표의 통일

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다. 전파이동통신 분야

전파/이동통신 분야는 산업간 융합 및 협력을 통해 신 산업을 

창출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내표준을 중점적으

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표준화 항목은 이동무선 백홀 기술, 

마을방송을 위한 무전기 간 인터페이스 및 제어 프로토콜, 차량

자동유도를 위한 차량과 인프라 간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등이 

있다. 국제 표준화 대응으로는 우리나라가 2017년 전국망 구축

을 목표로 하는 LTE 기반 재난안전통신 관련해 3GPP 에 국내 

공동 대응할 예정이며, 202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5G 이동통

신도 조기 표준화 주도권을 선점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을 확보할 것이다.

라. 방송분야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각 매체 별 차세대 방송 기술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차세대 방송 표준 아이템 개발과 기존 서비스 

기술 향상을 위한 표준 유지보수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UHDTV 방송 기술 향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채널 결합형 

UHDTV 방송 송수신 규격’(케이블), ‘UHDTV 최적 화질 구현

을 위한 송출 파라미터’(위성) 등의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방송채널과 IP망을 사용하여 방송영상과 수화영상을 별도

로 전송하여 수화영상을 제거 또는 크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

원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스마트 수화방송 서비스’, 향상된 라

디오 음질과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라디오 방송’그

리고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음량레벨 운용 기준’ 개정 등의 표

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는 사실 표준화 기구를 중심으로 표

준화 활동을 추진할 예정으로, 차세대 웹(HTML5), 공개소프트

웨어(Linux Foundation) 분야 사실 표준화 기구의 동향을 분

석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차세대 웹 분야는 HTML5, WoT 등 W3C 및 ITU-T에서 추

진되고 있는 표준을 참조하여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맞물려 

차세대 웹 관련 표준을 적시에 개발할 예정이다.

공개소프트웨어는 중소·벤처 기업에서 점점 수요가 증가되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성능, 저작권 문제 등의 문제점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개소프트웨어

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공개소프트

웨어 성숙도 및 적용성 평가 지침’및 공개소프트웨어 정보교환명

세’ 표준의 내용을 보강하여 개정하고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바. 정보보호 분야

정보보호기반에서는 블록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운영모드 활

용 지침과 신규 암호 기술로 경량 해시함수, 형태보존 암호에 

대한 표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및 ID관리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 정보보호 역량 성

숙도 모델 지침, NFC 택시안심 서비스에 대한 표준 개발을 추

진할 계획이며 사이버 보안에서는 네트워크 장비들 간에 보안 

정보 메시지 교환 포맷을 규정할 계획이다. 특히, NFC 택시 안

심서비스는 사용자가 택시에 탑승하고 택시에 내장된 태그에 

휴대폰을 가져다 댈 경우, 사전 등록된 보호자에게 택시 위치 

경로를 전달하는 서비스로 심야에 귀가하는 사용자들을 보호하

기 위한 실생활 표준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된다.

3. 국제 표준화 기구 대응

국제 표준화 기구는 ITU, ISO와 같은 공식 표준화 기구와 

IEEE, IETF와 같은 사실 표준화 기구로 나눌 수 있다.

과거에는 ITU와 ISO라는 두 기구로 양분화되어 국제 표준화

가 이루어졌지만 최근 기술발전의 가속화에 따른 표준제정 주

기의 단축,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 간의 연합에 의해 사

실 표준화 기구의 위상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먼저 사실 

표준화 기구 대응에 대해 살펴본다.

표 2. 공식표준화와 사실표준화 비교

공식	표준화 사실	표준화

-		ITU,	ISO/IEC	JTC1	등과	같이	국제

적으로	공인된	국제표준화	기구

-		ETSI,	ASTAP	등	특정	지역의	국가

들이	참여하는	지역표준화	기구	

-		TTC,	ARIB(일본),	CCSA(중국),	

TTA(우리나라)	등과	같이	국가내의	

이해당사자	들이	참여하는	국가표

준화	기구	활동으로	구분

-		특정	기술분야에	이해관계가	있

는	산업체가	포럼이나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포럼/컨

소시엄	활동	형	표준화	활동과,문

서화된	표준은	없지만	시장(소비

자의	선택	결과)에서	채택되는	MS	

Windows와	같은	사실상의	시장표

준화	과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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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 표준화 기구 대응

최근 ICT의 발전과 방송, 통신 등 기술 간 융합으로 다양한 신

기술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표준들이 만들어지

고 있다. 특히, 산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실 표준화 기구 (포

럼·컨소시엄)는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표준을 신속히 

제정 및 보급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국내외 유수의 산업체는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표준화 포럼·

컨소시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ICT분야에 

약 100여개의 표준화 포럼/컨소시엄이 활동 중이며, 포럼&컨소

시엄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TTA는 급변하는 글로벌 표준화 포럼·컨소시엄 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시장 표준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ICT 표준

화 포럼』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2]. ICT표준화 포럼의 주요

역할은 첫째, 주요 포럼 &컨소시엄의 전략적 대응 및 미러 포

럼의 역할을 수행하고, 둘째, 국내기술 및 서비스의 국제표준화 

추진하며, 셋째, 국내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포럼표준 제정 및 

시장 활성화 유도, 마지막으로 국내 산학연 관련 전문가간의 정

보교류의 장을 제공하는데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ICT표준화 포럼은 정부의 정책을 우선 반

영하여 정책 수요조사를 중심으로 포럼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

면 2000년에는 10대 인프라 중심의 포럼을 중심으로 10개의 포

럼이 선정되었으며, 2002~2003 년에는 구 정보통신부의 신

성장 동력 정책을 반영하여 포럼 수를 20여개까지 증가 시켰

으며, 2004~ 2007 까지는 IT 839(u-IT839) 등 정책기반으로 

30개까지 증가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조직개편 이후 방송통신

위원회, 지식경제부의 New IT전략 등 많은 정책을 반영하고, 

또한 전략포럼이 100대 국정과제 등으로 포함되어 그 수가 45

개까지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반의 포럼 선정은 다

양한 분야 및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바, 시장 수요

의 적극적인 파악을 위해 2010년부터 선 시장 - 후 정책 반영

을 통해 포럼을 선정하게 되었다. 즉 민간(공개) 수요조사를 통

해 포럼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 후 관계부처의 정책적 의견을 

고려하여 시장의 요구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까지 포함할 수 

있게 선정 지원 제도를 개편하였다. 2014년에는 포럼의 활동

영역(국제/국내) 뿐만 아니라 포럼의 특성 (인큐베이팅, 표준개

발, 확산진흥)을 고려하여 선정·지원함으로써 전주기의 표준

화 활동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농업, 의료, 자동차 등 비 

ICT 산업과 ICT 산업간 융합분야의 포럼을 선정하여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역할을 포럼을 통해 수행코

자 하였다. 이 결과로 10대 기술 분야 32개 포럼이 최종 선정되

었으며, 유사분야 포럼 간 통합을 전략적으로 유도하여 포럼 선

정 지원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하였다.

그 결과로 작년에 제정된 표준안 200여건등을 포함하여 지난 

15년 동안 2,900 여건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600여건의 기고서

를 IEEE, IETF, W3C 등 글로벌 표준화 기구(포럼/컨소시엄)

에 제안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산업체의 영향력을 제고하

는 등 중요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사실 표준화 대응(포럼) 활동 및 전주기 표준화 

활동(인큐베이팅, 표준개발, 확산진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

다. 사실 표준화 대응 활동 강화로는 기존에 지원하였던 IETF, 

표 3. ICT표준화 포럼 지원 및 주요실적 요약

구 분 ‘09 ‘10 ‘11 ‘12 ‘13 ‘14.

지원포럼(개) 45 41 38 41 34 32

포럼	표준(안) 221 224 242 270 224 201

기고서	제출(건) 599 607 654 675 686 700

기관	회원사 3,487 1,316 2,171 1,955 1,483 1600

그림 4. 포럼& 컨소시엄 현상도

그림 5. 2014년도 분야별 ICT 표준화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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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C 대응 미러포럼은 활동체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고 이외

에 유무선 네트워크 분야 미러포럼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SW기반의 ICT융·복합 분야 포럼을 우선 지원하여 신산

업 창출을 위한 선제적 표준화(인큐베이팅 포럼) 추진 및 장 수

요 기반의 포럼표준 개발, 제품·서비스 적용 및 보급 활동을 

독려하여 중소·벤처 기업의 자발적 표준화 활동 참여를 유도

할 계획이다.

나. 공식 표준화 기구 대응(ITU)

ITU는 UN산하 전문기구로서 유무선 통신, 전파, 방송, 위

성 주파수 등에 대한 규칙 및 표준의 개발ㆍ보급과 국제적인 

조정ㆍ협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ITU-R(전파통신), ITU-

T(전기통신표준화) 및 ITU-D(전기통신개발) 부문으로 구성되

어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ITU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ITU에 대응하고 

있으며, ITU 구조와 동일하게 총 19개의 연구반과 각 부문별 연

구단,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3].

다. ITU-R(전파통신)

ITU-R부문은 무선통신 서비스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특

성, 주파수 사용 등의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에 우리나라는 68건의 기고서를 제출 하였고, 국내 다

채널 오디오 시스템 기술을 ITU 국제표준으로 반영하여 실감 미

디어 방송 기술을 선도하였으며, VHF/UHF 대역에서 DTTB 서

비스를 위한 계획 기준, 9,600㎒ 대역의 지구탐사위성 (능동) 업

무 내 SAR 특성연구 등의 권고를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하였다. 

또한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 5G 국제표준화를 선점하기 위하여 

핵심성능 등 5G 비전 신규 권고에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였다. 

2015년도에는 5G 이동통신, 재난통신, 방송 기술, 무선전력

전송 등 표준화를 중점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5G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5G Vision, 핵심성능 및 트래픽 예측 보고서 완료 

후, 6GHz 이상 채널 모델 개발 등을 주도하여 5G 초기 표준화 

선점토록 대응할 예정이다. 방송 분야에서는 국내 T-DMB 재

난방송, HTML5기반 스마트TV 플랫폼 표준의 국제표준화 반

영 추진하고 차세대 방송기술 표준화에 우리나라 입장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무선전력전송 주파수 대역 

및 기술 특성에 관한 신규 권고에 국내 기술과 주파수 이용 방

안을 반영하고, ITU-R PPDR 관련 권고에 국내 재난통신 주파

수 현황 및 채널 배치 방안을 반영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2015년도에는 전파통신총회(RA) 및 세계전파통신회의(WRC)

가 개최되는 중요한 해이다. RA는 ITU-R 부분의 기술총회로

써 ITU-R 의장단을 선출 및 연구반의 주요 결의 제·개정과 

관련 권고의 승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4명의 

ITU-R 의장단이 활동 중에 있으며, 이번 RA-15에서도 다수의 

국내 전문가들이 ITU-R 의장단에 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5G 이동통신 명칭, 5G 절차 등 의제들에 우리나라 입장과 정책

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WRC는 국제전파규칙(RR)의 제·개정, 신규 주파수 분배, 인

접국가간 전파 간섭 방지를 위한 보호기준 등을 논의하는 전파 

올림픽이라 불리는 중요한 회의로, 우리나라는 IMT 추가 주파

수, 재난통신 등 주요 의제에 우리나라의 전파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라. ITU-T (전기통신표준화부문)

ITU-T는 전기 통신에 관한 기술, 운용, 요금 문제 등을 연구

하고 권고를 채택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TTA에서는 ITU-T 단장(위규진 본부장)을 수임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총195건의 기고서를 제출하고 29건의 권고를 제·

개정 하는 등 활발한 국제표준화 대응활동을 지속하였다. 특히, 

통신 기기 문자판의 배열을 정의한 E.161 권고에 한국 국가표준

인‘천지인’을 반영하여 최종 개정 채택됨으로써, 한글을 국제화

하고 한글 수요가 높은 아시아지역 등의 통신단말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그린데이터 구축 지침, MPLS 전송 프로

그림 6. ITU 조직 구성도

그림 7. 한국ITU연구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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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MPLS-TP) 선형 보호절체, 사이버보안 지수 등 다양한 

통신 분야 에서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였다. 

지난 2014년 10월~11월 부산에서 개최된 ITU 전권회의에서 

ITU 고위 선출직인 ITU-T 총 국장(TSB 국장)에 한국의 이재

섭 박사가 선출되는 성과를 이뤘다. 

2015년도에는 ITU-T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 표준화 아이템 

발굴을 통해 ITU-T의 대표적 표준(예, H.264)을 개발하고 경

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핵심 아이템 도출을 위해 국내 이해관

계자의 협의 회의 등을 개최하고 한중일(CJK) 플랫폼을 활용

하여 구체적인 아이템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정기적으

로 개최되는 한중일(CJK) 표준협력 플랫폼을 통해 협력 가능

한 ITU-T 표준화 아이템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이를 의제화하고, 

전략적인 아이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최

근 사실표준화기구의 영향력이 커지고 ITU-T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는 추세로 ITU-T는 한,중,일 3국이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다. 미국은 사실 표준화 기구를, 유럽은 ETSI를 중심으

로 표준화를 추진하려는 생각으로 ITU-T의 영향력 확대에 부

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우리나라 주도로 핵심아이템을 도출하

여 한중일이 붐업을 일으키게 된다면 ITU-T의 영향력이 다시 

확대되고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2016년 개최 예정인 WTSA-16(세계전기 통신표준화

총회)에서 논의될 이슈 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반영시

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ITU-T 

TSAG(전기 통신표준화 자문그룹)에서는 외부 기관들과의 협력

을 다룬 권고 A.4(포럼/컨소시엄)과 A.6(표준 개발기구; SDOs)

의 병합문제를 논의 중이다. 한국은 두 권고가 병합되더라도 기

본적으로 SDO와 포럼/컨소시엄은 생성 배경, 목적, 특성 등이 

상이하므로 ITU-T와의 협력 자격 검증 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으로, TSAG 회의에 관련 기고서를 제출하는 등 

의견 반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ITU-T Re-

view Committee(전략검토그룹)에서는 현재 ITU-T의 구조조

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은 2014년 구조조정을 위한 원칙

을 제시하여 반영되었고, 미국, 일본 등도 관련 원칙을 제시하

여 이를 모두 고려한 원칙을 기반으로 구조조정을 논의할 예정

이다. 한국은 하나의 특정 이슈를 통합하여 다룰 수 있는 새로

운 타입의 그룹(예, IoT vertical group)을 하나의 바람직한 방

향으로 보고,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2015년 Review Committee

에 기고서를 제출하여 개략적인 구조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

록 관련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마. 전문가 지원

ICT 국제 표준화 회의는 신규 서비스 및 첨단 기술의 경쟁의 

장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시장

을 선점하고자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특허와 연계된 표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

라, 많은 선진 기업들은 표준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특허 출원된 

자사의 핵심 기술을 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이러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국의 정부는 산학연 표준화 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표준화활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표준화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 예로 미

국, 일본, 영국 등은 국제표준화회의 의장단을 중심으로 한 표

준화전문가에게 행정상의 지원은 물론 회의참가 경비를 지원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표준화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지속적 참여가 필수적인 국제 표준화 회

의에 대한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ICT국제표준화전문가 지원사

업’을 2001년부터 시행함으로써 국제표준화의 초기 단계부터 

우리나라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국제표준화회의의 의장

단에 진출하여 궁극적으로 아국 기술적, 정책적 영향력 증진 및 

ICT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다[2].

이를 통해 2001년 100명으로 시작했던 ICT 국제 표준화 전

문가 Pool은 2014년 225명으로, 16명이었던 국제 표준화 회의 

의장단은 총 127명 211개 의석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며, 

ITU-T 연구반급 의장단 진출 세계 3위 및 ITU-T 총국장 진출

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표 4. ICT 국제 표준화 전문가 지원 및 주요실적 요약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선정	전문가수(명) 286 275 258 234 225

의장단	진출(명)
160개

118명

181개

120명

186개

122명

211개

124명

211개

127명

기고서	제출(건) 333 286 215 230 293

회의참가	지원횟수(회) 246 204 191 203 195

2015년도에는 시장 중심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 사실 표준화 기구 전문가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중장기적 전문가 육성이 필요한 전략 사실 표준화 기구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구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

하고 표준화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

속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전문가를 발굴하고, ICT국제표준화

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며, 

중소기업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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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바. 국민편익, 생활 밀착형 표준화

과거 정보통신 분야에서 산업계, 연구계 위주로 새로운 기술

을 개발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보급하는 정책이 국내 산업을 주

도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산업계, 연구계에서 개발한 표준 위주

로 표준이 제정되고 보급되어 왔다. 그러나, 요즘은 일반인들도 

정보통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기존에 수용만 하던 입장

에서 불편한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

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이 일상 생

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표준, 사회적 약자를 위

한 표준, 자원 절약, 사회 안전 분야에 대한 표준의 수요가 급격

히 많아지고 있다. TTA는 2000년대 초에 24핀 휴대전화 충전기 

표준을 통해, 표준이 얼마나 편리한지 인식시킨 사례가 있으며, 

이외에도, 채널별로 음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는 디지털 방송 음

량 표준, 몰래카메라를 방지하고자 하는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 시각장애인에게 공문서 등을 읽어주게 하는 시각장애인용 

2차원 바코드 표준, 장애인들이 은행의 ATM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게 ATM 접근성 표준 등을 제정해온 바가 있다. 그러나, 

정부에 접수되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제정된 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400여건이 생산되는 것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했다. 이에, TTA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표준

을 개발하고자 2014년에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과 협업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와 소비자 단체의 민원 분석 

등을 통해 표준화 아이디어 총 108건을 발굴하였다[3].

표 5. ICT 국제 표준화 전문가 지원 및 주요실적 요약

조사	방법 건수 주요	아이디어

TTA	Web	

접수
19건

4극	이어폰	표준,	UHF	간이	무선을	이용한	마

을방송	표준,	스미싱	표준,	전국	버스	발착	안

내	표준,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사업자간	

연동	표준

수요조사 89건

교육용	리딩펜	표준,	스쿨존	속도	제한,	유아	위

치추적	서비스,	TV채널	표준,	소형	IT	기기별	전

원	공급용	아답터	표준,	TV	리모콘	표준,	음악/

동영상	파일	소리	크기	표준,	대형	마트	카트	

제품	계산,	대형	주차장	차량	찾기	서비스	등

합계 108건 -

이 중, 기존에 표준 또는 제품이 보급되어 있는 것들을 제외

하고, 43건을 1차적으로 선별하였으며, 이 43건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효과, 제품/서비스 현황, 국내외 표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추진 방법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의 의

견을 수렴하여, 실현 가능성이 많거나, 공공을 위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6건을 선정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외 27건은 후보로 보류하였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 보급된 제품 또는 서비스인 

경우 제공 회사별로 고유 모델을 선호하고, 화재 등의 사고 발

생시 책임 분쟁 등으로 타 회사의 제품과 공유되는 것을 꺼려하

는 경우가 있어서 표준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 편익/생활 밀착형을 위한 표준화는 특별한 정책적 주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표준화 아이템 발굴 및 표준 개발이 방치되기 

쉬워서 전략적인 표준화 추진이 필요하다. TTA에서는 선정된 

16건에 대해 우선 순위에 따라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며, 표준을 

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의 

표준적용 유도 및 홍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시범적으로 2014년에 ‘스마트폰 음성 인식 긴급전화 서비스’표

준을 직접 개발한 바가 있다. 이 표준은 사고를 당한 경우나 신

체 위협이 발생하여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크기 이

상의 음성으로 사전에 설정된 단어가 인식될 경우, 긴급상황으

로 인지하고 자동으로 소방 방재청 또는 경찰청에 전화연결이 

되게 하는 기능을 담고 있으며, 본 표준이 적용된 제품이 보급되

면, 납치, 사고 등의 상황에서 음성만으로 긴급통화를 연결하도

록 함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대의 수색범위 축소, 수색 

시간 단축, 범죄 예방 심리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표준을 보급함으로써 

일반인들은 더 편리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안

전한 사회가 조성되고, 서로 제품을 같이 공유하고, 약자를 배려

하는 공동사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

보통신 표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 더 많

은 표준에 대한 수요와 표준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8. 항목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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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보통신 표준의 보급 확산

TTA에서는 민간 및 유관 산업에 ICT표준 확산을 위해 ICT 

표준진흥 활동과 ICT표준화 전자적 활동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표준의 보급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ICT 표준 진흥 연구 활동으

로는 ICT중소-중견기업 지원, 멘토-멘티 컨설팅 제도도입, 용

어표준화, ICT 표준 기술교육, 세미나, 대학표준특강 등 ICT 표

준 활성화 및 표준화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

며, 표준화 웹 서비스 개선, ICT 표준화 사이버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국내 표준화 간행물 보급 등 ICT 표준화 전자적 활동

을 통한 다양한 보급확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5].

표준기술 세미나, 교육은 표준화 위원회와 연계하고, 자문위

원회 등을 거쳐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특

히, 국민 편익형 표준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표준의 다양

한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표준설명회를 수행하고 자료를 공

유하는 등 핵심 이슈 별 표준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표준 마인드 확산 및 정보통신 표준화의 최신

기술 동향을 보급하기 위해 표준화 대학 특강을 추진하였으며, 

특허청과 공동으로 ICT 기술표준과 지식재산권 전략 세미나 등 

다양한 정보 제공과 보급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중소기업 표준화 지원강화 활동으로는 멘토-멘티 표준자문, 

중소기업 표준기술 자문을 통한 표준화 격차해소 활동을 진행 

중이다. 멘토ㆍ멘티 표준 자문을 위해서 보유기술 또는 특허가 

있는 표준화 추진의사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멘토를 섭외해 집중 자문을 추진하고 있

으며, ICT 표준화 사이버지원센터를 통해 기술표준 컨설팅 지

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애로사항 분석 및 전문가를 매칭하여 관

련 자문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올해 중소기업 자문 만족도 조

사 결과, 매우만족(4.92점)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다양한 고

객의 요구사항(VoC)도 수렴하여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반영

할 예정이다.

TTA에서는 ICT 용어해설, 표준화 보급 확산을 위해 신규표

준용어 117어를 채택하고 정보통신 용어사전 약3만여어를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신문 ICT 시사용어 칼럼, 용어사전 웹/앱 

서비스를 통해 용어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표준 이

용자 및 표준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표준 활용실태

를 조사-분석하고, 설문 결과를 통해 생활 밀착형 표준 등 ICT 

표준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의 제고

를 위해 표준화 활동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ICT표준화 전자적 활동 강화를 위해, ICT 표준화 사이버 지

원센터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기존 중소기업 자문서비스를 개

선하고, 멘토-멘티 사업 실시를 위한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

축하였으며ICT표준확산 및 중소기업의 ICT 표준화 참여 기회

를 확대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ICT중소

중견기업의 애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고객만족 사이버 지원센터의 지속 발전 모델을 제시하였

으며, 중소기업 컨설팅 서비스 온라인 창구 개설, 중소기업 컨

설팅 및 멘토-멘티 사업을 위한 전문가 Pool구축 및 서비스 이

력 추적을 통한 중소기업 밀착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최신기술 정보를 국내에 보급하고 국제 표준화 동향을 

그림 9. 음성인식 긴급전화 호 흐름도

그림 10. 정보통신표준 보급확산 활동

그림 11. 중소기업 만족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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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기 위해 ICT Standard Weekly 주간 웹진 서비스, TTA 

저널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웹 및 이메일 등을 통해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표준해설서를 통해 e-book 형태의 전자파일로 

제작하여 표준 검색 시 제공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TTA 표준 보급확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ICT 표준 보급·확산 활성화 추진 방향에 따라, 국내표준 보급

확산과 국제협력 및 홍보활동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

이다.   차별화된 표준교육, 표준설명회 등 이용자 맞춤형 핵심

표준을 보급하고, 멘토-멘티 등 다양한 중소기업 표준화 활동

지원을 강화하며, 표준 홍보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통한 

웹진디자인, Standard Weekly을 개편하고, 영문 뉴스레터 발

간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최신 기술 동향 자료보급 및 확

산을 통해 표준화 인식제고에 앞장 설 예정이다. 국제협력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아태지역 개도국을 대상으로 표준적

합성 평가제도 및 시험인증에 대한 교육 자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국내 표준이 적용된 ICT 서비스를 개도국에 시범적

으로 구축 하는 등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국외 보급 확

산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에 있다.

Ⅲ. 결 론

본고에서는 TTA의 주요 표준화사업별 추진현황 및 계획과 전

략을 살펴보았다. 최근의 추세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식표

준화 기구보다 사실표준화 기구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표준화 기구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요기업들끼리의 

연합에 의해 수시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무쌍한 환경에서 적절히 대응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라 

할수있다. 또한 최근에는 오픈소스 진영의 대두로 공식 표준화 

기구 - 사실 표준화 기구 –오픈소스 진영이라는 3단계 표준화 

구도가 형성되는 느낌이다. 표준전문가 그룹이 풍부하지 않고 

한정이 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선택과 집중 그리고 

학계와 기업체에서의 인력양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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