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2005년도 표준화 연표
월별
1월

표준화
- 한국 ITU연구위원회 ITU-T 표준화 활동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2월
-

제5차 ITU-T FGNGN 회의(제주도) 개최
제5차 한중일(CJK) IT표준협력회의 참가(일본 동경)
ITU-T SG17 의장단 6명 진출
한국형 디지털TRS(TETRA) 표준제정
Wibro 국내상표권 출원

6월

-

국내 지상파 DMB(T-DMB) 유럽(ETSI) 표준으로 채택
Wibro 2단계 단체표준 제정
지상파 DMB 데이터송수신 단체표준 제정
3GPP2 국제회의 개최
DMB 기술표준교육"

7월

- 한국 ITU연구위원회 통합 홈페이지 오픈
- 제1회 정보통신표준화 우수 논문 공모
- IMT-2000기술표준 교육

8월

- 유럽, 미국의 표준화기구(ETSI, ATIS, TIA)와 MOU 체결(GSC-10)

3월
4월
5월

9월

10월

시험인증
-

신S/W 상품대상 수상후보작의 GS인증 의무화
KT H.323 RGW 1/4분기 BMT
WCDMA 품질평가 시행
북미용 GSM폰 PTCRB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
IPv6 Ready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
1W 대기전력 지정시험기관 자격획득
OCAP/ACAP 데이터방송 상호운용성 시험
BABT와 GSM 휴대폰 시험에 관한 협약 체결

- GS 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대한 정보통신부 고시
- KT H.323 RGW 2/4분기 BMT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시험인증업무 협력 MoU

- 저속 WPAN 단체표준 제정
- WiBro 영문 홈페이지 오픈
- 한국의 BcN 기술표준(가입자관리형 IP망) 국제표준(안)으로 채택
(ITU-T SG13)
- 전광통신망 특성관련 한국정보통신표준(KICS) 1건 제정
- 휴대인터넷(WiBro) 기술표준 교육
- IT 국제표준화회의 전문가 양성교육(TTA, 전남대)

-

IPv6 시스템 및 서비스 상호운용성 시험
인터넷 전화 7대 기간 사업자에 대한 품질인증서 발급
GS 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청 시행령 개정
S/W 시험인증팀을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시험연구원으로 지정
KT H.323 RGW 3/4분기 BMT
DMB 상호운용성 시험
IT시험인증허브 기반구축 기본계획 장관 결재

- 공군본부 노후 LAN 교체 사업 BMT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BMT
- 데이터방송 시험인증을 위한 MTC 라이센스 체결
- KT H.323 RGW 4/4분기 BMT

11월

- TTC 20주년 기념 표준화 심포지엄 참가
- IT표준화 3개 주요대학특강 개설(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 홈네트워크 기술표준교육

-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추가인정 획득 - CDMA(EVDO분야),
GSM(MMS분야), 1W 대기전력
- ZigBee 상호운용성 시험
-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RFID 시스템 현장시험

12월

- 지상파 DMB, 인터넷텔레포니 기술 등 한국정보통신표준(KICS) 11건 제정
- Wibro 국제표준 제정(IEEE802.16e)
- Wibro 상호호환성(IOT) 및 적합성(ICT) 단체표준제정
- 모바일 RFID 주요 단체표준 제정
- WiBro 해외상표 출원
- CJK B3G 제10차 및 NGN 제5차 국제회의 개최
- 정보통신표준용어집 및 용어사전 CD-ROM 발간
-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서(2005 Edition)
- IT839전략 표준화로드맵(Version 2006)

- RFID 상호운용성 시험
- ACAP/OCAP 시험인증 설명회 개최 및 시험 개시
- OCAP 관련 미국 CableLabs 라이센스 계약 체결

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