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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통 신 표 준 화 백 서

일반적으로‘표준’이란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영위하기 위해 물건이나 제품의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의 대상은 제품의 규격뿐만 아니라 재료, 생산공정, 서비스, 측정 단위,

언어, 컴퓨터 SW 등 무엇이든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표준인 ISO/IEC Guide2:1996 및 WTO TBT Annex 1에는‘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제시된 규칙이나 지침 또는
제품의 특성이나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규정하는 문서’로 정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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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표준화 연표

시기

내 용
TTA, ZigFest 2006 지그비 국제 상호운용성 시험행사 성황리에 마쳐(24일~26일)

1월

TTA, CCF(CDMA Certification Forum) 공인시험소 자격 획득(18일)
디지털유선방송 제한수신모듈 국내기업 첫 인증통과(19일)
TTA, 세계 최초 데이터방송 디지털TV 시험인증 개시
DAPOT(데이팟) 라벨 제품 1호 인증으로 디지털 데이터방송 수신기 구매시 소비자 보호(14일)

2월

삼성전자, 세계 최초 지상파 데이터방송 수신기 인증
- ACAP 미들웨어 TTA 인증 획득(14일)
‘3GPP2 국제회의’제주 개최(20일~28일)
- IMT-Advanced의 표준화 작업 논의
TTA, WiMAX포럼 공인시험소 자격 획득(21일)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등 단체표준 3건 채택(제47차 표준총회·2월 28일~3월 14일)
2006년 IT839전략 대응을 위한 SPM(Standardization Project Manager) 13명 임명
2006년도 IT 국제표준화전문가 풀 구성(272명) 및 IT 표준화전략포럼 선정(33개)(8일)

3월

TTA, 국내 최초 블루투스 BQB(Bluetooth Qualification Body: 블루투스 인증 심사관/이강해 연구원) 자격
획득(24일)
TTA, IPTV 및 차세대PC 프로젝트그룹 신설(제54차 운영위원회·29일)
OMA 표준화 총회 2007년 서울 개최 확정

4월

제6차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중국) 참여(10일~12일)
- 한중일 RFID 국제표준화 공조 발판 마련(N-ID 협력분과 신설)
- 한중일 3국 사실표준화기구 공동조사
TTA, IT포럼코리아 2006 개최(COEX, 1000여명 참가, 12일~13일)
ITU-T SG17 회의 개최(제주·19일~28일)
- 정보보호 분야 등에서 총 35건의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 1명의 부(副)래포터 및 5명의 에디터 추가 선임
TTA, 5월부터 지그비(ZigBee) 국제공인 시험서비스 제공키로(20일)

5월

6월

제11차 세계표준협력회의(GSC)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5월 28일~6월 2일)
- 디지털이동멀티미디어방송(Mobile Multimedia Broadcast and Multicast) 분야를 신규 HIS로 채택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를 위한 상호인증절차 표준제정 등 32건 제정(제48차 표준총회·29일)
TTA, e-폐기물 처리지침 등 70개 정보통신 표준용어 확정(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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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시기

내 용
TTA와 OMA의 상호표준참조 등의 상호 표준화협력(MoU) 교환
- 모바일 인터넷 국제표준화 추진 발판 마련

7월

ITU-T IPTV 제1차 회의 주도(제네바·10일~14일)
- IPTV 기술의 국제표준화 개시
- 부의장으로 ETRI의 이재섭 초빙연구원 등 의장단 4명 진출
TTA, WiMAX포럼과 인증시험 협정 체결로 WiBro 인증시험 가속화(11일)
제26차 APT-SG(Asia Pacific Telecommunity-Study Group) 개최(서울·25일~27일)
- 아태지역 재난통신 및 통신정책 등 논의, 이준원 안동대 교수 의장으로 선임

특

TTA, IT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표준화 무료 자문 서비스 실시(35회)
8월

집

ITU-R SG6 회의 개최(서울·8월 22일~9월 4일)
- 지상파DMB 재난방송 표준 초안 반영
제

TTA, RFID(전파식별) 인증 개시
9월

1

TTA, WiBro 표준, ITU-R 국제표준의 참조표준으로 승인(ITU-R SG8 총회·20일~21일)

편

CR(인지무선) 및 위성방송 프로젝트그룹 신설(제56차 운영위원회·27일)
10월

TTA, DMB 교통여행정보 및 제한수신시스템 표준 채택(제49차 표준총회·10일~20일)

제

2

ITU-T IPTV Global Technical WS 및 제3차 FG IPTV 회의 개최(부산·12일~20일)
11월

편

TTA, RFID 상호운용성시험(ION) 개최(8일~10일)
37대 중점기술에 대한 IT839 전략 표준화 로드맵 수립

12월

제

정보통신용어사전(6판) 및 알기 쉬운 IT용어집 발간

3

제2회 정보통신표준화 우수논문 발표(총 10편) 및 시상(27일)

편

WiBro™에서의 IPv6 기술 등 TTA 표준 300여건 채택(제50차 표준총회·27일)
제

4
편

제

5
편

부
록

부록 1 2006년 표준화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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