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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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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선점하기 위해 산업체 중심의 포럼·컨소시엄형
표준화를 주도하는 한편, 국제표준화 주도를 위
해 공식표준화기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또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연계해 추진
하고 있다.

Ⅰ_ 추진배경 및 목표

우리나라가 핵심기술에 대해 국제표준 수용자
(Taker)에서

제안자(Maker)로 도약하고, 나아가 국제

WTO/TBT 협정에 따라 국제표준이 실질적인

표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정보통신 표

기술규제로서 활용되고 있어 국제표준을 선점하

준화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 차세대 이동통

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신, 광대역 융합서비스 등 기술 선도 및 통방 융합

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핵심 분야에서 시장을

서비스 분야는 국내 제품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그림 3-1-1 | 표준화 로드맵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기술표준 개발 및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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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술개발과 연계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Ⅱ_ ver.2007 중점 추진방향

RFID/USN·텔레매틱스·홈네트워크 등 신규서
비스 시장창출 분야는 서비스 일정에 맞춰 국내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1. 국제표준화 선도가 가능한 핵심기술
표준화 대상 및 추진전략(안) 제안

선택 후 핵심역량을 집중해 나갈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표준화 추진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제

정보통신 표준은 시장선점을 위한 국가·기업

시하는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진행시키는 것이

의 전략이다. WTO 출범 이후 미국·유럽 등 선진

특

중요하다. 먼저 표준화 대상기술 중에서 국내외

국은 국제표준 획득을 자국 산업기술의 국제적 확

집

표준기술 동향 분석, 민관 표준화 수요조사, 기술

산 및 세계시장 지배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

별 표준화 특성 분석 등을 바탕으로 중점기술을

국은 국제표준화 활동 이외에 FTA 등 양자간협정

제

선정한 후, 국내외 환경 분석(SWOT)을 통한 중점

을 통해 표준화 활동을 통상의 쟁점으로 삼고 있

편

표준화 항목별 국내 및 국제 표준화 추진을 위한

는데, 그 예로 미국은 FTA 등 양자협상을 통해 기

전략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술선택의 자유 및 기술 중립성을 주장한다.

1

제

2

중점기술에 대한 전략적 표준화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는 2005년 표준 수용자에서 제안자로

서는‘표준화 로드맵’
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선

도약했다. 2005년 7월 지상파DMB 기술이 유럽표

택과 집중에 의한 중점기술의 표준개발 가이드라

준으로 채택되고 세계 최초로 상용서비스를 개시

제

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내 및 국제 표준화

했고, 12월에는 WiBro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편

추진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하고 IEEE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

편

3

이에 따라 WiBro, 지상파DMB에 이어 국제표

제

또한 표준개발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

준 선도가 가능한 핵심기술 표준화 대상을 발굴

편

라인으로 활용하고, 산업체에 보급해 시장경쟁력

해 국제표준화 추진계획 및 전략(안)을 제안해 나

을 높여야 한다. IT839 전략 분야에 대한 기술개

갈 계획이다.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중점 표준

제

발 및 표준화 계획 수립에 일관된 기술표준 관점

화 항목을 핵심기술 국제표준화 대상의 후보로

편

을 유지함으로써 IT839 전략 분야 실천방안의 하

도출하고, 표준화 총괄기획자문위원회에서 핵심

나로 가능하고, TTA 표준화위원회의‘중기 및 차

기술 표준화 대상 선정 및 추진전략(안)을 수립해

부

년도 과제계획’
에 반영함으로써 민간표준 제정계

필요할 때 정보통신 표준화 사업계획에 반영할

록

획 수립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표준

예정이다.

하다.

4

5

화 로드맵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업체
보급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2.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각종 로드맵과
일관성 유지
정부에서는 산업 및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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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기술개

검증을 통해 전략목표를 도출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발, 인력 양성, 기반조성 계획을 포함한‘IT839 전

세운다. 3개의 추진전략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략 기술개발 로드맵’
을 수립했다. 산업자원부는

매트릭스 분석모형 : 중점기술의 국제 상태

2001년 8월에 단백질 제품, 디지털가전, 무선통신

(표준화 및 기술개발 현황)에 따른 거시적인

기기, 로봇, 광섬유, 전지 등 6대 분야 기술에 대

관점의 표준화 추진전략

한 산업기술지도를 작성하고 2002년 6월에는 선

표준상태 전이 분석모형 : 국내외 기술개발

박, 추진장치, 생리활성 정밀화학, 멀티미디어, 컴

과 표준화 현황 및 전망에 따른 기술개발과

퓨터 기술, 의료공학 등 6대 분야 산업기술 로드

표준개발의 연계 분석

맵을 수립했다.

스타형 지수 분석모형 : 다섯 가지 고려 요

과학기술부는 49개 전략 제품·기술별 마크

소(국외 대비 국내표준화 수준, 국외 대비

로 기술지도 및 99개 핵심기술의 국가기술지도를

국내 기술개발 수준, IPR(Intellectual Property

2002년 12월에 수립했다.

Right, 지적재산권)

2007년에는 IT839 전략 분야 관련 산업 및 기

확보 가능성, 표준화 요구 수

준, 국제표준화 참여도 및 기여도)의 현황

술 로드맵 분석을 통한 기술개발과 일관성을 유

분석

지하는 연계방안을 세워야 한다.

3. 품질관리를 통한 표준화 로드맵의 적극
적인 활용

제

2절

수립절차 및
추진체계

정보통신 표준화 사업과제를 기획할 때 국내
외 기술표준 현황 분석 기초자료 및 TTA 표준화
위원회 과제계획에 반영하고, 정보통신 표준화

‘IT839 전략 등 국가기술정책사업 분석(Top-

전문가(TTA 표준화위원회 의장단, IT표준화전략

down)’
과‘정보통신기술

포럼 전문가, 정보통신 표준화 사업책임자, 국제

(Bottom-up)’
을

표준화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차년도 표준화

Down Rolling Plan)한다.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표준화 수요조사 및 분석

통해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Middle-Up-

하향식(Top-down) 수요조사 : 국가정책사업에
따른 표준 수요조사(MIC)

4. 표준화 전략 분석모델 검증을 통한 표준
화 추진전략(안) 수립

상향식(Bottom-up) 수요조사 : 일반국민들이
요구하는 표준 수요조사(TTA)
표준화 로드맵의 단계별 수립절차는 <그림 3-

표준화 로드맵에서 사용하고 있는 3개의 추진
전략 분석모형을 국내 정보통신 표준화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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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와 같고, 추진체계는 <그림 3-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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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 표준화 로드맵의 단계별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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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 표준화 로드맵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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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정보통신 표준개발 과제와의 관련성은

36대 중점기술 선정
및 표준화 전략 수립

<그림 3-1-6>과 같다.

Ⅲ _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및 전략
Ⅰ_ 36대 중점기술 선정

36대 중점기술의 표준화 대상 항목별 전략적
중요도 및 기술적 파급효과에 대한 중요성 분석을

36대 중점기술 선정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

통해 총 233개의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했다.

면 <그림 3-1-4>와 같다.

Ⅱ_ 중점기술의 연관성 분석
IT839 전략 분야와의 관련성은 <그림 3-1-5>
와 같다. IT표준화전략포럼, TTA 표준화위원회,

그림 3-1-4 | 36대 중점기술 선정 과정

280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 전략 | 제 3 편

특
집

제

1
편

제

2
편

제

3

그림 3-1-5 | IT839 전략 분야와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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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 IT표준화전략포럼, TTA 표준화위원회, 2007년도 정보통신 표준개발 과제와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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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 36대 중점기술의 표준화 항목 선정 및 전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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