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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 용
한·중·일 NGN, N-ID WG 회의 개최(제주) : NGN 테스트베드 논의, IPTV 관련 멀티캐스트, 이동성 등 협력 합의

2월

‘휴대전화기 키패드 접근성 지침’
등 신규 표준화과제 40건 채택(58차 운영위원)
휴대전화 외부단자 통합 표준화 공청회 개최
‘IPTV 수신기’
등 신규 표준화과제 21건 채택 등(59차 운영위원회)

3월

제6회 TTA 핵심표준기술 세미나 개최
2007년도 IT 국제표준화 전문가 Pool 구성(284명), IT표준화 전략포럼 선정(37개)
제7차 CJK IT 표준협력회의 개최(제주) : IMT-Advanced 백서, NGN, IPTV 백서 개발키로 합의
DMB 양방향 서비스 표준’
등 신규 표준화과제 33건 채택(60차 운영위원회)

4월

IT Forum Korea 2007 개최( 500여 명 참가,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
‘모바일 표준 플랫폼 규격’구버전 표준 폐지, 단체표준 18건 채택(제51차 표준총회)
2007년 IT839전략 대응을 위한 SPM(Standardization Project Manager) 3명 임명
SW 분야 프로젝트그룹 이관. 프로젝트그룹 ToR 변경 등(61차 운영위원회)

6월

TTA-월드DMB 포럼 국제표준화 협약 MOU 체결(13일)
3GPP 국제회의 개최(부산) : 비동기 WCDMA의 기술규격 개발 논의
TTA, 반제품 PC 등 34개 정보통신 표준용어 확정
u건강관리 서비스 실현을 위한 참조모델 등 단체표준 34건 채택(제52차 표준총회)

7월

TTA 중점기술 표준화로드맵 수립 및 기술표준기획전담반 합동회의
ITU-T SG3 TAS 국제회의 개최(TTA) :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내 요금 및 접속관련 이슈 논의
제12차 세계표준협력회의(GSC-12) 참가(일본)
ITU-T SG17 Q.8/Q.9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인천) : 한국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 정보보호 분야 권고안 협의

8월

ITU-R WP8F 특별 국제회의 개최(서울) : Mobile-WiMAX 스펙트럼 규격 전파통신총회에 상정키로 합의
TTA 표준 유지보수 추진 방안 채택. 신규 표준화과제 채택 등(62차 운영위원회)

9월

제4회 TTA표준화위원회/포럼/전문가 합동 워크숍 개최(홍천)
2007년도 IT표준화전략포럼 발전협의회 개최(홍천)
2007년도 IT표준화 전략포럼 2차 선정(1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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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 용
‘개방형 홈네트워크 프레임워크’
등 신규 표준화과제 22건 채택(63차 운영위원회)

10월

WiBro, ITU-R IMT2000 표준으로 채택(ITU 전파총회)
TTA, IPTV 등 35개 정보통신 표준용어 확정

11월

‘휴대전화 외부단자 접속 통합 표준’개정 포함, 단체표준 18건 채택 등(제53차 표준총회)
IT중소기업을 위한 기술표준화 자문서비스 실시(40회)
지상파 DMB ITU-R 국제표준으로 채택(ITU-R SG6)
특

WBAN, VHO, NGIS, SOA, u-Health, IMT-Advanced PG 신설(제64차 운영위원회)
12월

TTA, 그룹웨어 등 38개 정보통신 표준 용어 확정

집

표준화위원회 조직개편, 단체표준 378건 채택 등(제54차 표준총회)
제3회 정보통신표준화 우수논문 발표(총 5편) 및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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