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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추진 현황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주요 업무는 표준화
계획 수립, 표준 제정, 시험·인증, 표준화 인프라
구축 등이다. 표준화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한국정

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보통신기술협회는‘선택과 집중’전략을 기반으
로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화 추진 체계 확립, 시장

1. 일반현황

중심의 표준화, 표준 선점을 통한 IT산업의 글로
벌화, 이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등을 목표로 제시

2008년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국정보통신기

하고 있다.

술협회는 통신사업자,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점 표준화 대

단체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고, 국내외

상기술을 선정하고 있다. 이때 분석기획 단계에

정보통신 분야의 최신 기술 및 표준에 관한 각종

서는 국제(ITU, JTC1), 지역(ETSI, ASTAP), 제외국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해 이를 보급·활용하

(ANSI, ATIS, TIA, TTC, CCSA, ARIB), 사실(IEEE, W3C,

게 하며, 정보통신 관련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

IETF, OMA 등)을 비롯한 주요 국제표준화기구의 핵

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보통신 산업 및 기술

심항목을 조사하고,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주요국의 표준화 전략도 분석한다. 또한 정보통

한다.

신 표준 활용 실태 및 향후 표준화 수요조사 보고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에 의해 1988년 설립

서, 국내외 주요 연구소 및 기관 시장 전망 및 보

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IT 표준화 계획을 수

고서 등도 참고하게 된다. 표준화 대상항목과 내

립하고 IT 표준의 제정, IT 제품의 시험 및 인증

용 및 필요성 등을 조사해 정보통신 표준화 대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민간 자율의 IT 표

항목의 수요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준 선도기구이다.

표준 제정 부문에서는 먼저 표준화 과제를 접
수받은 뒤 표준(안) 작성, 의견수렴, 표준안 심의
및 채택, 표준 공고 등의 절차를 차례로 밟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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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TTA 조직도

다.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국가

화 전문가 등을 웹상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해 정

표준으로 건의하기도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보 및 각종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

제정된 표준 제·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6,022

록 했다.

건 중 전파통신 부문이 3,494건(57%)으로 가장 많

이밖에 IT기술 표준은 선점이 중요하다는 판

고, 정보기술 부문 1,596(27%), 전기통신 932건

단하에 표준화 부문 국제협력을 위한 활동에도

(16%) 순이다.

속도를 붙이고 있다. 1989년 이래 TTC, ITU-AJ,

이 단계에서는 전자적 표준화 환경을 구축해
표준 제정 프로세스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정보
통신표준화위원회와 표준정보 서비스, 국제표준

ITU, 3GPP, ETSI, ATIS, World DMB 등 국제표준
화기구와 잇달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왔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ITU 표준참조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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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협력기관으로 지정되는 한편 ARIB, ETSI,
TTC 등과 공동으로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규격
을 개발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중·일 표준화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Ⅱ.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표준화 인프라 구축 업무에서는 총 43개의 표
준화 전략포럼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부분

1. 일반현황

을 차지한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및 보안, 방송
및 멀티미디어,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및

2008년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한국소프트웨

SW 솔루션, 통신 및 전송 기술, IT 기반·응용 분

어진흥원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SW 정

야 등을 연구하는 각종 포럼이 있다. 또 306명의

책·제도의 조사 및 연구, 임베디드 SW와 공개

국제표준화 전문가를 육성·지원해 2008년까지

SW 등 전략 SW 육성, 서비스 모델 기반을 통한

ITU에 83명, ISO/IEC JTC1에 15명의 의장단이 진

시장 선도사업 추진 및 해외 진출, SW 기업 품질

출하는 눈부신 활약을 했다.

경쟁력 향상 및 SW 전문인력 양성 등 SW 산업의

이밖에 국민에게 표준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표준정보를 제

진흥을 위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공 (www.tta.or.kr) 하 고 있 으 며 , IT Standard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한국소

Weekly(www.tta.or.kr/weekly)를 지속적으로 배포

프트웨어지원센터,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하고 있다. 또 오프라인에서는‘TTA저널’,‘정보

한국멀티미디어콘텐츠진흥센터 등 3개 기관이 통

통신표준화백서’,‘정보통신 용어사전’, 정보통

합해 설립된 SW진흥원은 현재 정책기획단, SW

신 표준 DVD 등을 제작한다.

공학단, 산업진흥단, 디지털콘텐츠사업단, 융합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표준
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IT기술 표준 맞

SW추진단, 누리꿈스퀘어운영단, 경영지원단 등
으로 운영되고 있다.

춤형 자문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분야별 IT
국제표준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IT기술 표

2. 사업 추진 현황

준 구현 시 애로사항 해결 방법, 연구개발 방향 설
정을 위한 국제 신기술 및 표준화 동향, IT 국제표
준과 활동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있다.

(1) SW 산업의 공정경쟁 및 성장 환경 조성

앞선 기술과 품질이 제대로 평가받고 그 가치
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기

3. 주소 및 연락처

위해 KIPA는 SW 관련 법·제도 개선 및 현장 정
착을 위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2
전화 : 031-7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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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KIPA 조직도

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전문기업이 성장할 수 있

5

(2) 대·중소기업 상생 구조 및 SW 글로벌화 추진

는 토양을 마련했다. 특히 그 동안 SW 및 HW 구

KIPA는‘SW 서비스 융합 신사업’의 해외 진

매, 네트워크 SW 개발 등을 함께 발주하는 일괄

출 활성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폭넓은 해

발주 방식과 달리 전체 사업 중 SW만을 별도로

외시장 공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발주하는 SW 분리발주제도는 SW 산업의 내수시

있다. SW 서비스 융합 신사업은 우리나라가 선도

장 활성화 및 시장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적으로 구축한 교통카드 시스템, 금융 리스크 관

으로 보인다.

리, 차세대 금융 시스템, 전자정부 등을 가지고 대

또한 KIPA는 국산 SW 품질 향상과 우수 SW

기업과 중소 SW 기업이 함께 손을 잡고 해외시장

의 판로 개척을 통해 국내 SW 산업이 성장할 수

에 문을 두드리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2008년

있도록 벤치마킹테스트(BMT) 활성화, GS(GooD

KIPA는 국내 성공 사례를 확보하고 시스템 경쟁

Software) 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 부문 SW

력 및 해외 수요를 보유한 지급결제, IT 보안, 교

수요 예보 실시 등 다양한 제도 수립과 지원사업

통카드 등 전략 IT 서비스 모델 3개 컨소시엄을

을 펼치고 있다.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출형 상품화(모듈화) 지원, SW 수출 멘
토링 지원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SW 산업의 해

제2장

주요 기관별 표준화 정책 193

편

부
록

IT STANDARDIZATION WHITE PAPER

외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활용률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공개 SW 보급·확대를 위해 초·중·고

(3) SW 산업 품질 향상 및 임베디드 SW 산업

교의 교과과정에 리눅스 교육을 반영시켰고, 리

육성

눅스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를 2008년 하

SW 산업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품질 향

반기부터 진행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

상 및 프로세스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KIPA

중·일 공개 SW 활성화 포럼을 통한 공개 SW 분

는 국내 SW 산업의 품질 향상 및 공공 부문의 SW

야 기술 표준화를 주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사업 발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기반
으로 공공 분야 정보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과
국내 SW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
고 있다.

(5) 디지털 콘텐츠 허브국가 육성

디지털 콘텐츠 산업 인프라 구축과 DMB,
DTV 등 신규 서비스의 킬러 콘텐츠 창출에 역점

또한 SW 인력의 기술 수준 제고와 SW 산업의

을 두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는 게임, 영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베디드 SW 및 SW 설계·

모바일 콘텐츠 등 각 분야별 특성에 맞춘 전문화

분석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초기

된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투자비용과 위험성이 높은 임베디드 SW 시제품

온라인게임 개발업체의 제품 테스트 및 해외

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 솔루션 기업의 시장 대응

진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게임 테스트베드, 디지

력과 제품화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임베

털 영상 제작업체들의 첨단 고가장비 및 제작공

디드 SW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임베디드

간의 공공 활용 지원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SW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센터, 유럽형 무선통신 환경(GSM, GPRS)에 적
합한 모바일 콘텐츠, 솔루션 단말기 등의 현지 테

(4) 공개 SW 활성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2004년부터 공개 SW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해 놓고 있다. 또한 우수 디지털 콘텐츠 발굴을 위

EBS 수능강의 시스템, 광주광역시 공개 SW 시범

한 디지털콘텐츠대상 시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개 SW를 활용한

세계 모바일 산업을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개 SW와 관

초청해 모바일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 동향

련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가고 있다.

을 소개하는 iMOBICON을 매년 열고 있다.

최근에는 웹 접근성 확대, 리눅스 PC 전용 백

산업 기반 조성 차원에서는 국내 디지털 콘텐

신·키보드 보안 개발 등 공개 SW 사용자 환경

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시장정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

제공을 비롯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저변 확대,

간 부문의 공개 SW 활용 증대와 관련 산업의 육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반 조성 및 법·제도 정

성을 위해 공개 SW 성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

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으며, 향후에는 데스크톱 PC 분야에서 공개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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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첨단 IT 집적단지, 누리꿈스퀘어

스 템 (40G) , 지 상 파 DMB, 와 이 브 로 (WiBro) ,

누리꿈스퀘어는 개발과 생산, 유통에 이르는

3.6Gbps 4세대 무선전송 시스템(NoLA) 등 경쟁력

IT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을 집적화함으로써 세계

있는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

IT산업을 지속적으로 주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

연면적 152,569m2(대지면적 19,138m2)에 지상

다. ETRI는 우리나라 IT산업을 이끄는‘기술 젖

22층, 지하 4층 규모로 건설된 누리꿈스퀘어는 국

줄’의 역할을 30년 동안 해오면서 신기술은 물론,

내외 IT 기업의 R&D 부문이 입주할 R&D타워와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창출, IT 강국 대한민국

일반 IT 기업 및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비즈니스

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해 왔다.

타워, 고가의 첨단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환경을 집

ETRI는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

적화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시너지를 극

관 국책연구기관으로 정보통신·전자 분야의 새

대화할 공동제작센터, 일반인들이 미래의 IT 환

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개발하고, 이를 제공

경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파빌리온, 입주기업

보급함과 아울러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

및 방문객에게 편익을 제공할 디지털 문화공간

성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등 총 5개의 주요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로 하고 있다. ETRI는 정규직원만 약 1,900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전자정보통신 연구기관으로

3. 주소 및 연락처

서 연구기술직 중 박사 38%, 석사 59%로 석·박
사가 전체 정규인력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가락본동

이러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ETRI는 선진 일

79-2) KIPA빌딩

류국가 실현 및 세계일류 u코리아 구현을 견인하

전화 : 02-2141-5000

는 중심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세계 최고 휴먼

홈페이지 : www.kipa.or.kr

테크놀로지(Human Technology) 리더’라는‘ETRI
비전 2020’을 정립했으며, 3대 일류화 목표를 제
시 하 고 연 구 에 매 진 하 고 있 다 .‘ 기 술 혁 신

Ⅲ.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Technology Innovation) 주도’
로 세계 일등기술 연 3

건 개발,‘기술 주도권(Technology Initiative) 확보’

1. 일반현황

로 국제표준 특허 연 15건 확보,‘기술 영향력
로 예산의 15% 수준의
(Technology Impact) 극대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976년 설립된 정보통

기술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신 분야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그 동안

위해 체계적 기획 시스템 완성, R&D 완성도 제

ETRI는 전전자교환기 (TDX) , 초고집적 반도체

고, R&D 글로컬리제이션 (Glocalization) 추진,

(DRAM),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TiCOM), 디지털

SMART HRD 시스템 구축, 균형 성장형 재원 구

이동통신 시스템(CDMA), ATM 교환기, 광전송 시

조 확립 등의 5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제2장

주요 기관별 표준화 정책 195

특
집

1
편

2
편

3
편

4
편

5
편

부
록

IT STANDARDIZATION WHITE PAPER

<그림 3> | ETRI 조직도

또한 국제특허 출원은 4,800여 건을 포함해 국

사업화에 매진하고 있다. 기술사업화본부에서는

내 1만 9,000여 건의 특허를 내고, 그 동안 2,313

기술사업화 전략 개발, 기술 마케팅, 기술홍보 등

건의 기술을 3,998개 기업에 이전함으로써 약

기술의 사업화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5,375억 원(2008년도 11월 7일까지 누적기술료)에 달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화 역량이 미진한

는 기술료 수입을 올리는 등 신기술의 세계적 산

중소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육성하고 있다.

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8년에는 562억 원을
목표로 기술이전을 추진하였다.

특히 ETRI 개발 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
해 기술을 사전에 예고하여 수요처인 중소기업들
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는‘기술예고제’

2. 기술사업화 전략

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하

196

2004년부터 ETRI는 개발된 기술에 대한 상용

는‘수요예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화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IT기술이전본부(ITEC : IT

기술의 사업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echnology Transfer & Evaluation Center)를 출범, 2008

개발된 기술을 실제 시장에 출시할 수준까지 맞춤

년에는 기술사업화본부로 확대 개편을 통해 기술

형으로 개발하는‘사업화 기술개발사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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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통해 기술 상용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

기술 연구부문, 융합부품·소재 연구부문으로 융

기업들이 상용화 성공률을 높이도록 한다.

합형 조직체계로 개편하였다. 또한 R&D 실용화

한편 ETRI 개발 기술의 출자를 통해 사업화를

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의 경제성 분석과 기술전

추진하는‘연구소기업’을 설립 및 운영 중이다.

략 개발을 담당하는 기술전략 연구본부와 R&D

2008년 말 현재 6개의 연구소기업이 있다. 중소기

사업화 기능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

업의 애로사항과 정보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사업화본부를 설치하였다.

해결하기 위해 ETRI 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이어 2008년 7월, ETRI는 이미 세계 최고의 기

(ESCORT : ETRI SME’
s Cooperation Research Team)을 통

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미래 감응 태양전지 기

해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공통 인프라 제공, 장

술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시장 개

비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중소기업

척 및 신 재생에너지 개발 경쟁에서 세계 최고의

과 관련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창구로‘기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융합부품·소재 연구부문

술도우미센터’를 설립,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

산하에 차세대 태양광 연구본부를 신설하였다.

고 있다.
ETRI는 첨단 IT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방송통신융합 연구부문은 인간의 삶과 미디어

설명회를 총 13회 개최(11월 현재)하였다. IT 신흥

및 통신이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유비쿼터스 지식

국인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기반 실감 정보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유무선

터키·이집트·홍콩·그리스·캄보디아 등에

통신과 방송·전파 및 위성을 아우르는 방송통신

DMB 기술에 대한 마케팅을 전개했으며, 남아프

융합기술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리카공화국에는 지능형 사이버 공격감시 기술 등

‘The irresistible wave of the future and the

6개 기술을 소개하는 등 해외 기술 마케팅에도 주

world best competitiveness(미래의 물결과 억누를 수

력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기술 마케팅 활동 결

없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
라는 모토 아래 4세대 이동

과로 2008년 11월 현재까지 342억 원의 기술료 수

통신 및 휴대인터넷, 근거리무선통신 기술,

입을 올리고 있다.

UDTV 및 3D 미디어 기술, 차세대 방통융합 기술,
All IP 융합 인프라 기술, 미래 인터넷 연구 등을

한 융합형 조직개편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을 한 단계 더 도약
시키고,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합을 통해 국가산
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008년 2월, ETRI는 시대적 조류에 한발 앞서

주요 연구 분야는 미래기술, 이동통신, 근거리

는 IT 융복합기술 선도기관으로서 IT 기반 미래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방통 미디어, 광역 무선

원천·핵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조직을 방

기술, 전파기술 표준 등이다.

송통신융합 연구부문, SW콘텐츠 연구부문,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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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콘텐츠 연구부문

(4) 융합부품·소재 연구부문

SW콘텐츠 연구부문에서는 지식기반사회의

융합부품·소재 연구부문은‘u사회 구현을

핵심이며,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천이 되는 소프

선도하는 IT 융합부품 R&DB 글로벌 리더’를 모

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핵심기술을 선도

토로, 전자정보산업의 핵심인 융합부품 및 소재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글로벌 인터넷 서비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IT기

스를 위한 인터넷 플랫폼 기술, 사용자 친화적 IT

술의 한계 극복과 미래 정보통신의 토대가 될 창

환경을 위한 음성언어 정보기술, 전통산업과

의적이고 모험적인 연구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융·복합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융합 SW 기

주요 연구 분야는 미래기술, 차세대 태양광,

술, 즐거운 디지털 라이프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신 소자·소재, 광·RF 소자, SoC 등이다.

기술, 그리고 안전한 IT 환경을 위한 정보보호기
술을 개발하고 있다.

(5) 광통신연구센터

주요 연구 분야는 미래기술, 융합 소프트웨어,

광통신연구센터는 광대역 전송망과 광가입자

콘텐츠, 정보보호, 음성언어 정보, 인터넷 플랫폼

망 인프라의 전광통신망 핵심기술 개발의 리더로

등이다.

서 그 위치를 확고히 구축하였다. 또한 융합 응용
기술 R&D를 통한 기술사업화 허브라는 비전을

(3) 융합기술 연구부문

갖고, 정부 5대 주력산업 및 지역 전략산업과 연

융합기술 연구부문은‘휴먼 IT 메가컨버전스

계한 IT 융합기술 발굴로 지역산업 진흥과 보유

크리에이터(HUMAN IT Mega Convergence Creator)’를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 활성

모토로, 미래생활의 터전이 될 u시티 핵심기술인

화를 목표로 개인형·맞춤형·양방향 IPTV와 같

RFID 및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 인간친화형

은 미래 인터넷 서비스 및 전광통신 핵심기술을

로봇 및 지능형 로봇 공간기술, 다양한 하이퍼미

연구한다.

디어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지능형 서비스 플

주요 연구 분야는 전송망 기술, 광가입자망 기

랫폼 기술, 차세대 컴퓨팅 및 퍼스널 라이프 로그

술, 광통신 융합 SOP 기술, 광통신 분야 국제공인

(Life Log) 기반 지능형 서비스 기술, 건강과 복지를

시험 등이다.

위한 u헬스 및 라이프케어 기술, 안전한 자율주행
지향 텔레매틱스 기술 및 지능형 실시간 우편물
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6) 대구임베디드SW센터

대구임베디드SW연구센터는 ETRI 보유 원천

주요 연구 분야는 미래기술, RFID/USN, u로

기술 보급 및 기업체 기술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봇, 융합 서비스 플랫폼, 유비쿼터스 컴퓨팅, BT

활성화,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지역 IT 융합기

융합, 텔레매틱스, 공간정보, 우정 기술 등이다.

술 R&D 전문 연구기관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임베디드 OS(Qplus, Nano Qplus 등) 기술
보급 및 상용화, 업체 애로기술에 대한 추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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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산업 분야별 지역특화 임베디드 플랫폼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9) 기술사업화본부

기술사업화본부는 ETRI에서 개발된 우수 신

그리고 지역 주력산업인 지능형 자동차 부품

기술의 효과적 사업화를 도모해 국내 IT 분야 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전장용 임베디드 SW

업들이 세계 IT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플랫폼(운영체제, 미들웨어, 개발 지원도구) 기술을 개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종

발 중이다.

합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고 있다. 그 동안 개발
된 원천 핵심기술과 상용기술은 기업고객이 쉽게

(7) 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

접근해 조기에 이전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는 시스템 반도체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기술 마

(SoC) 분야의 세계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시스템

케팅 활동과 신산업 분야의 연구소기업 설립 및

반도체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개발 인프라 지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원체계 구축과 고급 설계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제품 개발에 필요한 종합 지원

1
편

2
편

3
편

4

4. 향후 추진 방향

인프라를 구축해 SoC 산업을 육성하는 SoC 산업
기반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SoC 제품

ETRI는 IT 신기술 개발로 신성장동력 산업 창

의 설계인력 양성을 위해 SoC 관련 대학원생과

출 및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선도에 앞장서고

산업체 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전

있다. 최근 기술과 산업·서비스·네트워크 등이

문교육 프로그램인 IT SoC 핵심 설계인력 양성사

서로 융합하고 결합하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를

업을 기획 및 수행하고 있다.

맞이하여‘세계 최고 휴먼 테크놀로지 리더’를
비전으로 인류가 보다 즐겁고, 편리하고, 안전한

(8) 기술전략 연구본부

특
집

삶을 누릴 수 있는 신기술 창조를 위해 경주하고

기술전략 연구본부는 ETRI가‘세계 최고의 휴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부응하는 핵심기

먼 테크놀로지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술 및 기반기술 개발을 통해 국부 창출에 이바지

기술전략 수립 및 제시를 임무로 하고 있다. 이를

하고, 지식경영으로 21세기에 부응하는 새로운

위해 기술기획부터 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이르

지식과 기술을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세

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적 기술기

계 속의 정보통신 일등국가로 만드는 데 최선을

획, 융합정책 개발 및 서비스 전략 수립 등의 연구

다하고 있다.

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시장 지향적 기술, 지식

또한 IT 분야 신기술 창출을 위한 중추적 연구

가치 생성기(Tech-Knowledge Value Generator)’라는

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소득 3만 달러 시

비전을 통해 연구원 개개인의 연구 역량을 극대

대를 열어가는 데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고, 고용

화하고, 원내외 협력 강화 및 끊임없는 혁신을 추

효과와 시장 유발효과가 큰 기술개발로 국가경제

구하고 있다.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2006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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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30주년을 맞은 ETRI가 정보통신기술들을 통한

설립추진반이 구성되어 1996년 본격적인 센터 개

지식혁명의 중심기관으로서 세계 최고의 정보통

소를 준비하게 되었다.

신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코리아 강국 구현을 위한 정보
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

5. 주소 및 연락처

보화 사업에서 정보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정보화 자체가 진전될 수 없고, 다양한

주소 :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IT 서비스의 혜택을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향유할

전화 : 042-860-6120

수 없다.

홈페이지 : www.etri.re.kr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고, KISA의 제2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2007년‘KISA VISION 2010’을 수립하고,‘유비

Ⅳ.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쿼터스 사회의 정보보호 프런티어’라는 비전 아
래 2010년까지 국가정보 보호 수준 세계 5위, 고

1. 일반현황

객만족 및 서비스 품질 수준 산하기관 3위, 개인
정보 보호 노출 수준을 10의 1로 감축하는 것을

1996년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과 함

2008년에는 2년차 실행계획으로서‘기업 친

께 등장한 해킹과 바이러스로부터 국가 주요 정

화’를 골자로 맞춤형 정보보호 서비스(Security by

보통신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스팸메

Customization), 중소기업 지원 강화(Security for SME),

일 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정책 개발 및

설계 단계부터 보안진단 서비스 강화(Security from

교육 홍보 등 IT 발전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 예방

Design)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Advancing)와 국제화

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Globalization), 조화(According)와 융합(Convergence), 촉

1990년대 초반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
었던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해킹과 바이러스에

200

목표로 사업전략을 발표했다.

진(Accelerating)과 성장(Growth)이라는 3대 전략 방향
아래 6대 아젠다, 18개 추진 과제를 도출했다.

의해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1995년 12월 정보화

현재 우리나라 정보보호 환경은 취약한 보안

촉진기본법 시행령을 제정, 국가 전체의 정보자

인프라, 낮은 정보보호 인식 등 내부적 위험이 증

산을 각종 바이러스와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가하고 있으며,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침

해 한국정보보호센터 개소가 논의된 기본적인 이

해사고와 같은 외부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도 여기에 있다. 이 과정에서 옛 정보통신부를

개인정보 침해 시 적극적 피해보상 요구가 증가

중심으로 총무처·국가안전기획부 등 정부부처

하는 등 개인정보 주권 강화와 정부 및 기업의 신

와 한국전산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같은 관

뢰도 평가의 핵심요소로서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

련 기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보호센터

적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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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KISA는 종합적인 정보보호 대책 시

2. 사업 추진 현황

특
집

행을 통해 취약한 정보보호 환경을 개선하고 사
회적 요구를 충족해 국가와 사회 전반의 정보보

(1) 문화로서의 정보보호, 정보보호 문화운동

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보

국내에서는 2002년 하반기부터 OECD가 선도

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보호 서비스를 강화하

하는 세계적인 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기 위해 2008년 8월부터‘인터넷 정보보호 온누

동참해 사회구성원 전체의 정보보호 인식을 높이

리 캠페인’을 추진해 전국 장애우 복지관, 노인

기 위한 범국민적 차원의 정보보호 문화운동이

양로원,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으로 PC 보안점

추진되었다. 이때부터 정보보호 활동이 정보보호

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 16개 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전문지 발간, 학술행

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확대 실

사 중심에서 KISA와 민간 중심의 정보보호실천협

시해 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에 대응 능

의회가 중심이 되어 PC 사용자들에게 정보보호

력이 취약한 중소 IT 서비스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실천을 유도하는 문화운동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 교육, 취약점 점검 지원

이 펼쳐지게 되었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2004년부터 매년 6월 셋째 주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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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그림 4> | KISA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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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호주간으로 제정되면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설립했다. 본 센터는 민간 분야 인터넷 침해사고

각종 행사들이 이 기간에 보다 집중적으로 실시

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ISP/IDC 및 보안 관련 업

되어 정보보호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한데 모

체 등 인터넷 관련 기관들과 상시 정보공유와 체

으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08년에는 기존 초중고

계화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침해사고

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표어·포스터 공모전에

대응창구 역할을 맡게 되었다.

UCC 공모전을 함께 개최하면서 일반인에게까지
그 참여 범위를 넓혀 총 1만 점 이상의 작품이 접
수되는 등 국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운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4) 체계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정보 시스템과 그 속에 포함된 정보자산이 기
업의 운명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은 IT 사회에서
정보보호는 단순히 시스템만 멈추지 않게 하면

(2) 공인인증서 등장

초기 정보보호라면 흔히 바이러스 백신 정도

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역할이 요구되기 시작
했다.

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2000년 본격

국내에서도 KISA를 중심으로 인증제도에 대

적으로 보급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 연구가 2000년부터 진행되어 결국 2002년 정

게 분명 낯선 장치였을 것이다. 공인인증서의 사

보 보 호 관 리 체 계 (ISMS : Information Security

용자 수가 2000년 50만 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2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

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해 2007년 말까지 1,700

되기 시작했다. ISO 9001(품질경영 시스템)처럼 기

만 명에 이르렀다.

업 내 보안활동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

현재까지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및 증권

ISMS는 국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

과 같은 전자금융 분야를 비롯해 온라인 쇼핑몰,

직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관리·물

전자민원 서비스, 교육정보 시스템 등 다양한 분

리적 정보보호 대책을 구현해 지속적으로 관리·

야에서 신원확인, 메시지 위변조 방지, 송수신 부

운영하는 종합적 정보보호 관리 시스템이다.

인방지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2년 ISMS 인증서를 받은 기관이 한 곳에 불과
하던 것이 2006년 말까지 38개 기업이 정보보호

(3)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개소

인증체계 마크를 달고 있다.

정보보호가 정착되던 초기 시절, 정보보호를
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을 빗대“소 잃고 외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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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스팸이 없는 세상

고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엄청난 속도로

불법스팸대응센터 개소를 통해 2003년부터

번지는 침해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

본격적으로 시작한 스팸 대응활동은 3년 남짓한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간 동안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3년간

2003년 1월 25일 발생한 1·25 인터넷 대란을

스팸 수신량이 매년 50% 이상 감소하고 있다는

겪은 후 KISA는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를

것이 그 대표적인 증거이다. 또 KISA의 불법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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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활동은 옛 정보통신부의 2004년, 2005년 주

상호 인정하는 국제협정으로 CCRA 가입은 곧 전

요 성과로 꼽히기도 했다.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제품 및 평가 서비스

이후 주요 포털 사업자와 맺은‘불법광고 메

에 대한 무한경쟁을 의미한다.

일 전송 방지를 위한 협약’, 국가 차원에서 도입

이와 같은 세계화 추세에 따라 북미·서유럽

한‘인증제도 및 실시간 스팸 차단 리스트’, 휴대

등 정보보호 선진국들이 대거 가입된 CCRA 가입

전화 스팸에 대응하기 위한 스팸 트랩(Trap) 시스

필요성은 1998년 국내 최초의 침입차단 시스템

템, 휴대전화 스팸 차단 금칙어 발표 등도 대표적

평가를 시작으로 실시된 국내 제품 평가제도 시

인 성과물로 손꼽히고 있다.

작 때부터 이미 제기되었다. 2002년부터 공통평가
기준을 제도권으로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보

(6) 세계표준으로 향하는 발걸음

호 시스템을 평가인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

정보화로 인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은행 및

고, 2003년에는 인증서 발행국(CAP)으로서 CCRA

증권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전자금융

가입 필요성 검토 및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 결

이 보편화되었다는 점이다. 전자거래는 비대면으

과, 2006년 5월 CAP 정식가입이 확정되었다.

로 이루어지므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는 KISA와 암호 알고리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
해 SEED를 개발했다.

(8) 정보보호에도 국제허브는 존재

세계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던 KISA
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날아들었다. 2004년 6월,

1999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SEED 알고리즘

MS와 정보보호 상호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

의 소스코드를 배포하기 시작해 2006년 말까지

다는 것이다. 이는 2003년 11월 KISA와 MS 간에

국내 1,556건, 해외 111건으로 총 1,667건이 배포

MOU를 체결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보보호

되었다. 학계에서도 SEED 소스코드에 대한 수요

에 관한 상호협력을 구체화시키는 양해각서를 주

가 끊이질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 국제표

고받은 것이다.

준화기구인 ISO/IEC 및 IERF 국제표준화에서

이후 MS 본사에서는 세계 200여 개 지사들에

SEED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됨으로써 우리 암호기

게“컴퓨팅 보안은 제품의 기술적 혁신을 통한 노

술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력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어 보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데 노력이 필

(7) CAP 회원국으로 CCRA 가입

KISA를 중심으로 개발한 국내 기술들이 지속
적으로 국제표준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함께

요하다”는 요지의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
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은 바
로 KISA와 MS의 협력모델을 의미하는 것이다.

KISA는 세계적인 기술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모
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CCRA 가입신청이 대표적
인 사례이다. CCRA는 평가인증 결과를 국가 간

특
집

(9) 스팸 공동 대응모델 제시

2003년 한국과 호주의 다자간 스팸 대응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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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은 국경을 초월해 전송되는 스팸에 대응하기

의 프라이버시 보호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정

위한 효과적인 국가 간 협력관계라는 평가를 받

보보호 무대의 중심으로 진입했다고 자부한다.

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인터넷 침해사고 피해 최소화, 주

이런 국제적인 교류는 MOU의 범위를 아태지

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불법스팸 대응, 정보

역으로 확대시켰고, 결국 국제사회의 공감대 속

보호 제품 평가, 정보보호 정책 지원 등의 기존 임

에서 호주를 비롯해 중국·일본·대만·홍콩·

무를 강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뉴질랜드·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 등 10개국

정보보호 위협요인 예측을 통해 세계 정보보호

12개 기관의 다자간 MOU 체결로 이어졌다.

전문그룹의 중추기관으로 발돋움한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적 책임을 다하기

(10) 한·중·일 침해사고 공동 대응훈련

스팸 대응을 위한 다자간 협상뿐만 아니라, 지
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사회 각계각층
의 정보보호 인식을 강화해 사회 주체 스스로의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한다.

국제적으로 진행하는 국가 간 공동 대응훈련이
2004년에 등장했다. 2004년 12월에는 훈련 참여

4. 주소 및 연락처

국가가 기존 한·중·일 3개국에서 대만·말레이
시아·싱가포르·필리핀·호주·홍콩 등 총 9개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국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전화 : 02-405-5114
홈페이지 : www.kisa.or.kr

(11) 해외 주요 기관들과 협력체계 강화

온라인 세계에는 국경이 없다. 물론 정보보호
분야도 마찬가지다. KISA가 세계 주요 기관·기

V. 한국전파진흥원(KORPA)

업·국가들과 손을 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이런 맥락이다.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체결

1. 일반현황

함으로써 정보보호의 세계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동참함으로써 경쟁력도 그만큼 높아진다. 글로벌

한국전파진흥원은 유비쿼터스 사회의 핵심 인

리더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이런 과정에서 자연

프라인 전파의 이용 확대와 전파방송진흥에 기여

스럽게 이루어진다.

하기 위해 전파법(제66조)에 의거해 설립된 준정부
기관이다.

3. 향후 사업 추진 방향

한국전파진흥원은 2008년 11월 비전을‘미래
융합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리더’로 정한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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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는 뛰어난 사고 대응 능력을 보이는 한

융합시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2009년

편, 세계 최다 전자서명 이용환경 및 OECD 수준

1월 조직개편을 단행, 전파방송정책연구실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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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연구실로, 산업지원단을 방송통신산업진흥실

이션 리더로서 전파방송통신 정책 연구와 전파

로, 경영기획혁신실을 기획조정실로 각각 명칭을

이용 기반 강화, 전파방송통신 산업 지원과 방송

변경하고, 특히 전파 미디어 사업을 담당할 전파

콘텐츠 제작 지원, 오픈미디어 사회 구현, 전파방

미디어사업단을 신설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고객만족 경영 구현에 주

또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던 IT인재개발교육원을

력하고 있다.

특
집

1
편

자체 사업 조직으로 편입하고, 그 동안 방송통신
위원회가 운영해 오던 시청자미디어센터(부산, 광
주)를 1월부터 위탁 운영에 들어가고, 각 지사는

지역본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1) 전파방송통신 전문 싱크탱크 구축

한국전파진흥원 발족 이후 전파방송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전파방송정책연구실은

2006년 7월 21일 무선국관리사업단에서 한국

2009년 1월 정책연구실로 명칭 변경과 함께 전파

전파진흥원으로 새로 발족된 이후 새로운 기능과

방송통신 전문 싱크탱크로 거듭나고 있다. 주요

역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재 3실, 2단, 1원의

추진 업무는 주파수 자원 이용 촉진 기반 마련, 디

조직을 갖추고, 약 28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털방송 환경 정책 연구, 전파방송 가치창출 극
대화 정책 개발, 전파방송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주파수 자원 이용 촉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전파진흥원은 미래 융합사회의 커뮤니케

편

3
편

4
편

개발 등이다.

2. 사업 추진 현황

2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파수 이용 현황 조사·분

5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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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KORPA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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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체계를 마련하

안테나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 대 국민 정보 제공을 통해 편익을 증진하는 데

안테나 측정 지원업무를 하고, 안테나 표준체계

주력하고 있다. 디지털방송 환경 정책 연구와 관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련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방송 전환사업

으로 취약한 국내 중소 모바일 업체의 경쟁력 제

의 성공을 위해 관련 자료를 발굴해 이를 지원하

고를 위해 모바일 필드 테스트(MFT) 금천센터의

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전파자원의 효

운영과 기술 컨설팅, 구미센터의 기술 컨설팅 등

율적 이용과 전파방송 분야 국제표준화에서 주도

을 지원하고 있다.

권을 확보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협력
증진에도 주력하고 있다.

2008년부터 새로 시작한 방송 콘텐츠 제작 지
원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경쟁력을 갖춘 방송 콘
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또 2009

(2) 전파 이용 기반 강화

년부터 시청자미디어센터(부산, 광주)의 위탁 운영

유비쿼터스 사회를 맞아 모든 국민들이 전파

을 계기로 오픈 미디어 사회 구현에도 주력한다.

를 안전하고 최적화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

이를 위해 시민 미디어 교육과 영상 제작 지원, 소

록 한다. 무선국 검사를 통해 불량 유해전파를 차

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지역 참여와 수요 반영,

단함으로써 모든 전파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편리

지역방송 매체 공익성 구현 등에 앞장서고 있다.

하게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국가 주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방송교육 프로그램을

요 통신망을 보호한다. 원활한 무선국 운용을 위

제공함으로써 방송통신 융합 강국 구현에 앞장서

해 무선국 운용 자격자를 배출함으로써 국민들의

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전파 이용 증진에도 주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4) 전파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주파수의 유해 논란과 관련, 생활 주변에 설치된

IT인재개발교육원은 그 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고출력 무선설비에 대해 전자파 측정강도를 주기

바탕으로 전파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

적으로 측정, 결과를 직접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고 있다. 특히 융합 강국 구현을 위해 전파방송통

있다.

신 분야에서 기업체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무선 종사자 자격검정 업무 이외에 2010년부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터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기

교육과정을 보면, 방송영상 전문교육과 디지

사 등 방송통신 분야 12개 종목에 대해서도 한국

털 케이블 기술교육을 통해 방송 분야에서 필요

전파진흥원이 검정업무를 위탁 시행할 계획이다.

한 인재를 양성한다. 전파방송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

(3) 전파방송통신 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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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을 초청, 국제전파방송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지원하고 고용창출을 선도

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용

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파의 기초인

이하게 하고, 글로벌 IT 리더로서 국제 정보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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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에도 기여함은 물론, 국제기구 및 국가 간 우

3. 주소 및 연락처

특
집

호협력체계 구축에도 일조하고 있다.
또 방통융합 서비스 기술교육과 국내 전파방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송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산업체에서 필요한 수

전화 : 02-2142-2114

요를 충족하기 위해 단기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

홈페이지 : www.korpa.or.kr

1
편

고,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특별 양성과정도 개설
되어 특성화·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고 있다.
(5) 고객만족 경영

VI.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2
편

3

1. 일반현황

전파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은 공공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사회공헌 활동도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법 제66조에 의거,

적극 벌이고 있다. 기본 업무에서 관련 업계 지원

지난 1990년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1990년

업무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

10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전파산업진흥협회로 설

제고에 힘쓰는 한편, 농촌마을을 살리기 위해 자

립되었다가, 1992년 8월 17일 전파법 제66조에

매결연한 경기도 양평 가루매마을과도 지속적인

따라 특수법인 한국전파진흥협회로 새롭게 발족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때

했다. 1997년 7월 7일에는 부설 형식등록지정시

에는 다른 기관보다 앞장서 기름 제거 활동을 벌

험소(무선기기)가 설립되었다.

4
편

5
편

였고, 충청지사(충청지역본부)는 수차례의 기름 제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전파환

거 활동은 물론, 지역 어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경의 변화에 대처하며, 전파 관련 업체의 상호협

자 어선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면제해 주었다.

력과 유대 강화, 전파산업의 국제화 및 전파 이용

본사는 인근 4군데 불우시설에 대한 지원을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전파 이용 기술의 건전한

꾸준히 하고, 격주로 노인복지시설을 직원들이

육성·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전파 진흥을 위한 발

점심때 방문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전파진흥원은 고객감동 경영을 위해 고객

사업목표는 회원사의 사업 발전과 산·학·

이 원하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연·관의 협력 증진을 통한 국내 전파·방송산업

나 달려가 봉사하는 현장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

체의 경쟁력 제고이다. 이를 위해 산·관의 공동

시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

관심 사업 수행으로 협회의 재정 강화와 회원사

기 위해 전파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전파 마인드

의 사업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사의 전파 관련 애

확산 사업도 벌이고 있다.

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회원사에 대한 정보·
자료 제공 사업을 확대·강화하며, 전파 관련 제
도의 개선에 힘쓰는 한편, 조사·연구 사업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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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를 꾀한다. 또한 전파 진흥 사업을 강화하고,

증원 운영 등이다.

형식등록지정시험소의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를

산업체 지원 사업은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추

강화하며, 회원사의 권익과 이익 증진 및 전파산

고 있다. 전시회 및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는 방식

업 발전과 대외경쟁력 제고에 노력한다.

이다. 지상파 DMB 서비스 시작과 활성화 정책에

회원사 지원사업으로는 회원사의 애로·건의

따라 DMB에 대한 인지도를 확대시키기 위해 국

사항을 정부에 건의, 회원사 직원에 대한 교육, 각

제적인 DMB 홍보관, 심포지엄 등을 추진하고 지

종 세미나 개최, 각 분야별 산·학·연·관의 전문

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DMB 방송 서비스를 선

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와 기술기준, 사업 활성

보임으로써 국내 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화 등 주요 사안을 검토한 후 대안을 제시하고, 국

하고 있다. 국내 DMB를 해외에 전략적으로 홍보

제전기통신연합(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하기 위해 미주지역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Union) 등의 국제기관과 주요 국가의 산업정책 동

함으로써 DMB 방송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 제공

향, 국내외 신기술과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

및 수출 극대화를 실현하려고 한다.

으로써 회원사의 사업 발전과 이익을 도모한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회원사의 해외 정보통신
전문 전시회 참관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기술 동향 파악 및 향후 해외 마케팅 활용 방안 수

2. 사업 추진 현황

립 등 해외 정보 수집의 기회도 제공한다. 뿐만 아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주요 사업은 산업체 지

니라 국제표준화기구(ETSI, ITU) 및 해외 주요국

원, 전파방송 정책 지원, EMC 기술 지원, 시험인

VIP(World DAB 포럼, 멕시코 등)를 초청하여 국내

<그림 6> | RAPA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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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정책, 방송 현황 및 단말기 시장 전망 외 세

대한 지역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망라한다.

계 주요 국가별 정책 및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현

이외에도 국내외 EMC 관련 신기술과 산업 동

황 등을 발표하고, DMB 방송 서비스를 선보임으

향 제공 및 산업체 애로사항의 실시간 지원을 위

로써 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해 효율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EMC 기

전파방송 정책 지원사업은 전파 이용 활성화

술 및 시장정보 조사·분석을 통해 국내 관련 산

를 위한 주파수 자원 이용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업체의 사업 활성화 및 국내외 시장 진출 방안도

국내외 주파수 이용 정책 및 산업 동향에 대한 조

모색한다.

3.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0-4

인 현황을 매월 조사해 통계자료화해 산업체 및

전화 : 02-317-6000

정부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국내

홈페이지 : www.rapa.or.kr

전파방송산업 통계 및 시장 동향 조사 등을 통해

ⅥI.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

미래지향적 정책 과제를 선정해 국내외 전파방송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적 정책적 아이디

3
편

4
편

정부의 정책 입안과 국내기업의 장단기 전략 수
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전파방송 관련

편

편

Life) 실현에 기여한다.

국내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에 대한 전반적

1
2

사·분석과 주파수 수요 상설창구를 통한 산업체
필요 주파수를 지원해 보다 편리한 u라이프(u-

특
집

5
편

1. 일반현황

어 제시, 난시청 해소 등 조기에 디지털방송 수신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디지털방송을 시

기반해 정보통신 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

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청자들에게 체계

다. 1995년에 정보통신 분야의 국가표준을 한국

적으로 홍보해 디지털방송 서비스 보급 확대 및

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담당하도록 하고, 전산

산업 활성화 도모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업무

망 분야의 단체표준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담

이다.

당하도록 하는 기본계획이 확립되었다.

EMC 기술 지원은 EMC 관련 기술 애로사항에

이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정보 시스템의 상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

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실용성 및 국제화

술 지원, 전문연구실 운영 등 국내 EMC 분야의

를 강화하고, 공공 부문의 표준화 정책을 지원하

경쟁력 확보 기반 조성, 산업체 설계인력 교육 프

였다. 또한 웹서비스 시범사업(2005~2007) 등의 표

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교육수요 파악,

준화 사업을 통해 IT 서비스의 융합을 촉진하고

EMI/EMC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로 설명한 교재 개발, EMC 설계 및 대책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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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운용성 프레임워크, 범정부 서비스 버스 등을

2. 주요 사업 현황

개발·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은 상
정부통합전산센터, GIS/ITS 등 국가 인프라에

호운용성 및 기민성, 프로세스 가시성 등을 확보

필요한 표준 개발 및 적용을 통해 표준 실용성을

해 환경변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

높였으며, u코리아 구현 및 서비스 기반 정보화

록 정보자원을 독립적이고 재사용 가능한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핵심 응용기술인 웹서비스, 차

로 재구성해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확

세대 웹기술,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Service

보하였다.

Oriented Architecture) 기반 표준 개발 및 적용을 추

UN의 전자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정부
발전 단계의 최상위인 연결(Connected) 단계로 진

진하였다.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는 향후 IT 환경을 주도

입하려면 수직적·수평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

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

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운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 또한 변화하는 정보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

백본이 확립되어야 한다. 공공이 보유한 정보, 업

기 위한 비즈니스 신속성을 높이고, 기관 내부의

무, HW, SW, 네트워크, 시설, 인력 등의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유연하게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자원들이 서로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상호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한

운용성을 확립하기 위해 현재‘공유 서비스 활성

국정보사회진흥원은 2007년부터 서비스 지향 아

화 및 공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

키텍처 공통 기반에 대한 표준화 연구를 수행해

하고 있다. 2009년 3월까지 추진되는 공유 전략계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참조모델, 공공 서비스 상

획 수립이 완료되면 공공자원을 서비스 지향 아

<그림 7> | NIA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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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텍처에 기반해 공유할 수 있는 기반구조의 설

를 등록·저장·검색·활용하는 주요 기능으로

계와 효용성 높은 공유 서비스의 개발 로드맵이

구성된다. 이 공유 인프라를 통해 공공 부문의 공

확보될 예정이다.

유 서비스 유통은 물론, 민간 부문의 유통 일부를

또한 이러한 공유 서비스가 원활하게 유통되
기 위해 공유 인프라로서 국가 공유 서비스 등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및 시스템을 구축해 범국가
유통 인프라를 지향한다.

특
집

1
편

저장소를‘전자정부 표준 공통 서비스 및 개발 프

이는 공공 부문의 자원 공유뿐만 아니라, 민간

레임워크 구축사업’의 일한으로 추진 중이다. 국

의 공유 문화 확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가 공유 서비스 등록저장소는 수많은 기관 및 개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의 민간자원 활용

인으로부터 발생되는 공유 서비스를 손쉽게 발견

및 민간의 공공자원 활용 등 새로운 형태의 공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일련의 체계 및 시스템으로

공·민간 간의 상호협력적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정의되며,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에 입각한 웹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편

3
편

비스 기술은 국제표준 등에 기반해 공유 서비스

4
편

5
편

부
록

<그림 8> | 공유의 비전과 실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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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 방향

4. 주소 및 연락처

2009년 3월 공유 전략계획이 일차적으로 수립

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77

되면 개발 로드맵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공공이

전화 : 02-2131-0114

보유한 정보, 업무, HW, SW, 네트워크, 시설, 인

홈페이지 : www.nia.or.kr

력 등의 다양한 자원들을 공유 서비스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한 기반구조로서 국가 공
유 서비스 등록저장소를 개발·운영해 범국가적
으로 서비스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을 지원할 계
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조

제

2절

국내 민간
표준화포럼

해 공유 서비스의 기술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Ⅰ. 개 요

것이다.
국가자원의 공유를 통해 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의 벽을 허물어 전자정부 최고 목표 단계인‘통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체의 시장점유

합 연결’을 달성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율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중심의 표준화를

전자정부 구현에 일조하고자 한다.

추진하는 포럼·컨소시엄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관련 산업의 진흥과

<그림 9> | 2008년도 분야별 IT 표준화 전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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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술 분야의 시장 선점을 위해 100여 개 포

응체 역할을 수행

럼·컨소시엄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자국 시

설립 연월 : 2000. 3. 17

장의 보호수단으로 포럼을 활용한다. 이에 국내에

조직도 : <그림 10> 참조

서도 세계 주요 포럼·컨소시엄에 전략적 대응 및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국내 민간 표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략

- 서비스 전이(Transition) 분과 : IPv6 응용과

포럼을 2000년부터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2008년에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내외 정보

특
집

환에 관한 연구
- 네트워크 전개(Deployment) 분과 : IPv6 네

럼 선정에 이어 하반기에‘IT 표준화 전략포럼 2

트워크의 효율적 도입을 통한 활성화 및

차 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5개 포럼이 추가

상용화 촉진

선정되어 총 43개의 분야별 전략포럼이 구성되었

- IPv6 주소정책(Address Policy) 분과 : 국내

다. 2008년에 신규로 선정된 포럼을 살펴보면, 이

의 효율적인 IPv6 주소관리를 위한 정책

동통신 분야에는 피코캐스트포럼, 펨토셀포럼,

마련

미디어독립핸드오버포럼 및 자기장통신포럼이

- IOP 분과 : 국내 IPv6 제품 및 서비스에 대

다. IT 융합기술 분야에는 u헬스포럼, 고령친화형

한 시험 지원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 간의

IT 표준화 전략포럼, ICT·환경 융합 표준화포럼,

상호운용성 확보 및 품질 개선 등

그리고 RFID 분야에는 RFID 확산 표준화포럼 및

- 서비스 인프라(Infra) 분과 : IPv6 기반의 라

객체식별자 확산포럼(Object IDentifier) 등이 있었

우팅 프로토콜 기술 지원 및 연구, IPv6 서

다. 또한 모바일광고기술포럼, 디지털아이디관리

비스 활성화를 위한 핵심 서비스 기술 지

포럼 오픈사이버협업(Open Cyber Collaboration) 포

원 및 연구

선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였다.

- 시큐리티(Security) 분과 : IPv6 보안 이슈
분석 및 기술적 요구사항 파악
- 모빌리티(Mobility) 분과 : IPv6 기반의 이동
성 관리기술 지원 및 연구

Ⅱ. 2008년도 IT 표준화 전략포럼별
주요 활동

2008년 주요 활동
- IPv6포럼코리아 운영 : 정기회의 및 비정
기 운영위원회 개최 45회 등

1. 인터넷 분야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IETF, ITU-T 등 다
수의 기고서를 제출했으며, 특히 IETF

(1) IPv6포럼코리아

편

서비스 모델 연구 및 IPv4 기반의 응용 전

통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고자 상반기 38개 전략포

럼 등 총 12개의 포럼이 저마다 각 분야의 표준화

1

RFC 2건을 제정하였음

연구 목표 : 국내 IPv6 도입 및 IPv6 시장 활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이니셜 드래

성화 주도는 물론, 국제 IPv6포럼의 국내 대

프트 레커멘데이션(Initial Draft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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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IPv6포럼코리아 조직도

이메일 : ipv6-sec@ipv6.or.kr

Y.ipv6-cvmh
- IPv6 관련 국내표준화 추진 : IPv6 기반
IP-USN의 보안 고려사항 등 포럼표준안
도출

(2) 인터넷텔레포니(VoIP)포럼

연구 목표 : 인터넷을 통한 전화 서비스와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인터넷 팩스, 웹콜, 통합 메시지 처리 등 향

- 대전 유성구 가정동 161 한국전자통신연

상된 인터넷 텔레포니 서비스 기술(Voice

구원 차세대인터넷표준연구팀
- 전화 : 042-860-1080, 팩스 : 042-861-5404,

over IP) 개발 및 표준화 추진

설립 연월 : 2000. 3. 17

<그림 11> | 인터넷텔레포니(VoIP)포럼 조직도

214

2008 정보통신표준화백서

국가표준화 정책 | 제 2 편

조직도 : <그림 11> 참조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 대전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ETRI 표준연

- 서비스 연동 분과 : 인터넷전화, 영상전화,
영상회의 등의 각종 VoIP/MoIP 서비스 사
업자 연동 표준기술 연구 및 표준안 개발

특
집

구센터
- 전화 : 042-860-1024, 팩스 : 042-861-5404,
이메일 : sec@voip-forum.or.kr

1
편

- 모바일·와이어리스(Mobile/Wireless) VoIP
분과 : 무선 및 이동망 환경에서 사용될

(3) 인터넷식별자포럼(옛 URI표준화포럼)

VoIP/MoIP 표준기술 연구 및 표준안 개발

연구 목표 : 산학연 전문가들의 활동을 적극

- VoIP 응용 및 서비스 분과 : 인터넷전화

지원하고, 표준기술 개발을 장려해 차세대

단말, 게이트웨이, 영상전화, 영상회의,

인터넷 식별자 관련 국내외 표준화 선도 기

메시징, 프레즌스 응용 및 서비스 표준기

반 구축 및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국내 포럼

술 연구, 표준안 개발

표준 제정뿐만 아니라, 관련 포럼표준을 단

- VoIP 보안 분과 : VoIP/MoIP 장비 및 서비
스 보안 표준기술 연구 및 표준안 개발
- VoIP 시험 분과 : VoIP/MoIP 단말, 게이트

체표준으로 제안하는 등 이용 활성화 기반
을 마련

조직도 : <그림 12> 참조

발 및 상호운용성 시험 활동 수행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 차세대 식별자 WG : 애플리케이션 다국

- 인터넷텔레포니(VoIP)포럼 운영 : 회의 개
최 10회, 세미나·워크숍 개최 2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ITU-T 기고서 7건
제출

편

3
편

4
편

설립 연월 : 2001. 7. 25

웨이, 서버, 응용제품의 연동 시험규격 개

2008년 주요 활동

2

5
편

어 도메인 표준화를 추진하고, ENUM,
XRI, HIP OpenID 등의 기술적 내용 분석
및 차세대 식별자 국내 적용 방안 및 표준
화 방안 모색

<그림 12> | 인터넷식별자포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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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 도출

- DNS WG : 안정적인 .kr DNS 운영을 위한
최신 기술 분석 및 DNSSEC 시범 도메인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등록 구성 가이드라인 관련 표준 개발

-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21-11 KTF 빌딩
3F 한국인터넷진흥원

- IP WG : IP 주소관리 표준화를 추진하고,

- 전화 : 02-2186-4500, 팩스 : 02-2186-4494,

멤버 사이트 인증체계 구현 방향 논의 및

이메일 : ssw@nic.or.kr

IP 관리팀 웹서비스 통합 및 고도화 관련
의견수렴

(4) 통합번호체계 표준포럼

2008년 주요 활동
- 인터넷식별자포럼 운영 : 회의 개최 16회,

연구 목표 : IP 기반 통합망의 도래로 인한

세미나·워크숍 개최 3회 등

번호체계 기술의 진화 과정을 연구하고 이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IETF, ITU-T 등

를 지원하는 표준을 개발하며, 번호이동성

다수의 기고서 제출·특히 IETF RFC 1건

기술의 확장, 진화된 번호자원 관리 프레임

제정

워크의 개발, All IP 통신망에 적용할 통합번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Operational

호제도 관련 정책 수립, 기타 통합망의 번호

Requirements for ENUM-Based Softswitch

번역기술 적용 방안을 연구

Use

설립 연월 : 2007. 11. 29
조직도 : <그림 13> 참조

- 국내표준화 추진 : 국내 DNSSEC 시범도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메인 등록 및 네임서버 구축 지침 등 포럼

표준화업무
의장 / 부의장 / 감사

운영위원회
(포럼 운영)

행정사무국(OSIA)

운영사무국(ETRI)

(행사 및 회계 지원)

(국제표준화 지원)

(실무) 기획위원회
(서비스 시나리오 임시 작업반)

진화프레임워크 (예정)

상호접속연동분과 (예정)

번호번역체계분과 (예정)

통합식별자 및 인증기술분과
Korea SIG

Liberty Alliance
<그림 13> | 통합번호체계 표준포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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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프레임워크 분과 : ITU-T SG2 기반
번호체계 진화 프레임워크 연구 및 표준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6-6 한림빌딩 5층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 전화 : 02-562-7041~7042,

개발
- 상호접속 연동 분과 : TISPAN 상호접속

이메일 : sec@osia.or.kr

1

시의 번호 번역기술 및 표준 개발
- 번호 번역체계 분과 : 3GPP 및 TISPAN 기
반 NGN 번호 번역

편

(5) 무선인터넷 표준화포럼

연구 목표 : 무선인터넷 관련 국내표준 개발

- 통합식별자 인증기술 분과 : ITU-T SG11

및 표준화 기구나 포럼에 공동 대응

을 중심으로 번호체계 진화를 지원하는

설립 연월 : 2001. 5. 24

신호 방식 기술을 개발

조직도 : <그림 14> 참조

2008년 주요 활동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 통합번호체계 표준포럼 운영 : 회의 개최

- 모바일 플랫폼 분과 : 위피(WIPI) 규격 개

10회, 세미나·워크숍 개최 5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ITU-T, TISPAN 등
다수의 기고서 제출

발(버전 업그레이드) 및 기술 공유, 전파
- 응용 서비스 분과 : 멀티미디어 처리, 스트
리밍 서비스, 파일 포맷 기술 표준화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A New

2008년 주요 활동

WTSA resolution related to Future of

- 무선인터넷 표준화포럼 운영 : 회의 개최

Numbering

51회, 세미나·워크숍 개최 8회 등

- 국내표준화 활동 추진 : IP 기반망 번호체
계 진화 프레임워크 등 다수의 포럼표준
안 개발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특
집

2
편

3
편

4
편

5
편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3GPP, OMA 등
50건 기고서 제출
- 국내표준화 추진 : 모바일 표준 플랫폼 3.0
등 포럼 표준안 도출 13건

<그림 14> | 무선인터넷 표준화포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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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 전자상거래 표준화 통합포럼 조직도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 LG 트윈텔 2차
1109호
- 전화 : 02-3452-8905,
이메일 : wipitheway@gmail.com

- 전자 카탈로그 TC : 전자 카탈로그를 구성
하는 식별, 분류, 속성, 온톨로지, 운영 프
로세스 등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를 통해
전자 카탈로그 구축과 연계에 필요한 기
본적인 표준 프레임을 제공
- 전자거래 기반기술 TC : 전자거래 프레임

2. 전자상거래, 정보보호 및 업무정보화 분야

워크, 등록저장소, 보안인증, 메시징, 기
업통합 등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를 통해

(1) 전자상거래 표준화 통합포럼

연구 목표 : 민간 주도로 전자상거래 표준화

- 전자문서 TC : 전자문서 관련 표준 개발

및 관련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표준화

- 제품모델 TC : 제품모델 표준의 현장 적

활동에 대한 상호 의견 제시 및 총괄 조정을

용과 테스트 랠리를 추진하고 STEP,

통해 전자상거래 국가경쟁력을 증진

PLIB, PLCS 표준화 및 비즈니스 영역, 적

설립 연월 : 2000. 6. 28

용 범위, 용도, 정보 분석

조직도 : <그림 15> 참조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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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금융결제 TC : e페이먼트(e-payment),
e파이낸스(e-finance), IC카드, e트레이드(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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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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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2
편
<그림 16> | 바이오인식포럼 조직도

Trade) 관련 국내표준 제정 등

3

설립 연월 : 2001. 2. 2

편

2008년 주요 활동

조직도 : <그림 16> 참조

- 전자상거래 표준화 통합포럼 운영 : 회의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개최 23회, 세미나·워크숍 개최 6회 등

- 산업진흥 분과 : 바이오인식 산업 활성화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ISO TC184 등 1건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시장 분석 및

기고서가 CD(Committee Document)로 제정
되어 진행 중
- 국내표준화 추진 : 전자업종의 전자문서
교환표준(견적·주문 프로세스) 등 다수의 포
럼표준안 도출

홍보 활동
- 정보보호 분과 : ITU-T, ISO/IEC JTC1
SC27(정보보호)에서 바이오인식 기술 관련

- 아시아 대응 분과 : 아시아 바이오인식 컨
소시엄(ABC)을 통한 아시아 사실표준 기

-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7-3 성우빌딩 2층

술 선도

- 전화 : 02-2040-1166-8, 팩스 : 02-20401102, 이메일 : ghlee@ecif.or.kr

- 대외협력 분과 : 국내 정부(공공)기관 기술
자문 및 국내외 관련 기관 협력 대응
- 국제표준화 분과 : ISO/IEC JTC1, SC37에
서 바이오인식 기술 관련 국제표준화 분

(2) 바이오인식포럼(옛 생체인식포럼)

석 및 대응

연구 목표 : 국내 바이오인식 분야의 산학연

2008년 주요 활동

관 협력을 통해 기술교류를 강화하고 시장

- 바이오인식포럼 운영 : 회의 개최 8회, 세

활성화에 기여하며, 바이오인식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적·제도적 문제점을 연구하고
국내표준 제정 활동 수행 및 지원

편

5
편

국제표준화 활동 및 국내 대응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전자거래협회

4

미나·워크숍 개최 2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ISO/IEC JTC1
SC37 등 다수의 기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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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 디지털 아이디관리 포럼 조직도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Proposal

술의 이용 및 국내 산업 활성화 장려, 국내

for a New Work Item on Biometric Data

개인정보 보호 제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

Interchange Formats. ISO/IEC 19794

설립 연월 : 2008. 8. 26

Part x : Signature Sound Verification

조직도 : <그림 17> 참조

- 국내표준화 추진 : 얼굴인식을 위한 영상
획득장치의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다수의 포럼표준안 도출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한국

2008년 주요 활동
- 디지털 아이디관리 포럼 운영 : 회의 개최
13회, 세미나·워크숍 개최 1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CJK, ITU-T 등 다
수의 기고서 제출

정보보호진흥원 8층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Proposal

- 전화 : 02-405-5597,

of a new work item on security

이메일 : yjkim412@kisa.or.kr

guidelines for identity management
systems

(3) 디지털 아이디관리 포럼

연구 목표 :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사용자,

지 형식 등 다수의 포럼표준안 도출

네트워크 및 응용 레벨에서 디지털 ID가 증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가함에 따라 디지털 ID관리를 위한 안전한

- 서울 송파구 가락동 78번지 IT벤처타워

ID관리 기술 개발 및 포럼표준을 제정하고,
포럼 내 디지털 ID관리 기술 개발, 표준화 대
책 및 정책 대안을 마련해 안전한 ID관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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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9층 정보보호산업협회
- 전화 : 02-214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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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 차세대방송표준포럼 조직도

3
3. 방송 및 멀티미디어 분야

편

Media) 기술표준화 추진

2008년 주요 활동
(1) 차세대방송표준포럼

연구 목표 : DMB, 개인맞춤형 방송, 3DTV,
방송 콘텐츠 관련 국내외 기술표준화 활동

- 차세대방송표준포럼 운영 : 회의 개최 101
회, 세미나·워크숍 개최 3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JTC1 SC29, JVT

설립 연월 : 2000. 5. 16

등 다수의 기고서 제출. 특히 MPEG 회의

조직도 : <그림 18> 참조

에서 스테레오스코픽 관련 기고서가 FDIS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로 채택

- DMB 분과 : MAF for DMB 표준 개발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Updated

(MPEG포럼과 공동), 3D DMB 표준 개발, 지

WD 23000-11 for Stereoscopic Video

상파 DMB BWS/SS 시험표준 개발, DMB

Application Format 등

BIFS 시험표준 개발, TPEG 시험표준 개
발, DMB 메타데이터 표준 개발
- 개인맞춤형 TV 분과: 개인맞춤형 방송 국
내표준안 도출 및 정합표준 도출, 국제표
준 활동 지원
- 방송 콘텐츠 보호관리 분과 : DTV 방송 콘
텐츠 저작권 보호관리 기술 표준화 작업
- 3DTV 분과: 스테레오스코픽 콘텐츠 파일
포맷 표준화

- 국내표준화 추진 :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
디어 방송(DMB) MOT 스테레오스코픽 슬
라이드 쇼 서비스 등 다수의 포럼표준안
도출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
회관 본관 610호 한국방송공학회
- 전화 : 02-568-3556, 팩스 : 02-568-3557,
이메일 : jjunme@dreamwiz.com

- MCM 분과 : MCM (Mobile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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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PEG포럼

공동 대응 방안 수립

연구 목표 : MPEG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우

- 비디오II 위원회 분과 : 3D 비디오, MVC

리나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필

관련 동향 분석 및 표준화 공동 대응 방안

요한 기술적 사항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논의

수립

및 의견 조정을 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

- DMB 조인트 태스크포스(Joint Task Force) :

방향을 설정

DMB AF 관련 동향 분석 및 표준화 공동

설립 연월 : 2000. 7. 20

대응 방안 수립

조직도 : <그림 19> 참조

2008년 주요 활동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 MPEG포럼 운영 : 회의 개최 5회, 세미

- 산업위원회 분과 : MPEG 산업·지적재산
권 관련 동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및

나·워크숍 개최 5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ISO/IEC JTC1
SC29의 국가법인(National Body) 역할 수행,

MPEG 기술 산업화 논의
- 오디오 위원회 분과 : MPEG 오디오 관련
동향 분석 및 표준화 공동 대응 방안 수립

특히 14건의 기고서가 ISO/IEC 국제표준
으로 반영됨

- 시스템 위원회 분과 : MPEG 시스템 관련

- 국내표준화 추진 : Information technology-

동향 분석 및 표준화 공동 대응 방안 수립

Multimedia Middleware-Part 7: System

- 비디오I 위원회 분과 : MPEG 1/2/4,

integrity management 등 다수의 국가표

VCEG, UHDTV 관련 동향 분석 및 표준화

준(KS) 도출

<그림 19> | MPEG포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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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2008년 주요 활동

- 대전 유성구 화암동 58-4번지 ICU 공학부

- 한국디지털케이블포럼 운영 : 회의 개최

특
집

11회, 세미나·워크숍 개최 4회 등

1호관
- 전화 : 042-866-6137, 팩스 : 042-866-6245,
이메일 : mkim@icu.ac.kr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케이블랩스
(Cablelabs) 등 다수의 기고서 제출

1
편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Final
(3) 한국디지털케이블포럼

Submission to CableLabs Standards

연구 목표 : 디지털 케이블 관련 국내표준
적용 연구 및 표준을 개발하며, 관련 기술
교육을 통한 신규 전문가 육성 등의 활동을

Version D01 TS Editorial Update
- 국내표준화 추진 :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개정 작업 추진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설립 연월 : 2003. 7. 30

-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블록 C-3지역
DMS빌딩 8층
- 전화 : 02-300-3498, 팩스 : 02-300-3499,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 기술분과 : 케이블 BcN 네트워크, HD급

이메일 : master@kdcf.or.kr

셋톱박스에서 디지털 정합 방식, 케이블
백본 네트워크 기반 홈네트워크 아키텍

연구 목표 : ITU-T SG13, SG16, SG11, SG9

화 관련 사항 검토

등 IPTV 관련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국내 의

관한 최신 기술정책 조사 등 제안
- 사업분과 : 디지털 케이블방송 기술 강좌
및 기타 포럼사업 계획 및 집행

편

4
편

5

(4) IPTV포럼코리아

처, 닥시스(DOCSIS) 3.0 구조 분석 및 표준

- 정책분과 : 케이블방송의 기술정책 등에

편

3

추진

조직도 : <그림 20> 참조

2

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논의와 의견 조정을 하
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 방향을 설정
설립 연월 : 2006. 6. 22

<그림 20> | 한국디지털케이블포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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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IPTV포럼코리아 조직도

조직도 : <그림 21> 참조

업체의 특성, 기술적 사항, 공동 협력 방향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을 설정하고, IPR 대응을 위한 공동 협력

- IPTV 네트워크 및 QoS 분과 : IPTV를 위

- 제도 및 규정(Regulationg) 분과 : 국내 IPTV

한 네트워킹, 제어, 신호 및 멀티캐스트 기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인 기본 틀 협의, 국

술표준화 추진

내 IPTV 산업 활성화 방안 협의, IPTV를

- IPTV 서비스 분과 : 서비스 구조와 시나리
오·요구사항 등을 분석하고, IPTV 서비

향 협의

스 요구사항(Requirements) 및 구조와 시나

2008년 주요 활동

리오를 국내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방

- IPTV포럼코리아 운영 : 회의 개최 14회,

향 설정, 산업체의 방향 조정 등
- STB 및 코딩(Coding) 분과 : STB의 주요 기

세미나·워크숍 개최 8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ITU-T 등 다수의

능, 서비스 수용 특성, 국내 서비스의 역

기고서 제출

할, 비디오 및 관련 인코딩의 적용 방향,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Proposed

관련 지적재산권 협의 등

new work item for IPTV service in

- 미들웨어 플랫폼 분과 : 서비스 전개
(Deployment)를 위한 주요 국내 산업의 방

향과 공동 협력사항 토의, 서비스 호환성
에 대한 협의 및 방향 설정
- 콘텐츠 보호 및 보안(Protection & Security)
분과 : CAS, DRM의 국내 적용을 위한 산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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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표준화 추진 : IPTV 서비스 및 요구사
항 등 다수의 포럼표준안 도출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6-6 한림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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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적용·설치하기 위한 통신 인프라

- 전화 : 02-562-7041~7042,

및 건축 환경 표준화 연구

이메일 : sec@osia.or.kr

특
집

- 정보가전기기 분과 : 홈네트워크 시스템
에 포함되는 정보가전기기들 간의 상호호

4. 홈네트워크 분야

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 연구
(1) 홈네트워크포럼

1
편

- 홈서버·게이트웨이 분과 : 홈네트워크

연구 목표 : 가전사업자, 통신사업자, 건설

시스템의 중심 기기인 홈네트워크 월패드

사업자, 서비스 및 솔루션 사업자, 정부, 연

를 포함해 홈서버, 홈게이트웨이와 디바

구기관, 학계가 총망라되어 홈네트워크포럼

이스 간 통신 시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기

을 통해 지능형 홈과 디지털 홈 산업 활성화

위한 표준화 연구

및 대국민 u라이프(u-Life) 제공을 위한 공동

- 서비스 분과 : 새로운 홈네트워크 서비스

협력 및 전략적 활동을 추진

모델 개발 및 가정 내 홈네트워크 서비스

설립 연월 : 2000. 5. 16

를 전달하는 외부 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조직도 : <그림 22> 참조

서비스 콘텐츠 및 솔루션 등의 기술표준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화 연구

- 건축인증 분과 :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건

2
편

3
편

4
편

2008년 주요 활동

5
편

부
록

<그림 22> | 홈네트워크포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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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 광대역통합망(BcN)포럼 조직도

- 홈네트워크포럼 운영 : 회의 개최 9회, 세

5. 통신망 및 전송기술 분야

미나·워크숍 개최 2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아시아 홈네트워

(1) 광대역통합망(BcN)포럼

크 협의회를 통한 다수의 기고서 제출

연구 목표 : 음성, 데이터, 유선, 무선, 방송

*국 내 기 술 의 국 제 표 준 화 추 진 :

등의 통합 환경에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

Standardization Activities For Home

련을 위해 차세대 정보통신망 분야의 발전

Network

모델을 연구하고, 망 발전을 위한 관련 기술

- 국내표준화 추진 : 댁내 홈네트워크 서비

의 표준화와 정보통신망의 발전 및 관련 기

스 내에서 사용되는 제어기기에 대한 연

술 기반 확대에 기여

동규격으로 홈네트워크 월패드와 홈게이

설립 연월 : 2003. 5. 29

트웨이의 RS485 통신 인터페이스 포럼표

조직도 : <그림 23> 참조

준안 도출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금천구 가산동 뉴케슬 1001호
- 전화 : 02-2626-8670, 팩스 : 02-2626-8677,
이메일 : kklee@hna.or.kr

- 통합망 분과 : BcN 응용과 서비스 모델
및 BcN 기반의 응용 전환에 관한 연구
- 서비스 분과 : BcN 네트워크의 효율적 서
비스 도입을 통한 활성화·상용화 촉진
- 품질관리 분과 : BcN 표준적합성 시험방
법론 표준화 연구, BcN에 대한 보안기술
연구 및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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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스 분과 : 국내 BcN 요구사항 수렴
및 시험규격 작성, 단체 상호운용성 시험
행사(ION) 추진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간

- 서울 금천구 가산동 뉴케슬 1001호 한국
네트워크연구조합
- 전화 : 02-2626-8670, 팩스 : 02-2626-8677,
이메일 : foruni@krna.or.kr

상호운용성 확보
- 무선방송 분과 : 국내 BcN 무선방송의 요

- IPTV 분과 : IPTV 표준적합성 시험방법론
표준화 연구

연구 목표 : 유무선 LAN/MAN 기술의 표준
화를 주관하는 IEEE 802와 IEEE 802 연관기

- 법·제도 분과 :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 관
련 BcN 정책ㆍ지침 마련

구인 ITU-T 등 국제표준화 추진 및 산업체
주도의 국내표준 규격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 FTTH 분과 : FTTH망 고도화 연동 지원

국내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

- HFC 분과 : HFC망 고도화 연동 지원

로함

2008년 주요 활동

설립 연월 : 2000. 5. 29

- 광대역통합망(BcN)포럼 운영 : 회의 개최

조직도 : <그림 24> 참조

35회, 세미나·워크숍 개최 10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ITU-T, JTC1 MSF,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 유선 LAN/MAN 기술분과 : IEEE 802.3
WG, ITU-T SG15 액티브 프로젝트(Active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Text

Project), 40/100GE, 에너지 효율적 이더넷

- 국내표준화 추진 : NGN 전달망 사용자 프
로파일 등 다수의 포럼표준안 도출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2
편

3
편

4

3GPP 등 다수의 기고서 제출

Profile of POI Service for GMI2008

1
편

(2) 한국이더넷포럼

구사항 수렴 및 시험규격 작성

특
집

편

5
편

(Energy Efficient Ethernet), 이더넷 링 보호
(Ethernet Ring Protection) 등에 대응

- 무 선 LAN/MAN 기 술 분 과 : IEEE
802.11/.15WG 액티브 프로젝트 고 처리

<그림 24> | 한국이더넷포럼 조직도

제2장

주요 기관별 표준화 정책 227

부
록

IT STANDARDIZATION WHITE PAPER

<그림 25> | LBS포준화포럼 조직도

량(Active Project High Throughput), 웨이브

이메일 : sec@osia.or.kr

(WAVE), 메시(Mesh) WLAN/WPAN 등에 대

응 및 국내표준화 추진
- 인터네트워킹 기술분과 : IEEE 802.1 액티

연구 목표 : 위치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브 프로젝트 PBB-TE, 짧은 경로 연결

Services)에 대한 핵심기술 정보 제공, 관련

(Shortest Path Bridging), 오디오·비디오 연

표준화기구나 포럼에 공동 대응, 개방형 표

결(Bridging) 등에 대응

준규격 개발 및 제품 간 상호운용성 시험 활

- 셀룰러 이더넷 기술분과 : 잠정적으로 활
동을 중단하고 있음
- 교육표준화 분과 : 국내외 표준화 추진 총
괄 및 지원

동 수행 등을 통해 국내 LBS 관련 기술의 사
실표준화 활동 활성화, 시장 창출, LBS 관련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
설립 연월 : 2003. 1. 28

2008년 주요 활동

조직도 : <그림 25> 참조

- 한국이더넷포럼 운영 : 회의 개최 21회,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세미나·워크숍 개최 3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ITU-T, IEEE 802
등 다수의 기고서 제출
*IEEE 802 1, 3 국내 카운터파트 역할 수행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Distributed
and beacon-enabled multiple access
control for WBAN
- 국내표준화 추진 : 가상 브리지 LAN-개정
7(프로바이더 백본 브리지) 등 다수의 포럼표
준안 도출

- 응용 서비스 워킹그룹 : 국내 LBS 단말 및
응용 서비스 관련 표준(안) 개발
- 무선측위 워킹그룹 : 이동통신 기반 무선
측위 기술 표준(안) 개발
- LBS 플랫폼 워킹그룹 : 국내 LBS 플랫폼
표준 개발 및 OMA 국제표준화 대응
2008년 주요 활동
- LBS표준화포럼 운영 : 회의 개최 13회, 세
미나·워크숍 개최 3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OMA 등 다수의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기고서 제출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6-6 한림빌딩 5층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OMA-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 전화 : 02-562-7041~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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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표준화 추진 : 단말기와 위치서버 간
IP 통신 기반 위치정보 전송규격 등 다수

- 응용분과 : RFID, USN 적용 가이드라인
(ARP)을 지속적으로 마련

의 포럼표준안 개발

- 기반기획 분과 : RFID 시스템의 인증 프로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토콜 보안 요구사항 표준 등 RFID 보안기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8-2번지 동아빌라

술 표준화 추진

트 이타운 2층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내

2008년 주요 활동

- 전화 : 02-580-0532, 팩스 : 02-580-0529,
이메일 : liebejy@kait.or.kr

- USN포럼 운영 : 회의 개최 31회, 세미나·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ITU, ISO/IEC 등
국제표준화 추진

연구 목표 : USN 기반의 유비쿼터스 기술·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A new

서비스·인프라 표준모델 발굴 및 보급을 통

standardization initiative on future

해 핵심기술 선도 기반을 마련하고, USN 관

network and ubiquitous sensor network

련 국제표준화 대응 및 국내표준화 수립을

등

통해 국외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

- 국내표준화 추진 : 센서 네트워크 공통 인
터페이스 등 다수의 포럼표준안 개발

설립 연월 : 2004. 4. 30
조직도 : <그림 26> 참조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28 동산빌딩 한국

- 기술분과 : 900MHz RFID 리더 무선접속,
컨테이너 관리용 RFID 관련 국내표준화

1
편

워크숍 개최 등

(4) USN포럼(USN표준화포럼)

특
집

2
편

3
편

4
편

5
편

RFID/USN협회 내
- 전화 : 02-3474-1480, 팩스 : 02-3474-1690,

<그림 26> | USN포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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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 모바일RFID포럼 조직도

이메일 : swpark@karus.or.kr

및 인증 등을 위한 표준 개발
- 표준기획 분과 : 모바일 RFID 관련 각 분

(5) 모바일RFID포럼

연구 목표 : 모바일 RFID 관련 국내표준 개

토하고, 모바일 RFID 관련 국내표준의 국

발을 주도해 국내 모바일 RFID의 보급 및

제표준 추진 및 대외홍보 등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

2008년 주요 활동

극 참여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있는 차세대

- 모바일RFID포럼 운영 : 회의 개최 38회,

IT산업으로서 모바일 RFID 관련 산업의 육
성 및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세미나·워크숍 개최 1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JTC1 SC31 등 다

설립 연월 : 2005. 2. 3

수의 기고서 제출

조직도 : <그림 27> 참조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Security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and Privacy protection for Mobile RFID

- 단말분과 : 모바일 RFID 관련 HW 기술표

services 등

준 개발 등
- 네트워크 분과 : 모바일 RFID 관련 네트워크
기술, 코드 변환 등에 대한 기술표준 개발
- 응용 서비스 분과 : 모바일 RFID 서비스
관련 표준 및 기술보고서 개발, 서비스 모
델 발굴 등
- 정보보호 분과 : 모바일 RFID 관련 정보보
호 및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표준 개발
- 시험·인증 분과 : 모바일 RFID 장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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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표준의 상호호환성 및 연계성 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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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표준화 추진 : 모바일 RFID 리더 무선
규격 등 다수의 포럼표준안 도출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28 동산빌딩 한국
RFID/USN협회 내
- 전화 : 02-3474-1480, 팩스 : 02-3474-1690,
이메일 : moon@karus.or.kr

국가표준화 정책 | 제 2 편

(6) RFID 확산표준화포럼

법 발효에 따른 시군의 애완동물 관리를

연구 목표 : RFID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위한 RFID 활용 기술, 장비 및 관리기법

사업 추진 노하우 및 시행착오 경험의 표준

표준화

화 및 활용 극대화, RFID 도입 의무화에 따

- RFID 가축개체 식별 및 관리 분과 : 가축

른 대응 등을 위한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함

의 RFID 기반 이력 추적, 개체 식별 및 관

으로써 국내 산업 전반의 RFID 도입 확산을

리 표준화

도모하고, 국내외 RFID 관련 기술 및 표준

- RFID/IT기술 기반 DNA 활용 동물개체 식

동향 등 정보 제공·공유 등으로 국내 RFID

별기술 표준화 분과 : 개체식별 마커 및 분

응용모델 및 관련 기술 표준 활성화를 통한

석, 판정 프로토콜 표준화 등

국내외 RFID 표준화 선도

2008년 주요 활동

설립 연월 : 2008. 10. 28

- RFID 확산표준화포럼 운영 : 회의 개최 9

조직도 : <그림 28> 참조

회, 세미나·워크숍 개최 1회 등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 국내표준화 추진 : RFID 도입 가이드라인

- RFID 기반 애완동물 관리 분과 : 동물보호

등 다수의 포럼표준안 도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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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 RFID 확산표준화포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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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 OID포럼 조직도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2008년 주요 활동

-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7-3 성우빌딩 2층

- OID포럼 운영 : 회의 개최 8회, 세미나·

전자거래협회 내
- 전화 : 02-2040-1166-8, 팩스 : 02-20401102, 이메일 : ghlee@ecif.or.kr

워크숍 개최 1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OID 관련 국제표
준화기구 및 표준화 활동 동향 조사
- 국내표준화 추진 : 전자서명 인증체계

(7) OID포럼

OID 규격 등 다수의 포럼표준안 도출

연구 목표 : OID 관련 동향 분석 및 국내 대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응 방안 마련을 위해 OID 관련 전문가들의

-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21-11 KTF 빌딩

국제표준기구 참여 활동을 지원 및 장려하
여 국내외 OID 관련 표준화를 추진. 또 국

3F 한국인터넷진흥원 OID포럼
- 전화 : 02-2186-4500, 팩스 : 02-2186-4494

내에 할당된 OID 사용 및 적용 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국외 현황을 조사·비교·분석해
국내 확대 적용 방안을 마련

연구 목표 : 차세대 이동통신 요소기술 개

설립 연월 : 2008. 10. 28

발, 표준화, 국제적 협력을 위한 계획 및 전

조직도 : <그림 29> 참조

략 수립,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서비스, 애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플리케이션, 아키텍처(Architecture) 및 주파

- 등록정책 분과 : 국제적인 OID 할당기구의

수 활용 방향 제시하고, 차세대 이동통신에

등록 절차, 목적,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
- 시스템 기술 분과 : OID를 적용하는 분야
의 시스템·네트워크 등 기술 연구
- 서비스 응용 분과 : OID를 사용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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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세대이동통신포럼

대한 연구 및 논의를 통해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
설립 연월 : 2003. 9. 29
조직도 : <그림 30> 참조

및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한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연구와 방안 수립

- 마켓 및 서비스(Market & Service) 분과 : 서

2008 정보통신표준화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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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 차세대이동통신포럼 조직도

비스 요구사항, 문서작성 및 ITU-R WP5D
대응 연구
- 시스템 및 테크놀로지(System & Technology)
분과 : ITU-R WP5D 대응 연구 및 이네이
블링(Enabling) 기술 등을 백서로 작성
- 스펙트럼 애드혹(Spectrum Ad-hoc) 그룹 :

4

포럼표준안 도출

편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리저스 빌딩 6층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서울사무소 내
- 전화 : 02-597-5061, 팩스 : 02-588-7337,

룹 :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요구사항 보완

부
록

(9) 스펙트럼공학포럼

연구 목표 : 스펙트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8년 주요 활동

각국의 스펙트럼 공학기술을 분석하고, 국

- 차세대이동통신포럼 운영 : 회의 개최 44

내 현황 및 문제점 도출, 개선 방향이 반영

회, 세미나·워크숍 개최 13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3GPP, ITU-R 등

편

이메일 : jhkim@etri.re.kr

4G 주파수 특성 및 내용 연구
- 시스템 리콰이어먼트(Requirement) 애드혹 그

5

된 스펙트럼공학 기반기술 분석 및 과학화
기법을 도출해 스펙트럼공학 및 관리정책

다수의 기고서를 제출하고, 한중일 실무

제안

회 의 를 개 최 했 으 며 , WWRF, mITF,

설립 연월 : 2005. 6. 1

FuTURE 등 해외 관련 포럼 행사 참석을

조직도 : <그림 31> 참조

통해 국가 간, 역내 간 협력을 강화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 국내표준화 추진 : 차세대 이동통신

- 기술 및 표준화 분과 : ITU, IEEE 802 등

(NGMC) 서비스 로드맵, 단말기 시스템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CR (Cognitive Radio) ,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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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 스펙트럼공학포럼 조직도

UWB(Ultra Wide Band) 관련 기술 기고서 제

T 등 다수의 기고서 제출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안 및 표준화 활동
- 기술 확산 및 산업화 분과 : 국내 신규 스
펙트럼 및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용정책 분과 : 주요국 스펙트럼 관리체

- 서울 마포구 동교 160-4 한국전파진흥협
회내
- 전화 : 02-317-6150, 팩스 : 02-317-6060,
이메일 : juno@rapa.or.kr

계 연구 및 정책 제안
2008년 주요 활동
- 스펙트럼공학포럼 운영 : 회의 개최 18회,
세미나·워크숍 개최 3회 등

(10) WPAN표준화포럼

연구 목표 : WPAN 플랫폼 및 WPAN 애플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IEEE 802.22, ITU-

리케이션 등 다양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의

<그림 32> | WPAN표준화포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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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 피코캐스트포럼 조직도

표준화를 정부 차원의 집중적 지원과 육성
설립 연월 : 2007. 10
조직도 : <그림 32> 참조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 서울 마포구 동교160-4 무선국관리 사업
단빌딩 한국전파진흥협회 내
- 전화 : 02-317-6132, 팩스 : 02-317-6060,
이메일 : goodeal@rapa.or.kr
(11) 피코캐스트포럼

준화, WIPI API 표준화, 전화 대 전화

연구 목표 : 이미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Phone to Phone) 애플리케이션(및 애플리

국가 독자적인 피코캐스트(Pico-Cast) 기술의

케이션 디바이스) 표준화 연구

응용 프로파일을 국내외적으로 표준화해 정

- 인증분과 : 표준적합성 검증(Compliance),
상호운용성 보장(Interoperability)
- 산업화분과 : 전화 대 전화, 디바이스, 액

립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
설립 연월 : 2008. 2. 11
조직도 : <그림 33> 참조

세스 포인트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적 아이템 선정 및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 기술분과 위원회 : 피코캐스트 관련 신규

2008년 주요 활동
- WPAN표준화포럼 운영 : 회의 개최 20회,
세미나·워크숍 개최 7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OMA 등 다수의
기고서 제출

기술 발굴, 기능 확장, 기술교류 활동
- 사업분과 위원회 : 피코캐스트 시장 및 규
모 조사, 공공사업 발굴 및 신규 시장 창출
을 위한 제반사항 논의
- 표준화분과 위원회 : 피코캐스트 기술의

- 국내표준화 추진 : 블루투스, 위피(WIPI),

국내외 제품 적용 확대를 위한 국내외 표

HAL, OPP API 등 다수의 포럼표준안 도출

준(ISO, IEEE) 등에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편

4
편

- 표준화분과 : WPAN 서비스, 플랫폼 표준
화 연구, 블루투스(Bluetooth) HAL API 표

3

표준안 작성 등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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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주요 활동

설립 연월 : 2008. 11. 28

- 피코캐스트포럼 운영 : 회의 개최 9회, 세

조직도 : <그림 34> 참조

미나·워크숍 개최 1회 등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JTC1 SC6 등 국제

- IEEE/WiMAX 분과 : IEEE 802.16 WG, 와

표준화 활동 추진

이맥스포럼(WiMAX forum), 와이브로(WiBro)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PHY/MAC

펨토셀 관련 표준기술 개발 및 표준 기고

Specifications Short-range Wireless Low-

추진

rate Applications in ISM Band(ISO/IEC

- ITU 분과 : ITU 펨토셀 및 FMC 관련 표준
기술 개발 및 표준 기고 추진

29157 NP 통과)

- MNI 분과 : IEEE 802.21을 포함한 모바일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82-13 대륭포스타
워 2차 614호

네트워크 인터워킹(Interworking) 관련 표준
기술 개발 및 표준 기고 추진

- 전화 : 02-2082-1264

- 3GPP/3GPP2 분과 : 3GPP 및 3GPP2 펨토
셀 관련 표준기술 개발 및 표준 기고 추진

(12) 펨토셀포럼

- 응용 비즈니스 분과 : 펨토셀 및 FMC 관련

연구 목표 : 이동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응용 서비

유무선 통합시장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방

스 발굴

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펨토셀(Femtocell) 기술

2008년 주요 활동

의 국내표준화 연구 활성화 추진을 통해 국

- 펨토셀포럼 운영 : 회의 개최 15회, 세미

내 산업계의 수요에 의한 필요 표준안을 개
발하고, 이를 국내ㆍ국제 표준으로 제안

나·워크숍 개최 1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ITU, IEEE 등 국제

<그림 34> | 펨토셀포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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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 자기장통신포럼 조직도

표준화 추진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Proposed
Revisions in Section1-5 of Y.mpls-mob 등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 대전 유성구 도룡동 4-27 대덕연구개발 특
구지원본부 창조의전당 3층
- 전화 : 042-867-9694, 팩스 : 042-867-9690

2

- 자기장통신포럼 운영 : 회의 개최 3회, 세
미나·워크숍 개최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자기장통신 관련
국제기구 동향 조사 및 회의 참가
- 국내표준화 추진 : 저주파 대역 무선 네트
워크(제1부 : 에어 인터페이스, 제2부 : 물리계층)

연구 목표 :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자기장통

3
편

4
편

포럼표준안 개발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13) 자기장통신포럼

편

- 경기 성남 분당 야탑 68 전자부품연구원 내
- 전화 : 02-6388-6661, 팩스 : 02-6388-6679

5
편

신 관련 기술 국제표준화 동향을 파악해 국
내 자기장통신 기술 관련 PHY/MAC 계층

(14) 미디어독립핸드오버포럼

포럼표준 개발

연구 목표 : MIH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설립 연월 : 2008. 10. 28

표준 제정으로 국내외 표준 및 기술을 선도

조직도 : <그림 35> 참조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표준으로 제안함.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또한 국내시장의 기술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 기술분과 : 자기장통신 기술 관련 표준안

해외 관련 업체와 연계(Alliance)해 표준화를

도출 및 기술 검증
- 표준화분과 : 국제표준화 동향 파악, 추진,
도출 및 개발
- 응용분과 : 자기장통신을 사용하는 분야
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 및 방안 수립
2008년 주요 활동

진행
설립 연월 : 2008. 10. 28
조직도 : <그림 36> 참조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 요구사항 및 정책(Requirement & Policy) WG :
표준화에 따른 기술 수요 및 정책을 결정
하고, 이에 대한 의결사항을 운영위원회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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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 미디어독립핸드오버포럼 조직도

에 상정하여 각 WG에서 기술표준화를 수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행하도록 함

-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에이스 트윈2차

- WLAN WG : WLAN 기술의 국내외 표준
화 동향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특징적 요

1202호
- 전화 : 02-2109-6641, 팩스 : 02-2109-6640

소를 탐구하여 포럼의 기술표준에 기여
- WiBro WG : WiBro 기술의 국내외 표준

6. DC 및 u인프라 소프트웨어 분야

화 동향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특징적 요
소를 탐구하여 포럼의 기술표준에 기여
- 3GPP WG : 3GPP 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특징적 요소
를 탐구하여 포럼의 기술표준에 기여

표준화포럼)

연구 목표 :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X인터넷, SBC(Software Based Communication),

- 인터오퍼러빌리티(Interoperability) WG : 각

로보틱스, 공학기술 분야의 OMG 국제표

WG의 기술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에

준 기술을 보급하고, 국내 기술 기반의 표

대한 실질적인 핸드오버(Handover)가 원활

준안을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함. 국내

하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한 검증을 수행

SW 표준기술을 해외 홍보를 통해 국제

함으로써 포럼의 기술표준에 기여

SW 기술 관련 포럼에 공동 대응하며, 국내

2008년 주요 활동

우위 분야의 SW 기술이 표준을 선점하도

- MIHA포럼 운영 : 회의 개최 4회, 세미

록 유도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나·워크숍 개최 4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IEEE 802.21 국제
회의 참가 및 동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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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 OMG SW기술 표준화포럼 조직도

조직도 : <그림 37> 참조

3

(2) DRM포럼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연구 목표 : 디지털 콘텐츠의 안전하고 신뢰

- RIA 분과 : X인터넷, X폼스(X-forms), 에이

성 있는 관리와 유통을 위한 콘텐츠의 저작

잭스(Ajax) 관련 기술표준화 연구
- BPM 분과 : BPM 관련 모델링(BPMN, BPEL
등) 기술표준화 연구

권 보호체계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 콘텐츠 권한 관리) 기술에 대한 국내

외 표준화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DRM

- SBC 분과 : 스마트 안테나 기술표준화 연구

기술개발을 위한 국내표준안 제시 및 국

2008년 주요 활동

내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제공을 목적

- OMG SW기술 표준화포럼 운영 : 회의 개

으로 함

최 26회, 세미나·워크숍 개최 4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OMG 등 다수의

조직도 : <그림 38> 참조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Trends

- MPEG 분과 : 국내외 워터마킹 기술, 디지

and futuris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털 핑거프린팅 기술, 디지털 콘텐츠 식별

BPM market_v1

기술 등의 콘텐츠 보호 기술의 국내외 표

준 RIA 등 다수의 포럼표준안 도출

준 활동
- IPTV 분과 : IPTV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보호 시스템에 대한 기술 및 연구 동향 분

-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79-2 한국소프트웨

석, 정보교류, 국내외 표준화 활동

어진흥원빌딩 3층 한국SW기술진흥협회 내
- 전화 : 02-3401-9745, 팩스 : 02-408-2599,
이메일 : hunduck@empal.com

- OMA 분과 : OMA DRM 대응 국제표준화
추진
- 국내 분과 : 국내 DRM 기술, 워터마킹 기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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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연월 : 2000. 12. 11

기고서 제출

- 국내표준화 추진 : 기획·실행·언어 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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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 DRM포럼 조직도

술, 인식기술 등을 파악하고, P2P·웹하드

연구 및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함

등에서 콘텐츠를 보호 및 유통하고 사업모

설립 연월 : 2003. 5. 29

델의 실용화를 위해 표준화 작업을 진행

조직도 : <그림 39> 참조

2008년 주요 활동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 DRM포럼 운영 : 회의 개최 36회, 세미

- 의료정보 WG : 의료영상 정보, 처방전달

나·워크숍 개최 4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JTC1 SC29, OMA
등 다수의 기고서 제출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Contribution
test video material for MPEG-7 video
signature CE 등
- 국내표준화 추진 : 비디오 식별기술 평가
및 인증체계 등 다수의 포럼표준안 도출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 대전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ETRI 디지털
콘텐츠연구단 콘텐츠보호팀 내
- 전화 : 042-860-1036, 팩스 : 018-450-1036,
이메일 : syh@etri.re.kr

정보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표준 개발
- 게임 WG :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한 표준
개발
- UCC 영상 WG : UCC 유통 효율화를 위한
표준 개발
2008년 주요 활동
- 디지털콘텐츠포럼 운영 : 회의 개최 16회,
세미나·워크숍 개최 2회 등
- 국내표준화 추진 : 웹 아카이빙 메타데이
터 구성요소(안) 등 다수의 국내 포럼표준
안 도출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50-1 용산 파크자
이 104동 801호

(3) 디지털콘텐츠포럼

연구 목표 : 국내외 디지털 콘텐츠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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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 디지털콘텐츠포럼 조직도

(4) 모바일 컨버전스 솔루션 포럼(옛 모바일 3D
표준화포럼)

편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 MEGA-FRAME WG : 모바일 콘텐츠 프레

연구 목표 : OMA, MPEG, 크로노스그룹 등

임워크(모바일 3D 콘텐츠 API 표준, 콘텐츠 프레

모바일 콘텐츠 분야의 국제표준에 대응하

임워크 API 표준)

고, 국제표준 기고를 통해 모바일 컨버전스
분야의 기술 및 시장성 확보. 또한 유무선,

- MEGA-SL WG : 모바일 콘텐츠용 3D 사운

편

4
편

드 표준화 추진

멀티 디바이스 환경을 지원하는 모바일 콘

- MEGA-NET WG : 모바일 네트워크(모바일

텐츠 제작용 프레임워크 스펙의 국제표준

콘텐츠 네트워크 API 표준, 네트워크 스트레스 테

제정 및 모바일 콘텐츠 컨버전스 분야의 국

스팅 툴)

5
편

제표준 활동 참여 및 표준 기고

2008년 주요 활동

설립 연월 : 2004. 4. 27

- 모바일 컨버전스 솔루션 포럼 운영 : 회의

조직도 : <그림 40> 참조

3

개최 16회, 세미나·워크숍 개최 11회 등

<그림 40> | 모바일 컨버전스 솔루션 포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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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JTC1 SC29, OMA

리드포럼코리아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국내

등 다수의 기고서 제출

외 그리드 기술 소개 및 개발그룹 간의 협력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Table of

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

3D models in the MPEG 3DGC

설립 연월 : 2001. 10. 25

repository

조직도 : <그림 41> 참조

- 국내표준화 추진 : 네트워크 기반 상호운
용성 요구사항 등 다수의 포럼표준안 도출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 인프라 분과 : 그리드 컴퓨팅 인프라 및 플
랫폼 구축 기술 연구와 표준화 추진

- 대전 유성구 가정동 161 한국전자통신연

- 미들웨어 분과 : 그리드 컴퓨팅 사용자의

구원 디지털콘텐츠 연구단 게임기술개발

접근성이 용이한 사용자 서비스 기술 개

센터 내

발 및 표준화 추진

- 전화 : 042-860-1810, 팩스 : 042-860-1051,
이메일 : lbr@etri.re.kr

- 응용분과 : 그리드 컴퓨팅 환경에서 그리
드 응용 연구 및 개발된 응용기술의 산업
체 전수

(5) 그리드포럼코리아

- 비즈니스 분과 : 여러 분과에서 개발한 기

연구 목표 : 국내 그리드 산업의 육성 및 발

술의 산업체 적용 및 비즈니스화 촉진

전을 위해 그리드 표준 보급 활동 수행 및

2008년 주요 활동

개발 지원을 위한 협업 환경을 구축하고, 그

- 그리드포럼코리아 운영 : 회의 개최 8회,

<그림 41> | 그리드포럼코리아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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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 웹코리아포럼 조직도

편

세미나·워크숍 개최 1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OGF 등 다수의

계, 성숙기로 진입하는 SOA 및 웹 관련 산
업의 경쟁력 제고

편

기고서 제출

설립 연월 : 2003. 5. 28

*OGF(Open Grid Forum) 국내 카운터파트

조직도 : <그림 42> 참조

역할 수행(OGF-KR)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A Framework

- 전자정부 분과 : 전자정부 관련 웹 표준화

of Online Community based Expertise
Information Retrieval on Grid

추진
- 시맨틱 웹 분과 : 웹 온톨로지 언어, 시맨

- 국내표준화 추진 : 그리드 보안 하부구조

틱 웹 서비스, 시맨틱 웹, 분산 시맨틱 웹

메시지 명세 등 다수의 포럼표준안 도출

등의 최신 표준 동향을 연구 조사 및 시맨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 대전 유성 우체국 사서함 122호 슈퍼컴퓨
팅센터
- 전화 : 042-860-0572, 팩스 : 042-869-0599
이메일 : gfk@gridforumkorea.org

틱 웹 관련 신규 표준들을 제안
- 웹서비스 분과 : 웹서비스 관련 기술 및 표
준에 관한 정부와 산학연에 걸친 통합적
인 정보 교환과 교류의 공간을 제공
2008년 주요 활동
- 웹코리아포럼 운영 : 회의 개최 10회, 세

(6) 웹코리아포럼

연구 목표 : SOA를 중심으로 웹 관련 이슈

미나·워크숍 개최 5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W3C, OASIS 등

에 대한 의견교환으로 웹 기술·표준·응

다수의 기고서 제출

용·정책을 체계화하고, 기술 관련 연구 및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Revision

표준화 활동의 집중화를 통해 SOA 분과의 활

of WS-Quality Model and WS-Quality

성화 및 전문가 육성. 한편 SOA의 개념 및

Factor

웹 기술 관련 프로젝트와 포럼의 활동을 연

- 국내표준화 추진 : 웹서비스 품질기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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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단말 HW, SW 최소사양 가이드라인 제

어 2.0 등 포럼표준안 도출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시, 단말 정보교환을 위한 표준 언어규격

- 서울 중구 무교동 77번지 한국정보사회진

개발, 시범 테스트 환경 구축 및 단말 정보
저장소(repository) 규격 개발

흥원 빌딩
- 전화 : 02-2131-0421, 팩스 : 02-2131-0409,
이메일 : lyj@nca.or.kr

- 시험인증 WG : 모바일 웹 2.0 시험·인증
분야 선정(상호운영성, 표준적합성 등), 모바
일 웹 2.0 표준과 상응하는 시험·인증 평

(7) 모바일웹2.0포럼

가항목(기능성, 표준적합성, 신뢰성, 사용성, 효

연구 목표 : 모바일 웹 기반 관련 산업 활성

율성, 이식성 등의 품질특성) 및 프로세스 개

화 및 국내외 표준·기술 선도와 협력을 통

발등

한 국내 모바일 웹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

- 모바일OK TF : 한국형 모바일OK 요구사

으로 하며, 국내 모바일 웹 산업경쟁력 강화

항 2.0, 한국형 모바일OK 시범 서비스를

를 통해 모바일 웹 기술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표준화 활동 추진

지향

2008년 주요 활동

설립 연월 : 2007. 3. 27

- 모바일웹2.0포럼 운영 : 회의 개최 39회,

조직도 : <그림 43> 참조

세미나·워크숍 개최 5회 등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W3C, ASTAP,

- 응용기술 WG : 모바일 환경에서 XML 기
반 응용기술과 서버·클라이언트 확장 기
술 및 휴대단말의 콘텐츠 생성·저장·전
송 기술 표준을 개발

OMA 등 다수의 기고서 제출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Comments
for the action-692 등
- 국내표준화 추진 : 모바일OK 인증체계

- 단말정보 WG : 공통 단말 요구사항 도출

(Ver 1.0) 등 다수의 포럼표준안 도출

<그림 43> | 모바일웹2.0포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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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포럼 조직도

편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지침 2.0 개정과 개정지침에 따른 체크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7-12 한진빌딩 한국

스트의 제작기법 제작 및 보급 등

콘텐츠산업연합회 내
- 전화 : 02-593-8700, 팩스 : 593-8767,
이메일 : choismii@kiba.or.kr

편

2008년 주요 활동
-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포럼 운영 : 회
의 개최 13회, 세미나·워크숍 개최 6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ASTAP을 통한 다

(8)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포럼

연구 목표 : 장애인 및 노인의 접근성 향상
을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제품과 서비스를 파

- 국내표준화 추진 : 장애인 웹 접근성 지침
등 다수의 포럼표준안 도출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기술표준화 연구

- 서울 강서구 등촌1동 645-11 한국정보문

조직도 : <그림 44> 참조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화진흥원 내
- 전화 : 02-3660-2656, 팩스 : 02-3660-2590,
이메일 : jhyun22@kado.or.kr

- 정책분과 :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연구 및‘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평가 실시 및 홍보
- 정보통신분과 :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
기능의 표준화(PC 인터페이스 등)
- 웹 접근성 분과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5
편

수의 기고서 제출

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설립 연월 : 2002. 5. 23

4

(9) 모바일광고기술포럼

연구 목표 : 모바일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표준 및 기술을 선도하고 협력을 통
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
- 국내표준 제정을 통해 국내 모바일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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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광고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고서 제출. 특히 국내 기술인 IGA를

국제표준으로 제안. 또한 국내시장의 기

OMA GS WG에서 워킹그룹 문서로 채택

술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관련 업체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와 연계(Alliance)해 표준화를 진행

- 대전 유성구 도룡동 4-27 대덕연구개발 특
구지원본부 창조의전당 3층

설립 연월 : 2008. 10. 1

- 전화 : 042-867-9694, 팩스 : 042-867-9690

조직도 : <그림 45> 참조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 모바일 광고 프레임워크 WG : 모바일 광

7. IT 기반·응용 분야

고 프레임워크 기술규격 제정
- 모바일 광고 프레젠테이션 WG : 모바일
광고 표현모델 기술규격 제정

(1) SoC포럼

연구 목표 : SoC 설계기술 표준화 추진, 한국

- 상호운용성 WG : 모바일 광고기술 상호
운용성 시험 기술규격 제정

형 SoC 과제 및 정책 방안 수립·제언, SoC
관련 국제기구에 한국대표 역할 수행 및 시

2008년 주요 활동

스템·반도체 IC 관련자의 교류의 장 마련

- 모바일광고기술포럼 운영 : 회의 개최 13

설립 연월 : 2002. 12. 26

회, 세미나·워크숍 개최 1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OMA 등 다수의

조직도 : <그림 46> 참조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그림 45> | 모바일광고기술포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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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1
편
<그림 46> | SoC포럼 조직도

2
- 제품·기술분과 : SoC 기술표준을 활용한

편

(2) 차세대PC표준화포럼

효율적인 SoC 설계방법론의 연구 및 제시

연구 목표 : 차세대 PC 기술과 연계된 국내

- 표준화분과 : SoC 관련 표준화 계획 수립

외 표준화를 통해 차세대 PC 관련 기술경쟁

및 방안 마련, SoC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력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를 위해 지재권을 고려한 기술 및 법률 표

- 차세대 PC 기술개발과 연계된 표준화 추진

준 개발 등

-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포럼에 대한 공동

- 정책·홍보분과 : SoC 산업 활성화를 위
한 홍보 및 협력

대응과 기술정보 수집 및 제공
설립 연월 : 2004. 6. 24
조직도 : <그림 47> 참조

- SoC포럼 운영 : 회의 개최 9회, 세미나·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랫폼 및 입출력 기기 접속 규격, 초소형 OS

이 참여하는 아시안IP/SoC회합 (Asian

커널 및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신체

IP/SoC Meeting)을 국내 유치 및 다수의 기

네트워크(WBAN) 접속 프로토콜 및 프로파

고서 제출

일, 근접장(NFC) 접속 프로토콜 및 프로파

v4.0 등 다수의 포럼표준안 도출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동일빌딩 5층 한국반
도체산업협회 내
- 전화 : 02-570-5292, 팩스 : 02-407-9014,
이메일 : socforum@itsoc.or.kr

4
편

편

- 기술표준화 분과 : 차세대 PC용 초소형 플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한국, 일본, 대만

- 국내표준화 추진 : HDL 코딩 가이드라인

편

5

2008년 주요 활동

워크숍 개최 4회 등

3

일 등 차세대 PC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
술 중심의 표준을 개발
- 응용 서비스 분과 : SOD(System on demand)
서비스 표준화 추진 및 개인의 경험정보
를 라이프 로그(Life Log)로 로깅하고, 이를
활용해 개인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기술규격 개발과 보급 등 차세대
PC 기술을 적용한 응용 서비스 개발 및 관
련 이슈를 분석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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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 차세대PC표준화포럼 조직도

2008년 주요 활동

표준안 도출

- 차세대PC표준화포럼 운영 : 회의 개최 23
회, 세미나·워크숍 개최 2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ISO 등 다수의 기
고서 제출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번지 101-507
호 차세대컴퓨팅산업협회 내
- 전화 : 02-3473-3336, 팩스 : 02-3473-2226,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Framework

이메일 : jtkim@anpi.or.kr

for Tactile and Haptic Interaction
- 국내표준화 추진 : 촉각 전달 인터페이스
시스템 설계 가이드라인 등 다수의 포럼

(3) 지능형로봇표준포럼

연구 목표 : 지능로봇 표준화 연구 수행을

<그림 48> | 지능형로봇표준포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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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협력체제 운영, 로봇 요소기술별 단체

준안 도출

특
집

및 국가 표준 수립 등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 국내 지능로봇의 우수성과 상용성에 대한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국제시장에서 선도

스텔빌딩 한국지능로봇산업협회(KAR) 내

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 전화 : 02-780-3060, 팩스 : 02-780-3062,

적극 추진

1
편

이메일 : yhcho@kaira.or.kr

설립 연월 : 2004. 7. 2

2

(4) 고령친화형 IT표준화포럼

조직도 : <그림 48> 참조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연구 목표 : 고령친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 개인 서비스 로봇 분과 : 개인 서비스 로봇

고부가치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령친화용품

관련 단체 및 국제 표준 개발
- 전문 서비스 및 제조로봇 분과 : 전문 서비
스 및 제조로봇 관련 단체·국제 표준 개발

에 적용 가능한 IT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표
준규격 개발
- 고령친화용품 인터페이스 기술표준 개발

2008년 주요 활동

및 인증제도 적용, 관련 분야 인력을 양성

- 지능형로봇표준포럼 운영 : 회의 개최 10

하기 위해 산업체 및 전문가 주도의 표준

회, 세미나·워크숍 개최 2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OMG 등 다수의

채택 및 적용을 통한 실질적인 표준화를
추진하고,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설립 연월 : 2008. 6. 1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User

조직도 : <그림 49> 참조

recognition API for Human Robot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Interaction RFP

- 고령특성 연구분과 : 고령자 신체특성(신

본요소인 정의와 용어 등 다수의 포럼표

체, 생체신호, 동작, 환경) 연구

- IT기술 연구분과 : 고령친화형 유망 IT기

<그림 49> | 고령친화형 IT표준화포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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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 제출

- 국내표준화 추진 : 로봇 모델링을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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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포럼

술 발굴
- 상용화 연구분과 : 국내외 산업 실태조사

연구 목표 : u헬스(u-Health) 서비스 제공 확

및 시장 동향 분석, 우선 적용 가능한 아이

대 및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산업체 주도

템 발굴 및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

의 사실(De facto)표준 개발 및 적용, u헬스

한 고령친화형 IT 제품 인터페이스 표준

기기 인증제도와 연계한 표준 개발 및 적용,

화 연구

u헬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정책제도 연구분과 : 표준화를 비롯한 고
령친화형 IT 제품의 진흥 정책을 수립

및 개정 방안 연구
설립 연월 : 2007. 12. 5

2008년 주요 활동

조직도 : <그림 50> 참조

- 고령친화형 IT표준화포럼 운영 : 회의 개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최 5회, 세미나·워크숍 개최 1회 등
- 국내표준화 추진 : IEEE 1451.0(센서와 네트
워크 사이의 인터페이스 정의) 관련 포럼표준

- 기술표준분과 : 의료기기 간의 정보 접속
및 교환에 대한 표준화 추진
- 정보보호분과 : 개인 의료정보의 비밀성
보장을 위한 표준화 추진

개발

- 시장 서비스 분과 : 비즈니스 모델 및 업체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8-10 꽃빌딩 303

간 협력모델 연구
2008년 주요 활동

호 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내
- 전화 : 02-521-8366, 팩스 : 02-521-8344

- u헬스포럼 운영 : 회의 개최 12회, 세미

<그림 50> | u헬스포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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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용어 및 상관 개념을 정의하며,

나·워크숍 개최 7회 등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u헬스 스마트 객

국제표준 수용·적응 및 주도적 참여를 위

체 시스템의 라이프케어 서비스(u-Health

한 ITU-T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

Smart Object System for the Lifecare Service) 등

설립 연월 : 2008. 10. 1

다수의 기고서 제출

조직도 : <그림 51> 참조

- 국내표준화 추진 : u헬스 기반의 소변검사
서비스 플랫폼 등 다수의 포럼표준안 도출

1
편

2008년 주요 활동
- ICT·환경융합표준포럼 운영 : 회의 개최
9회, 세미나·워크숍 개최 16회 등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금천구 가산동 뉴케슬 1001호 홈네

-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 ITU 등 다수의 기
고서 제출

트워크산업협회 내
- 전화 : 02-2626-8670, 팩스 : 02-2626-8677,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Impact of
ITS on Climate Change 등

이메일 : kklee@hna.or.kr

- 국내표준화 추진 : ICT와 기후변화 용어
(6) ICT·환경융합표준포럼

및 상관 개념 표준화 등 다수의 포럼표준

연구 목표 : u환경(u-Environment) 분야 표준

특
집

2
편

3
편

4
편

안 개발

화 중장기 과제 발굴을 통한 표준화 로드맵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을 도출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기후변화 간

-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14-1 용성비즈텔

5
편

부
록

<그림 51> | ICT·환경융합표준포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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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 OCC포럼 조직도

1002호 한국정보처리학회 내
- 전화 : 051-629-6235, 팩스 : 051-629-6210

의 국제표준화
- 사이버 협업기술 분과(IEEE /W3C 중심) : 원
격 협업을 위한 고화질, 대화면 타일드 디

(7) OCC(Open Cyber Collaboration)포럼

연구 목표 : 국내 사이버 협업 커뮤니티 구
축 및 OptiPuter 기술 보급
- 가속기 실험 데이터, 관측 데이터, 탐사 데
이터 등 대규모 데이터를 수반하는 연구

교류 및 표준화 활동
- 사이버 융합응용 분과 : 사이버공학, 교육
모델, 가상병원 구축 모델 개발과 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보급 선도

분야에서 사이버 공간의 인프라와 콘텐츠,

2008년 주요 활동

연구자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협업 환경

- OCC포럼 운영 : 회의 개최 2회, 세미나·

을 구축하고, 기술의 표준화를 IEEE/W3C
중심으로 추진
조직도 : <그림 52> 참조
워킹그룹(분과)별 주요 역할
- 사이버 인프라 분과 : 사이버 인프라 기반
의 글로벌 컴퓨팅 모델 개발 및 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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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레이(Tiled Display)상의 인터랙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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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개최 1회 등
사무국 주소 및 연락처
- 대전 유성우체국 사서함 122호 슈퍼컴퓨
팅센터 그리드포럼 사무국 내
- 전화 : 042-860-0572, 팩스 : 042-869-0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