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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시행한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자료로 무단 복제를 금하며, 내용을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
지원의 결과임을 밝히고 사용해야 합니다.

머리말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전례 없는
경제적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K-방역뿐만 아니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을 수립하여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욱 급격히 가속화되는
시대적 흐름 앞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경쟁
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한 글로벌 표준 선점을 위한 차세대 인적자원에
투자 및 확보가 중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6G 이니셔티브, 차세대보안, 5G 자율주행기술
(V2X), 빅데이터 등 ICT 및 융합 전분야에 대해 국제표준화 주요 이슈에 주도적
으로 대응하고, 국제표준화 후진 양성 등을 위해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표준 마
에스트로)’를 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ICT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내 기술 및 정
책의 국제표준화 반영을 위하여 국제표준화 전문가 풀(POOL)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이런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후진 양성을 목적으로 ‘표준 마에스트
로’ 및 국제표준화 전문가들의 국제 표준화의 실전 노하우, 경험담, 성공사례 등
을 담은 에세이 형태의 ‘ICT 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ICT 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는 이제 막 국제표준화를 시작하려는 ICT
전문가의 기고서 작성 및 반영과 같은 기술적 이슈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반
대에 부딪쳤을 때 상대방과의 협상전략 및 소통, 문화 차이와 언어 장벽을 넘
어선 인맥형성 노하우까지, 표준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을 구어체 형식으로
풀어내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입문하려는 국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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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 전문가를 비롯해, ICT 표준화 정책수립자 및 일반인에게도 ICT 국제표준
화가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이며,
이 책자를 통해 후진들이 선배들의 어깨 위에 한 단계 도약 하여 글로벌 표준
경쟁력이 다음 단계로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ICT 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개발에 참여해 주신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및 국제표준화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본 작업을 진행하는데 진정한
조언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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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멈출 수 없는 도전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기
박기식
인본정책연구원 원장
IEEE SA BOG member / (전) ITU-T SG3 의장

“진실 된 배려와 노력하는 열정을 보이면
누구나 마음을 열고 응원과 지지를 보낼 것이다

어느덧 15년도 더 훌쩍 지나버린 일들을 새삼 되돌아본다.
2004년, 브라질 플로리아나폴리스(Florianopolis)에서 열렸던 ITU1) WTSA2)에
서 나는 ITU-T SG3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2005년 봄, ITU에서 첫 번째 SG3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지금부터 적어 내려가
는 이야기는 그 당시 겪었던 일들이다.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나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지역의 대표로서 TSAG(전
기통신표준화자문위원회) 부의장과 TSAG WP3 의장으로 활동했었다. 당시 미
국 출신의 TSAG3) 의장 게리 피셔맨(Mr. Gary Fishman)은 4년 임기를 두 차례,
그러니까 8년의 의장 활동을 마쳐가는 시점이었다. 이에 2003년 초, 나는 정부
로부터 차기 TSAG 의장에 도전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게 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ITU에 가입한지 50년이 지났음에도 스터디 그룹 의장을 한 번도

1)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4년마다 ITU가 개최하는 ITU 표준화부문 총회
3) 전기통신표준화자문위원회,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본 위원회는 1992년에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주로 여러 Study Grpup 간의 업무 조정을 포함하여 4년마다 열리는 WTSA 회의 간의
표준화 부문의 중요한 의사 결정 등을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음. 초대 TSAG 의장으로는 호주의 Dr. Bob
Horton, 2대 TSAG 의장은 미국의 Mr. Gary Fishman이 각각 의장직을 수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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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에 어려운 도전이 될 거란 걸 알았지만, 나는 최선
을 다해보겠노라 약속했다. 참고로 당시 일본은 자국 출신의 스터디 그룹 의장
과 부의장을 이미 4~5명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니, 우리라고 못 할 건 없지 않겠
는가.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2003년 말, 제네바 ITU 회의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의장의 4년 임기가 2회로
제한되는 규정이 이번 회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과조치로 두 차례 연임을
한 의장들도 한 번 더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미국
이 TSAG 의장의 추가 연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는 지난 8년간 함께 일하며 친밀하게 지내던 TSAG 의장과 경합을 벌여야 한
다는 게 내키지 않았다. 나는 귀국 후 바로 정부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고, 정
부 측은 그러면 다른 스터디 그룹 의장을 알아보는 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
하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조금은 친밀도가 있었던 SG3 의장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ITU(국제전기통
신연합) 표준화계의 거성이자, 대선배 전문가로 당시 나와 TSAG 부의장 활동
을 함께 해오던 시리아의 나빌 키스라위(Mr. Nabil Kisrawi)가 SG3 의장에 나서
겠다고 이미 의견을 밝혔던 것이다. 난처했으나 두 번은 물러날 수 없었다.

그리고 2004년 봄,
TSAG 회의에서 나빌 키스라위를 만나게 됐다. 그는 내게 정말로 SG3 의장에
출마할 생각인지를 물었다. 나는 국내에 그 뜻을 이미 밝혀 난처한 상황임을 전
했다. 그는 약간 당혹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그러면 본인이 시리아 정부
와 다시 협의를 해보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다음 날 아침, 시리아 정부를 설득했다는 그의 소식을 듣게 됐다.
“나는 SG3 의장에 출마하지 않을 테니, 박 박사가 나가서 열심히 해보게” 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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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SG3 의장 진출을 최대한 돕겠다는 지원 약속까지 해주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당시 미국 TSAG 의장이었던 게리 피셔맨도 나빌 키스라
위에게 “박 박사가 SG3 의장을 하면 좋겠다.” 라는 뜻을 진지하게 권고했다고
한다. 아마도 자신 때문에 TSAG 의장 진출을 포기했던 나에게 미안하고, 고마
운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나는 이런 저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2004년 10월, 브라질 플로리나폴리스 세계
표준총회에서 마침내 ITU-T SG3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ITU 가입 50여년 만에 드디어 한국 최초로
국제전기통신연합 연구반 의장이 되는 행운을 거머쥐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애 나는 다시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
었다. 2005년 봄, SG3 첫 회의를 주재하도록 일정이 잡혔는데, SG3 회의에
제대로 참석해 본 적이 없었던 나는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 핵심 멤버들(key
participants)을 비롯한 참석자들 대부분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
에서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니 걱정이 앞섰다.
SG3의 주요 이슈들과 과제들은 이미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해 두었지만, 수차례 EDH Group(전자문서처리 작업반) 등을 주재 해본 경
험상 주요 참석자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은 물론
성공적인 의장직 수행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고민 끝에, ITU-T SG3 Counsellor(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부문 사무국
간사)에게 부탁해 지난 회기(2001-2004년)에 여섯 차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의 국가별 전체 명단과 사진들을 최대한 받아 회의 전에 미리 예상 참석자들을
파악해 보기로 했다. 그렇게 약 200여명의 참석자 명단과 60여명의 사진을 받
을 수 있었고, 그들의 이름과 사진을 국가별로 분류하여 정리했다. 특히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별도의 특별 명단으로 분류해 정리했다. 이렇게
만든 명단과 사진을 프린트하여 거의 한달 이상을 매일 밤낮으로 보며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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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얼굴을 익히려 노력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2005년 이른 봄, 첫 번째 SG3 전체 회의(Opening Plenary)를 주재하게 되었다.
살짝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장을 둘러봤다. 놀랍게도 회의장을 채우고 있는 참
석자들 중 반 이상 이미 아는 얼굴들이었다.
회의를 시작하고 개회인사를 할 때까지도 생소한 의장의 모습에 여기저기서 수
군대는 참석자들의 모습이 꽤 보였고, 회의장 분위기 또한 그리 좋은 편이 아니
었다. 나는 낙담하고만 있지 않았다. 회의 진행 중 발언권을 줄 때는 물론이거니
와 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내 소개와 함께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친근하게
근황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석자들과의 거리감을 없애고자 내가 먼
저 나서서 노력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2주간의 회의를 마무리하는 전체회의(Closing
Plenary)가 시작되었다. 회의장 안에서 부드럽고 협력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참석자들의 표정에서도 편안함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회의 내용과 성과가 기대 이상으로 좋았음은 당연한 결과였다.
지금도 가끔, 그 때의 일을 회상하며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곤 한다.
만약에 내가, 그때 TSAG 의장 진출의 뜻을 굽히지 않고 밀어붙여 미국의 TSAG
전 의장인 게리 피셔맨과 경합을 벌였더라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
또한, 8년간 TSAG 부의장으로 함께 활동했던 시리아 출신의 나빌 키스라위 부
의장과 평소에 진실한 배려와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고, 거만하고 비협
조적인 모습을 보였더라면, 그는 내가 SG3 의장에 출마하겠다고 불쑥 나섰을
때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SG3 첫 회의에서 어깨에 힘을 빡 주고, ‘난 결정권과 주도적 지위를 가진 의장
이니 가만히 있으면 저들이 먼저 다가오겠지.’ 하는 오만함으로 참석자들을 대
했더라면, 첫 번째 회의는 물론 그 후 8년 동안의 SG3 회의들은 어떤 분위기 속
에서 진행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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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진실 된 배려와 노력하는 열정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게 된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그 마음은 다르지 않다. 국제표준화 회의의 참석자들 또
한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진심은 늘 통하기 마련이다.
이제 미래 ICT 국제표준화의 차세대 주역으로 나서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유능
한 표준화 전문가들이 진실 된 배려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응원을 보낸다.

참고자료

➊	박기식,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핵심 요령 및 러더쉽, 2020. 10, https://drive.google.com/
drive/folders/1aFV-FfLg1g4lsrn5RZzApQQTF9tSTM1k?usp=sharing
➋	ITU, Study Group3 at a glance, https://www.itu.int/en/ITU-T/about/groups/Pages/
sg03.aspx
➌	ITU, SG3 Home, http://wwwnt.itu.int:90/ITU-T/studygroups/co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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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소외시키지 말아라
김형수
KT 팀장
ITU-T SG13 WP1 의장

“다른 상황, 다른 의견,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곳!
그곳의 작은 만남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위원회(ITU-T) 연구반(Study Group)의 의장단은, 직
접 표준문서(Recommendation)를 개발하는 에디터(Editor)나 표준문서 개발
을 관리하는 라포처(Rapporteur) 등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선발되는 것
이 관례이다. 각 국가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국제표준회의에서의 갈등
을 조정하려면 해당 기술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ITU 업무체계와 방식에 관련된
경험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 간은 저 사람이 왜? 하는 사람이 의장단으로 선출되는 경
우가 꽤 있었다. 연구반 활동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가 연구반 의장으로 선출되
거나, 기술을 이해하지 못해 회의 진행조차 어려운 인사가 연구반 부의장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활발해진 2000년대 초부터 생겨난
현상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국제기구 운영방침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전문성 보다 지역별 선발 인원 비중을 균일
하게 맞추는데 초점을 두었다.
내가 부의장으로 활동하던 연구반에도 아프리카 출신 부의장 A가 있었는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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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회의진행이나 기술토론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 보통 의장단 멤버들끼
리는 회의 진행 준비나 보고서 작성 등을 함께 하기 때문에 친분관계가 돈독한
데, 그는 회의장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어딘가 겉도는 느낌이었다. 하지
만 그는 이러한 분위기에 주눅들지 않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먼저 인사를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와의 특별한 인연이 생기게 되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는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식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내가 초청한 저녁시사에 마침 A가 함께
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국가 출신인
그는, 자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고민과 국제기구에서 자신의 역할 등에 대한 고
민을 털어놓으며,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나라도 같은
길을 걷게 하고 싶다는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날 이후, 나는 그에게 간단한 보고서 작성과 발표 기회를 주기도 하는 등, 의
장단내에서 소외되지 않게 챙겨주곤 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회의는 신규 표준화 주제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
는데, 그 당시는 선진국이 자국에서 은밀히 개발해 온 기술을 국제사회에 공론화
시키는걸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선진국들의 심한 견제로 사전 동의 받았
던 지지 회원사의 일부는 지지를 철회하기 까지 했다. 이대로는 표준화 주제 채
택을 위한 토론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제 제안의 근거가 뒤 흔들릴 수도 있었다.
그 때! A의 발언이 시작되었다.

“우리 A국은 본 표준화 제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또한 B국, C국 및 D국도
A국과 연대하여 본 표준화 제안 지지에 동참합니다.”
A가 순식간에 자신의 국가와 주변 국가를 포함한 4개국의 지지를 표명해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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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로 인해 회의장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고, 결국 해당 신규 표준화 주제
제안은 채택되었다. 회의를 마친 뒤 고맙다고 하자, A는 그의 마스코트인 웃음
띤 표정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ITU-T 연구반은, 신기술 위주로 표준화를 진행하는 그룹, 기존 기술의 정책적
이슈를 연구하는 그룹 등 각각의 특색이 뚜렷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도상국
은 인적자원이 제한된 만큼, 신기술 위주 연구반 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인맥형성의 주요 타겟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ITU는 국가별 연합 국제기구이다. 각각 다른 상황, 다른 의견 모든 것
이 어우러져야 하는 곳. 그래서, 그곳의 작은 만남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것
을 잊지 말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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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대에서
인싸와 아싸는 한끝 차이
김대중
TTA 단장
AWG(아태지역무선통신그룹) 부의장

“중심에 서기 위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헌신이다”

요즘 유행어 중에 ‘인싸’와 ‘아싸’라는 말이 있다. ‘아싸’는 ‘아웃사이더’, ‘인싸’
는 ‘인사이더(이너서클)’의 줄임말이다. 사실 이 단어들은 정의가 명확하지 않
아 어찌 보면 뇌피셜스럽기도 하다. 누구는 ‘인싸’이고 ‘아싸’라고 규정할 기준
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사회조직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어디서든
‘인싸’와 ‘아싸’가 나눠지는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조직의 목적이나 성격 등
에 근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란 생각이 든다.
‘인싸’와 ‘아싸’ 중 무엇이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없다. 때로는 어느 집단에서는
‘아싸’가 되는 것이 살아남기 더 편하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표준화무대에서는
‘인싸’가 되어야 존재의 가치가 증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표준화무대에서
‘인싸’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일단 타고난 ‘인싸’는 누구일까?
첫째,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상대방의 숨소리만 듣고도 의도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 둘째, 미국, 유럽 등 초강대국을 대표하여 발언할 수 있는 사람. 셋째, 전문
적인 지식이 남보다 월등히 탁월하여 해당 의제를 의심의 여지없이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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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위의 세 가지 조건을 갖고 태어나지 못한 셈
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이 국제표준화무대에서 ‘인싸’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첫째, 국제표준화회의를 참석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 외에도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목표를 정해야한다. 예를 들면, 인적 풀을 늘리기 위해
해당 회의의 의장단, 그리고 해당회의의 논의를 주도하는 몇몇 사람들과, 회의
기간 동안 가급적 자주 대화를 한다는 목적을 추가적으로 세우는 것이다.
목표를 여러 가지 세우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데 막상 시도해보면 그렇게 어렵
지 않다. 그 이유는 국제표준화무대는 기본적으로 상대 국가를 존중하고 프로
토콜에 맞추어 상대하도록 참석자들이 미리 교육받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덕분
에 시간을 내어달라는 제안을 대놓고 거부하는 의장단이나 전문가는 거의 없
다. 가벼운 커피나 초콜릿 등으로 호의를 표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질문할 때는
상대방의 전문적 식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회의 기간에는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하자. 회의를 참석하다보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어쩔 줄 모르
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때 문제 해결을 도와주게 언젠가는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된다.
셋째, 회의 중에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논리적으로 우세할만
한 식견을 제시 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예습이 필요하다. 또
논리적인 시나리오로 상황에 대처하면 상대방도 감동을 받고 나를 존중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국제무대는 우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
문이다.
넷째, 모든 네트워킹은 되도록 참석 하자. 그리고 다른 참석자들에게 먼저 다가
가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자. 유교 문화가 있는 동양인들에게는 이 방법이 쉽
지 않다. 그러나 국제표준화무대는 영미문화권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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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방식인 스탠딩 리셉션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에게 먼저 다가가고 적
극적으로 대화하지 않으면 리셉션에서 꿔놓은 보릿자루 신세를 면할 수 없다.
그러니 네트워킹 또한 업무의 연속으로 이해하고 꼭 참석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업무에 대한 헌신이다. 동창회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인싸’가 되나 유심히 살펴보니 동창회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더 할애
하고 헌신했던 친구였다. ‘국제회의’라는 조직생명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누가
더 많은 의견을 냈고 관철했느냐에 따라, 어느덧 ‘인싸’는 정해지게 되고 그 사
람은 본인 분야를 주름잡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Chapter

01
멈출 수 없는
도전

2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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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 협상
나재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ITU-T SG17 WP4 의장

“고생을 해도 소중한 원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전문가에겐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인 것은 ‘원안’이니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한다.
미국의 대표인 P가 세션에 참여하여, 질문과 코멘트를 하고 회의가 진행 되는
어떤 날.
한국에서 제안한 기고서에 대해, 미국은 강한 반대 입장의 발언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 찔러보고, 을러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 보았지만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결국, 미국의 의견대로 한국
의 제안을 수정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나는 다시 연구과제 보고서를 작성했고, 연구과제(Question) 종료회의에서 검
토하기 위한 보고서 초안을 그룹 메일로 송부 하였다. 그리고나서, 잠시 쉬고 있
는데, 우리나라의 HoD4)가 왔다. 한국의 기고서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 오기
에, 미국의 의견이 강하여 원안대로 안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HoD는, 그 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P가 한국의 제안을
수락하는 것으로 의견을 변경하였다고 전하는 것이다.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
라, ‘잘 되었고, 감사할 일’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4) HoD: Head of Delegation (대표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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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 날!
연구과제(Question) 안에서 최종보고서를 합의하였고, 세션 회의를 위해 그룹
메일로 송부되었던 것과 ‘결론 부분이 다른’,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WP5) 폐회 세션이 시작되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의 P가 손을 높이 들었다.

“미리 받았던 메일은 이 내용이 아니다. 한국의 제안이 수정, 변경되어 있기에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결론이 바뀌어 보고되는 것은 무슨 일이냐,
미국은 이 건에 대하여 반대한다”
이렇게 강하게 발언을 한 것이다.
이 일로 휴회가 선언되었다. 나는 연구과제 안에서 내려진 합의를 근거로 작성
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고, 미국 측의 반대가 철회되었다고만 들었는데, 약간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았다. 내 상황이 어찌됐던 간에, 각국 대표들은 긴급회의를
하면서 나를 성토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회의 결과, 결론은 한국이 제안한 안건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서로 다른 생각과 엇갈린 절차로 인하여 협상은 어긋났던 시간이었다.
마음고생은 했지만, 소중한 원안은 지킬 수 있었기에 다행이었다.
표준전문가에겐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인 것은 ‘원안’이니까.

5) WP: Work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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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카드, 막후 협상
김형수
KT 팀장
ITU-T SG13 WP1 의장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과도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자”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2017년 처음으로 ITU-T SG17(보안그룹)에서 표준화 착수가 제안되었다. 하지
만 2시간에 걸친 논쟁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을 이미 보유한 선진 국가들의 반
대로, 양자암호통신 표준화 제안은 동의를 얻지 못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외국
수석대표와 커피를 마시며 듣게 된 말은, “각 국가마다 전략기술로 특별히 관리
하고 있는 기술이라 국제무대에서 해당 기술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
다.”라는 것이었다.
아쉬움이 컸지만, 서비스 사업화를 코앞에 둔 시장 상황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
다. 양자암호통신이 아직 ITU에서 다루지 않은 신기술임을 고려해, 2018년 미
래 통신망을 연구하는 ITU-T SG13에 다시 한 번 표준화 착수를 제안했다. 하지
만, SG17에서와 똑같은 반대논리에 부딪혔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틈
이 나면 주요 반대 국가의 수석대표들과 논의를 지속했다.
나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1) 양자암호통신은 현재 ETSI에서 표준화가 진행되는 기술로 ITU에서의 표
준화가 저지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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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하는 표준화 주제는 ETSI의 장비 기능 규격에서 진화된 양자암호 네트
워크로 향후 서비스 기반 인프라 구축의 방법론이다.
(3) 공공의 영역에서 우선 효용성이 있으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계층 간 참여
자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산업생태계의 확장과 시장의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 공식 회의석상에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경직된 자세
와 단호한 반대 의사만 반복하던 그들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자, 누그러진 태도
로 주장을 경청하거나 조언을 주는 것이다! 놀라운 변화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결국, 식사 자리에서 ITU-T SG13에서 양자암호통신 기술 표준화를 착수하되
매 회의마다 진행경과를 자세하게 공유하는 조건으로 합의했고, 이 합의는 공
식석상에서도 유지 되어 세계최초 양자암호통신 ITU 표준화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ITU 승인을 위한 2019년 SG13 폐막총회에서 또 다시 반대의견이 등장했다. 표
준문서 개발을 진행한 시간이 너무 짧고 상세히 검토해볼 시간이 충분하지 않
다는 묘한 반론이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은 정작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온라인 자료 검토도 썩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무대에서의 합의
는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쉬는 시간을 동원해, 별도 논의 및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
한 한-중-일-미-영-캐나다간 막후 협상을 진행했다.
막후 협상에선 기술적인 논쟁은 별로 없다. 정부의 눈치가 보여 마음대로 동의
하기 어렵다는 변명 섞인 의견이 몇 번 들렸지만 전반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였
다. 폐막총회 공식석상에서는 날선 표현과 차가운 표정으로 일관하던 사람들이
웃음 짓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후 재개된 폐막총회에서는 주요 이해당사국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ITU 승인
선언은 모두의 박수를 받았다. 몇 나라를 초대해 펼친 막후 협상에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그 시간이 ITU승인에 큰 역할을 한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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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Personal!
임영권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TSC TG 3/S33 의장 / ISO/IEC JTC 1/SC 29/WG 3 컨비너

“개인적인 것은 전혀 없다.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은 소속된 국가나 기관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다”

표준화 현장을 가리켜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표현을 종종 한다. 표준에 참여하
는 각 국가나 기관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표준이 제정되도록 치열하
게 논쟁하는 그 현장이, 마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싸우는 전쟁터와 비
슷해 그리 표현한 게 아닌가 싶다. 실제로 총만 안 들었지 전쟁터가 따로 없다.
때문에 아마 많은 표준 전문가들이 이 표현에 공감할 것이다.
이 총성 없는 전쟁터에도 여파는 있다. 치열한 전쟁이 훑고 지나간 자리엔 수많
은 사상자와 폐허가 된 삶의 터전, 그리고 깊은 상처만이 남는 것처럼, 표준화
전쟁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진 않지만, 표준화 활동 과정
에서 마음에 감정적인 상처가 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국가나 기관을 대표해서 표준화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아마도 전쟁터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총
탄이 날아드는 위험을 감수하며 전진해야 한다. 그러다 상대방의 총탄에 맞아
상흔을 얻는 군인들처럼, 반대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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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문화적으로 외국에 비해 공과 사를 나눠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탓에 외국 전문가들보다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에게 더 많이 상처를 받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는 표준화 전문가들을 힘들게 하고, 심하면 표준화 현
장을 떠나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오랜 전쟁으로 적대 감정이 쌓인 두 국가가 협력 관계로 돌아가기 어려운
것처럼, 표준화 전쟁 역시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국가의 전문가와는 협력 관계
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길 원한다면, 이 영어 표현을 기억하자.

“Nothing personal”
이 말을 직역하면 “개인적인 것이 전혀 없다”란 뜻이다.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은 소속된 국가나 기관을 대표해서 하는 것일 뿐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의미다. 또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당신을 향한 것
이 아니고, 모두 당신이 대표하고 있는 국가나 기관을 향한 것이니 오해하지 말
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신이 싫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 상처받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짧고 간결하게 담아내는 우리말 표현은 아직까지 찾지 못
했다.
아, 오해는 하지 않길 바란다. 없다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말로는 구구절절 한
참을 둘러 설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처럼.
표준화 회의 현장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 중에 쉽게 이해되지 않았던 모습
이 있었다. 회의 중에 마치 서로 잡아먹을 듯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논쟁을 벌
이던 사람들이 휴식 시간이 되면 웃으며 같이 커피를 마신다거나, 더 나아가 하
루 종일 서로의 의견에 반대에 반대를 거듭하던 전문가들이 회의가 끝나자 함
께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는 모습들이 그랬다.
개인적으로 이런 장면들을 처음 접했을 땐, ‘혹시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는 앞에
서 일종의 쇼를 하는 건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이
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이 영어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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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표현에 익숙한 외국 전문가들은 회의 중에 겪게 되는 치열한 논쟁과 반대
를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대방을 그저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
는 전문가, 즉 비즈니스 관계 정도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다.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들이 표준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비표준이라는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하는 이때에, 하나의 표준 안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내부의 적과 총구를 겨누며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 하는 것은 병력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표준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동료이자, 전
쟁터에서 서로의 등을 맞댈 아군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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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도한
ITU 전권회의 비화
김형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ITU-T SG20 WP1 의장

“수차례의 회의 참관과 물밑 대응을 통해
하나의 신규 결의안을 완성할 수 있었다”

ITU 전권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최상위 정책 결정 회의로 4년 단위
로 거행된다. 이 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193개 회원국가에서 약 2천 여 명
의 대표단이 참석하는 그야말로 ICT 표준 올림픽이라 불리며, 주관하는 국가는
명실상부 표준 강국 또는 표준 선도국의 지위를 갖게 되는 의미 있는 행사가 아
닐 수 없다.

지난 2014년 10월,
우리나라는 ITU 전권회의(PP-14)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였으며, 이 행사에
국가적으로 세 가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한 바 있다. 첫째는 ITU
의 최초 선출직 공무원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를 당선시키는 임무, 둘째는 ITU의
7회 연속 상임 이사국 진출, 그리고 마지막 미션은 대한민국 최초의 ITU 전권회
의 신규 결의 채택 추진이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회의를 통해 세 가지 미션을 완벽하게 이행하였다.
나는 이 중 ITU 전권회의에서 우리가 주도한 최초의 사물인터넷 관련 신규 결
의 채택과 이를 바탕으로 ITU-T 표준 회기 중에 사물인터넷 스터디 그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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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0의 탄생에 얽힌 비화를 회고하고자 한다.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의를 새삼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국제전기
통신연합에서 사물인터넷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표면적인 미국 정부의 주장은, 사물인터넷 이슈는 인터넷 거버
넌스(governance) 범주에 해당되며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인터넷 거버넌스 이
슈를 다루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그들의 지속된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
장 이면에는 미국 내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주요 플랫폼 업체를 중심으로 이 이
슈에 대한 시장 선점 및 기술 리더십을 이미 갖추고 있는 바, 193개 회원국 간의
공평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이 이슈에 대한 기술 표준 개발
을 추진하게 되면 소위 미국의 통제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염려
였을 것이다.
ITU 전권회의에 제출되는 기고서는, 단위 국가에서 제출할 수도 있겠으나, 주
로 각 국가가 속해있는 지역 협의체의 합의를 전제로 한 지역 기고서로 제출되
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즉, 대한민국은 아태지역(아시아 & 태평양 지역)
국가의 일원이니, 대한민국 주도의 ITU 전권회의에 기고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아태지역 국가 간 협의체(APT PP-14 준비 회의)의 합의를 통한 지역 기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태지역 협의체 회의에서부터 사물인터넷 분
야의 ITU 전권회의 신규 결의 제안을 주장하고 지역 기고서로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주도했다.
먼저, 수차례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관인(observer)으로 참석한 미국 상무성 소
속 대표와의 물밑 대응을 통해 ITU 전권회의에 제출할 아태지역 협의체 지역
기고(사물인터넷 촉진 신규 결의)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ITU 전권회의 초반, 미국 정부의 한미 양자 회
의 요청에 따른 실무 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협의체 지역 기고로 제출된 신규 결
의 제안 내용의 일부 문맥 수정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다. 이후 ITU 전권회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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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발표한 아태지역 협의체의 신규 결의 제안 내용에 대해 여러 지역 국가
간의 의견과 이견이 제기되었다. 본회의는 별도의 에드혹(Ad-Hoc) 그룹을 결
정하고, 나를 에드혹 그룹 의장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 국가별 이견 또
는 의견을 조속히 수렴하여 합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나는 사물
인터넷 촉진을 위한 ITU 전권회의 신규 결의 내용에 대한 각 지역 국가 간 의견
및 이견을 조율하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대한민국 최초로 ITU 전권회
의를 주도해 신규 결의 채택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 6월,
대한민국은 ITU-T 표준화 회기(2013-2016)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ITU 전권
회의(2014)와 연계하여 ITU-T TSAG(정보통신표준화자문반) 회의에 사물인터
넷 표준화를 전담하기 위한 버티컬 SG(Study Group) 신설을 국가 기고서로 제
안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 국가 기고서의 발표 및 버티컬 SG 신설을 주장했다.
한편, 이 TSAG 회의에는 ITU-T SG5내 스마트 시티 포커스그룹(Focus Group)
의 활동 결과 보고 및 표준화를 위한 전담 그룹 신설을 주장하는 기고서가 제
출되었다. TSAG 의장은 별도의 에드혹 그룹 제안과 더불어 나를 에드혹 그룹
의장에 임명하였고, 대한민국이 제안한 사물인터넷 전담 스터디그룹 신설과
ITU-T SG5에서 제안한 스마트시티 표준화 전담 그룹 제안 내용간의 통합 주도
를 추진했다. 그 결과, TSAG 폐회에서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표준화를 전
담하기 위한 스터디 그룹의 신설이 최종 결정되었다.
이 결정으로 당시 59년의 ITU-T 표준화 역사상, 표준화 회기 중에 탄생한 최초
의 스터디그룹인 SG20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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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협상을 배워 앞으로 전진하자
홍용근
동명대학교 교수
IETF 6lo WG 에디터

“지칠 땐 힘을 내라.
노력한 결과는 언제 어떻게든 인정받기 마련이니까”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즉, ‘국제 인터넷 기술 위원회’
의 업무는 ‘인터넷 기술 표준 연구’이다. 이를 위해 수많은 워킹그룹(Working
Group)과 표준(RFC, Request For Comments)이 존재하고 있다．

IETF에서 ‘인터넷 단말 이동성’을 연구하는 ‘워킹그룹’들은 무엇이 있을까?
Mip4(Mobility for IPv4), Mip6(Mobility for IPv6), Mext(Mobility Extensions
for IPv6), Netext(Network-Based Mobility Extensions) 등등 수많은 워킹그
룹들이 단말기 이동성을 연구 해 왔는데, 현재는 DMM(Distributed Mobility
Management) 이라는 워킹그룹만 존재한다．
IETF의 ‘인터넷 단말 이동성 연구’는 역사가 매우 깊다.
연구의 시작이 2002년이고, 그때부터 많은 국가와 기업, 연구소 및 대학들이 연
구 및 표준개발에 참여했다. 초창기에 이 분야 표준화 연구 활동을 주도했던 기
업들은 주로 미국과 유럽의 Cisco, Nokia, Ericsson 등이었다.
당시 아시아에선 일본만 겨우 참여하는 수준이었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함
께 조금씩 ETRI 기고서를 내기 시작했다. 나 역시, 네트워크에서 단말의 이동성
을 지원하는 워킹그룹에 참여했는데, 그 이름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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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ext(Network-Based Mobility Extensions)이었다.
Netext 워킹그룹은, 2009년 5월에 설립되었고 2016년 5월에 문을 닫았는데, 주
된 연구는, 단말을 수정 하지 않고 네트워크 자체에서 단말의 이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었다.
나는 2009년 10월 즈음, Netext 워킹그룹에서 처음으로 ‘다중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를 탑재한 인터넷 단말 이동성 지원’에 대한 기고서를 제출했고, 표준화 논
의에 참여했다. 사실, 나는 이와 비슷한 주제로, 2004년과 2005년 IETF DNA
(Detecting Network Attachment) 워킹그룹과 MIF (Multiple Interfaces) 워킹
그룹에 참여해, 기고서 제출과 표준화 논의를 한 적 있기에 Netext의 기고서는
쓰기 쉬운 편이었다. 그렇게 기고서 제출과 함께, 우리나라도 표준화 논의에 주
도적인 참여를 하게 되었다.
2009년, 2010년, IETF Netext 워킹그룹의 표준화 논의는 개인 기고(Individual
Draft)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0년 하반기에 들어서 워킹그룹 문서
(Working Group Document)를 진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여러 기업
과 학교, 연구소에서도 기고서를 제출하고, 표준화 작업에 참여했다.
IETF Netext 워킹그룹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우선 비슷한 기고서들을 취
합해서 정리한 다음, 워킹그룹으로 문서를 보낸다. 나는 기고서를 합치는 방식
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는데, 그 이유는 비슷한 기고서들이 합쳐지더라도 그동안
한국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저자 순위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닥쳐보니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간 관련 표준화 활동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던 유럽 Alcatel-Lucent 소속의
전문가와 미국 Cisco 소속의 전문가가 워킹그룹 문서 저자 1,２위를 차지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나는 이런 일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IETF Netext 워킹그
룹 의장에게 강하게 항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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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관련 연구를 주도한 기관에서
주요 저자 자리를 맡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당시 IETF Netext 워킹그룹의 의장들은 유럽 Nokia와 미국 Cisco 소
속이었고 이미 1, 2저자로 내정된 전문가와 잘 아는 사이였다. 나는 이러한 부당
한 행위를 막기 위해, IETF 내의 다른 워킹그룹 의장과 그 상위 기관인 Internet
Area 디렉터에게까지 적극적으로 문의를 했고, 해결 방안이 있는지 찾아봤지
만, 속상하게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나를 비롯한 우리 팀원들은 ‘다중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인터넷 단말
의 이동성 지원 기술’ 분야에서 오래 동안 연구를 해 왔고, IETF 내에서도 어느
기관보다 열심히 표준화 활동을 해 왔다. 그런데, 워킹그룹 문서에서 주요 저자
가 아닌 일반 저자로 취급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다.6)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１저자와 ２저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
는 그 이후에도, IETF Netext 워킹그룹에서 ‘다중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진
인터넷 단말의 플로우 이동성 지원’에 관련된 표준 개발에 계속 참여하였고, 우
리나라가 개발한 결과물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7)
국제표준화 활동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객관적인 자료로 움직이기 보다
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 그리고, 회사와 회사 사이의 관계, 국가와 국가 사
이의 관계가 큰 힘으로 작용한다는 걸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절대 다들 지치지 말기를.
노력한 결과는 언제든, 어떻게든, 인정받기 마련이니까

6) IETF RFC7847, "Logical-Interface Support for IP Hosts with Multi-Access Support"
7) IETF RFC7864, "Proxy Mobile IPv6 Extensions to Support Flow Mobility"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입문 소양 편

34

협상의 강약 조절 방법
최미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ITU-T SG16 Q24 라포처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해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국제표준화 업무에 참여하는, 우리는 모두 외교관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외교관이라 하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능숙
한 협상 능력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물론 그 목적은 자
신의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표준화 활동 역시, 작게는 자신이 속한 회사나 조직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개인의 체면과 자존심, 사사로운 이익을 먼저 앞세워서는 안 된다.
사실 처음 국제표준화 활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다. 하
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국제표준화 전문가임에 사명감을 가지게 됐고, 이 이면
에는 뼈아픈 경험이 있었다.

ITU-T의 활동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다.
그 당시 자동통역시스템의 표준화가 시작되었는데, 나의 임무는 ITU-T에서
ETRI의 자동통역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만드는 일이었다. 나는 ITU-T SG2(통신
운용에 관현 표준 개발 그룹)의 한 소그룹으로, 인적요소와 접근성에 관련된 표
준화 과제를 진행하는 Q4의 의장을 맡고 있었다. Q4에서는 자동통역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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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서 신규 표준화 작업의 시작은 적합했다.
소그룹의 의장이 자신의 그룹에 적합한 주제로 표준화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장애물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 주제가 적합하고 절차를 잘 지키면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이다. 일단 자동통역시스템을 주제로 신규 표준화를 시
작했고, 2년 정도 개발하면 표준화 승인은 따 놓은 당상이었다.

그런데,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고 했던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쳤다.
따 놓은 당상으로 생각했던 신규 표준화에 일본의 반대가 화살처럼 날아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중에 알았지만, 일본이 자동통역시스템을 주제로 한 신규
표준화에 제동을 건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일본은 자동통역 분야에서 기술이
제일 앞서 있었고, 이에 표준화도 선두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통역 기술
에 대해 인정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앞선 기술이라도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은가. 일본의 자동통역 기술은 이미 그 기세가 꺾인 상태였고, 모바일이
우세해 지면서 모바일 통신을 이용한 한국의 자동통역 기술이 새로운 기술로
인정받고 있었다. 이에 따른 표준화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일본의 집착
으로 앞이 막혀버린 것이다. 나는 일본의 이러한 입장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
에 몇 년간 에너지를 소모해 가며 일본의 반대에 맞서 싸웠다.
우리의 기술과 논리는 우세했으나 일본 특유의 끈질기고 조직적인 반대로 인
해 매번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심지어 기존의 자동통역시스템 표준화는
ITU-T SG2가 아닌 다른 그룹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SG16에서 표준화를 진행
해야 한다는 일본 나름의 논리를 내세워 저지하고 나섰다. 당시 나는 SG16 그룹
에서도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었던 터라, SG16 회의에서 한국 표준화의 당위성
에 대해 논의할 것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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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좋지 못 했다. 혼자 일본을 상대하겠다는 나의 용기는 무모했다.
당시 SG16의 의장은 일본인이었고, 일본의 기세가 등등하던 때였다. 누구도 내
편에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한국인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일본의 조
직적인 공격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나는 협상의 기본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만만하게 맨몸으로 전쟁터에 뛰어들
었다 공격만 받고만 꼴이었다. 결국 상처만 입고 SG16에서 후퇴해 SG2로 넘어
가 표준화 개발을 계속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SG2에 넘어와서까지 일본의 끈질긴 방해는 계속 됐고 결국 표준화는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ISO에서 새로 발의하여 좋은 결과를 얻긴 했으나, 지금
도 그때를 생각하면 허탈한 웃음이 난다. ITU-T에서의 뼈아픈 경험은 향후 내
가 표준화 활동을 하는데 있어 값진 교훈이 되었다.
그 당시 회의에 참가했던 유럽의 한 여성학자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강한 칼로도 이길 수 없는 상대라면
부드럽게 대해 원하는 바를 얻는 것도 방법이에요.
당신의 말투엔 긴장감이 서려 있어서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오기 쉬우니
부드러운 말투로 상대를 설득해보길 바래요.”
표준화 현장에서 협상을 할 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강인함
과 부드러움이 함께 공존해야 그 힘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가
끔은 굽히고 들어가 숨을 고르며 상대의 허를 찌를 타이밍을 볼 줄도 알아야 하
고, 부드러운 말투로 상대를 내편으로 만들 줄도 알아야 한다.
나는, 나의 자존심과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 공격적으로 일본과 싸웠고 그 결
과 패배했다. 나의 행동 하나, 말 한 마디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생각했더라
면 어땠을까? 조금은 덜 감정적으로, 조금은 더 멀리 보며 표준화에 임할 수 있
지 않았을까?
그때의 교훈을 발판삼아 표준화 전문가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표준화
활동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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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everybody happy?
임영권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TSC TG 3/S33 의장 / ISO/IEC JTC 1/SC 29/WG 3 컨비너

“표준화는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이해하고 양보하며 절충안을 찾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다.
영어 알파벳 C로 시작되는 두 개의 단어인데 바로 컨센서스(Consensus)와 콤
프로미스(Compromise)가 그것이다. 전자는 표준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의사 결정 방법이고 후자는 그러한 의사 결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론을
의미하는데, 이 둘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투표
다. 의견이 나오고 결정을 해야 할 때는 투표를 통해 더 많은 표를 얻은 쪽의 의
견으로 결정을 내린다거나 또는,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만장일
치가 나오면 그 의견을 따른다. 이러한 의사 결정 규정에 따라 국가적으로 혹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뽑기도 하고, 어떤 단체나 국가의 미
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런데, 표준화 과정에서는 투표 방식 보다 컨센서스 도출이라는 방법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컨센서스는 만장일치도 아니고 다수결도 아니다.
JTC 1의 표준화 절차를 규정하는 문서에는 컨센서스를 ‘지속적이고 중대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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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존재하지 않는 합의’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컨센서스 여부는 의사결정 과
정을 책임지는 의장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의장이 회의 참여자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의견이 합의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판단한 후 이를 선언하도록 규정한
다.
일부 표준화 단체들은 합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참여자들이 개별 의
사를 확인하거나 각 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지도를 확인할 수 없도록 명백히 제
한할 때도 있다. 그럴 경우 컨센서스를 통한 의사 결정은 경우에 따라 상당히 곤
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컨센서스라는 의사결정 방식을 유독 표준화 과정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 이는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절충 (compromise)’
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ATSC와 같은 표준화 단체에서는 컨센서스를 통한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규모의 지속적인 반대가 존재하는 경우, 소수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
기도 한다. 이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해서 절충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굳이 투표를 통해서 승자와 패자를 가리고 승자의 의견에 따라서 결론을 도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의 참여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과정을 통해
서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절충안을 찾아 목표를 이뤄나간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반대 의견을 가진 참여자도 다수의 의견에 찬성표
를 던져야 하는 만장일치보다 더 큰 의미의 합의라고 볼 수도 있다.
개별 참여자의 의견을 물을 수 없는 컨센서스라는 의사 결정 방식에서 의장으로
서 컨센서스를 묻는 질문으로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Is everybody happy?”
이다. 이는 특정 안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니라 회의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지
를 묻는 것이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표준이 개발되어 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
인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Compromise와 Consensus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표준을 개발하자는 의지를 재확인 하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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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리는 순간엔, 언제나 곤란함이 찾아올 때가 많다. 이럴 때, 모두가 만
족하는 상황으로 절충안을 찾아가는 과정!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우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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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찾기 게임
이현우
단국대 교수
(전) 3GPP TSG RAN 부의장

“좋은 파트너란
나와 상호 보완적이면서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사람 또는 단체이다”

불과 수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정보통신기술 난이도가 이렇게까지 높지 않았다.
전문가 풀도 다양하지 않아서 특정 기관 또는 인물이 표준을 주도하면 묵묵히
따르는 게 일상이었다. 미국의 AT&T, 독일의 Siemens, 프랑스의 Alcatel, 일본
의 NTT 등이 정보통신기술을 이끄는 대표적인 조직이었다.
그러나 이동통신 기술이 떠오르게 된 3세대부터는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고,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기술의 난이도도 올라갔다. 그러자 특정 기관이
홀로 주도하기는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시장파이는 커졌고 참여국가, 전문
기관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표준에서는 경쟁은 일상이었고 적절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모
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유용한 파트너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
려웠다.
우선 나와 잘 맞는 파트너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나와 상호보완 관계로 윈윈 할 수 있다면 최선의 파트너지만 각자의 핵심 역량
과 국제적인 위치, 관심 분야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조합 구성이 말처럼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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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파트너란
나와 상호 보완적이면서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사람 또는 단체이다. 단 시장에
서는 선발자, 중간자, 후발자가 존재하는데 나와 파트너가 이 중 어디에 속하는
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또 현실적인 자원 가용 범위도 고려해야 한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좋은 파트너를 찾겠다는 생각이 들면 우선 주체들의 포지셔닝 파악이 중요하
다. 이 때 각 주체의 역량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야별로 분석한 표를 만들어 보
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의 역량]을 [단말
기, 칩세트, 인프라 장비, 소재/부품, 응용서비스, SW Platform, 서비스 시장, 정
부 정책]의 관점으로 표를 만들면 상호 보완 관계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
다. 이 때 주관적인 분석과 객관적 비교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파트너십 전략을 선택한다.
가장 흔한 [파트너십 전략]은, 2위와 3위가 협력해서 1위를 따라잡는 추적전략
이다. 2위와 3위 주제는 기술, 인력, 자본 등이 1위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협력
을 통해 1위에 버금가는 자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유명한 전략은 [따돌리기 전략]으로, 1위와 2위가 협력해 3위를 배제
하는 전략이다. 1위와 2위가 후발자가 추적해올 빌미를 주지 않고 당분간 시장
과점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 구도가 지속되면 과도한 경쟁을 피할 수 있
어서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협공전략]으로 1위와 3위가 2위를 아래 위에
서 압박하는 전략이다. 1위에게 2위는 기존 독점자의 자리를 위협하는 잠재적
경쟁자이다. 3위에게 2위는 1위보다는 훨씬 만만한 상대다. 1위와 3위의 협력을
통해 1위는 선두 유지, 3위는 2위를 꺾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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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 이보다 훨씬 다양한 전략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지만 선발자-중간
자-후발자 간의 3자 대결 및 협력구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전략을 실행
할 때 자원은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인력, 기술, 자본, 문화적 유사성, 법과 규제,
외교관계 등을 모두 의미한다. 자원의 한계를 넘는 무책임한 전략이나 방안은
지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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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 이유, 내면적 이유
나재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ITU-T SG17 WP4 의장

“회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고가는 곳이기에
민감한 현장이라는 걸 기억하자”

표준화 회의에선, 화제가 반복되고,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기술적 논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합의가 쉬운 편인데, 정책적인 이슈에 해당되
는 것들이 있으면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상황도 생겨 곤란을 겪는다. 특히나, 개
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기술적 이슈는 접근이 힘들다.
그리고 안건을 채택하고 진행하기 위해, 표준화회의 조직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면, 더더욱 첨예한 반응이 오고간다.
ITU-T SG8)17(보안 그룹)은 현재 14개의 연구과제와 4개의 WP로 구성되어 있
다. 특히, 안전성이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양자암호통신9)이 최근 들어 붐을 일
으키는 만큼, 표준화 회의에서도 큰 필요성을 느끼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양자암호통신의 표준 아이템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는, 기존의 유사 연구과제
안에서 표준화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그리 화제가 되진 않았다.

8) SG: Study Group
9) 암호화 작업이나 해독에 필요한 '암호 키'로 빛의 입자인 광자(光子)를 활용하는 통신 기술. 정보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전송한 데이터와 함께 암호화한 키(열쇠)를 보내는 방식으로, 제3자가 무단으로 정보를 읽으려고 할
경우 광자의 상태가 바뀌어 키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입문 소양 편

44

그런데, 한국에서 ‘독립적인 양자암호통신의 연구과제 신설’을 위해 기고서를
제출하자, 조직 구조 조정에 빅 이슈가 생겼다.
현재의 구조에서, 서방국가는 신규 연구과제 신설을 반대 한다. 표면적 이유는
연구기간이 종료되는 4년의 기한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연구과
제를 굳이 이번 회기에서 신설하지 말고, 다음 회기에 구조조정을 반영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이 수락되었고, 두 번의 총회와 총회간의 중간 휴식기에도
계속 연구과제 신설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비대면으로 열린 ITU-T SG17회의에서 우리나
라가 제안한 양자암호통신 표준 2건이 국제 표준으로 예비 승인되었고, 9월 총
회에서 최종안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양자암호통신 연구과제의 신설과 더불어, 전체 연구과제 수를 12개로
줄이는 것에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에, 서방국가들은 연구과제를 11개까
지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합의를 이루는 동안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제안을 거절하고 받아들이
는데 있어서, 표면적 이유와 내면적 이유가 다른 경우가 많다. 표면적 이유만을
근거로 대응 하다보면 낭패를 당하게 된다.
각 나라의 내면적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선, 인맥, 사전회의 결과 등 다양한 채널
을 가동한다. 어떤 생각으로 저런 제안을 한 건지, 그 제안이 각 나라에게 가져
다주는 이점은 무엇인지, 세세히 알아보는 과정은 꽤 미묘하고 복잡하다.
하지만, 그런 사안들을 검토하다 보면 어디가 우방이고, 어디가 좀 더 조심하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곳인지 깨닫게 된다.

이처럼 회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고가며 결과를 이끌어 내는 곳이기에,
감정이 담긴 민감한 현장이라는 걸 꼭 잊지 말았으면 한다.

Chapter

01
멈출 수 없는
도전

3

갈등해결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입문 소양 편

46

갈등을 중재한 새로운 솔루션
류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ITU-T SG15 부의장

“의견을 조율하고, 완성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한다”

인류의 ‘정보화 사회 형성’에 크게 기여한 표준화 기구로는
IEEE와 IETF, 그리고 ITU-T가 있다.
IEEE는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소규모 랜 환경의 네트워크 기술 표준화를 다
루고 있고, IETF는 IP와 MPLS10) 등의 패킷 네트워크 기술을 다룬다. ITU-T는
SDH11)와 OTN12) 등의 중장거리 통신용 회선 기반 네트워크 기술의 국제 표준화
를 담당한다.
세 기구가 각자 영역에서 표준 개발을 해오던 중, 2000년대 초반 쯤 소규모 랜
에서 쓰던 인터넷 이더넷 기술의 범위가 확장되며, 이를 위해, IEEE 전문가들과
ITU-T 전문가 집단이 서로 협력해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되었다.
우선, ‘OAM13) 기술’과 ‘보호절체 기술’을 우선, 인터넷이더넷에 적용하기 위한
국제 표준 개발은 성공적으로 함께 완료하였다.

10) MPLS :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다중 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11) SDH : 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동기식 디지털 계위
12) OTN : Optical Transport Network, 광전달망
13) OAM : 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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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송 용량이 제한적인 ‘SDH 기반의 메트로 및 중장거리 기간망’을, 대
역폭 확장에 유연한 ‘패킷 기반의 MPLS망’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망
사업자의 요구가 생겼고, 이에, 2007년, MPLS 확장 작업을 IETF와 ITU-T가 공
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작업에서 IETF와 ITU-T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한 나머지 큰 갈등을 빚게 되었다.

문제 투성 이었다.
한 두 달에 한 번 꼴로 열리는 두 집단의 합동 회의에서는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회의는 아무 성과가 없었고, 보고서에는 ‘서로가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다’는 웃지 못 할 내용만 적어낼 뿐이었다.
이런 와중에, 서울에서 ITU-T와 IETF 전문가 합동 회의가 열렸는데, 양측 기술
을 비교 분석하는 논의가 과열된 나머지 나는, ‘우리나라 통신망에 이렇게 문제
가 많은 IETF 방식이 적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호기 어린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양대 표준화 기구의 갈등은 수년간 지속되다가, 2012년 WTSA 회의에서
마침내, ITU-T 방식과 IETF 방식을 각각 담은 두 개의 OAM 기술 권고가 승인
되었다.

OAM 기술 표준화 완료 이후,
보호절체 기술 표준화에서도 ITU-T 방식과 IETF 방식이 대립했다. 당시, 나와
정태식(ETRI) 박사가 협동해서, ‘망 운영자에게는 ITU-T 방식으로 보이게 동작
하고, 프로토콜 메시지는 IETF 방식을 따르는’ 새로운 솔루션 개발에 몰두했다.
그 결과 ITU-T의 장점을 유지하고 IETF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우리가 개발한 내용을 IETF 웹 형식의 초안으로 인터넷 드래프트로 제출하고,
ITU-T 보호절체 권고안 에디터로서 양측 주요 전문가들과 일련의 공식, 비공
식 논의를 통해 계속 설득한 결과, 2014년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솔루션이 I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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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C로 발간되고 동시에 같은 내용의 ITU-T 권고가 승인되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유선 네트워크 국제 표준화의 엄청난 성과라고 발표
했다. 그러나 그보다 IETF와 ITU-T의 주요 전문가들을 번갈아 찾아다니며 설득
하고, 공식 회의에서는 국가 대표 위치를 십분 활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기도
하던 당시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내 스스로를 응원했다.

의견을 조율하고, 완성하여 하나의 결과물을 내놓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나가는 걸 발견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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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에게 쏟아진 햇볕처럼
위규진
선명 고문
ITU-R WP5D 부의장 / APG 의장

“나그네의 옷은 강한 바람이 아닌 따스한 햇볕이 벗기는 것이다”

아태지역 정보통신 협의체인 APT의 지역 기구에서, 한 그룹을 맡았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 때 우리 그룹에서는 회의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는
데, 이에 대비한 규정 초안을 위해 한창 논의 하던 중이었다.
당시에 나는 40대 초반이었다.
흔히 말하는 자신감이 붙은 상태랄까. 아태지역 기구 APT 뿐만 아니라 국제기
구 ITU 등에서 소그룹 의장을 맡으며, 여기저기 이름이 좀 알려진 참이었다. 왠
지 국제무대에서 영향력도 좀 생긴 것 같아 한창 신났을 때였다.
어느 커피타임이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던 내게 APT 사무총장을 맡고 계셨던 고 이종순 총
장님 다가오셨다. 사실 커피 한 잔의 여유라는 표현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게 당
시 나는 흠 잡을 데 없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
다. 그런 내 마음이 눈에 보였던 건지, 총장님께서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말씀
을 해 주셨다.

“규정을 잘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경우를 다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란 건 없네.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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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인 수준의 규정을 만든 뒤 이를 잘 적용하는 덕과 지혜가 더 중요하지.”
젊은 혈기와 의욕 그리고 열정으로 무장한 나에게 선배님의 말씀은 봄눈이 햇
볕에 녹듯 스며들었다. 그 이후 이 말씀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 처리 방식이
되었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 사람들과 논의할 때는 문화 차이로 인
해 우리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을 때도 많다. 하지만 ITU 에서도 ‘Australian
Approach’ 라고, ‘논쟁이 되는 문장은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자’
는 전통이 있다. Australian Approach와 이종순 총장님의 지혜는 어딘가 통하
는 바가 있다고 느껴진다. 국제무대에서 살아남는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다.
나그네의 옷은 따스한 햇볕이 벗기는 것이지 강한 바람이 벗기는 게 아니다.
우리들은 종종 이 이솝 우화가 주는 교훈을 잊고 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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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는 숲을 보는 지름길
최상성
국민대학교 교수
(전) IEEE802.15 TG4m 의장

“원하는 것만 주장하면 큰 것을 놓칠 수 있다
타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초광대역(Ultra-Wideband: UWB) 무선기술’이란 무선 반송파(RF Carrier) 없
이 기저대역(Baseband)에서 수 GHz 이상의 매우 넓은 대역을 사용하는 기술
이다. 초광대역 무선기술은 90년대에 군사보안기술에서 해제되고 민간에 개방
되면서, 효율적인 초고속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급부상 하고 있었다.
나는 2000년부터 오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스펙트
럼을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UWB 기술’에
관심이 있었다. 이는 홈네트워크의 핵심 기술이었는데, 2002년 5월 미국 댈러
스에서 개최되었던 IEEE802.15 WPAN 표준 회의에 참석해보니, ‘UWB 기술’을
초고속 근거리 무선통신으로 개발 하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1994년 UWB 무선기술이 민간에 한창 개방되기 시작할 쯤 ‘UWB 칩셋’이 출시
됐다. 이것은 건물 벽을 투시해서 반대편 쪽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하
고, 익스트림 스펙트럼(Xtreme Spectrum)으로 비디오 데이터를 자유롭게 전
송 시키는 시스템이었다.
2002년 미국 댈러스 회의에서는 미국 기업 인텔 등을 선두로 UWB 상용화
를 위한 신속한 표준 제정을 서두르고 있었다. UWB 초고속 무선통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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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802.15.3a 표준 추진은 전 세계 IT인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결과적으
로는 DS-UWB14)방식과 MB-OFDM15) UWB 방식 둘 중 하나로 결정하기로 결론
이 나게 되었고, 그 사이에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이 벌어져 추진은 점점 미뤄지
기만 했다.
원래 DS-UWB 기술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었는데, 특정 회사의 독과점을 염려
하는 회사들이 연합해서 MB-OFDM라는 기술을 만들었다. DS-UWB가 채택
되면 이득을 보는 회사는 신속하게 표준으로 채택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
였고, 다른 회사들은 MB-OFDM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를 막고 있었다.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 수 있었던 이유는
IEEE802.15.3a의 표준 선택 방법이 Down-Selection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Down-Selection’이란 투표에서 회의 참석자가 75% 이상의 찬성하는 안이 나
올 때 까지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러다 보니 기술의 우수성에 중점을 두기보다
정략적인 위치에서 표준을 선택해야 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UWB 개
발 사업을 수행했던 나 역시, DS-UWB를 지지하던 나의 입장을 포기하고 MBOFDM 방식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2006년,
양측 모두 IEEE802.15.3a에서 표준을 포기하고 독자 표준을 추진하게 되었다.
MB-OFDM 진영은 기술개발이 상용화 수준에 도달하자 시장 진입을 추진하게
되었고, DS-UWB 진영 역시 포럼을 구성하고 시장에서 경쟁했다. 그러나 불행
하게도 Wi-F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UWB 기술은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14) DS-UWB(Direct Sequence UWB): 운용 모드에 따라 low band 및 high band를 2개 대역에서 특정
주파수와 확산코드에 의해, 최대 1.3Gbps까지 전송 가능한 다이렉트 전송 방식
15) MB-OFDM UWB(Multi-Band O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UWB): OFDM을 응용.
3.1GHz~10.6GHz의 대역을 528MHz 간격으로 14개 대역으로 분할하여 사용하여 최고 480Mbps전송 가능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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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험을 통해 표준 활동을 하는 많은 후배들에게 타협 없는 표준 경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조언을 전해 주고 싶다. 표준은 자신이 제안한 기술을 고집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고 원하는 것을 쥐려하다가 더 큰
것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➊	https://www.itfind.or.kr/WZIN/jugidong/1057/105701.htm
➋ https://mentor.ieee.org/802.15/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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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적
김태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ITU-T SG9 WP2 의장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의견을 재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준화 활동을 하다보면 별별 일들을 접하게 되는데, 가장 접하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는, 같은 국가 멤버들 간의 갈등이다. 그 갈등을 들여다보면 영향력이 비
슷한 부문(sector) 멤버들 간의 갈등도 있지만, 다윗과 골리앗처럼 영향력 차이
가 큰 멤버들 간의 갈등도 있다. 흔치는 않지만, 이런 상황을 목격할 때면 ‘본인
들 나라 안에서 미리 의견 조율 좀 하고 나오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른 회
원국들이 보는 앞에서 같은 국가의 멤버들끼리 서로 자기주장을 하는건 그리
보기 좋지 않은게 사실이다.
새로운 회기년도가 시작되고 인터림(interim) 회의16)가 대면으로 열렸다. 회의
기간 중에, 개최국의 한 중소기업이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표
준화 진행을 원해서 해당 기술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발표가 끝나고 회원들이 기술의 내용과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였다. 갑자기 개최국의 한 대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멤버가 표준화 진행을 반대
하고 나섰다. 말로만 듣던, 같은 국가 멤버들 간의 이견으로 인한 논쟁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다. 사실 멤버들 간의 이견이라고는 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논쟁이나 다름없었고, 그래서인지 한쪽이 심하게 밀리는 상황이었다.
16) 본회의 사이에, 긴박하게 표준안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회원사 간 합의를 통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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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논쟁이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로 시작된 것이라서 기술적인 이슈가 있
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해결 또한 쉽지가 않아보였다.
제법 오랜 시간동안 논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커피 브레이크(coffee break) 시간을 제안했다.
그리고 20분간의 대화 시간을 가지게 됐다.
먼저 강하게 반대하던 대기업 멤버를 불러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었다. 플로
어에서 이야기할 때 할 수 없었던 서비스 사업 영역에 대한 우려가 바탕에 깔려
있었다. 또한, 맹목적으로 찬성을 하고 돌아갔을 때 회사에서 받게 될 비난이 두
려워 보였다. 한편 기술 발표를 한 중소기업 멤버는 CEO에게 전화로 진행상황
을 보고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매우 절박해 보였다.
커피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고, 회의가 재개 되었다. 나는 우선 대기업 멤버가 제
안한 의견을 받아 들여 두 멤버들 간의 충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기업 멤버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과제 제안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
이다. 다만, 기술 이외의 사항으로 계속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다음 인터림 회의 때까지 두 멤버들 간에 직접 대면 회의
및 비대면 회의를 갖고, 회의 진행시 토론할 문서들을 보낼 때 반드시 참조에 나
를 포함하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중소기업 멤버에게는 인터림 회의 때까지 동
의를 받아오지 않으면 신규과제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것처럼 쉽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중소기업 멤버는 대기업 멤
버의 계속된 반대를 위한 논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 중소기업 멤버
는 이러한 고충을 이메일을 통해 나에게 보내왔다. 나는 당사자들 간의 대화로
는 갈등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갈등 해결을 위해 조정자 역할을
할 멤버를 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당 국가 수석대표(HoD: Head
of Delegation)가 해주기를 요청했다.
조정자의 노력 덕분인지,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 양쪽의 입장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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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줄기 시작했다. 비록 처음에 정한 기간 안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 인터림 회의에서 두 멤버들이 합의한 내용의 기고서가 제출
될 수 있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표준화 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 그렇지만 처음 표준화를 진행할 때와는 달리 기술적인 이슈들이 바탕
이 되어 쉽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반면교사(反面敎師)라고 했던가?
같은 국가 멤버들 간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 현장에서 저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 습관화 된 것이 있다. 사전에, 국내 연
구반 회의에서 추후 이견이 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재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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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앙스 조절, 갈등 조정의 해답
김형수
KT 팀장
ITU-T SG13 WP1 의장

“뉘앙스의 작은 변화가 막막했던 갈등을 풀어준다”

아무리 작은 그룹에서도 갈등 조정 이슈가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유럽표준화기구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와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처럼, 국가별 혹은
지역별 의견의 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대부분 정부의 방침을 대변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발표자의 현장 대처가 쉽지만은 않다.
2000년대 초반 쯤 인터넷의 활성화로 IP(Internet Protocol) 네트워크 관련
ITU 표준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었다. 특히나 IP 성능과 품질은 국가 규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주제라, 모든 국가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였다. 그 중
에서도 IETF를 기반으로 인터넷 기술과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미국과 통
신 기술 개발의 오랜 고립을 탈피하고 국제표준화를 해보려는 일본은 서로 대
립하는 분위기였다.
ITU-T SG12 Q.6 회의에서 라포처를 맡을 때 일어난 일이다.
IP 패킷 전달 성능 표준화를 주도해온 미국은, ITU 권고안 Y.154017) 과 Y.154118)의
표준화에 이어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세션 성능 표준화를 추진
17) IP 패킷 전달 및 가용성 성능 파라미터, IP packet transfer and availability performance parameters
18) IP 기반 서비스 망성능 목표, Network performance objectives for IP-bas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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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했다. 그래서 신규 표준화 착수를 제안하는 기고서를 제출하였다. 반면
에, 일본은 기존 표준문서 내에, 해당 TCP 성능 섹션을 추가하여 기고서를 제출
하였다.
그러나 이미 회의를 통해 기존 표준문서에 많은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거
기다 TCP 성능 섹션까지 추가하면 너무 분량이 늘어나 버리는 상황이었다. 일
본 발표자도 이런 상황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일본 측에서는 사전 보고와 결정
을 마친 기고서를 제출하였기에, 현장에서 자신들의 기고서가 거절되고 미국
측의 기고서만 채택되는 것을 원치 않아, 강하게 미국 측의 기고서 채택에 반대
했다. 서로 다른 기고서 내용으로 인해 일본과 미국 사이에 계속되는 격렬한 논
쟁은 참 지루했다.
그러던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보통, 기고서 제출 결과는 Agreed (동
의)와 Not agreed(미동의) 둘 중 하나로 표시하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별 일 없
는 이상 미국 측 기고서는 Agreed, 일본 측 기고서는 Not agreed가 과반수 이
상 일 것이다. 그래서 미국 측과 일본 측을 따로 만나 설득을 해보기로 했다.

“TCP 성능에 대한 신규 표준화에는 두 국가가 모두 동의하고,
또 별도 표준문서 개발에도 서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일본 측에서는 기고서가 Not agreed로 판정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니
Partly Agreed(부분 동의)로 보고서를 처리하는 것이 어떠신가요?”
다행히도 이 제안은 모두에게 박수를 받았고 갈등은 완만하게 해결되었다. 조
금 부작용이 있다면 다음 회의부터 partly agreed로 적어달라는 요청이 폭주했
다. 심지어 mostly agreed(대부분 동의)로 처리해줄 수 없겠냐는 뻔뻔한 요청도
있었다. 이처럼 뉘앙스의 작은 변화가 막막했던 갈등을 풀어주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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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을 주운 새우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ITU-T SG11 부의장 / ISO/IEC JTC 1/SC 6/WG 7 컨비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도 노력을 멈추지 않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에 대한 성과가 미미했던 1990년대 초반.
당시 인터넷 전송 프로토콜로 사용되고 있던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기술의 한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표준 기술을 개발하는 움직임이 있
었다. 미국과 벨기에, 프랑스 등의 주요 유럽연합 국가와 일본, 한국 등이 참여
했고 정보기술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ISO/IEC JTC 1 산하의 SC 6 정보통신
표준위원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SC 6 표준회의에는 주요 국가의 통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열띤 토론
을 했고, 자국 제안 기술 채택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졌다. 장시간 논
의한 결과, 향상된 통신 기능과 설비에 대해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ECFF(Enhanced Communication Functions and Facilities)라는 주제로 국제
표준 신규개발 프로젝트(NP: New work item Proposal)를 추진하는 국제투표
를 착수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새로운 통신 기술에 막 관심을 가지며 연구를 하던 초기단계
였다. 그래서 독자적인 표준기술을 제안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참여한 전문가 들은 신규 국제표준개발 과제에 찬성표를 던지기
도 하고 표준개발 에디터 참여 의향을 보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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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다.
신규 표준개발 과제는 회원국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며 승인이 났지만, 누가 에
디터 자리를 맡느냐가 문제였다. 에디터 자리는 ECFF 표준기술의 중요성과 미
래 파급력을 염두에 두고 표준개발 작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누구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신규과제 승인 투표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
련 연구 프로젝트를 주관하던 벨기에가 프로젝트 에디터까지 맡겠다고 하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 간의 힘겨루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한국은 중립을 표명하며 기술적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고 양 측이 에
디터 문제를 원만하게 협력해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과 벨기에가 공동
에디터를 맡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효율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하기 위
해 공동 에디터 보다는 단일 전문가가 에디터를 맡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났다.
또 과거에는 공동 에디터를 선임하는 사례가 드물기도 했다.
이러한 공방 가운데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신규 표준과제 승인 투표 단계에서 한국도 에디터 수임 의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미국, 벨기에, 한국이 에디터 후보로 논의되었다. 회의를 진행하며
공식 및 비공식 논의가 계속 열렸다.

그러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어느 날 휴식 시간에 미국과 벨기에 대표가 한국 대표를 찾아오더니 중립적인
한국이 ECFF 표준개발 프로젝트 개발 책임자인 에디터를 맡는 것이 좋겠다며
제의를 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에디터 수임 의사를 표명한 건 사실이지만 즉흥적인 결정일 뿐이었
다. 또 기술 전문성이나 SC 6 표준화 활동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에디터에 적합할
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워낙 큰 두 고래가 싸움을 벌이니 작은 새우나 다름없는
한국에게 중재와 조정을 요청하게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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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은 에디터십을 수임했고 ECFF 표준화 작업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되었
다. 이로써 더욱 적극적인 기술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한
국 대표단이 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 표현을 열심히 하며 중
재자의 역량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는 했으나 어쨌든 한국이 두 고래
싸움에서 어부지리를 챙긴 것은 확실하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ECFF 표준화 작업의 세부 결과로 멀티캐스트 및 서비
스품질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트랜스포트 서비스 및 프로토콜 표준기술
을 개발하여 ISO/IEC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준화 활동에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때도 있다.
그러니, 열심히 노력하다보면 의외의 성과를 얻게 될 수도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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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
한민규
한성대학교 교수
oneM2M WPM컨비너 / 3GPP SA1 라포처

“서로 다른 의견을 모아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표준은 새로운 출발을 한다”

표준을 제정하는 활동은 여러 가지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국제표준화 회의를 위해 기고문을 제출하고 나면, 내 발표순서가 올 때까진 다
른 사람이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의견을 개진하거나, 긴장감 속에서 기다리고만
있다.
드디어 순서가 되어 발표를 시작하면, 꼭 내용에 이런저런 토를 다른 사람이 있
다. 작게는 “거기 ‘a’자 빠졌어”부터 시작해서 “그게 그렇게 안 될 텐데, 해본거
야?” 등등.
종종 듣는 코멘트이지만, 제일 난감하면서도 극복이 힘든 것은 “우리 스코프가
아닌데”와 “전에 논의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라는 말이다.

서로 반대 의견을 코멘트하며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경우는 일상다반사이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만 가고, 내용은 제자리를 맴돌면 가장 속이 타는
건 회의를 주제하는 의장이다.
누군가는 그렇게 첨예한 건은 바로 투표해서 결정하면 되지, 왜 그렇게 길게 토
론을 하느냐고 답답해 할 수도 있다. 의장의 입장에서 봐도 회의 기간 내에 원하
는 진도를 나가도록 운영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보니, 당장 투표하자고 할 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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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면 복잡하고 고집부리는 의견들을 빨리 정리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으
니 말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투표를 남발해도 될까?
이때 꼭 생각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컨센서스’ 이다. 보통 컨센서스와 만장
일치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은 결코 같은 뜻이 아니다.
만장일치는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것을 뜻하지만, 컨센서스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똑같지
않느냐고 되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답은, 당연히 똑같지 않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꼭 찬성까지는 아니지
만,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사람들도 포함하게 된다.

이게 왜 중요할까?
표준은 제정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정 되고 나면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쓰이면서 표준의 진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쓰면 소용이 없는 게 표준이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사람이 쓰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표준 제정 과정에서 중요
안건을 모두 투표로 처리하게 되면, 반대했던 부류는 투표 결과에야 승복을 하
겠지만, 표준이 완성된 후 세상에 나오게 되면 안 쓰는 방향으로 돌아선다. 컨센
서스를 하면, 당장 쓰는지 안 쓰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가도, 나중에 표준이 나오
고 나면, 한번 써볼까? 하고 고려하는 쪽이 된다. 컨센서스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슈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니, 반대를 안 했던 만큼 나중에 해당 표
준을 선택지 중 하나에 넣게 된다.

컨센서스로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 의견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 당신이 의장이고, 당신 앞에 모든 걸 걸고 대립하는 두 사람이 있다.
투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컨센서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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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가 짧다? 그래도 걱정은 금물
나재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ITU-T SG17 WP4 의장

“영어가 부족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자.
노력하고 도전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것이다”

영어를 쓰다보면, 뜻은 통하는데 상황에 따라 적절하면서도 편안한 대화체 영
어를 구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모국어가 아니니, 경험 부족에
서 오는 것도 있고, 상식, 문화의 차이 등등 많은 요인이 있다.
예를 들어 만났을 때 인사말의 경우, 한국인에겐 교과서에서 배웠던 “How are
you? Fine” 이라는 패턴이 익숙한데, 막상 영어권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Good to see you”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들과 식탁에 앉아 얘기할 땐 영어 표현이 조금 자유로워지고, 기술적 논
의를 하지 않아도 되니 주제는 다양하게 등장한다. 시사, 개인적인 취미, 전문가
들의 재밌는 해프닝, 추억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영어로 나누는데, 그러다보
면 자연스럽게 회화체를 습득하게 된다. 영어를 편안하면서도 유창하게 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식사모임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싶다.
그리고, 기고서를 작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기고서를 쓰는 것
도 중요하지만 ‘발표’와 ‘논의’의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기고서를
작성할 때의 영어와 대화를 나눌 때 필요한 구어체 영어를 구분해서 알고 사용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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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발표하는 것이 약간 걱정된다면, 회의 시간 전에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제적 회의에서 종종 목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그 이후에 Q&A가 진행 될 때에는 좀 더 높은 영어의 기량이 필요한데,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사전에 영어를 공부하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꼭 만들으
라고 얘기하고 싶다.
발표 후 질문이나 코멘트가 들어오면, 먼저 자신이 발표한 기고서 내용이 영어
로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질문조차도 이
해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이 발표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며, “어느 어느 부분의
무엇 무엇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영
어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발표한 내용의 영어를 잘 알고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다.
물론, 영어실력이 부족해 설명이 안 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당황
스럽거나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헤쳐 나가는 대응법이 발휘되는 듯하다. 당황
스러워도 표정과 제스처를 열심히 펼치면 신기하게도 그 의미가 전달된다.
또, 회의 중 공격적인 반대의견을 접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용어로
설명을 하며 전환 시키는 것이 좋은데, 때론, 당황스럽다보니 같은 말을 반복하
여 재설명만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도 좋다. 그 내용
만 적절하다면, 언어가 부족한 것이지 제안하는 내용이 부족한 것은 아니어서,
질문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례를 많이 봤다.

영어가 부족하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활동하다보면 충분히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내 모습에,
분명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는 배우고 배워도 끝이 없기
에,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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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뛰어 넘는 꿋꿋함
김형수
KT 팀장
ITU-T SG13 WP1 의장

“기술은 잊혀져도 노력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1998년 즈음은 비동기식 전달 모드/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ATM/B-ISDN)
기술개발에 전 세계가 경쟁하던 시절이었다. 해당 기술의 국제표준을 처음으로
만든 곳이 바로 ITU였고, 그 표준을 적용한 통신망이 안정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운영 할 수 있도록 관리, 개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당시 내가 회사에서 맡았던 업무는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서비스 품질 평가’
였다. 직접 연구개발한 내용을 국제표준화 시키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ITU에
기고서를 제출하고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석하였다.

하지만
내 영어 실력은 논쟁에 참여하기엔 어려운 수준이었고, ITU에 대한 경험이 모
자라 내 표준기고서는 채택되기 어려울 것 만 같았다.

해결책 : 기고서를 통째로 외우다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다시피 한 나의 기고서 발표를 마무리 하자마자, 프랑스
텔레콤으로부터 주장은 좋으나 권고안에 내용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는지 구
체적이지 않다며 반박을 받았다. 난감했다. 나도 돌이켜 보니 주장만 들어가고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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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사유로, 제 기고서 내용을 권고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영어가 부족한 나로서는 외웠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의장은 ‘kt의 제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권고안을 만들거나, 기존 권고안 중
일부를 변형해서 이 제안을 포함할 공간을 확보’하자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회
의장은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제 신규 권고안 생성을 할지, 기존 권고안
에의 반영을 할지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돌발상황 : 상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했던 프랑스 텔레콤에서는 의장의 조정안에 쉬이 동의하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유는 자신들이 제출한 기고서를 기반으로 신규
권고안을 만들고 싶었으나 kt의 기고서가 유사한 내용으로 먼저 발표되었고 해
당 이슈를 선점하였기에 이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더 재미있는 건 프랑스 텔레콤측은 신규 권고안 생성이 더 큰 성과임을 강조하
며 자신들과 함께 공동저자가 되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온갖 논리와 기술적 배
경 및 미래 활용방안까지 제시하며 나를 설득했다.
하지만 영어가 부족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탓에

“이상과 같은 사유로, 제 기고서 내용을 권고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금요일 오후 6시, 평소라면 이미 마쳐야할 시간에 도돌이표 같은 논쟁으로 모두
가 지쳐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계만 보고 있다. 모두의 탄식을 뒤로
하고 다시 한 번 발언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제 기고서 내용을 권고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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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프랑스 텔레콤에서는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비행기 시간에 늦어 먼저 자리를 일어납니다.
이번 건은 kt 기고서 제안대로 기존 권고안에 반영하죠.
프랑스텔레콤은 다음 회의에 보완된 기고서 제출로 재 논의 하기를 희망합니다.”

결론 : 영어가 부족해도 꿋꿋함으로 이겨내다
생애 최초의 기고서가 프랑스 텔레콤과의 지루한 논쟁 끝에 채택되는 순간
이었다.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비동기식 전달모드 계층에서 셀 전달 성능
(B-ISDN/ATM layer cell transfer performance)’ 권고안 ITU-T I.356에는 이때
제안한 계층별 성능 모델에서 살짝 변형된 그림이 최종 적용되어 있다. ATM/
B-ISDN은 이제는 잊혀진 기술이자 표준으로 치부되고 있다.
다만, 부족한 영어실력에도 열정을 무기로 그 장벽을 넘어 기고서를 채택시켰
던 노력만큼은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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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생각하기
임영권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TSC TG 3/S33 의장 / ISO/IEC JTC 1/SC 29/WG 3 컨비너

“영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어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국제표준화 업무 수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우선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토론을 통해 상
대방의 지지를 얻어내는 설득 능력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밖에도 예의
나 태도, 원만한 대화 스킬, 기고서 작성 기술 등 수많은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
중 가장 필요한 역량 하나를 고르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만약, 국제표준화 전문가에게 필요한 많은 역량 중 딱 한 가지 역량을 그
냥 주겠다고 한다면? 나는 영어 구사 능력을 달라 청하겠다.
영어는 하루아침에 잘하게 되지 않을 뿐 더러, 표준화 현장에서 웬만큼 잘해서
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영어는 국제표준화 회의의 공용어이다.
현장에서는 모든 의사소통을 영어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전문 지식이
두텁고,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영어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실제로 영어 구사 능력의 한계로 국제표준화 현장에
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본다.
이처럼 영어는 국제표준화 전문가가 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역량인 반면, 영
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에겐 늘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영어권
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부러워지는 순간이다. 상당 기간 해외에서 거주하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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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상황의 사람들 역시 부러워할 만하다.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다. 표준화에 필요한 영어 구사 능력 향상을 위해 평
소에 꾸준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그렇다면, 국제표준화 현장에서 요구되는 영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
을 해야 할까? 국제표준화 현장에선 다소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영어로 묻고 답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TOEIC이나 TOEFL, TEPS와 같은 일반적인 영어 능력
시험을 잘 보는 능력과는 상당히 다르다. 일반적인 영어 능력 시험은 주로 문법
과 단어, 독해 능력 등을 평가한다. 하지만 복잡한 문법과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국제표준화 현장에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이다.
현장에서는 상대방의 질문이나 의견을 들었을 때 그 즉시 영어로 대답할 수 있
어야 한다. 설사 답변의 문법이 완벽하지 않거나, 고급 어휘를 사용하지 않더라
도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로 생각하기’ 훈련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영어로 ‘apple’ 이라고 말했을 때, 이를 ‘사과’ 라고 머릿속에서 번역
을 한 후에 사과의 형상을 떠올리면 이미 늦다. ‘apple’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사과의 형상이 떠올라야 한다.
상대방이 영어로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었다고 가정하자. 이를 듣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해하고, 답변을 우리말로 생각한 다음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해 답한
다면... 화장실이 급한 상대는 이미 볼일을 본 후일 것이다. 이래선 원만하게 협
상을 이어나갈 수 없다.

‘영어로 생각하기’ 훈련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추천한다.
첫 번째 방법은 영어로 제작된 드라마나 뉴스를 시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상
들은 영어 멘트를 듣는 동시에 관련 이미지가 시각적으로 전달된다. 자연스럽
게 영어가 형상화 되어 머릿속에 저장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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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드라마 속 주인공이 쓰레기로 가득한 방에서 “That’s disgusting”라
고 말하며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 우린 설령 ‘disgusting’의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주인공의 표정과 상황을 보고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머릿속에 기억하
게 된다. 이렇게 입력된 단어나 표현은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 없이 바로 이해
하고, 또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소개할 훈련 방법은, 영어로 글을 쓰는 것이다. 파란 하늘을 보면서
한글로 ‘하늘이 파랗다’라고 적은 후, 이를 ‘Sky is blue’ 라고 번역하지 말고, 처
음부터 영어로 글을 쓰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영어
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준다.
국제표준화 회의 기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
가 들더라도 처음부터 영어로 기고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영어로 쓰면서 고민
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쏘옥 박혀 국제표준화 회의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분명, 국제표준화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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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은 금물
박기식
인본정책연구원 원장
IEEE SA BOG member / (전) ITU-T SG3 의장

“유창하게 발언 했지만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독백을 한 것이다”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뭔가를 주장하고 성공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와 노력들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통으로 사용
하는 언어를 통한 제대로 된 의사소통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오늘 날 국제회의에
서 사용되는 언어는 대부분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이며, 우리나라 말을 사용해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그리하여, 영어를 사용하는 국제회의에
서 내가 충격적으로 느꼈던 두 가지 경험을 공유하려 한다.

첫 번째 경험은
내가 ITU 표준화부문 SG3연구반 의장 일 당시 ISO/IEC JTC1의 의장단들과
ITU 표준화부문 의장들이 함께 했던 ‘JTC1 & ITU-T 의장단 회의’에서의 경험이다.
보통 의장을 하는 분들은 이미 상당 기간 회의 주재 등을 하면서 많은 훈련이
되어 있어서 영어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
데 실제 회의를 하다 보니 참석하셨던 한 두 분의 언어 구사 상황은 예상 외로
심각하였다.
그날 회의장에는 원어민이 발언을 청취하면서 동시에 스크린에 빠르게 영어 자
막을 제공해 주는 ‘영어 자막 제공(captioning)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원어
민이 발언자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자막에 ‘알아들을 수 없음
(inaudible)’ 이라는 메시지가 바로 바로 표시되곤 했다. 그런데 그 의장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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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석하셨던 JTC1의 K 의장이 발언을 하는 동안 자막 스크린에는 거의 모든
줄에 한두 개씩의 ‘알아들을 수 없음(inaudible)’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었다.
처음에 그 분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계속 발언을 하다가 다른 참석자들의 표정
을 보고는 회의장 앞쪽의 자막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상기된 채로 조급히 발언
을 마무리하였다.
그 후, 그 분은 회의를 마칠 때까지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언어로 말하더라도, 더구나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말을 할 경우라
면, 자신이 하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최대한 정확히 전달되어 제대로 이해가 되
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언어학과 관련된 공부를 한 적이 있는 내가 보기에는 K의장은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우 빨리 발언을 하였
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빠르기로 영어를 말할 때 나타나게 되는 언어의 강세나
이어짐이 매우 자의적이었던 것으로 느껴졌다. 아마도 그날 회의에 영어 자막
서비스가 없었다면 그 분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말든지 끝까지 그렇게
자신만의 착각 속에 발언을 계속 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로 얘기하고자 하는 사례는
일본에서 있었던 어느 국제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일이다. 내가 표준연구센터
장으로 근무할 때였는데, 컨퍼런스 참석 중 우리 표준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K
연구원이 내게 오더니, 자신이 동경대의 A 교수에게 컨퍼런스에서 논의가 있었
던 어떤 주제에 대해서 30분 이상을 설명 한 후 완전히 이해를 시켰다고 얘기하
여, 수고가 많았다고 칭찬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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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간 휴식 시간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경대의 A 교수가 내게 와서 혹시 박 박
사센터에서 일하는 K연구원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 친구를
잘 안다고 했더니, 그 A 교수께서 하시는 말이 ‘Mr. K라는 연구원이 자신에게
한참동안 뭔가를 설명했었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이
해를 못하겠더라. 혹시 그 연구원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내게 말한 내용이 무엇
이었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다. 순간 그렇게 하겠다고 대
답은 했지만, 뭔가 불편한 것이 마음 한 구석에서 한 동안 떠나지를 않았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간단하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특히 국제회의 등과 같이 중요한 곳에서 발언을 할 때에는,
말을 잘하는 척 혼자 도취되어 말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상대방이 충분히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멋지고 빠르게 유창
한 어조로 발언을 하였다하여도, 상대방이 자신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신만의 착각 속에서 독백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언어는 상호간의 의사나 감정을 전달하고, 또 전달받는 도구이다.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하게 구사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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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싸움
위규진
선명 고문
ITU-R WP5D 부의장 / APG 의장

“적합한 영어표현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상황을 잘 파악해서 단어를 가져와야 한다.”

1998년 유럽은 일본과 손잡고 공동 표준화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들은
공동 표준화 추진을 위한 비 법인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다. 양측 모두 우리나라 표준화 단체인 TTA에게
참여 의사를 물어보았고, TTA의 3G 대응반은 양측에게 다 참여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1998년 가을,
유럽과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 TTA의 참석을 부탁한다는 연락이 도착했다. 추
석에 일본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TTA 3G 대응반 의장인 나, 모토로라 한국
지사 직원, 삼성 일본 지사 직원, 이렇게 3명만 회의에 참여했다.
회의에 앞서 일본과 유럽, 그리고 미국의 표준화 대표 20여명이 이미 합의하에
협력 각서 초안을 만들었고, 돌아오는 12월에 각서 체결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회의는 마지막 검토를 하는 자리이자, TTA에게 각서 체결을 앞두고 내용 설명
을 해주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각서 초안에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동 표준안이 기존 유럽의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발전된(Evolved) 형태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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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3G 이동통신 표준을 만들어 나간다’는 내용이 있었다. 나는 발전된
(Evolved)이라는 영어표현이 적합지 않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유럽 네트워크를
그대로 가져와서 쓴다는 말인가? 발전된(Evolved)이라니? 앞으로 정체된 채 발
전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들렸다. 그래서 ‘발전하는(Evolving) 네트워크’라고 단
어를 고치자고 제안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네트워크를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기술을
투입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네트워크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이동통신 발전은 전파
통신 구간, 네트워크 구간의 발전 여부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었
다. 그러니, 발전하는(Evolving)이 맞지 않는가!

그러나, Evolving 이라고 단어를 고치자는 제안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다가 갑자기 처음 참석한 TTA 대표가 지적하며 수정을 요
청하니 기존 참여자들의 체면이 상한다고 생각했던 걸까? TTA가 앞으로 이런
저런 의견을 낼까봐 두려웠던 걸까?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30여 분간 논쟁을 벌
였고, 결국 내 제안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어진 회의에서도 질문과 논의가 깐깐하게 진행되었고 회의는 예정보다 2시
간이나 늦게 끝나, 일본에서 준비한 저녁 식사는 8시에 시작할 수 있었다. 3GPP
는 이렇게 탄생하였다.
기고서를 작성하고, 회의를 할 때, 적합한 영어표현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만큼 상황을 잘 파악해서 영어단어를 가져와야 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물러
서지 않고 완성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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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도 예의가 필요해
김태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ITU-T SG9 WP2 의장

“우리는 사람이기에 감정을 표현 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새로운 회기년도의 시작,
나는 WP(작업반)의 의장 자격으로 라포처들에게 표준화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규 라포처들도 많아진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표준화 관련
활동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존의 라포처들에게 어떠
한 도움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나는 그들
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해결 방안을 고심했다.
그리고, 얼마 후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제3국에서 신규과제를 제안하는 기고서를 제출했는데, 특정 Question을 지정
하지 않고 제출된 것이다.
순간, 내 머릿속에 한 라포처가 번뜩 떠올랐다. 얼마 전 개최한 표준화 개발 계
획 회의에서 한 라포처가 신규과제 제안을 힘들어하던 터였다. 마침 해당 기고
서의 주제가 그의 Question에서 진행할 수 있는 주제였다. 게다가 그 라포처는
지금까지 ITU 활동은 활발하지 않았지만 ISO, IEEE 등 타 표준화기구에서의 활
동은 활발했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할 것이라 기대 됐다.
나는 해당 라포처에게 기고서를 읽어보게 하고, 그의 Question에 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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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리고, 운영팀(management team) 회의에서 의장에
게 신규과제를 제안하는 기고서의 검토, 개발 담당 라포처로 그를 추천했다. 운
영팀 회의가 끝나고, 추천한 라포처를 만나 내용을 전달하며 잘 부탁한다는 당
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라포처는 걱정하지 말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이후, 나는 업무 일정상 해당 라포처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채 나중
에 만나 결과만 전해 듣게 되었다. 결과는 나와 운영 팀의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
웠다. 라포처가 기고서를 계속 진행시키지 못하고 종료(termination) 시켜버렸
던 것이다. 적어도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의라도 한 번 했더라면... 그는 아
무런 사전 협의나 상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렸다. 나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 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의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해당 기고서가 과제로 채택되어 계속 진행
될 수 있기를 바랐고, 결국 다른 Question에 배정해 추가 검토하게 했다. 의장
의 입장에서는 정기회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Question에 배
정해 추가 검토하는 게 가능한 일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담당했던 라포
처의 입장에서는 전문가인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한 것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재
검토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매우 자존심이 상한 듯 보였다.
그리고 때마침, 정기회의 중간에 의장과 라포처가 회의장 복도에서 마주치게
됐다. 라포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의장을 향해 언성을 높이며 재검토 결정에 강
력하게 항의했다. 흥분한 그는 붉게 변한 얼굴과 떨리는 음성으로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화난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보다 못해, 나는 라포처에
게 다가가 그를 진정시켰고, 그는 주위의 많은 시선을 인지하고서야 겨우 흥분
을 가라 앉혔다. 의장과 화해를 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운영 팀 회의에서 기고서 검토와 진행을 담당할 라포처로 그를 추천한 내 입장
이 곤란해져버리고 말았다. 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장과 이야기를 나눴
다.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일도 대화를 하다보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
는 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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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장은 기고서를 다른 Question에 배정해 재검토 시키려던 결정을 철회
했고, 이로써 어느 정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상해버린 서로의
감정은 어쩌면 좋을까.

우리는 사람이기에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감정 표현에도 최소한의 예의는 필요하다.
당시 라포처의 감정 표현은 장소와 방법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 했다. 만약 그가
그렇게까지 감정을 드러내며 화를 낼 게 아니라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야기 하
고 갈등 해결 방법을 논의했더라면 어땠을까? 누구라도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줬을 것이다.
일을 하다보면 서로의 의견이 달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표준화 현장
은 우리를 쉽게 갈등 상황에 노출시킨다. 그런데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
번 언성을 높이고,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표준화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조차 힘들지 모른다.

우리는 국제표준화 전문가다.
개인의 자격만이 아닌 회사, 또는 국가를 대표해
표준화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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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쫓긴 예절
나재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ITU-T SG17 WP4 의장

“제약이 있는 상황에선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럴 때 일수록 더 조심하며 예의를 갖춰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표준화 회의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온라인
회의는 참가자들을 모니터 앞에 붙들어 두며, 때론 곤궁에 빠뜨리곤 한다. 회의
는 2주간에 걸쳐 지속되고, 마지막 폐회를 앞둔 전날부터 WP19)들의 폐회가 순
서적으로 진행되므로, 그 즈음은 모두의 피로도가 가중되어 있는 상태다. 특히,
각 연구과제(Question)의 라포처들은 2주 동안 있었던 회의결과를 보고하고
검토를 받기 때문에, 약간 긴장 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있었던 온라인 회의.
한국의 라포처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타국 WP 의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있었다.
회의가 진행되며, 오류가 생긴 부분과 내용의 명확성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어
지더니, 회의 중에 문서를 수정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러더니, WP 의장은
한 술 더 떠 문서 수정까지 지시하고, 이에 문서 담당자인 한국 에디터는 추가적
인 발언도 하게 되었다.
그 때! 갑자기 사무국의 직원이 회의를 속개 해줄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19) WP: Work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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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무국의 직원은 회의 조력자이기에, 회의 진행에 나설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한국 대표가 발언하는 것을 감히 중지하고 회의를 속개할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 순간, 온라인 회의이다 보니 메일 작성이 가능했기에, 발언했
던 사무국 직원에게 바로 이메일을 보냈다.

‘WP들의 폐회가 하나씩 진행되는 중이고, 한국 대표가 발언 중에 있는데,
회의 진행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은 회의 예의에 어긋나며 위배된 행위이니,
매우 불쾌하다.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해 달라’
그런데, 메일을 보낸 후, 유사한 일이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미국 대표가 WP 의
장에게 ‘단순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니, 문서 작성을 여기서 하지 말고, 의사 결
정을 위해 회의를 속개 하라’고 종용한 것이다.
자정이 넘어 새벽을 달리고 있었던 시각에 회의는 마쳤고, 이처럼 회의가 길어
지고 모두 힘든 상황인 만큼, 여기저기서 의견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들
며, 아까 보낸 메일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감정이 생겼지만, 피곤하여 쓰려져 잠
이 들고 말았다.
다음날, 메일을 보냈던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답장이 도착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예의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한다.
그리고, 한국 대표에 대하여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WP 의장에게 회의 속개를 요청한 것’
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메일을 읽고 나니, 서로의 시각차이가 있었으며, 악
의는 없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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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바로 메일에 회신했다.

‘내가 회의 중 메일을 보냈던 것에 대한 입장을 이해해 달라.
이후, 미국 대표가 유사하게 회의 속개를 얘기 하는 일도 기억난다.
모두가 힘든 상황 이었다’
는 내용을 담았다.
그랬더니, 또 다시 답장이 도착했다.

‘나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걸, 하고 나서 후회하는 평범한 사람이다.
We are still good’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다보니,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럴 때 일수록 서로가 조심하며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
예의를 위해 더 노력하기로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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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회의를 임하는 우리의 자세
김형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ITU-T SG20 WP1 의장

“총성 없는 전쟁과 같은 표준화 활동!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흔히들 표준화 활동을 룰세팅(Rule Setting)에 비유한다.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한경쟁에서 게임의 운영 법칙을 정한다는 뜻이다. 즉, 표준화 활동은 목
적 달성을 위한 전략적 노력을 수반하며, 전략의 성공은 시장에서 승자 독식으
로 나타나고, 실패는 패전의 멍에를 안겨준다.
표준화의 전략은 참여하는 주체별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된다. 표준화
활동 주체가 기업이라면 해당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그
주체가 국가라면, 자국민과 자국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은 자명
한 이치다.
2016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0년까지 전 세계 표준의 반을 중국 표
준으로 채우겠다고 천명했다. 최근 국제표준화 일선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표준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증가했다고 느끼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중국이 갑작스레 표준화 주도를 선언한 것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깊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표준화의 특징은 단일 제품 및 서비스 중심의 관행적 표준화
를 지양하고, 시스템 또는 산업 간의 연결과 융합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표준
개발의 복잡도도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에, 4차 산업혁명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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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은 시장 파편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개연성이 크다. 즉, 중국의 선언은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린
전략적 포석인 셈이다.

이제는 철저하게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요구하는 시대다.
우리 정부도 최근 국가 발전을 위한 4대 혁신성장 과제 중 하나인 과학기술혁
신 실현을 위해 “국제표준 선점”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직은 갈 길
이 바쁘다.
보다 철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혹,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짚어 볼 때
다. 한 예로, 최근 무상으로 소스코드나 소프트웨어가 공개되는 오픈소스(open
source)가 큰 이슈이다. 오픈소스가 곧 표준이라는 논리가 부상하고 있을 정도
이니, 문서 중심의 표준화 활동에서 벗어나 표준 기술의 빠른 오픈소스화를 통
한 시장 확산·선점 추진 노력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혹시 중소, 중견 기업의 개
발 인력을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동으로 유도하다 보면, 우리 기업의 표준화 역
량 개선의 접점 또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흔히들 표준화 활동을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쟁에 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패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국가를 대표하여 표
준화 일선에서 활약해 온 학연 중심의 표준화 인력과 대기업 및 중소, 중견 기업
소속의 일부 표준화 인력이 전부다. 이들의 총 합은 어쩌면 중국 내 특정 단위
기업의 표준화 인력보다도 적은 규모다. 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표준화정책에
부합하는 세부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군의 작전 참모와 같은 표준 아키텍트(architekt)의 역할이 요
구된다. 전장에서의 우리 병사는 많지 않다. 그들을 중심으로 첨병도 내세워야
하고 저격병도 매복시켜야 하며, 본진의 공격 루트 및 퇴로 또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전장에 임하는 병사에게 예측 가능한 보급 물자의 공급 체계도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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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은 시장가치 창출, 기술 혁신, 비용 절감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누구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표준 역할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만
큼, 지금은 제한된 리소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산학연관 표준 전문가를 결집시키고 필연적 미래
시대의 대한민국의 표준화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노력에 초점을 맞
춰야 한다.
아직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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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은 ‘산업의 DNA’
임영권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TSC TG 3/S33 의장 / ISO/IEC JTC 1/SC 29/WG 3 컨비너

“표준 개발자들은 막대한 능력을 가짐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도 지고 있음을 생각하자”

표준의 산업적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자주 부각되는 측면 중 하나가 표준
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통해 얻어지는 로열티 수입이다.
산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MPEG나 5G 관련 특허 하나가 창출될 경우, 예상되
는 로열티 수익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산업계에서 이 두 분야의 표준화 활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많은 표준 특허를 보유한 한 미국 기업의 경우, 기업 매출 중 특
허 사용료 수입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약 10조원 대에 이른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창출이다.
전에는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데 많은 투자와 수고가 들었다면 이제는 지적재
산권만으로 이처럼 엄청난 금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표준 특허를 보유하지 못한 기업은 고생해서 번 수익의 일부를 지적재산
권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지불해야 하니, 표준 특허의 산업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지적재산권 못지 않은 표준의 산업적 중요성은 또 있다. 바로, 신규 서
비스의 창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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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T-DMB 모바일
방송 서비스, 8K UHD 방송 서비스, 5G 이동 통신 서비스 등은 관련 표준이 개
발되지 않았다면 상용화될 수 없었던 서비스들이다.
이처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거나 관련 업계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행위
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표준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근간이 된다는 측면에서
표준은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DNA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생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게 될지에 대한 유전 정보를 보관 및
보존하는 DNA처럼, 표준 또한 하나의 서비스가 탄생되며 갖게 된 기술의 특징
을 포함한다. 각각의 생명체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느냐에 따라 어떤
부분은 우월하게 성장하기도 하는 반면,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표준이 어떤 기술들로,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창출
된 서비스의 발전 과정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기도, 또 다른 측면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UHD 방송 서비스 이전에 사용되었던 국내 디지털 방송 서비스 표
준은 이동 수신 부분에 기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가정 내에서 TV를 이용
해서 고화질의 방송 서비스를 수신하기 위한 표준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동
중, 차량이나 모바일 기기로 수신하는 측면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다. 때문에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서비스는 고정된 환경에서
는 고화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매우 뛰어났지만, 이동 중인 환경
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마치 어두운 심해에 서식하는 물고기가 의미 없는 시각보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에 필요한 촉각 유전자를 더 우월하게 지니고 태어나는 것과 같다.
초자연적인 존재가 유전자를 결정하면,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생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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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는 과정 또한 이미 결정되는 것처럼, 표준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은 막
대한 능력을 가짐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도 지고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에 담는 기능 하나 하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내가 개발하는 표준이 훗날 서비스로 구현되게 되면, 나의 결정으로 이 서비스
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관의 입장만을 과하게 고려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
를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나 기관이 제안한 기술이 서비스 구현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경쟁 측면만을 고려하여 채택을
방해하는 건 아닌지 늘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불필요한 기능들을 과도하게 넣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 지
도 되돌아 봐야한다.
서비스의 구현과 발전에는 관심 없이 단순히 지적재산권 수익에만 관심 있는
소위 특허 괴물들이 있다. 그런 특허 괴물들의 불필요한 기술들로 인해 괴물과
같은 생명체들이 탄생되지 않도록 우리는 국제표준화 전문가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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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대 이해하기
김형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ITU-T SG20 WP1 의장

“국제무대에서 발생하는 각국의 이해관계, 첨예한 의견에 대해
대응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

국제표준화 회의를 참석하다 보면 회의에 참여하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
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를 왕왕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국제전기통신
연합에서 인터넷 거버넌스(governance) 이슈를 거론하는 것에 북미의 입장은
매우 민감하다.
전 세계의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 및 배분은 1998년 미국 상무부 주도의 인
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국제 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
합’에서 ‘기존 인터넷 주소 자원의 공평한 분배 및 할당의 원칙’을 내세울 경우,
미국의 입장은 사뭇 예민해진다. 즉, 이 주제에 대한 북미의 표준화 전략은 기득
권을 지켜내기 위함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 2005년 ITU-T SG13(차세대 네트워크) 내에 차세대 인터넷 주소라 일컫는
IPv6 주제를 가지고 표준 작업반(Question 7)이 탄생했을 때도 북미는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당시 나는 신설 표준 작업반의 라포처로 선임되어 총 8년간 이 그룹의 회의
를 주재해 왔다. ITU-T 표준화 회기(2005-2008)의 첫 SG13 회의 중에 Q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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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처음 주재하는 자리에 다수의 미국 상무부 관계자는 물론이고, 북미 중심
의 사실표준화기구인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ETF, Inernet Engineering Task
Force)의 표준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때, 신설 Q7의 표준화 영역을 좁히
기 위한 그들의 지루한 언쟁을 경험한 바 있다.
사물인터넷 주제 및 인공지능 관련 주제에 대해서도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로
접근하는 북미는 매우 유사한 입장을 보인다. 이 주제 또한 북미 주도의 여타 사
실표준화기구 및 산업체 중심의 얼라이언스를 통해 관련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
고,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북미의 전략적 대응인 셈이다.
또 다른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내 기술위원회인 ‘TC249’의 명칭은 전통 중국 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이다. 한의학 주제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니
그렇게 이름 지었다고 이해를 해 보려 해도, 국제표준화기구의 그룹 명칭이라
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하지만,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는 최초 신설 당시 중국
주도로 조직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표준화기구(ETSI, European Telecommuncations Standards
Institute)를 중심으로 연합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입장도 국제
전기통신연합에서 새로운 주제에 대한 기술 표준화 시도에 대해, 북미와 유사
한 견제의 입장을 취한다.
내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프랑스 FT Orange 소속의 한 표준 전문가는 국
제전기통신연합 내 표준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는 목적이 특정 주제의 기술 표
준화가 진도를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에 있다고 토로
한 바 있다.
국제표준화 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자발적 표준화 활동 참여를 전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국제표준화 활동에 있어
각 국의 표준화 활동 전략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제
한된 표준 전문가로 모든 분야의 기술 표준화를 대응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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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활동에 있어 선택과 집중
그리고 선제적 대응 노력이 그만큼 중요한 셈이다.
국제표준화 활동에 있어 국익과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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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모든 게 소중하다
이철희
연세대학교 교수
ITU-T SG12 Q19 라포처

“처음이라면 경험이 많은 참가자에게
최대한 협조와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ITU-R(Radiocommunication Sector)에서는 전파통신 분야 관련 표준을 개
발하고 있다. 총 7개의 Study Group이 있으며, 스펙트럼 관리, 전파전파, 위성
서비스, 지상파 서비스, 방송, 과학 분야 등을 다루고 있다. ITU-R 국제 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많은 경우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준이다.
나는 현재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방송 분야(Study Group 6)의 표준
제정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른 Study Group 개발도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단 표준 ITU-R 제정 절차를 이해하면 다른 Study Group
표준 개발에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 방송 전달 방식, 방송 서비스, 프로그램 제작, 품질 측정 등 방송 제
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ITU-R의 Study Group 6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작업반
(Working Party)으로 구성되어 있다.
•Working Party 6A (WP 6A) 
- Terrestrial broadcasting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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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rty 6B (WP 6B) 
- Broadcast service assembly and access
•Working Party 6C (WP 6C) 
- Programme production and quality assessment 

이같은 Study Group/Working Party를 선정 과정에서, 만일 Study Group/
Working Party 연구 영역 적합성이 애매한 경우나, 혹은 한두 번의 회의가 진
행된 후 일부 참가자가 강력하게 연구 영역의 불일치를 문제 삼아 다른 Study
Group에서 표준을 개발하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무려 1-2년의 시간을 허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영역의 선정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Study Group은 표준 분야에 가장 적합한 Question을 선택한다. 이
어, 표준개발의 시작인 기고문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PDNR
(Preliminary Draft New Recommendation) 문서로 표준 제안을 하게 되는데,
기고문 제출 후 반드시 해당 회의에 참여하여 기고문을 발표하고 해당 기술의
표준화를 제안해야 한다. 만일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의 참여
경험이 많은 참가자에게 최대한 협조와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한 문제가 없고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회의에서 PDNR 문서를 의장 보고서
등에 첨부하게 되고, 차기 회의에서 DNR (Draft New Recommendation) 문서
로 표준을 제안하고 회의에서 승인 요청을 한다.
Study Group에서 표준안이 승인되어야, 최종 절차인 국가 인준 절차를 개시
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Working Party에서 승인된 표준안은 Study Group에서
도 별 문제 없이 승인되지만, 일부 경우 Study Group에서 반송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감한 표준이 아니면, 별 문제없이 국가 인준 절차를
마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 최종 표준 승
인이 지연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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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잊지 말아야 할것은
ITU-R은 국가 멤버(State Member)에게 비토권20)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표준으로 승인되지 않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그만큼 소중하게 다뤄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국제표준화 무대의 예의이기도
하다.
최근, ITU-R에서는 UHD (4K, 8K), HDR, 차세대 오디오 등 신기술이 방송에 적
용되면서 관련 표준, 보고서 등이 더욱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최신 기술이 우리 일상에 더욱 적합하고, 빠르게 적용되려면, 성공적인 표준 개
발이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국제표준화 전문가들은 표
준 진행 대한 이해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0)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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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이 담긴 가이드라인
이규명
KAIST 교수
ITU-T SG13 WP3 의장 / (전) ITU-T FG-DPM 의장

“내가 만든 가이드라인 자료가
국제표준화 무대에 참여할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표준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인의 역할 가이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회의 내에는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다년간의 표준화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한 명 정도가 있어야 참석자들이 배우면서 좋은 기고서와 표준안을 만
들 수 있는 자질을 키워나갈 수 있다.
처음에 몇 번 국제 표준화 회의에 참여하면 해당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하는 표
준화 주제를 알 수 있고, 기고서 작성 및 제출 요령, 그리고 회의에서 발표하는
요령 등을 대략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어찌 되었든 이 단계는 여전히 많이 배워
야 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시기이다.
사물인터넷과 스마트 시티 기술을 담당하는 ITU-T Study Group (SG) 20 회
의에서 Question 4 라포처를 맡아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 때 느낀 것은
많은 기고서 안에서 정해진 회의 기간에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제한된 시
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막상 회의를 시작하면 회의 전에 스스로 찾아보고 왔어야 할 아주 기본
적인 내용을 질문하거나 에디터가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해 같은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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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정작 중요한 기고서의 내용을 다룰 시간이 부족해진다.
이런 식의 비효율적인 형태의 논의에 대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회의 참석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었다.
물론 이미 ITU-T 회의 참석자를 위한 많은 가이드 문서가 있겠지만 이를 제대
로 숙지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경험이 많은 표준 전
문가들도 이를 따르지 않거나 모르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큰 맘 먹고 실행한 것!
바로, 2017년 9월에 개최한 ITU-T SG20 회의 참석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자
료를 만들었다. 내가 작성한 가이드라인 자료에는 내가 맡고 있는 기술분과
(Q4/20)에서 진행하는 주요 표준화 연구 항목에 대한 소개와 함께 회의 참석자
가 기고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핵심 내용의 상세 지침을 담았다.
또 권고 초안 개발의 책임을 맡은 에디터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수
정하고 보완까지 마친 결과 문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내
용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ITU-T 권고안 드래프팅을 위한 에디팅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 중 핵
심만을 간추려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해 두었다.
실제로 내가 라포처를 맡고 있는 SG13 Question 16 참석자들에게 이 가이드
북을 배포해 잘 활용하고 있다. ITU-T의 매 SG 회의 기간마다 처음 회의 참석자
를 위한 세션이 따로 마련된다. 회의 등록, 회의장 출입 및 세션 참여 등을 소개
하고 실제 전문가들이 기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에디터가 표준화를 만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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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런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이런 경험을 후배 전문가에게 노하우로 전수해 주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한다.

참고자료

➊	Gyu Myoung Lee, “Drafting guidelines for Q4/20”, SG20-TD427/GEN, 2017. 09.
(https://www.itu.int/md/T17-SG20-170904-TD-GEN-0427/en)
➋	ITU-T Editing Guidelines, Author’s guide for drafting ITU-T Recommendations, 2020. 09.
(https://www.itu.int/oth/T0A0F000004/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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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를 대하는 자세
나재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ITU-T SG17 WP4 의장

“끝나도 끝나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계속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맑고, 상쾌했던 어느날.
하지만, 날씨와 다르게 오전 세션은 매우 힘이 들었다.
처음 본 외국인이 신규과제 제안 기고서를 발표 하는데, 영어의 발음도 알아듣
기 힘들고, 어순이나 구사하는 어휘가 혼란스러워서, 회의를 주관하는데 어려
움이 많았다. 발표가 낯설고, 익숙하지 않다는 발표자의 입장이 이해되긴 하지
만, 그 기고서의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기고서를 작성할 땐, 자신이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션에 참석
하는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공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화에 처음 참석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 문서 작성의 기량을 키우는 것이다. 표준 기고서는 양식이 있는데, 표
준화 기구마다 다르고, 또 같은 기구이어도 각 분과마다 스타일이 다른 경우도
많다. 기고서 작성의 질을 높이는 것은, ‘양식을 넘어서, 내용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ITU-T SG17 회의에서 기고서 작성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기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서가 있지만, 각 나라 전문가들의 기고서를 살펴보면, 작성에 어려움을 많
은 겪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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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고서에 담겨있는 표준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제목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목표가 불명확한
경우, 내용이 애매한 경우, 내용의 구성이 짜임새가 없는 경우, 오탈자가 많은
경우, 내용 및 설명이 부족한 경우, 기고서 자체가 성의가 없는 경우, 영어 표현
이 부적절한 경우 등등등.....
물론, 그 어떤 기고서든 많은 노력과 정성이 담겨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미숙하다면 모두가 힘들 수 있기에, 기고서 작성을 할 때는,
끝나도 끝나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계속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흡한 상태
의 기고서를 갖고 회의에 참석하면 표준 전문가들의 질문과 코멘트가 많아진다
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
쏟아지는 코멘트 속에서 ‘기고서를 어떻게 발표 하느냐’는, 채택을 결정하는 주
요 요인이 된다. 그래서, 발표도 기고서 작성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기고서 안에 내용은 없지만 발표를 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황하게 설명 하는
데 기고서와 내용이 다르거나, 기고서의 내용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도 있는데, 이 모든 발표 상황이 기고서의 운명을 판가름 한다.
이러한 기고서 작성과 발표을 만난 라포처는 선택을 위한 갈등에 빠진다. 반려
하고 코멘트를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 개선된 기고서를 제출하라고 권유를 할
까, 아니면, 이번 회기 동안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서, 수정된 문서를 재검토하
는 것을 권유할까.
기고서를 대하는 라포처의 그 순간 고민은. 바로 이것이다.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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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필요한 기고서 작성
김태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ITU-T SG9 WP2 의장

“표준화는 기술이지만, 표준화를 하는 것은 사람이다”

매번 회의 때마다 의제(agenda)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락문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가능한 회의에서 기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려고 노력한다.
일반적으로 기고서는 신규과제를 제안하는 기고서와 진행하고 있는 표준화 과
제의 기고서로 나눌 수 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표준화 과제의 기고서의 경우
에는 회의에서 발표하고, 결과문서를 TD(분배표)로 등록하면 된다. 그러면 다
음 회의에 등록된 TD가 기본문서(base text)가 되어서 계속 표준화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신규과제 제안을 위한 기고서의 경우에는 이와 조금 다르다. 신규과제
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제안한 신규과제에 회원국이나 sector(부문)멤버의 동의
가 필요하다. 어떤 신규과제 제안 기고서는 모든 회원국들의 관심이 집중 되어
쉽게 채택되기도 하는 반면, 어떤 신규과제 제안 기고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강
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한다. 때문에 회원국이나 멤버들 간의 이해관계를 높이
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이 과정을 신규과제 제안 기고서를 위한 사
전 준비라고 부른다.
내가 공동에디터로 처음 ITU-T 활동을 시작했을 무렵, 에디터로 활동하기 위
해서는 단독으로 신규과제를 제안하는 기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처음 하는 일
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은 대단했다. 게다가 혼자서 기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106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입문 소양 편

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 부담감이 배로 느껴졌다.
신규과제 제안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채택이 될지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러다 내 나름 생각해 낸 방법이,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신규과제를 제안할 것
이 아니라 역으로 신규과제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충분히 동의를 얻은
후 기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었다.
가령 내가 공을 던지는데,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갑자기 날아
온 공에 몹시 당황해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내가 공을 던질 것이라는 걸 미리
알린다면 상대도 받을 준비를 할 것이고, 그러면 공을 받을 확률도 더 높아질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신규과제 기고서를 제안하기에 앞서, 관련된 기술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 상황 등을 소개하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두 번의 회의
를 통해 소개했다. 보통 한 번으로도 충분하지만 당시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
던지라 자료를 추가해 두 번의 회의에서 토의를 했고, 덕분에 해당 기술의 표준
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게 됐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제출한
신규과제 기고서는 회원국과 멤버들의 별다른 이견 없이 채택 되었다.
만약, 마음만 앞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기고서 작성과 제출이 진행되
었다면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멤버들의 강한 저항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론과 검토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경우,
멤버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바탕이 돼 표준화 진행이 한결 쉬워진다는 걸 알게
되었다.

표준화 활동에 기술은 중요하다. 그러나,
자칫 기술적인 부분만 강조하다보면 멤버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고, 설
령 신규과제로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표준화 과정이 힘들 수 있다. 때문에 기술
에 대한 자료를 먼저 멤버들에게 공유해 그들의 이해를 얻은 후, 신규과제를 추
진하는 것이 당장은 더디어 보일 수 있어도 멀리 보면 오히려 쉽고 빠르게 표준
화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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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소개하는 자료를 발표한 후,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멤버가 있다면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을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표준화는 기술이지만, 표준화를 하는 것은 사람이다
이를 잊지 말고 준비의 과정을 거친다면 기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표준화가 훨
씬 쉬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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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을 해도 안 되기는 마찬가지
박기식
인본정책연구원 원장
IEEE SA BOG member / (전) ITU-T SG3 의장

“업무의 목적, 방향, 방법을 정확히 파악해
짧은 시간 안에 큰 성과 얻기를!”

여느 다른 활동들과 마찬가지로 표준화 활동 역시 정확한 목표 설정과 인식, 규
칙, 그리고 자신만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임에도, 표준화 활동에 있어 노하우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한 충격적인 이 경험은 기억에서 잊혀 지지가 않는다.

1996년 10월,
당시 나는 한국 최초로 ITU21) TSAG22)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아
시아지역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러던 중 1997년 초, TSAG 산하 회의 중 IPR 및 전자문서 관련 WP3(EDH
Group23) 의장을 맡아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는데, 그때 일어난 일을 중심으
로 업무 추진의 요령과 노하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1996년 10월, ITU 표준화 부문의 의장단에 합류하여 WP3 의장으로서 처음으
로 회의 주재를 요청 받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설레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걱정

21)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2) 전기통신표준화자문위원회,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23) 전자적 문서처리, Electronic Document Ha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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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앞섰다. 회의 한 달 전부터 관련 자료를 준비 하고, 회의 의제를 만들고, 회의
주재 시나리오도 철저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회의가 막상 다가오자 내가 준비
한 시나리오가 ITU 회의에 적절한 것인지 의문과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결국 제네바 ITU 출장 1주일 전, 이런저런 고민 끝에 직장 상사에게 허락을 받
아 ITU SG 의장을 오랫동안 맡아오던 일본의 한 표준화 전문가를 찾아갔다. 그
리고 내가 준비한 내용을 보여주며 상세한 자문을 받았다.24)
내가 그의 자문을 받으며 느꼈던 것은 나의 준비활동이 너무 이론적이고, 이상
적으로만 접근하여 현실과 괴리감이 적지 않다는 점이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직접 경험하고, 노하우를 터득한다는 게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드디어 제네바에서 TSAG/WP3 EDH 그룹 제1차 회의 날이 왔다.
먼저 개회 세션(Opening Session)에서 4개의 라포처 그룹(Rappoteur25)
Group: RG)을 신설하여 영국(BSI), 미국(DOS), 일본(KDD), 한국(ETRI)의 전
문가를 각 라포처 그룹의 라포처로 임명하고, 바로 각 라포처 그룹 회의를 속개
하였다.
그렇게 이틀간의 회의가 마무리 되고, 내가 직접 주재해야 할 폐회 세션
(Closing Session)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의장으로서 각 라포처들에게
각자가 진행한 라포처 그룹 회의록을 그날 밤 9시까지 제출해 주기를 요청했다.
가능하면 상세히 적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영국 라포처26)는 밤 9시가 되기 전에 플로피 디스켓에 회의록을 담아 가져다 주
었고, 미국 대표는 그날 밤 자정 전까지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또한
일본 대표는 다음 날 회의 시작 1시간 전까지 정리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알려
왔다. 참고로, 한국 라포처의 경우엔 나와 같은 호텔에 머물렀기 때문에 별도로
연락을 할 필요가 없었다.
24) 불행히도 당시 한국에는 ITU 공식 회의를 주재해 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전무하였음
25) 일반적으로 Working Party 산하에 주요한 과제별로 구성하는 그룹(Rapporteur, 또는 Sub-Working Party)의
의장으로 ‘과제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함
26) 당시 영국의 Rapporteur(Mr. John McGill)는 이미 SG15부의장을 겸임하고 있었던 경험 많은 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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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안 이야기이지만, 일본 대표는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통역사와 함께 회
의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 약속대로 아침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회의록을 보내
왔다. 반면, 한국 라포처는 함께 참석했던 한국 대표단들이 모두 동원되어 야식
으로 컵라면까지 먹어가며 밤샘 작업을 하는 등, 눈물겨울 정도로 열심히 작성
한 여러 페이지의 회의록을 아침에 내게 전달해 주었다.
폐회 세션이 시작되고, 각 라포처 그룹별로 회의록 보고와 승인 절차가 이루어
졌다. 그런데 각 회의록에 대한 회의 참석자들의 반응은 내 예상과 달랐고, 나는
당황스러운 회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다.
우선 두어 시간 만에 내게 제출해 성의 없어 보였던, 영국 출신 라포처의 한 페
이지도 안 되는 회의록 리포트가 폐회 세션에서 어떠한 질문이나 이의도 없이
원안대로 승인된 것이다. 이어서 미국 라포처가 제출한 한 페이지 조금 넘는 회
의록 또한 두어 군데 미미한 수정만을 받고 통과 되었다.
그러나, 밤새 통역까지 써가며 작성해 왔던 일본 라포처의 회의록은 부정확한
내용과 회의록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 등으로 많은 지적과 수정 요
청을 받았고, 결국 채택되지 못 했다. 꼬박 밤을 새우며 작성한 한국 라포처의
회의록 역시 결과는 참담했다. 일본 라포처가 제출한 회의록보다도 더 많은 지
적을 받고, 채택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채택되지 못 한 두 라포처 그룹의 회의록은 회의 후 2주 이내에 의장과
간사가 책임을 지고 다시 정리해서 메일로 회람하여 승인을 받기로 하고 폐회
세션을 마쳐야만 했다.
폐회 세션의 결과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던 나는, 회의가 끝나자 홀로 ITU 뒤
뜰로 나갔다. 그리고 선선한 제네바의 가을바람을 맞으며 한참동안 생각에 잠
겼다.
그날 내가 깨달은 것은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 하여도,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는 그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노하우를
알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실패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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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회의와 관련한 기고서나 회의록,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표준화 전문가의 과업이다. 일의 목적과 방향, 수행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선 밤을 새워도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EDH Group 회의를 마치고 라포처 및 간사와 함께한 간담회

야속하게도 세상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일했는가?’ 보다 ‘얼마나 그 일을 성공
적으로 해냈는가?’를 더 중요시 여긴다. 과정에 많은 공을 들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하면 다 말짱 황인 것이다.
이때의 경험으로 나는, 주변에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책정이나 평가를 하는
것에 쉽사리 동의하지 못 하게 됐다. 일을 붙잡고 있는 시간보다 수행한 업무의
결과물이 평가나 보상의 핵심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일을 시작할 때, 그 업무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기를 바란
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얻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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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의 시작 5W1H
최미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ITU-T SG16 Q24 라포처

“무엇보다 미리 계획을 상세하게 세워야, 위험요소들을 대비할 수 있다.”

표준화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5W1H를 현명하게 잘 결정하는 일이다.
즉 Who, What, When, Where, Why, How 이 6가지 항목을 고려해 적절한
주제를, 적합한 표준화 기구에서 개발해야 한다.
Who는 누가, 누구와 함께, 누구의 도움을 받아 신규 표준화 항목을 추진해야하
는지를 고려하는 항목으로, 같은 그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인지해
야 한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표준화에서 인간관계는 기술을 개발하고 기록
하는 일 이상으로 중요하다.
도전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도 필요하고, 선구자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표준화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접근방법은 무리
가 있을 것이다. 표준화 초보자의 경우 이미 한국인이 활동하며 환경을 잘 구축
해 놓은 표준화 기구에서 활동하는 것이 최선인데, 100% 적합한 곳을 찾는 것
이 쉽지는 않다. 표준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경험자들에게 조언을 미리 구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통은 연구주제에 따라 표준화 그룹을 찾아가는 것이 정석이지만, 하나의 주
제가 여러 표준화 그룹에서 개발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조직을 찾아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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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중국인 몇 명이 어느 한 그룹에서 활동을 시작하면 곧 수많은 중국
인들이 그 그룹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서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기 때문이
다. 최근에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표준화 조직마다 중국인의 활동이 엄
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만약, 활동을 원하는 표준화 기구에 한국인이 없다면?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많은 나라의 사람들 중 나에게 가장 친절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던 사람들은
중국인이었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과 공통점이 많고, 문화적 이해
도가 높아 협조를 잘해주는 편이다. 무엇보다 한국인에게 우호적이라 협력하여
좋은 연구 파트너로 발전하기 좋다.
보통 연구과제와 연결하여 표준을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What은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큰 주제에서 표준화 주제를 끌어내기
위해 상세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각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화의 갭분석
(Gap Analysis)은 필수사항이다. 갭분석을 통하여 자신의 연구 주제 중에서 적
합한 표준화 주제를 선택하는 데에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표준화 그룹의
기존 표준을 조사하여 표준화 그룹마다 각기 다른 특성의 표준화 프로세스를
익힌 후, 어떤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표준화를 개발할 것인가 시뮬레이션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규 표준화를 제안하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계획을 상세하게 세워야 위험요소들을 미리 대비하고,
보다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다.
표준화 개발은 기술 개발과 병행할 수도 있고 기술 개발을 따라가는 후행 표준
화가 될 수도 있다. 또는 기술 개발 전에 표준화가 앞서가는 선행 표준화로 진행
될 수도 있다.
현재 가장 핫한 토픽인 AI의 경우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표준화가 따
라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분야에 따라서는 AI가 인간에게 해줄 수 있
는 서비스를 미리 상상하여 표준화가 선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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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 또는 표준화 과제에 따라
표준화의 시점인 When을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또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표준을 참조 하여 관심 주제에 대해 필요한 표준항목을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다.
Where는 표준화를 어느 곳에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항목으로 표준화 기
구(예를 들어 ISO)와 표준화 그룹(예를 들어 SC42)을 선택하는 일이다.
인공지능의 경우, 다양한 표준화기구에서 표준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
통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주제는 ISO JTC1 SC42에서 표준화를 개발하고 있다.
각각의 그룹에서 해당되는 기술과 결합된 인공지능 기술의 개별 표준화가 개발
되고 있으므로 어떤 그룹을 선택할지 사전에 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인공지
능 기술은 ITU-T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룹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주제
와 진행자에 적합한 그룹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나는 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표준화 그룹을 선택해 활동을 하다가 또 다른 전
문가의 조언을 듣고 표준화 활동 그룹을 확대하게 된 경험이 있다. 표준화 활동
에서 경험은 매우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때문에 기존의 전문가들
에게 노하우를 전수 받는 것은 표준화 활동을 보다 수월하게, 좋은 결과로 이끄
는 비결이 될 것이다.
Why와 How는 단어 그대로 표준화를 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항
목으로, 표준화의 목적을 잘 인식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표준화 항목을 수립하
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접근성 표준화’와 같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표준화 활동에 기여하는 것도
표준화 전문가의 보람 중 하나다.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표준이 널리 사용되고
표준특허를 통해 국가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경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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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를 정의하다
이규명
KAIST 교수
ITU-T SG13 WP3 의장 / (전) ITU-T FG-DPM 의장

“간결하고 적절한 용어를 통해, 의미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표준화 과정의 핵심이고, 표준 문서의 용어 정
의는 이의 첫 발걸음이다. 표준화 회의에서 새로운 주제를 다룰수록 항상 용어
정의 이야기가 나온다. 쉽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용어도 다시 한 번 표준화 관
점에서 정의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표준화 회의에서 개념을 이해하거나 유사 기술 간의 차
이점을 논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모국어로도 쉽지 않은 기술 용어 정의
를 영어로 표현한다는 건 만만치 않다. 단순히 영문법만 신경 쓰는 정도로는 안
된다. 적절한 용어를 가지고 간결하면서 의미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문장
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스킬이 필요하다.
ITU-T 저자 가이드에서 ‘용어란 특정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들
의 조합’을 의미한다.

용어는 아주 간단명료하면서도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하고
용어를 정의하기에 앞서 꼭 그 정의가 필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설명할 때는 보편적인 단어를 사용해, 논리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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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ITU-T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기존에 정의된 용어였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잊지 말아야 한다.
2005년 ITU에서 사물인터넷(IoT)27) 레포트를 발간했다.
이 때 M2M (Machine-to-Machine) 등의 새로 등장한 용어를 기존의 용어와 동
시에 사용했다. 이후 ITU-T에 IoT-GSI(Internet of Things Global Standards
Initiative)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용
어 정의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마침 용어 정의를 새롭게 하는
애드혹(ad-hoc) 그룹이 만들어졌다. 나는 우연히도 이 애드혹 회의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사실 나는, 이미 나름의 고민을 통해 기존 용어 정의를 정리한 기고서를 제출 했
었다. 1안은 사물인터넷을 ‘개념이나 비전’으로, 2안은 ‘기술’로 보는 내용이었
다. 표준화 기구에서는 기술로 보는 용어를 쓰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
나 꼭 그렇지는 않다. 사람에 따라 사물인터넷을 네트워크 기술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센서/디바이스 기술로 볼 수 있는가 하면, 정보기술 혹은 응용/서비스
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찰의 소지가 충분했다.
나의 생각은 1안으로 아주 확고했는데 회의에서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
ITU-T에는 의사 결정에는 투표 대신 회의 참석자들의 교감(consensus)을 바탕
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 그래서 결국 나의 생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27)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정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실세계(physical world)와 가상 세계(virtual
world)의 다양한 사물들을 연결하여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기반 시설 (※ 관련: ITU-T
Y.2060).
유비쿼터스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컴퓨팅 기기들이 환경과 사물에 심겨, 환경이나 사물 그 자체가
지능화되는 것부터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지능 통신을 할 수 있는 사물 통신(M2M: Machine to
Machine)의 개념을 인터넷으로 확장하여, 사물은 물론 현실과 가상 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 작용하는 개념으로
진화했다. 사물 인터넷(IoT)의 주요 기술로는 센싱 기술,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사물 인터넷
인터페이스 기술, 사물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기술 등이 있다.
※ TTA 단체표준 TTAK.KO-06.0346 사물인터넷 정의 및 참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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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프라(global infrastructure)”라는 사물인터넷 용어 정의는 여기서
탄생했다.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ITU-T 권고안에 가
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정의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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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인터넷(WiBro) 표준화 성공
그땐 그랬지
진병문
순천향대학교 교수
(전) ITU-T SG17 부의장

“전문가들의 진심어린 노력이 담긴다면,
어떤 기술이든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12월.
우리나라가 IT강국을 향해 한걸음씩 내딛고 있을 때.
당시, 정보통신부는 무선 가입자용으로 사용하던 2.3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
동서비스인 휴대인터넷 서비스로 재분배 했다. 이 일은 우리나라 정보통신계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오게 된다.
지금은 LTE, 5G등을 통해 이동 중 빠른 무선 인터넷을 쓰는 일이 당연하지만,
2002년의 휴대인터넷 서비스는 생각만 해도 혁신이었다. 휴대인터넷은 정지
및 보행 또는 시속 60㎞로 이동하는 상태에서도 고속 전송속도로 인터넷에 접
속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노트북 컴퓨터, 차량용 수신기 등에 휴대인터넷
단말기를 설치해야 했다. 아마, 노트북 USB단자에 꽂았던 작은 단말기가 기억
나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다.
움직이는 자동차, 지하철에서도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그 첫
시작을 위해, 우리는 모두, 그 어느 때 보다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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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움직임의 출발은 2003년 6월 20일이었다, TTA 표준총회의가 개최
되었는데, 여기서, 휴대인터넷의 표준화를 추진할 프로젝트그룹 ‘PG28)05’의 신
설이 승인됐다. 그 후, 2003년 7월, ‘PG05 제1차 휴대인터넷 표준화회의’가 열
렸고, 그 자리에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업체와 SK텔레콤, KT, LG텔레콤을
포함해 총 52개 기관, 235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만큼,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에 대한 열기가 대단하였다.
당시 나는 표준화본부장이었고, PG05의 간사를 직접 맡아 진행을 계속적으로
지원하였다. 참석자가 너무 많았던 만큼 원활한 회의가 어려워, 일단 각 회사별
로 대표위원을 1~2명씩 추천받아 ‘표준화추진 특별반’을 구성했고, 그 전체 의
장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서강대학교 홍대형 교수가 맡았다.
그렇게 홍교수가 회의를 이끈 ‘표준화추진 특별반’에서는 표준화 대상, 방법, 일
정, 산하 표준실무반의 구성, 의견 수렴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는데, 워
낙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어 약 2주 동안 매일 밤 10시까지 회의가 끝나지 않
았다.
열띤 회의 결과, PG05는 산하에 ‘서비스/네트워크 실무반’, ‘무선접속실무반’,
‘IPR 특별반’과 ‘국제협력특별반’을 두기로 하였으며, 의장단도 선출하였는데,
PG05 의장에 서강대학교 홍대형 교수, 서비스/네트워크 실무반 의장에 고려
대학교 강충구 교수, 무선접속실무반 의장은 중앙대학교 조용수 교수가 맡게
되었다. 그 후 각 실무반 별로 주 1회 회의를 개최하여 표준화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드디어, 2004년 6월, 휴대인터넷 물리 계층 및 MAC 계층 표준을 완성하
였다. 그리고, 그 즈음 휴대인터넷의 공식 명칭을 와이브로(WiBro/ Wireless
Broadband)로 정하게 되었다.29)

28) PG: Project Group
29) 국제표준화에 있어서는 휴대인터넷이 IEEE 802.16 d/e로 채택되어, 외국에서의 명칭은 모바일 와이맥스
(Mobile WiMAX)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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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수 : 52
참여위원수 : 235

PG05
조정위원회

무선접속 실무반

서비스/네트워크 실무반

IPR Ad-hoc

국제협력 Ad-hoc

PG05 표준화 추진 조직

2007년 10월 18일.
우리의 노력이 가득 담긴 ‘와이브로’가 ITU에서 3G 이동통신 6번째 기술표준
으로 채택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 당시 정보통신부의 주종옥 수석대표를 포
함한 20여명의 국가대표단은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제네바 한식집에서 축하
파티를 열기도 했다.
거기다. 와이브로 서비스는 대중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사업자로 KT
와 SK텔레콤이 선정된 후, 2006년 6월 30일부터 서울 및 경기도 일부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가입자는 빠르게 증가하여 2012년 말에
는 약 105만 명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였다.
그러나 LTE의 등장으로 2013년부터 휴대인터넷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
였고. 2015년경에는 국내 와이브로 점유율이 1%로 떨어졌다. 결국, 2018년 9월
30일 서비스가 종료 됐고,
그렇게 휴대인터넷은 1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휴대인터넷를 돌아보면, 국내 개발 기술을 국내,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킨 성공
적 케이스였다고 생각된다. 거기다, 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경쟁 서비
스들보다 한발 앞선 과감한 네트워크 투자를 실시하고, 서비스를 조기에 확산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은 통신사업이었다.
이제는 너무나 빠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가끔씩 우리의 패기와 노력
이 담긴 와이브로가 그리워질 때가 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등장할지 모르지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애정 어린 노력이 담긴다면 또 다른 혁
신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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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논쟁을 해결한 사업가 마인드
김형수
KT 팀장
ITU-T SG13 WP1 의장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보다
어떡하면 모두가 만족할까 생각하자”

초기 표준화 단계에서는 표준에 대한 개념을 만든다.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며 표준에 관한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
고,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상호 시너지 단계라 논쟁을 조정하는 게 썩 어렵지 않
다. 하지만 초기 단계를 넘어가면 각자 원하는 방향이나 스타일을 적용해 표준
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 때는 서로 강하게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합의나 조
정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면 ‘통신망 계층 구조’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계층마다 가져야할 기능을
상세하게 요구하게 되면 내용이 길어진다. 처음에는 논의하는 사람들끼리 의견
합치가 잘 이루어지고 서로 덧붙일 내용을 제안하지만, 기본적인 계층 구조가
합의된 이후부터는 각 계층 간 상세 기능을 규정하기 위해 의견이 엇갈리기 시
작한다.
특히, 무엇을 ‘의무 구현(mandatory)’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팽팽하다.
일반적으로 장비 제조사들은 표준문서에서 각 계층의 의무적 구현 내용을 최소
화하려 한다. 그 이유는 개발에 대한 부담이나, 기술 검증,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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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통신망 사업자들은 향후 기술 진화에 따른 서비스 다양화를 감안하여, 의무
구현 내용을 최대한 많이 수용하기 위해 의견을 피력한다. 여러 가지 의무 구현
기능을 표준화 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면 또, 장비 제조사 측에선, 통신사업자의
필요에 의한 기능이고 부가적인 추가 비용이 들기에 소모적이라고 반박한다.
이런 끝도 없는 논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준문서에는 조건적 구현
(optional)으로 표현하고 통신사업자가 필요할 때마다 해당 표준 기능 구현을
요청하는 선택적 방법이 좋다.
의견이 심하게 엇갈려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가상화
(Virtualization) 기술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장비 제조사는 가상화를 바탕으로
한 기능 구현을 주장한다. 하지만, 가상화 기술의 S/W 방식의 불안전성을 주장
하는 다른 장비제조사의 의견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기 마련이다.
이럴 때는 합의된 기능 요구사항은 그대로 두고, 제안된 내용들은 케이스 바
이 케이스로 관리한다. 고객이 가상화를 요구할 경우에는 가상화 방식으로, 비
가상화 방식을 원할 경우에는 비가상화로 적용하도록 만든다. 구현 시나리오
(implementation scenario)에 따른 다양성을 제공하며 조정하는 것이다.
즉, 기술이 어떤 측에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지기 보다는, 고객의 요구사항
을 고려한 방식을 택한다면, 장비 제조사의 구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 경쟁의
혼선을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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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지원군은 백 마디 말보다 강하다
김정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ITU-T SG13 Q23 라포처

“나의 의견이 통하지 않는다면 도와주는 누군가를 찾자”

5G30)는 4G와 비교하여 대역폭 등의 성능이 10배에서 100배 정도 우수한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가끔씩 5G와 4G를 비교하기 어려워 질 때가 있는데 이는 성
능 지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초 광대역의 데이터 전송율과 초저지연
의 성능 지표는 같은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만족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MT31)-2020에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개념을 소개
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은 우리말로 하면 ‘네트워크 쪼개
기’인데,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에서 성능지표 및 서비스 요구사항에 따라, 다
수의 논리적 네트워크를 갖는 기술’이다.
즉, 망을 쪼개서 데이터 서비스마다 독립적인 네트워크 자원을 할당하는 것
인데, 각 서비스별로 다른 서비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차별화 된 품질도 보장
한다. 그렇게 슬라이싱 된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타입은 고속통신
(eMBB)32), 대량연결(mMTC)33), 초저지연 및 고신뢰(uRLLC)34), 그리고 차량

30) 5G: 5th Generation, 5세대 이동통신
31) IMT: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국제 모바일 통신
32) 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 확장된 광대역 모바일
33) mMTC: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초연결 머쉰타입 통신
34) uRLLC: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 초신뢰·초저지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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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통신(V2X)35) 총 4가지이다.
나는 2018년 회의에서 IMT-2020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eMBB+uRLLC 등의 새
로운 타입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이유는 5G 서비스 중 하나인 ‘가상현
실 서비스(VR)’가 초광대역과 초저지연의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현재
정의된 4개 슬라이스 타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제안을 유
럽과 아시아의 몇몇 회원사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라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했으나 반대하는 회원사의 고집
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슬라이스 타입의 확장이 필요한 이유를 보다 논리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고심하던 찰나, GSMA36)에서 내가 제안한 것과 거의 동일한 슬
라이스 타입의 확장을 제안한 문서가 발간이 되었다. GSMA는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로 이동통신사업자 입장에서 5G 시스템에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
안하는 단체이다.
나는 이렇게 큰 단체도 슬라이스 타입의 확장을 제안했다고 예시를 들었다.
추가적으로 내가 에디터로 개발하고 있는 IMT-2020 네트워크 슬라이싱 표준
문서에도 GSMA 문서를 참조문헌으로 추가했다. 그러자 더 이상의 반대는 없
었고 마침내 슬라이스 타입 확장은 표준으로 승인이 되었다.
이 일로 느낀 것은 의견의 우수함과 설득력은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설득하기 위해 백번 노력을 기울여도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그보다는 지지
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때로는 설득을 위해, 나의 백 마디 말보다 한명의 지원
군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35) V2X: Vehicle to Everything, 차량기반 통신
36) GSMA: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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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지 위에 그린 기술의 탄생
홍용근
동명대학교 교수
IETF 6lo WG 에디터

“기술개발은 딱딱한 과정이 아니다.
어쩌면 문화 예술 창작자의 작업 방식과 같지 않을까?”

2011년 7월
나는 ３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표준화 회의에 참여하며
사물인터넷 MTC (Machine Type Communications) 기술에 관한 표준화 활
동에 참여했다. 이전에 사실표준화 기구에서 오랫동안 표준화 활동을 한 경험
이 있어서, 3GPP의 표준화쯤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속했던 ETRI는 IETF나 통신／네트워크 전문 표준화 기구 쪽에서
는 꽤 유명했으나 ３GPP 표준화 기구에서는 이동통신사도 아니고 장비제조업
체도 아니라,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SA1, SA2 등의 전문가가 여럿 참여하고 많은 수의 기고서가 제출되는 표
준화 그룹에서는 기고서가 우선순위에 밀려, 해당 회의에서 발표 기회를 얻는
것 조차 어려울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물인터넷 MTC 기술에 관한 기고서를 SA1, SA2 표
준화 그룹에 계속 제출 했다. 그래서 몇 번 발표 기회를 얻었고, 표준화 활동을
지속했다. 예를 들면 2012년 ２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３GPP SA１ 57차 회
의에 제출한 “Proposed texts of IPv4/IPv6 address as MTC identifier in TR
22.988”(S1－120102）기고서는 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TR 22.988 표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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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37)
이 기고서에서, IPv4 Address는 주소 개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는
새로운 IPv4 주소를 할당할 여유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IPv6 Address로 넘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담았었다.
출장을 마치고 ETRI에 돌아오자마자 부서장님은 ３GPP 회의에서 ETRI가 제
출한 기고서가 반영이 된 것이 오랜만이라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아무래도 ３
GPP 표준화 기구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니깐.

또 하나의 성과가 생각난다.
2012년. 우리나라의 한 이동통신사에서 무선호출기 삐삐의 서비스를 중단했고,
결국 삐삐 번호 012는 정부로 회수되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수된 012 번호를 사물지능통신 서비스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38)
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012” 번호를 사물지능통신 서비스에 사용하
는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내용을 “Alternative approach to MTC
addressing scheme using Pager number” (S1-122154）기고서로 제출하고 ３
GPP 회의에 참가한 다른 나라와 공유했다.39)
S1-122154 기고서는 012번호 운영을 기존의 MSISDN40) 길이 그대로 따르는 방
법을 담았는데, 회의에서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
지만 모바일 사업자간 로밍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점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회의에서 TR 22.988에 바로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 내

37) 3GPP 기고서: “Proposed texts of IPv4/IPv6 address as MTC identifier in TR 22.988” (S1－120102)
38) https://zdnet.co.kr/view/?no=20131106093915
39) 3GPP 기고서: “Alternative approach to MTC addressing scheme using Pager number” (S1-122154)
40) Mobile Station International Subscriber Directory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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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MTC 식별자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국제회의에서 공유하고 기술적으로 검
토 의견을 받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국제무대에서 기술을 제안하고 인정받는 과정은 딱딱한 작업 일수도 있지만,
때론 문화 예술 창작자의 마음으로 기술을 탄생시킨다는 생각이 든다. 그 과정
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최신 정보 공유에 관심과지지 의사를 보일 때,
나의 기술 창작 과정이 이런 성과를 냈구나 하며, 보람을 느끼게 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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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우리가 만나지 못해도
진병문
순천향대학교 교수
(전) ITU-T SG17 부의장

“직접 만나 서로의 성과를 확인하고 응원 하며,
중요 과제를 해결했던 그 시간이 소중해진다”

ITU-T SG17은 ‘국제통신기구 일반통신부문(ITU-T) 스터디그룹17’을 뜻하
는데, ITU-T 내의 보안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한다. ITU-T SG17은 3개 작업반
(WP: Working Party)으로 구성되어 있다. WP 1(개방형통신)은 멀티캐스트 통
신, 도메인 네임(Internationalized Domain Name) 등의 표준화, WP 2(보안)는
바이오인식, 정보보호 관리시스템(ISMS), 홈네트워크 보안, 모바일보안, 웹서비
스 보안 등의 표준화, WP 3(언어)는 상호운용성 시험체계 및 방법론 등의 표준
화를 논의한다. 이 회의를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약 120여명의 표준전문
가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지난 2006년 4월. 한국의 봄이 가장 아름다울 때.
ITU-T SG17 국제표준화회의가 제주도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나는 당시
TTA 표준화본부장인 만큼, SG17의 부의장을 맡았고, 국제 표준화를 진행 중인
19개문서 에디터를 담당하는 등 SG17 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다음해 2007년에는 표준전문가들이 모두 스위스 제네바에 모였다. 제
네바에서 열린 ITU-T SG17 국제표준화 회의에, 나를 비롯한 한국대표단 25명
이 참가했는데, 내가 에디터로 활동한 국제표준초안 5건이 당시 회의에서 승인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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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렇게 우리는 세계 어디서든 모여 함께 회의 할 수 있었다.
직접 만나 서로의 성과를 확인하고, 응원도 하며, 중요한 과제를 해결했고, 회의
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들의 결과물을 내놓았다.
그런데, 올해 2020년은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인하여, ITU와
ISO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국제표준화회의가 원격 회의(Virtual Meeting)로 진
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참가자들은 제네바 시간에 따른 회의에 참석 할
때, 7시간의 시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참가자들이 아침에는 각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오후 4시경부터 오전 3시까지 개최되는 회의에 원격화상통화로
참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기간이 10일간 지속되면서 참석자들은 피로가 누적
되고 생활 패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ITU-T SG17도, 올해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3일까지 원격회의로 개최되었
다. 우리나라에서 39명의 국가대표단이 구성되어 참가했는데, 다행히 TTA의
배려로 원격회의 기간 동안 인천 송도의 라마다 호텔 회의실이 마련되었고, 10
명 이내의 국가대표들이 모여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지키면서 좀 더 편안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만나서 회의 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해외와 연관된 모
든 일이 조심스럽다. 이 와중에, 영상통화를 통한 원격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다행이기도 하지만, 직접 만나서 눈 마주치고, 서로의 감정을 읽어가며 회의를
했던 시간이 그립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면서, 향후 국제표준화 원격회
의에 참여하는 국제표준전문가들의 어려움을 보다 줄여주거나 혹은 보상해 주
는 방안도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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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회의 넘기기
나재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ITU-T SG17 WP4 의장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화려한 말 보다, 솔직하게 부탁하는 것이다”

국제회의를 주관하다 보면, 영어의 종류가 이렇게 많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그
나마, 영국식 영어와, 독일어, 일본어가 섞인 듯 느껴지는 영어는 대체적으로 이
해하기 쉬운 편이다. 하지만,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심지어 인도어를 기반으로
한 것 같은 영어는, 이런 것도 영어였던가 싶게,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의장은 회의 중간 중간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술적인 의제인 경우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논의 할때는, 다양한 영어들로 표현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
는 건 물론이며, 예상하지 못한 화제로 바뀌기 까지 하며 난상토론이 되는 경우
가 종종 있다.
얘기를 이어가다 보면, 토론하던 주제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어지고, 논의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논의를 중단하고 본 주제로 회귀를 해
야 할지,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논의하고 있는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입술은 바짝 타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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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의장을 여러 번 맡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지난 나의 경험
을 토대로, ‘아찔한 회의’를 넘기는 노하우를 알려주자면
먼저, 첫 번째, 다른 참가자에게 추가적인 코멘트가 있냐고 물어본다. 그러며 약
간 회의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두 번째, 되도록 난감함을 감추고, 의제 발표한 사람에게 ‘이야기가 길어졌으니
명확한 이해를 위해 다시 한 번 요약해 달라’고 요청한다.
세 번째, 지금의 의제가 결론이 길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전
에 논의하였던 주제로 다시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의제의
논점을 찾아간다.
네 번째, 유사하지만 다른 화두를 꺼낸다.
다섯 번째, 제일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회의가 오래 동안 진행이 되었다면
커피 브레이크를 제안한다. 아무래도 커피를 마시고 나면, 몸도 마음도 전환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어떤 화려한 말 보다,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달라’고
솔직하게 부탁하는 것이다.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는, 아무리 아찔한 상황이 오
더라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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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화기애애함이
업무의 효과로
진병문
순천향대학교 교수
(전) ITU-T SG17 부의장

“공식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나눈 훈훈함이 많은 역할을 한다”

TTA 표준화본부장을 맡았던 나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3GPP의 표준정책
결정기구인 PCG/OP회의에 TTA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OP의장,
2013년에는 PCG 의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의장역할을 수행 할 때, 참여한 각 기관의 대표들과 업무적인 사항을 잘 이끌어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화기애애함을 통해 업무까지 효
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우선, 이동통신 역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구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를 잠시 소개할까 한다. 의장역할을 맡았던 PCG/OP회의
에서, 3GPP의 표준화 정책 방향을 결정, 제정하며, 3GPP 표준을 최종적으로 논
의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3GPP는 1998년 12월 한국, 유럽, 일본, 미국, 중국의 표준화기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이동통신 표준화 추진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한국의 TTA, 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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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I41), 일본의 ARIB42)/TTC43), 미국의 ATIS44), 중국의 CCSA45), 인도의 TSDSI46)
의 7개 표준화기관과 이에 속한 약 600여개 기관 및 업체가 함께 하고 있다.
2001년 6월, WCDMA47)를 3세대 이동통신 표준 제정의 시작으로, 2008년 3월
엔 HSPA48)를 제정하여 음성, 동영상통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5년 3월 LTE-Advanced를 제정, 그리고, 올해, 5G 융합서비스 기술규격인
Release-16의 완성했고, 아마도 2021년 12월까지는 5G 융합서비스진화 규격인
Release-17을 완료하여, 이동통신 서비스의 놀라운 향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프로젝트 조정 위원회

기관참가자회의

(Project Co-ordination Group)

(Oraganizational Partner)

기술총회
(Funding & Finance Group)

재정회의

RAN 무선접속망

SA 서비스 및 시스템 구조

CT 핵심망 및 단말

RAN WG1
(물리계층)

SA WG1
(서비스)

CT WG1
(MM/CC/SM)

RAN WG2
(무선인터페이스)

SA WG2
(구조)

CT WG3
(외부망 연동)

RAN WG3
(UTRAN구조 및 프로토콜)

SA WG3
(보안)

CT WG4
(MAP/GTP/BCH/SS)

RAN WG4
(RF 성능 및 기지국 시험)

SA WG4
(코덱)

CT WG6
(스마트카드응용)

RAN WG5
(단말 성능시험)

SA WG5
(통신관리)

RAN WG6
(GSM, UMTS)

SA WG6
(재난통신 응용)

(Funding & Finance Group)

3GPP 조직도

41)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42) ARIB: 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es (일본전파산업회)
43) TTC: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일본정보통신기술위원회)
44) ATIS: Allianc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olutions (미국통신정보표준협회)
45) CCSA: China Communications Standards Association(중국통신표준협회)
46) TSDSI: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Development Society, India
47) WCDMA: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x Access (비동기식 CDMA)
48) HSPA: High Speed Packet Access (고속 패킷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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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우리의 삶과 밀접한 이동통신 기술을 결정하는 3GPP의 표준을 최종적
으로 논의해 결정하는 곳이 바로 PCG/OP 회의이다.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약 6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PCG/OP 회의는 해마다 유럽, 일본, 미국, 한국 등을 돌아가면서 약 이틀 동안
개최되는데, 7개 표준화기관 대표자들이 회의 개최 전날 저녁에 미리 만나 식사
를 함께하며, 서로 인사도 나누고 주요 핵심 사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시간
을 갖는다.
내가 의장으로 참여했던 2010년
PCG/OP 회의가 분당의 TTA에서 개최되었다. 나는 각 기관 대표들 약 10여명
을 TTA에서 가까운 우리집으로 초대하여, 저녁 식사 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
는 2006년 미국 ATIS의 대표 Mr. ASOK(Ericsson)가 샌프란시스코의 자택으로
각 기관 대표를 초대했던 것에 대한 답례로 구상했던 것이다.
음식은 출장 뷔페를 주문해서 마련하였는데, 갈비, 새우튀김, 김치 등 한식 위주
였다. 그날 모인 기관 대표들은 표준화 회의로 10번 이상 만난 사이였기 때문에,
식사시간 동안 서로 농담도 하고 즐거운 분위기였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다음 마루에 방석을 놓고 앉으라 청했더니, 서양인들은 다
리를 어떻게 둬야 할지 몰라서 쩔쩔매었고, 그것 때문에 모두가 크게 웃기도 했
었다.
이처럼 친밀하고 유쾌했던 분위기는, 공식 업무 회의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
을 주었다. 여러 표준화 회의에의 참석을 하며 쌓았던 공식적 관계도 중요하지
만, 일상 속에서 나눈 개인적 친분도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운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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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두가 코리아를 환호했을까
박기식
인본정책연구원 원장
IEEE SA BOG member / (전) ITU-T SG3 의장

“의장은 회의를 마칠 때 참석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국제회의의 의
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의장의 역할이라는
게 회의를 잘 주재하여 무난히 마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8년간의 ITU49) SG3 의장직을 마무리하던 날.
그날의 잊지 못할 마지막 회의의 기억을 떠올려 보려한다.

2012년 여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의 의장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SG3 제6차 회의
가 국제전기통신연합 타워빌딩(ITU Tower Bldg) 지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당시 국제통신요금 및 정산 이슈와 관련된 복잡한 경제적 이슈를 다루고 있던
SG3 회의에는 ITU 표준화부문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국가들50)이 참석했다. 때문
에 항상 이견이 많고, 매번 주요 이슈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일쑤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SG3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이슈들이 선진국과 개
49)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50) ITU는 UN 전문기구로서 ITU회의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별 1표를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전체 참석자가 얼마인가?’ 보다 ‘몇 개국이 참석하는 회의인가?’ 가 중요한 변수로 부상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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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국간의 이해가 상충되기 쉬운 것들인데다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대부분
의 국가들이 회의 참석 전, 미리 자국의 입장을 결정하고 오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웠다. 그렇다보니, 표준화부문 SG3 회
의는 주재하기 가장 까다로운 회의로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었다.
마지막 SG3 제6차 회의 폐막 전체회의(Closing Plenary)도 예외는 아
니었다. 이 회의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네크워크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ies)’에 따른 국제통신요금의 정산 방식 변경에 관한 것이었다.
이미 4년의 회기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이슈였기에 회기를 마치는 마지
막 회의에서는 어떻게든 권고안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내 바
람과는 달리 순조롭게 통과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우선 중국을 앞세운 개도국 대표들은 전혀 양보를 하려 하지 않았고, 미국, 영
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 역시 끝까지 권고안 채택을 막아내겠다는 결연한
자세를 강하게 표출하였다. (실제로는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찬성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들이 권고안 채택을 가로막는 상황이었다.)
자칫 해당 회기에서 이 권고안에 대한 최종 채택을 이뤄내지 못하면 권고초안
(Draft Recommendation)은 폐기되고, 지난 4년간 수많은 참석자들이 여러 어
려움들을 겪으며 논의해 온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러면 차기 회의에
서 처음부터 다시 이 이슈를 다뤄야 하는데,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무력
감, 그리고 허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잠깐의 휴식시간,
나는 SG3 간사(ITU 측 Counsellor)와 깊이 있는 논의 끝에 다행히 차선책을 찾
을 수 있었다. 끝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년마다 열리는 10월 세계
전기통신총회(WTASA51)-2012)에 올려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극한의 처방
이었다.

51)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4년마다 ITU가 개최하는 ITU 표준화부문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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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회의가 시작되었다. 사전에 발언 요청을 받았던 몇몇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은 후, 나는 의장으로서 해당 권고초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쏟은 수많은 사람
들의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범세계적인 통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
래지향적으로 다함께 노력해 주길 요청하였다. 그리고 선언했다. 의견들을 모
두 청취한 후 끝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부득이하게 의장으로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겠노라고.
참석자들의 표정이 다소 심각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찬반
의견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잠시 휴식(Break)를 선포하며, 휴식 후
최종대안을 제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도대체 의장이 무슨 대안을 내놓으려는 것일까?’
모두들 궁금해 하는 눈치였다.
짧은 휴식시간이 끝나고,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오늘 최종 회의에서 본 권고안
을 채택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난 4년간 엄청난 노력을 통해 만들어온 권고초안
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점을 먼저 상시시켰다. 그리고는 의장으로서,
그간의 노력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 회원
국들의 투표를 통해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발언 하였다52).
순간 회의장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일부 선진국 대표들은 고개를 떨궜고, 많은
개도국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해당 안건에 대해서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해당 권고초안을 세
계전기통신표준총회에 부의하는 것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되었다. 투표 결과는
대다수의 찬성으로 예상대로 결론이 내려졌다.
나는 회의장 분위기를 감안해 다시 휴식을 선포하고 잠시 건물 밖으로 나가 하
늘을 올려다봤다. SG3 의장으로 활동했던 지난 8년간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
쳐지나갔다. 나는 폐회 때 해야 할 이임 인사말을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52) ITU 규정상 연구반 차원에서 권고안 채택은 원칙적으로 투표가 아닌 합의를 통해 채택되어야 하지만, 본 건을
WTSA에 올릴 것인가? 여부에 대한 것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WTSA에서는
이른바 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권고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입문 소양 편

140

문득,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내가 ITU 의장그룹에 들어가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었던 CCITT 이르머(Mr. Theodore Irmer) 국장께서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다.

“의장은 회의를 마칠 때 참석자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
“Chairman should make everyone happy at the end of the meeting.”

2012년 마지막 SG3 연구반 회의 모습

드디어 8년간의 의장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의 폐회를 할 순간에 이르
렀다. 단상에서 회의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참석자들을 한참을, 천천히 둘러보
았다. 그리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많이 부족한 저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협력과 지혜를 모아 도와주셨기
에 지금 이 순간, 가장 까다롭다는 SG3 의장직 임무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
다. 항상 회의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부의장님들과 유능
한 ITU 간사(Counsellor), 그리고 나의 서툰 영어를 6개 국어로 정확하게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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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신 통역사분들53),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연구반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넘
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회
의를 모두 마칩니다.”
의사봉을 들려는 순간, 회의장 여기저기에서 발언을 하겠다고 손을 드는 참석
자들이 여럿 보였다. 나는 예정된 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꼭 발언을 해
야 하는 사람만 간략히 발언을 해주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손을 드는 사람들은
오히려 점점 더 늘어갔고, 이례적으로 통역부스에서까지 발언을 요청하였다.
예정된 회의 종료 시간 때문에 난감해 잠시 주저했지만, 간사의 강력한 권유로
결국, 먼저 손을 들었던 참석자부터 차례차례 발언권을 주기로 했다.
평소 나를 많이 지도해 주었던 시리아의 나빌 키스라위(Mr. Nabil Kisrawi)를
시작으로 20분이 넘도록 참가자들의 발언은 그칠 줄 몰랐는데, 그들이 하고자
한 이야기는, ‘8년간 늘 공정하고, 배려심 많았던 의장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
고, 진실로 감사하다.’, ’앞으로도 SG3 회의가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계속 진행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의장님의 노력과 열정 넘치는 리더십
에 감사드린다.’와 같이, 8년이란 시간동안 별 탈 없이 의장의 임무를 수행한 나
에게 보내는 감사인사였다.
나는 시간 관계상, 손을 든 모두에게 발언권을 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발언을 중지 시켰다. 그리고 의사봉을 두드리며 폐회를 선언하였다.
그때, 누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코리아!”를 환호하기 시작
했다. 그러자 곧,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나서 한참 동안을 다 함께 “코리아!”를
환호하는 것이었다.

53) ITU 통역시스템: ITU는 UN산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로서 UN의 관례에 따라 중요한 회의들은
UN 공식 6개 언어(불어,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로 동시통역을 하도록 되어 있음.
SG3연구반의 경우 해당 연구그룹이 정책 및 경제와 관련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 연구반(SG) 회의뿐만 아니라, 각
작업반들(WPs: Working Parties)의 개·폐회 세션까지도 일반적으로 동시통역이 제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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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간 의장 활동을 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들 사이에서 겪었던 어렵고 힘
들었던 순간들이 뇌리를 스치며, 눈시울이 뜨거워져 옴을 느꼈다.

‘왜 모두가 일어나서 코리아를 환호했을까?’
미래의 국제표준화회의의 의장을 꿈꾸는 차세대 전문가들이라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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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처, 그 이름은 무엇인가
이규명
KAIST 교수
ITU-T SG13 WP3 의장 / (전) ITU-T FG-DPM 의장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며
최선의 의사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다”

ITU-T에서 라포처란?
무수히 많은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특히나 여러 갈래로 나뉘는 의견을
기술 전문가로서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논리적이고 객
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때, 비로소 라포처 능력의 진가가 발휘된다.
나는 ITU-T에서 12년 동안 기술을 담당하는 라포처(기술분과 의장)를 맡아 회
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위기 대처 요령도 늘었다.

라포처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 중 이슈가 제기되면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슬기롭
게 대처하며, 최선의 의사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 분야 전문가로서 생각하기에, 단순 기술 논의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
면 곤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 때가 바로, 라포처가 나서야 할 때이다.
나는 지난 2018년 7월에 열린 ITU-T SG(Study Group) 13 라포처 그룹 회의
에서 Question 16을 담당했다. LG유플러스, KT 처럼 통신사업을 하는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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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양자키 분배54)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신규 권고안’ 개발 작업을 하게 되
었다. 한국은 이 분야의 기술력이 좋아 지속적으로 관련 표준화를 주도하게 되
었고, 덕분에 나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활동 후 1년
뒤에 권고안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1년 뒤 개최된 예비승인 회의에서 미국, 영국 등 서양권 국가의 강한 반
대에 부딪혔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국가대표단과 SKT 등 국내 이동통신 3사 간에도 의견이 충돌
하는 것이다. 그때 나는 국가대표단 소속이지만 라포처이기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 총회에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기록에 남는데다 정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평정심을 갖고 회의를 진행했다. 결과는 예비승인으로 끝났지만,
최종 승인 과정에서 또 다시 수차례 회의와 수정을 통해 2019년 10월에 개최된
SG13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55) 정말 힘든 여정을 거쳐 좋은 결실을 맺은
셈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원하는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2020년 7월에 열린 SG13 회의 WP3 총회를 돌아보면, 당시 미국을 포함한 서양
국가들과 중국이 ‘New IP’ 안건으로 크게 대립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예측한
상황이었던 만큼, 중국 측에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여타 국가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 승인할 수 없게 전략을 짰다.

54) quantum key distribution, QKD: 정당한 두 사용자가 양자상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비밀키를 공유함
(출처 : 단체표준 TTAK.KO-12.0356 양자키분배 보안 요구사항)
55) ITU-T Y.3800, “Overview on networks supporting quantum key distribution“ 2019/10
(https://www.itu.int/rec/T-REC-Y.3800-201910-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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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에 끝날 예정이던 회의는 저녁 식사도 없이 밤 9시까지 계속 되었다.
결국 의사 결정을 미루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것 역시,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으며 뭔가를 이루어내는 좋은 방법이었다. 때로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결론으로 마무리 될때도 있다.
의장단으로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위치에 있으면 막중한 책임이 따르고 그만큼
비난도 많이 받게된다. 하지만 라포처 경력 덕에, 2019년 3월 SG13 Fellow로 선
정되는 등 개인적으로 얻은 것도 많았다.
너무나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된 일. 라포처! 모든 라포처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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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지 않는 봉사의 자리
김태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ITU-T SG9 WP2 의장

“때가 되어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기꺼이 맡아 즐겨 주기를!”

처음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석하던 그날을 잊지 못한다. 모든 게 어색하고, 어려
웠으며, 서툴렀던 그 때. 기고서나 신규 과제 제안서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것만
으로도 부담감에 밤잠을 설쳤다. 아마 대부분의 처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
게 회의에 참석하고, 기고서를 제출하는 등 꾸준히 표준화에 기여하다 보면 어
느새 국제표준화 현장에 익숙해진다. 그리고 그 즈음, 에디터, 라포처, 부의장
또는 의장 등의 역할을 맡고 의장단에 진출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른 업무와 책
임은 덤이다.
2020년 기준, ITU-T에는 11개의 연구반(Study Group)이 있다. 연구반에서는
규모(작업반(WP), Question의 수)나 참석인원의 수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처리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인 전송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가
정해보자. 새롭게 개발하는 시스템의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이 규격에 따
라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합 시험을 하게 되는데, 정합이라
는 것은 송신부에도 수신부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역
이기도 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협의의 의미에서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광
의의 의미에서는 포함되며, 시스템 동작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
야 하는 공통의 부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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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각 Study Group에는 에디터가 주가 되어 이끌어가는 Question이
있다. 그리고 다른 Study Group과의 정보 교환을 위한 연락문서(리에종) 작성,
포커스 그룹 관련 업무, 다른 표준화 기구와의 협력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통의 업무가 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런 공통 업무가 갖는 특징이,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크게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표준화 과제만으로도 바쁜
데 어느 누가 공통 업무를 맡고 싶어 하겠는가.

하지만, 이 또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2009년, ITU-T SG9(광대역 케이블 TV 분야) 활동을 시작한 나는, 라포처에 지
원해 의장단에 진출하게 됐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연구반 공통의 업무도 하나
맡게 됐다. 유럽 표준화 기구인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의 연락문서 담당
업무인데, 나는 지난 11년간 표준화 과제 진행과 함께 이 공통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사실 표준화 과제와 공통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특히 연락문서 담당 업무는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에 비해 알아주는 이 하나 없
는 허탈한 작업이었다.
ETSI의 연락문서 담당자는 일반적인 Question의 업무와 달리 연구반(SG9)으
로 온 연락문서에 대한 답변 연락문서를 작성한다. 간혹 여러 명의 라포처들과
연석회의(joint meeting)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 응답 연락문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럴 땐 표준화 업무 일정을 피해 회의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 점심시간
도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쪼개 준비를 하고
초안 작성을 해도 내가 이 작업에 기여했다는 흔적은 문서 어디에도 남지 않는
다. 대부분 문서들은 연구반 의장의 이름으로 보내지기 때문이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끼니까지 거르며 일을 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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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함이 몰려오는 순간이다. 이렇다 보니 다들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공통 업
무에 관여하기를 꺼린다. 하지만 이런 공통 업무는 표준화에 직접적이진 않더
라도 연구반을 위해선 꼭 필요한 일이고, 그렇기에 오늘도 누군가는 연구반을
위해 끼니를 거르며 공통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지 모른다.
국제표준화 현장에서 역할을 맡고 업무를 수행할 때가 되었다면, 한 번쯤 생각
해 보길 바란다. 연구반에서 표준화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반을 위해
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말이다.

의장단이란 자리는 단순히 대외적으로 보여 지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 하는 봉사의 자
리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누구든 때가 되어서 연구반을 위해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기꺼이 맡아 즐겨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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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 할 의장의 자세와 역할
김형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ITU-T SG20 WP1 의장

“충분한 논의를 한 후 결정하고
중심을 잡는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한다”

표준화 회의는 일견 정치인들의 정당 정치와도 흡사하다.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추구하는 소속 정당의 비전과 전략이 무엇이냐에 따라, 보는 시각도 가치
도 달리 표출되어진다. 표준화 회의는 특정 기술 이슈 또는 분야에 대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는 순수 엔지니어들의 모임이 아니다. 그 최적의 알고리즘 또한
그 회의에 참여하는 기업 또는 국가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일이 다반사다.

표준화 회의는 합의를 전제한 과정의 연속이다.

합의가 전제되지 못한다면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표
준화 회의는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루한 과정의 연속을 의미한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표준화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자세와 역할을 곱씹어 보지 않
을 수 없다.
의장은 회의 주재 중에 중심을 잡는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한다. 특정 제안 의견에
대한 찬반 토론 시에도 공평하게 상대에게 시간을 배분할 줄 알아야 하며, 충분
한 논의를 전제한 후 결정 과정을 유도하는 차분함도 요구된다. 자칫 의장국에
편파적인 회의 진행은 의장으로서의 품격을 떨굴 뿐만 아니라 해당 표준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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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참석하는 참가자로 하여금 의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최악의 모습
일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나는 지난 17년간, 국제 표준화 회의나 지역 표준화 회의 등을 통해 크고 작은
의장직들을 수행해 왔다. 나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장으로서의 자세와 역
할에 대한 나름의 철학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나는 의장직을 맡는 모든 회의에서 의제(agenda)에 대한 소개를 최우선
으로 한다. 의제에 대한 명확한 소개는 의장이 회의 참석자에게 회의를 어떻게
이끌 것이며, 어떤 안건을 어떤 순서에 입각해 다룰 것인지, 그리고 회의 진행
시간 및 논의하게 될 관련 문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함으로써 회의 진
행에 대한 참석자 나름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의장이 의
제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안건들을 차질 없이 논의해
가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회의 진행 중 어떠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중요도 여부를 떠
나 반드시 회의 참석자가 동의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노력을 취한다. 이
는 나의 경험에 의하면, 회의 결과 보고서에 담긴 의사 결정 문구에 대해 참석자
의 기억을 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회의를 주재하다 보면 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 토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를 왕왕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발생 시, 의장은 양 측 모두에게 공평
한 반론의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공평한 반론 기회의 할당이라 함은 절대시간의 안배를 의미하기 보다는 반론의
기회(turn)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다. 물론, 회의를 진행해야 할 의장의 입장에서
는 반론에 반론이 꼬리를 무는 회의 전개는 과감히 중지시키는 위엄도 겸비해
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3차례의 공평한 반론 기회를 주었음에도 의견이
팽팽히 대립할 경우, 해당 이슈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
를 도출해 오도록 권유한 후, 다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을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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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편이다.
넷째, 의장국의 제안 기고서에 대한 논의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는 것
이 좋다. 의장국의 회의 참석자가 제안하는 기고 내용에 대해 의장의 편파적 입
장이 표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내가 진행하는 회의에 제출되는 의장
국의 기고서 내용에 대해 나는 절대적 중립 입장을 유지한다. 다만 사전에, 회의
참석자가 제안 기고서의 처리 방향에 대한 충분한 전략을 세우고 회의에 임하
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다섯째, 회의 진행 중 의장의 결정은 일종의 최후 선언문과 같은 효력이 발휘되
어야 한다. 특정 이슈에 대한 의장의 결정 이후, 회의 참석자의 반론 제기로 인
해 결정이 번복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즉, 의장은 특정 이슈에 대한 논의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여하되, 의사 결정 과정에 성급히 개입해서는
안 된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논의를 유도하되, 의장으로서 최종 결정 과정에 개
입하게 될 경우, 소수의 의견 또한 회의록에 담도록 하겠다는 언급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의장직을 맡는 모든 회의에서 회의 보고서 작성에 많은 노력을
집중한다. 회의 보고서에는 논의 과정에서의 결정 사항이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할 것이며, 소수의 반대 의견 또한 명확히 해야 할 한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의
모든 관련 문서 및 결과 문서는 하이퍼링크 형태로 기록함으로써 회의 결과 보
고서 안에서 모두 열람되도록 한다. 회의 결과 보고서는 의장의 얼굴이자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의장을 신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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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장이 되려고 하는가?
최미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ITU-T SG16 Q24 라포처

“의장이 된다는 것은 조직과 국가에 힘을 보태는 일이다”

표준화 기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ITU-T56)나 ISO57)와 같은 공적 표준화 기구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 등이
주관이 되어서 빠르게 기술을 표준화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실 표준화 기구로
IEEE58), KRONOS 그룹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가장 최근에 설립된 사실 표준화
기구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압축, 코딩, 표현하기 위한
MPAI 그룹이 있다.
이러한 표준화 기구에는 공적이든 사실 표준화 기구든 공통적으로 조직이 있
고, 거기에는 의장이 존재한다. 역사가 오래되고 강력한 조직일수록 수직적인
특성이 강하고, 의장의 힘이 매우 중요히 여겨진다.
예를 들어 ITU-T의 경우, 기술을 가지고 표준을 만드는 표준개발자들이 특정
주제를 가지고 Question(Q )이라는 가장 작은 그룹에서 토론과 발표를 통해
표준문서를 만든다. 이 Question의 의장이 라포처이며 이런 소그룹이 몇 개씩
모여 Working Party(WP)를 형성한다. 이 중간 그룹의 의장이 Working Party

56)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Telecommunication의 약어. 국제 위원회
CCITT의 새 명칭
57) 국제표준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어
58) 전기전자학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Chapter 02 잊지 말아야 할 임무

153

의장이며 이 중간 그룹이 모여 상위 그룹인 Study Group(SG)을 이루게 되고,
이곳에 Study Group 의장이 있다.
보통 스터디 그룹 단위로 정기회의를 열기 때문에 SG16 회의에서는 스터디 그
룹 의장이 최고 높은 위치가 되고, 그 아래에 국가별로 위치를 고려하여 몇 명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보통 위킹파티 의장은 이 부의장들 중에서 의장이 임명을
하는데, 상징적으로 부의장의 타이틀만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ISO 역시, 부르
는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구조와 인원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를 갖는 표준화 조직에서는 아무래도 의장의 파워가 중요
시 되고, 의장의 지지를 받는 표준개발자는 수월하게 표준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활동하는 표준화 그룹의 의장이 같은 국가의 사람이라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회의에 참석한 다른 참가자들이 쉽게 반대 의견을 내
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장은 어떤 일들을 하는 걸까?
의장은 표준화 회의를 주재 하고, 표준화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
재 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밖에도 의장이 스스로 표준 개발
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표준문서를 만드는 경우도 꽤 있다. 자신의 그룹 안에
서 좋은 표준이 많이 나오면 그룹이 인정받게 되고 이는 곧 의장에게 큰 성과이
므로 의장들은 그룹 내 표준 개발을 격려하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힘쓴다.
또한 의장의 책임이 막중해지는 정기회의 중에는 단순히 표준 개발에 참가하는
전문가들과는 다르게 매우 바쁜 일과를 보내게 된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기록하며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를 정리하는 등 많은 일을 짧은 시간 안에 마쳐
야 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자신이 개발하는 표준문서를 작성하고 결과 보고서
를 작성하는 일 또한 실수 없이 해내야 한다.
회의 중에 보다 많은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하는 등 할 수 있는 권한도 많지만, 동
시에 해야 할 의무도 많은 것이 의장이다.
내가 라포처로 의장단 활동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표준화 활동을 하기 전에 우
연찮게 받은 교육의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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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즈음, TTA에서 ITU-T 소속의 영국인
표준화 전문가를 초빙해 표준화 활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나는 그 강좌를
듣게 됐는데, 하루 종일 진행된 강의의 내용은 꽤 알차고 좋았다. 짧게나마 기고
서 작성 훈련도 할 수 있었고 말이다.
여하튼, 강의 중에 강사가 표준화 활동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해줬는데, 어느 정
도 표준화 활동에 참여한 후에는 의장단을 해보라고 조언 했다. 그러면서 구체
적으로 어떻게 의장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었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처
음 의장단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일단 의장석이 비
게 되면 스스로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거였다. 별거 아닐지 모를 간단
한 팁이었지만, 이 이야기는 내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되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내 눈앞에 일어났을 때, 기억 속에서 이 팁이 떠올랐다.
처음에 활동하던 그룹에서 라포처 자리가 비었다며 나에게 누군가를 추천해달
라는 의뢰가 온 것이다. 그 소그룹은 별로 인기가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지만,
나는 스스로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단 의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
했으므로... 그렇게 나는 라포처가 될 수 있었다.
그 후, 그 소그룹은 점점 중요성이 높아졌고, 지금은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
물론 나도 의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의장이 되면 힘든 일도, 책임질 일도 많아진다. 나 자신보다 내가 속한 조직이나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그럼에도 왜 의장이 되려하는가?
그 이유는 조직이나 국가에 큰 힘이 되는 존재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가능한 많은 의장석을 확보하려 국가 차원에서 노
력하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들 역시 의장석을 하나라도 더 확
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니, 이것은 곧 의장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
는가. 이렇듯, 의장이 된다는 것은 조직과 국가에 힘을 보태는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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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그 무거운 이름
이현우
단국대 교수
(전) 3GPP TSG RAN 부의장

“의무도 많고, 지켜야할 것도 많은 자리.
많은 토론과 회의를 거치며 성장해가자”

표준 회의를 참석하다 보면 내 의사에 관계 없이 의장 역할을 맡을 때가 있다.
물론 오래 전 부터 준비해서 의장 선거에서 의장이 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
겠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게 변수 투성이니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예정되
지 않은 회의나 그룹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특정 소주제의 논의가 필요해서 Ad
Hoc이 만들어졌고, 단기간에 보고서나 문서 제작을 위해서 Drafting Group이
만들어졌다. 참석자가 회의장 규모에 비해 많을 때는 대주제로 나눠 Breakout
Group을 만든다.
이 때 의장이 선출되는 기준은 정말 다양하다. 전문가나 연장자가 선출될 때도
있고 이해관계의 충돌이 심할 때는 중립적인 인물이 추대되는 등 의장은 다양
한 형태로 결정된다.
하지만 결국 의장의 역할이란 주어진 미션을 주어진 시간 안에 완수하는 것이다.
이 때 몇 가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 첫째는 공평함, 의견이 다른 참석자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준다. 둘째는 공정성, 의장 개인의 견해를 암묵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단체 및 회의 지역의 규제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다. 마지
막으로는 회의를 품위 있게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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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역할 중 생기는 돌발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닌 주제를 맡았거나 너무 광범위한 분야를 맡게 되
면 당황하게 된다. 이럴 때는 논의를 소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하
여금 소분야를 맡아 논의를 정리하게 한다. 의장은 이를 본 회의에서 보고만 하
면 되는 것이다. 그럼 의장은 검토할 시간을 벌게 된다.
또, 특정 안건에 대해 찬반 수가 비슷해도 곤란하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표결을
추진하기 보다 회의를 잠시 멈추고 당사자들간에 조율을 시도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토론 중 발언자가 감정적으로 격해질기도 하는데 이것을 잘 통제하는
것도 의장의 역할이다. 이 때는 회의를 마치고 다과 또는 식사시간을 만들어서
감정이 격해진 발언자를 잘 달래줌으로써 다음 회의가 무난하게 전개되도록 하
는 등의 방법이 있다.
그럼 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 관리
에 실패하는 것이다. 시간 분배를 잘못해서 앞쪽 발표자가 많은 시간을 쓰면 뒤
쪽 발표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논의도 못하고 결론도 못 낸다. 의장은 안건
과 문서, 발표자를 미리 파악하고 종합정리 및 결론 도출 시간을 모두 계산해서
발언 시간을 잘 분배해야 한다.
결론을 분명하게 못 내는 것도 의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의장은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록의 결론만 봐도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결
론을 내야 한다.
경험상 유럽이나 북미권 참석자들은 갑작스럽게 의장 역할을 맡아도 무리 없이
수행하는데 아시아권 참석자들은 갑자기 의장을 맡으면 의장 역할 수행이 부자
연스러운 경향이 있었다. 아마 아시아권의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회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제는 국제화 사회인 만큼 하기에 어릴 때부터 토론과 회의를 경험하는 교육이
중요하며, 현직자들은 평상시에도 회의 연습을 조금씩 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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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기로에서 냉정의 칼을
김정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ITU-T SG13 Q23 라포처

“말하는 순간에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다”

ITU59)-T SG13은 오랜 세월에 걸쳐 종합정보통신망 (ISDN)과 같은 유선 네트
워크 구조와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능을 정의하는 표준을 만
들어왔다.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가 등장하였고, 이에 맞춰 유선 네트워크로 이
동성을 지원하는 유무선융합(FMC) 기능구조 표준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흐
름은 10여년 동안 계속되면서 유선 네트워크에 유무선융합을 적용하는 관련 표
준이 여러 개 만들어졌다.
한편 3GPP60)라는 이동통신 표준단체에서는 유선 액세스를 5G 네트워크에서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유무선융합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구조 및 기능을 정의하는 표준을 만들게 되었다.
ITU-T SG13 Q23 연구반에서 IMT61)-2020 네트워크(5G 네트워크)로 유무선
융합 액세스를 지원하는 연구 하던 때! 나는 Q23 연구반의 라포처로서 미래 네
트워크에 기반한 유무선융합 표준 결과물을 확장해 IMT-2020 네트워크에 적
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59)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통신연합
60) 3GPP: 3th Generation Partner Project
61) IMT: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국제 모바일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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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국 에디터가 담당하고 있던 IMT-2020 유무선융합 표준의 기술 방법
이 3GPP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 에디터 측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은 알겠다. 나도 연구반
라포처 활동을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주제였는지 알고 있으니까. 하지
만 3GPP와 유사하게 내용을 작성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게 뻔했다. 열
심히 준비한 걸 알기에 미안했지만, 나는 중국 에디터에게 불필요하게 중복되
는 내용은 피해달라고 부탁했다. 대신 이동성 관리와 통합 가입자관리 등 기존
에 개발한 유무선융합 표준을 확장해서 IMT-2020 네트워크에 적용해달라고
부탁했다.
덕분에 IMT-2020 유무선융합 표준은 3GPP 표준과 협력과 차별화를 갖추게 되
었다. 말하는 순간에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보였을 테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 모
두를 위한 길이었다.

불필요한 내용, 중복되는 내용을 빼내는 것 또한
의장의 역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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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 유머의 힘
박기식
인본정책연구원 원장
IEEE SA BOG member / (전) ITU-T SG3 의장

“한마디의 유머가 회의장 분위기를 바꿨고, 결과는 기대이상이었다”

국제회의에 있어서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의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다.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 똑같은 참석자들이 회의에 참여해도 그 회의
를 주재하고 총괄해 나아가는 의장이 어떻게 회의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회의의 결과는 물론 참석자들의 만족도나 전체적인 회의장 흐름은 완전히 달라
지게 된다.
그만큼 하나의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은 단지 회의 내용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에
대한 배려, 회의장 분위기의 조성, 의장단들 및 핵심 참석자들과의 적절한 교류
와 소통, 심지어는 통역 팀과의 긴밀한 협력 등 보이지 않게 미리 준비하고 생각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

2011년 4월 1일,
제네바 ITU Tower 빌딩에 있는 대형 C 회의장
제3연구반(Study Group3) 마무리 전체회의(Closing Plenary)를 가지던 날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4월 1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소위 ’만우절‘로 세계 여러
나라가 공통적으로 악의 없는 거짓말로 장난을 치며 지내는 풍습이 있는 날이다.
당시 회의는 어려운 권고안의 채택을 두고 몇몇 선진국과 여러 개도국들이 첨
예한 대립을 보이는 상황에서 계속 진행되었던 탓에 회의장에 참석 중이었던
대다수 사람들이 상당히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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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당연히 회의장 분위기도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는 하루 전날 제3연구반의 ITU측 간사와 의장으로서 만우
절에 열리게 될 우리의 폐막 총회(Closing Plenary)에 의장이 어떤 얘기로 회의
분위기 등을 새롭게 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당시 SG3연구반 간사62)는 ITU 표준화부문에서 예리하고 똑똑하기로 소문이 자
자한 분이었음에도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특별한 제안은 내지를 못하여
결국 내가 밤새 고민하여 다음 날 아침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마침내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2005~2008년 회기 ITU 표준화부문 연구반장과 ITU 간부들

다음 날 아침, 회의장에서 나는 전날 밤 미리 준비한 이야기를 했다.

“제가 어제 밤, 침울했던 회의장 분위기에서 벗어나 보고자 술을 한 잔 하고
제네바 카지노(뫼벤픽 호텔 & 카지노 제네바) 갔는데요. 그곳에서 한참 멍한 상태로
슬롯머신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둥둥둥’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62) 당시 ITU 표준화부문 SG3연구반 간사(Dr. Richard Hill)는 미국 출신(Stanford 학사, Havard 통계학 석, 박사)의
매우 유능한 분으로 ITU 직원들간에 예리하기로 손꼽히던 분으로 필자가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지대한 도움을 주셨던 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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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펴보니 제가 하고 있는 슬롯머신의 파란색 경광등이 번쩍거리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 종업원이 오더니 저에게 ‘당신이 잭팟에 당첨이 되었으니 신분증을 확인
한 후 양식에 서명을 하라’는 겁니다. 당첨 액수를 보니,
약 70만 스위스프랑으로 한화로는 약 8억 원 정도나 되는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폐회 총회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된다면 회의를 마친 후
회의 참석자 및 지원인력 전원에게 제네바에서 가장 좋은 호텔인
노가 힐튼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숙박 역시 제공하려 합니다!
더불어 일요일 아침에 원하는 분들은 몽블랑으로 버스를 빌려
함께 짧은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모두의 협력으로 오늘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며,
제가 꼭 당첨금의 일부를 여러분들과의 멋진 1박2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한참을 여러 참석자들은 물론 일부 통역 담당자들까지 호기심 어린 질문과 함
께 감사하다며 박수를 쳐줬다. 이후, 참석자들의 이런 저런 의견을 한참동안 들
어 주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좀 전에 제가 한 얘기들은 사실 어제 밤 꾼 꿈으로,
현실이었으면 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만우절(April Fool’s Day)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잠깐의 휴식을 선언한 후, 바로 어제까지 복잡하고 치열했던 이슈들
에 대한 최종 폐막총회를 시작하였다.
많은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아직도 의장의 만우절 농담으로 인한 편안한 웃음들
이 남아있었고 회의 분위기도 한껏 부드러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마디의 유머가 회의장의 분위기를 바꿨고, 덕분에 폐막총회는 예상 밖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또한 기대이상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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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처는 할 수 있다
나재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ITU-T SG17 WP4 의장

“어려움이 닥쳐도
각자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생각하며 힘을 내자”

라포처(Rapporteur)는
표준화 개발의 모든 이슈를 총괄하는 표준 작업반의 리더이다. 라포처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다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다. 회의 스케줄도 조정해야 하고, 전
문가들을 섭외해야 하고, 결과를 예측하여 사전에 관리자들과 협의를 해야 한
다. 즉, 라포처의 기량에 따라 연구과제의(Question) 분위기가 살고 죽는다.
특히나, 신규과제를 제안하는 기고서를 검토할 경우에는 매우 신경이 쓰인다.
나라마다 충분한 아이템이 된다고 판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지만, 표준화 회의
장에서 논의를 하면, 허점과 약점이 들어 나기 마련이다. 기고서 발표자 스스로
가 그러한 허점, 부족한 점에 수긍하게 되면, 자연히 신규 표준 아이템 채택은
물 건너가게 된다.

기고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등장하게 되면, 우선, 적막이 흐른다.
그리고, 발표자는 당황하며, 심한 경우에는 얼굴이 홍조를 띠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되고...
일본의 한 회의 장에서 어떤 여자 전문가는 기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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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먼 곳까지, 나라를 대표해서 왔으면, 무엇인가 눈
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냥 빈손으로 본국으로 돌아 갈 수 없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다.
한참이 지나도 여전히 적막이 흐르는 상황. 기고서 발표자가 돌파구를 찾지 못
하고 있다면, 라포처는 회의 중에 있었던 질문과 코멘트를 요약하고, 지금 문제
의 이유와 이슈가 무엇인지 정리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떠냐’고 회중에 동의를 구한다.
때로는, 다른 연구과제에서 신규 채택에 실패한 표준 아이템 제안서를, 나의 연
구과제에 포함시키는 걸 제안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신규 표준 아이템이 나
의 연구과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타 연구과제와의 중복
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아니냐는 라포처에게 달려있다.
만약 수용한다면 문서의 대폭 수정이 필요하며, 여러 과제를 포함하도록 문서
의 수준을 끌어 올려야 한다.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작업을 해야 하지’
문서 수정 요구를 받게 되면, 이런 회의감이 몰려오기 마련이다. 그런걸 아는 다
른 전문가는 회의 전에 문서를 보내며, 검토 후 잘 작성해 달라고 친근하게 얘기
한다. 이런 걸 응대하는 것도 나의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
도 할 일이 많은데 말이지...
그러나 인맥을 쌓아 놓는 것이 도움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 결국 신규
채택에 실패한 아이템과 나의 연구과제가 합쳐진 새로운 제안서는, 내 손에서
탄생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각자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생
각하며 힘을 내자고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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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의장이 되었습니다
이규명
KAIST 교수
ITU-T SG13 WP3 의장 / (전) ITU-T FG-DPM 의장

“무엇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게 우선이다”

4차 산업혁명물결이 일던 2018년 3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ITU-T Study Group (SG) 20 회의에서 사물인터넷(IoT) 기
술과 관련한 ‘1차 데이터 관리 포럼 워크숍’63)이 있었다. 이 행사에서, 당시 크게
확산된 ‘사물 인터넷의 가치 창출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후, SG20 산하에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 시티와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그룹’
이 생겼고, 나는 데이터 처리 및 표준화 기술 논의를 전담할 포커스 그룹(Focus
Group on Data Processing and Management, FG-DPM)64)의 의장으로 임명
되는 큰 영광을 얻었다.
라포처로서 10여년 이상 기술 권고안 개발에 초점을 맞춘 표준화 활동을 해 왔
지만, 표준화 그룹 전체 의장을 맡은 것은 처음이었다. 또한 유럽, 중국, 아르헨
티나, 아랍에미리트 등 세계 각국에서 임명된 8명의 부의장과 주요 사안을 논의
하고, 핵심기술 표준을 담당할 워킹그룹(WG) 의장, 회의 참석 전문가들과 함께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하는 만큼, 정말 중요한 자리였다.

63) 1st Forum on Data Management (Transforming data into value) 워크숍
https://www.itu.int/en/ITU-T/Workshops-and-Seminars/iot/201703/Pages/default.aspx
64) ITU-T Focus Group on Data Processing and Management to support IoT and Smart Cities &
Communities (FG-DPM)
https://www.itu.int/en/ITU-T/focusgroups/dpm/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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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 분야의 표준 개발이 성공하려면 기술 전략이 필요하다.
이럴 때, 의장에겐 전략을 바탕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의장단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의장은 직접 권고안을 개발하는 위치는 아니지만, 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회의 참석자들을 융화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사안을 논의 할
때에는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의장에게 모든 이목이 집중된다.
이런 역할을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임명된 후 첫
회의까지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2018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FG-DPM 킥오프 회의’의 핵심은, SG20
회의에 따라 WG 구성을 마무리 짓고, 향후 문서 개발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었
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및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핵심 표준화 아이템의 기술
현황 조사, 분석 등을 하고 기술 보고서를 만들어 SG20에 전달해야 하는데, 전
달한 아이템이 권고안 개발에 활용될 수 있게끔 로드맵을 제시하는 최종 결정
역시, 결국 의장의 몫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FG-DPM 활동을 지난해 7월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했으
며, 2019년 12월 총 15건의 기술 보고서를 성공적으로 SG20에 전달했다.
활동 중에 ‘의장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에게는 기술 전략가로서 뜻을 펼칠 수 있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었다. 의
장은 포커스 그룹의 비전을 제시한 다음 표준이 목표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
며, 여기에 맞춤형 기고가 이루어지게끔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표준화 방
향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ITU-T가 내세울 DPM 기술에 대한 큰 그림도 그
려야 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회의 참석자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때로는 기술과는 거리가 있는 정치력도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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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분위기의 효과
나재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ITU-T SG17 WP4 의장

“최대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자
청유하고, 정리하고, 기다리며 부드럽게 이끌자”

국제표준화 회의를 진행 할 때, 신규과제 채택을 위해 제안된 문서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재미있고도 설레며,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과정이다. 신규과제 채
택을 위한 논의는 회의 초기에 다루어지는데, 그때가 전문가들의 집중력이 가
장 최고점에 달해 있는 시간이다. 그런 만큼, 제안에 대해 집중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굉장히 날카로운 반응이 여기저기서 쏟아질 때도 종종 있다.
내가 라포처를 맡았던 한 회의.
비식별화 표준과제 제안에 대한 첫 세션 발표를 제안자에게 요청을 하였다. 제
안 문서를 바탕으로 발표가 진행되었고, 발표가 끝난 뒤, 라포처로서 회의에 참
석한 전문가들에게 질문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때 회중에서 영국의 전문가가 코멘트를 하였다. 코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내
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라포처도 메모를 해야만 한다.
코멘트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프라이버시 이슈가 존재한다. 개인의 식별정보를 네트워크에서
처리하는 것은 개인 식별 정보의 유출이 예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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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정책(Policy)에 접촉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신규 표준 제안이 다른 여타 표준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준과 중복되지 않는지 분석이 더 필요하다.
제안문서의 범위(Scope)와 구성에서, 향후 표준 목표가 무엇이고,
무엇을 작성하려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구체화가 필요하며,
현재의 제안서로는 표준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
논의 중에, 이처럼 길고, 공격적인 코멘트를 접하게 되면, 제안자는 당황하게 된
다. 당시 상황을 지금 생각만 해도 여전히 등골이 서늘해진다.
제안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았으며, 본국의 환경에서는 충분
히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멘트가 너무나도 예상
한 것과는 다르게 제시 되면, 어디에서부터 풀어 가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게 된
다. 제안자가 아무 설명도 못하고 있을 때, 잠깐의 침묵이 지나고 있지만, 긴 정
적이 흐른다고 느껴진다.
이럴 때 라포처는 제안자도 돕고, 코멘트가 명확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코멘
트를 했던 사람에게 이야기 해줄 것을 청유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안
자의 정확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지금까지의 내용도 한번 정리하고, 회의 참가
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풀어내며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
게 이끄는 것도 필요하다.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 과정
속에 모두가 힘든 과정을 겪지 않고,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 속에 회의가 이어지
면 분명 더 멋진 결과가 탄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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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함을 더하기
위규진
선명 고문
ITU-R WP5D 부의장 / APG 의장

“결과를 바꿔보겠다는 패기와 열정에, 침착함을 더하자”

1996년 봄, 독일에서는 ITU의 3G 이동통신 준비회의가 열렸다. 첫 날 아침 총
회를 마치고 커피 타임이 시작되려던 참에 한 일본사람이 웅성거림을 비집고
마이크를 잡고 3G 이동통신 표준 일정 논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소회의실로 오
라는 안내방송을 했다.
나는 이 준비 회의 참석이 겨우 두 번째였다. 그래서 회의의 자세한 배경도 몰랐
다. 그러나 표준 일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저렇게 갑작스럽게 안내하는 것이 맞
는 건가 싶었다. 소회의실에 가봤는데 겨우 대여섯 명이 의장도 없이 앉아서 일
정표를 놓고 30분 정도 이런 저런 논의를 하다가 모두 만족스럽다는 듯이 회의
가 끝나 버렸다.
일본 사람은 이 결과를 회의에 제시하면서 이렇게 합의가 되었으니 향후부터는
합의된 일정으로 3G 표준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여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
지 않았고 동 합의 일정은 채택이 된 듯 했다.
상식 밖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중요한 일정을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다. 또
그 일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술 제안을 해 볼 시간적 여유도 거의 없었다.
그냥 이대로 귀국해서 출장 보고서를 내야 하나? 뭐라도 해야만 하는데, 뭘 어
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또 영어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래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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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아니고 두 번째 참석하는 회의인데 난 첫 날부터왜 이렇게 무력한 걸까.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점심시간 내내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답답했다.
속이 꽉 막힌 채 회의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총회 의장을 만났다. 총회 의
장은 우리나라에서 연속으로 참여한 나를 기억한다며 친절하게 말을 걸었다.
순간 이 사람에게는 내 생각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절차가 납득이 안
가고 어떻게 일정이 이런 식으로 정해질 수 있냐고 항의했다.
당시 의장에게 말하는 내 목소리가 참 컸다.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줄 알았다.
문법이 틀렸는지 유창한지도 모르는 영어도 일부러 빠르게 말했다. 얼굴도 벌
겋게 상기되었던 것 같은데 돌이켜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총 동원
했던 것 같다.
의장은 정확하게 내 말을 이해하기 위해 중간 중간 질문을 하더니 그동안 있었
던 일을 말해주었다. 일본은 표준화 일정 수립을 빨리 정하자고 예전부터 말해
왔고 아침 총회에서도 재촉했다고 한다. 그래서 의장이 일본 측에 별도로 회의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어 안을 만들어 오라고 했고 이걸 사전에 공지하지 못한
건 잘못이었음을 인정했다. 만일 한국이 동 일정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
해 달라고 했다.
나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의견 제시가 어렵고 국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마친
다음 차기 회의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장은 알았다고 했고 차기
회의가 다가왔다. 회의에서 일부 일정 연기에 대한 국내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
나라가 기술 제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 또 일본과는 사전 회의
를 통해 협의를 했고 일본 측에서는 어렵지만 일부 일정을 연기하자는 우리 측
의견을 받아주었다. 심지어 회의 때는 동 의견이 반영되도록 도와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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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경험이 겨우 두 번인 초보자.
회의 자료도 없이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과에 혼자 심각해 하며 고민하던 젊은이.
그래도 결과를 바꿔보겠다는 패기와 열정 그리고 노력은 충만했다. 일본과 우
리나라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침착하게 ‘소통’을 했기에, 좋은 마
무리를 할수 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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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노운(Unknown) 친구
나재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ITU-T SG17 WP4 의장

“논쟁이 너무나 팽팽할 때 브레이크를 긴급 제안했고,
그 덕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다”

해외출장 첫날
회의 등록을 하고 회의장 앞 소파에 앉아 오고가는 전문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미국의 S가 나를 보고 “닥터 Nah 잘 지내나? P가 할 말이 있다네”
라고 했다. 바로 이어 P가 등장하더니 나에게 “닥터 Nah, 굳모닝” 하고 인사 하
며 포옹을 했다.
하하... 나는 속으로 웃었다.

‘우리가 이렇게 친했던가?’
그리고 P는 나에게 “이번 회의 중에 내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것이 있어요. 무
엇인지 알아요?” 라고 했는데, 나는 뜸을 들이며 “글쎄요~”라는 반응을 보였더
니, P는 어깨동무를 하며, “힌트를 주자면, 기고서에요”
그 순간 나는 내 기고서를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인지 몰랐다. 내가 여전히 멍한
상태로 있으니, “이번 기고서들 중에 한 기고서를 보고 내 눈이 번쩍였는데, 그
게 당신의 기고서 였어요”
P의 접근은 매우 부담스러웠고,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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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 미국 HoD65)를 맡아 처음 회의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난다.
트램에서 만났는데, 자기 집 주위에 봉촌 치킨집이 있고, 아주 맛있어서 자주 들
렀다는 것과 그래서 자기 배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며 익살스럽게 자신의 배
를 두드리던 P가 떠올랐다. 그가 한국 대표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 하고 왔다는
생각이 들게 했던 첫 인사였다. P는 그렇게 사람을 만나든지, 회의를 하든지, 항
상 사전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다
본격 회의 시작.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블록체인 관련 신규 연구과제(Question)를 제안 하였다.
그런데, 서방국 대표들은 현재 연구과제가 많아 다 대응 할 수 없다고 표명하며,
신규 연구과제 만드는 것에 난색을 드러냈다.
알고 보니 이 과정에는 복병이 있었는데, 바로, 일본이 그 연구과제 라포처 자리
에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미국과 미리 사전 접촉을 했고, 그리하여 미국은 신
규 연구 과제를 만드는 것에 반대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항에 대해, 일본은
완전히 함구하고 있었다.
거기다 미국은 협상 안을 제시했는데, ‘나의 연구과제에 블록체인 내용을 추가
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때 일본 대표 H는 회의가 아직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놀
란 나는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다.
회의 논쟁은 지겹도록 지속되었다. 결론은 점점 우리나라의 첫 제안대로, 신규
과제를 만드는 쪽으로 향해가고 있었다. 그런데, 거의 회의가 종반부에 다다랐
을 때 황당한 이야기가 들렸다.

65) HoD : Head of Delegation (대표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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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이며 부의장인 A가 의장을 찾아가, ‘신규 연구과제의 라포처로 일
본의 U를 지명해 달라’고 요청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장은 ‘한국의 K를 생각
하고 있으니, 공동 라포처는 어떠냐’고 제안했는데, 일본은 ‘아니다 U를 단독으
로 임명해 달라’고 한 것이다.
이 논쟁은 결정을 못 내린 채 마지막 폐회 날까지도 지속되었다. 미국의 최종 요
구는 ‘신규 연구 과제를 만드는 것으로 미국이 양보를 했으니, 라포처 임명에 한
국이 양보 하라’는 것이었는데, 논쟁이 너무 팽팽하고 각 국 대표들은 발갛게 상
기되었다.
결국 우리나라 J교수님이 20분 브레이크를 긴급제안 했고, 각 나라 대표들에게
협상을 정중히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연구과제 신설과 한국, 일본의 공동
라포처를 임명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다.
회의가 끝났다. P가 나를 포옹하고 공치사 한 것이, 자신의 계략을 관철하기 위
한 수단이었다는 것이 감지되었다.

모를 것이 사람 속이라고 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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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의 완성은 맛있는 식사와 함께
진병문
순천향대학교 교수
(전) ITU-T SG17 부의장

“빛나는 성과는 회의장에서 뿐 아니라,
돈독함을 만들어주는 식사 자리에서도 이루어진다”

2002년 TTA66) 주도로 설립된 ‘한, 중, 일 IT 표준협력회의’는, 동북아시아 3국
인 한국, 중국, 일본의 4개 IT 민간 표준화 단체들(한국의 TTA, 중국의 CCSA67),
일본의 ARIB68)/TTC69))이 ICT 분야의 정보 공유, 상호협력, 지역 국제표준화 활
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구이다.
2002년 초, TTA의 임주환 사무총장과 장명국 표준국장은 중국과 일본을 방문
하여 CJK70) IT 표준화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설립을 제안, 추진했다. 그
결과, 그해 6월 한국 TTC 초청으로 ‘제1회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후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는 매년 1회씩 한국, 일본, 중
국의 순서로 훌륭하게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는 총회(Plenary) 산하에 4개 작업반(차세대 이동통
신, 네트워크 서비스 구조, 정보보호, 무선전력전송 작업반)을 두고 해당 분야에

66)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67) CCSA: China Communications Standards Association(중국통신표준협회)
68) ARIB: 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es (일본전파산업회)
69) TTC: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일본정보통신기술위원회)
70) CJK: China-Japa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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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표준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11월에 한중일 IT 표준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2014년 4월에는 해당 MoU71)를 갱신하였다.
나는 TTA 표준화본부장으로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한.중.일 IT 표준협력
회의’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도, 다음의 3가지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있다.
2006년 4월, 중국 CCSA 초청으로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가 중국 항저우에
서 개최되었다. 회의 첫날 저녁 환영 만찬장에서 헤드 테이블에 앉게 되었는데,
회전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고급 중국 요리들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고약한, 음식 썩는 냄새가 나는 것 이었다!!
창문이 열려있어 밖에서 냄새가 들어오나 확인했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
다. 알고 보니, 썩는 냄새가 나는 건 발효된 두부인 ‘취두부’ 때문이었다. ‘취두
부’는 중국 고급요리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의 홍어처럼 중국인들이 즐기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 냄새를 이해하게 되었지만, 난 아직까지도 ‘취두부’를
멀리하고 있다.
2019년 6월말에는 중국 CCSA 초청으로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 정보보호
작업반 회의가 중국 충칭에서 개최되었다.
그 당시 충칭은 날씨가 매우 무더웠다. 회의
가 끝나는 날, 약 10여명의 참석자가 저녁 만
찬을 같이 했는데, 중국요리 ‘훠궈’ 음식점을
찾았다. ‘훠궈’는 우리나라의 샤브샤브와 비
슷한데, 직경이 약 70cm인 매우 큰 냄비에 둘
러 앉아 몹시 매운 국물을 데워 그 속에 양고
기 등 여러 종류의 얇게 썬 고기들을 데친 후,
소스에 찍어 먹는 요리였다. 안 그래도 더운

71)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019년 중국 충칭, 훠궈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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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에, 그 뜨거운 요리와 지역 특산 포도주를 먹은 후, 모든 사람들 얼굴이 다
빨개지고, 땀범벅이 되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리고, 2020년 1월에는 일본 TTC 초청으로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의 정보
보호작업반 회의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되었다. 회의가 끝나는 날 저녁, 회
의장 근처에 있는 일본식 음식점에서 약 10여명의 참석자가 만찬을 같이 했는
데, 그 음식점은 처음 약 30분간은 각종 술을 무제한 무료로 마시고, 그 후에 저
녁 식사를 하는 곳이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형태의 회식이 이루어지
는 식당이었고, 그 덕에 모든 사람들이 화기애애하게 포도주, 맥주, 소주 등을
번갈아 많이 마셨으며, 저녁 식사 후에는 모두 얼굴이 거나해져 나왔던 기억이
떠오른다.
CJK 회의의 주요 성과로는, 2011년 한중일 IMT-Advanced 시스템 백서 발
간, 2015년 한중일 무선전력전송 기술보고서 채택, ITU-T72), ITU-R73), APT74)
AWG75)등에 다수의 표준 공동 기고서를 제출한 것 등이 있지만, 이런 성과를 만
드는 것은 회의장에서 뿐 아니라, 맛있는 식사와 함께 이루어진 친목 때문이기
도 하다.
그때 술잔을 함께 기울였던 사람들이 다시 한 번 그리워진다.

72) ITU-T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73) ITU-R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Radio Telecommunication Sector
74) APT : Asia-Pacific Telecommunity
75) AWG : APT Wireles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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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 놀란 만큼 줄어든다
위규진
선명 고문
ITU-R WP5D 부의장 / APG 의장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 극적 반전은 흥미롭다.
하지만 국제 협상에서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

전파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은 약 4년에 한 번 개최되고, 우리나라가 속한 아태
지역은 매년 준비 회의를 한다. 2003년 5월에 개최되는 WRC-03을 앞둔 2월,
일본에서 아태지역 마지막 준비회의를 할 때 있었던 일이다.
일본은 1주일 간 열렸던 준비회의의 환송 만찬에서, 새로운 위성 발사 계획이
있다고 공표했다. 많은 국가들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일본 고위층의 인사말을
건네며 약 300여명의 참석자에게 고급 음식을 접대하였다.
만찬장에서 나는 일본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계획인지
물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들었다. 하지만, 3개월 뒤 국제회의에
서 논의해야 하고, 고위층이 각국 대표단에게 협조를 부탁할 만큼 중요한 계획
인데, 내부에서 주파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좀 아리송했다.
드디어, 3개월 뒤 WRC-03회의가 열리게 된 날!
우리나라 대표단은 일본의 제안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가 무선 인터
넷(WiBro)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2년 전부터 기술개발 준비를 했던
2.3GHz 대역을, 일본이 위성으로 사용하겠다는 제안서를 낸 것이다.
당황스러웠다.

Chapter 03 성장을 위한 노력

181

인접국가에서 위성을 사용하게 되면 주변 국가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전파 간섭
으로 이동통신 시스템을 쓰기 어렵게 된다. 이런 일본의 제안이 회의에서 승인
되면 우리나라에서 몇 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
는 것이다.
다행히 4주 동안 일본, 인접국가, 의장끼리의 본회의, 별도 회의를 10회 정도 거
쳐 결국 일본이 다른 대역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
표단은 회의 초기에 이런 상황에 매우 불쾌했었다.
의도적이었던 걸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까? 왜 일본은 우리에게 미
리 자신들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고 사전에 같이 의논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이
해가 되지 않는다. 4년 동안 매년 만나서 준비 회의를 해 왔으면서, 어떻게 우리
나라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을 수가 있을까? 과연 일본하고 성실한 협의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까지 했다.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는 극적 반전은 흥미를 유발한다. 하지만 국제 협상에서
는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 소통이 필요하다. 정보를 미리
공유하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과
를 얻는다는 것을 또 다시 경험하는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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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도 식후경?
한민규
한성대학교 교수
oneM2M WPM컨비너 / 3GPP SA1 라포처

“악연이든 인연이든 말과 밥을 오랫동안 섞다 보면,
외면할 수 없는 친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표준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회의 중간 중간에 끊임없이 달달한 간식을 제공받
게 된다. 보통 약 두 시간 가량의 회의를 진행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회의장
밖에 나와 보면, 호텔 복도나 특정 장소에 과자나 빵, 과일과 커피, 음료 등이 비
치되어 있다.
이때 이런 다과를 즐기면서, 같이 회의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과 일상적인 안부
를 나누거나, 관심거리에 대한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물론, 몇몇 그룹으로 모여
회의시간에 나누던 의견을 이어서 논의하기도 한다.
15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끝나면,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가 첨예한 표준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표준회의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의외로 체면 불구
하고 격렬하게 토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의장이 지정한 발언 순서를 무시한 채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거의 멱살잡이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표준
규격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 자신이 대표한 회사나 국가의 실질적인 이익이
갈리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 회의에 임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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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회의시간이 지나고 다시 쉬는 시간이 돌아오면, 멱살잡이까지 갈 빤한
두 사람이 멱살이 아닌 손을 잡고 회의장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는 서로 다른 의
견에 대해 쉬는 시간 동안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려 열띤 토론을 벌인다.
그리고 표준 회의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 몇몇 마음 맞은 사람들끼리 모여 같이
식사를 하러 간다. 극소수를 제외하곤 대부분 출장을 온 사람들이 많아 기본적
으로 저녁 식사를 혼자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표준 단체에서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는데 적극적
이다. 보통 일주일간의 표준회의를 하면, 주중에 하루를 잡아 소셜네트워킹 데
이 행사를 한다. 공식적으로 연회장을 잡거나 별도의 장소를 예약하여 간단한
핑거 푸드와 맥주, 와인 등을 놓고 이사람 저사람 돌아가며 얘기를 한다.
계속 표준 회의를 하다 나왔으니, 계속 표준화 관련이야기를 하진 않는다. 출장
온 지역, 음식, 맛집 정보, 친한 사이면 개인사 등을 간단한 음식을 들면서 이야
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표준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여러 나라, 회사의 참가자들
과 친분이 쌓일 수밖에 없다.

악연이든 인연이든 말과 밥을 오랫동안 섞다 보면,
서로 안면괄시는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같이 간식을 먹고, 식사를 하다 보면, 아는 사람, 또는 친분이 생긴, 더 나
아가 친해진 사람들이 늘어가다 보면, 어느새 그룹 내 입지가 강화되고 자연스
럽게 의장단이 되어 있기도 한다.
물론, 그 긴 시간동안 친분과 입지만 쌓이는 건 아니다. 물리적으로 많은 사람들
과 간식과 식사를 같이 했으니 당연히 내 뱃살도 같이 쌓인다.
그래서 뱃살은 인덕이라 하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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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에 새긴 100인
진병문
순천향대학교 교수
(전) ITU-T SG17 부의장

“나의 열정 안에서 탄생된 100인의 표준 전문가들은
여전히 내게 소중하다. 그들 모두를 응원한다”

2001년 4월 중순, 벚꽃이 만발했던 봄날.
나는 21년간 재직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이 담겨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를 떠나 TTA로 직장을 옮겼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시작.
당시 TTA는 임주환 사무총장 산하 약 30여명이 근무하던 작은 조직이었다. 나
는 5명으로 구성된 표준기획실의 실장을 맡았고, “IT 국제표준화 전문가 100
인”을 선정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일은 그간 TTA에서 진행한 적
이 없었기에, 내가 모든 진행과정을 만들고 구성해야 했다. 새로운 직장에서 첫
임무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열정을 가득 담아 꾸려나갔다.
2001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IT 국제표준 전문가가 크게 미흡한 실정이
었다. 그렇기에, 국내 개발 IT 기술을 국제 표준에 적극 반영하려면, IT 국제표준
전문가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TTA는
IT 국제표준화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과 의장단 진출을 위
해, 정보통신부의 도움으로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을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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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지원을 받을 ‘국제표준화 전문가 100인’의 선정이,
나의 임무였던 것이다.
모두가 주목하게 될 100인의 탄생을 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했다. 먼저, 나는
100인 선정의 일정을 계획했다. 5월에 전자신문 등 주요 신문에 국제표준 전문
가 모집 공고를 내고, 6월까지 전문가 신청을 접수 받고, 7월에 전문가 선정 절
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200여명의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였다.
그렇게 내 앞에 온 200여명의 이름 중 반 이상을 탈락시켜야 했기에, 그 순간은
너무나 고심되었다. 한 명 한 명 가족 같은 마음으로 경력을 살피며 서류를 검토
했다. 모두가 훌륭했지만 100명만을 선정해야 했고, 지원자들을 좀 더 세분화
시켜서 바라보기 위해, 정보화, 인터넷, 전파통신, 정보보호, 방송, 멀티미디어
등 전문 분야별로 나누었으며,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경력, 지속적 활동 가능성,
자질 등을 중점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팀원들과 며칠간의 마라톤 회의를 거쳤고, 드디어, IT
국제표준화전문가 100인을 선정했다.

TTA에서 내 손으로 진행한 첫 업무!
그렇게 탄생된 100인의 표준 전문가들에 대한 나의 열정과 사랑은 말로 할 수
없었다. 100인의 이름 하나 하나를 속으로 부르며, 모두 다 내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이들을 알리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8월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서 <IT 국제표준화 전문가 100인 지명대회>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당시 정보
통신부 양승택 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전문가 100인에게 일일이 전문가 지정서
와 전문가 지정패를 수여하고, 선정 축하와 함께 향후의 활동을 격려하였다.
이런 과정으로 선정된 100인의 표준 전문가들은 지금도 여전히 내게 소중하다.
그들 모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100인과 관련된 기쁜 소식을 들을 때면 뿌
듯해지는데, 특히, ITU76)-T 국제표준화국장을 맡고 있는 이재섭 국장과 ITU-T

76)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국제전기통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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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77)17 국제표준 의장을 맡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염흥열 교수는 커다란 활약을
펼치고 있어, 내 일처럼 흐뭇하다.
이재섭 국장은 2001년 100인 선정 당시, KT의 부장이었는데 이후 ITU-T
SG13(NGN) 의장을 8년간 역임했다. 또한, 2014년에는 ITU-T의 국제표준 국장
으로 선출되기까지 했으며, 2018년에 연임되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IT국제표준전문가 100인
으로 선출된 후, ITU-T SG17(보안그룹)에서 국제표준화 활동에 매진하였고, 표
준 에디터, 라포처, 부의장을 거쳐 2017년부터 SG17 의장을 맡아 보안 관련 국
제 표준화영역을 크게 확대 발전시켜왔다.
이 두 사람 뿐 아니라 2001년에 선정된 100인의 표준전문가는 현재까지 지속
적으로 그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IT 국제표준화 활동의 모태가
되어주고 있다, 그 덕에 현재 우리나라는 ITU에서 15개 의장단을 맡아 세계 3위
수준의 의장단을 확보하고, 표준 기고서 제출도 세계 3위로 눈부신 활동을 보여
주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제표준화에 지속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것이
라 믿으며, 100인에게 언제나 응원을 보낸다.

IT 국제표준화 전문가 100인 지명대회

77) SG : Study Group(연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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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표준 기술 상용화의 그 순간
최상성
국민대학교 교수
(전) IEEE802.15 TG4m 의장

“표준화의 최종 목표는,
기술이 제품화되어 시장에서 만나는 것임을 잊지말자”

스마트 그리드 AMI78) 구축의 핵심으로 지그비(ZigBee)79) 무선통신 기술이 떠
올랐으나 통신 거리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IEEE 802.15.4g 표준 그룹은 ‘SUN
무선통신 기술’의 표준을 제정했다.
‘SUN 무선통신 기술’의 표준은 3가지 변조방식의 복수 표준으로, Wi-Fi 보다
40Kbps~1Mbps 정도 속도가 느렸다. 그러나 전력이 낮아 1km 통신 거리가 보
장돼, 특히,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유틸리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적의
기술로 부상했다
이후, 전력선 통신(PLC) 기반 사업에도 ‘스마트 그리드 AMI’ 서비스가 추진되
기 시작했다. 고신뢰, 고속 전송모드인 OFDM80)-SUN을 제안하던 우리 연구팀
에서도 이런 흐름을 따라, 저전력, 저속 전송모드를 가진 FSK81)-SUN 무선통신
시스템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FSK 시스템 개발 경험이 전무 했으므로 우리 연구팀은 큰 난
78)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79) 저속, 저비용, 저전력의 무선 망을 위한 기술.
80) Othogi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
81) Frequency Shift Keying : 주파수 편이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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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다행히 국내 모 대학의 교수님의 도움을 받긴 했으나, 결
과는 너무나 참담했다.
분명 의미 있는 도전이었으나 촉박한 일정 때문에 방향을 바꿨고, 산학연 협력
을 통해 차근차근 개발을 하며, 2013년, 마침내 검증된 SUN-FSK 무선통신 칩
개발에 성공하였다. 그런데, 우리 연구팀은 표준에서부터 기술개발까지 성공했
다고 기뻐했지만, 나는 이 기술을 상용화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바늘방석에 앉
은 것만 같았다.
앞으로 연구소 정년퇴직까지 2년 남짓 이었던가.
그래서인지 상용화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먼저 과제의
공동연구기관이었던 에이투유 정보통신 대표와 기술이전에 관한 담판을 벌였
다.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한다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
고 상용화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무사히 기술이전 절차를 마쳤고, 다행스럽게도 연구소의 새 과제에서 칩을 상
용화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 그런데, 기능과 성능은 검증된 SUN 칩이었지
만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Wi-SUN Alliance 인증을 받아야 했고 외
국 경쟁사 제품 만큼 성능 향상이 필요했다. 나는 칩 개발업무는 후배에게 넘겨
주고 에이투유 정보통신의 SUN 칩 사업화 지원에 집중했다.
그리하여, 2015년 제품인증서를 받기위해 Wi-SUN Alliance Membership 회
의에 참석해 제품 시험 방법을 소개했으며, 결국 우리 연구팀의 아낌없는 기
술 지원에 힘입어, 마침내 에이투유 정보통신은 2016년 Wi-SUN Product
Certification을 취득했고 시장에 제품을 출시했다.
그렇게 국내 최초로 표준 제정부터 기술개발 그리고 상용화까지 성공시켰다.
2017년 1월 연구소를 떠났지만, 지금도 에이투유정보통신의 SUN 기술 사업화
성공을 기원한다. 덧붙여 에이투유정보통신은 현재는 SUN 칩을 활용한 IoT 모
니터링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한다.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입문 소양 편

190

표준화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후배 여러분,
표준 제정도 중요하지만 제안한 표준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해 보자. 표준화
의 최종 목표는 기술이 제품화되어 시장에서 볼 수 있을 때라는 걸 명심하자.
▶ IoT Connectivity Solutions
1Km Coverage LPWAN

MQTT/AllJoyn

MQTT/AllJoyn

Wi-Fi
ON/OFF CONTROL

Wi-SUN Appl.
IEEE802.15.4 MAC
IoT Server

VOICE RECOGNITION

MQTT/AllJoyn

USER INTERFACE
GATEWAY

INTERNET

SENSORS
Mobile Phone

에이투유정보통신이 개발한 IoT용 무선통신 솔루션의 구성도

참고자료

➊	https://www.itfind.or.kr/WZIN/jugidong/1057/105701.htm
➋	https://mentor.ieee.org/802.15/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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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으로 만들어낸 의장단 진출
김태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ITU-T SG9 WP2 의장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부딪혀보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계기는 저마다 다를 것이다. 2009
년 이전까지만 해도 나는 국내 표준화 업무에 관련된 회의만 참석했을 뿐 국제
표준화 업무와 관련된 활동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부서에서 국제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렇다 보니 당
장 기고서가 필요했는데, 처음 해보는 기고서 작성은 막막하기만 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국제표준화 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처음 참석하는
회의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 신규과제를 제안하는 기고서를 제출한다는 건 굉장
히 무모한 일이었다.
국제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당시에는 내 주변에 노하우를 공유 해줄만한 멘토가 없었
다. 게다가 이미 회기년도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었기다. 따라서, 우선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표준화 과제(work programme)와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기 시
작했다. 그리고 나의 업무 영역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관성이 있는 표준화 과
제 하나를 후보로 선택하고, TD 문서와 희의록(Report)을 다운로드 받아 현 상
황을 확인하는 작업까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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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해당 표준화 과제를 진행하고 있던 에디터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나의 일
반적인 소개를 시작으로 그동안 참여한 과제 및 수행한 역할, 그리고 당신이 진
행하고 있는 표준화 과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적었다. 내가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부분
은 어떤 역할인지에 대해서도 덧붙인 것 같다.
나는 에디터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일부 회원국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표준화 과
제 진행이 정체 되고 있던 상황이라 에디터도 매우 힘든 때였다고 한다.
어쨌든, 나는 기고서의 일부분을 맡아 주도적으로 작성하게 되었고, 그는 나를
공동저자(co-editor)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후 나는 당시 반대를 하던
회원국의 담당자와도 만나 이견을 가진 부분에 대해 듣고, 그것에 관한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렇게 기고서는 최종 권고로 승인이 되었고, 나는 본격적으
로 ITU-T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에디터 활동 경험을 바탕은 에디터로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고, 꾸
준하게 회의를 참석하며 기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표준화 현장에서 활발한 활
동을 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구반에서 활동하는 타 회원국의 참가들과도
친밀해졌다.
그러던 중, 점점 의사 결정의 한계를 느끼는 나를 발견했다. 기회가 된다면 라포
처 역할을 맡아서 표준화 과제를 진행하고 싶었다.
그때 마침, 나에게 기회가 찾아 왔다. 때마침 회기년도가 바뀌면서 의장단을 새
로이 구성하게 되었는데,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라포처에 지원했다.
하지만, 단독 입후보가 아닌 경쟁 입후보가 된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상대는 영
향력 있는 회원국의 입후보자였으며, 당시 WP 의장이 적극 추천하는 후보이기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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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라포처에 내가 선출되었다.
그동안 에디터로 활동하며 쌓아둔 인맥과 열정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공
동으로 표준화 과제를 진행했던 회원국의 수석대표와 다른 WP 의장이 나를 향
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때 나를 지원해 주던 그 분의 뒤를 이어 WP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국제표준화 현장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도움을
청할 멘토가 없다는 이유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부딪혔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첫 표준화 과제에 공동 에디터로 참여할 수 있었던 건, 당
시 이메일 속 나의 간절함이 에디터에게 전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라
포처로 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에디터로 활동하며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나에게 열정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입문 소양 편

194

동키호테
위규진
선명 고문
ITU-R WP5D 부의장 / APG 의장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렇게 우린 IT 강국이 되었다”

오늘날, 휴대폰 없는 우리 일상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을까?
휴대전화는 이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일상적이고, 그 덕에 국경도 무의미해졌
다. 해외에 나가면 자동으로 로밍이 되고, 돈만 더 내면 데이터 로밍까지 쉽게
할 수 있다. 사실, 이 휴대폰은 수많은 국제회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요즘은 4G를 넘어 5G까지 나왔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ITU라는 국제기구에
서는 3G 준비에 열심이었다. 당시 미국에서 CDMA라는 신기술을 제시했고 우
리나라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중이었다. 그래서 ITU의 3G
준비회의에는 관계자 한 두 명 정도만 참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파연구소장님으로부터 우리나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ITU의
3G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냐는 피드백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ITU 회의 결과를
연구해서 준비한 후,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일본 등에서 열렸고, 20여 개 나라의 이동통신 전문가 120여명이 모여
국제적으로 표준을 통일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논
의하고 있었다.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회의에 와보니 그동
안의 히스토리도 모르고 다국적 영어, 즉 일본식 영어 등을 알아듣는 것도 어려
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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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뒤 어느 미국 대학 교수님께서 영어가 모국어인 자신이 생각해도 한국 사람
이 세계 각국의 영어로 회의를 주재한 것이 놀랍다고 하니, 당시 내가 얼마나 당
혹스러웠을지 십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당황했던 시간.
하지만,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회의를 유치해 국내 관계자들이 널리 참석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룹의 의장을 찾아가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개최하
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고, 현실화 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2년 뒤, 우리나라에서도 회의를 열었고, CDMA를 성공적으로 상용화 한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기술을 바탕으로 ITU의 3G 준비 회의에도 적극 대응했
다. 이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IT 강국으로 자리 잡는데 한 몫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후 회의체의 총괄 의장은 나보고 소그룹을 맡아보라는 제안을 했고 소그룹
의장에서 점점 규모가 큰 그룹의 의장이 되었다. 이런 성장의 바탕에는 과거 한국
에서 ITU의 3G 회의 유치를 추진했던 경험이 밑거름이 된 것이 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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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부딪혀 얻어낸 성과
이철희
연세대학교 교수
ITU-T SG12 Q19 라포처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며 이뤄 낼 수 있었다”

나의 첫 기고문은 ITU에 대해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제출되었다.
기고문 발표를 위해 내가 제네바에 도착하였을 때, 모든 것이 어색했다. 지금처
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라 첫날엔 회의장을 찾는데도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제네바에는 많은 유엔 기관 건물이 있었는데, 회의장이라 확신을 하고
들어간 건물마다 번번이 잘못 찾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와야 했다. 다행히 일
찍 출발했기에 시간 내에 ITU 건물에 도착할 수 있었다.
등록을 하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높은 천장과 넓은 회의실 풍경에 압도 되었다. TV 뉴스에서 보았던 유엔 회의장
에 국가를 대표해 직접 참가했다는 사실이 신선한 긍지를 불러 일으켰다.
마음을 가다듬으며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자리 앞에는 불어로 표기된 대한민
국 명패가 놓여 있었었다. 이렇게까지 큰 국가적 공식 회의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그제야 유엔 기관에 국가의 대표로 참가하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했
다. 약간의 긴장감 속에서 회의가 개최되었고, 공용어인 영어로 격식을 갖춰 진
행되는 것이 어쩐지 낯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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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내가 처음 제출한 기고문은 객관적 화질 평가 기술에 대한 PDNR
(Preliminary Draft New Recommendation)으로 표준 개발을 제안하는 것
이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ITU에서 진행되었던 관련 표준 개발 이력에 대한 무
지로 용감하게 제출했던 것 같다.
서툴지만 열심히, ITU 표준 형식을 공부하여 작성한 표준 제안서는 총 13쪽으
로 이루어졌다. 그 안에 많은 수식이 들어가 있어서 과학적인 기술문서로 인식
되었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서 회의에서의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다만 이러한 주제의 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개 검증
과 필요시엔 경쟁을 통한 기술 선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
어찌됐든 이 기고문을 계기로 해당 WP 의장은 객관적 화질 평가 표준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나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 공개경쟁에 뛰
어들었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선 관련 회의에 참석해야 했지만, 당시 표준화
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차 몰랐던 나는, 본의 아니게 프로젝트 진행에 소극적
일 수밖에 없었다. 차기 ITU 회의에 참석해서야 관련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이후 대부분의 관련 회의는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표
준 개발 작업을 활발히 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3년, 미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약 10개 연구소가 화질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고, 각자의 성적표를 받게 되었다. 처음으로 긴장된 분위기에서 국제
표준화에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였고, 다행히 우리가 제안한 방법도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 하나의 큰 산이 남아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는
각 연구소에서 개발한 방법의 성능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고, 제네
바에서 개최될 ITU 회의를 위해 ‘표준에 포함할 기술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져
야 했다.
드디어, 표준에 포함되는 기술을 결정하는 운명의 ITU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그 당시 화질관련 표준이 개발된다면, 이는 최초가 되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고, 관련 개발자에게도 큰 명예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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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회의장 안은 자신들의 기술을 최초의 화질 평가 표준에 포함시키기 위
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당시 ITU 회의는 주말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기술을 제안한 참석자들은 주말에 표준 초안을 작성했다. 그러다 극적으
로 주말에 후보 기술 제안자들 간의 합의가 도출되었고,
최종적으로 내가 제안한 기술을 포함하여 4개의 기술이 표준에 포함되었다.
처음 제출한 기고문이, 그것도 화질관련 최초로 표준에 포함 되다니!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시작해 무작정 부딪히고, 하나하나 배워가며 약 2년 만
에 이룬 쾌거였다. 이렇게 나는 ITU 표준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때의 뿌
듯한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지금까지 표준화 활동을 하는데 있어 원동
력이 되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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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걱정은 도전으로
김윤관
싱크테크노 전문위원
(전) 3GPP2 의장

“걱정 앞에서 망설이지 말고, 함께 도전하며 만들어가자”

1996년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 4곳이 선정 되며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
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디지털 이동 통신 서비스는 음성통신에 한정된 AMPS방식 아날로그
이동 통신 서비스에 비해 통화료 등은 월등히 저렴하면서 문자전송, 디지털 데
이터, 이메일부터 웹 페이지 접속, 사진 전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디지털 이동 통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유럽과 미국의 일부 사업자가 채택한 TDMA(시분할 다중접속) 기반
의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방식, 다른 하나는 미
국의 Qualcomm이 주축이 되어 개발한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기반의
CDMAOne이다.
당시 TDMA 기술은 그동안 통신 시스템에서 오래 사용해서 상대적으로 간단하
고 기술적으로도 안정되어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CDMA는
군 통신, 위성 통신 등 특수 분야에서만 쓰였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해서 엔지니
어들 사이에서도 CDMA방식의 전망이 좋지 않았고 국내 도입에 반대하는 사
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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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은 CDMA방식을 과감히 채택 하여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
다. 이에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많은 사업자들도 CDMA방식을 채택했다. 이
는 LG와 삼성이 이동통신 단말 시장에서 선두기업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
었다.
당시 나는 국내의 CDMA사업자 LG텔레콤 소속으로 미국의 신규 CDMA
사업자에게 일부 투자를 하고 기술협력을 위해 미국지사에 파견되었다. 당
시 국내 CDMA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3세대 이동통신은 WCDMA82)와
CDMA200083) 모두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CDMA2000과 WCDMA사이의 상호 연동이었
다. 이는, WCDMA 사업권만 받아 기존의 CDMA2000망과 연동이 준비가 안
된 국내의 사업자에게는 큰 걱정거리였다.

그래서 상호 연동을 고려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전세계의 대규모 제조업체와 사업자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표준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일개 사업자가 개발과정을 지
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상호 연동이 안된 채로 두면 우리
뿐 아니라 단일 표준을 채택한 사업자들도 국제 로밍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
고,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 역시 상호 연동이 안 되는 두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Canada의 Bell Mobility, 영국의
Vodafone등과 협력해 전 세계의 주요 이동 통신 사업자들과 OHG(Operator
Harmonization Group)84)라는 비공식적인 단체를 구성하였다.

82)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휴대전화·포켓벨 따위를 포함한 이동통신 무선접속 규격.
83)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2000 유무선 통합 차세대 통신 서비스인 IMT-2000의 표준으로 채택된 3세대
동기식 무선접속 기술표준
84) ITU의 IMT-2000 국제 표준의 단일화를 위해 세계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구성한 한시적인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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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Vodafone, Bell Mobility은 서로 팀장직을 나눠 맡는 등 초기 OHG구성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3GPP와 3GPP2가 모여 워크샵 등을 하
며 상호 협조를 유도했고 워크샵 결과와 자체적인 기술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기술 요구사항들을 정리했다.85)
이후 “Harmonized Global 3G(G3G) Technical Framework for ITU IMT2000 CDMA Proposal86)”라는 문서가 작성되었고 전 계 31개 주요 이동통신 사
업자들이 제조업체들에게 제시하여 요구사항들을 IMT-2000표준안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는 서명을 받았다.
결국 이를 IMT-2000표준에 반영하는데 성공했으며 각국의 표준 단체에 대해
이러한 결정을 알리는 공문87)을 보내고 보도 자료를 내보냈다.
후에 LG Telecom은 WCDMA사업권을 받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후 이러한 노
력이 CDMA2000망과 WCDMA계열의 LTE망과의 상호 연동에 도움이 되었다
고 전한다.
지나고 보니, 당시의 도전과 열정으로 만든 시간들은 후에 표준전문가로 살아
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눈앞에 닥친 걱정거리 앞에서 망설이지 말
고, 함께 만들어 가면 분명 길이 있을 것이다.

85) IP CN Harmonization Team_presentation /G3G Direct Spread - TIA/EIA 41 requirements / All IP
Harmonization
86) Harmonized Global 3G(G3G) Technical Framework for ITU IMT-2000 CDMA Proposal
87) Open Letter to Standard Organizations From Operators Harmonization Group on Global 3G (G3G)
CDMA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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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서 깨닫기
위규진
선명 고문
ITU-R WP5D 부의장 / APG 의장

“낭패를 느꼈지만,
무엇인가 더 해보겠다고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알
기는 어렵다.
겉으로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 등에서 의사 결정을 확정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미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영향력 있는 나라나 관련 의장단끼리의 비공
식 논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의사 결정이 진행 된다. 최종 단계는 의사결정을 공
식화 하는 자리일 뿐이다.
비단 국제기구 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일이 그런 식으로 결정된다. 아마도, 큰
그룹, 권력의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의사 결정이 될 때 소외되지 않
기 위해서일 것이다.
90년대 말 ITU에서 한참 3G 이동통신 표준화를 할 때가 생각난다.
나는 소그룹 의장을 맡고 있었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국가대표단으로서
우리나라의 영향력 향상에도 기여한다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갑자기 대표단을 대거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
고 얼마 후 갑자기 총회 의장으로부터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다. 내가 담당하는
그룹은 임무를 다했으므로 이제 해체를 하고, 중국 대표가 의장인 새로운 임무
를 맡은 소그룹을 결성하겠다는 발표였다.

Chapter 03 성장을 위한 노력

203

나는 하루아침에 소그룹 의장 자리를 잃게 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총회 의장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내 그룹이 충분히 새로운
임무를 계속 할 수 있는데 중국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명분이 아니냐’며 조심스
럽게 의견을 밝혔지만, 그 상황이 바뀌진 않았다.
몇 년간의 활동을 통해 전반적인 분위기도 파악했고 나름 중요 인사 중 한 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일로 낭패감을 느꼈고 총회 의
장에게는 개인적으로 불쾌함을 느꼈다. 하지만, 당시의 그 상황은 앞으로 무엇
인가 더 해보겠다고 내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몇 년 뒤 더 큰 그룹의 의장이 되었고 소그룹을 구성하게 되었다. 소그룹
의장들이 그때의 나처럼 낭패감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구성
하고 있다. 그 때의 경험은 나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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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차이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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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C 대미를 장식한 랍스터
진병문
순천향대학교 교수
(전) ITU-T SG17 부의장

“열렬한 회의 후, 힐링을 전해준 추억들 덕에 지금도 웃음 짓는다”

GSC(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
즉 ‘세계표준협력회의’는, 표준화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출
발하였으며, 1994년 3월, 호주 멜버른에서 1차 회의를 개최 하였다. GSC 시
작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1994년 10월에는, 이동통신 표준화를 다루기 위한
RAST(Global RAdio STandardization) 회의가,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되었다.
이처럼 원래는 GSC와 RAST가 별도로 개최되었으나, 회원사들이 겹치는 관계
로, 2001년 11월 GSC를 GTSC로, RAST를 GRSC로 이름을 바꾼 후 이들 2개 회
의체를 총괄하여 ‘GSC’라 부르게 되었다.
GSC는 약 1년에 한 번씩 만나 회의하며, 국제표준화 방향 및 협력 이슈를 논의
하고 있다. 특히, 나는 TTA 표준화본부장으로서 GSC 회의에 수차례 참석하였
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회의는, 2011년 10월 31부터 11월 3일까지 캐나다
핼리팩스(Halifax)에서 개최된 GSC-16(제16차 세계정보통신 표준협력회의)이다.
당시, 캐나다 ISACC88) 초청을 받아 부의장으로 참석했는데, 회의 주요 안건은,
IMT89)-Advanced, 긴급 통신, 보안 및 합법적 감청, 신분 관리, IPTV90)였다.
88) ISACC: ICT Standards Advisory Council of Canada
89) IMT: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90)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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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간은 너무나 열의가 넘쳤고, 그만큼 참석자들이 지쳐서 민감한 상태라,
날카로운 반응이 오고 갔다. 그래서 회의 시간이 끝나면, 힐링이 필요해지기 마
련인데, 그런 마음을 아는지 주최 측에서 GSC 참석자 모두 ‘애틀랜틱 해양 박물
관(Maritime Museum of the Atlantic)’을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애틀
랜틱 해양 박물관’은 캐나다 북동부 연안 도시인 핼리팩스 최고의 관광지이며,
핼리팩스 동북쪽 뉴펀들랜드 지역에서 빙산과 충돌해 침몰되었던 타이타닉호
가 매우 사실적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박물관의 웅장하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
가,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전체 일정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핼리팩스는 즐길 거리도 많았다. 연안에 가니 매우 익숙한 올드 팝을 노래,
연주하고 가볍게 춤도 출수 있는 작은 무대가 마련된 저렴한 맥주집이 있었다.
20여 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 100여명의 젊은이들이 가득 모여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다.
밤 11시 경에는 호텔 가까이에 있는 맥주집도 들렸는데, 마치 큰 동굴처럼 실내
를 꾸며놓고 사람들이 요괴 같은 이상한 복장을 한 채 노래하고 춤을 춰서 매우
놀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날이 바로 할로윈 데이라서 모두 이상한 복장을
하고 나타난 것이었다.
그리고, 핼리팩스는 뭐니 뭐니 해도 랍스터가 유명하다. 랍스터가 많이 잡히는
도시라, 시내에도 랍스터 음식점이 유독 많았는데, 심지어, 귀국하기 위해 도착
한 핼리팩스 국제공항에는, 대형 수조(직경 약 10m)안에 살아있는 랍스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었다.
‘핼리팩스 스탠필드 국제공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랍스터를 파는 공항이
다. 수조안에 있는 랍스터들을 바로 살 수 있기에, 같이 갔던 동료 중 2명이 큰
랍스터 2~3마리를 매우 저렴하게 샀다며 너무나 즐거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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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즐거움은 그때 뿐!
긴 비행시간을 마치고 모두가 피곤한 상태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입국자
중 살아있는 동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더니 별도의 조치가 들어가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 살아있는 랍스터들을 들고 비행기를 탔는지, 긴급 조사가
이루어졌다. 단지, 크고 싼 랍스터들을 사온 것뿐인데, 랍스터들 덕에 우리 모두
의 입국이 오래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랍스터 귀국 소동으로 회의가 마무리 되었지만, 당시 힘들었던 기억보다, 그 날
들의 추억이 더 많이 남는다. 핼리팩스 랍스터가 남겨준 여운들을 다시 한 번 떠
올려 본다.

핼리팩스 스탠필드 국제공항 랍스터 (사진출처 : 네이버 블로그 best_j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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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러십니까?
위규진
선명 고문
ITU-R WP5D 부의장 / APG 의장

“문화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럴 때마다 오해를 푸는 자리를 꼭 마련하기 바란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당황스럽다. 특히
나 같이 참을성이 많이 부족한 사람은 즉각 반응하게 되니까.
1995년 4주 동안 전파통신 관련 국제 조약을 재개정하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당시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텔레데식(Teledesic)’이라는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했다. 이는 지구상에 600여개 위성을 올려 모든 국
가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위성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그런데, 위성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는 주파수까지 할당받았지만 기술적 이
유 등으로 프로젝트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회의 도중 미국은 갑자
기 이 의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고, 다른 국가들은 이에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이 회의에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국제 조약을 다루는 회의
는 처음이었고 배우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해 나도 적극적으로 논
의에 참여해야만 했다.

그래서 결국 실수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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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모를 정의감이 들었는지 미국 주장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던 것이다. 시간
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지만 이런 식의 발언은 다자간 협상에는 불필요하고 절
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다음날 미국으로부터 양국 수석대표 회의 제안이 왔다. 그래서 우리 측 수석대
표를 모시고 회의 장소를 가니 미국 수석대표를 비롯한 7-8명의 미국 대표단이
앉아있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측은 나와 수석대표 단 둘이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미국 수석대표는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
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미국 수석대표의 첫 마디는
“What is your difficulty”였다. 이 질문은 마치 뭔데 내 고충에 신경을 쓰느냐,
한편으로는 미국의 일에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이유가 뭐냐고 힐난하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참을성이 모자란 나머지 즉시 같은 질문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미국 수석
대표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기쁜 표정으로 회의 의제 중 미국의 어려움
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하기도 했
다.
나는 당혹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미국의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미국의 요구에
협조해도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나라 수석대표와 확인하고 무사히
양자 회의를 마쳤다. 그리고, 미국 측에게 ‘회의 전에 이렇게 미리 설명해주었다
면 훨씬 협조하기 쉬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충분하게 사전 협의를 하겠
다’고 답했다.
그리하여 1995년 이후, 지금까지 4년마다 개최되는 회의에서 사전 정보 교환
회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서로 이해 못하는 문화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럴때마다 서로 오해를
풀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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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과 속이 다른 이들 사이에서
이현우
단국대 교수
(전) 3GPP TSG RAN 부의장

“상대방의 속내를 파악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과 이해가 필요하며,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표준 활동은 일종의 외교 활동이다.
은밀한 목적을 갖고 장기간의 밀고 당기기 끝에 양측의 차이를 점점 좁히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룬다. 이 일련의 과정을 해내는 표준전사와 외교관은 어
찌 보면 예술가나 다름없으며, 고도의 인내를 필요로 하고 때로는 겉과 속이 다
르기도 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는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하나의 요령이다. 우리 문화에서 외유내강
또는 내유외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때로는 두 명 이상이 외유
내강을 분담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 육아 중 엄마는 엄하게(강), 아빠는 부드럽
게(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표준 활동에서는 겉모습 뒤에 가려진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표준전문가
의 역량이다. 양면성의 정도는 개인차가 있는데 확실히 소속집단에 따라 그 정
도의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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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서양인들은 양면성이 크지 않지만, 아시아인들은 상대적으로 양면성
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일본인의 속성 중 혼네(本音,속마음)와 다떼마에(建
前,겉모습)가 있는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속마음과 표현하는 겉모습
이 다른 걸 의미한다.

상대팀의 속내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가지 방법은 상대측 사람을 여러 명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
러면, 상대측에서는 최대한 속마음을 숨기려 할 것이다. 그런데, 만나보면 그들
의 말 어딘가에는 속내가 숨어있기 마련이다. 상대 진영 사람을 여럿 만나서 비
슷한 주제로 대화하다 보면 공통된 내용이 반드시 숨어있다. 하나씩 퍼즐을 맞
추다 보면 그들의 속내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은 공식회의 도중에는 시도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회의 후 저녁식사 시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표준회의가 끝나면 바로
숙소로 가서 쉬고 싶더라도, 저녁 식사 시간 또한 중요한 표준 활동의 일부로 인
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업무 외 시간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우선 친근하게 행동하자. 내가 만났던 서양 사람들은 업무 중에는 냉정해 보이
지만 일과 밖에서는 친근했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업
무 중에도 일과 밖에서도 한결같이 딱딱했다. 최근에는 점점 융통성 있게 변하
는 분위기라니 다행이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가져가는 듯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경계심을 유발하므로 좋
지 않다.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면 나도 무언가를 주는 융통성 있는 자
세가 필요하다. 30을 주면 70을 얻지만 0을 주면 30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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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실수인 척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도 있으니 귀를 기울이자. 내가 만
났던 어느 외국 회사의 고위 임원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취기가 오르자 취해서
하는 헛소리라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아마도 공식적으로는 도와주
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는 도와주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나 보다. 물론 이
런 경우는 깊은 친분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노출하면 결국 그 화살은 나에게 돌아온다. 나중
에 내 정보도 이 사람을 통해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잘 지켜주면 나는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인
상을 주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수월해질 것이다.
상대방의 속내를 파악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과 이해가 필요하고 기브 앤 테이
크가 필요하다. 그 근본에는 인간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도 당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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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변은 금이요, 침묵은 꽝이다!
한민규
한성대학교 교수
oneM2M WPM컨비너 / 3GPP SA1 라포처

“해야 할 말을 하며 의지대로 이끄는, 용기를 갖자!”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많은 격언들을 들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격언
이 하나 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그러면, 친구들과 대뜸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격언을 생각해내서, “침묵
은 돌이다”라고 논리적 추론회로를 돌리고는 좋아하곤 했다.
왠지 청개구리가 된 느낌이랄까?

표준 활동을 하면서, 정말 침묵은 돌이 됐다. 아니, 돌보다 더하다.
아예 꽝이라고 하겠다.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의 차이를 이야기 할 때 나오는 주제 중의 하나가 “겸손”
에 대한 것이다. 동양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나서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인정해 줄 때까지 묵묵히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을 미덕이라 생각한
다. 서양은 그 반대다. 자신의 의견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말해서 원조임
을 인정받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내 생각과 다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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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도 이런 차이점에 한몫을 한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졌다
고는 하는데, 우리 때는 그저 주입식, 암기중심의 교육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내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 서양에서, 특히 미국에서의 교육 과정은 말하기 교
육이다. 자신의 의견을 내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르친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인지, 처음 표준 회의에 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을 열기
란 꽤나 힘이 드는 일이다.
물론, 언어의 문제가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거나, 라틴 계통의 언어들을 모국어로 하는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 할 때 크게 불편해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어를 시험을
치기 위해 배웠고, 시험점수가 안 나오면 창피하다 여겼기 때문에 영어를 했을
때 잘 못하면 창피한 걸로 은연중에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영어로 말하기 전에
몇 번을 다시 생각한다. 단어는 잘 썼는지, 문법적으로 맞는지, 등등...
그러다 보면, 상대편은 한 템포 씩 반응이 늦은 사람을 답답해하기 마련이다.
같은 동양이지만, 중국 친구들은 회로가 조금 다른 것 같다. 오래전에 어떤 모
바일 표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처음 표준 회의에 참석한 중국인 친구가 있었다.
이 친구는 사실 영어를 읽고 쓰고 듣는 일은 곧잘 했으나, 말은 잘 안 되는 상황
이었다. 심지어, 처음 왔을 땐 통역을 대동하고 오는 대담함까지 갖추고 있었다.
대담함인지, 예산이 풍족한 건지는 판단이 안 되긴 하지만... 한두 번 통역하고
같이 출장을 오더니, 언제부턴가 드디어 혼자서 출장을 오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친구가 영어를 하다 안 되면 중국어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었다.
이는 표준 회의에서 민폐다. 하지만, 당시 해당 워킹그룹의 참석자들은 이 친구
말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노력을 해주었다.
그렇게 1,2년이 지나고 나니, 이 중국인 친구의 말문이 트이게 됐다. 그리고는,
나중에 워킹그룹 의장까지 하게 되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민폐다. 또, 모든 표준단체의 워킹그룹
들이 이렇게 배려하며 노력해주진 않는다. 이 친구는 운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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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 친구는 용감하게 자기 할 말을 해 나갔고, 표준 활동을 자신의 의지
대로 이끌려 노력했다.
표준회의에서 컨센서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다. 의장이 “이 이슈에 대해 반
대하거나 의견이 있나요?”를 한두 번 반복해 묻는다. 이때 사람들의 특별한 의
견개진이 없으면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표준회의에 참석해서 내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려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주저하다 말 할 기회를 놓치면, 그대로 그 방향으
로 결정되어 버리고 만다.

그래서, 표준 활동에서 침묵은
금, 은, 동 다 아니고 그냥 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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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표현에 당황했던 하루
박기식
인본정책연구원 원장
IEEE SA BOG member / (전) ITU-T SG3 의장

“회의 준비는 물론 다른 지역, 국가의 문화나 관습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제 표준화 활동을 할 때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이 가진 문화적 배경
과 전통들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늘 유의해야 한다.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
합(ITU)은 전기통신 및 ICT 관련 표준화를 주도하는 UN의 전문기구로서 전체
회원국이 190개국을 넘고 있다. 나 역시 30여 년 간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해 오
면서 이런 저런 문화적 차이를 수없이 겪어 왔다. 그 중 아직도 생생한 기억 하
나가 있다.
내가 처음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부문의 의장단에 합류했을 때의 일이
다. 1996년 10월 전기통신표준화 자문위원회(TSAG)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는
데, 당시, 미국 출신의 의장(Mr. Gary Fishman)의 리더십을 필두로, 각 대륙별 5
명의 부의장이 한 분씩 선출되었다, 나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를 대표하며 한
국 대표로 활동하였다.
당시 부의장들은 대부분 회의를 위한 스위스 입국이 자유로웠으나, 중요한 여
성 부의장이었던 러시아 부의장91)은 회의 때마다 스위스 비자를 받아야만 입국
이 가능하였다. 1998년 TSAG회의 때에도 러시아 여성 부의장은 보통 회의 하
91) 러시아 출신 부의장 (Ms. Irina)은 종종 스위스 입국 비자를 제 때에 받지 못해 하루나 이틀 후에 회의에 함류하는
경우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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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전(대부분 일요일)에 열리는 의장단 준비회의(Management Meeting)92)에
입국비자 문제로 함께 하지 못했다.

회의가 시작된 날 오후
내가 맡은 EDH(전자문서처리) TSAG/WP3 회의의 개회 세션(Opening
Session)을 시작하려고 연단에서 한참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갑자기 어디
선가 러시아 여성 부의장이 나타나 연단으로 오더니 나를 부둥켜안고 얼굴을
부비면서 반가움에 겨워 허그를 하는 것이었다93).
사실 나는 종전에 이러한 허그와 비주를 영화에서나 보았지 내가 직접 해 본적
은 한 번도 없었기에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해 하고만 있었다. 정신없는 상태로
러시아 부의장께 늦지 않게 잘 도착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만 하고서... 한참을
지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회의 시작 시간이 되어 바로 회의를 주재하였지만, 당
황스러웠던 나머지 마음이 쉽사리 가라앉지가 않았다. 어떻게 회의를 진행했는
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첫 세션이 끝났다. 그리고 휴식시간에 ITU에서 오랫동안
일해 오신 H 선배님을 찾아가 내가 겪은 황당한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하고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다.
H 선배님은 씨익 웃으면서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겠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러면서 허그와 비주에 관한 세계 여러 지역 사람들의 표현 방식과 약간씩의
차이점, 그리고 유의할 사항 등을 꼼꼼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선배께서 여성
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한번 해보라면서 실습의 기회까지 주었다. 그러고 나
니 그제서야 마음이 좀 편안해 지고 ‘아하~ 별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당황했었
구나...’ 생각이 들었다.

92) 준비회의(Management meeting)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및 ITU 측 간사와 사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회의 일점
및 의제 검토와 주요한 기고서에 관한 처리 등에 관한 의견 조율을 하는 회의임.
93) 그 러시아 여성 부의장님(Ms. Irina)은 필자보다 나이도 한참 많고 늘 누나처럼 나에게 친절하고 정답게 대해
주셨던 분이었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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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국제회의 등을 하다보면 우리와는 다른 문화나 풍습
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슬람 지역에서
의 여성 대표와의 협의 등을 할 때 주의할 점, 다른 어떤 지역에서의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킬 때 조심할 점 등등 국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문화
적 차이나 관습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국제표준화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회의 준비는 물론 다른 지역이
나 국가의 문화, 관습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적절한 준비를 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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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기회는 새로운 시작일지 모른다
홍용근
동명대학교 교수
IETF 6lo WG 에디터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를 꼭 거치자”

2000년 초부터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는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의 규격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5년엔 IPv6를 IEEE
802.15.4 등의 저전력 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으로 전송하는,
‘６lowpan(IPv6 over Low Power WPAN)’ 워킹그룹을 새롭게 만들었다.94)
IETF 6lowpan 워킹그룹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활동하며 많은 표준을 탄
생시켰다.
나는 당시에 다양한 IoT 디바이스의 통신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을 하고 있었
기에, 새로운 IETF 6lo 워킹그룹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IETF 6lo 워킹그룹이 연구하려던 내용들이, 외국의 기업, 학교, 연구소 등에서
이미 다뤄지고 있어서, 신박한 표준화 아이템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저전력 WLAN 기술 중, 아직 IETF 6lo 워킹그룹에서 논의가 안 된 기술
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자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저전력 WPAN 기술 중, 아직 IETF 6lo 워킹그룹에서 논의가 안 된
기술을 찾아보기로 했다. NFC는 데이터 패킷 통신 기능도 있지만, 주로 ‘삼성페
94) https://datatracker.ietf.org/wg/6lowpan/about/

Chapter 03 성장을 위한 노력

221

이’ 같은 카드 결제에 사용되기도 한다.
NFC를 통해 IPv6 패킷 전송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이 기
술을 IETF 6lo 워킹그룹에 신규 표준화 아이템으로 제안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
지 약간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당시 6lo 워킹그룹의 의장 Ulrich Herberg을 비
롯해, IETF 6lowpan 및 6lo 워킹그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외국 전문가들에
게 상의를 했다. 그랬더니, Ulrich Herberg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반응해주어 힘
을 얻었고, 만났던 다른 전문가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4년 7월, 캐나다 토론토
IETF 90차 회의에 “IPv6 over NFC”을 기고서로 제출하고 발표 논의를 시작했
다.95) 그리고, 기고서 작업을 할 때, IETF 6lo 워킹그룹 의장, 주요 전문가들과 미
리 협의를 마쳐서인지, 2015년 3월 미국 달라스의 IETF 92차 회의에서 6lo 워
킹그룹의 문서로, 바로 채택되었다.96)
IETF에서는 신규 표준화 아이템을 제안하는 개인 기고서(Individual Draft)를
워킹그룹 문서로 채택하는 확률은 매우 낮다. 신규 표준화 아이템 제안은, SCI
논문과는 많이 다르다. 아무리 기술이나 내용이 좋아도 표준화 그룹의 작업 목
표에 부합해야 하고, 표준화 그룹 의장이나,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절대적으
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처럼 IETF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사전 협의 없이, 기고
서만 발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되면 채택확률이 더 낮아지게 된다.
표준화 활동이란 ‘기고서 발표’만이 아닌, ‘신규 표준화 아이템 제안, 승인’ 및
‘표준 승인’까지가 목표임을 꼭 기억하자.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작부터
접근 전략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다.

95) https://datatracker.ietf.org/doc/draft-hong-6lo-ipv6-over-nfc/00/
96) https://datatracker.ietf.org/doc/draft-ietf-6lo-nfc/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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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임영권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TSC TG 3/S33 의장 / ISO/IEC JTC 1/SC 29/WG 3 컨비너

“표준화 회의는 결국 말로 하는 것이고,
발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의장으로서 표준화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상반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나는 특정한 기고서나 이슈에 대해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격론이 벌어지는 경우이다. 서너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술이나 제안으로 나뉘
어서 격론을 벌이기도 하고, 양 극단의 두 가지 기술이나 제안으로 나뉘어서 도
저히 절충안을 생각해볼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심지어 발언
권의 순서나 분량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공평하
고 충분하게 발언권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회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의견
이 있는 그것조차 매우 신경 쓰이고 어려운 일이 된다.
반대의 경우는 어떤 제안이나 기고서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도 없는 경우이다.
기고서가 길던 짧던, 내용이 쉽든 어렵든, 제안된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
을 제시하고 그것에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등의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
다. 그래야 이를 근거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발언을 하지 않으면 의장이 혼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 다소 불편
한 상황이 된다.
보통 표준화 단체에는 ‘silence is approval (침묵은 동의)’라는 암묵적인 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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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으면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결론을 낼
수도 있지만, 찜찜한 느낌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종종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평소에 발언을 많이 했던
전문가에게 특별한 의견이 없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어느 표준화 회의에 가던
거의 모든 기고서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발언권을 신청하고 꼭 한 두
마디라도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있다. 이런 전문가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의견을 물어보면 된다.
그리고 이런 전문가는 결국 표준화 회의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
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오피니언 리더가 된다. 기고서를 발표하는 전문가
든 의장이든 발표 중에 자연스럽게 이런 전문가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발표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기대하고 경청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들도 이 전문가가 먼저 발언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후에 하려고 기다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그 전문가로부
터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기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시간을 내어서 따로 설
명을 해주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종의 선순환이 일어나며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발언한 내용대로
결론이 흘러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이런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이 아주 대단한 내용이거나, 혹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알수
있거나,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내용은 아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기고서 발표를
주의 깊게 들은 참석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알 수 있고, 판단하여 얘기할 수 있
는 내용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아주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전문가인 경우도 있다.

결국은 대단한 전문 지식이나 뛰어난 언변, 영어 구사 능력보다는
회의에 임하는 태도와 개인의 성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한국 전문가들의 경우 자신의 부족한 영어 실력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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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이 참석자 대다수의 의견과 다를 경우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갖는다.
또한, 뻔하고 당연한 얘기를 굳이 나서서 얘기하면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는, 겸
양을 미덕으로 삼는 문화적인 이유도 있어서인지 대부분 발언을 적게 하는 편
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문가에게 다른 나라 전문가들이 먼저 의견을 물어 오거나
사전에 시간을 내어 설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의장도 어떤 의견이 있을 것
이라고 예상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
피니언 리더 그룹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 처하
게 된다.

표준화 회의는 결국 말로 하는 것이다.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므로, 표준화 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기고서 발표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발
언을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결정적인 발언 한마디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만, 당연하고 뻔한 얘기라도 자주 많이 하는 것이 회의를 리드하는 전문가가 되
는 길이다. 의장도 말하는 전문가를 말하지 않는 전문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
할 수밖에 없다.

말해야 한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전문가도 모른다.
당신의 의견도, 당신의 전문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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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역량과 자세
김형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ITU-T SG20 WP1 의장

“표준 전문가 집단은
한 나라의 정치인 집단 그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걸 잊지말자”

국제표준 전문가는 결코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는다. 내가 겪은 경험을 토대
로 국제 표준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역량과 자세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제표준화 회의를 참여하다 보면 특정 이슈에 대한 참가자간의 이해관
계가 첨예하게 상충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열띤 회의가 지속되다 보면 이
내 언쟁으로 번지고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지루하게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쯤 되면 반드시 등장하는 솔로몬과 같은 전문가가 있다. 그는(또는
그녀는) 소위 해당 그룹에서 산전수전 겪은 인물일 것이고 모두가 존중하고 존
경하는 전문가다. 그는 상충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해결을 위한 대안
을 제시한다. 나는 이러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그 그룹의 로얄 패밀리라고 명
명한다. 표준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그룹의 로얄 패밀리가 누구인지
를 파악하고 그와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권고하고 싶다.
둘째, 표준화 회의에 참여하는 동안 자신을 알리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일 필요
가 있다. 준비해 온 기고서 발표 및 발표 내용이 관철되기 위한 다양한 선제적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제안 기고에 반대 의견을 드러내는 전문가와는 쉬는 시
간을 통한 교감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자신의 주장에 동의해 줄 우군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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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만들어 놓는 포석도 필요할 것이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다. 참석하는 회의에 제출된 모든 기고서 내용을 사전
에 숙지하고 제안 기고의 내용을 그룹핑(grouping)하는 노력과 더불어 자신의
기고 내용과 연관되는 상대방의 기고 발표에 적극적 동의를 표명하는 구두 지
지 노력 또한 자신을 알리는 좋은 자세이자 아군을 만드는 포석인 셈이다.
셋째, 예의를 잃지 않아야 한다. 국제표준화 활동을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대한
민국 표준 전문가의 연령층이 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표준화 회의는 기술 표
준 개발을 목표로 하되, 참석자 모두의 합의를 전제하는 노력이다. 반대로 얘기
하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부결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표준 전문가 집단은 어느 나라의 정치인 집단 그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한다. 안될 일도 되게 하고, 반대로 될 일도 안 되게 할 수 있는 성
향을 지니고 있다. 표준화 일선에 “백 명의 우군을 만들기 보다 한 명의 적군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표준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역량과 자세 중 어쩌
면 ‘예의’는 기술 전문성보다 최우선시 되어야 할 자세일는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균형의 자세를 꼽고 싶다. 회의를 좌지우지하는 표준 전문가로 거
듭나기 위해서는 회의에 임하는 전문성과 더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겸비할 것
을 주문하고 싶다. 표준 전문가 활동에는 제안된 기고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중하는 역할도 있을 것이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균형 있게 관장하는 역할도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진행 중인 회의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보
기 위한 노력도 요구될 것이다.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에 임
하는 동안 만나게 될 각 국의 수많은 표준 전문가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
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성의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표준화 활동에 있어 언어적 능력의 한계는 위에 열거한 역량 및 자세에 비해 결
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언어 자체는 수단일 뿐 결코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
이다. 국제표준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자세 및 역량은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
는 모두에게 유효한 품성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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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 노우 국제협력?
홍용근
동명대학교 교수
IETF 6lo WG 에디터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과정은 어렵지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도전해보자”

나는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의 6lo (IPv6 over Networks
of Resource-constrained Nodes) 워킹그룹97) 에서 2015년부터 ‘IPv6 over
NFC’ 기술개발을 시작했다.98)
그런데, IETF 6lo 워킹그룹은 현재, 표준 개발 중인 기술들의 상호호환성을 테
스트하기 원했다. IETF 6lo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상호호환성 테
스트 참석 여부를 문의했고, 나에게는 IETF 6lo 워킹그룹 의장이 따로 문의까지
했다. 하지만, 상호호환성 테스트에 나가려면 별도의 작업이 필요했고, 해외출
장도 ３~4일 정도 나가야 해서 시간이 충분할까 고민이 되었다.
어차피 우리가 개발 중인 ‘IPv6 over NFC’ 기술은 IETF 6lo 워킹그룹 문서로
채택되어 한창 작업 중인데, 상호호환성 테스트에 참가 할 필요가 있나? 또 6lo
기술의 상호호환성 테스트는 IETF가 아닌, 유럽 ETSI 주관으로 진행 하는데 한
국에서 굳이 참가 할 필요가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97) https://datatracker.ietf.org/wg/6lo/about/
98) https://datatracker.ietf.org/doc/draft-ietf-6lo-nfc/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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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표준화 그룹에서 필요로 하는 작업이고, 의장의 별도 요청이 있었
던 만큼 어쩔 수가 없었다.
6lo 기술 상호호환성 테스트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2015년 11월 일본 요코하마 “ETSI 1st 6lo/6tisch Plugtests” 회의에 한국은
ETRI에서 개발한 “IPv6 over NFC” 구현물을 가지고 참가하였고, 다른 6lo
기술의 구현물과 상호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사실 “IPv6 over
NFC”의 초기 단계라 테스트 결과가 그리 좋지 못했다.
그렇지만 2016년 ７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ETSI 2nd 6lo/6tisch Plugtests”
두 번째 상호호환성 테스트에는 제대로 준비해 참가했고, 첫 번째 테스트보다
는 좋은 결과를 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만 두 번의 6lo 상호호환성 테스트에 참석했다.
그리하여, 유럽과 북미대륙만의 상호호환성 테스트가 아닌 글로벌 상호호환성
테스트라는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심을 수 있었고, IETF 6lo 워킹그룹의 의장과
주요 전문가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줬다.
이 때문이었을까? IETF 6lo 워킹그룹 주요 기술들의 use cases와 applicability
표준화 작업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발해달라는 IETF 6lo 워킹그룹의 요
청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2016년 11월, "IPv6 over Constrained Node
Networks(6lo) Applicability & Use cases” 기고서를 작성했고, IETF 6lo 워킹
그룹 문서로 승인 받는데 성공하였다.99)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과정은 누구나 어렵고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도전하면, 더 큰 성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99) https://datatracker.ietf.org/doc/draft-ietf-6lo-use-cases/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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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물러서면 더 잘 보이는 세상
위규진
선명 고문
ITU-R WP5D 부의장 / APG 의장

“돌파구가 안 보일 땐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
해결방안이 쉽게 보이기도 한다”

2000년, 3G 이동통신 표준이 만들어진 직후, 중장기 계획 수립 차원에서 ‘3G
이후의 비전’이라는 것을 만들기로 하였다. ITU의 3G 표준 제정 그룹 부의장으
로서 나는 비전 그룹을 구성해 약 3년간의 작업을 끝으로 2003년에 4G 비전을
완성하였다.
비전을 만드는 초기에는 이제 막 3G 표준이 만들어져 모든 국가가 3G시스템을
구축하려던 시점이었다. 그래서 4G라는 단어는 사용조차 금기시하는 분위기였
다. 그 이유는 ‘4G비전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혹시 내용을 잘 모르는 국가에게
는 ‘곧 4G가 만들어 질것이기 때문에 3G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생각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4G를 표현할 때는 4G라는 단어
대신 ‘3G 이후’라는 다소 어색한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4G
제작에 대한 논의도 하게 되었고 약 10년 후에는 뭔가 더 괜찮은 시스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4G를 2020년까지 완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4G는 3G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비전
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당시 전 세계의 수많은 학자와 기술자들이 이동통신 기
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고, 2~3년 뒤의 기술이 어떻게 진보하게 될지 예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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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려운데 어떻게 10년 뒤의 기술을 예측해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당시 3G시스템이 제공 가능한 최대 용량은 2Mbps였고 이는 당시 유선 상으로
제공되는 용량과 유사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수준의 용량이지만, 그땐 무선통신이 유선통신에 해당하는 용량을
제공한다는 것은 꿈만 같았다.
전 세계가 내로라하는 통신 장비 업체, 학계, 연구소의 전문가들은 10년 뒤에 만
들어질 4G용량에 대해 10배(20Mbps)부터 100배(200Mbps)까지 증가할 것이
라고 추측했지만 통신장비 제조업체들은 과연 본인들이 얼마나 용량을 키운 시
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에 논의는 시간만 끌고 합의점을 찾
지 못했다.
그룹 의장으로써 나는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다.
실현 가능한 목표치에 연연하기보다 아예 도전적인 수치를 연구 목표 값으로
제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순간 모든 참석자들이 이상하리만
큼 조용해졌고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 후 논의는 활기차게 이루어졌고 우
리들은 500배나 증가한 1Gbps를 연구목표 비전으로 제시했다.
일을 하다 보면 주어진 임무에 대한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끔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숲을 보면 쉽게 해결방안
이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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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철희
연세대학교 교수
ITU-T SG12 Q19 라포처

“표준화 활동을 이끄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태도이다”

나는 화질 평가100) 분야 과제 수행을 통하여 ITU 표준화 활동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몇 달 간의 연구 수행의 결과를 바탕으로
화질 평가 관련 기고문을 작성해 제출하였는데, 이 기고문을 계기로 화질 평가
표준화를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사실 이 기고서를 제출하기 몇 년 전, 이미 세계 유수의 연구소 및 화질 평가 관
련 회사가 참여하여 객관적 화질 평가 개발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기존
방법에 비하여 유의미한 성능 개선이 없어 보고서만 발간되었던 터였다.
이 프로젝트는 공개경쟁 형태로 진행되었다.
당시 화질 평가 기술을 보유한 회사 및 연구소는 표준 개발에 참여 의사를 표명
하였고, 참여자들은 진행 일정에 맞추어 필요한 작업을 진행했다.
공개경쟁 결과, 상대적으로 우수한 방법이 표준에 포함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내가 연구실에서 개발한 방법도 포함되었다. 이 표준은 ITU 화질 평가 관련 최
초의 표준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

100) estimation

of image quality 화상 통신에서 수신 화상과 원화상을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충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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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부에서는 이 프로젝트도 실패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기존 방법에 비
하여 유의미한 성능 개선을 보이며 그 예상을 뒤집고, 표준 개발에 성공하게 되
었다. 이 표준을 계기로 화질 평가 관련 많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나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개발한 기술을 다수의 표준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매년 표준화 관련 수차례의 국제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대부분 표준화 회의는 아침 9시부터 저녁 5-6시까지 진행 되었다.
또한, 경우에 따라 호텔로 돌아와서도 늦은 시간까지 다음 날 있을 회의를 준비
해야 했다. 빡빡한 일정에 피곤이 몰려왔지만, 노력으로 얻은 연구 결과가 국제
표준에 포함되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컸다.
2000년, 처음 표준화 회의에 참여한 이래 약 20여 년 동안 ITU 표준화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성공적인 표준 개발을 위하여 기술적인 측면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표준 특성 상 일부 표준은 기술 성능의 우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어떠한
표준은 토론 및 협의를 통하여 개발이 진행되기도 한다. 때문에 제안하는 표준
안에 대하여 누군가가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표하는 경우, 상대방의 의도를 파
악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철저한 문서 분석 및 지속적인 회의 참석이다.
만일 표준 관련 기고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표준 개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나는 꾸준히 회의에 참석하고 화질 평가 관련 기고문을 제출하는 가운데 ITU-T
라포처(Rapporteur)로부터 부라포처(Associate Rapporteur) 역할을 제안 받았
다. 그리고 4년 후엔 라포처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또한 라포처 등의 의장단 진출에 있어, 많은 경우 기존 의장단의 추천이 중요하
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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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표준 개발 및 원활한 표준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참가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의장단 진출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회의에서 자신의 역할
을 충실히 하여 본인에게 중요한 책무가 주어졌을 때 성실히 할것 같다는 인식
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표준화 활동이 자신의 적성에 맞아야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어떠한 역할이든지 자신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
을 많이 보고 느꼈다. 표준화 활동을 이끄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태
도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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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결정은 눈물을 건 도박이다
김윤관
싱크테크노 전문위원
(전) 3GPP2 의장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

매년 이맘때쯤 생각나는 논의가 있다. 어느 날 2세대 이동통신 표준 개발 초기에
SMS의 최대 길이를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열렸다. 그 전 아날로그 방
식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는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2세대 디지털
방식의 이동 통신에는 짧은 문장을 보내는 기능을 넣기로 하고 문자 최대 길이
를 결정하는 회의였다.
문자 길이를 제한하게 된 이유는 SMS를 데이터처럼 전송하게 되면 송신 단말
과 기지국, 수신 단말과 기지국끼리 연결 설정, 데이터 전송, 설정 해지에 시간
이 걸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연결 설정을 위한 신호를 주고받는데 무선 자
원이 낭비되기 때문에 연결 설정 없이 사용자의 문자를 전달하는 공통 신호 채
널이 필요하다. 이때 문장이 너무 길면 신호를 주고받는 채널이 포화되어 통화
설정이나 데이터 채널설정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내가 논의에 참여했을 때 대다수의 엔지니어 들은 다이얼패드로 문자를 작성하
기 때문에 어차피 불편해서 긴 문장을 보내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여기
에 기존의 페이지도 디스플레이의 제한 등으로 영문 82자 라는 점을 감안해 결
국 140byte(영문 160자)로 하자는 제안을 채택했다. 나 역시 숫자패드로 16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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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누가 문자를 보낼까 싶어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권을 받고 2세대 이동 통신 CDMAOne 서비스를 개시하고 SMS
를 도입하자마자 문제가 나타났다.
예상 외로 사용자들이 SMS를 너무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사업 초기에
는 일주일 간격으로 SMS 서버 용량을 증설해야 할 정도 였다. 이 당시 미국이
나 일본의 사업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SMS가 가장 이익을 많이 남겨주
는 서비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사용량은 폭발적이었다. 어느 단말 회사에서
는 SMS빨리 보내기 대회를 개최할 정도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긴 문장을 보낼 때 SMS가 잘리는 것에 불만 섞인 의견들이 들
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급하게 시스템을 수정해서 긴 문장은 여러 SMS로 나
누어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단말과 시스템 표준은 SMS가 140byte
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후 3세대 4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는 이를 수정하면
기존의 단말과 호환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불편 사항은 지금껏 고치지 못하고 있다. 표준 특히 통신 표준에서는 한번 결
정 되면 이미 수백 수천만대가 사용되고 있는 기존 단말이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 쉽게 변경이 어렵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만 가지고 사람들이 SMS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할 줄 예측하지 못한 결과이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
또 하나의 사례로 CDMAOne 서비스가 시작되고 3세대 시스템인 CDMA
2000표준을 개발할 때 일이 떠오른다. CDMA2000 표준을 개발하는 3GPP2의
의장을 맡고 있는 내게 세계적인 단말 회사에서 CDMA2000의 표준 중 1 bit의
용도 변경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요청을 해왔던 업체는 CDMA2000등의 추가 기능을 위해 단말기 시스템
의 일부를 비워두었는데, 신호 필드 중 사용해서는 안 되는 1bit을 사용해서 단
말기를 개발한 것이다. 이 제품은 이미 미국시장에서 수 백 만대가 판매되었고,
CDMA2000서비스가 시작되면 이 제품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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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실수가 발생한 이유는 표준 문서의 ‘shall’과 ‘should’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었다. 표준 문서에서 shall은 반드시, should는 권고 사항을 의미하는데
shall not을 should not과 착각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필드를 사용한 것이다.
이 회사는 당시, CDMA2000 서비스를 위해 내가 주장했던 ‘기지국 채널카드
교체 업그레이드’를 지원 할 테니, 자신들의 요청도 들어달라는 암묵적인 제안
을 하는 듯했다.
그러나, 의장의 입장에서 들어줄 수 없었다.
회사 하나가 표준 해석을 잘못해 문제가 생겼다고 후속 표준까지 영향을 주면,
이후 다른 사람들도 보고 따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회사는 표준 변경은 포기했다. 단말이 판매된 미국의 기지국 공급 회사
와 협의를 했고, 미국에 설치되는 기지국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리콜은
피했다.
잘못된 결정이나 실수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럴 때일수록 현명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 포용하며 피해 입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입문 소양 편

238

토끼처럼 행동하고 거북이처럼 결정하라
최상성
국민대학교 교수
(전) IEEE802.15 TG4m 의장

“중요한 사안일수록 신중하되,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

2008년 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미래지향적인 녹색성장형 일자리를 창출하
는 ‘신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CO2 를 줄이고 환경 친
화적인 신재생에너지원을 수용하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가 국가 핵심 산
업으로 부상하였다.
스마트 그리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기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데 있
다. 여기서 전기 사용량을 올바르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에너지 낭비
나 전기품질 저하 예방을 위해서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실제 전기 사용
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 또 홈 네트
워크 구축 측면에서, 가정에서 디지털로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요금 계산도 가능하다.
이에, 스마트 그리드의 활용을 위해 원격검침에 적합한 무선통신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2008년 9월 IEEE802.15 WPAN 표준 그룹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 개발
을 위한 Task Group 4g를 구성하고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Smart Utility
Network: SUN101)) 무선통신 표준 추진이 시작되었다.

101) SUN(Smart Utility Network) : IEEE802.15.4g에서 표준화한 무선통신 기술

Chapter 03 성장을 위한 노력

239

나는 SUN 표준 개발 소식에 몹시 기뻤다.
왜냐면 관련 경험이 많아 자신이 있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개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제안은 마냥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
다. 또 당시 연구원 신분이라 SUN 무선통신 표준화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
는 것도 어려웠다.
하지만 다행히도 TTA의 국제표준전문가 지원 사업을 통해 SUN 무선통신 표준
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고, 표준화 동향과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꾸준히 설득
하여, 마침내 2010년, SUN 무선통신 기술개발 작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IEEE802.15.4g SUN 무선통신 표준은, FSK102), OFDM103), OQPSK104) 3가지
변조방식이 기본인 복수 표준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우리 연구팀은 OFDM 시
스템을 선호 하였으나 시장 상황은 FSK-SUN 무선통신시스템이 대세였다. 거기
다, OFDM 방식을 제안하면서 TV White Space(TVWS)105) 사용을 제안했었는
데, 당시 TVWS에 대한 법규 미비를 이유로 대다수의 표준 참여자들이 반대하
였다.

고민의 연속이었다.
다수가 FSK-SUN을 지지했으므로 빠른 결단이 필요했기에, 나는 FSK-SUN와
협상을 제안했다. FSK-SUN측 역시 빠른 추진을 원했고 TVWS 사용을 포기할
것을 원했다. 대신 SUN 표준이 완성되는 대로 TVWS를 사용하는 새 SUN 표준
그룹을 만들겠다고 제안해 왔다.
사실 시장의 요구사항과 TVWS 법규 미비를 고려한다면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
다. 다만 추후 TVWS를 표준화하는 새로운 표준그룹을 만든다는 제안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면 상대방도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라고

102) FSK(Frequency Shift Keying): 주파수 편이 변조
103) OFDM(Othogi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
104) OQPSK(Offset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105) TVWS(TV White Space): TV 유휴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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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하면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긍정적인 결정이었다.
IEEE802.15.4g SUN 표준은 신속하게 Wi-SUN Alliance를 통해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었고, 제품으로 개발됐다. Wi-SUN 인증을 받음으로써 표준화에서 상용
화까지 성공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또 약속대로 TVWS를 활용한 SUN 무선
통신 표준 제정 IEEE802.15.4m 표준 그룹이 2011년에 결성되었다.
나는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추대되었고, 신뢰를 안고 그룹을 운영해 2014년
IEEE802.15.4m TVWS WPAN106) 무선통신 표준을 완성하였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신중하되,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만일 표준화 현장에서 비슷한 고민하는 후배가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
다. 행동은 빠르게, 결정은 신중하자.

106) TVWS WPAN: IEEE802.15.4m에서 제정한 무선통신 표준

참고자료

➊	http://www.tta.or.kr/data/androReport/ttaJnal/7-4_%5B11%5D.pdf
➋	https://mentor.ieee.org/802.15/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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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한민규
한성대학교 교수
oneM2M WPM컨비너 / 3GPP SA1 라포처

“활동은 기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조사와 상황파악이 꼭 필요하다”

표준 회의는 잘 짜여 진 문서체계와 회의방법론을 이용한다.
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으며, 심지어 이런 지원 체
계를 잘 설명해 놓은 문서까지 제공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표준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모든 표준단체는 다 다른 표준제정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러
니하게도, 표준단체의 표준제정활동 체계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표준 활동을 처음 시작한다면, 대상이 되는 표준단체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단체마다 각자의 기술영역과 영향력이 다르고, 회원구성이 다르다. 어떤
제품이나 기술을 표준화하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표준단체를 골라야 한다.
표준단체의 활동 자체는 개방형이 많으나, 활동을 위해 회원사 가입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회원사는 일반적으로 등급이 있으며, 등급에 따른 권한과 회비도
다르다. 하고자하는 표준 활동과 회원등급 등에 맞춰 표준단체에 가입을 해야
표준 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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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하는 표준단체를 선정하였으면, 다음은 해당 단체의 표준제정체계를 알아
야 한다. 표준제안은 기고문 작성을 통해서 하며, 단체마다 기고문 작성 방식과
제안방법, 처리 및 승인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기고문을 구분하는 방법과, 제출
시 부여받는 번호체계도 단체마다 다르다. 심지어는 표준을 가리키는 명칭도
다르다. 예를 들어, UN산하의 ICT분야 공식 표준기구인 ITU는 표준을 권고안
(Recommendation)이라 부른다. 이동통신 분야의 표준단체인 3GPP나 사물인
터넷분야의 표준단체인 oneM2M은 표준을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
이라 한다. 표준을 구분하는 번호체계도 각각인데, ITU의 표준번호구조는 ITU
홈페이지를 참조해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준단체에는 산하에 표준을 제정하는 워킹그룹이 있다. 기고문을 제
출하고, 표준규격을 제정하는 실무는 워킹그룹이 담당한다. 따라서, 표준 활동
을 어느 단체에서 하느냐도 정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느 워킹그룹에서
할 것인가까지 정해야 한다.
단체와 워킹그룹이 정해지면 현재 해당 표준단체와 워킹그룹에서 진행 중인 표
준화 동향을 조사한다. 실무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기술내용을 실제로 다루
고 있는지, 혹은 새로운 안건으로 제안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만일 현재
진행 중인 표준이 있다면, 바로 표준제안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닌 경우는 표준규
격을 작업하기 위한 워크아이템(Work Item)부터 제안을 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파악하려면 해당 워킹그룹의 회의록(Meeting
Minutes)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회의록은 표준단체마다 작성하는 수
준이 다르므로, 상세하게 작성된 회의록이 없는 경우는 해당 회의 차수에 같이
제안된 기고문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다 하
더라도, 실제 반영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기고문을 볼 필요가 있다.
기고문과 회의록을 보면서 해당 그룹의 의장과 의장사, 기고문을 많이 제출하
거나 회의록에 의견제시(Comments)가 많은 회원을 찾아 따로 기록해 놓는다.
향후 회의에 참가 시 의장이나 영향력이 있는 회원을 미리 알아 놓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겠다. 표준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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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도움요청을 무시하지 않는다.
표준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표준규격에 기고를 많이
하는 회원 또는 회원사들을 파악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표준은 협의를 통해 제
정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만들 수 없다. 같이 표준규격을 만드는 회원이나
회원사는 표준 활동 시에는 경쟁자가 될 수 있으나, 시장에서는 같은 사업영역
을 가지는 동종업체이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
야 한다.
지금까지 표준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과 활동을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을 간략하
게 나열해 보았다. 표준 활동은 기술규격을 제정하는 것이나, 활동은 기술이 하
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조사와 상황파악이 기
반이 된다면 표준 활동을 진행하기가 보다 수월할 것이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였다.
표준 활동도 지피지기한다면 ‘100기고100승인’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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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의 진에서 물러나지 마라
김대중
TTA 단장
AWG(아태지역무선통신그룹) 부의장

“아무것도 나아질 수 없다고 지레짐작하는 것은 금물이다”

우리나라 국가안전재난통신망이 PS-LTE(공공안전용 LTE)로 구축된 근본적
인 원인은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있다. 당시 재난구조자인 해양
경찰청, 소방청 등의 기관들이 사용하던 통신망은 기껏해야 음성과 문자메시지
정도만 서로 주고받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오히려 세월호 안에 있던 안산 단
원고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친구들에게 보낸 소셜 네트워크 메시지의 통신 능력
이 더 좋았다. 배에 탑승하고 있던 세월호 승무원과 재난구조기관이 서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었다면 그런 참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슬픈 경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감대를 만들어줬다.
우리나라 재난구조기관, 경찰과 같은 공공안전기관이 사용해야할 통신 방식이
음성 뿐 아니라 영상까지, 언제나 원활한 통화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해 5월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LTE(롱텀 에
볼루션 셀룰러 4세대기술)을 차세대 재난통신안전망 기술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은 LTE가 개인과 개인 간의 1:1 통신을 목표로 개발된
기술이라 그룹통신(1:N통신)을 지원할 표준요소기술이 없었다는 점이다. 나는
‘그룹통신을 포함한 재난안전통신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2016년까지 국제표준
화하라’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임무 초기에는 비교적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었

Chapter 03 성장을 위한 노력

245

다. 그 이유는 한국 뿐 만 아니라 미국, 영국에서도 LTE를 재난안전통신망에 이
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합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종 승인을 위한 관문인 2015년 11월 캐나다 밴쿠버 회의에서 발생했
다. 회의를 참석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수월하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회의
에 참석을 해보니 상황이 달랐다. 기존 테트라(TETRA) 방식 통신망의 기득권
자인 미국, 그리고, 유럽의 회사들과 삼성전자의 부상을 두려워한 중국의 회사
들이 우리의 그룹통신 요소기술 통과를 강하게 반대했다.
표준화라는 것은 정반합의 과정이다.
상대방 논리에 반대되는 논리로 설득함으로써 의견 합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런 합의에서는 시간도 협상의 무기로 쓸 수 있다. 상대방은 시간상 급할 게 없
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2016년까지 최종 승인을 이끌어 내야하기 때문에 훨씬
불리한 상황이었다. 만일 상대가 문서의 완결성을 이유로 공격을 해온다면 당
해낼 도리가 없다. 나는 마치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는 ‘배수의 진’에 놓인 것
같았다.
회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는데 해결의 기미는 안보였다.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
한다면 빈손으로, 무슨 낯으로 귀국을 할 수 있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왔
다. 순간 밴쿠버의 하늘이 노랗게 보였고 왜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지
약하고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겼다. 표준화무대에서 닳고 닳은 외국의 전문가
들을 당해낼 방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곳 없는 막다른 상황인 만큼 필사적으로 임한다면 방법이
생길까? 회의에 ‘리차드’라는 젊은 영국인 공무원이 있었는데 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회의 중 친하지도 않은 그를 찾아 갔다. 그에게 ‘이렇게는 귀국
을 못할 것 같다’고 애원하며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줄 수 없
냐는 무리한 부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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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그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그는 내 노트북을 가져가더니 10분 만에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는 글을 전광
석화와 같이 영국영어로 A4 한장에 적어주었다. 나는 발언권을 얻어 리차드가
적어준 것을 발표했고 갑자기 플로어가 조용해진 것을 느꼈다. 그리고 리차드
의 지지발언이 이어졌고 미국 공무원 앤디의 발언이 재청되고 삼성전자의 발언
이 이어졌다. 그러자 상황은 놀라울 정도로 급반전되었다. 상대방과 협상할 여
지가 생기게 되었고 브레이크 타임을 통해 서로간의 이익을 약간 나눠 갖는 모
종의 협상과 합의를 할 수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무척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다. 첫째, 상대방은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 다른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설득과 협상이 필요하
다. 둘째, 표준화무대에서 배수의 진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것도 나아질 수 없다고 지레짐작하는 것은 금물이다. 셋
째, 회의에서 일어나는 일은 끝까지 의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작은 일이
라도 어떤 의미를 내포 할 수 있으며 섣불리 예측하고 결론을 짓는 것은 지양해
야 한다. 넷째,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상대에 따라 다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믿을만한 상대에게는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편의 사람에게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파악한 뒤 이야기를 시작한다.
다행이 이런 과정을 통해 감격스럽게도 2016년 3월, 우리나라 재난통신망에 활
용될 국제표준이 승인되었다. 다만 그 때 당시 너무 마음고생을 해서 얻은 스트
레스성 피부염이 아직도 종종 재발한다. 그러나 국제 표준도 승인되고, 여담이
지만 표준화를 진행하면서 소식이 끊겼던 고등학교 동창도 오랜만에 연락이 되
는 좋은 일까지 있었다.

Apendix

부록

집필에 참여한
ICT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국제표준화 전문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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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ndix

부록

※ 가나다순

집필에 참여한

ICT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국제표준화 전문가
프로필

주요 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강신각

|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ITU-T SG11, SG13, SG16

ETRI 본부장

| ETRI(1984.3 ~ 현재)

| JTC1 SC6

| UST ETRI 스쿨 전임교수(2008.3 ~ 현재)

| 네트워크, 융합서비스

성명

| 산호세주립대 방문연구원(2014.7~2015.7)
| 정보통신기술사(1995)
| 충남대 정보통신 공학박사(1998)

주요 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김대중

|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 APT AWG 부의장

TTA 단장

| TTA 표준화본부 표준기획단 단장

| 이동통신

성명

| 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박사

주요 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김윤관

|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3GPP

싱크테크노 Fellow

| 싱크테크노(2019 ~ 현재)

| IEEE

| 가톨릭대 교수(2013～2019)

| ITU-R WP8F

| LG U+ CTO(1978～2007)

| 이동통신

성명

| Northwestern대 박사(1986～1989)
| KAIST 석사(1981～1983)

주요 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김정윤

|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 ITU-T SG13

ETRI 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PL

| 이동통신

성명

| KAIST, 정보통신 공학 박사

부록

집필에 참여한 ICT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국제표준화 전문가 프로필

주요 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김태균

|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ITU-T SG9

ETRI 책임

| ETRI 책임(1993.2～현재)

| 디지털방송, AR/VR

성명

| 충남대 박사(2005.3～2009.8)
| 서강대 석사(1991.3～1993.2)

주요 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김형수

|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ITU-T SG13

KT 팀장

| ㈜케이티(1993.03.～현재)

| 양자정보통신,

성명

| 건국대 박사(1993.03.～2000.08)

네트워크

| 건국대 석사(1991.03.～1993.02)

주요 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김형준

|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ITU-T SG20

ETRI 본부장

| ETRI(1988.2～현재)

| oneM2M

성명

| 버지니아주립대 방문연구원(2007.8～2008.8) | ASTAP
| 충남대 박사(2001.8～2007.7)
| IoT, 스마트시티,
| 광운대 석사(1986.3～1988.2)

표준화정책

주요 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나재훈

|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ITU-T SG17

ETRI 전문위원

| ETRI(1987.2～현재)

| ISO TC307

| 한국외국어대 박사(2001.9～2005.2)

| JTC1 SC27

| 중앙대 석사(1985.3～1987.2)

| 정보보안

주요 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류정동

|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 ITU-T SG15

ETRI 전문위원

| ETRI(2004~현재)

| 광통신

성명

성명

| 미국 뉴저지 벨 연구소 Member of Technical Staff
| New York Univ. 전기 및 전자공학 공학박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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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박기식

|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ITU-T SG3 Chairman

인본정책연구원 원장

| 인본정책연구원(2018.11~현재)

| GSC-9 Chairman

| 데스틴파워㈜ (2020.3~현재)

| IEEE-SA BOG Member

| ETRI(1985.1～2020.3)

| 표준화전략 및 정책

성명

| 충남대 박사(1990.3～1995.7)
| 서울대 학사, 석사(1979.3～1985.2)

주요 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위규진

|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ITU-R WP5D

선명 고문

| 선명(2017.1.～현재)

| APG

| TTA 본부장(2012.4 ～2016.12)

| 표준화정책, 이동통신

성명

| 국립전파연구원 과장(1991.11～2012.4)
| 연세대 석사, 박사(1981.3～1988.8)

주요 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이규명

|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ITU-T SG13

KAIST 교수

| KAIST(2012.5～현재)

| IETF IRTF

|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

| oneM2M

성명

방문연구원(2007.9～2008.2)

| IoT, 네트워크

| KAIST 박사(2000.9～2007.2)
| KAIST 석사(1999.3～2000.8)

주요 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이철희

|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ITU-R SG6

연세대 교수

| 연세대(1996.9～현재)

| ITU-T SG9/SG9

| NIH 방문연구원(1993.7-1996.8)

| QoS/QoE, 방송

성명

| 퍼듀대 박사(1987.9～1992.12)
| 서울대 석사(1984.3～1986.2)

주요 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이현우

|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 3GPP

단국대 교수

| 단국대학교 SW 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

| 이동통신

성명

공학과 부교수
| 삼성전자 통신연구소 수석연구원 (1984~2009)
| KAIST 공학박사 (2003)
| 서강대학교 MBA (!989)
| 서울대학교 공학사 (1985)

부록

집필에 참여한 ICT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국제표준화 전문가 프로필

주요 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임영권

|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ATSC

삼성전자 수석

| (주)삼성전자(2011.8.～현재)

| JTC1 SC29

| 한양대 박사(2002.3～2011.7)

| AR/VR, 디지털방송

성명

| 한국항공대 석사(1994.3～1996.2)
주요 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진병문

|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ITU-T SG17

순천향대학교 교수

| 두진정보연구원(2016.6～ 현재)

| 3GPP PCG/OP

| TTA 본부장(2001.4～2013.12)

| 표준화정책, 정보보안

성명

| KAIST 박사(1989.3～1996.2)
| 서울대 석사(1981.3～1983.8)
주요 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최미란

|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 ITU-T SG16

ETRI 책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언어지능연구실

| JTC1 SC35

성명

책임연구원

|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주요 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최상성

|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IEEE802

국민대 교수

| 국민대(2020.3~현재)

| 무선통신, IoT

성명

| 우송대(2018.3～2020.2)
| ETRI 책임(2000.11～2018.1)
| 와이오밍대 박사(1993.9～1999.5)
| 고려대 석사(1977.3～1979.2)
주요 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한민규

|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OMA

한성대 교수

| 한성대 융복합과정 교수 (2014 ~)

| oneM2M

| 동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2013 ~ 2014)

| 3GPP

| (주)와이즈그램 대표이사 (2002 ~ 2011)

| 지능형콘텐츠, IoT

성명

| 한양대 전자계산학 석사 (1992)
주요 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홍용근

|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 IETF

동명대 교수

| 동명대학교 정보통신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 | ITU-T

성명

| ETRI 표준연구센터(2001~2016)
| ETRI KSB디바이스ML연구실 실장 (2019~2020)
|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2013)

| IoT/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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