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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HOW GUIDANCE

이 책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시행한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
원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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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성공적인
K-방역뿐만 아니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을 수립하여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같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욱 급격히 가속화
되는 시대적 흐름 앞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경쟁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표준 선점을 위한 차세대 인적
자원 투자 및 확보도 중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6G 이니셔티브, 차세대보안, 5G 자율주행기술
(V2X), 빅데이터 등 ICT 및 융합 전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주요 이슈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제표준화 후진 양성 등을 위해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표준 마에스트로)’를 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ICT 국제표준화기구
에서 국내 기술 및 정책의 국제표준화 반영을 위하여 국제표준화 전문가
풀(POOL)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작년에
이어 후진 양성을 목적으로 ‘표준 마에스트로’ 및 국제표준화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의 실전 노하우, 경험담, 성공사례 등을 담은 에세이 형태의 ‘ICT
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실전편)’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ICT 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실전편)’은 작년 입문 소양편의 심화
편으로, 나라마다 그리고 기구마다 다른 표준화 문화 및 국제통상과 정책에
따른 국제표준화를 다루며, DNA(Data･Network･AI) 및 융합분야 별 국제
표준화 실전 사례와 국제표준화 성공 전략, 또한 표준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을 구어체 형식으로 풀어내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입문하려는 국제표준화 전문가를 비롯해, ICT 표준화 정책수립자
및 일반인에게도 ICT 국제표준화가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 책자를 통해 후진들이 선배
들의 어깨 위로 한 단계 도약 하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표준 경쟁력이 한 단계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ICT 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개발에 참여해 주신 ICT 국제
표준 마에스트로 및 국제표준화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본 작업을 진행하는데
진정한 조언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21년 11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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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국제표준화

Coffee Break에서 발견한
표준화 문화
박주상
숙명여자대학교 객원교수
ISO/IEC JTC 1/SC 31

놓칠 뻔 했던 이슈를 발견한 건 대단한 토론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한 커피 한잔에서 시작한다

국제표준화 활동의 주된 수단 중 하나는 ‘회의(meeting)’이다.
코로나 대유행 이전과 이후 국제표준화 회의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회의 방법이다. 코로나 이전 표준화 활동은 당연히 대면 회의 중심
이었고,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회의는 보조적 수단이거나, 주로 소규모
ad hoc group 활동에서만 이루어졌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째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고 국제표준화 활동과 다른
제반 업무의 수행에서 온라인 회의가 일상화된 지금, 대부분 참여자들 반응은
몇 가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으로 요약할 수 있다.
- 회의 참가를 위한 긴 여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 낭비가 방지됨
- 필요에 따른 회의 개최 논의가 유연하면서도 신속, 간편하게 수행
- 시차, 온라인, 외국어라는 환경 문제로 집중도 저하

10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실전편 Ⅰ 글로벌 표준화 문화 만나기

코로나 전과 후를 모두 경험해 보니, 대면 회의와 온라인 회의는 각각 장단점이
있고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므로, 코로나와 무관하게 두 가지 다 능숙해지는
게 좋을 듯하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온라인 회의가 절대 보완할 수 없는 대면 회의만의 장점이다.

그것은 Coffee Break!
현재 국제표준기구에서 마련한 코로나 시대 온라인 회의 시간 가이드는 1회
최장 3시간이며, 해당 그룹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휴식 없이 진행하고
종료한다.
반면, 대면 회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일 8시간이므로, 공식 회의 일정
오전과 오후에 각각 ‘Coffee Break’라는 휴식 시간을 편성하고, 때론 회의
중 논의 상황에 따라 임의로 휴식(Break)을 선언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 ‘Coffee Break’가 일대일 혹은 여럿이 함께 공적, 사적인 대화를 편안하게
나누는 기회라는 점이다.
가볍고 우습거나, 즐겁고 친밀하거나, 혹은 회의 중에 마무리하지 못한 첨예한
논쟁, 서로의 가정사, 각국 정치 사회 이슈, 차기 임원 선출 문제 등 수많은
대화가 Coffee Break를 통해 이루어지고, 때론 중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도 있었다. 그러한 Coffee Break 대화 중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내용이 있는데, 다름 아닌 유럽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한국
대표단이 부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었다.
당시 우리 멤버들은 대개 정부 과제에 참가하며 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를
병행하였고, 국외출장에 따른 관료주의적 행정절차, 부족한 예산,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경험과 지식 부족 등으로,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국제표준화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부럽다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타국의 대표단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다.
자신들은 소속 회사 예산으로 회의 참가 출장비를 충당하는 반면, 한국은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부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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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서구 선진국 멤버들은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출장 일정과 비용을
여유 있게 지원받고,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
으로 기업의 예산이기에 활동에 대해 분명한 근거와 책임을 만들어야 했다.
국제표준화의 결과를 통해 기업에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늘 입증해야 하는
부담과 책임감을 지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 활동에 따른
수익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없었고,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했던 정부 연구
개발 사업에서 성과의 일부로 관리할 뿐이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Coffee Break 그 후에 떠올랐다.
‘왜 국제표준화 현장에서 활동하는 회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입장 차이가 발생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아 국제표준화와 관련된 여러 주제를 탐구하였는데, 몇
가지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국제표준화 활동을 총괄하는 구조이고, 해당 분야 산학연
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대부분 국제표준화 실무자로 참여하기에, 국제
표준화 활동의 정부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독일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예컨대 미국은 국제
표준화 활동에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ANSI)나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NIST)가 구심점 역할을 할지라도,
표준 대표단의 구성과 운영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며 국내외 활동을 수행하기에 기업이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에선 필요한 경우에만 한두 명 정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동일한 연방국가 정치 체제인 독일도 이와 비슷한데, 두드러진 차이는
독일은 연방정부가 민간협회와 표준화 활동에 관한 공식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독일연방정부와 독일표준협회(German Standards Institution,
DIN: Deutsches Institut fu:r Normung e.V.)는 1975년 6월 5일, 11개
조항과 주석으로 구성된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된 내용은 민간단체인 DIN을
독일 연방정부의 대리 표준단체로 인정하며, 연방정부에서 표준화 활동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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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 소속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려면 DIN
산하 해당 위원회에 개별 위원으로 들어오며, 정부 관료라고 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위나 특권을 갖진 않는다고 한다. 즉, 연방정부는 DIN이 수행
하는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의무는 있으나, DIN을 통한 국내
및 국제표준화 활동에 있어 평등한 위치에 있다.
한편 유럽의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국가 정부와 당국 표준 조직(national
body)의 관계를 보면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덴마크, 영국, 스웨덴 등은 계약 또는 계약에 준하는 관계를 채택
하였기에, 정부가 national body를 직접 담당하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환경
이라고 할 수 있다.
General

Electrotechnical

Telecommunication

International

European
(regional)
German
(national)

독일 국가표준기관과 유럽지역표준화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와의 관계

따라서 북미나 서유럽 같은 서구 선진국은 대체로 표준화 활동에서 민간과
정부가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민간 부문의 개인이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할 때 정부는 추진 과정이나 성과에 관여하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으며, 참여하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와 달리 비교적 권위주의적 정부(authoritarian regime)를 지향하는 국가는
국제표준화 활동을 정부 업무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추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중국이 대표적인데, 예컨대 국제표준기구인 ISO와 IEC에서 중국
국가대표부인 SAC(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중국에서 통일된 관리, 감독 및 표준화 작업의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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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정을 수행하여 행정적 책임을 수행한다’라고 소개한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SAC가 강력한 중앙정부기관으로 작동함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이다.
즉, 중국은 정부의 지원과 강한 관리감독 하에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
하며, 그 결과 지나친 정치적 입장이 반영되어 종종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2000년대 초반 중국 무선랜 보안 규격(WLAN Authentication and
Privacy Infrastructure, WAPI)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그러한 사례였는데,
무선랜에서 오고가는 암호화된 정보의 보안키를 정보교환 당사자만 보는
게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도 개입하려는 내용의 표준화를 추진했었다. 이 내용은
회의에서 부결되었고, 당시 중국대표단은 고성을 지르며 험하게 반발했던
사례가 있다.

2019년 열린 한-독 표준포럼

이처럼 국제표준화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소속 국가 모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개별 사안이나 특정 기술에만 초점을 두면 서로의 입장을
좁히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기술적 쟁점이나 논쟁을 넘어 서로에
대한 심도 있는 관심이 필요하며,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대 회원국의
표준 제도와 체계를 이해한 뒤 국제표준화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실전편 Ⅰ 글로벌 표준화 문화 만나기

이처럼 ‘Coffee Break’를 통해 떠오른 이슈는 표준화 문화를 돌아보게
해주었다. 현재처럼 온라인으로 국제표준회의가 진행되어 대면 시간이 없는 환경
에선 여러 국가의 특징을 파악하기가 더욱 힘들고, 표준화를 시작하는 사람
에겐 버거울 수도 있다. 이러한 나의 경험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다시 함께 ‘Coffee Break’를 하는 날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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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국제표준화

영국과 유럽 표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김동휴
영국 글라스고대학교 교수

권위적이지만 열려있는 영국과 유럽의 표준화 특징들을 통해
우리나라 표준화도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

런던 타워 브리지 [출처: Charles Postiaux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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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스 강을 가로지르는 ‘타워 브리지’(Tower Bridge)
런던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빼놓지 않고 찾는 유명 관광명소!
그 특유의 고풍스러움은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재미
있는 사실은 영국의 대표적 상징물인 타워 브리지가 단지 런던 방문의 인증 샷을
남기는 장소일 뿐 아니라, 영국의 공적 표준화 활동의 시초라는 점이다.
영국은 18세기 중후반 산업혁명을 주도했기에, 운반 수송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선로, 다리 등의 기반 사업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1901년
타워 브리지 설계를 담당했던 존 울프 배리 경(Sir John Wolfe-Barry)은 다리
설계에 필요한 부품 규격 통일화의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이를 위해 공학
표준 위원회를 설립하여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공통의 규칙
및 합의(common rules and consensus)’를 끌어내는 표준화 작업은 출발
하게 되었고, 이는 세계 최초의 국가 표준 제정 기관인 영국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를 탄생시켰다. 즉, 타워브리지는 표준화 출발의
상징물인 것이다.

이런 역사를 가진 영국은 표준화 분야에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그 사례는 바로 시간(time)에서 드러나는데, 시간의 표준화는 나의 박사
논문을 지도했던 연세대학교 이희진 교수님이 참 좋아했던 사례이다.
산업혁명 전 아주 예전의 사람들은 사는 곳에 따라 각자의 시간을 사용했다.
지역마다 해가 높게 뜨는 시간은 다르고, 한 나라 안에서도 마을마다 사용
하는 시간이 달라 수백 수천 가지의 시간이 존재했다. 그래도 사실 불편함이
없었다.
하지만, 19세기가 되고 운송 및 통신 기술이 발달하여 먼 곳에 있는 지역 간에도
물적, 인적 교류가 가능해졌지만, 시간이 다르면 일의 진행이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물건의 출발시간이 런던은 2시지만 리버풀은 3시라면 어떻게
교류를 하겠는가! 따라서, 시간의 동기화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당시 영국은 철도망이 크게 확장되어 여러 도시를 거치는 장거리 운행 열차
시간표를 만들어야 했다. 1840년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회사(Great Western
Railway)가 처음으로 모든 기차역에 동일한 시간을 쓰기 시작했는데,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의 표준시(GMT)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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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니치 천문대 Royal Observatory Greenwich

그에 따라 다른 철도회사들 역시 열차 운행 시간표를 조율하기 위해 GMT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열차를 통한 교류가 더욱 늘어나자, 철도망이 많이
깔린 여러 도시들은 자연스럽게 현지 시각 자체를 GMT 철도 시간에 맞추었다.
그리하여, 1855년까지 영국의 거의 모든 공용 시계가 GMT로 표준화되었다.1)
그 후 1866년 대서양 횡단 전신 케이블이 설치되며 유럽과 미국 간 표준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런던과 뉴욕의 증권 거래소가 밀접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시간의 동기화는 필수요소였기에, 이를 위해 1884년 국제 자오선
회의가 개최되었고, 영국 그리니치 표준시가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이처럼 영국은 세계화 과정에서 표준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이해했고, 자국의
표준을 유럽 표준으로, 더 나아가 국제 표준으로 만드는 데 적극적이었다.
1906년 영국 전기 기술자 협회는 오늘날 전기, 전자 기술 표준화 분야에서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를 창립한다.2) 또한

1) Zerubavel, E. (1982). The standardization of time: A sociohistorical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1).
2) Wenzlhuemer, R. (2010). The History of Standardisation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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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7년, 나라마다 다른 통상 및 산업 표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형성된 국제표준화기구(ISO) 설립 과정에서도 영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가진 영국 표준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국 표준, 유럽 표준, 국제 표준이 ‘제도적
으로 정렬(institutional alignment)되어있다’는 것이다.
유럽표준화위원회(CEN)는 1991년 ISO와 비엔나 협약을 맺으며 유럽 표준과
국제 표준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일관성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조치
처럼 보이지만, 영국 기업에겐 굉장한 결과를 가져온다. 즉, 기업이 영국표준
협회(BSI) 표준만 채택해도, 전 세계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독자적인 통상 정책을 펼치기 위해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이지만,
2021년 6월 영국표준협회(BSI)는 유럽표준화위원회(CEN)와 새로운 멤버십
협약을 맺어 여전히 유럽 표준화 체계를 유지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3)
정말 철저하게 국제 교역의 불리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물론 향후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규제적 불일치(regulatory divergence)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지만, 영국표준과 유럽표준의 긴밀한 제도의 일치는 무역에서
유리함을 가져다준다.
영국 및 유럽 표준화 체계의 또 하나의 특징은 ‘포괄성(inclusiveness)’이다.
얼마 전 영국표준협회(BSI)와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루는 ‘ISO
45003(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표준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이 모두 참여하고 협의 할 수 있도록 대학 강의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왔다. 그때 받은 인상은 영국이 표준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공개 참여(public engagement)’를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요즘 자주 듣는 BSI 팟캐스트에서도 ‘표준화 과정에서 소비자 역할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대해 종종 다루고 있다. 이는 유럽 표준화 체계
역시 유사한데, 유럽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플랫폼(multi-stakeholder
3) BSI. (2021). Standards and EU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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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업무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가 많아지면,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감놓아라 배놓아라
하냐며 불만이 터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영국과 유럽은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커다란 포용력을 발휘하며 귀가 열려있다.
마지막 특징은 ‘상향식과 하향식(bottom-up and top-down approaches)의
적절한 균형’이다. 영국에서 일하며 느낀 것은 회의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회의가 많은 것이 항상 효율적이진 않다. 하지만 영국의 회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문서화하여 상위
의사결정기구에 전달하는 방식이 체계적이다. 즉, 표준화의 주요 원칙인 개방성,
합의, 문서화가 모든 문화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의견이 위쪽으로 향하는 것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도 유연하다. 예를 들어 유럽 집행위원회는 개인보호장비
(PPE)에 대한 표준을 유럽표준화위원회(CEN)에게 작성하도록 요청하였고
이후 채택되었는데, 이 표준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모두 준수할 의무가
되었다. 전형적으로 상부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접근이다. 게다가
이 표준이 유럽 시장에서 일하는 해외 기업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유럽
표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도 되었다.
이 같은 영국의 표준, 유럽의 표준은 여러모로 개방 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킨다는 생각이 든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상위
의사결정자에게 가는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고, 필요할 땐 과감하게
아래로 내려오며 개개인의 생활양식까지 규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이
혼재된 것이 바로 유럽의 표준화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걸, 영국에
살며 몸소 체험하고 있다.

권위적이지만 열려있는 방식.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국과 유럽의 표준화 특징들의 장점을 잘 새기며, 우리나라 표준화
정책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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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제표준화

눈여겨봐야 할 아메리카 흐름
문승빈
세종대학교 교수
(현) ISO TC 299/WG 4 프로젝트 리더 / (전) ISO TC184 SC2 WG 8 컨비너

미국의 표준화 특징 중 배울 점은 취하고
우리 실정과 다른 것은 맞춰가며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한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으며, 52개 주가 각각의 독립적인 형태를 띤 미국은,
국가표준화 정책에 있어서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다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 표준화에서,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는 국무부가 주관하여 대응하고,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표준화 활동에는 민간기구인 ANSI4)(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가
미국 국가대표(National Body)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민간이 협력
하여 나라의 전체적인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의 조화!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굉장히 이상적일 것이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ANSI의 활약이다. ANSI가 승인한 ATIS5)(Allianc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olutions), TIA6)(Telecommunications
4) 미국 규격협회. 일본의 JIS, 한국의 KS에 상응하는 것으로 미국 내의 공업규격을 제정 관리하고 있다
5) 통신 산업 솔루션 연합: 표준기구에 대한 기술 및 운영 기준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 정보 통신 기술을 연구하는 조직
6) 미 전기 통신 공업 협회 : ANSI가 승인한 기관. 미국과 전 세계에서 정보 통신 기술 제품, 자재, 시스템 및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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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es Association), IEEE7)(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등의 민간단체가 실질적인 표준화 활동을 이끌고, 기업은 시장 수요에
따라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일정 부분 참여하는데, 1996년 제정한 국가기술이전진흥법
(NTTAA)에 따라, 상무부8)와 NIST9)(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민간표준화단체의 표준화 결과물을 사용하도록 허가
하고 조율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표준화 체계는 시장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민간부문과 공공
부문의 지원 및 조정이라는 양 바퀴가 어우러져 있으며, 그 덕에 무력적인
면은 없고, 자국의 기술과 역량을 크게 발휘하여 경계 없는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강대국이라면 그 어떤 활동도 다 편안하게 하며, 큰 신경 쓸 일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강대국일수록 더 자신의 것을 지키려 하고 더욱
강해지려는 경향이 강한 듯하다. 미국도 자신들의 표준화 영향력을 어떻게든
지키고, 더 키우고 싶어 한다.
ANSI는 지난 2015년 표준화기구, 정부와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모든 이해
관계인과 협력하여 미국 국가표준화전략(USSS, United States Standards
Strategy, 2015.12.2)을 재확인하여 발표하였다. 이 내용에서 미국은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표준화 촉진, 표준 활성화 사업(Standards Boost Business),
학생 대상 표준교육 강화, 표준화 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
강조 등을 내세웠다. 즉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정보통신산업의 국가표준화가 세계의 패권과 국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익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을까?
요즈음 미국의 한 치 양보 없는 느낌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21세기
들어 미국은 USTR10)의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비차별적인 표준 제정 관행’을
7) 전기전자학회
8) 미국의 상공업 전반을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
9) 미국표준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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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한국, 중국, 유럽 등에 통상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는 한미 FTA 통신
분야 협상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6년 미국은 ‘연방 사용 및 자발적 표준 개발’에 관한
‘OMB Circular A-119’ 문서를 18년 만에 개정하였는데, 여기서 각 연방정부의
표준화 활동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즉 표준화에 정부가 점점 더 열심히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표준화가 국력이 되어 가는 분위기이다. 강대국인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잘
눈여겨보며, 미국을 무조건 쫓아가자는 게 아니라 배울 점은 취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출 것은 맞춰가며 변화해 가면 좋겠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 분위기에 발맞춰 정보통신산업 표준화를 국제무역 관점
에서 지원하고 강화할 뿐 아니라, 각 분야별 표준화의 협력과 표준 교육의
강화, 표준의 보급 및 확산 역시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됨이 필요할 것이다.

10) 미국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미국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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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유럽, 아시아 국제표준화 특징

지역마다 서로 다른 표준화 문화
박기식
인본정책연구원 원장
(전) ITU Study Group3 의장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이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국제표준화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불붙기 시작한 정보통신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은 지난
30여 년간 많은 관심 속에 적지 않은 변화들을 거듭해왔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준화의 환경도 변하고, 표준화 활동의 형태 역시 변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세상은 우리를 전례 없이 당황시키면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는 느낌이다. 표준화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함은 물론이며, 그에 못지않게 지역과
나라마다 서로 다른 문화에 따라 표준화 활동의 추진 방식이나 절차가 달라
진다는 것을 잘 이해하여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구촌에서 국제표준화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200여 개국이 훨씬 넘지만, 실질적
으로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도해 가는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전개하는 나라들을 크게
분류해 보면 북미지역, 유럽지역 및 아시아 지역의 몇몇 나라들로 국한된다.
가끔 아프리카의 나라들과 남미의 일부 국가들도 종종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특정이슈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북미
지역과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표준화 문화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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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의 표준화 문화의 특징을 보자.
미주지역은 대체로 공개적이며 포괄적이고, 또한 시장 주도적이며 범세계적
연관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표준화 활동을 추진할
때의 원칙으로는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 효율성 및 타당성, 합의, 성능 기반,
일관성, 적법 절차 등이 있다.
대체로 미국은 표준화 추진 시 소비자들의 견해와 반응을 중시한다. 표준화를
통해 탄생된 기술과 제품이 얼마나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인가, 얼마나 자국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자국의 제품 및 서비스가 무역
기술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며, 특별히 민간과 공공부문
및 학교 등에 표준화 교육을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표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를 고려하는 등 표준화 활동의 글로벌
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유럽지역 표준화 문화와 특징은 어떨까?
유럽의 정보통신분야 표준화를 얘기할 때 ETSI11)를 빼놓을 수 없다.
ETSI는 EC 집행위원회12)가 1987년 발행한 ‘전기통신서비스 및 기기를 위한
공동시장 형성에 관한 녹서13)’를 토대로 1988년 3월 설립되었으며,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에 자리잡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ETSI의 표준화 영역은 북미나 아시아 지역에 비해 굉장히 범위가 넓고 다양한데,
유럽 및 유럽과 연계된 여러 회원사의 요구뿐 아니라 EU로 통합된 단일
유럽시장의 정보통신 기술표준까지 모두 개발하고 있으며, GSM14) 및
3GPP로 대표되는 무선분야와 ISDN15)의 고정통신망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CEN16)과 CENELEC17), 그리고 EBU18) 등과 협력하여
방송 분야의 표준화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11) 유럽전기통신표준기구.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1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3) Green Paper on the Development of the Common Market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Equipment, COM(87)290, 30 June 1987
14)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15)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16) 유럽표준화위원회
17) Committee European de Normalisation Electrotechnique 유럽 전기 표준화 위원회
18) European Broadcasting Union 유럽 방송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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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I는 세계 약 65개국에 걸친 총 900여 회원사19)를 보유하고 있어 준국제
기구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회원사의 법정 분담금(statutory contribution)
과 표준 관련 문서의 판매, 그리고 EU 및 EFTA20)의 자발적 분담금을 주요한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미나 아시아 지역의 표준화 활동에 비하여 훨씬 체계화된 표준화 조직과
추진 절차를 갖추고 있는 ETSI는, 범세계적으로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겠다는
강한 전략적 의지를 갖고 있다. 특히 표준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도, 절차,
내용 등을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시아나
북미 지역과는 다르게 표준화 추진과정에서 유럽지역 자체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는 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가까운 아시아 지역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시아 지역의 정보통신분야 표준화 활동 역시 세계적 흐름과 비슷하게 80
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에 본격적인 체제를 구축하였다. 1990년대 후반,
나는 아시아지역의 전문적인 정보통신분야 표준화 기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논의하던 ‘아태지역 정보통신표준화기구 설립 위원회(APT)’의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다. APT21)는 UNESCAP22)의 주도로 만들어진
아태지역 국제협약기구인데, 이는 추후 아시아 지역 표준화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당시 표준화 기구 구축에 대한 주요국의 의견은 ETSI와 유사한 기구인 가칭
ATSI23)를 설립하자는 측과 비용절감 등을 고려하여 APT 산하 표준화 조직
으로 ASTAP24)을 신설하자는 두 가지로 의견으로 나뉘었다. 수차례 협의
19) 우리나라에서는 준회원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998.11월 가입)과 삼성전자(영국)과 LG전자(프랑스)
등이 유럽지사를 통하여 참여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의 약 60개사, 캐나다 15개사, 중국 15개사에 수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20) 유럽자유무역연합
21)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Asia Pacific Telecommunity.
22) 유엔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23) 아태정보통신표준화회의. Asi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24) APT STAandardiz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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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최종적으로 후자인 APT 산하에 ASTAP을 신설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정보통신표준화는 대부분 ASTAP를 통해서
추진되었다.
초대 ASTAP 의장은 ITU TSAG25)의 의장을 역임했던 호주 출신의 호톤 박사
(Dr. Bob Horton)가 맡았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ITU 표준화 제도 및
절차를 많이 받아들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제도와 절차가 ITU와 유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PT 회원국들인 아시아 지역 회의 참석자들의 성향과
문화는 크게 달랐기 때문에 서양 국가들이 주도했던 ITU 표준화 문화와는
상당히 다른 면들이 적지 않았다
우선, 아시아지역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내성적인 성향이어서, 표준화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했으며, 두 번째는 세계 3분의
1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인 만큼 참석자마다의 성향과 문화가 매우 다양하여
국가별 특성에 따라 협력이나 설득의 방식이 크게 달랐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세 번째는 많은 참석자들이 공개적인 회의장에서의 논의나 토론 보다는
대체로 개별적인 비공식 접촉 등을 통한 설명이나 지지 요청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와 참석자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아시아 지역의 표준화
활동을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국가와 문화, 관심사 등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교류를 통해 서로 간의 이해와
믿음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나면, 다소 무리한 제안이나 지지 요청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 중 한･중･일 등 몇몇 나라를 빼고는 아직까지 국제표준화나
그 절차 및 중요성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로 회의에 참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친절한 설명을
전해준다면 공감대의 형성은 물론, 표준화 작업의 성공적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25) 정보통신표준화 자문반.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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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진 주체들이 참여하여
공통된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그런 만큼 국제표준화 활동에
있어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와 사고방식 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로를 알고 이해한 만큼 더 가까워지고, 이를 통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기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충분히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간략하게나마 전한 지역마다 다른 표준화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향후 우리
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활동을 좀 더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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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국제표준화

개성 넘치는 한･중･일 사이에서
나재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본부 전문위원
ITU-T SG17 WP4 의장

개성 뚜렷한 한･중･일 문화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구심점으로 활약하길 바란다

다른 표준화 기구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난 수년 동안 ITU 내에서는 한･중･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기고서의 대부분이 한･중･일
에서 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고서의 질은 또 다른 이슈라 치더라도, 그
양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한･중･일
간의 표준협력을 위한 CJK26) 표준 협의체와 ASTAP27) 표준 기구의 활동은
두드러지고 있다.
표준화 활동을 할 때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적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우선 중국의 경우, 한 명의 표준 전문가가 다수의 표준 기고서를 들고 와 표준
회의장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발표와 논쟁을 한다. 그 모습은 마치 대학
강의실을 시간표 따라 쫓아다니는 것처럼 바빠 보인다.
반면 일본 전문가들은 회의 전에 모든 기고서를 검토하여 전략을 짠 뒤 참석
한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하면 자신의 보따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
공격을 한다. 대개 협력을 하거나, 칭찬을 하는 것은 드물다. 그렇게 논쟁
하던 중,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회의 전체가 혼돈에 빠진다. 한 예로
26) 한･중･일 IT표준협력회의
27) Asia-Pacific Telecommunity Standardization Program 아태 정보통신 표준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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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참석했던 표준회의에서, 일본이 주장한 내용이 관철 안 되고, 현장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준비한 내용과 다르게 결의 한 적이 있었다. 그 순간
일본은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뭔가 다급히 대응하는 것 같았다. 알고
봤더니 본국에 연락해 관리인에게 회신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때는 폐회를
바로 앞둔 시점이었지만, 현장에 있는 일본 전문가들은 협의권이 없고 본국의
지시만을 기다렸다. 회의 현장의 일본 대표 HoD(Head of delegation)가
모두에게 조금 더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니 다들 예의상 기다리긴 했는데,
그런 일본의 전문가들이 안쓰럽게도 보였다.

제16차 한･중･일 IT표준협력회의(CJK IT Standards Meeting) / 2017년 8월

다년간의 한･중･일 업무 경험을 통하여 재밌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본은 목표를 설정하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진행 절차를 정확하게 준비
해서 그에 따르는 인력을 배치한다. 만약 전문가가 부족한 분야가 있으면
외국인을 귀화시켜서라도 영입해 배치한다. 그러다가 계획했던 절차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 전문가는 회의 중에도 당차게 이슈를 제기한다. 처음에
이런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땐 아주 멋있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오로지 형식
에만 고정되어 있는 일본인의 모습이 힘들어 보인다. 이 같은 그들의 문화는
초겨울 도쿄 거리의 사무직 복장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그리 춥지 않은 날씨
이지만 흰 드레스 셔츠와 검은 양복, 거기다 오버코트까지 껴입은 채 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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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땀을 흘리는 그들은 절대로 겉옷을 벗지 않았다. 정해진 절차와 형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해외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 건의 기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
듯하다. 부 라포처도 자신이 속한 연구과제(Question)에 지속적으로 있지
못하고, 시간표를 작성하여 여러 이슈를 대응하며 활동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그래서인지 기고서 내용의 깊이가 부족하고, 참신하거나 알차고
탄탄하지가 않다. 문서에 항상 지적사항이나 수정할 것들이 눈에 띄다 보니,
회의 중에 논의거리를 제공해 주어 고맙게 느껴질 때도 있다. 이런 중국인
들과 작업을 할 땐, 그들의 중화사상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는데, 같이 식사라도 하면 서로 친밀하게 연결되어 나의 일을 그들이
돌봐주고, 또 그들의 일을 내가 돌봐주어야 하는 무언의 줄이 생긴다고 생각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부족한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보충해주고, 채워
주고, 진행을 순조롭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즉 모든 건 중국인 자신들 중심
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일본과 대조해 볼 때 중국은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를 안 한다. 목표에 대한 스펙만 설정하면 해결할 인력이 넘쳐나니
그렇지 않을까.
중국은 누구의 도움 없이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식이고, 일본은 타국을 믿지
않는다.
한국은 이러한 중국, 일본과 또 다른 문화를 갖고 있다. 국제회의에 참석한
한국대표단은 모두가 비상하고, 열심히 준비하며, 때론 유연하고, 때론 똘똘
뭉친다.
이처럼 개성이 뚜렷하니 3국간의 표준화 협력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하다.
그 안에서 때로는 한국의 역할이 아쉽게 느껴질 때도 있다. 한･중･일 이 협력
하면 거대한 힘을 구축할 수 있는데, 그 구심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타래를 잘 풀어서, 우리나라가 표준화 활동의 진정한 용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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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또 같이
이규명
KAIST 겸직교수
ITU-T SG13 WP 의장 / SG13 Q16 및 SG20 Q4 라포처

때로는 라이벌로 때로는 협력관계로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는 한･중･일 국제표준화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한다

내가 ITU-T 표준화 활동을 시작한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는 광대역 컨버전스 네트워크(BcN28))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ITU-T에서는 BcN을 차세대 네트워크(Next Generation Network)이라는
이름으로 표준화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네트워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였기에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에서도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진행
하는 분위기였다. 그 상황에서 ITU-T 활동을 주도했던 아시아 3국(한･중･일)의
표준담당기관이 연합하여 CJK29) 표준화 협의체를 만들게 되었고, 국제표준화
이슈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출발을 이루기도 하였다.

한･중･일의 표준화 활동!
ITU-T 표준화 활동에 있어 사실 한･중･일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과 계획을 갖고 있었다. 워낙 3국의 특징이 뚜렷하기에 떨어뜨려놓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지만, 3국은 서로의 이해관계도 많고, 다르면서도
함께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에 결코 먼 타인으로 둘 수는 없는 관계이다.
28)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통합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통합 네트워크
29) 한･중･일 IT표준협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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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참여중인 ITU-T SG13과 SG20에선 한･중･일에서 제안하는 기고서의
숫자가 상당히 많기에 이제는 한･중･일에서 주도한 표준화가 ITU-T 전체 표준화
결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이처럼 점점 더 강해지는 한･중･일 표준화 활동의 세부적인 특징을 아는 것이,
어쩌면 앞으로 국제표준화가 나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겪은 3국의 특징을 한번 나눠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은 회원국 중에 가장 많은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시켜왔고, 대부분의
권고안 개발에 직접 에디터십을 가지고 참여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Huawei,
ZTE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 China Telecom, China Mobile, Chaina
Unicom 등의 통신사업자, 거기다 학계, 연구소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표준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상당히 괜찮은 권고안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
하게 너무 많은 권고안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한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들어서는 비교적 젊은 연구인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배우면서
표준화 활동을 이어가는 듯하다. 어쨌든 간에 중국은 점점 더 많은 표준
전문가 풀을 만들어나가고 있으며, 또 상당히 많은 그룹에 의장직을 수행
하며 표준문서 개발에도 매우 적극적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중국 표준화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관철시키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자국 참석자끼리 단결되어 끝까지 원하는
방향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단합한다는 것이다. 대단한 선동력이며,
결속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관심 있는 주제라면 국가 연구기관인 NICT30)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권고안 개발에도 직접 참여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
하지만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서는 각 그룹별로 담당자를 정하여 비교적 적은
숫자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킨다.
물론 NTT31)와 같은 통신사업자와 NEC32), Toshiba, 후지츠 등의 글로벌
30) 일본정보통신연구소
31)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일본 전신 전화 주식회사.
32) NEC Corporation 일본의 통신, 전자기기 종합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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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꾸준히 ITU-T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꾸준히 전체
표준화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전략적으로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의장단 역할을 통해 표준 개발을 주도하기도 한다. 내가 지금까지 겪어
보았던 일본 표준전문가들은 일단 표준문서의 에디터를 맡으면 정말 체계적
으로 기고서를 준비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
하였는데, 이런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
그런가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통신사업자 중 표준화에 적극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부 주도하에 ETRI33) 같은 연구소와 학계 전문가
들이 많이 참여하여 의장단 및 에디터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 정부 주도 하에 오랜 기간 표준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이 펼쳐졌고, 이제는
상당히 많은 표준전문가가 확보된 상태이며, 나름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표준화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미･중 기술패권 다툼에 우리나라는 크게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중･일 표준화 문화는 앞으로 더 무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때로는
라이벌로, 때로는 협력관계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한･중･일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더욱 뛰어난 표준이 많이 탄생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33)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Chapter 01 국가는 표준화를 싣고 달린다

35

일본의 국제표준화

작은 것의 힘!
초소형 위성 국제표준화 프로젝트
오지선
KAIST 박사과정

시작은 작지만 커다란 효율을 만들어낸 우주산업!
우리나라 역시 도전을 멈추지 않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지방 어느 도시에서 작은 지진만 발생해도 긴급 속보가 뜰 정도로
비상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지역 특성상 잦은 지진과 해일 등의 자연재해를
오랜 기간 겪어왔기에, 그 대응이 굉장히 체계적이다.

지난 2001년,
나는 1년간 교환학생으로 일본 홋카이도에서 지냈는데, 그곳은 다행히 지진이
없는 조용한 지역이었지만,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 대처를 위한 일본의 조기교육이 워낙 철저해서
놀랄 정도였다.
일본 어린이들은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지진 대응 방법을 배운다고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때 메고 가는 책가방인 ‘란도셀’은 굉장히 무겁고
두꺼운 가죽으로 만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지진이 났을 때 머리 위에 두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니, 일상 속 모든 것들이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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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본 정부는 지진에 대한 대비를 완벽에 가깝게 하고 있다. 1961년
재해대책기본법이 제정되며 내각부 아래 중앙방재회의(中央防災会議)가
설치되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각 현 및 지자체, 기업들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져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의 대처가 굉장히 발 빠르다. 일본
국민들은 그런 정부를 굳게 믿고 있어서일까? 혹은 그들의 국민성 때문일까?
웬만한 지진에는 꿈쩍 않는 일본인들이 신기해 보인다.
하지만, 자연재해를 일상으로 생각하던 일본도,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어마어마한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일본에는 대지진과 함께 엄청난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폭발까지 일어났으니, 동쪽 국토 대부분은 폐허가 되고
말았다.

사고 후 아비규환.
그런데, 그 울부짖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국토의 80% 이상
통신이 두절되었기 때문이었다. 사고가 일어난 후 가족들과 생사 확인이 안
되고 모든 게 가늠이 안 되니 피해가 커질 뿐 아니라,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도
더 커졌던 것이다.
이 엄청난 상황을 겪은 후 일본은 재해 상황에서도 통신이 유지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두게 되었다. 무엇보다 통신이 유지되어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일본이 주력하게 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연락이 가능하게 만드는 네트워크였다.
지상의 인프라가 완전히 상실된 상황에서도 통신이 유지되는 네트워크!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그 해답은 ‘우주’에 있었다. 지상이 다 멈춰도 ‘위성통신 시스템과 연계한
초고속 무선통신 네트워크’가 있다면, 서로 연락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위성과 우주 주권의 확보 및 유지’
이었다.
이에 일본은 ‘통신을 위한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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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존에 개발되었던 위성은 대부분 중대형 위성이며, 국가나 글로벌
대기업 주도로 만들어진 군사용이 많았다. 게다가 위성을 만들기 위한 금액도
어찌나 비싼지 위성의 몸값이 위성보다 먼저 하늘 높이 올라갔고, 정부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킨 곳만 우주개발의 헤게모니를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
했다.
이러다 보니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술과 저가격, 고품질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초소형위성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초소형위성 개발을 위한 표준화’이다.
이것이 완성되면 우주개발 기술을 오랫동안 축적해 온 중소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대형위성의 획일화를 파괴하며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돌아봐도 무엇이든 뚝딱 잘 만들어냈던 일본은 표준화의 완성
전에, 일단 그간 중대형 위성을 제작해 온 노하우를 발판 삼아 초소형 위성을
만들기 시작했다.
2012년 탄생된 초소형 위성들을 살펴보면, 가로, 세로, 높이 10㎝ 혹은 20㎝인
정육면체로 무게는 약 1㎏밖에 안 되었다. 게다가 제작비가 3천만 엔부터 1억
엔 정도로 중대형위성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지만,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었다. 그 비결은 바로, 초소형 위성임에도 중대형 위성 중심의 신뢰도 및
노하우에 기반하여 작업을 했기 때문이다.
초소형 위성은 무게도 가볍고,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신뢰도
인증은 생략이 가능하며, 또한 발사체와 위성의 연관성 문제도 거의 없다.
그러므로 발사 로켓에 의존하지 않는 설계, 검증, 시험 프로세스가 도입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배제하는 것이 아닌 중대형 위성이 가진
탄탄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철저히 작업을 하였기에, 작지만 알찬 위성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탄생된 일본의 초소형 위성 5기는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100일
동안 궤도를 돌았는데, 그 중에서 와카야마대와 도호쿠대가 개발한 ‘RAIKO’는
카메라로 지구를 촬영해 지상에 내보내는 동시에 통신기기 고속 데이터 통신
실험을 담당했었다. 굉장한 결과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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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표준화 규격을 만들어야
초소형 위성의 주도권을 쥘 수 있기에, 일본은 초소형 위성 표준화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게 되었다.
2011년 9월에 시작된 초소형 위성 표준화 프로젝트인 NETS(Nano-satellite
Environment Test Standardization)는, ‘큐슈공업대학’과 ‘기준인증 이노
베이션기술연구조합’,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우주개발유한회사’ 4개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름하야 ‘NETS 프로젝트’로 불리었다. 이는 일본 정부
경제산업성의 ‘아시아 표준 인증추진 사업비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초소형 위성 시스템의 시험방법, 초소형 위성 탑재 기기의
시험방법, 초소형 위성 시험 문서체계, 이 3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ISO 국제
표준 규격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NETS 프로젝트’에서 추구하는 초소형 위성 표준화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우주환경 시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산업
참여자를 늘리고, 실제 적용, 실행 가능한 환경시험 지침도 제공하여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하는 것이다. 둘째, 풍부한 기초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셋째, 전문가들 간의 단결 유지, 넷째, 모든 진행을 ISO의 WG(Working Group)
에서 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은 합리적으로 비용과 절차를 절감하는 동시에 신뢰도는 국제 ISO
표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
일본은 현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산학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표준화 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소형 위성
개발 및 표준화 노력은 우주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 친화, 안전･안심･
쾌적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사회 인프라가 될 것이다. 게다가
일본에서 국제표준 규격이 제정되면 초소형 위성개발 표준화에 참여한
일본의 중소기업들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우선권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
되기에 더욱 집중해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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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본은 2016년 11월 만든 우주활동
법을 통해 국가가 독점했던 위성 발사
등의 산업을 민간에 개방했다. 이후 여러
벤처기업에서 초소형위성 제작에 나서
기도 했는데, 직원이 10여 명인 벤처기업
악셀스페이스는 2017년 초소형 인공위성
‘호도요시 1호기’를 개발하여 그 위성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초소형인공위성 ‘호도요시 1호’

현재는 초소형 위성의 개발과 이용이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ICT,
전기전자 관련 기기와 초소형 위성이 앞으로 어떤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낼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만들어내는 우주산업
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니, 일본이 초소형 위성의 국제표준 규격을 완성하기 위해 경제산업성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 준비해오는 모습을 눈여겨보며, 우리나라 역시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면 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3개 통신환경(우주-지상-바다)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는 상황! 그것은 눈앞에 현실로 성큼 다가왔고, 바로
지금, 우리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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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트러짐은 없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일본
김태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ITU-T SG9 WP2 의장

타국의 장점을 잘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알찬 표준화 문화를 성장시켜나가길 응원한다

ITU-T SG9 및 IRG-IBB 등 내가 활동하는 곳에서는 일본의 표준전문가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 ITU-T에서 일본과 처음으로 같이 표준화 활동을 하게
된 건 당시 일본이 주도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던 표준과제에 공동
에디터로 참석하면서부터였다. 표준 업무 외적인 일본인의 문화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도 그때쯤이다.

2009년 스위스 제네바
공동에디터로 함께 작업을 하던 KDDI34) 멤버와 토의를 하다가 생각보다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일본 대표단은 나에게 “점심식사를 하러 갈 건데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같이 가겠습니까?”라고 물어보기에, 나는 흔쾌히
승낙을 했다. ITU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는데
일본인들은 역시 타인이 먹는 메뉴에는 관심이 없었다. 각자 먹고 싶은 것만
주문한 뒤, 계산기로 정확히 N분의 1 나누어 센트(cent)까지 받아 지불하는
모습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34) KDDI Corporation 일본의 전기통신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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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습이 일반화되어 이상하지 않지만, 그 당시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은
아니었다.
일본인과의 식사얘기를 먼저 꺼낸 것은 일본인들이 공동체적인 특성이 많기
때문이다. 식사를 할 때도 회의를 할 때도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참석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느꼈다. 물론 우리나라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끼리
같이 식사를 할 때가 있지만 일본은 그 정도가 훨씬 심했다. 이러한 스타일이
일을 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았다.
이처럼 표준화 활동을 하며 내가 느꼈던 일본 표준화 문화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체계적인 시스템 내에서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체계적인 이라는 표현보다는 조직적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다. 표준
화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마치 반항은 전혀 모르는 모범 학생들처럼, 하나의
조직문화 안에서 빠르게 행동한다. 예를 들어, 동시간대 여러 Question35)
에서 표준화가 진행된다면, 일본은 사전에 인원을 적절히 배치해서 가능하면
모든 회의에 적어도 한 명 이상 참석해 내용을 참관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만든다. 그 과정에서 만약 추가 대응이 필요한 과제가 생기면, 다수의 사람이
그 과제에 몰려가 기고서 TD 문서36)나 리포터에 반드시 의견을 포함시키기
위한 단체행동을 펼친다.
또한 일본 표준전문가들이 의장단에게 배정된 회의실에 모여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전략 짜는 걸 여러 번 보았는데, 이는 참석한
회의를 파악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본인들이라고 해서 이견을 내놓는 사람이 아예 없진 않을 것이다.
그래도 경우에 따라 섹터 멤버간의 이견은 있지만, 격렬한 논쟁은 되도록
피하며 입장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가진 섹터 멤버의 의견이 반영된다. 일본 표준 전문가에 의하면, 일본이
표준화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장의 상황이기에, 파워가
있는 기업의 발언권이 우선시된다고 한다.
35) ITU 내에 특정 주제를 다루는 소규모 회의체
36) Technical Document 기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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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표준화를 진행할 때 관련 연구단에게 연락해 지지를 이끌어내는 움직임을
보인다.
일본은 ITU-T에서 표준화를 진행하면서도 ITU-R 또는 IRG 등에게 연관
내용에 대한 문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취하려는 듯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ITU-R 연구반 의장이나 IRG의 의장이 일본인이라면,
우연의 일치일까? 마음속 의심은 생기지만, 어찌됐든 간에 외부에서 볼
때에는 진행하는 표준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이 매우 공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 외에도 논쟁을 원하거나 의견이 필요한 경우, 혹은 연구반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가 불편한 경우에는 자기들을 대신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른 연구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내가 본 일본의 표준화 문화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철저하게 준비
하고 진행한다는 느낌이 많았다. 개인적이고 타인에게 폐 끼치는 걸 싫어
하면서도, 자신들의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하며 단체 행동을
하는 모습! 표준화 뿐 아니라 일본인들의 다양한 문화에서도 이런 모습은
드러난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일을 추진할 때 보여주는
장점을 잘 받아들여 대한민국만의 알찬 표준화 문화를 성장시켜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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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제표준화

1907년 헤이그 2018년 제네바
오성준
고려대학교 교수
ITU-R Working Party 5D 및 관련 회의 국가대표

1907년 헤이그 특사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며
우리나라 국제표준화 활동을 이끌어준다

전기 통신의 개선과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정부 간 국제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ICT
표준화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기구일 것이다.
나는 2008년부터 무선통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ITU
회의에 참석해 오고 있다. 중간에 3년 정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적도
있지만, 대체로 1년에 3-4차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ITU본부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왔다. 물론, 2020년 2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는 온라인
으로만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제네바에 다시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제네바 ITU 본부(사진출처 블로그 ellru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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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회의가 펼쳐지고 있는 제네바에서의 일상은 매일 아침 ITU 본부 건물로
출근을 하며 시작한다. ITU 본부와 마주보는 곳에 UN본부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다리 한쪽이 잘라진 큰 의자가 놓여있다. 이것은 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상징물로 제네바의 랜드마크이다.

UN 본부 (출처: 블로그 ellruah)

또한 이 의자가 위치한 곳은 커다란 광장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은 특별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UN의
목적에 걸맞게 그 광장에서 약소국 민족, 나약한 단체 등이 억울하게 겪는
일에 대해 시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ITU 건물
밖으로 나와 UN 앞 광장을 지나다
보면 내가 잘 들어 보지 못한 소수
민족 혹은 단체들의 시위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요즘 세상에 UN 광장에서
시위를 하며 알릴 일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뉴스에서
접하지 못한 내용들도 광장에 등장
하는 것으로 보아,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구나 싶었다.

UN 본부 앞 상징물 Broken Chair (출처: 블로그 ld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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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자의 날 기념 UN 광장 행진 (출처: 환경부)

그런데,
문득 UN 광장을 지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우리나라 관련한 일은 여기 없었는가?’
그러면서 UN은 아니었지만, 1907년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던 헤이그 특사 세 분 –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분들이 떠올랐다.
헤이그 특사 세 분은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려 하셨으나, 공식적인 대표단이
되지 못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지금 시대로 말하면 바로 UN 광장에서
시위를 했을 것이다.
1907년 헤이그특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회의 참석 준비를 한 분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당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이고,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역할과 업적이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회의 대표단과 비슷한 점이 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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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특사 왼쪽부터 이준, 이상설, 이위종>

ITU회의에 참석하는 대한민국 대표단에는 수석대표가 한 명 있는데, 보통
정부의 공무원이 담당을 한다. 헤이그특사 중 이상설 선생이 바로 벼슬을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었고, 세 분 중에서 수석대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장 있는 역사적 사진에서 앉아계신 분이 이상설 선생이다.
그리고 을사늑약이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법적으로 설명한
당시 검사였던 이준 열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표준전문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위종 선생은 당시에 통역을 담당했다고 하고, 나이도 20대
초반이었다고 하니, 아마도 대표단의 막내로 여러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예상하는데, 오늘 날로 얘기하면 담당 사무국인 TTA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어느 회의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중요한 결정을 위한 협상은 공식 회의장이
아닌 복도에서 혹은 비공식적인 티타임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늘 날 이러한
비공식 회의를 offline discussion 이라고 한다. 헤이그 특사가 의견을 피력
하게 된 것도 이 offline discussion을 통해서였다. Offline discussion을
통해서만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했던 세 분의 고충과 억울함은 모두
헤아릴 순 없을 것이다. 결국 화병으로 순국하게 되신 이준 열사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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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움을 UN 광장에서 잠시 느낀 후 ITU 본부 지하에 위치한 회의장으로
가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ITU의 운영은 회원국들의 기부금, 분담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어떻게 분담이 되고 어떻게 기부를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ITU에서 감사를 표시하는 차원으로 기부, 분담을 많이 한 나라 국기를 진열해
놓았다. 30 units 기부는 미국과 일본, 20-25 units은 독일, 프랑스, 중국
그리고 10 units 이상에 이탈리아, 러시아, 호주,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스위스, 영국, 대한민국 등 총 14개 국가의 국기가 있다.
이 14개국들의 면면을 보면, 누구나 인정하는 강대국이거나, 인구가 매우
많거나, 영토가 매우 넓거나, 석유가 가장 많이 나거나, ITU 본부가 있는 나라
인데, 그 배열에 대한민국이 함께 한다. 대한민국은 인구가 매우 많은 나라도
영토가 매우 넓은 나라도 아닌 것은 분명하다. 누구나 인정하는 강대국,
선진국일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ITU와 관련한 전기 통신관련 산업으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나라 중 하나라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
세계평화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던 1907년 만국평화회의와 110년 이상 지난
현재 전기 통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열리는 국제 협력 회의인 ITU는
많은 점에서 다르다. 하지만, 1907년의 주요 국가들과 오늘날 주요 국가들은
거의 변함이 없다. 단, 대한민국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2018년 2월 ITU-R Working Party 4C는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회의였다.
특별히 이 회의에는 대한민국 대표로 나 혼자 참석했는데, 마침 나는 작은
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었다. 2018년 2월은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시점
이었다. 올림픽 개최국의 대표로 의장직을 수행하는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Ladies and Gentlemen, Good afternoon, This is Seong-Jun Oh, a
delegate from Republic of Korea”
나는 이렇게 회의를 시작하였다.
모든 회의 참석자는 내가 누구이고 대한민국 대표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후에 꼭 붙이고
싶은 인사말이 있었다.
“And I am a proud descendent of Mr. 이상설 이준 이위종.”

Chapter 01 국가는 표준화를 싣고 달린다

49

우리나라 국제표준화

따라쟁이에서 끌어쟁이로 변신한
대한민국 표준화
백종현
한국표준협회 위원
ITU-T 한국위원회 총괄간사

날이 갈수록 국제표준화시장을 주도해가는 대한민국의 힘!
앞으로도 무한 발전을 기대한다

표준은 공기와 같고, 표준화 활동은 공기를 생산하는 숲과 같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표준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한
매우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하게 되기까지 우리나라
표준화 역사는 켜켜이 쌓여왔고, 오랜 기간 발전을 거듭해 왔다.
우리나라 표준화의 시작은, 놀랍게도 곰과 호랑이가 마늘을 먹으며 동굴에서
백일 살아보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웅다웅하던 고조선 단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조선 시대에 8조금법(八條禁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는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 나폴레옹 시대 민법전과 더불어 고대인
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 규율을 표준화하여 보급한 형법으로 볼 수 있다.
고대에는 사람의 몸에 맞춰 주변 사물의 길이, 높이, 무게 부피를 재는 것을
표준화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내 코가 석자’,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같은 우리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측정의 기준이 우리 ‘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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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AD220～640)에 도입된 중국의 척관법
(尺貫法) 역시 신체의 일부, 혹은 자연물을 기준
으로 표준을 정했는데, 예를 들어 1척(尺)은
0.303m 정도이며, 이것은 ‘손을 폈을 때 엄지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의 길이’이다. 우리의
몸을 굉장히 세심하게 분석해서 길이를 측정
하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단위는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14세기에 토지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농지의 면적을 재는 것에
척(尺)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표준을 바탕으로,
세종대왕 시대에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여

<빗물의 깊이를 재는 자가 들어있는 측우기>

농업을 과학화하는 국가적 표준제도의 기원이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근대적 산업표준화는 조선말 고종의 ‘근대적 도량형 제도의 도입’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고종은 갑오개혁 시기인 1894년, 프랑스 파리의
국제도량형국(國際度量衡局)37)에서 백금 90%, 이리듐 약 10%로 제작된
국제 미터 원기(原器)와 킬로그램 원기(原器)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
드디어 서양의 단위 kg이 들어온 것이다.

고종황제가 프랑스에서 구입한 킬로그램 원기 (오른쪽)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보관
37) 물리 측정의 세계적인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1875년 5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세계표준 유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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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시절인 1902년에는 평식원(平式院)38)을 설치하였고, 1905년에는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도량형법(度量衡法)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한 냥을 37.5g으로 정하게 되었다. 이후 1926년 2월, 조선 도량형에서
미터법이 채택되며 길이를 측정하던 척(尺)은 퇴장하게 되었다. 고종이
국제적 표준인 미터법을 도입 한 것을 보면, 표준을 혁신과 개혁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직후 우리나라의 표준화는 농산물의 품질을 안정화 시켜서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이루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공공 인프라 부분으로 확대
되었는데, 1949년 8월 농산물 검사법의 제정으로 농산물의 중량, 등급, 포장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철도 등 공공사업 분야에서 자체
표준화가 착수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의 표준화 활동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내수품과 수출품의 표준화와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1961년 9월 ‘공업
표준화법39)’이 제정되었으며, 그 해 10월 상공부 표준국40)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1963년이 되어 정부 주도로 ‘KS표시허가제도’가 실시되었고, 같은
해 IEC, ISO 등 국제기구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표준을 최초로 국제 사회에
소개하는 것도 정부가 주도하게 되는데, 즉, 국가의 ‘공업 표준화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공업표준의 기본이 되는 전달규격(용어, 기호, 단위, 수열
등), 방법규격(시험･분석･검사 및 측정방법, 작업표준 등)과 같은 기본규격이
제정되었고, 가발, 고무신, 연탄집게, 연탄구멍 수, 전구 등 서민의 삶과 직접적
으로 관련된 표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상품의 품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표준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목적이었다.

38) 1902년 도량형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궁내부 산하 관청
39) 합리적인 공업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광공업 제품의 품질 개선과 생산 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1992년 12월 8일 산업 표준화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40) 주요업무는 광공업제품의 표준에 관한 사무와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관장. 1961년 10월
2일 설치되었다가 1973년 1월 16일 중앙계량국, 국립공업연구소, 국립공업연구소, 전기통신연구소, 국립지질조사소,
국립광업연구소와 통합하여 공업진흥청으로 발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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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공업 표준화가 주를 이루는 와중에 민간
에서 거의 유일 무일한 표준 논쟁이 발생
했는데, 이는 바로 ‘한글타자기의 자판
표준화’였다.
최초의 한글타자기는 1914년 재미 교포인
이원익 씨가 로마글 타자기에 한글 활자를
붙여 개발한 다섯벌식 세로쓰기 타자기이다.

이원익 한글타자기

광복 후 한글타자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병원 안과의사인 공병우 씨가
만든 3벌식 타자기와 개인발명가인 김동훈 씨가 만든 다섯 벌씩 자판 타자기가
경쟁을 하게 되었다. 3벌식 타자기는 속도는 빠르지만 글씨가 예쁘지 않았고,
김동훈식 타자기는 속도가 느리지만 글씨가 상대적으로 미려하였다.

<공병우 타자기>

<김동훈식 한글타자기>

1968년의 문교부 통계에 따르면 행정기관에서 사용되는 11,163대의 타자기
중 공병우식 타자기가 6,702대, 김동훈식 타자기가 4,264대, 그 외 타자기가
197대로 양 타자기의 경쟁은 치열했다. 마치 1980년대에 벌어졌던 VHS
비디오와 베타방식 비디오 간 전개된 표준전쟁처럼 양대 산맥의 활약은
양보가 없었다. 또한 당시 상공부에서는 타자기의 글자판 표준화 작업을,
문화공보부에선 자동식자기의 글자판 표준화를, 과학기술처에선 컴퓨터의
글자판 표준화를 추진하여. 한글 자판을 둘러싸고 최초의 부처 간 표준화
주도권 경쟁이 나타나기도 했으니, 지금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컴퓨터의
한글자판이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님을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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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접어들면 우리나라는 ‘제3차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기존의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자동차, 전기 전자 등의 중화학 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특히 중화학 공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해외 도입설비 및 기술 등에
대한 국제표준의 활용이 꼭 필요했다. 그리하여 한국표준협회는 해외 표준화
기구와 계약을 맺어 주요 해외표준 및 규격 보급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본의 JIS41), 영국의 BS42), 독일의 DIN43) 등 해외 교역국의
표준을 답습하던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에 국제표준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산업 표준화 수준이 월등히 향상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니 우리
기업들의 기술능력은 날로 높아졌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우리 산업은 본격
적인 패스트팔로어44)로 우뚝 서게 된다.
1980년대는 1970년대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정치적
격동기의 시대였다. 198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경상수지 적자폭과
실업률로 우리나라에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다. 또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이 발효되면서 ‘모든 나라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표준과 규제 체계를
갖추라’는 대외 통상의 압박도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GATT의 무역 기술장벽협정(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에 가입하여 국제표준화 관련 통상 압박에 대응하였으며, KS 역시 국제
표준과의 합치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화 사업을 본격 추진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맞게 된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우리
나라 표준화 사업에 전환점을 제공하였는데, 우선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된 것을 계기로 스포츠 분야의
국가표준 제정 및 운동용구 등 관련품목의 국제
규격화가 신속히 이루어졌으며, 제2의 중동지역
건설 붐에 발맞추어 건축자재 표준화 및 자원, 에너지
분야의 표준 제정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41)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의 국가규격
42) British Standards 영국표준규격
43) Deutsche Industric Normen 독일의 공업규격
44) 새로운 제품,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 또는 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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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시기에 국가 정보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
활동의 중요성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표준연구
센터가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정보통신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의 전진기지로
활약 중이다.
1990년대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 무대에 데뷔하여 정보화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헌법
제127조 제2항 ‘국가는 표준 제도를 확립한다’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1999년 ‘국가표준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한 국가표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표준화 활동의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 당시 사이버코리아2145), 유비쿼터스-코리아(U-Korea)46) 등 각종
정보화 정책이 입안되어 산업 전반에 확산되었으며, 제조업의 스마트화도
주요 정책 아젠더로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정보통신기술 국제표준화를 촉진
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국내외 표준체계 정비,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 등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처럼 과거 국제표준화 활동 따라잡기에서 벗어나 세계 4강의 표준 선진국
으로 도약하기 위한 각종 시책이 마련되자, 통신 분야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물론, 전기, 전자, 반도체 등 1980년대 이후 산업 육성 정책을 펼쳐왔던
제조업 분야의 표준화 성과도 두드러졌다. 특히 MPEG 분야, 반도체, 디스
플레이, 네트워크, 정보보안 분야 등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표준화 성과의 대부분을 창출하고 있으며 국제
표준화기구(ISO/IEC) 의장, 간사, 컨비너 수임 수도 2007년 이후 매년 증가
하는 추세이다.

45) 2002년까지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이뤘던 정보화정책
46) 모든 자원을 지능화하여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어떤 서비스의 제공도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산업생산성을 증대시키며, 공공서비스의 혁신 및 투명성이 높아진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

Chapter 01 국가는 표준화를 싣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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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연도별 임원 수임 현황]

[국가별 ISO 간사 수임 순위(한국 10위)]

[국가별 IEC 간사 수임 순위(한국 7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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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돌아보면, 200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는 대체로 주요 교역국의 표준과
국제표준을 수용하는 역할만 했지만, 2000년대 이후 ICT를 중심으로한
표준화 활동과 이미 강점으로 갖고 있던 제조업 분야 고도화에 따른 신규
표준화 수요 발굴 및 대응체계가 갖추어져 더 이상 표준화 따라잡기를 할
필요 없고, 주도하기 전략으로 나가게 되었다.
단지 따라하면 뒤처지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은 편하다. 반면에 무언가를
주도해 나간다는 건 앞서고 있지만 책임감도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표준의
‘주도하기 전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학계와 연구계 뿐 아니라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도 필요하며, 더불어 정부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도 병행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오랜 시간 노력하여 이 자리에 선 만큼, 우리나라 표준이 앞으로도
더 성큼성큼 달려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한다.

참고자료

➊ 지식경제부(2011) 산업표준화 50년사, 1961년-2011년
➋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2015) 테마로 보는 역사- 한글 고유의 의미를 담고자
했던 노력- 한글자판의 역사
➌ 산업통상자원부(2019) 기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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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국제표준화 협의체

표준화는 안면장사!
친구이자 전략적 협력 관계
구경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본부장
(현) 한국ITU연구위원회, ITU-T연구단장

표준화 성공엔 지속적인 안면장사로 의한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
표준화 역시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은가

ICT 표준화협의체는 표준화 정보공유 및 기관 간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협의체는 일반적으로 양해각서47)를 통해 구성되는데, 역사가 가장
오래된 세계표준협력회의48)와 한･중･일 IT표준협력회의49)가 대표적이다.
표준화협의체 회의 대표단은 표준개발기관50)의 기관장이나 사무총장이 수석
대표(HoD)이며, 담당 사무국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한다. 때문에 사석
에서 각 기관 및 국가의 표준화 방향성과 전략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만의 문화와 개인의 성격까지 알 수 있다.
나의 경우, 2000년 중반에 알게 된 전문가들과 현재까지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 몇 분은 최근에 은퇴하였고, ETSI(유럽), TTC(일본), CCSA(중국)의
경우에는 거의 15년 이상을 알고 지낸 분들이다. 그들은 모두 승진하여 현재
기관을 대표하거나 고위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47)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48) GSC: 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 1990.2. 현재 ITU, ISO, IEC, TTA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
49) CJK IT Standard meeting, 2020.6
50) SDO: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

60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실전편 Ⅰ 글로벌 표준화 문화 만나기

표준화 기구의 사무총장은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개발을 하거나 정책을
담당한 경험 많은 전문가가 임명된다. 그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
하고 통상 퇴직 연령까지 10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무국
직원들은 거의 이직이 없다. 이렇다 보니 한번 안면을 트고 지속적으로 유대
관계를 쌓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친분을 가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표준화
회의에서 전략적 협상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협의체의 표면적 목적은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이긴 하나, 잘 들여다
보면 그게 다는 아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하여 별도로 전략적 국제표준
개발 프로젝트를 만들기도 하고, ITU와 같은 공식표준화 기구 회의에서 상호
연합하여 공동 기고서를 발제하기도 한다.
3GPPs51), oneM2M52)와 같은 국제표준개발협력 프로젝트, ITU활동에 대응
하는 한･중･일 IT표준협력회의는 전략적 협력관계에 따라 추진된 예라고
볼 수 있다.
세계표준협력회의나 한･중･일 IT표준협력회의 초기 시절에는 음주가무가
곁들여진 순수 친목 모임의 성격이 다소 강했었다.
세계표준협력회의의 경우, 회의 결의(Resolution) 중 음주가무를 즐기는
다소 해학적인 면도 있었다. 심지어 한･중･일 IT표준협력회의의 경우에는
삼국 대표들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모두 기절(?)한 적도 있었다.
나 역시 음주가무를 즐기던 때가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2006년 5월,
시카고에서 있었던 제11차 세계표준협력회의 선상 환영회였다. 당시 유럽
(ETSI) 사무총장의 퇴임 선언을 듣고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었다. 노래는 만국
공통어라고 하지 않던가. 나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열창했다.
노래가 끝난 후 제목의 의미를 모두에게 설명해 주었고,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기억이 난다.
51) 3rd Generation Parternership Project: 전 세계 이동통신 관련 표준기관(TTA(한), ARIB/TTC(일), CCSA(중)
ETSI(유럽), ATIS(미), TSDSI(인))들 간의 국제 공동 이동통신표준개발 프로젝트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IMT-2000(3G), IMT-2020(5G) 권고를 개발
52) 사물통신(M2M) 분야 국제표준화를 위해 전 세계 IoT 관련 표준기관(TTA(한), ARIB/TTC(일), CCSA(중) ETSI(유럽),
TIA(미), TSDSI(인))들 간의 국제 공동 표준개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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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협의체에서 음주가무를 곁들인 끈끈한 친목도모만 하는 건 아니다.
전략적 협력의 경우 냉정하게 단합한다.
예를 들면, 이동통신 발전사에서 IMT-2000으로 명명되는 3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기술경쟁이 매우 치열하였다. 유럽(비동기식, ETSI)과 미국(동기식,
TIA)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동통신 전략프로젝트를 구성하려 했고,
마음이 맞는 세계표준협력회의의 회원기관에 러브콜을 보냈다.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양쪽의 러브콜을 받게 되었고,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양 국제프로젝트의 설립기관으로 참여하였다.
당시 한국의 경우 동기식 이동통신 방식인 CDMA53)의 최초 상용화 및 통신
강국으로 비동기식 분야에 대해 다소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재 마에스트로로 활동 중인 위규진 박사님의 풍부한 경험과 냉철한 판단
으로 비동기식 진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현재 3GPP54)의 5G시대를 맞이
하여 또 한 번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끌어낸 사례로 남았다.
oneM2M, 한･중･일 IT표준협력회의의 경우도 세계표준협력회의의 친분으로
TTA가 주도하고 창립멤버로 활동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말, 유럽(ETSI) 사무총장은 유럽집행위원회(EC)의 ICT 표준화 공동
협력프로젝트(InDiCo) 파트너로 TTA가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럽집행위원회간 표준화
협력 채널을 만들었다. 그리고 온라인 국제표준화 공동 워크숍을 3차례 개최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다.
또 하나의 일화는, 우리나라 전문가를 유럽(ETSI)에 파견하는 걸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이 있다. 이에 ETSI 사무총장은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승낙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COVID-19로 절차 진행 중 안타깝게
무산되었지만, 이렇듯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에는 한국과 TTA의 표준화 명성이
한몫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와 사무총장과의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53)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미국의 퀄컴에서 개발한 확산대역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
54)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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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활동에 있어 갖춰야 할 역량이라고 하면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은
기본일 것이고,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절차와 규칙, 그리고 체계에 대한 지식도
꼭 필요하다. 협상 기술과 영어 구사 능력도 표준화 활동에 있어 아주 중요
하다. 또한 사람과의 네트워킹도 빼놓을 수 없는 역량 중에 하나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능력이 아니다 보니, 오랜 세월을 통해 습득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표준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진입장벽이 다소 높다는 인식이
생긴다. 하지만, 누군가는 백발 비즈니스라고 우스갯소리를 한다. 이는 한
번 표준화 전문가가 되면 퇴직 후에도 활동을 할 수 있기에 나온 이야기다.
현재 외국이나 한국에서 퇴직한 후에도 여전히 표준화 활동을 하는 전문가
들이 많다. 내가 15년 이상씩 그들과 친분을 이어 올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번 잘 맺어 놓은 인연은 오래 이어진다.
그리고 그 인연이 표준화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기도 한다.
회의가 끝나고, 같은 그룹의 몇몇 전문가를 초청해 단출하게 식사를 대접
한다. 식사를 하며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새 전략적 대화로 넘어가기도
한다. 이는 매우 일상적인 표준화 회의의 특징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어색한 일이지만 말이다.
표준화의 성공에는 지속적인 안면장사에 의한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표준화 역시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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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 사실 표준화 기구

표준화 절차를 알면
활동이 수월하다
최미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언어지능연구실 책임연구원
(현) MPAI 부의장 / ITU-T SG16 라포처

표준화 기구의 절차를 습득하는 것은 내비게이션이 되어
활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때 길잡이, 혹은 절차가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 글의
제목만큼이나 자명한 사실이다.
나 역시 표준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새로 시작하는 일에 대한 설렘과 함께
두려움도 컸다. 다행히 먼저 표준화를 시작하신 분들의 도움으로 비교적 수월
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
내가 기존 전문가들에게 받은 도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화 주제 잡기
둘째, 회의에 참석하는 요령
셋째, 기고서 통과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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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여하고 있는 표준화 기구의 절차를 습득하는
것이다. 초행길도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사이
엔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해 있지 않던가!
이처럼 표준화 기구의 절차를 습득하는 것은 수행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를 따라가다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표준을 진행 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표준화 기구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
크게 ISO55)나 ITU56)와 같이 각 국가 대표의 투표를 통해 표준을 승인하는
공적 표준화 기구와 산업계에서 필요한 표준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IEEE57), W3C58), MPAI59)와 같은 사실 표준화 기구로 나눌 수 있겠다.
공적 표준화 기구와 사실 표준화 기구는 각각의 공인된 표준화 절차를
가지고 표준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기구의 절차를 잘 습득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주제를 가지고 표준을 개발했는데, 절차를 잘못지켜 표준화 완성이
지연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대부분의 표준화 기구는 절차를 잘 설정하고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여러 번의 세미나를 통해 절차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할 것! 하지만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단 한 번의 세미나로 모든 절차를 습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매년 열리는 자체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TTA60)에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던가.
표준을 신규로 제안하여 최종 승인받을 때까지 2~3년 시간이 필요하므로
55)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56)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57) 전기전자기술자협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58) 국제 웹 표준화 기구 중 하나. World Wide Web Consortium
59) 인공지능 국제표준화기구. Moving Pictures, Video and Data Coding by AI
6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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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차근차근 내용을 알아가고, 가이드 문서를 보면서 절차에 맞게
되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때, 한 가지 팁을 주자면 각 그룹의 간사를 잘 활용하라는 것이다.
기구마다 절차를 체크하고 확인해주는 간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기구의
정규직원들이어서 표준화 절차뿐만 아니라 표준화 활동 시 필요한 실제 정보
들을 많이 알고 있어 코칭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간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친절한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친절하게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나 역시 표준화 활동을 할 때 간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친분을 잘 쌓아
두면 질문하는 내용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자, 이제 표준화 절차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끝났는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신규 표준화 항목을 승인받는 일만
남았는데, 여기서 초보자들을 위해 나의 노하우를 알려주고자 한다.
더 집중하시길!
표준화를 시작하면 기고서를 통해 신규 항목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단계와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신규 표준화 항목으로 승인해주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보통은 두 가지 단계가 한 회의에서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초보자라면 두
번의 회의를 거치는 것이 포인트!
첫 번째 회의에서는 배경을 설명하는 기고서를 내고 발표 자료만을 준비한
후 이런 주제로 표준화를 하고 싶은데 참가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자문을
구하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겸손함’이다.
겸손한 자세로 발표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충고부터 상세한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과 추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 회의 참가자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려고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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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코멘트를 반영해 다음 회의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정식 신규 항목으로
제안하면 거의 반대 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때, 갭분석을 통해 기존 표준과의 충돌을 없애고 표준의 범위를 분명히
정할수록 신규 표준화 항목으로 승인받기가 더욱 쉬워진다.
그렇다면 국가별 이익 때문에 반대가 있는 표준항목의 경우에는 어떨까?
겸손함만으로 승인받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NO!
이때 필요한 것은 “내 편”이다. 내 편이 될 수 있는 국가 대표들에게 미리
연락해 표준화 항목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받아 기고서를 만들어서 제출
하면 승인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지금까지 표준화 절차의 중요성과 절차습득 방법, 그리고 신규 표준화 항목을
승인받기 위한 노하우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다.
나의 노하우가 표준화를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 좋은 내비게이션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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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JTC 1/IETF

누가 누가 더 잘하나
나재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본부 전문위원
ITU-T SG17 WP4 의장

특징도 다르고 참여해서 얻어가는 결과물도 다른 표준화 기구들!
사전 준비를 통해 알찬 ICT문화를 만들기 바란다

표준화 기구들은 저마다 그 절차가 상이하고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다.
국제회의의 본격 시작 전의 분위기부터 다를 뿐 아니라, 회의를 시작하면
진행 스타일도 차이가 있고,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온전히 전문가들만의
의견으로 표준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국가대표의 최종 결정으로 마무리 할
것인가에 따라 공적표준화기구61)와 사실표준화기구62)로 구분되기도 한다.
나 같은 경우는 IETF, ITU-T, ISO/IEC JTC1를 두루두루 경험해 보았다.
IETF는 인터넷을 대상으로 하며, ITU-T는 전신전화 통신을 기반, JTC 1는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출범했고 그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다. 각 기구마다 특징이 다르고, 그에 따라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조금은 노하우가 생긴 듯하다.

61) 국가 차원의 표준화 기관이 제정하는 표준, 개발속도는 느리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개방적이며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국제 표준
62) 기존 국제표준화 기구의 활동이 기술 발전을 좇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빠른 표준화를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설립된
포럼이나 컨소시엄분위기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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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인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는
회의를 가기 전 주고받는 이메일부터 논쟁이 불붙는다. 제목과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하여 아주 예리한 질의가 오고간다. 그러면, 메일로 받은 매 질문마다
성실히 답변을 하며 극복해야 한다. 질문이 많다고 절대 의기소침하지 말고,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 유효한 공격 메일을 보내면 인지도가 높아지고 활동
하기가 좋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논쟁이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쌓여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걸 또 일일이 답해야 하다니...’ 지쳐가는 마음이 커질 무렵, 들어간
대면 회의에서 워킹그룹 의장이 5분 발표 시간을 할당해줄 때! 진정으로
너무나 반갑다.
하지만 회의장에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공식적인 발표시간은 5분이라
하더라도, 마이크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질문에 모두 응답해주다 보면
30분에서 한 시간을 넘길 때도 종종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문서를 보완하여
버전을 거듭하고, 더 이상의 코멘트가 없으면 표준으로 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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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63)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Telecommunication)는
UN 산하의 국제표준화기구이면서 외교적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기고서를
회의 전에 제출하고, 회의기간 동안 검토를 하며 합의를 이룬다.
회의 초반에는 전문가들끼리 각 연구과제(Question) 안에서 진행을 한다.
회의장에서 손을 들어 발언 의사를 표시하면, 라포처(의장)가 발언권을 승인
해야 비로소 의사표명을 할 수 있다. ITU-T는 절차를 매우 존중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소중히 청취하고, 라포처(의장)는 의견을 잘 조정을 하여 문서의 품질과
완성도를 고려해 합의를 도출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들은 WP(Working
Party)를 거쳐 SG(Study Group) 총회에 회부되어, 최종 결정은 국가대표
수준에서 결의를 한다.
그리고, ISO/IEC JTC164)(ISO/IEC Joint Technical Committee One)은
국제 공적표준화 기구이지만 여타 공적표준화기구와 약간 다른 구성과
절차를 갖는다.
문서의 표준화 제정을 위한 단계가 있어서, 매 단계마다 전문가들이 기고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된 기고서를 기반으로 에디터는 코멘트(의견)를 수락 또는
기각을 사전 결정하고, 회의에서 논의하여 합의를 이룬다. 결정사항에 따라
작업 중인 표준 내용을 수정하며, 적절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의가 이루어
져야 다음 단계 진행을 위한 투표를 한다.
하위 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이, 상위 단계에서는 국가대표가 투표를 한다.
이런 기구들을 돌아보니, 전문가들은 표준화기구를 비교하여, 선호도를 표명
한다. 누구는 IETF를 표준화의 정글이라 하고, 또 누구는 JTC1이 진정 표준화의
정수라고 하고, 누구는 ITU-T가 국제적 영향력을 갖는 표준기구라고 표명을
한다. 게다가 전문가들과 국가 간의 호불호도 엇갈린다.
이처럼 특징도 다르고, 참여해서 얻어가는 결과물도 다른 표준화기구들에
대하여 미리 잘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기구들끼리 상호 협력의 방안을 강구
하여 표준화 활동을 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더 알찬 ICT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63) 정보･통신 통신 장비 및 시스템의 국제 표준을 만들기 위한 최초의 국제기구
64) 국제표준화 기구(ISO)와 국제 전기 표준 회의(IEC) 가 정보 기술(IT) 분야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합동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공동 기술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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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W3C/IEEE

표준화 기구 특성에 따른
효과적 표준화 활동
박기식
인본정책연구원 원장
(전) ITU Study Group3 의장

표준화 기구의 특성과 비공식적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것이
내용을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오늘날 지구촌에는 수많은 표준화 기구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태생적 배경과 나름의 표준화 관련 전통에 따라 서로 다른 표준화
방식과 해당 기구들만의 독특한 표준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각 표준화 기구의 분위기나 표준화 방식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표준화 기구별 차이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나는 오랜 기간 표준화 활동을 직접 수행해 왔었던 몇몇 기구들을 중심
으로 각각의 기구별로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내가 경험하고 느낀 각 표준화 기구의 특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나라 표준화 전문가들이 보다 효과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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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표준화 기구 중, 표준화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많았던 ITU65), W3C66),
IEEE67)를 중심으로 이야기 해보겠다.
1985년부터 현재까지, 나는 ITU에서 표준화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 덕분에 지속적인 국가대표 활동과 더불어
ITU의 EDH 그룹 의장, TSAG(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 부의장(아-태지역
대표), ITU-T Study Group3 의장, 등 다양한 의장단 활동을 직접 수행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내가 30여 년 동안 ITU 표준화 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주요 특징을 간추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ITU는 소위 공식표준(de jure standard)을 제정하는 UN 산하 전문기구
(Specialized Agency)인 만큼 큰 틀에서 대체로 UN의 제도 및 절차를
따르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각 회원국68)이 1표씩 행사
하여 이루어진다.
∙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들은 국가대표, 섹터 멤버, 참관자 및 유관 국제기구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국가회원
(Member State)만이 투표권을 가진다.
∙ 회의 시, 옷차림은 최소한 비즈니스 캐주얼이 일반적이며, 발언 요령이나
표준화 추진절차 등도 대체적으로 UN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다.
이와 같은 특성들로 인하여 ITU에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적절한
격식을 갖추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5)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66) World Wide Web Consortium
67) 전기전자기술자협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68) 현재 ITU는 193개 회원국(Member State)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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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사안들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의 담당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 방향 및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외에, UN 산하 전문기구로서의 속성상 표준화 추진 시 비즈니스나 상업
적인 이슈69)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표준화를 통한 직접적인
기업의 이익 추구 등 비즈니스를 위한 전략적 활동 등은 금지된다.
다음으로, 1994년에 창립된 W3C는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을 제정
하는 기구이다.
나는 W3C 대한민국사무국을 유치했던 2002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W3C 표준화 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길지 않은 기간이라 할 수 있지만,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W3C 대한민국사무국을 성공리에 유치하고 초대사무국장을
맡으면서 나름의 느낀 바가 적지 않다.
당시 경험하고 느낀 바를 토대로 표준화 활동과 관련된 W3C의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는 명칭에서 보듯이 ITU 등과는
다르게 웹이나 사용자인터페이스 및 접근성 등 특정 분야의 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표준화를 함에 있어서 특허를 포기하지
않으면 표준화 추진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다.
∙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 W3C사무국70) 보유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표준화 추진 절차 및 의사결정과 관련하여서 웹 창시자이자
W3C의 설립자인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71)를 비롯해 W3C의
100여 명에 가까운 운영진과 직원들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 W3C는 미국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의 컴퓨터 과학 및 인공지능
연구소(CSAIL), 정보 및 수학을 위한 프랑스 소피아 안티폴리스의 유럽
연구컨소시엄(ERCIM), 일본의 게이오(Keio) 대학과 중국의 베이항(Beihang)
이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69) 예를 들면, ITU에 제출할 기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기고서 내용 중에 특정 회사 명칭이나 제품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70) W3C는 2018년 말까지 전 세계에 18개 지역 및 국가에 W3C사무국을 두고 있음
71) 티모시 존 버너스 리(Timothy John Berners Lee)는 영국의 컴퓨터과학자로서 www, URL, HTTP 등을 고안하여
웹을 탄생시킨 아버지로 불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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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들을 감안해 봤을 때, W3C에서 표준화 활동을 할 때에는
ITU나 IEEE에서의 표준화 활동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느꼈을
것이다.
W3C에서 표준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W3C의
리더들 또는 운영진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킹이 아주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표준화하려는 주요 내용이나 추진 방식 등에 관해서 전문성을
갖춘 운영진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는 물론 필요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IEEE의 표준화 활동과 관련한 특성에 관해 살펴보자!
IEEE는 40만 명이 넘는 회원 규모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IEEE 표준화 활동과 관련한 주요한 차별적 특성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IEEE는 다른 표준화 기구에 비하여 참여 기업들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편이며,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미국 중심의 제도와 의사결정 절차 및
문화를 따르고 있다.
∙ IEEE 산하의 30여 개의 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과 표준화 관련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타 표준화 기구와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다.
∙ 최근 들어서 유럽 및 중국 등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고, 세계화를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표준화 대상에 있어서도 IEEE의 전문가 그룹들을
기반으로 헬스 케어, 스마트시티, AI 등으로 폭넓고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IEEE의 표준화 활동 시엔 우선 미국적 사고방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의사 결정 절차에도 익숙
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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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준화 특허에 대한 수용 자세가 긍정적이고, 기업 차원의 특정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타 표준화 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시장지향성 역시 강한 편이다.
기업체들은 이와 같은 IEEE 표준화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여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내가 약 30여 년간 표준화 활동을 하며 배우고, 깨닫고,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ITU, W3C, IEEE의 표준화 기구로써의 특성과 차별성에
따른 표준화 활동 시 유의할 사항들을 간략히 공유해 보았다.
이는 나의 주관적 경험과 느낌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들이어서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특정 아이디어나 기술의 표준화를 하고자 할 때,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추진코자 하는 해당 표준화
기구의 특성과 비공식적인 분위기 등을 잘 파악하는 것이 표준화 제안 내용을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표준화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표준화 기구별 특성과 차이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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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K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
CJK는 시작이며 완성
진병문
(현) 두진정보연구원 대표 / (전) TTA 표준화 본부장
ITU-T SG17 의장, 3GPP PCG/OP

세계 표준화를 이끄는 기초이자 원동력이 되는 CJK
우리나라는 그 중심에서 더 멋진 활약을 펼치길 바란다

21세기 세계 경제 및 문화의 중심은 유럽에서 미국을 거쳐 점차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아시아 내에서도 동북아시아의 중심인 한국, 중국, 일본은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도 서로 인접해 있으며, 역사적인 면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협력과 대립의 관계를 이어왔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예부터 한자를 공통
으로 사용해 오는 생활권에 들어 있었으며, 외적으로도 우리가 유럽인들을
서로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서양인들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이 매우
유사해 보여 언제나 헷갈려한다.
이처럼 가까우면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한.중.일!
더군다나 경제 및 기술이 급격히 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어, 표준화의 협력은
어쩌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이 아니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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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의 4개 IT 민간 표준화 단체들(한국의 TTA72), 중국의 CCSA73),
일본의 ARIB74)/TTC75))간의 교류 중요성은 2000년대가 되어 IT산업이
발달하며 더욱 크게 떠올랐다. 그리하여, ICT 분야 정보 공유, 상호협력,
지역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TTA의 주도로 기구가 탄생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2002년 설립된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CJK76) IT
Standard Meeeting)이다.
2002년 6월 한국 TTA 초청으로 제1회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되었고, 이후 한국, 일본, 중국의 순서로 번갈아가며 지속적으로 매년 1회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한･중･일의 만남은 성과도 훌륭하다.
2002년 11월 한･중･일 IT 표준협력 MOU77)를 체결하였으며, 2014년 4월에 해당
MOU를 갱신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하여 2011년 한･중･일 IMT-Advanced
시스템 백서를 발간했고, 2015년 한･중･일 무선전력전송 기술보고서 채택,
ITU-T78), ITU-R79), APT80) AWG81)등에 다수의 표준 공동 기고서를 제출
하였다.

72)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73) China Communications Standards Association(중국통신표준협회)
74) 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es(일본전파산업회)
75)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일본정보통신기술위원회)
76) China-Japan-Korea(한･중･일 IT표준협력회의)
77)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업무협약)
78)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ITU-T)
79)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Radio Telecommunication Sector(ITU-R)
80) Asia-Pacific Telecommunity(APT, 아태지역 전기통신 합의체)
81) APT Wireless Group(A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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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13회 CJK IT 표준협력 회의

한･중･일 IT 표준협력회의 구조는 총회(Plenary) 산하에 4개 작업반(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구조, 정보보호, 무선전력전송)을 두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표준화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4개 작업반(WG)이 약 6개월 간격으로 기술 표준 전문가의 회의를 개최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나는 정보보호 작업반에 함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회의를 통해 새로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CJK 공동 표준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자면, 곁에서 볼 때 진행과정이
인상 깊게 느껴졌던 무선전력전송 WG 표준화 과정을 소개하고 싶다.
2019년 2월 중순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7차 CJK-WPT82)
이 자리에서 한･중･일은 빔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공동 기고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손발을 맞추기 시작했다. 3국이 각각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작성
했고, 한국에서 3국의 기고서 내용을 모아 2019년 5월까지 정리한 후 회람
하였다. 그렇게 완성된 기고서는 2020년 4월에 개최된 CJK 정기 총회에 상정
82) Wireless Power Transfer 무선전력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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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회의 결과 3국이 개별적으로 RF(Radio Frequency 무선 주파수)
빔 무선전력전송 기고문을 AWG-25(제25차 아태무선그룹 국제회의)에 기고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한국과 일본만 기고서를 제출
했고, 아직까지 RF 빔 보고서는 마무리 되지 않아 한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이렇듯 CJK 덕에, 한･중･일 3국은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를 자유자재로 하며, 표준화를 유연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CJK 회의가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ITU-T, ITU-R 등 국제표준화
회의에 제출할 기고서를 사전에 검토, 논의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조정함으로써 표준 제정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CJK 회의 논의가 무척 중요해졌고, CJK에서 결정된 표준 기고서가 APT
AWG로 제출되며, 그 후 ITU-T, ITU-R 등 국제회의에 표준 공동 기고서로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CJK 표준화 활동은 세계 표준화를 이끄는 기초이자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중심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흔들리지 않고
ICT 국제표준화의 영향력을 점점 높이고 있다.
앞으로 한･중･일 3국의 표준화 협력이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IT업계도 모두 긴장하는 분위기에서, 가장 크게 바라는 점은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져 한･중･일이 직접 만나 좋은 시너지 효과를 계속
만들어갔으면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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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G

조금은 생각할 게 많은
올바른 AWG83) 사용법
김대중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기획단장
AWG(아태지역무선통신그룹) 부의장

AWG에서 협의 할 때는
아시아 특유의 문화적 공감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특히 중요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보통신 지역협력기구가 어디지요?”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은 큰 망설임 없이 ‘APT84)’
라고 답할 것이다. APT란, 어느 날 기구의 필요성을 느낀 UN경제사회이사회
아태지역본부와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기꺼이 손잡고 둘이서 설립을
주도한 기구이다. UN이 설립을 주도해서 그런지 그 영향력이 곳곳에서 느껴
진다. 예를 들자면, 논의 구조가 정부 중심(Multi-lateral based community)
이거나, 아태지역 정부를 무려 38개나 회원사로 유치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뿐만 아니라 137개의 산학연 협력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APT의 탄생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 당시 ITU 대응 업무는 상당히 정부 중심적
이었다. 그러다 보니 아태지역 고유의 산업계를 부흥시키기 위한 업무나
지역의 스펙트럼을 조화롭게 하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당시 인력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도국의 ICT 개발을 위한 ADF85) 운영, 규제와 정책 협력을 위한 PRF,
83) Asia Pacific Telecommunity Wireless Group
84) Asia Pacific Tele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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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WRC(세계전파통신회의) 아태지역 공동의견 조율을 위한 APG86)
등이 상당히 활발했다.
그러나 이 활동들의 내막을 조금만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이정표가 결국
에는 ‘정부중심의 활동’이라는 동일한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태지역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인 경우가 대부분
이다. 그래서인지 ICT 무선통신 산업을 다룰 수 있거나 ITU 범위 외의
주파수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한 상태에서 2001년 IMT-2000 포럼을 모태로 한 AWF(아태무선통신
포럼)라는 작업프로그램을 발족한 것이 AWG(아시아태평양무선그룹)의 시초
였다. 이후 AWF는 AWG로 이름을 바꾸며 그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주파수 조화 문제와 아태지역 산업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무선기술을
논의하는 중요한 협력체로 성장했고 그 영향력은 점점 커져 나갔다.
그러면 AWG라는 협력회의체의 표준화 문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실은 AWG는 근본적으로 ITU-R의 조직, 문화, 추진 절차 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AWG 참가자들이 ITU-R 표준화회의 참가자와
거의 동일하고, 무선기술과 전파라는 유사한 안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다.
AWG와 ITU-R이 어떻게 비슷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PDNR87), DNR, NR과 같은 결과물에 도달하기까지에는 중간단계가 있는데
중간단계에 있는 문서들을 간략하게 부르는 명칭이 있다. 그 명칭들을 비교해
보면 AWG의 버전과 ITU-R의 버전이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식의 공통점이
AWG와 ITU-R 사이에는 꽤나 많기 때문에 과거에 ITU-R에서 표준화 경험이
있다면 AWG 표준 협력체에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수월하다.
AWG의 활동을 할 때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85) 아시아 개발기금
86)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87) Preliminary Draft New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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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AWG의 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AWG라는 기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도록 노를 젓는 사공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둘째는
AWG의 참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자기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Emerging 기술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얻을 것은 얻고, 버릴 것은
버리는 실리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다만 AWG 활동에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AWG에는 아태지
역의 문화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유럽 전역은 거의 같은 종교
아래 문화가 비슷하지만, 아태지역의 국가들은 이슬람, 불교, 유교, 기독교
등 자신들만의 종교를 가진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나
다양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 또 디지털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권의 나라들은 기술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아태지역은
나라 간 기술의 격차가 상당히 나는 편이다. 그래서 활동 할 때 이런 사항들을
유의해야 한다.
또 AWG에선 세계적인 이슈를 다루는 상황이 반드시 생기는데 이럴 때는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아태지역에서는 한･중･일의
발언권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협상의 대상을 정할 때 우선 순위로 일본과
중국을 놓는 것이 좋다. 하지만 최근
에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인도 등의
국가도 성장세를 보이고 영향력도
커졌다. 또 APT 협력회원사로 참가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입김도
제법 강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외의 국가들의 의견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한국과 중국, 일본이 입김이 세다고
해도 다른 나라들의 참여가 저조하면
결과물이 제대로 못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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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의 진행 과정에서 상대 국가를 배려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ITU의 협의는 결과만 보면 힘의 논리로 진행되지만
AWG는 그와는 조금 다르다. AWG 협의에선 논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시아
특유의 ‘문화적 공감’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이런 태도를 지녀야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ASEAN 등의 개발도상국에 ODA88), 교육프로그램, 정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 여러 개발도상국들과 비즈니스
관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을 잘 읽고 ODA, 자문프로그램을 통하여 아태지역 개발도상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이런 상황 속에서 AWG 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본인의 사업이 아태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더 커진다. 사실 우리가 ITU에서 성과를
내어 미국, 유럽의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것보다, AWG에서 결과물을
만들어 아태지역 국가에 비즈니스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는가!
결국 AWG에서 활동을 할 때는 조금 멀리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의 소득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활동무대에서 네트워킹과 상호
이익을 위해 접근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 되어 내게 돌아
오는 것이다. 넓은 관점에서 보고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은 하나의
발판이 되어준다. 이로써 미래에는 더 큰 국제표준화무대에서 훌륭한 결과물을
창출해낼 것이 명약관화하다.

88)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ㆍ사회발전ㆍ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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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승리자는
도움을 주는 친절한 이웃
위규진
선명 고문
APG 의장 / ITU-R WP5D 부의장

기술적 경쟁국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
당신은 도움을 주는 친절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ITU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지역기구 APT89)의 관문을 거치게 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ITU는 지역기구와 협력을 하면서 WRC90)와 같은 ITU의
전파 통신 분야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APT 활동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져나갔다.
APT는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아태지역 위원회(이하 ESCAP)와 ITU의 공동
발의로 1979년 아태지역의 통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즉 APT는 정부 간 국제기구라 할 수 있는데, 회원국의 통신 분야 발전을 위해
2000년 이전까지는 개도국 교육과 일본의 특별 회비에 의한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6년간 고 이종순 APT 사무총장 시절을 제외
하고는 늘 일본이 사무총장 내지 사무차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0년 초반에 APT는 헌장 개정을 통해 통신 분야의 지역기구로서의 역할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ITU의 Sector 총회 등 규모가 큰 회의를 준비하는
89) Asia Pacific Telecommunity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보통신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기구
90)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세계전파통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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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생겨났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개도국들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기에 선진국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단순 교육 프로
그램들 보다는 회의 보고서, 권고서 발행 등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
들이 더 인기를 끌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적, 기술적 발전 상황이 많이 달랐고,
이질성은 상당히 컸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통신 분야가 발달하고 있었기에 APT 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 넓히려고
최근 APT 사무차장에 진출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일본 사무총장과 중국
사무차장 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의 경제 원조 프로그램은
그 규모가 굉장히 크며 APT 회원국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통신 분야
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기술적 요인과 동시에 경제적, 정치적 입장이 영향을
준다.

그러면 APT 회원국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선진국보다 개도국이 더 많다. 그리고 위성을 많이 이용해서 전문가들의
전파 통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다. 그리고 전형적인 동양 문화권의 국가들과 개방적인 서양 문화에 익숙한
태평양 국가들이 공존하므로 회의를 준비할 때 그 다양성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APT의 회의는 ITU 회의와 몇 가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APT 역시 회의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많은 전문가들이
정확하지 않은 영어 표현을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영어를 잘하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핵심이 불분명해지는 경우도 있다. 또 호주, 뉴질랜
드는 아태지역 소속이지만 문화나 접근 방식 등이 전혀 동양 스타일이
아니다. 그리고 아세안 10개 국가들은 서로 협력도 하지만 견제도 하기
때문에 서로 나 몰라라 방관하기도 한다. ITU에서와 같이 영어에 유창한
선진국들이 회의를 리드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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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PT 회의를 주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우선 개도국이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하고, 그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회의가 난항을 거듭한다면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회의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면
품위 있는 전문가로 신임을 얻게 된다. 이웃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 전문가와
토론 할 때는 감정적인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더더욱
침착해야 한다. 아무리 상대방이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해도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을 보여야 한다.

즉 한 마디로 당신은 ‘도움을 주는 친절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APT 회의에서 기술 경쟁 국가인 중국, 일본을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이다. 이로써 회의에 참석한 다른 나라 전문가들로
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전문성과 품위가 모두 있다며 존경받는 대한민국의
대표로 거듭날 것이다. 작은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길게 보는 마라톤을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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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C

표준에도 존재하는 갑을 관계
임영권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ISO/IEC JTC 1/SC 29/WG 3 컨비너 및 ATSC TG 3/S33 의장

사업과 연관된 비공식적 사실표준화 단체는
단순한 기술 우월성 보다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다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표준을 제정하는 ITU나 ISO, IEC와 같은 공식 국제
표준화 기구는 국가 단위로 참여하는 표준화 단체로, 국가별 대표단을 구성
해서 참여하고, 국가별로 투표권을 가진다.
반면, 이동통신이나 방송 서비스와 같은 특정 산업 분야의 표준을 제정하는
3GPP91)나 ATSC92) 같은 비공식 표준화 단체는 개별 기관 단위로 표준화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의사 결정을 위한 투표권도 각 개별 기관에게 주어
진다.
이렇듯 표준화에 참여하는 방식도 다르고 의사 결정 방식도 다르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표준화 단체가 의사 결정을 하는 스타일도 매우
다르고, 표준화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전략도 전혀 다른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각 단체별로 일반화해 어떻다고 단정 짓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간의 개인적 경험으로 미루어 생각해본다면, 공식 국제표준화 기구의 의사
결정 과정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91)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92) 미국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 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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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국제표준화 기구의 경우,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기관들이 하나의 국가
대표단을 구성해 표준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 해당 국가 내부
에서 사전 논의와 조율을 거친 후, 정리된 상태에서 표준화에 참여하게 된다.
때문에 각 국가별 입장이 표준화 초기부터 대부분 공개되고,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개는 합리적인 상식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강대국일수록 국가 내부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완전히 예측 불가한
주장을 들고 나오거나 표준화 과정에서 그 입장이 극적으로 변화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개별 기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비공식 사실 표준화 단체들의 경우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개별 기관이 처한 표준화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각 기관의 입장이 정리될 뿐만 아니라, 표준화 과정 중에도 그 입장이 극적
으로 반전되는 경우가 많다.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를 럭비공과 같다.
이러한 극적인 반전 뒤에는 항상 치열한 막후 협상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비공식 사실 표준화 단체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표준화에 참여하는 각 기관들이 어떠한 사업상 상호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누구에게 어떠한 사업적 제안을 해야 할지
빠르게 판단하고 분석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일종의 사전 작업으로 회의석상에서 철저하게 기관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거나, 모든 사안에 대해 반대할 명분을
쌓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설사 그것이 누군가가 봤을 때,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일지라도 말이다.
나도 최근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개별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례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고선명(UHD) 방송의 모체인 ATSC 3.0 표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내가 속해 있던 기관의 대표단은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해마다 새로운 버전의 표준이 나오고 송신 시스템과 단말이 이러한
표준의 진화에 맞춰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통신 서비스와 달리, 방송 서비스는

Chapter 02 기구마다 장착한 특별한 표준화

91

사용 중인 표준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송신 시스템과 단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정통적으로 표준화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기술을 선호하고 저지연과 안정성이 중요한 요구 사항으로 고려
되기 마련이다.
이에 내가 속해 있던 대표단은 그간의 표준화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표준화
하는 ATSC 3.0의 필요에 맞춰 지연 시간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최신 기술들을 준비하였다.
ATSC 3.0과 같은 서비스 표준의 경우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폭넓게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요소의 기술들이 실제 구현을 통해 비교로 결정되지
못하고 문서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비교 검증을 통해 선택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표준화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어찌 보면 실질적
갑의 위치에 있다 할 수 있는 미국 방송사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 긍정적
이지 않은 그들의 반응에 우리 대표단은 안타까움을 숨길 수 없었다.
결국 이 표준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방송사들의 선호와 지지가
기술 채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송사들의 냉랭한
반응은, 곧 표준화 실패를 알리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속한 대표단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각 방송사들과
수많은 개별 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과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들이 인터넷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미디어 서비스
시장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향후 미디어 서비스의 중심이 빠르게 인터넷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므로 사업적인
관점에서 볼 때 ATSC 3.0 표준은 방송 서비스에 최적화된 표준보다는 인터넷
서비스에 널리 사용되는 기술, 그리고 이들과 호환이 쉬운 기술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설사 그러한 기술들이 방송 서비스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닐지라도,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술이 아닐지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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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을 이해한 우리 대표단은 공식적인 표준화 회의와 각 개별 방송사
들과의 미팅을 통해 전통적인 방송 서비스의 요구 사항을 미래에도 지켜나가야
함을 지속적으로 역설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킬 새로운 사업적 협력 제안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방송사들이 염려하는 부분인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인터넷 서비스 기술에 비해
한 번 결정되면 바꾸기 어려운 방송 기술의 경직성을, 인터넷 서비스 기술을
방송 표준에 채택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을의 입장에서 방송사들과 좀 더 밀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비로소 방송사들의 지지를 얻어 표준화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직접적인 사업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고, 서비스 사업자와 솔루션 제공
기관으로써의 역할 구분이 명확한 비공식 사실 표준화 단체의 표준화 과정
에서는 단순히 기술의 우월성보다 개별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훨씬 더 중요
하게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기관들이 사업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사업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정확히 대처하는 것이 표준화 성공의 필수 요소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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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ITU의 표준 성공 전략
이철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ITU-T SG12 Q19 라포처

꾸준히 회의에 참여하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나와 ITU의 인연은 약 20여 년 전,
정부 과제를 수행하면서 시작 되었다.
과제 수행 상 ITU93) 관련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이로 인해 제네바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처음 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나는 ITU의 구조는 물론이고, 회의 규정, 표준
제정 절차에 대해서도 무지하였다.
단순히 회의 참석 후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단기간
연구한 결과를 근거로 나의 연구실에서 개발한 방법을 포함하는 객관적 화질
평가 기술 표준 개발을 제안하는 기고문을 제출했다.
이를 계기로 VQEG94) FRTV95) Phase II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나의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이 ITU-R96) 표준에 포함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VQEG 및 ITU-R SG6 회의에 정식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93)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94) Video Quality Experts Group
95) Full Reference Television
96) ITU Radiocommunication Sector.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을 구성하는 3가지 중 하나로, 라디오주파수대역의
통신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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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R 표준에는 총 4개국의 모델이 포함되었다. 이후에 4개 중 2개의 모델을
제안한 연구소에서 한국 및 다른 국가 방식을 제외하고 ITU-T에서 유사한
표준을 추진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 나는 부당성을 적극 피력하였다. 이메일을 통한 긴 논쟁이 있었다.
상대방이 나의 논점을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이에 대해 나 역시 재반박
하고, 상대는 나의 재반박을 또 다시 반박하고. 그렇게 반박이 오고가는,
이메일 논의가 수일간 지속되었던 것이다.
궁극적으로 추가 통계 분석을 근거로 4개의 모든 모델을 ITU-T97) 표준에
포함하는 것에 합의하게 되었고, ITU-T 표준이 승인되었다.
이렇게 ITU-T SG9 회의도 참석하게 되었다. 나는 지속적인 참석과 기고문
활동을 통해 ITU-T SG9의 라포처 자리를 제안받게 되었고, 관련 회의를
주관하게 됐다.
그 후로 약 15년 동안, 나의 연구실에서는 19개의 화질 평가 기술을 ITU 표준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비공식으로 대한민국 최대가 아닌가 생각
한다.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여 년간 ITU 회의에 참여하며 참 다양한 경험을 했다.
ITU 규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표준 개발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 내가 추진하는 표준에 대해 일부 참가자들이 적극적
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여 난감한 순간들도 있었다. ITU에서는 국가 대표가
반대하면 표준 개발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로 인해 지난한 논쟁의
시간들도 겪어야 했다.
그러는 동안, 일부 연구자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표준으로 개발하려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기도 했다. ITU 표준 개발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참가자는 본인의 기술을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하면 성공적인 표준 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 역시 그랬다. 하지만 늘 문제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지 않던가.
97)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Telecommunication.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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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ITU 표준 개발을 이루고 싶다면, 자신 보다 앞서 ITU 활동을 오래한
경험자에게 조언과 자문을 구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추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표준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쉽게 표준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길고
힘든 시간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꾸준히 회의에 참여하고, 여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의에서 제안한 기술을 지원해 주는 우군의 확보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 요소다. 제안한 기술을 어느 한 참가자가 지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제3의 국가 또는 단체의 지원을 받게 되면 천군만마를 얻은 듯 큰 힘이
될 것이다.
신규 참여자라면, 성공적인 ITU 표준 개발을 위해 사전에 국내 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의 의견을 조율하고 추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내부의 적만큼 곤란하고, 망신스러운 일도 없을 테니 말이다.
꽤 오랜 시간을 ITU 회의에 참가하며 유심히 관찰한 결과, ITU 표준 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는 장기간에 걸쳐 ITU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육성된 전문가는 자국의 새로운 참가자가 표준 개발을 시도하는
경우, 자신이 그동안 보고 배운 경험을 토대로 신규 참가자에게 조언을 해주며
함께 대응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의장단 진출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처음 ITU 회의에 참가했던 그때, 옆에서 조언해
주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대응해 주는 경험자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더라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수월하게,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지는 않았을까?
이제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ITU 표준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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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리에이종 라포처계의 실력자
이규명
KAIST 겸직교수
ITU-T SG13 WP 의장 / SG13 Q16 및 SG20 Q4 라포처

성공은 실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실력이 모여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건 기억하자

요즘은 기구별로 비슷한 표준을 다루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서로를
경쟁자라고 해야 할까? 글쎄, 만일 우리들이 물건을 파는 자영업자였다면
우리들은 영락없는 경쟁자가 되어 결국엔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했겠지.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싸울 수도 있겠지만 협력할
수도 있다. 표준화 활동을 하다보면 신규 표준화 아이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다른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갭 분석을
하고 차별성에 대한 검토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유사 주제를 다루는 표준화
기구간의 협력관계가 참 중요하다. 협력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미팅을 마련하기도 한다.
ITU-T에는 표준화 기구간의 협력을 진행하는 JCA(Joint Coordination
Actitivities)라는 조직이 있다.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SG20 활동에서는 ‘JCA-IoT-S&C’라는 표준화 로드맵을
만들어 최근 표준화 진행 사항을 소개하기도 하고, 다른 표준화 기구에서
새로 시작했거나 협력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해당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략한
설명을 듣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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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ITU-T SG20 활동을 하면서 W3C와 IEEE와의 협력을 위한 리에이종
(Liaison98)) 라포처 역할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때 협력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한다.
ITU-T에서는 사물인터넷 기술 전담하는 SG20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물웹
(Web of Things, Web of Objects)이라는 주제로 관련 표준을 만들었고,
후속 표준으로 구조나 응용에 대한 표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다. 2020년
웹 기술을 다루는 사실표준화기구인 W3C에서도 본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WoT(Web of Things) 그룹을 만들어 표준을 개발해 왔다.
이런 가운데 기존에 출판된 ITU-T 권고안과 W3C 표준 간의 상이점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두 표준화 기관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나는 여러 번 W3C WoT 회의에 참여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ITU-T에서 진행된 WoT 관련 표준 소개와 W3C에서 진행 중인 표준
개발과의 갭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에 했던 노력 중 하나는 2021년 5월, 연락문서(liaison statement)를
통해 두 그룹 간 전문가를 초빙한 행사였다. 이는 웨비나 같은 형식으로 펼쳐
졌는데, 공통 기술 관심사에 대한 토론과 표준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으며, 이 자리에서 나는 ITU-T와 IEEE 간의 협력을 통해 GOUI (Global
Observatory for Urban Intelligence) 활동을 주도하는 ITU 포컬 포인트로
임명되었다. 그리하여 회의 기간 중에 GOUI에 대한 소개와 ITU-T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애드혹(Ad-hoc) 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후 IEEE IoT 기술 그룹 뉴스를 통해 관련
활동을 알리고, 최근에는 IEEE 주최 WF-IoT 학회에서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처럼 주요 표준화 기구에 협력 이슈가 생겼을 땐 긴밀하게 연락문서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준 문서 자체를 제대로
검토하고 확인하여 분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다.

98) 연락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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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성공은 실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아니, 실력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는 걸지도 모른다. 다만 실력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에이종 라포처는 끝없이 움직여야 한다. 상대 그룹의 회의에 참여해서 직접
발표도 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워크숍 등의
행사나 각종 홍보 활동, 향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이처럼 수많은 활동을 통해 타 표준화 기구 전문가와 직접 접촉하여 적극적
으로 이슈를 해결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리에이종 라포처는 성장하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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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은밀한 정치의 장
위규진
선명 고문
APG 의장 / ITU-R WP5D 부의장

은밀한 정치의 장소인 표준화 현장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목소리를 적절하게 낼 수 있길 바란다

1865년에 세워진 오래된 국제기구인 ITU!
ITU가 처음 만들어진 명분을 기억하는가? 바로 ‘국가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이다.
1945년, UN(United Nation)이라는 기구가 세워진 것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
버릴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이 UN의 등장은 ITU에게 아주, 아주 커다란 날개를
달아주었다. ITU가 UN의 통신 분야 전문 국제기구로 거듭난 것이다. 그
이후로 ITU는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고 현재는 너무나도 명백한 UN 체제
하의 국제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UN 체제에서 운용된다는 의미에, 잠시 귀를 기울여보자.
이는 첫째 ITU에서도 UN과 마찬가지로 6개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1국 1표의 의사 결정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셋째
ITU 헌장과 협약을 UN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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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과 ITU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딘가 묘하게 닮은 형제를 보는 것 같다.
완전한 쌍둥이는 아닌 것이다. 둘에게는 모두 1국 1표를 통해 의사 결정 권한이
있지만 ITU는 UN과 다르게 모든 국가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ITU는 투표로 의사 결정을 하는데 나름의 전통이 있어서 굳이 주요 의사
결정을 콘센서스를 통해 하려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콘센서스(Consensus)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일반적인
합의라고 보면 되겠다. 콘센서스의 뜻은 만장일치와 비슷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2015년 ITU-R 총회(RA)가 정의하는 콘센서스는 ‘UN에서 적용
하는 사례와 같이 투표에 의하지 아니하되 공식 반대가 없는 일반적인 합의’를
뜻한다. 공식 반대란 합의 과정 끝까지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선언하거나
또는 반대한다는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ITU의 3개 sector 중에서도 전파와 위성을 담당하는 ITU-R은 주위와는
조금 이질감이 드는 경직된, 굳어버린 차가운 얼음 같다. ITU-R은 ITU의
헌장과 협약에 근거한 행정규칙인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 RR)99)을
재개정하는데, SG과 WP의 회의를 통해 서서히 그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RR 재개정에 전달한다. ITU-T, ITU-D 보다 상당히 딱딱하고 경직된 공식
절차를 따른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ITU-R에서의 표준제정은 국제 조약인 RR과 관련되어
있는데, IEC, ISO, ITU-T에서의 표준 제정과는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것이다.
출발점도 다르고 목적지도 달랐다.
그러면 ITU-R은에 의해 재개정되는 전파규칙(RR)이 국제무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자
전파규칙이 최초로 제정된 때는 1895년이다. 그 당시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
보면, 주로 해상에서 상호 전파 간섭 없이 전파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는 무선국(stations)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형태였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개최된 1947년 International Radio Conference(지금의 WRC)부터
무선국 단위를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이용하도록 했다.

99) 주로 전파 통신의 용어와 정의, 9kHz~3000GHz의 주파수를 업무별로 분배, 주파수의 조정, 통고 및 등록, 우주
전파 통신 업무의 국의 특성, 혼신, 조난 통신 및 안전 통신 등에 관한 규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

102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실전편 Ⅰ 글로벌 표준화 문화 만나기

이렇게 RR이 지역을 분리해 업무로 관리하는 개념은 1939년 유럽방송
conference에서 시작되었는데, 3개 지역으로 분리한 것은 겉으로 보기엔
전파의 도달 거리를 고려한 것 같지만, 역시 세상일은 마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러시아, 몽골 등이 1지역, 국경을 접한 중국 등 아태지역이 3지역으로
된 것은 정치적인 사항이 고려된 것 아닐까.
이후, 동서 냉전의 시기에도 WRC100)는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는데, 1963년엔
구 소련 위성 발사 이후 위성 주파수 분배가 이뤄졌고, 미국의 방송 주파수
대역에 러시아의 항공 레이더 주파수가 분배되며 얼핏봐도 정치적, 군사적
목적이 주파수 분배에 첨가되었다. 즉, 차디찬 동서냉전은 양 진영의 다양한
무기체계를 위한 의도적인 주파수 이용 정책을 가져왔다. 국제적으로 주파수를
조화롭게 이용하여 간섭을 최소화하자는 원래의 취지와는 점점 머나먼 곳을
향해 가는 느낌이었다.
한편 이 시기에 3지역인 아태지역 주파수 할당은 미국 등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중국은 그 당시 국제회의에서 아태지역의 주파수를 리드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일본과 중국은 오랜
기간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며 각자 다른 업무를 분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위성 통신, 방송 도입이 우리나라에 비해 한 발짝
빨랐기에 위성 의존도가 높았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위성 도입이 늦는 바람에
위성 서비스 수요도 중국이나 일본보다 적었다. 동일 대역에서 위성을 이용
하려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상 시스템에 의한 주파수 수요가
많았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아태지역 내 주파수 이용 상황에 종종 껄끄
러운 일이 일어났다.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과 같은 서구권의 주파수
분배를 따르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ITU가 주도한 이동통신(IMT) 주파수 수요가 증가하면서
위성 주파수의 공유 문제는 끝나지 않는 국제 이슈가 되었다.
러시아인 Mr.Timofeev, 그는 2003년에 ITU에서 주파수를 담당하는
ITU-R 국장에 선출되었다. 그리고 중국인 Mr. Zhao가 2007년부터 ITU
사무차장, 2015년부터 ITU 사무총장에 선출되었다. ITU의 판도가 변한
100) ITU-R의 최고 의결 기구. 전파통신과 관련한 국제적 현안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국제 전파통신, 방송 관련 최고의결
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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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과거 미국과 서구에 의해 주도되던 주파수 분배 영역에 러시아와
중국의 입김이 강해졌다. 이처럼 주파수 분배와 이용은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더니 어느 날 UN에 아라비안나이트가 찾아왔다.
알라딘은 아랍어로 이야기를 건넸고 그날로 아랍어는 UN의 공식 언어가
되었다. 그러자 마치 램프에서 나온 알라딘처럼 ITU에서 아랍권의 영향력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다. 예를 들면 아랍은 WRC와 같은 ITU의 대형회의에
참여하는 자세부터 달랐다. 지역적인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논의하는 지역
협력에 기반을 둔 ITU 대형회의 운영 체계 도입 결의를 제안했다. 그렇게
아랍은 ITU 속에서 신드바드처럼 우뚝 섰다. 현재 ITU의 전권회의
(Plenipotentiary), WRC, WTSA, WTDC 등 ITU 대형 회의는 6개 지역
기구(미주, 유럽, 러시아, 아프리카, 아랍 및 아태지역) 중 단 하나라도 무시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얼핏 보니 190여 개국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각각 의견을 논의하는 것 보다는
6개 지역 기구가 사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미국처럼 강한 나라에게는 썩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주권국가의 의견이 지역 기구의 의견으로 만들어진 후 ITU에서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 이후로는 아랍권에서는 경제력을
앞세워 ITU 대형 회의를 지속적으로 유치했고 ITU 내에서 힘을 조금씩 확장해
나갔다.

ITU-R은 이렇게, 은밀한 정치의 장이다.
즉, ITU-R에서는 기술 발전을 토대로 한 영향력보다 은밀하게 감추어진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크다. 또 아랍, 러시아, 중국 등의 정치적인 입김은 전파 운영
규정(전파 규칙)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기 하며 전반적인
구조를 뒤흔들기도 한다.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ITU-R에서 표준화 활동을 할 때 중심을 잘 잡는
것은 물론이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잘 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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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규정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으려면
이규명
KAIST 겸직교수
ITU-T SG13 WP 의장 / SG13 Q16 및 SG20 Q4 라포처

돌발 상황은 언제든 생긴다.
규정을 정확하게 몰라도 두려워말고 도전하길 바란다

말 그대로,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같은 말을 아 다르고 어 다르게 잘못 표현하는 실수
때문에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는 용어로 인한 실수를 하게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
우선 용어를 제대로 모르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둘째 치고 아예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더군다나 국제
표준화 회의에 처음 참여하면 용어도 모르는데, 회의 규정에 익숙하지 않아서
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내가 10
년이 넘는 세월동안 라포처 임무를 수행한 ITU-T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자세한
상황을 만나보도록 하겠다.
회의에서 의장이 A.1 justification을 요구한다.
응? 이게 무슨 말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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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의장이 신규 권고안 시작할 때 “A.1 justification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기술보고서 혹은 Supplement 문서 개발 시 “A.13 justification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는 다른 표준화 기구에서 출판된 문서를 권고안
본문 Reference 섹션에 넣으려고 할 때 “A.5 justification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럴 때 규정을 모른다면 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ITU-T의 경우 A시리즈 권고안에 각종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의 참석자는 A 시리즈에
있는 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회의
의장도 모든 규정을 상세히 알기는 힘들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필수 규정 정도만 이해를 하고 진행한다.
그래도 어쨌든 규정을 어느 정도 알긴 알아야 하는데, 사실 A시리즈 규정을
직접 찾아보면서 익히는 경우는 드물다. 실전을 통해 사무국 안내를 받고,
다른 그룹에서 의장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습득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실은 기존 규정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여, 규정문서만
봐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부딪히며 경험을 쌓아
규정을 온몸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A.1 justfication에 대해 잠시 알려주자면,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신규
권고안의 범주 및 개요에 대한 내용과 관련 표준문서, 표준그룹 뿐만 아니라
이 표준안 개발을 지지하는 멤버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게 되어있다. 기고자
입장에서는 이런 항목에 대해서 정보를 하나하나, 그리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문서의 범주와 관해서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자 하거나 표준과 무관한 이슈를 넣었을 경우 지적을 받게 된다. 특히
표준권고안에 담길 각 아이템에 대하여 본문에 넣을 것인지 부속물로 문서
후반부에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하는 멤버 수가 너무 적을 경우 승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한다.
그간 신규 표준화 아이템 규정은 별다른 검증을 하지 않고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기반을 두어 승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 작업을 시작하는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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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해왔다. 그러다가 갑자기 2012년 11월 신규 표준화 아이템 승인 시 제안
아이템에 대한 요약문 1페이지를 만들어 이를 회의에서 검토 후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가 새롭게 생겼다. 이 절차는 보통 A 권고안의 부속물로 들어가는데,
이런 규정 변경에 대해 회의 의장뿐만 아니라 회의 참석자들도 정확한 내용과
관련 절차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아무리 규정집에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무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ITU에 있는 법률가로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스승이 되어주는 건 ‘경험’이기에, 규정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여 알아가길 바란다.
ITU-T 규정과 문화가 헷갈리는가? 걱정하지 마라. 함께 하며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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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상황별 해결의 레시피
오경희
(현) TCA서비스 대표
ITU-T SG 17 Q14 라포처 / TTA PG 1006 부의장
IEEE BDL Technical Board member

같은 분야라도 기구와 위원회에 따라 규칙과 문화는 매우 다르다
회의가 처음인 사람은 조언을 구하기를 망설이지 말자

2013년 나는 ITU-T SG 17에 합류하게 되었다.
ITU-T SG 17은 내가 2010년부터 참여하고 있었던 ISO/IEC JTC 1/ SC 27과
마찬가지로 보안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반이자 SC 27과 함께 ITU-T X.1051|ISO/IEC
27011 통신 분야 정보보호 통제 표준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여러 활동을
같이 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참여하자마자 Q3의 부라포처(Associate rapporteur)를 맡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다루는 표준 분야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았다. 제네바에 도착해 ITU-T 건물로 향했고, 회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다. 저기서 Q3 라포처인 일본의 ‘미호 나가누마’의 모습이
보여 인사를 나눴다. 나가누마는 꽤 낯익은 상대였다. ITU-T의 연락담당관
역할을 맡아 SC 27 WG 1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가누마는 내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나는
아무 발언도 하지 말고 지켜만 보라고 했다. 또한 모든 Q3 회의에 빠지지
말고 참가해야 하며 만일 모든 Q3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자신의 보고서
에서 내 이름을 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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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27 회의에서는 아무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좀 당혹
했다. 그러나 시간이 허락하는 한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게다가 첫 회의에서 별다른 발언 없이 관찰만 하는 것은 나에게는
회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에 수긍했다.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현명한 선택이었다.
ITU-T SG 17은 JTC 1/SC 27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ISO는 국가 대표
자격으로 참가하긴 하나 사적 기구였다. 기구 내에서 개인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이 우선시 되었지만, UN 산하기구인 ITU-T는 국가 대표단으로서의
입장이 매우 중요했다.
가장 큰 차이는 표준의 채택이 UN 의결 방식을 따른다는 점이었다. 만일
단 1개의 국가라도 반대하면 수년간 개발된 표준 채택이 부결되어 버린다.
승인절차를 좀 더 빠르게 하는 대체승인절차(Alternative Approval Process,
AAP)도 있지만, 이때도 만일 2개 이상의 국가가 반대하면 역시 부결이다.
그러다 보니 최종 표준 채택에 반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래서
사전에 국가 간의 의견 조율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리고 입조심도 반드시
필요했다.
4년이 지난 2017년, 나는 신규 블록체인 연구반인 ISO TC 307에 참여하게
되었다. TC 307은 내가 계속 참석하고 있던 SC 27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
했고, ISO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일은 순조로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여기서 ISO의 규칙과 ISO/IEC JTC 1의 규칙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SC 27에서는 표준의 리더를 에디터라고 부르고 최대 3명까지 코에디터
(CoEditor)를 허용한다. 나는 IS 23257 WG 1의 합의 끝에 참조구조에 코에디터로
참여하기로 되었다. 그런데 총회에서 ISO 중앙서기(Central Secretary,
CS)가 기록을 거부했다. TC 307에서는 단 1명의 프로젝트 리더만 둔다는
논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코에디터란 말은 있으나 프로젝트 리더 외에는
공식적 의미가 없다며 기록을 거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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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는 다른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년 뒤 기존 IS 23257 프로젝트 리더가 사직하면서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개시되었고 결국 나는 IS 23257 프로젝트 리더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표준화 기구와 위원회에 따라 규칙과 문화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후 IEEE의 P2145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을 때는 모든 기대나 예상을 버리고 배우는 자세로 참여
하게 되었다. 표준화 회의가 처음인 사람이라면 과거에 회의를 경험해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회의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➊ https://www.itu.int/rec/T-REC-A.1/en
➋ https://www.itu.int/rec/T-REC-A.8/en
➌ https://www.iso.org/sites/directives/current/consolidated/index.xhtml#_idText
Anchor095
➍ https://www.iso.org/sites/directives/current/part2/index.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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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2 VS 3GPP

반바지, 슬리퍼 VS 정장, 넥타이
김기영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전) 3GPP TSG SA, TSG CT 부의장 / (전) 3GPP2 TSG X 부의장

문화는 달라도 최고의 기술 표준을 완성시키기 위한 목표는 같으며
표준전문가들은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참여한다

2000년의 시작. 새로운 밀레니엄의 출발!
어릴 때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만 봤던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오니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기대 반 설렘 반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역시 그 어떤
곳 보다 IT분야에 많은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이동통신은 기존의 흐름이 확 바뀌는 느낌이었다. 음성통화와
문자만 가능했던 2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마감하고, 영상통화와 인터넷까지
가능한 3세대 이동통신의 표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다.
당시 이동통신 표준의 개발은, 유럽 중심의 비동기(W-CDMA)식 무선 기술 및
네트워크 기술 표준을 개발하는 표준단체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와 북미 중심의 동기(CDMA)식 무선 기술 및 네트워크 표준을 개발
하는 표준단체 3GPP2(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2)가 글로벌
통신 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었다.
본인은 2000년 초에 미국 연구소로 파견을 나가면서 북미 중심의 3GPP2
표준회의와 유럽 중심의 3GPP 표준회의에 모두 참여하게 되었는데, 두 개의
국제 표준단체는 북미와 유럽이라는 지역적인 차이 뿐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슷하면서도 많이 달랐기에 그에 대한 느낌과 기억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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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여름 미국.
‘3GPP2 코어 네트워크 표준을 개발’하는 TSG-X 회의가 열렸다. ‘3세대
패킷망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논의가 여러 회사의 기고문을 기반으로 진행
되며 열기와 긴장감이 가득했다.
그런데! 팽팽함이 가득했던 오후 회의시간. 갑자기 미국의 표준 엔지니어가
손을 번쩍 들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통신 회사 소속이었으며,
패킷분야에서 매우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었다. 당당하게 입을 뗀 그는
본인이 제출했던 기고문을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에
우월감을 느끼는 표정을 약간 보여주더니, 기고문에 관한 추가 설명을 시작
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신선했다. 왜냐하면, 당시 표준화 논의
상황이 너무나 전투적이었고 경쟁적으로 서로 기술에 대한 문제점, 혹은 작은
실수라도 찾아서 상대방 기술을 철회시키려는 분위기였기에 가시방석과도
같았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손을 들고 의견을 얘기한 엔지니어는 편한 반바지에
슬리퍼, 해변에서나 어울리는 비치웨어를 입은 것이 아닌가! 너무 튀는 의상이
무거운 회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거리낌 없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재밌게 다가왔다.
비슷한 시기에 역시 미국에서 유럽 중심의 ‘3GPP 코어 네트워크 표준 개발’을
위한 TSG-SA2 회의가 열렸고, 나는 그곳에도 참석 하게 되었다. 첫날
회의장에 도착해 보니 3GPP2 회의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조명이 그리
밝지 않은 큰 회의실에 매우 많은 인원이 정장과 넥타이를 매고 굳은 표정을
한 채 모여 있었고, 특히나 마치 학교에서 수업하는 형태처럼 열을 맞추어
아주 좁은 간격으로 앉아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개인적으로 3GPP 회의는 첫 참석이었기에 얼굴을 아는 엔지니어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다가 낯설고 엄숙한 분위기를 겪으니 심하게 긴장이 되었고,
국제 표준회의라는 중압감에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었다.
이토록 분위기가 다른 두 개의 국제 표준회의! 이 차이에는 이유가 있다.
유럽 중심의 비동기식 표준회의에는 넓은 유럽 전 지역에서 대기업부터 중소
기업,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참여하는 반면에, 북미 중심의 동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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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회의에는 오직 북미라는 지역에 기반을 둔 글로벌 통신 회사들이 주로
참여한다. 그러니 참석 인원의 차이 때문에 일단 회의장 크기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문화적으로 볼 때에도, 여러 국가가 모였지만 유럽이라는 하나의
운명체인 3GPP 회의는 기고문을 제출한 모든 회사들에게 일정한 발표
시간이 공정하게 주어진다. 하지만, 3GPP2 회의는 각각의 기고문에 대하여
실질적인 논쟁이 가능하도록 발표시간을 유연하게 조율하며 진행한다.

이렇게 문화가 다른 3GPP와 3GPP2!
한쪽은 엄숙하고 경직되어 있고, 한쪽은 조금은 자유로운 분위기! 그런데, 이렇게
문화 차이가 있더라도, 최고의 기술 표준을 완성시키기 위한 목표는 같았고,
또 참석한 사람들은 올림픽처럼 자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임했기에 치열한 경쟁 안에서도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어쩌면 그 덕에
언제나 IT업계는 상상 이상의 속도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2천 년 대 초반에 있는 힘 다해 이루었던 3세대 이동통신 표준화가
끝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4세대 이동통신 표준 기술인 LTE(Long Term
Evolution) 표준화가 시작되자, 3GPP 표준단체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표준화
엔지니어들이 함께 모여 표준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역적,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 하나의 이동통신 표준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제 2021년. 4세대를 지나 5세대를 뛰어넘는 기술의 표준을 향해가고 있고,
지난 6월 5G의 진화단계인 ‘릴리즈18’규격을 ‘5G-어드밴스드(Advanced)’로
공식화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3GPP 및 ITU 이동통신 표준 기술명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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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5G-어드밴스드(Advanced)’의 표준화가 시작되는 만큼, 지역적, 문화적
차이 정도는 쉽게 뛰어넘고, 기술의 한계까지 넘어 진정으로 모두가 연결되는
초연결 세상을 실현할 차세대통신 기술 및 표준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오늘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묵묵히 노력하는 모든 표준화 엔지니어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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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

표준 속에 담긴 이해관계
송재승
세종대학교 교수
oneM2M 기술총회 부의장 / (전) oneM2M 테스팅 그룹 의장

기고 전 철저한 협의를 거쳤기에
승인까지의 과정이 수월해지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갑, 을, 병, 정...
그 끝이 무엇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스페이드 카드가 생각나기도
하고 갑을병정 그 뒤에 무기경... 과 같은 말이 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중에서
지금은 갑과 을만 심플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갑, 을 관계란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관계를
의미한다. 계약서를 보면 갑, 을이라는 단어를 쉽게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위가 높은 쪽을 갑, 낮은 이를 을로 부른다.
실은 갑과 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계약에서만이 아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곳곳에 갑, 을 관계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분위기가 수직적인 직장에서 갑을
관계라 하면 ‘상명하복101)’ 이라는 분위기를 의미한다. 친구사이 또는 연인
관계에서 갑을관계라는 말을 사용하면 을이 되는 사람은 관계에서 조금 더
아쉬운 사람을 의미한다.
101) 윗사람의 명령(命令)에 아랫사람이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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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갑을병정 이야기를 국제표준화에서 찾아볼까라고 하면 아마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국제표준화가 주는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보통 국제표준화에서는
국가 대 국가, 회사 대 회사로 참여하고, 컨센서스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
국제표준화가 워낙에 평등한 문화로 유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모든
안건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준화
에서도 어떤 의미에서의 갑과 을이 존재한다.

3GPP은 파트너십 프로젝트에서 시작한 그룹이다.
구성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TTA, 유럽의 ETSI, 미국의 ATIS, 일본의
ARIB/TTC, 중국의 CCSA, 그리고 인도의 TSDSI이다. 그들은 주요 회원사
들과 손잡고 1998년 12월에 3GPP를 설립했다. 3GPP의 파트너들은 회원사
들이 표준 활동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제 표준 개발에 TTA의 회원사인 삼성, LG전자, SKT,
KT, LGU+ 등이 참여한다.
이동통신과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는 표준화 단체인 만큼 표준화에서의 발언권
이나 영향력 등에 이동통신 관련 사업 생태계가 상당부분 반영되어 작동한다.
즉, 이동통신 산업에는 사업자(Vodafone, China Mobile, SKT, KT, LGU+),
통신 장비 업체(Ericsson, Nokia, Huawei 등), 단말기 제조업체(삼성, 애플,
Huawei 등)가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통신장비와 단말기를 구매
하거나 선정하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사업적인 관계는 3GPP 표준화에서도
어느 부분 존재하고 표준화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통신 사업자들은 주로 신규 기능의 요구사항과 유스 케이스에 관심을 보인다.
그리고, 장비 제조업체들은 실제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망 구조 및
상세 프로토콜을 표준화하는데 집중한다.
그런데, 만약 장비 업체 및 단말 제조업체에서 신규 기능 표준화 기고문을
제안했더라도, 사업자가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럴 경우는 해당 기능에 대한 표준화 활동은 어려워진다. 반대로, 특정 기능에
대해 사업자들이 공동 기고 회사로 이름을 올리거나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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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될까? 예상대로 해당 기능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3GPP에서 신규 아이템 및 기능들을 제안할 때 통신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작업들이 상당 부분 필요하게 된다. 특히, 이동통신 시스템의
요구사항 및 구조 등과 관련된 표준 아이템의 경우 사업자와의 의견 조율이
큰 영향을 미친다. 물론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또는 단순 표준 문서상의 오류
등을 수정하기 위한 기고문의 경우에는 굳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
나의 일화를 짧게 소개하자면 LG 전자에서 3GPP SA1 및 SA2 delegate 로
참가해 다수의 기고문과 신규 아이템 등을 제안하며 라포처(Rapporteur)로
활동했던 적이 있었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 조금 가슴이 아픈데, 초기에 단독
으로 가지고 간 다수의 기고문 승인률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이후 기고를 하기 전 다수 회사와의 온, 오프라인 협의를 거쳤고,
거기서 통신사를 포함한 제조업체들의 Co-sign이 들어간 기고문들을 가지고
표준화에 임하였다. 그런 과정을 통해 결국 기고에서 승인까지의 과정이 수월
해지는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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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C

웹의 중심에서
Enjoy The Moment
류영선
삼성전자 수석
W3C AC / (전) W3C Workshop Program committee 의장

작은 경쟁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내가 서있는 이 장소와 순간을 충분히 즐겨라

W3C102)와의 첫 만남
W3C와의 첫 만남은 21년 전인 2000년이다. 당시 밀레니엄 버그로 세상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이 만연했지만 정작
이는 실현되지 않았고 세상은 조용했다. 그 때 나는 컴퓨터 사업부에서 PC
서버 개발을 담당했는데 소프트웨어센터(현, 삼성리서치로 통합)로 자리를
옮겨 임베디드 기기용 웹 브라우저 개발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삼성인터넷이 나름 인기 있는 웹 브라우저지만 그때만 해도 삼성의
웹 브라우저 개발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웹 브라우저 관련 기술도
전문가도 딱히 없었다. 내가 담당했던 부분은 HTTP, TLS 같은 프로토콜을
처리하는 모듈이었고 W3C의 공개 라이브러리인 libwww103)를 분석하며
개발하는 것이었다. 20대의 패기였을까, 그 당시엔 개발 중 문제가 생기면
겁도 없이 전체 W3C 메일링 리스트로 질문을 보내고는 했다. 이렇게 나와
102) World Wide Web Consortiumn 월드 와이드 웹 브라우저 / 서버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연구
기관 및 관련 회사들의 단체.
103) Library World Wide Web 유닉스와 윈도우에서 사용 가능한, 모듈 방식의 클라이언트 사이드 웹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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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C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에 탄생한 웹 브라우저의 이름이 Navi였다. Navi는 그 시절에 쓰던 삼성의
정보 가전기기인 웹 폰이나 디지털TV, STB, 모바일 단말 등에 탑재되었다.
현재의 삼성인터넷은 완전히 크로미엄104) 기반이라 Navi의 흔적은 전혀
없다. 그러나 Navi는 지금의 삼성의 웹 기술 발전의 선구자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 후 HTML4105)를 기반으로 하는 DTV와 STB106)용 웹 프레임워크인 CE-HTML
이나 CEA-2014, HbbTV107) 같은 표준 개발과 구현으로 이어졌다. 덕분에
나는 계속 W3C와 관계를 이어왔지만 정작 W3C에서는 활동할 기회가 없었다.
그로부터 11년 후인 2011년, W3C AC(Advisory Committee) 역할을 맡으면서
부터 비로소 W3C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컬쳐 쇼크(Culture Shock) in W3C
W3C 회의는 내게 커다란 문화 충격이었다. CTA(미국소비자가전협회;
CES 주관기관)나 MPEG, HbbTV, ATSC 같은 여러 표준 단체 회의에 참석해
봤지만 이런 회의는 처음이었다. W3C 회의는 참 자유분방했다.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부터 신선했다. 일단 동양인이 많다는 게 첫 번째 충격.
다른 회의들은 보통 북미나 유럽의 지역에 기반을 두어서 참여하는 사람도
주로 미국이나 유럽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W3C의 사람들의 피부색은
참 다양했다.
그들의 복장은 두 번째 충격. 내가 알던 표준 회의란 예의를 갖춘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에 10~20명 남짓 모여 의장의 주관으로 발언권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W3C에서는 반바지에 선글라스, 모자, 슬리퍼는 기본이고, 책상 위에
걸터앉아 토론을 하거나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코드를 들여다보는 사람
등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또 카우보이모자를 쓴 미국 사람에
스킨헤드, 랍비, 휠체어를 탄 사람, 안내견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마치 ‘지구촌’을 한 공간에 압축해 파티를 여는 듯한 광경이었다.
104) 구글의 오픈 소스 웹 브라우저
105) Hyper Text Markup Language 4
106) set top box
107) Hybrid Broadcast Broadband TV 인터넷이 연결된 TV, 셋톱박스, N스크린 기기를 통해 방송과 브로드밴드망
콘텐츠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범유럽 표준화 단체. 또는 기술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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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AC 회의의 하이라이트인 Technical Plenary도 특이했다. 사전에 특정
주제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컨퍼런스와 달리 W3C의 Technical Plenary는
언컨퍼런스 방식으로 진행한다. 회의가 시작되면 큰 화이트보드가 설치되고,
회의실 번호와 타임 테이블에 누구든 논의하고 싶은 주제를 자유롭게 적는다.
기본적으로 회의 참석자는 누구든 자유롭게 주제를 제시하거나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 이 방, 저 방을 찾아다닐 수 있다. 비슷한 회의 주제는 관리자가
통합하거나 나눈다.
회의에는 정해진 규칙도 필요한 자격도 없다. 논의한 주제는 향후 커뮤니티
그룹이나 워킹그룹으로 이어져 W3C 표준으로 개발한다. Technical Plenary는
W3C만의 독특한 문화이자 신규 표준 아이템을 발굴해 내는 시발점이므로
W3C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반드시 경험해 보길 바란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W3C는 다른 표준단체와는 다르게 ‘로열티 프리’라는 IPR 정책이 있다. 일반적
으로 표준 단체에 참여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술이나 특허를 표준에 반영해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고 반영된 기술, 특허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의 참석자들과 경쟁을 하게 되고 기술끼리 설전을
벌이게 된다.
그런데 W3C는 표준으로 제안 및 채택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모든 특허 권리를
무료로 한다. 즉, 특허를 통해 돈을 벌고 싶은 사람에게는 W3C는 적합한
단체가 아니다. 이는 W3C라는 단체의 고유한 성격 때문인데 W3C의 기술
논의는 경쟁보다는 협력의 과정을 중시한다. 전반적으로 나와 다른 의견이
나타나면 다투기보다 존중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위기이다.
처음 아이템을 제안했을 때 나와 다른 의견을 이기려고 언성을 높였던 기억이
난다. 언쟁을 벌였던 상대와 쉬는 시간에 오랜 토론을 거쳐 중재안을 찾아낼
수 있었지만 그날의 회의는 나로 인해 어색해지고 말았던 기억이 난다.
즉 W3C는 언쟁을 좋아하지 않고 합의를 기본 정책으로 한다. 물론 한 아이템에
모든 사람이 찬성할 순 없지만, 서로 협력해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표준을
개발한다. 어찌 보면 W3C는 웹의 기본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웹은 한
사람의 독자적인 자산이 아니며 모두가 자유롭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점은 너무 모두를 수용하고 존중하려고 하다 보니 타 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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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표준 진행 속도도 느리고 많은 표준이 중단되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표준을 경쟁으로, 심지어 전쟁으로 비유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W3C 회의에 참석할 때에도 주장을 관철하고 상대를 이기는 데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W3C에 참여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최소한 W3C 회의에서 만은 잠시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말에 귀를
기울여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힘을
모아 보자. 비단 W3C의 문화 때문만이 아니고 협력의 힘은 오늘날 웹을
만들어낸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명함은 버리고 소셜에 참석하라
회의장에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찾아내기가 매우 쉬운데 그 이유는 이들은
눈에 띄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외모도 타인종과는 좀 달라서 눈에
띄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유독 한국인과 일본인은 명함 주고받는 걸 좋아
한다는 특징이 있다. 나 또한 회의 참석 때마다 명함 한 통씩은 들고 갔던
것 같고 그동안 받았던 명함은 셀 수 없이 많다.
문제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은 명함만 주고받고 끝나버린다는 것이다.
즉, 누군지도 모르고 명함만 주고받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다. 상대가
누군지 모른다면 명함만 주고받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
명함을 주고받을 시간에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고 얼굴 한 번 더 보는 것이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쌓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워킹그룹 회의가
끝나면 점심이나 또는 저녁 식사를 같이하는 자리게 생기는데 이 자리는
꼭 빠지지 말고 참석하자. 회의 때 원수처럼 싸우던 사람들도 모두가 친구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리에 빠지면 워킹그룹 사람들과 친구가 될
기회를 놓치고 이로 인한 격차는 다음 차례의 회의에서부터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Enjoy The Moment
웹과 인연을 맺은 지 20여 년, W3C 회의에 직접 참여한 지도 10여 년이 지났다.
시간이 많이 지난만큼 많은 일이 있었고, 제안도 많이 했고 나의 제안의 일부는
표준이 되어 세상에 나왔다. 나의 노력들이 조금이라도 세상을 살기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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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이것이 표준 활동을 하는 매력이 아닐까
싶다. 짧지만 의장도 해봤고, 몇몇 표준 규격에서 에디터 활동도 했다. 워크숍
조직 위원으로 참여하여 여러 워크숍을 추진했으며 그 중 일부는 W3C의
새로운 워킹그룹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 웹25주년을 맞아
진행된 프레스 릴리스 행사에 초대되어 인터뷰도 했다. 비록 불발되었지만,
W3C TPAC 회의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려고 추진도 했었다.
또 운이 좋아서인지 W3C 회의가 유럽, 미국, 아시아 세 대륙을 차례로 돌아
가면서 개최되다 보니 덤으로 다양한 나라와 도시를 경험할 기회도 있었다.
기차, 배, 도보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국경도 넘어봤다. 폭설로 발이 묶이
거나 안개로 인해 인천에 착륙을 못하고 제주에 착륙했던 추억도 있다.
이렇게 많은 일들 사이에서 마지막까지 기억 속에 남는 건 결국 사람들과의
인연인 것 같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역시 웹의 창시자이자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팀
버너스 리와의 만남이었다. 쿨해 보이겠다고 ‘하이’ 한마디 건네고 말았지만,
그때 버너스 리와 사진 한 장 같이 못 찍은 건 지금도 후회한다. 아쉽게도
버너스 리는 이제 W3C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더 이상 그를 만날 기회가 없다.
CEO인 제프 자페나 HTML WG 의장인 폴 코튼 등 나름 이 바닥에서 꽤
유명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만났다.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인연들 또한 W3C를 통해 만났다.
W3C는 협력의 무대다. Enjoy The Moment. 작은 경쟁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현재 내가 서있는 이 장소와 이 순간을 충분히 즐겨라.
W3C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웹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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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M2M

틈새라면이 아닌 틈새시장
송재승
세종대학교 교수
oneM2M 기술총회 부의장 / (전) oneM2M 테스팅 그룹 의장

새로운 시도는 어렵지만 늘 뿌듯하다
앞으로 우리나라 표준화가 선두에 서서 활약하기를 바란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화창했던 어느 날!
사람들에게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개발을 생각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지 물어봤다. 그들은 마치 짠 듯이 모두 입을 모아 “누구나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라고 대답했다. 나는 ‘기능’이란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기에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어떤 까만 나이키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서 설명해 주었다.
“스마트폰 사용에 꼭 필요한 LTE나 Wi-Fi를 사용한 통신 기능, 인터넷 브라우징,
블루투스 기능 등에 대한 표준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한다.
그의 의견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다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의견에는 60~70% 정도만 동의한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40~50%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능을 개발한다. 20~30%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관리 기능을, 그리고 나머지 20~30%는 시스템 시험
및 검증 기능을 개발한다. 즉 연구개발의 50%는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필요한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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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에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기능과 시험 인증 표준 개발을 동시에 진행
한다. 이동통신 관련 시험인증인 ‘Test Certification’은 Global Certification
Forum (GCF) 라는 글로벌 인증기관에서 부여한다. 이런 시험인증 기관들은
보통 시험인증에 필요한 가이드나 자체 표준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테스팅 랩을 지정한다. 테스팅 랩에 방문하여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통신
기기가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시험인증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증명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의 일상생활 속 필수품인 LTE나 5G 단말기를 이용해 설명
하자면, 단말 제조업체에서는 TTA 시험인증 랩을 방문해 테스트를 받고,
테스트가 통과하면 GCF에서 발급해주는 인증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최종적
으로 인증서를 받은 스마트폰 모델만 시중에 판매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험인증 관련 국제 표준은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
TTCN-3108) 표준은 유럽의 ETSI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GCF의 헤드쿼터는
영국에 있고, 다수의 시험기 개발 회사들은 유럽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다.
이렇게 시험인증과 관련된 국제 표준이 미국과 유럽에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16년!!
우리나라에 사물인터넷 국제표준 프로젝트가 찾아왔다. 한마디로 기회의
시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글로벌 협력체가 바로
oneM2M109)인데, 2012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사물
통신 분야의 표준 때문에 국제적으로 제품을 호환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유럽통신표준화기구(ETSI), 미국통신정보표준
협회(ATIS), 중국통신표준협회(CCSA), 일본전파산업협회(ARIB) 등이 뜻을
모이 탄생되었다.
2016년 당시의 분위기는, 만약 우리나라에서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 프로젝트를
잘 해내면 TTA가 KETI110) 등 한국 회원사들과 함께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의
시험인증 분야를 선도해 볼 수도 있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다.
108) Testing and Test Control Notation version 3
109) 사물통신(M2M) 분야 국제표준화 협력체
110) 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한국전자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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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TTA와 KETI는 사물인터넷 테스팅 표준 개발은 물론이고 시험인증
권한을 집행하는 시험인증 기관의 설립을 기획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oneM2M 내 대부분의 파트너들에게 시험인증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KETI에서 테스팅 표준 개발을 위한 컨비너를 수임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테스팅 워킹 그룹을 신설하여 최초 의장을 수임하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물인터넷 시험인증 분야의 연구개발이 국제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책과제를
통해 국제 시험인증 연구 과제를 수행했고, 그 결과 oneM2M의 사물인터넷
테스팅 툴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되었다. 정말 눈부신 성과였다! 이를 오픈
소스로 개방해서 사물인터넷 기기 및 서비스 개발자들이 자체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이 이뤄진 것이다.
우리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행운의 여신은 한 번 더 우리 편이었던
건지, 사물인터넷 테스팅을 수행했을 때 이를 인증해줄 수 있는 공식 기관이
없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TTA가 인증기관이 되어 시험인증 프로그램을 oneM2M내에서 최초로 만든
다음, 이를 oneM2M에 제공했다. 이는 표준 제정 기관이 처음 시도하는 것
이었고 굉장히 뜻깊은 활동이었다.
이후 TTA에서 개발한 oneM2M 시험인증 프로그램은 이동통신 글로벌 시험
인증을 담당하는 GCF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 글로벌 oneM2M 사물인터넷
시험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는 요청을 해 왔다. TTA는 이를 받아
들여 GCF oneM2M이라는 국제 시험인증 프로그램이 새롭게 만들어 졌고,
현재까지 GCF에서 oneM2M의 IoT 시험인증을 운영 중이다.
이렇게 새로운 분야의 국제 표준이 개발될 때에는 기능에 대한 표준이 이루어
지고 난 다음 상호운용성을 글로벌하게 보장하기 위해, 테스팅 및 시험인증에
대한 표준을 병행해야 한다. 그런데 사물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국제
표준이 개발될 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활동을 선도했으며 그때의 활동과 결과물
들이 현재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의 테스팅과 시험인증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것은 두고두고 뿌듯한 일이다.
무엇이든 새롭게 선도해 나간다는 건 처음엔 힘들지만, 그처럼 보람된 것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표준화가 선두에 서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

국제표준화의
글로벌 활약 :
통상 & 정책

통상과 정책
통상과 디지털 정책
통상과 표준화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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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과 정책

기술표준과 국제정치
이희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융합산업과 표준화 연구센터

우리의 기술력은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대안과 세력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제목을 본 독자는 고개를 갸우뚱 할 수도 있겠다.
뜬금없이 표준에 국제정치를 갖다 붙이다니! 그런데 둘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최근에 일어났다.
지난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결과물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 표준인의 시선을 모을 문구가
들어있었는데, 바로, ‘한･미 파트너십 설명서(Fact Sheet: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Partnership)’에 포함된 ‘표준화’라는 단어였다.
정확하게 ‘Open-RAN111)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분야에서 협력112)’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한미 정상회담 문서에는 ‘standard of living’처럼 생활의
‘수준’으로 번역되는 standard가 많이 들어갔겠지만, 기술 ‘표준’이라는 의미로
standard가 들어간 것은 처음일 것이다. 그런데 이는 한미 정상회담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문에도 포함되어 있다. 즉, 통신 부문에서의
표준이 정상 간 외교의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111) 개방형 무선 접속망(Open Radio Access Network) : 무선 기지국 연결에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기지국 운용체제
(OS)를 개방형 표준으로 구축하는 기술 또는 Open-RAN 기술로 구축한 망
112) FACT SHEET: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Partnership 원문: commit to work together on
open-RAN technology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issues

130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실전편 Ⅰ 글로벌 표준화 문화 만나기

이렇게 된 배경에는 미국-중국의 5G와 화웨이를 둘러싼 분쟁이 있다. 이 다툼의
바탕에 5G 기술표준과 표준특허 경쟁이 자리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은 3G부터 미국, 한국, 유럽과 달리 독자적인 무선통신표준을
만들기 시작하더니, 미국이 방심하는 틈에 5G 표준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5G 표준특허의 1/3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니 미국은 발끈하였고 Open-RAN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이는 5G 및
차세대 통신표준에서 패러다임을 바꿔 보려는 의도이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5G와 화웨이를 둘러싸고 다투는 것은 기술표준의 문제가 단지 산업, 경제
차원을 넘어서 국가 간 패권 경쟁의 축이 되었고, 따라서 한미 관계의 한
요소도 되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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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S 중국
표준은 권력이다.
두 열강은 왜 이렇게 표준을 가지고 치열하게 대립할까? 무릇 국내든 국제
외교든 정치는 권력을 향한 투쟁이라 할 수 있다. 두 열강이 표준을 사이에
두고 다투는 이유는 표준이 바로 권력이기 때문이 아닐까? 권력은 타인의
의지에 반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실행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수단은 당연히 무력이다. 하지만 무력은 가장 조야한
방법이다.
정교한 권력은 지배를 받는 사람이 의식조차 못하면서 권력자가 정해준 대로
살아가고, 권력자의 원하는 바를 완성하는 것이다. 표준이 그렇다.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표준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누군가가 만든 표준을 준수
하면서 살지만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사실 알 필요도 없다. 그런데
표준을 만든 사람이나 회사는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이처럼
표준은 가장 강력한 권력의 수단이 되니, 글로벌 기업들과 국가들은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 쟁투를 벌일 수밖에 없다.
최근 미-중 기술전쟁의 기저에는 기술국가주의(techno-nationalism)가
자리 잡고 있다. 기술국가주의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
하면,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때 다른 어떤 고려사항보다 ‘국가 이익’을
앞에 두는 것이다. 즉, 기술 이전과 투자 결정에 있어서 단지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안보, 국가 전체의 경쟁력 유지 및 제고를 앞에 두고 기술혁신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주요국의 반도체, 배터리를 둘러싼 투자 결정은 이런 시각에서 설명할
수 있다.
후발국(latecomer)의 관점에서는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을 피하거나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국가 기술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의 맥락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국 따라잡기(catch-up)을 넘어 리드하고 주도권을
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내부적으로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넘어 더 큰 강조점은 자국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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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하면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관련 소재를 둘러싼 갈등도 기술국가
주의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기술국가주의적 기조는 국제표준 경쟁까지
좌우하고 있다.
물론 원래 표준이 순수하게 기술적인 것은 아니다. 비스마르크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법은 소시지와 같다. 좋아하면, 둘 다 만드는 과정을 보지 않는
편이 낫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양한 (소시지 재료처럼 잡다한) 이해
관계자가 타협하고, 절충하고, 심지어 담합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표준
공동체에서도 이 말을 응용한다.

“표준을 좋아하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지 마라.”
표준은 기술적 탁월성만을 고려한 산물이 아니라, 복잡한 타협과 절충, 주고
받기 등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 기술국가주의적 상황은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어떤 표준이
결정될 때 아무리 정치적 고려가 있어도 그 결정이 기술적인 합리성으로
설명되고 정당화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 고려, 국가 이익이 앞서고,
기술적 합리성이 다음 차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국제 정치와 표준, 기술국가주의 이런 큰 이야기들이 각종 SDO113), 컨소시엄,
포럼에서 TC114) 활동에 참여하는 우리 표준 전문가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들은 이미 TC 현장에서 중국의 숫자(참여 인원, 제안 표준 수
등)에 압도당하고, 미국, EU 또는 일본 대 중국의 대립에서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 게다가 앞으로는 다른 많은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더욱 잦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기술적 논리에
반하거나 기업 전략과는 상충되는, 미국과 중국이 내세우는 대안 중 한쪽으로
기우는 결정이나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113) SDO(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 국제표준 개발 기구)
114) TC(Technical Committee, 기술위원회) : 국제표준화기구 산하 기술위원회에서 표준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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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두 나라가 적대적으로 맞서는 상황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의 기술력은 두 나라가 지지하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3의 제안을 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나다. 그러니 여기에 다른 나라를 규합
하여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는 방향을 꾀할 수 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규칙 제정을 위한 세(勢) 규합!
TC 활동의 현장에서도 두 나라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과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단, 이것은
기술력만으로 할 수 없고, 다른 나라와 손을 잡음으로써 가능하다.
물론 여기에는 세련된 교섭력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우리의 기술력
에도 불구하고 눈에 띌만한 국제표준 성과가 부족한 것은 이런 정치력의 부족
때문은 아닐까? 하지만, 이것은 한 세기 이상 국제표준을 주도해온 서구와
달리, 국제표준 활동에서 소년기를 벗어나 청년기에 들어선 우리는 이제 배우면
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면, 최전선에서 표준을 만드는 TC 활동도 국제정치와 분리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비약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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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과 정책

G7, G20의 ICT 표준화정책 관심집중
: 다자규범화 초기부터 능동적으로 함께하자115)
남상열
KISDI 선임연구위원
(현) APEC 정보통신작업반(TELWG) 의장
/ (전) OECD 정보경제작업반(WPIE) 부의장

디지털기술표준 정책원칙의 다자규범화 초기단계부터 참여하여
논의를 주도하고 다양한 이해를 품는 진정한 리더가 되길 바란다

2021년 4월
주요 7개국(G7) 디지털 기술장관회의(Digital and Technology Ministers’
Meeting, 28-29 April 2021)가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올해 G7116) 의장국인
영국이 개최한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다.117)
이 회의에서 G7과 초청국 장관들은 디지털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생태계의
신뢰성, 민주적 가치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를 펼쳤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디지털기술표준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에 관한 장관선언문
부속서가 채택된 것이다.118)

115) 이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우리정부의 입장과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116) G7은 개방적, 민주적, 대외 지향적 사회라는 공유되는 가치(shared values)를 추구하는 주요 7개국 회의이며,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더하여 유럽연합(EU)으로 구성되어 있다.
117) G7 2021 영국 웹사이트 https://www.g7uk.org/ 참조
118) G7 United Kingdom 2021(2021), “Framework for G7 Collaboration on Digital Technical Standards”,
Annex 1 of Ministerial Declaration, G7 Digital and Technology Ministers’ Meeting,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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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디지털･기술장관회의에 참석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1.4.29 (출처: 뉴시스)

그런가하면 지난해 2020년 11월, 주요 20개국(G20, G7에 12개 신흥국/주요
경제국과 유럽연합(EU)을 추가하여 구성됨) 최초의 표준 관련 써밋인 ‘리야드
국제표준 써밋(Riyadh International Standards Summit, 4 November
2020)’이 역시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
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세계 3대 표준화기구 사무총장,
G20 국가별 표준기구 대표가 참여해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대응
및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있어서 국제표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국제표준의 인정, 지지 및 채택을 위한 행동
요구(Call to Action)가 발표되었다.119)
어쩌면 아직까지는 이러한 글로벌 회의에서의 논의와 약속들이 협력을 위한
기본원칙과 포괄적인 추진방안만 제시하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지만, 다자간
고위급 국제회의에서 디지털기술표준 정책이슈가 명시적으로 제기되고
문서화되었다는 점만으로도 너무나 뜻깊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글로벌 논의와 합의문서의 채택은
다자규범화의 중요한 기반이자 신호(signal)이다. 최근 들어 ICT 통상 무역
119) 써밋의 주제는 “Global crises need global solutions – how international standards can help, and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standards”이며, 발표문서는 G20 2020 Saudi Arabia (2020),
“Riyadh International Standards Summit recommendation and call to action”, November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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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소수의 국가들이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일방주의에 대응하여 모두가
상호호혜적으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다자주의120)가 강조되고 있기에,
다자규범화의 초기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팬데믹 시대를 통과하는 2021년! G7 디지털･기술장관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디지털 및 기술표준 정책 이슈를 좀 더 살펴볼까 한다.
G7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공유되는 가치(shared values)’이며,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의 핵심 조건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가치를 배경으로 2021년
G7에서는 여섯 가지 정책우선과제121)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그 안에 ‘디지털
기술표준 협력 프레임워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디지털기술표준 협력 프레임워크’에는 2017년 9월 이탈리아 토리노
(Torino, Italia)에서 펼쳐진 G7의 ICT 장관선언문 내용이 담겨있다. 2017년
당시 G7은 21세기 급변하는 글로벌 생산 환경에 따라 ‘차세대 생산혁명을
포용적, 개방적 및 안전하게(Making the next production revolution
inclusive, open and secure)’라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 2021년에는 이에
덧붙여 기술표준 개발의 산업계 주도, 포용성, 다중이해관계자 접근방법
(multistakeholder approach)에 대해 강력한 지지도 담고 있다.
이것은 WTO TBT협정122)의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관한 모범관행규약
(Code of Good Practice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 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국제
표준 개발의 원칙에 관한 TBT 위원회 결정(TBT Committee Decision on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등 국제적
으로 인정되는 기존의 디지털기술표준 관련 규범 및 원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며, 거기에 투명하면서도 개방적이고 적절하면서도 타당한 의사결정이
지속되어야 함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120) 국제무역에서 국가 간 협력 촉진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범세계적 협의체를 두고 상호호혜적인 규범ㆍ투명한
절차를 만들어 모두가 일관되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자는 접근방식이다.
121) 여섯 가지 정책우선과제는 ①인터넷상의 안전(원칙, 온라인상의 인권 보호), ②통신의 다변화(안전하고, 회복력
있고, 다변화된 디지털, 통신 및 ICT 인프라 공급망 촉진), ③신뢰 기반의 데이터 자유이동(협력 로드맵), ④무역에
대한 디지털 원활화(전자기록 이전에 관한 협력 프레임워크), ⑤디지털기술 표준(협력 프레임워크), ⑥디지털 시장의
경쟁 촉진(협력의 심화) 등이다.
122)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기술 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표준･기술규정을 국제표준과 투명성
절차에 맞추도록 의무화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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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점점 더 비대면이 활성화 되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올바른 절차와 원칙을 지키며, 첨단 산업화에 배제되거나 뒤떨어지는 나라가
없기를 바라는 국제적인 약속이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바로 ‘정부가 디지털기술표준 생태계의
근본적인 재편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려는 어떠한 접근방법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가 디지털 기술과 산업을
통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함된 약속은, G7 회원국 및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공유를 향상시키고 상호조율을 촉진하기 위한 ‘G7 창구(points of
contact)’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 모든 내용은 앞으로 국제무대에서의 디지털기술표준 정책협력이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한 ‘다자규범화’의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G7이 자유민주진영의 주요 선진국만으로 구성
되어있기에, 약소국이라든지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국가까지 포함해
이루어지는 다자규범화의 진전은 아직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펼쳐지는 G20, 국제표준화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강화,
디지털전환의 진전, 코로나-19 위기 및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정보
통신기술(ICT)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의 기대 고조 등의 동향을 보면 다자
규범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국제무대의 디지털기술표준 정책협력은 지금까지 발전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놀랍게 변화될 수도 있다. 눈뜨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빠르게
산업화되어 기업은 이들을 제품에 적용시키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선두
주자가 되는 것은 단지 ICT기술에서 한발 더 앞서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조화시키려는 포용적인 접근방법을 요구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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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표준전문가들은 또한 앞서 강조한 것처럼 다자규범화를 위한 국제회의
초기단계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가진 디지털경제 및 전자
상거래 등의 구조적이고 차별적인 특성이 고려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했으면 한다.123) 그리고, 정부 역시 기업과 전문가들의 역량을 배양시키는데
있어 조정자로의 역할을 지금처럼 더욱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우리의 입장을 정당하게
반영하고, 다양한 이해를 품고 나아가는 진정한 포용적인 리더가 되었으면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승자는 분명 경쟁을 통해 최고의 혁신적인 기술을 지닐 뿐 아니라 서로 협력
하고 공존하려는 노력을 통해 파이(pie)를 키우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123)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총부가가치에서 디지털경제(ICT 부문 및 하부부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10.4%로
OECD 회원국 평균 5.4%는 물론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세부부문별로는 ICT 제조업부문의
비중이 7.2%로 OECD 평균 1.4%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에 IT 및 기타 정보서비스부문의 비중은 1.9%로 OECD
평균 2.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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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과 정책

기술표준은
혁신의 마중물인가 장애물인가
WIPI를 둘러싼 한미 통상갈등과
아이폰의 나비효과
곽동철
경북대학교 교수
(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더라도 고집하면
세계시장에서 고립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은 꼭 막아야 한다

2009년 12월
우리나라 스마트폰 업계의 새로운 출발이자 일상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
나기 시작했던 시기. 바로, 아이폰이 처음 도입된 때이다.
애플과 스티브 잡스를 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준 3세대 아이폰(iPhone
3GS)은 2007년 맥월드 키노트에서 발표되었다.
당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전설의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은 개인적
으로 여전히 잊히지 않는다. 그런데, 2007년 발표된 아이폰 3GS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2009년 말이니, 한국의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손에 넣기까지
2년 넘게 걸린 셈이다. 경제수준이 우리보다 한참 아래인 베트남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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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정식 출시되었는데, 국내에서는 3GS 뿐
아니라 그 이후 발표되는 아이폰 시리즈들이 모두
‘담달폰’이라는 오명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WIPI124)라 불리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기술표준이 존재하고, 한국과 미국 간
통상갈등까지 엮여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만
빼고 모두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아이폰 3GS

2000년대에 들어서며 휴대전화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멀티미디어와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국내 통신 3사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무선인터넷서비스에 주목했다.
휴대전화에서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벨소리, 동영상, 게임 등을 즐기기
위해서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플랫폼(platform)이 필요했다.
SK텔레콤의 네이트(NATE), KTF의 쇼(SHOW), LG텔레콤의 이지아이
(ez-i) 등이 대표적인 무선인터넷 플랫폼이다. 그러나 이들 플랫폼은 개별
통신사의 전용 플랫폼이어서 여타 서비스와 상호 호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플랫폼 간 호환성이 떨어지다 보니 소비자들은 타 통신사 이용자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없고, 콘텐츠 개발자는 동일한 콘텐츠를 각 플랫폼 별로
중복하여 제작해야 하여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다.
게다가, 미국 퀄컴(Qualcomm)의 BREW125)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특허 사용료도 큰 부담이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신규 사업자의 무선인터넷시장 진출을 촉진하며, 특허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플랫폼의 표준화를 시도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한국형 무선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인 ‘WIPI’이다.
WIPI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분야의 핵심 기술로 떠올랐다.
휴대전화에 칩 형태로 내장되는 일종의 미들웨어(middleware)로 각종 모바일
124)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125) Binary Runtime Environment for Wireless : CDMA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모바일 게임과 같은 타사 응용
프로그램에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퀄컴이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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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프로그램을 휴대전화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무선인터넷 상호접속기준 형식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통신사가 달라도
WIPI를 탑재한 휴대전화끼리는 무선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손쉽게 콘텐츠
공유가 가능해졌으며, 콘텐츠 공유가 제한되었던 각 통신사만의 고유한 플랫폼
소통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즉,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Windows)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휴대전화 단말기에 WIPI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검토하면서부터 발생했다. WIPI 의무화로 인해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인 퀄컴의 BREW가 한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리자 통상
압박을 가해왔다.
미국의 주장은 강력했다.

“대한민국이 WTO 무역기술장벽(TBT126))협정을 위반했다!”
“WIPI 의무화 정책은 과도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이고 외국
경쟁업체를 차별하는 통신 분야의 대표적인 무역장벽127)이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을 순 없었다. WIPI 의무화가 TBT협정 위반
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WIPI는 통신 ‘서비스’이므로 상품을 규율하는
TBT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상호호환성이라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쉽게
물러날 미국이 아니었다. 표준화 정책을 바라보는 양측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너무나 컸고, WIPI를 둘러싼 통상갈등은 WTO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우리나라: 정부 주도로 무선인터넷 단일 기술표준을 개발하겠다.
VS
미국: 정보통신 표준의 채택은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126) Technical Barriers to Trade
127)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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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양보 없는 팽팽한 통상갈등은 WTO 소송 직전까지 갔지만, 2004년
4월 열린 ‘한미 통신전문가회의’에서 WIPI 설치를 의무화하되 BREW를
포함한 다중 모바일 플랫폼도 허용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하며 마무리되었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통상갈등을 원만히 해소하고 기존의 정책목표인
무선인터넷의 상호호환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었다.
그러나!
그 무섭다는 미국 정부의 통상압박도 이겨낸 WIPI이었지만, 결국 시장의
힘은 이겨내지 못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해소되고 2005년 4월부터 국내
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전화에 WIPI 탑재가 의무화되자 노키아, 블랙베리,
아이폰 등 외국계 제조사 휴대전화의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렸다.
특히 애플은 자사의 글로벌 정책에 반한다며 아이폰에 WIPI 탑재를 거부하고,
우리나라 통신사의 요청인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Wi-Fi) 기능을 제거하라’는 사항도 거절했다.
결국 WIPI 의무화 정책 때문에 아이폰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졌고, 정보통신 분야에서 국제표준과 동떨
어진 갈라파고스화(化)128)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우리 정부는 결국
2009년 WIPI 의무화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WIPI가 폐지되고 국제표준이 도입된 후 본격화된 스마트폰 경쟁에서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가 아이폰과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런가하면 WIPI가 사라지자 국내에서는 무료 와이파이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등장하는 등 통신 서비스의 지각변동도 이루어졌다. 이처럼 시장의
힘을 거스른 채 국제표준과 괴리되어 만들어진 기술표준은 혁신의 마중물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다.
아무리 혁신적이라 할지라도 갈라파고스식 기술표준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걸 늘 유념하자. 기술발전에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통상마찰만 야기할
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제표준을 위해 힘쓰는 모두에게 응원을 보낸다.

128) Galapagos Syndrome 자신들만의 표준만 고집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뜻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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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과 정책

아세안 : 뭉치면 산다
곽주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표준화 과정에서도 절대 빠질 수 없는 말이다.

2019년 여름
전 세계의 평균기온이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기록됐던 그때!
하지만 나는 그해 여름의 물리적 온도와 폭염을 느낄 틈도 없이 초조하고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 이유는 바로, 11월 25일, 부산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이었다.
나와 동료들은 여름 내내 정상회의 안건(agenda) 준비로 인해 신경이 곤두 선
상태로 지냈다. 여느 때보다 당시 안건 준비가 더 예민하게 다가왔던 건,
우리 연구팀과 아세안의 만남이 말 그대로 ‘처음’이어서였다. 무엇이든 ‘처음’
이란 건 설레기도 하지만, 많이 알지 못하기에 막막하면서도 두려운 법이니
마음은 바쁘고 머리는 복잡했었다.
평소 화교권 기업은 관심을 꾸준히 갖고 연구해 왔기에 중국의 기업전략과
경영환경을 분석하는 건 익숙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아세안은? 분명 중국과 또 다를 텐데, 어떻게 접근할까?
연세대 이희진 교수님의 리드 아래, 고려대 강병구 교수님과 나. 이렇게 우리
셋은 정상회의 안건에 표준화 이슈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넣을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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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맞대고 며칠 동안 고심하였다.
안건을 정하기 위해서 우선은 아세안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 필요사항이 담긴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와
아세안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했다.
이에 우리 연구팀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아세안이 표준 협력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표준협력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렇게 10개국으로 이루어진 국제기구이다. 이처럼
참여국이 매우 다양하니 그 안에 담긴 특성 또한 다양하면서도 개성이 넘친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바라볼 때, 싱가포르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중진국이며, 미얀마는 최빈국에 속한다.
게다가 공산주의 경제에서 시장체제로 변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제도 차원에선 아세안 안에는 왕정국가와 사회주의, 민주주의 체제가
섞여 있으며, 문화 역사적으로 봐도 10개국의 종교, 민족의 구성, 과거 식민지
역사가 상이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세안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놀랍게 만장일치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느리며, 국가 간의 경쟁의식 때문에 의견 일치에 도달
하기가 쉽지 않다. 아세안 지역에 한류가 크게 유행 중이며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기에 개별국가 차원의 협력 가능성은 높을지 몰라도, 10개국이
모인 아세안과의 협력 가능성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 표준협력을 만드는 데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주의 깊게 본 것은 물류관련 기본 제도였다. 아세안 국가들은 역사적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물품의 양과 원료,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다. NWT(순중량,Net weight)를 사용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그램(g)이나 킬로그램(kg)같은 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도 있으며, 영국식
야드파운드(lb)를 사용하는 나라도 있다. 영양정보도 칼로리(cal)와 킬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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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등 나라마다 다르게 표시한다.
이에 우리들은 기본적인 인프라 시스템을 통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시스템을 많이 바꿔야 하는 국가라면 물품 표시
제도를 통일시키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아세안의 특징인 ‘다양성’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국가 간 합의에 어려움과 복잡한 상황을 가져온다는 것이
실감되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
우리 팀은 애타는 마음으로 며칠 동안 많은 고민을 했고, 쉴 틈 없이 회의를
거듭했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포기했냐고? 아니다! 방향을 바꾸기로 하였다.

큰 규모로 무역을 하는 나라의 요청이라면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큰 규모로 수출입 교류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물류관련제도를 통일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지 않을까 싶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민간자문회의에서 건의했더니,
산업자원통상부의 유명희 통상협상본부장이 신속히 아세안에서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3개국을 대상으로 ‘물류인프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
시켜 줬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였기에, 우리 셋은 <한-아세안 표준
협력센터>의 설립을 제안하였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아세안과 표준협력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영향력도 높일 수 있고,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로, 아세안의 의향을 알아보았다.

결과는...
아세안 측의 대 환영이었다!
아세안 측은 ‘대한민국이 정보통신과 제조업에 있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국가이므로 협력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아세안의 표준화 대표 협상
기구는 ACCSQ(ASEAN Consultative Committee on Standards and
Quality)이며 ACCSQ는 우리나라와 표준 협력을 이루는데 있어 건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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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었다. 몇 번의 출장을 거쳐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며, 확언을 받았고,
마침내! ‘한-아세안 표준협력센터’는 정상회담 선언문에 포함되는 쾌거를
가져왔다.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 제16번은 다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한-아세안 CEO 서밋 및
한-아세안 혁신성장 쇼케이스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와 경험의
공유를 통해 스마트 농업, 미래 환경 및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와
스마트 라이프, 그리고 로봇 공학과 자동화, 바이오경제,
스마트 전자 및 가전, 차세대 자동차 등 혁신 산업 분야에서의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파트너십 강화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시행될 공동 타당성 조사와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설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 실무그룹 구성이 제안된 것을 평가하였다.”129)
1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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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이렇게 큰 삽은 떴으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의 설립은 내년(2022년)을 목표로 준비 중인데,
아세안 내부는 설립에 동의는 했지만, 어느 산업부터 표준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아세안의 요구사항이 좀 더 통일
되면 우리나라와의 협력도 훨씬 수월해질 텐데, 역시 다양성은 큰 자산이기도
하지만, 일을 진전시키는데 장애가 된다. ‘아세안’이란 이름은 하나지만, 사실은
이해관계 편차가 너무나 큰 10개 국가의 연합이라는 점이 무겁게 다가온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아세안과의 표준협력을 대외 원조하듯이 전적으로
아세안의 바람대로 해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원하는 사항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시켜야 할 것인지도 모호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길이 나온다는 것이다.
정상회의 안건을 준비했던 우리 셋이 그렇게 똘똘 뭉쳐 준비하여 연구센터의
설립을 추진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표준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혼란
스러운 상황, 난관이 닥칠 때 함께 손을 잡는 팀워크를 놓지 않으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왔던 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표준화 과정에서도 절대 빠질 수 없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세안의 단합 또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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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과 정책: 디지털 거버넌스

경쟁과 조화를 위한 협력130)
남상열
KISDI 선임연구위원
(현) APEC 정보통신작업반(TELWG) 의장
/ (전) OECD 정보경제작업반(WPIE) 부의장

디지털 패권경쟁의 시대!
국제무대 디지털 이슈들에 대해 우리나라도 경쟁과 조화를 통한
혁신과 포용의 유연한 대응을 하며 발전하길 바란다

나의 표준 관련 활동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출범 초기 무역 기술 장벽 위원회(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Committee) 의제대응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활동 또한 표준화의 세부적인 기술 이슈보다는 포괄적인 표준정책이나
기술규제의 정당성과 같이 주로 ‘다자무역체제에서의 현안’과 ‘디지털경제
분야의 무역통상 이슈 대응’을 중심으로 움직여왔다. 이러한 나의 경험을
통해 무엇보다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상호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그리고, ‘조화와 협력을 통한 시장의 확대 및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131))’ 이 두 가지를 함께 갖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과 조화가 함께 공존하는 것의 의미가 빨리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두루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 경쟁과 조화라는 상반되는 개념이 그 무엇보다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표준은 그 개념을 매우 넓은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다.

130) 이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기관이나 우리정부의 입장과 관련이 없음을 밝혀둔다.
131) 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산출물 단위당 생산비하락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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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표준 또는 표준화의 개념은 개별 품목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적인 요소들에 대해 사용된다. 그런데, 예를 들면, 경영시스템표준
(management system standards, MSS)의 경우에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 또는 ‘조직의 운영’ 전반을 포괄한다.
더 나아가, 무역통상에서 보면 다자간협력(multilateral cooperation)과
상호조화를 위한 ‘규범의 제정 및 이행’ 또한 넓은 의미의 표준 및 표준화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정보통신은 방송, 매체뿐 아니라 경제, 사회 활동과의 융합이 이루
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디지털 기술이 사회구조까지 변화시키는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132)이 빠르게 진전되는 중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관련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 예를 들어, 기술자,
IT기업 등)의 역할은 물론이며 전반적인 거버넌스(governance)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조정과 협력이 포함된 넓은 의미의 글로벌
표준이 요구되고 있다.133)
이처럼 인터넷 기술이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차지하게 된 요즘!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기술 분야의 거버넌스 및 다자간협력의 핵심
의제는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생태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주권’이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이 많진 않지만, 예를 들어 출장이라도 가려고 하면 각국 정부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휴대폰의 위치정보 활용과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응하는 정책은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르고, 이 문제를 서로 일관되게 조화
시키는 건 쉽지가 않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오늘날 정보통신기술(ICT) 및 디지털기술의 핵심기반인
인터넷은 미국에서 태동하고 발전하였다. 미국은 인터넷주소 관리권과
인터넷 및 디지털기술 기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민간 기업을 다수 보유
132)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플랫폼으로 구축･활용하여 기존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133) 거버넌스는 지배구조 또는 협치 등으로 번역되며, 권력이나 권한의 집중 또는 중앙집권에 대응하는 권력 및 역할의
분산, 지방분권, 협치 등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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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가급적 기존의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고, 시장자율기능 보장과
정부규제 최소화 등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대부분의 서방선진국들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많은 후발 국가들은 사이버상의 국가주권 행사를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 등의 목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각 나라마다 우선순위에 두는 근본적인 가치가 다르기 때문
이다. 시장의 성장 및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려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규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나라가 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각 나라마다 ICT 산업 경쟁력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각각의 목소리가 대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은 2012년 국제전기통신엽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의 세계국제전기통신회의 (World Congress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WCIT)에서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ITR)을 24년 만에 개정하며 더욱 첨예하게 드러났다.
이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인터넷 규제’였는데, 러시아, 중국,
중동, 남미 지역을 비롯한 55개국은 서명을 했지만, 미국, 영국을 포함한
유럽국가들은 대부분 서명을 거부했다. 결국 서방국가들의 반발로 인터넷
규제 관련 조문은 개정에 삽입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개정에 반대한 서방국가들은 다중이해관계자 접근방법(multi-stakeholder
approach 또는 multi-stakeholderism)을 내세워, 정부규제가 일어나면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기회가 당연히 떨어질텐데 그 피해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 주요 논리였다. 이것은 자국의 글로벌 ICT기업들이 혹시 피해를 입을
까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여전히 세계는 인터넷과 디지털기술 분야의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국가들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양분되어 있다. 최근 반도체와 통신
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을 비롯해 각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견제와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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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정부 또한 다중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의 하나로서 공공정책 목표의 추구와 관련한 역할 등이
중요하며, 디지털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대응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안별로 적절하면서도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인터넷 및 디지털기술의
새로운 이슈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진화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며 더욱
유연하고 포용적인 접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세계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나 각국의 디지털기술,
ICT 활용, 인적역량 및 관련 제도와 문화적인 측면 등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렇기에, 모든 나라가 동일한 규범과 표준을 일시에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한다. IT부문의 선도국의 위상을 가진
우리나라가 글로벌 무대에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입장을 제시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려면, 시장경쟁을 통한 관련 산업 및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부와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 집단이 협력하여 디지털기술 표준화와 디지털
거버넌스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를 조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공정한 경쟁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시키는 협력을 통해
디지털경제에서의 기회가 공유되고 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
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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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과 디지털 정책

디지털 통상 질서 지키기
김동휴
영국 글라스고대학교 교수

디지털 무역장벽을 이해하고 글로벌 표준 통찰력을 가지는 것!
우리나라 국제통상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기술은 곧 권력이다.
경험론의 창시자인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Scientia
Est Potentia)’라는 명언을 남겼다. 사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얻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권력이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다. 현대 사회의
권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진화 패턴을 이해하고 이에 관련한 공통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즉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삶의 권력을
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준에 의해 삶이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런 일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나도 모르게 표준이 만드는 권력 안에 잠식되어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 역시 LTE
또는 5G와 같은 기술표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텐데, 우린 그 안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표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하는 행위자 선택에 제한을 가져온다.
그 두 가지는 바로, 고착과 배제 효과(Lock-in & Lock-out Effects)인데,
고착 효과는 QWERTY 키보드 자판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다른 자판을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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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하는 것처럼 특정 생활양식이 너무나 몸에 배어 변화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배제 효과는 애플의 IOS 표준과 앱의 관계처럼 IOS의 표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배제되어 버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처럼 현대사회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기술표준이 특정
기업 또는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5G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마다 관련 표준에 많이 투자한 미국 퀄컴이나 중국 화웨이와 같은
기업이 수익을 획득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결과를 잘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술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 반도체,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서 나타나는 미･중 기술
패권경쟁 역시 글로벌 표준 제정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권력 다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정책을 우선순위를 두는
기술국가주의(Techno-nationalism)134)와 글로벌 표준 경쟁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현상인데, 기술국가주의와 글로벌 표준 경쟁은 나의 지도교수인
연세대 이희진 교수님이 많이 연구한 분야이다.
최근 그가 작성한 기고문에 따르면, 중국이 내년에 발표할 ‘중국표준 2035’
계획에는 디지털 통상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시스템 표준을 새롭게 설계
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한다.135) 이러한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국제 통상질서, 즉 경쟁의 규칙이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국제 통상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은 WTO(세계무역기구) 법이다.
국제통상은 오랜 시간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는데, 1973년 동경라운드136)
협상에서 자국 기술 보호 정책이 국제 통상에 마찰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규범화 논의를 시작하였고, 그 후 1995년 WTO 체제가 설립되며
상품무역에 대한 다자협정의 일부인 TBT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137)이 기술표준에 관한 국제 규범으로 등장하였다.
134) 과학･기술의 힘에 의하여 국가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정책.
135) 이희진(2020). 미-중 분쟁과 기술표준의 지정학 그리고 한국의 접근. S-Life.
136) 포괄적 무역협상을 위한 교섭을 통칭하며 ‘다자간 무역협상 MTN’ 또는 ‘신국제 라운드’라고도 불린다. 1973년
9월의 GATT 도쿄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철폐, 세이프가드 완화 등의 무역 자유화
조치. 1972년 초에 종료된 케네디 라운드를 뒤이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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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협정은 국제표준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EC-정어리 분쟁 사건138)의 경우에서 보면, 1989년 유럽연합이 특정 어종
으로 생산한 통조림 제품만 ‘정어리’라는 명칭 사용을 허용했기에, 다른 정어리
어종을 생산하는 페루의 유럽 수출이 영향을 받았다. 결국 페루는 국제식품
규격위원회 표준(Codex Stan 94)을 근거로 Sardina pilchardus와 Sardinops
sagax 모두 정어리로 분류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1년 유럽연합을 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WTO 상소기구는 유럽연합이 TBT 협정 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판결하였다. 페루는 국제표준을 잘 활용하여 자국의 무역을 보호한
것이다.

Sardina pilchardus와 棲息海域(좌측) Sardinops sagax와 서식해역(우측)
<출처: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

137)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표준･기술규정을 국제표준에 맞추도록 의무화한
협정이다.
138) 통조림 정어리 판매에 관한 EC의 규정에 대해 페루가 TBT 위반이라고 2001년 6월 EC를 WTO에 제소한 것.
우리가 흔히 정어리라고 부르는 생선에는 Sardina pilchardus라고 불리는 유럽산과 Sardinops sagax로 불리는
남미산이 있다. 두 생선의 외양, 크기, 무게 등 형태상의 차이는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고 생태학적인 특성도 매우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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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무역일반협정)와 현 WTO TBT협정 간의 큰 차이점은 제품
자체 뿐 아니라 제품의 생산 및 공정 방법까지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자전기 또는 자동차 수출에도 중요해졌는데, 국제표준의 요건들을
충족하면서 생산되었는지를 검사 및 인증하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꼭 필요
해졌다. 그리하여, 수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절차를 여러 국가마다 중복적
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는 주요한 기술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유럽 내 단일시장 형성을 위해, 유럽
표준에 따른 검사 및 인증 결과를 시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강화해왔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술규정 차이가 기술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베이징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자동차 배기가스 허용기준치 보다 더욱 강화된 기술규제 적용을 준비한 적이
있었다, 2016년 한국 정부는 지역별로 상이한 중국의 기술규제가 한국 자동차
생산 및 수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TBT 협정에 근거하여 통상 문제를
제기하였고,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술규정을 일원화하기로 하였다.139)
이처럼 TBT 협정은 자유무역을 위한 글로벌 통상질서와 기술에 관해 균형을
맞추는 국가 간 핵심 국제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수출입에 관해서만 규율
한다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중요하게 떠오르는 디지털
통상, 특히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에 관한 의무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비대면 상호작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140) 시대에는 기업의 가치 창출이 데이터
흐름의 통제와 직결되어 있다.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고 새롭게 생산된 정보를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의 디지털 기업들이 급격히 성장하는 이유이다.

139) 안덕근, 김민정(2018). 우리나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례 연구. TBT Policy Report.
140)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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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현 WTO 협정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디지털 경제에 관한 역내
규범을 제정 중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에 채택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개인정보보호 규정)141)이다. 이 규정에선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데이터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했으며, 유럽연합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해당 규정에 맞추어서 디지털 전략을 재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 가시적 효과를 우리는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웹페이지 사용 시 쿠키 허용에
관한 사용자 선택의 급격한 증가가 대표적 사례이다. 쿠키 허용은 개인정보
수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GDPR 규정에 따라 기업은 사용자에게 쿠키
허용, 즉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한다. 해당 사례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기술규정이 유럽 외 글로벌 기업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기술규정의 글로벌 적용을 통해 유럽연합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기술표준 및 규제를 선도하고 있는 현상을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
라고 지칭한다.142) 미국 또는 중국의 영향력의 벗어나 유럽연합 역시 나름의
방법으로 조용히 기술패권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통상에 대한 공통의 규칙을 선도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적 사항이라는 것을 파악한 여러 중견국은 미국, 중국, 유럽에 의존하기
보다는 독자적인 협력 체계 구축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1년 7월에 발효하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 간 DEPA(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 협정은 개인정보보호, 핀테크 등 여러
디지털 분야에서 국제규범을 확립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 역시 ‘디지털 통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DEPA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143)
그러면 급변하는 디지털 통상환경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디지털 표준
전략은 무엇일까?

141) 유럽 의회에서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통합 규정.
142) Beattie(2020). The Brussels Effect, by Anu Bradford. Financial Times.
143) 윤보람(2021). 정부, DEPA 가입 추진…‘디지털 통상’ 대응력 높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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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한국과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을(Like-minded
Countries) 파악하고, 그들과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기술표준 및 글로벌 통상
규범을 주도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이 있다. 특히 영국은 최근 브렉시트(Brexit)144)로 유럽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디지털 통상체제 수립을 위한 협력국을 찾고 있어서, 한국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는 한국 내부적으로 디지털 통상에 관한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다. 현재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부분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Cross-border Data Flow)과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sation)에
관한 조항이다. 이는 자유무역의 원칙과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두 개의 저울추 간의 균형을 맞추는 어려운 작업이다. 한국이 패권국의 권력이
아닌 규칙에 기반을 둔(Rule-based) 디지털 통상질서 확립을 원한다면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원칙하에
산업 분야에 따라, 협력 국가에 따라 규제 수준 및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디지털 기술표준 및 규제 쟁점을 발굴하는 것이다. 통상환경은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나날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중국표준 2035’에서 밝힌 것처럼 중국은 더
많은 독자적 기술표준을 국제표준화하려고 시도할 것이고, 아직 중국이 다양한
기술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더라도 정부에서 데이터를 규제하고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국도 한국만의 새로운 시도를 펼칠
필요가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디지털 기술 간의 관계망 속에서 5G, 클라우드, 정보보안
등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표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글로벌 표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나라 국제통상이 발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IT강국인 한국은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달려 나갈 것이라
믿는다.
144)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말로, 2020년 1월 31일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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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과 디지털 정책

세계 역사 속
전파 공유 정책
위규진
선명 고문
APG 의장 / ITU-R WP5D 부의장

국제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전문성 확보로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낀다

어느 보통의 날과 크게 다를 것 없던 1865년 5월 17일!
유럽은 무언가 큰 계획을 세웠고, 얼마 뒤 유럽 주도하에 제네바에 본부를
둔 ‘ITU’라는 단체가 생겨났다. EU라는 이름으로 결속력을 가진 유럽은
ITU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에 반해 미국은 독립전쟁과 서부개척이라는 ‘개인적인’ 역사 때문인지 통신
발전에 있어서도 ITU의 합의 된 의사 결정을 따르기보다는 독자적인 노선을
탔다.

‘선 기술 개발, 후 제도 개발’이란 말을 들어보았는가?
이것이 바로 미국의 입장이다. ITU 내에서는 유럽이 주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미국은 소극적으로 의견만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전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실 가늠하기 힘들다. 전파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거대한 지구를 3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이용 방법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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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에 따라 3등분으로 나뉜 세계

미국은 ITU활동과 마찬가지로 유럽과는 별도의 마이웨이를 걸어갔다. 미국은
2지역 소속 국가로서 자체적인 전파 이용에 주력을 기울이는 듯했고, ITU의
global 추진에는 다소 방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가하면 ITU에게는 중대한 미션이 있었다.
바로 위성의 궤도와 주파수 이용의 역할이었는데, 그 필요에 따라 1992년
즈음 ITU 내부에 조직이 몇 개 만들어졌다. ITU-R, ITU-T, ITU-D... 등! 그
중에 ITU-R(전파통신)의 업무가 ITU-T(유선 통신), ITU-D(개도국 통신 발전)에
비해서 더 중요했다.
ITU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시점에 국제정세에도 변화가 생겼다. 1970년대
오일머니로 인해 아랍세계가 급부상하여, 아랍은 국제 사회에서 힘을 얻게
되었고 아랍어를 UN의 공식 언어로 채택했다. ITU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아랍의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강해졌다.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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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있는 자의 용기였을까?
1997년 아랍은 그동안의 의사결정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된다. 사실 그간 ITU의 가장 큰 회의인 WRC에서 190여개의 국가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다. 그리고 이 과정은 철저하게 미국, 유럽 등이 중심이었다.
그런데, 아랍 측에서 ‘지역적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 즉, 의사결정의 ‘균형’을 주장한 것이다.

아, 세상이 변했다.
어느 한 곳으로 꽉 모여 있던 힘이 균형을 이루며 골고루 퍼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기기 시작한 것이다. 전파통신 기술 개발 수준이 취약한 아랍,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전파 이용에 미치는 입김은 점차 강해졌다. 지역 기구의 역할이
중요해 지면서 러시아도 움직임을 보였는데, 유럽의 지역기구(CEPT145))
회원국이 되어 주파수 관리 등 통신 전반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러시아는 별도로 인접 국가들을 모아 RCC146)라는 지역기구를 설립했고
두 개의 지역 기구 모두의 회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영향력을 높였다.
마치 계단을 오르듯 주파수 이용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낮은 대역부터 차근차근
활성화 되었다. 1900년대 초반은 전파 통신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시기였다.
그래서 당시의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단파대역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라디오
AM 방송, 라디오 FM 방송 기술이 개발되면서 점차 높은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했다. 이어서 TV 방송 기술이 개발되었고, 그보다 높은 대역들이 TV
방송 대역으로, 이어서 위성 기술 개발되었다. 그러면서 더 높은 대역에 위성
업무가 분배되었다.
즉, 주파수 이용 방안은 기술 발전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이다. 이로써
지역 간 협력이란 이름 아래 기술 외적 요인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었다.

145) Conference of European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s 유럽 우편 전기 통신 주관청
회의.
146) 러시아 우주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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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더 흘러서 2000년 이후가 되어, 위성과 이동통신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과 일부 주파수 대역을 함께 사용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ITU에서의 전파
통신회의가 열렸다. 회의장에서 목소리는 커지고, 웅성거리는 사람들! 아,
이 분위기는 무엇일까? 그렇다. 뭔가 마냥 순조롭게, 쉽게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 회의 중 위성과 이동통신의 주파수 이용 방안에 대한 기술적 논의는
상당히 첨예했다.
주파수 공유는 동일한 대역의 주파수를 서로 다른 업무가 같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접국간에 상호 간섭을 주지 않고 주파수를 공유 할 수
있는 것이 목표인데, 이동통신과 위성, 정지궤도위성과 비정지궤도 위성간의
주파수 공유 문제는 다양한 상황(무선국의 위치, 무선구의 개수, 안테나 특성
등등)을 가정하여 공유 조건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첨예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가?
ITU의 전파 공유 조건 연구는 2010년경부터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파라메터들에 대해 상호 최악의 조건을 부가하는 방법을 택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공유연구 결과라기보다 최악조건에서의 이용 조건을
도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위성산업체 대 이동산업체 간의 산업경쟁 측면에서 더 악화되고
있고, 위성 산업과 위성 이용을 중시하는 국가와 이동통신 산업 발전과 이용을
중시하는 국가 간의 경쟁으로까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악의 조건을 부가하는 방법이란, 유리한 공유 조건을 만들기 위해 상대방
에게 가혹한 경우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쉽게 설명해보자. 이러한
공유 조건을 만들때, 가령 이동통신의 기지국 숫자가 전국을 커버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100개가 필요하다고 가정해보자. 실제로는 인구 밀도의 차이
등으로 실제로는 100개가 아니라 70개만 설치하여 운용하게 되나, 위성 측
에서는 이론값인 100개를 가정해서 공유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00개의 기지국기지부터 오는 신호 강도는 70개 기지국으로부터
오는 신호 강도보다 강하므로, 100개의 기지국으로부터 오는 신호로부터
위성 신호를 보호하기 위해 이동통신은 전체 신호 강도를 줄여서 써야 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 ‘최악의 조건’은 100개, ‘실제’는 70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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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과 이동통신 사이에 상호 간섭이 없는 기술적 조건을 만들고 이를 공유
조건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공유연구 결과라기보다 최악조건에서의
이용 조건을 도출하고 있다. 조금 덧붙이자면 공유연구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서로 다른 종류의 서비스와 시스템이 같이 이용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연구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은 위성산업체 대 이동산업체 간의 산업경쟁 측면에서 더 악화되고
있고, 위성 산업과 위성 이용을 중시하는 국가와 이동통신 산업 발전과 이용을
중시하는 국가 간의 경쟁으로까지 서서히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ITU의 의사 결정은 국제회의라는 터널을 거친다.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당장 의장 진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우아
하고 품격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명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하여,
어떤 발언을 해도 회의체로부터 존중받는 영향력 있는 전문가가 많이 등장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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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술 국제통상

합리적 대응과 정당한 평가받기147)
남상열
KISDI 선임연구위원
(현) APEC 정보통신작업반(TELWG) 의장
/ (전) OECD 정보경제작업반(WPIE) 부의장

국제통상 무대를 세심하게 준비하고 노력하면
지금까지의 발전보다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21년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148))는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그룹에서 선진국그룹으로 공식 변경하였는데, UNCTAD 57년
역사를 통틀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한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주요 국제기구들은 각각의 실무적인 필요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면,
UN은 통계 활용 목적에서 선진지역(developed regions)과 개발도상지역
(developing regions)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발전
단계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은행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 규모에 따라 네 가지 국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149) 반면에 세계무역기구(WTO)의 경우에는 국가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각국이 자국의 지위를 스스로 선언한다. 이에
147) 이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우리정부의 입장과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148)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149) 2021년 7월 1일 업데이트된 세계은행의 1인당소득 기준은 저소득 국가그룹(low income group)은 1,046달러
미만, 중하위소득 국가그룹(lower-middle income group)은 1,406달러에서 4,095달러, 중상위소득 국가그룹
(upper-middle income group)은 4,096달러에서 12,695달러, 고소득 국가그룹(high income group)은
12,695달러 초과 등이다. 한편, World Bank database에서 한국의 1인당 GNI는 2019년 기준 33,79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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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는 차별적인 시장개방일정 등 WTO 협정상의
우대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협력 논의, 협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각 나라의
상황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정보통신분야로 가져와, 나의 두 가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ICT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 작성과 관련된 것이다. ICT 발전지수는 ICT 발전의 3단계 개념
체계(conceptual framework)에 기반을 두고, ICT에 대한 접근(access),
활용(use), 인적역량(skill) 등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세계
국가(2017년의 경우 총 176개국)의 ICT 발전 현황과 변화를 평가 및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총 11가지 세부지표(indicator)와 각각의
참고기준값(reference value) 및 가중치(weight)를 설정하여 각국의 상황을
0부터 10까지 값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ICT 발전지수에서 세계 170여 개
국가들 가운데 매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ICT 분야의 특성상 워낙 진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예, 브로드밴드
및 무선통신기술의 발전) 그 상황을 반영하여 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의 구성과
방법론을 개선하자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6년 ITU는 전기통신/ICT 지표에 관한 전문가그룹(Expert
Group on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EGTI)을 구성하였으며,
2018년 IDI 개정 제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ITU 회원국을 포괄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가용성(data availability), 데이터 품질(data quality), 지표
선정(indicator selection) 등에 이견이 생겨, 아직까지 기존의 IDI를 개선
또는 대체할 새로운 지수가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배경은 새로운 지표 선택이나 방법론(예, 지표별 참고
기준값 및 가중치) 변경에 따라 국가별 순위가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IDI를 구성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인구 100
명당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 건수’가 있는데, 이는 고정 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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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broadband)의 속도기준값의 선택(예, 256Kbps, 2Mbps 또는 10
Mbps 등)에 따라 가입자 수나 보급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결과가
달라지면, 국가에 따라서는 ICT 부문을 넘어 디지털경제 및 사회정책 그리고
국제협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까지 인식하고 대처하는 듯하다.
두 번째 사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서비스무역장벽지수(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작성과 관련된 것이다. STRI는 서비스
부문별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 나라의 규제조치들에 대해 상세하게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여, 무역 제한적 요소들을 일관되게 파악하고 국가간
비교를 하려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숫자인 지수값(0부터 1까지)으로 변환
하여 무역제한 정도를 쉽게 파악 및 비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150)
예시적으로 통신서비스의 경우 2020년 한국의 STRI 지수값은 0.331로
OECD 평균 0.188에 비해 높은 수준임은 물론이고,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민영화 과정에서 기간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직접지분제한을 49%로 두고 있어서, 이것이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OECD 회원국의 다수를 구성하는 유럽국가들이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기간통신사업의 지분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외국인지분보유를 허용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OECD의
STRI 지수는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피상적인 외국인직접지분제한만 비교하다보니 STRI 지수 값에 상당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7월 공유된 OECD의 중간보고서
에서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부문의 STRI 지수값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크고 무역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후
우리나라의 규제개선과 시장개방화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규제 데이터베이스(총 125개 규제항목)에 대한 검토 및 오류 정정, STRI 작성
방법론의 개선 등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펼쳤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4년
OECD 각료이사회 기간 중 최초로 언론에 발표된 STRI 지수 작성결과에서
OECD 회원국을 포함한 분석대상국 40개국 가운데 19번째 높은 수준으로
150) 현재 OECD 회원국(37)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주요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회계, 법률, 유통,
운송, 건설, 보험, 컴퓨터, 통신, 방송 등 22개 서비스부문을 포괄하여 작성 및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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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되어 평가된 바 있다.
STRI와 같은 무역장벽지수는 향후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논의, WTO 복수
국가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규제상황과 특성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연구분석을 지속하고, OECD의 STRI와 같은 국제비교지수에서 지표
및 방법론의 개선을 위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다른 국가의 규제내용과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통상협상 및 시장접근뿐
아니라 우리의 규제개선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하여 디지털통상 대응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우리 기술 경쟁력, 제도 및 규제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
보다 우리 산업의 기술역량과 경쟁력을 높이고, 개방적이면서도 투명한 규제를
이룬다면 글로벌 협력과 대응 강화를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제무대에서의 대응을 위한 논리의 개발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정책연구, 분석, 평가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합리
적인 근거를 마련한 뒤 글로벌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국제적인 지지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논의와 협력의
장에서 이해를 같이하는 동반 국가를 확보하고 상호연대에 힘써야 한다.
이처럼 국제통상무대에선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해온
것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는 이 시점에서 디지털기술의 국제통상이 더욱 중요해졌기에, 앞으로
더 탄탄한 준비와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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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과 정책 : 표준특허

총성 없는 전쟁이 아닌
모두를 위한 도구
박주상
숙명여자대학교 객원교수
ISO/IEC JTC 1/SC 31

표준개발자는 자신의 표준과 그 과정의 이익 역시
모두 공유하겠다는 관점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2020년 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3대 표준화기구(ISO, IEC, ITU)에
선언한 표준특허가 가장 많은 나라, 즉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특허청이 발표
했다.151) 또한 국제표준화 분야에서 한국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다는
뉴스도 흔하게 접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표준화는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주목을 받다 보니 우리나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소송도 자주 일어난다.

특허 소송! 이것은 표준이 가진 특허를 둘러싼 소송이다.
한 기업의 특허가 표준특허로 채택되면, 다른 기업에서 이용할 때 원칙을
따라야 하고, 그것이 빗나가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표준특허’에 관한 국내 대표 관점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151) 대한민국이 3,344건(23.5%)으로 세계 1위, 미국이 2,793건(19.6%)으로 2위, 핀란드가 2,579건(18.1%)으로
3위, 일본이 1,939건(13.6%)으로 4위, 프랑스가 1,283건(9.0%)으로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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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준이라는 약속을 단순히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은 세계의 모든 기업･기관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자연스레 국제표준 기술에 관한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세계 모든 기업･기관들로부터
로열티를 벌어들여 막대한 수익을 올림으로써
세계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의 선진기업들은 자사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관련된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마치 표준특허를 둘러싸고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152)
위 내용에서 두드러진 두 가지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국제표준 기술에 관한 표준특허를 로열티 수입과 직접 연결하고 있으며,
둘째, ‘총성 없는 전쟁’으로 표현할 만큼 표준특허를 심각한 경쟁으로 바라
본다는 점이다.
그런데 기술에 관한 제도인 ‘표준’과 기술을 보호하는 법률 장치인 ‘특허’.
그 사이에는 이질적인 면이 존재한다. 그도 그럴 것이 ‘표준’은 본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좋으니 공개와 공유를 지향한다. 하지만, ‘특허’는 배타적
이며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이기에 공유를 꺼리는 부분이 있다. 이처럼
‘표준’과 ‘특허’는 함께하기에 약간 모순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떨어질 수도
없다.
그러면 세계 3대 표준기구이자 De jure standard(공적 표준화) 대표 기구인
ISO, IEC, ITU에서 공통으로 표방하는 ‘표준특허’에 관한 입장은 어떤
것일까?

152) 특허청, 『표준특허 길라잡이』 (대전: 특허청, 2016.9.5.),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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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IEC, ITU는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153)』에서 ‘표준
개발과정에 참여한 당사자가 획득하거나
보유한 특허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자 특허에 관해서도 보고’ 할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무턱
대고 표준특허를 주장하고 있진 않다.
더군다나 기술 표준을 만드는 표준기구가
특허와 같은 법적인 정보를 제공할 입장도
아니기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내놓고 있다.
『ISO/IEC/ITU Common Patent Policy154)』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

에 따르면 특허전문가가 아니라 기술
전문가가 표준화의 결과물을 내놓기 때문에, 복잡한 특허 관련 국제법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을 만드는 특허권자는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① 해당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
②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으로 사용
③ 마지막으로, 특허권자가 앞선 ①이나 ②를 원하지 않을 경우, 특허에
관련된 내용을 표준 산출물에 포함할 수 없다.
개발자가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자신이 만든 표준의 특허방식으로 정했다면
이제 특허를 선언해야 하는데, 반드시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 안에 있는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양식에서 실제 특허에 관한 정보(Patent Information)를 제공하지
않고, 공란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다는 점이다. 공식적인 문구를 살펴보면 ‘desired
but not required for options 1 and 2; required in ITU, ISO and IEC
for option 3 (NOTE)’라고 표기되어 있다.
153) 특허 성명 및 라이선싱 선언서
154) 공통 특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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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출된 표준특허 선언문 양식을 모아서 ISO는 ‘patent declarations
submitted to ISO’라는 파일을 공개하고 있는데, ISO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표준특허 선언문들을 볼 수 있다.155) 여기서 실제 접수된 여러 가지 표준특허
선언문을 찾아보면 제출하는 당사자 입장에 따라 특허정보를 전부 기재하거나,
일부 기재하거나, 혹은 공란으로 제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란인 경우는
자신이 표준의 특허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누군가가 어떤 표준을 사용하려 할 때, 선언된 표준특허가 존재
한다면, 표준 사용과 특허 권리와 관련된 모든 쟁점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이렇듯 국제표준기구는 표준에 관한 특허가 있음을 모두에게 알리되, 표준
기구가 해당 쟁점에 대해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 3대 표준기구가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것은 국제표준화 역사에 비추어 비교적 최근 일이며, 그 배경
에는 과거에 벌어졌던 대규모 국제 표준을 둘러싼 특허 소송과 이로 인한
국제표준기구 무용론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성공한 표준과 특허는 종종 큰 규모의 로열티 수입으로 이어지는데,
과거에는 이 과정에서 특정 이해당사자가 이익을 독점하고자 시도한 사례가
있으나, 국제표준기구의 대응 덕분에 현재는 그런 상황은 거의 불가능하다.
표준은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한 것이다.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콘센서스(Consensus)’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루어
통과시키는 것도 그러한 맥락과 같을 것이다. 어떤 누군가가 불편하다면 늘
다시 생각해야 한다.
표준을 개발하는 사람이 자신의 표준을 전 세계인에게 공유하고 싶다면, 그
과정을 통해 생기는 이익 역시 널리 공유하겠다는 관점을 지녀야 ‘국제표준’
으로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점을 상기하고, 결과적으로 ‘표준특허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대립과 갈등의 관점을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155) https://isotc.iso.org/livelink/livelink/Open/1362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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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을 발판으로 일석이조
홍용근
대전대학교 교수
IETF, ITU-T 에디터

어렵게 느껴지는 표준특허도 부딪히며 체득할 수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말고 도전하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을 이런 상황에 쓰는 것일까?
코로나19의 등장은 그야말로 온 세상에 예고 없이 찾아온 날벼락이었다.
2020년과 2021년,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겪었던 변화는 아마도 인류의
기억에 잊히지 않는 사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씁쓸하게도, 이는 좋은 추억
보다는 힘들었던 기억을 더 많이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우리나라에는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
2021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제68차 무역
개발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부상하였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하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대한민국이 최초였다156)
156)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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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경제적인 지표 이외에도 표준화 분야에서도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 확실히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양과 질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내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2001년 8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51차 회의에 나는 처음 참석하며 표준화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석하는 한국인이 많지 않았고 한국이 제출
하는 기고서도 별로 없었다. 그만큼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미비하였다.

당시 회의 분위기는 설상가상이란 말이 딱 어울렸다.
IETF 회의에 참석한 몇 안 되는 한국 전문가는 기고서 발표를 하던 도중에
질문과 응답을 제대로 못했으며, 그땐 지금처럼 빔프로젝터나 큰 모니터에서
기고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PowerPoint 내용을 OHP 필름에 프린터해서
진행했는데 한국 전문가는 준비해 간 OHP 필름을 다 넘기지도 못했다.
그렇게 얼굴이 시뻘게진 채로 발표 중간에 단상을 내려오던 그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서 잊히지 않는다. 당시 한국은 IETF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이제 막
시작을 하려던 시기였다. 초기에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
순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국제표준화 활동의
어려움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지금은 한국이 IETF, 3GPP, IETF, ESTI과 함께 ITU-T, ISO, JTC 1 등 많은
표준화기구에서 의장 역할 뿐만 아니라 기고서 에디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예전과 비교하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성장을 하였다. 운동을 하면 맨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가장 눈에 띄게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국제표준을 제정하면 각종 정부사업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이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양적으로 많은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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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제표준화 기구마다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난이도나 작업 시간에는
크게 차이가 있다. 3GPP, IEEE, IETF 등의 민간 주도의 사실표준화 기구에서는
국제표준 제정 자체가 지금도 매우 어렵다. 그러나 요즘은 평균적으로 한국의
주도로 많은 국제표준이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정된 국제표준의
건수로만 평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을 고려하는 것일까? 제정된 국제표준의 질적인 측면
즉, 산업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함께
평가한다.
이렇게 제정된 국제표준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표준특허’가 있다. 표준특허는 표준
(Standard)과 특허(Patent)를 합친 합성어이다.
표준이 호환성, 안전, 효율과 같은 기술적 이유로
국가 간의, 기업 간의 협의를 통해서 약속한 거라면, 표준특허는 이러한
표준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에 대한 특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표준특허 분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재산권(특허, 상표)보다 기업이나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57)
표준특허158)는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에 포함된 특허로서,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특허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표준특허는 표준기술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시
해야 하는 특허이고 국제표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원되어야 하는 특허이다.
보통 표준특허는 특허에 기술한 청구 항과 똑같은 내용이거나 아니면 최대한
비슷한 개념의 내용이 표준에도 반영이 되어야만 표준특허로서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IETF나 IEEE, 3GPP 같은 사실표준화 회의에 오랫동안 참석해 보면
157) 특허청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kipoworld2/222008967109
158) ISO, ITU, ETSI 등의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허/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만 하는 특허/국제
표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원되어 있어야 하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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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는 기고서 내용 중에는 종종 특허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기가 막히게 경쟁기업 전문가에게 밝혀져 중간에 표준화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많이 보게 된다.
내가 처음으로 IETF와 ITU-T 등에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국제표준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표준특허는 꿈도 꾸지
못했다. 하지만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이 있다. 사실표준화
기구와 공식표준화 기구 등의 여러 표준화 기구에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오래
하고 국제표준 제정에서 어느 정도 경험과 실적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표준특허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과제책임자를 맡아 사업을 시작했던 ‘인터넷 기반 IoT 연동기술
표준개발’과제가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의 ‘국제표준안 개발 특허
전략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그러다보니 IETF와 ITU-T 등에서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노력까지 시도
하였다. 그전까지는 한국이 IETF와 ITU-T 등에서 표준제정을 한 사례는
많지만, 그 중에서 표준특허를 제정한 사례는 아무리 찾아도 찾기가 어려웠다.
결국 나는 각종 문서에 나와 있는 표준특허 절차와 다른 국가의 사례를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의
변리사 등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다.
표준특허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해당 표준화 기구의 표준에 특허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IPR Declaration’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었다. 국제
표준화 기구마다 IPR Declaration 절차와 양식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해당
표준화기구에서 개발하는 표준에 특허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받는
것과 같았다. 그런데 오랜 국제표준화 활동을 하며 표준 개발 문서에 특허가
있으면 중간에 경쟁상대가 수없이 많은 공격을 하고 그로 인해 좌절하는 광경을
많이 보게 되었다. 그렇기에 섣불리 내가 개발하고 있는 표준문서에 특허가
있다며 스스로 경쟁상대에게 공격할 기회를 줄 수 없었다. 물론 국제표준화
기구마다 ‘IPR Declaration’를 할 때 공식적으로는 ‘표준문서와 관련된 특허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이라고 정의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 기준을 피해갈
방법이 워낙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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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해당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이나 그 그룹의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답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표준특허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그룹의 의장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시에 사업 책임을 맡았던
나는 변리사와 협의를 거쳐 IPR Declaration할 시점을 늦추면서도, 표준
문서 개발 및 승인에 지장을 주지 않은 때로 정하고 추진하였다. 결과적으로
목표했던 IETF와 ITU-T에서의 표준특허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159)160)
표준특허 작업은 쉽지 않았다. ITU-T, ISO 등의 공식표준화 기구의 표준특허
작업은 그나마 쉬웠지만, 민간주도의 사실표준화 기구의 표준특허 작업은
기술적인 면 외에도 눈치도 빨라야 했고 대담하기도 해야 했기에 스트레스도
많았다. 하지만, IETF와 ITU-T 등에서 표준특허 실적을 낸 결과물이 찾아
왔다. 2015년, 특허청 주관 ‘제2회 특허분석 방법론 경진대회 및 IP-R&D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내가 수행한 과제가 수상하게 되었다. 당시 개인에게
상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내가 속해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특허청장 명의로 ‘IP-R&D 우수기관’ 특허청장상을 수여했다.

어렵게 느껴지는 표준특허 정책도 부딪히며 체득할 수 있으니, 누구든 당장
막막하게 다가오는 상황이 있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은 채 헤쳐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거라 확신한다.
159) https://datatracker.ietf.org/ipr/search/?submit=draft&id=draft-ietf-6lo-nfc
160) https://www.itu.int/itu-t/recommendations/rec.aspx?rec=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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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과 표준화

국제표준화는
We are the WORLD
박주상
숙명여자대학교 객원교수
ISO/IEC JTC 1/SC 31

국제표준화의 세계는 하나이며
손에 손잡고 걸어가야 이 팬데믹 시대를 지혜롭게 통과할 것이다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ISO(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회원국은 122개국이며, 그 외
회원국까지 포함하면 총 165개국이 참여 중이다.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는 8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62개국이 정회원이다.
이처럼 많은 국가가 ‘자발적 참여’와 ‘합의(consensus)’를 원칙으로 의사
결정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며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국제관계는 독특한 양상을 표출한다.
원래 ‘국제관계’ 이론은 20세기 전반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은 다음, 향후
국제적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국가 관계와 상호영향을 연구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기본적으로 힘의 대결을 바탕으로 국가 간 충돌과
해소를 연구하였으나, 냉전시대를 지나 WTO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시대로
진입한 이후에는 통상과 같은 비군사 쟁점까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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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제표준화 활동 속에서 드러나는 각국의 행동 양태 역시 국제관계
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국제표준기구는 ‘경쟁’
이나 ‘대립’이 아니라, ‘상호협력’과 ‘조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회원국이나
회원국 대표단끼리 부딪치는 현장은 경쟁과 대립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시장 수요’라는 근원적 실익을 얻기 위해, 비용과 시간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참여한 사람들! 또한, 수많은 회원국과 표준화 분야에 따라 세분화된
기술 위원회만 수백 개! 이런 상황에서 ‘합의’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국제 관계 이론에서는 ‘국가는 생존을 위해 타 국가와 힘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고 전제하는데, 국제표준화 활동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합의’를
추구하는 민간 활동이기에 국제 관계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내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경험했던 국제표준화
활동을 조명하고자 한다.
당시에 ISO/IEC JTC 1161)/SC 31162)에서 전파식별기술에 적용하기 위한 보안
기술 국제표준화를 수행했는데, 정보보안은 전통적으로 국방뿐만 아니라 통상,
사회 안전 등에 파괴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이므로, 국가 간 이해대립이
첨예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분야이다. 정보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화를
수행하며 그런 특징을 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물리적 힘의 대결을
드러낸 기존 국제관계와는 분명 다른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아래
그래프를 살펴보자.

161) ISO/IEC Joint Technical Committee One 국제표준화 기구(ISO)와 국제 전기 표준 회의(IEC) 가 정보 기술(IT)
분야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합동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공동 기술 위원회
162) Sub Committee 31 자동 식별 및 데이터 캡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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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별 접수 의견 비율 (National Body 기준)

먼저 그림 1에 표기한 회원국(National body 기준)은 모두 9개 국가로서,
네덜란드(NL), 벨기에(BE), 오스트리아(AT), 중국(CH), 대한민국(KR),
캐나다(CN), 프랑스(FR), 미국(US), 독일(DE)이며, ‘Architecture’와 ‘Title’은
개별회원국과 무관하다.
여기서 9개 국가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해당 기술위원회에 RFID163)
보안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신규표준제안을 제출했던 국가이며, 위
그림은 해당 제안에 대한 투표과정에서 접수한 의견 건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즉, 네덜란드를 예로 설명하면, 네덜란드가 RFID 보안기술 표준제안을 제출
하였을 때, 회원국들이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제출한 의견 건수는 전체에서
18.58%이다. 위에서 주목할 점은 가장 많은 의견을 받은 국가는 대한민국
으로 20.31%이며, 중국도 17.36%인데, 반면에 미국은 0.09%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지 한국이 제출했던 신규표준제안에
다수가 관심을 보인 반면, 미국 제안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인가?
163)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이라고도 하며,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Tag), 라벨(Label), 카드
(Card) 등의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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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활동은 표면적으로 참여국과 참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합의를 기반으로 수행함이 원칙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과 명분일 뿐
실상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다음 그림에서
이를 살펴보자.

국가별 제출 의견 수량

위 그림은 그림 1과 동일한 신규표준제안에 대해 표준화를 추진하는 과정
에서, 해당 위원회에 참가한 회원국 각국이 얼마나 많은 의견을 제출했는지를
나타낸다. 전체 의견 수는 1,152건인데, 이 중에서 미국은 자그마치 732건을
제출하여 63.54%를 차지하였다. 그림 1에서 미국이 제출한 신규표준제안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제출한 의견은 고작 0.09%에 불과했던 점에서 극과극의
양상이 나타난다.
즉, 미국이 보안 기술에 관한 신규표준제안을 제출했을 때, 다른 국가들은
거의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던 반면, 미국은 다른 국가가 추진하는
보안기술표준에 대해 무시무시한 기세로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더구나 이중
절반 이상이 기술의견(technical comment)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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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 양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논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은 ‘Comment’
인데, 이때 사용하는 양식(ISO/IEC/CEN/CENELEC electronic balloting
commenting template/version 2012-03)은 의견(comment)을 ‘일반
(general)’, ‘편집(editorial)’, ‘기술(technical)’,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대상으로 집중적
이고 압도적인 분량의 기술의견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해당 국가가 제출하고
추진하는 기술 표준안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넘어, 국제표준 채택을
막고자 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국가 간의 분쟁에서 무력을 동원해 상대
국가를 제압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렇듯 국제표준화 활동은 ‘총성
없는 전쟁’이란 표현처럼 힘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놀랍게도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위 9개 회원국이 제출했던 신규표준제안은 모두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고 발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표준도 추가되었다. 국제표준화는
참여하는 회원국의 표결로 결정하므로, 다수 회원국이 제출한 여러 표준안에
대해 서로 우호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서로 이익이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최선은 아니어도 최적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고, 대신 시장(Market)이 최선의
표준을 선택할 것이라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가 간 안보와 이해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정보 보안 분야에서
조차 국제표준화 활동은 결코 ‘대결과 경쟁을 추구하는 활동’으로만 설명할
순 없다. 세계대전 이후 파괴적인 무력 충돌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국제관계’라면, 국제표준화 활동은 주된 수단이 ‘물리력’이 아니며,
더군다나 국제표준화 활동을 세세히 규정하는 제도가 확고히 작동하고 있기에,
단지 국제표준화 활동을 ‘총성 없는 전쟁’처럼 대결이나 경쟁 일변도로 이해해
서는 안 된다.
더구나 기후변화와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는 일개 국가가 단독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한국이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국제표준화를 추진했던 ‘진단 기술’이 부각됐다든지, 국제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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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백신 공급이 떠오른 것처럼 이제는 국제표준화 활동이 국가 경쟁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상호협력과 각 나라의 자발적 참여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표준화 역시, 세계는 하나라는 프레임 안에 있으며, 손에 손잡고
걸어가야 이 팬데믹 시대를 더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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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과 표준화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이 문제로다
시험인증 표준화
한민규
한성대학교 교수
oneM2M WPM 컨비너 / TDE WG 의장 / 3GPP SA1 라포처

글로벌 시대의 국제표준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안정적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표준 기구에서는 제정된 표준 기술 규격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검사 및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글로벌한 표준 기구의 검증 프로그램 형성 과정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 국제표준 인증이 국제통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기술 표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우선 국제표준164)과 사실 표준165)이
있다. 예를 들어, ITU166)는 UN의 산하기구로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
이다. 표준이 개설되면 국제적으로 표준임을 인정받는다. 반면, 3GPP167)는
이동통신 기술을 표준화하는 단체로 5G 등의 기술을 표준화하여 이동통신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어, 업계에서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한다.

164) International Standards. 다수의 국가가 각국의 이해관계를 회의 형식으로 조정하여 국제적으로 적용되도록
제정한 표준
165) De facto Standard. 시장에서 표준으로 인정받거나, 필요에 따라 업계를 중심으로 결성된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되는 표준
166)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167)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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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다.
국제표준이든, 사실 표준이든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이유는, 현장에 적용하여
제기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여러 기술적 문제들이 산재하겠지만,
주로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었는가와 제품 또는 솔루션간의 상호호환성에
대한 문제들이 많다.
표준을 적용한 제품 또는 솔루션의 표준 준수 여부는 단순히 제조사 또는
솔루션 개발사의 ‘표준을 적용하였다.’ 하는 선언만으로는 보증되지 않는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하지 않던가.
기술표준을 제정할 때, 기고문을 작성한 사람은 나름의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와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는 글과 그림으로 작성되는 과정에서 다르게 변질되기도 한다.
사용하는 어법, 작성자의 작문 스타일, 그림으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기능
컴포넌트의 위치, 인터페이스들의 연결방향과 표준 내용 편집 시 오타, 때로는
문서 편집기의 자동수정 기능 등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기고한 사람의
의도나 기술적 내용들이 다른 형태로 오해하게끔 변질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술표준 기고문은 최대한 기술 중립적이고, 내용을 명료하게 작성하려
노력하지만, 작성 과정에서 글, 문화적 배경, 문체, 작성 도구 등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표준을 준수하여 제품과 솔루션을 만들었다는 제작사나
개발사의 말이 진심일지라도, 실제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표준 단체에서는 자신들의 표준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시험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러한 시험에는 표준 기술을 적용한 서로 다른 제품이나 솔루션간의 호환이
잘 되는지 알아보는 상호호환성(Interoperability) 시험과, 기술표준이 열거하고
있는 기술적 기능을 잘 구현하였는가를 시험하는 표준적합성(Conformance)
시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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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체들은 기술표준을 제정할 때나 제정 이후에 시험을 위한 시험표준을
제정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술표준의 제정을 확정하기 전에 표준
시험 이벤트를 열어, 표준을 준수하여 제품이나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서로 표준 적합성과 상호 운용성을 시험해 볼 수 있게 한다. 그 결과를 통해
기술표준 내용의 모호성이나 잘못된 내용을 찾아내기도 하고, 시험을 위한
기술표준을 수정 및 반영하기도 한다.
표준 단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표준 제정이나 표준 시험 이벤트들은 기술
표준의 완전성과 표준 해석의 온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안들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시도들도 표준이 적용되어야 할 현장, 즉 시장에서는 역시 한계가
있다.
시장에 수많은 고객들은 기술표준 규격과 시험표준 등에 익숙하지 않다. 아마도
문외한인 경우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구매자인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 제품 또는 솔루션에 특정 표준 기능이 구현, 또는 상호연동이 잘 되고
있음을 인지시켜야 할 책임이 제품 생산자나 솔루션 개발사에게 있는 것이다.
표준 단체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제정한 기술표준이 시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개별 생산 업체나 개발사의 보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표준을 제정한 여러 전문 업체들의 모임인 표준 단체에서 표준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보증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표준 준수 여부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인증 프로그램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3GPP와 oneM2M168)은 GCF169)를 통해서, 블루투스는 자체인증
위원회인 BQRB170)를 통해서 인증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실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소(Test Lab.)를 선정하여 시험을 진행한다.

168) one Machine to Machine. 사물통신, IoT 기술을 위한 요구사항, 아키텍처, API 사양, 보안 솔루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는 글로벌 단체
169) 유럽 이동통신 인증단체. Global Certification Forum
170) Bluetooth Qualification Review Board

Chapter 03 국제표준화의 글로벌 활약 : 통상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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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 인증프로그램과 로고 (출처: TTA)

표준 인증 프로그램의 역할은 단순히 표준을 준수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표준 인증 프로그램의 핵심은, 표준 기술을 준수했음을
해당 표준 단체가 시장에 보증함으로써 인증을 취득한 업체의 제품이나 솔루션이
표준이 기술한 기능과 상호 운용성을 잘 제공한다는 신뢰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증을 취득한 업체의 국적, 규모 등을 차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서방선진국의 업체인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즘은 ICT 기술의 한국 이미지가 많이 알려져서 덜 하긴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선 유럽･미주 업체들에 대한 선호가 있기도 하고, 표준을 준수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되기도 한다.
그런데 국내 중소기업이 표준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적어도 인증 제품 및
솔루션의 기능과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는 표준 단체가 보증하므로, 대기업이나
유럽･미주 기업 선호에 대한 대처방안이 되는 것이다
또한, 표준 인증은 유럽･미주 등의 선진국들이 ‘무역기술장벽’을 쌓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므로 수출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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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중소기업은 표준 활동, 특히 국제표준 활동이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국제표준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안정적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표준
시험 인증은 대기업이나 타 선진국기업에 대한 상대적 선호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장 대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이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과 솔루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시장에
대한 철학적(?) 문제는 기술표준 시험 인증에 대한 대응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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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ndix

부록

※ 가나다순

집필에 참여한

ICT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국제표준화 전문가
프로필
성명

곽동철
경북대 교수

성명

곽주영
연세대 교수

성명

구경철
TTA 본부장

성명

김기영
서울대 교수

성명

김대중
TTA 단장

주요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2021.3~현재) ❘WTO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 ❘국제통상법, 디지털무역
(2017.7~2021.2)
❘ICT 표준정책
❘서울대 박사(2015.3~2019.8)
❘서울대 석사(2012.9~2015.2)
주요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기술무역장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제표준화 전략
(국민성장분과)
❘디지털표준
❘산업자원통상부 통상협상본부장 민간자문위원 ❘신흥시장
❘산업자원통상부 자체업무평가위원
❘MIT 박사(2001.9~2008.8)
주요경력
❘TTA 표준화본부 본부장
❘한국ITU연구위원회, ITU-T연구단장
(2018~현재)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융복합표준정책학과
객원교수(2020~현재)
주요경력
❘(현)서울대 SNU공학컨설팅센터
산학협력중점교수
❘LG전자 연구위원
❘서강대학교 학사, 석사

주요경력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TTA 표준화본부 표준기획단 단장
❘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박사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3GPP
❘oneM2M
❘ITU-T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3GPP
❘3GPP2
❘oneM2M
❘차세대 이동통신, IoT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APT AWG 부의장
❘이동통신

부록

집필에 참여한 ICT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국제표준화 전문가 프로필

성명

김동휴
글라스고대 교수

성명

김윤관
㈜ 싱크테크노
전문위원

성명

김정윤
ETRI 책임 연구원

성명

김태균
ETRI 전문위원

성명

김형수
KT 팀장

성명

나재훈
ETRI 전문위원

주요경력
❘영국 글라스고대학교 교수(2017.9~현재)
❘ICT 국제표준화 전략 연구
❘연세대 박사(2013.9~2017.8)
❘연세대 석사(2011.9~2013.8)

주요경력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주)싱크테크노(2019~현재)
❘가톨릭대(2012~2019)
❘LG U+ CTO(1978~2007)
❘Northwestern대(1986~1989)
❘KAIST 석사(1981~1983)

주요경력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ETRI 책임/PL
❘KAIST, 정보통신 공학 박사

주요경력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ETRI(1993.2~현재)
❘충남대 박사(2005.3~2009.8)
❘서강대 석사(1991.3~1993.2)

주요경력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KT(1993.3~현재)
❘건국대 박사(1993.3~2000.8)
❘건국대 석사(1991.3~1993.2)

주요경력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ETRI(2001.1~현재)
❘중앙대 박사(1981.3~1985.2)
❘중앙대 석사(1985.3~1987.2)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3GPP 포함
ICT 국제표준화 활동
❘표준 특허 전략
❘유럽, 중국 표준화 전략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3GPP
❘ITU-R WP8F
❘이동통신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TU-T SG13
❘이동통신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TU-T SG9
❘디지털방송, AR/VR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TU-T SG13
❘양자정보통신, 네트워크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TU-T SG17
❘IETF IPSec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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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요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KISDI 선임연구위원
❘APEC
KISDI 선임연구위원 ❘펜실베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OECD
경제학 박사(1990.7~1995.12)
❘UNESCAP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1983.3~1985.2) ❘WTO
❘TBT위원회

남상열

성명

류영선
삼성전자 수석

성명

문승빈
세종대 교수

성명

박기식

주요경력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삼성전자 삼성리서치(1997~현재)
❘육군 전산장교(1995~1997)
❘성균관대학교 공학사

주요경력
❘세종대학교 교수(1999.3~현재)
❘삼성전자 생산기술센터(1993.7~1999.2)
❘퍼듀대학교 공학 박사(1988.9~1993.5)

주요경력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인본정책연구원 원장 ❘인본정책연구원(2018.11~현재)
❘데스틴파워(주) 부사장
❘ETRI(1985.1～2020.3)
❘충남대 박사(1990.3～1995.7)
❘서울대 석사(1983.3～1985.2)

성명

박세경
에이알테크놀로지
실장

성명

주요경력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에이알테크놀로지 실장
❘ETRI 실장(책임)(1985~2000)
❘글로벌 ICT 표준리더스그룹 회원

주요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W3C
❘ATSC
❘HbbTV
❘CTA
❘웹/방송/미디어 표준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SO TC 299(Robotics)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JTC1 SC21
❘ITU-T SG3
❘IEEE-SA BOG
❘표준화정책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TU-R SG 4,
❘WP 4A/4C
❘APT WRC 준비그룹
❘위성 궤도 및 주파수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연구위원(2018~현재) ❘ISO/IEC JTC 1/SC 31
숙명여대 객원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객원 교수(2018~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2001~2014)

박주상

부록

집필에 참여한 ICT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국제표준화 전문가 프로필

성명

박주영
ETRI 책임 연구원

성명

주요경력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ETRI 책임연구원(2001~현재)

주요경력

❘중앙대학교 대학원 강사(2019~현재)
한국표준협회 위원 ❘한국표준협회 위원(2013~현재)
❘ETRI, TTA 책임(1999-2013)
❘한국과학기술원(구ICU)석사(1999)
❘서강대 박사(2018)

백종현

성명

송재승
세종대 교수

성명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

성명

오경희
TCA서비스 대표

주요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TU-T SG20
❘IEC TC100
❘IoT/스마트팜/프로토콜/
응용서비스 분야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TU-T SG 6
❘ISO TC211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3GPP
❘NEC Europe Ltd. 표준 선임 연구원
❘oneM2M
(2012~2013)
❘IEEE
❘LG전자 차세대 통신 연구소, 선임 연구원
(2002~2008)
❘Imperial College London 박사(2008~2012)
❘서강대학교 석사(2000~2002)
❘연세대학교 학사(1992~1996)

주요경력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순천향대학교 교수
❘한국 분산신원증명 기술･표준 포럼
(2020~현재)

주요경력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TCA서비스 대표
❘SK 인포섹(2000~2001)
❘한국인터넷진흥원(1996~2000)
❘KT 멀티미디어연구소(1992~1996)
❘KAIST 석사(1990~1992)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TU-T SG17
❘정보보호분야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TU-T SG 17 Q14
❘ISO TC307
❘JTC 1 SC27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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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오성준
고려대 교수

성명

오지선
KAIST 박사과정

성명

위규진
선명 고문

성명

유재준
ETRI 책임 연구원

성명

이규명
KAIST 겸직교수

주요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고려대학교 교수(2007.9~현재)
❘ITU-R Working Party 5D
❘Staff Engineer at Qualcomm CDMA
Technologies(2003.3~2007.8)
❘Senior Engineer at Ericsson CDMA Systems
(2000.9~2003.2)
❘Univ. of Michigan, Ann Arbor, EECS PhD
(2000)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BS/MS(1991/1995)

주요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KAIST 박사과정(2020.3~현재)
❘KAIST 연구원(2017.2~2018.12)
❘STEPI 연구원(2015.7~2017.1)
❘KAIST 석사(2010.2~2012.8)

주요경력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선명(2017.1~현재)
❘TTA 본부장(2012.4~2016.12)
❘국립전파연구원 과장(1991.11~2012.4)
❘연세대 석사, 박사(1981.3~1988.8)

주요경력
❘ETRI 책임연구원(2002~현재)
❘국토교통부 지리정보전문위 전문위원
(2008~현재)
❘국토지리정보원 기관표준 심의위원
(2018~현재)

주요경력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KAIST(2012.5~현재)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 방문연구원
(2007.9~2008.2)
❘KAIST 박사(2000.9~2007.2)
❘KAIST 석사(1999.3~2000.8)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TU-R WP5D
❘APG
❘표준화정책, 이동통신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SO TC211 / TC204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TU-T SG13
❘IETF IRTF
❘oneM2M
❘IoT, 네트워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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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요경력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한국SW기술진흥협회 ❘한국SW기술진흥협회 회장(2003~현재)
❘KIST SERI 부소장(1972~1998)
회장
❘LG CNS 부사장(1998~200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2001~2003)
❘KAIST 전산학과 교수(2003~2012)
❘미 CMU 전산학과 겸임교수(2004~2012)
❘미 VCU 정보시스템 박사(1987~1990)

이단형

성명

이일규
공주대 교수

성명

이창규
ETRI 선임 연구원

성명

이철희
연세대 교수

성명

이환용
아주대 교수

성명

이황재

주요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SO/IEC JTC1 (전) HoD
❘JTC1/SC7 HoD
JTC1/SC7/WG4 컨비너
❘소프트웨어 시스템공학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국립공주대학교 교수(2004.3~현재)
❘ITU-R SG1
❘미국 조지아텍 교환교수(2007년, 2012년) ❘스펙트럼 공학
❘ETRI 선임(1994.2~2004.2)
❘전파정책
❘충남대학교 박사(2000.2~2003.8)

주요경력
❘ETRI(2017~현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박사
(2010.3~2021.8)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석사
(2008.3~2010.2)
주요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TU-T SG11
❘ITU-T SG20
❘ISO/IEC JTC1
❘IEC TC100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ITU-R SG6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1996.9～현재) ❘ITU-T SG9 / SG9
❘NIH 방문연구원(1993.7~1996.8)
❘QoS / QoE,방송
❘퍼듀대 박사(1987.9~1992.12)
❘서울대 석사(1984.3~1986.2)
주요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2016~현재) ❘JTC 1 SC 24,
❘컴퓨터 그래픽스 / 영상처리 / 가상현실분야 ❘JTC 1 WG 12,
국제표준화 전문가
❘ISO TC 171
❘Khronos Group 한국담당, OpenVG Spec. Editor

주요경력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 싱크테크노 전문위원 ❘(주)싱크테크노 전문위원
❘국립전파연구원과장(1998~2019)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TU-R SG7, SG4
❘APG
❘W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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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희진
연세대 교수

성명

임영권
삼성전자 수석

성명

정재훈
성균관대 부교수

성명

진병문

주요경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융합산업과 표준화 연구센터 담당
❘(전) 영국 브루넬대, 호주 멜번대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동 대학원 사회학 석사
❘London School of Economics 정보시스템학과
박사학위
주요경력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주)삼성전자(2011.8.~현재)
❘한양대(2002.3~2011.7)
❘한국항공대 석사(1994.3~1996.2)

주요경력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부교수
❘Brocade Communications Systems
소프트웨어 엔지니어(2010~2012)

주요경력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두진정보 연구원 대표 ❘두진정보연구원 대표(2016.6~현재)
❘TTA 본부장(2001.4~2013.12)
❘KAIST 박사(1989.3~1996.2)
❘서울대 석사(1981.3~1983.8)
성명

최미란
ETRI 책임 연구원

성명

최상성
국민대 교수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주요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ATSC
❘JTC1 SC29
❘AR/VR, 디지털방송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ETF I2NSF / IPWAVE
❘클라우드 보안 및 차량
네트워킹 분야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TU-T SG17
❘3GPP PCG/OP
❘표준화정책, 정보보안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ITU-T SG16
❘ETRI 언어지능연구실 책임연구원/전문위원 ❘JTC1 SC35
(2000~현재)
❘MPAI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분야
국제표준화 전문가
주요경력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국민대학교 교수(2020.3~현재)
❘우송대(2018.3~2020.2)
❘ETRI 책임(2000.11~2018.1)
❘와이오밍대 박사(1993.9~1999.5)
❘고려대 석사(1977.3~1979.2)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EEE802
❘무선통신, IoT

부록

성명

한민규
한성대 교수

성명

홍용근
대전대 교수

성명

황정우
KT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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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OMA
❘한성대학교 교수(2014.3~현재)
❘oneM2M
❘스마트철도표준화포럼 공동회장(2020~현재) ❘3GPP
❘지능형콘텐츠표준화포럼 회장(2019~현재) ❘지능형콘텐츠, IoT
❘동서대 교수(2013.3~2014.2)
❘(주)와이즈그램 대표(2002.4~2011.9)
❘한양대 석사(1988.3~1992.2)

주요경력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대전대학교 교수(2021.3~현재)
❘ETRI 표준연구센터(2001~2016)
❘ETRI KSB디바이스ML연구실 실장
(2019~2020)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2013)

주요경력
❘KT Infra연구소 책임연구원(2008~현재)
❘삼성전자 책임연구원(2005~2008)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IETF
❘ITU-T
❘IoT/네트워크

활동기구 및 기술분야
❘WiMAX Forum SPWG
❘이동통신 분야 국제표준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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