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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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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국제표준화 실전사례

향기속에 피어난 자율 네트워크
포커스 그룹(FG-AN)
이규명
KAIST 겸직교수
ITU-T SG13 WP 의장 / SG13 Q16 및 SG20 Q4 라포처

등장하는 이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 안에 해답이 담겨있다

AI는 향기와 같은, 아니면 더욱더 매혹적이면서도 강렬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향기는, 서서히 우리 일상에 스며들더니 어느 순간 공간을 지배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인체는 향기에 익숙해져 아무런 감각도 없게 된다. 즉,
신기함이 가슴을 일렁이게 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
해져서 무감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 일상에서 AI는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AI에 대한 연구는
빼놓을 수도, 소홀히 할 수도 없다. 네트워크에도 AI 기술을 적용한 표준에
대한 요구가 많다. 그 연구의 일련이 바로 2020년에 신설된 ITU-T 자율
네트워크(Autonomous Networks) 포커스 그룹(FG-AN)의 탄생이었다.
최신 기술에 대한 표준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하여 기존 SG 혹은 TSAG
산하에 포커스 그룹을 신설하여 선행 표준화를 진행했다. 2020년은 미래
네트워크 기술을 담당하는 ITU-T SG13에서 Network 2030 (FG-NET2030) 및 5G를 위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에 대한 포커스 그룹
(FG-5GML) 활동을 마무리 했던 참이었다. 그리고 후속으로 작년에 자율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포커스 그룹 신설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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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포커스 그룹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선 ITU-T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고 향후 표준화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런 포커스 그룹 신설에는 의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지원할 많은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마침 FG-AN를 신설할 당시에는 일본
Rakuten 소속 전문가와 이전 FG-5GML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도
전문가도 동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제 다음으로 할 일은 포커스 그룹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무국의
적극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할까? 이런 신규 그룹을
신설할 땐 관련 표준화 그룹에서 진행 중인 활동을 바탕으로 갭 분석을 하여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 나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기술 보고서를 작성했고,
핵심 개념 및 주요 기술 특징, 유스 케이스 등을 담아 2020년 7월에 개최된
SG13 회의 Q20/13에 제안했다. 여기서 회의 참석자들의 반응을 보고,
포커스 그룹 신설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사실 정식 권고안 개발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상세 갭 분석을 통한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고, 제안 기술의 범주 및 핵심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는
등 까다로운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권고안이 아닌 선행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작업은 큰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SG13 회의가 개최되는 2020년 12월에 본 주제에 대한
포커스 그룹 신설을 목표로 Terms of Reference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Rakuten의 멤버는 ITU-T에 새롭게 가입하여 관련 활동을 처음 시작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포커스 그룹 신설 작업에 참여해 왔던 내가
직접 ToR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어느 정도 초안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지할 멤버를 컨택하고 추가적인 보완작업을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공식 기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회람을 통해 제안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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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 기고서 제출 전 사무국과 협의를 하게 되었고, 이 때
누가 포거스 그룹 신설을 위한 애드혹 회의를 주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었다. 이 때 제출 마감일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공동 저자로
참여했던 기고서에서 나의 이름이 과감하게 지워졌다. 대신에 에드혹 그룹
컨비너로 회의를 주재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사실 의장이 어떤 방향으로
회의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분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애드혹 미팅 컨비너로 임명하고 싶었나보다.
이런 식으로 그룹 신설 할 때는 항상 서양권 국가의 입김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나는 2020년 12월 FG-AN 신설을 위한 에드혹 그룹 컨비너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
항상 이런 회의를 주재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이런 반복되는 이슈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ToR 작업을 했지만 여전히 논의를 할 때마다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있다.
① 다른 표준화 기구들이 유사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중복성 문제가 생길수
있음.
② 제안하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범주를 줄일 필요가 있음.
③ 보안, 프라이버시 및 각종 규제 등의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것에 반대가
심함.
④ 새로운 그룹 신설 및 운영을 위해 사무국 인력 및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이렇게 제기되는 이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고,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 다행스럽게도 당시에는
커다란 논쟁이 될 만한 이슈는 없어서 그런지 비교적 쉽게 포커스 그룹
신설안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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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러 차례 포커스 그룹 신설을 위한 애드혹 회의를 주재해 오면서
많은 점을 느꼈다. 그 중 의장으로서 포커스 그룹 신설 및 운영에 대한 전반
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A.7 규정집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말문이 막혀버리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규정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까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하여 탄탄하게 활동하길 응원한다.

참고자료

➊ ITU-T Recommendation A.7 (10/2016), Focus Group: Establishment and working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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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표준화, 어디까지 왔나
최미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언어지능연구실 책임연구원
(현) MPAI 부의장 / ITU-T SG16 라포처

현재 공표된 표준화 속에서
인공지능의 새로운 국제표준화도 진행해보는 건 어떨까?

1950년대 중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이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많은 기대 속에 AI 기술이 대두되었으나
생각보다 크게 발전하진 못했다. 기술에 대한 기대와 아이디어에 비해 당시의
컴퓨팅 파워와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개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IT 역사에서 크게 각광 받지 못하고 단순한 유행으로 간주 되던 AI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11년. IBM1)의 질의응답시스템인 Watson이 미국
퀴즈쇼 Jeopardy에서 우승하면서부터다.
그 뒤로 애플의 Siri, 구글의 Now 등 음성인식과 질의응답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크게 발전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AI가 확실하게 각인된 시기는 단연코 2016년이
라고 할 수 있다.

1)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미국의 컴퓨터･정보기기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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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VS 인공지능
알파고2)가 사람과의 바둑 대국에서 승리하면서 화려하게 재등장한 AI.
이때 딥러닝을 통한 AI 기술의 큰 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크게 증강된 컴퓨팅 파워와 대용량 데이터의 지원 때문일 것이다.
이후 2017년부터 ITU3)와 ISO4)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국제표준화가 시작
되었고, 10월엔 ISO/IEC JTC 15)에서 인공지능 표준을 목표로 하는 SC 426)를
신설하였다. 주요 표준화 주제는 인공지능 기반 표준과 인공지능의 신뢰성,
인공지능 유스 케이스, 빅데이터 기술 등이고, 미국이 간사국을 하고 있으며
WG7)의 주관국도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 위주로 구성이 되어있다.
SC 42는 다른 표준화 현장에서와는 달리 미래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선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하지만 AI 응용시스템을 다루는 다른 ISO,
IEC, JTC1 위원회와 협력하는 시스템 통합 주체일 뿐 아니라 AI 표준 프로
그램을 위한 중심체 역할을 하므로, AI 응용시스템을 개발하는 다른 기구
위원회에 가이던스(guidance)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SC 42는 2018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의 1차 킥오프 회의를 시작
으로 매년 봄, 가을 2회의 정기회의와 온라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1차 회의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표준을 다루는 WG1 (Working Group1)과
인공지능 시스템, 신뢰성, 유스 케이스를 다루는 3개의 WG (Working
Group)로 조직을 구성하였다가 4차 도쿄 회의와 5차 온라인 회의를 거쳐,
현재 SC42로 이관된 JTC1/WG9의 빅데이터와 SC 40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JWG를 포함하여 5개의 WG, JWG로 구성된 인공지능 표준 개발을 추진
중이다.

2) AlphaGo,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
3)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4) 국제 표준 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5) ISO/IEC Joint Technical Committee One. ISO와 IEC의 첫째 합동 기술 위원회
6) AI를 표준화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국제 표준 위원회
7) Working Group. 소위원회의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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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 ITU-T에서도 지능형 질의응답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머신러닝, 5G에서의 머신러닝, 헬스케어를 위한 머신러닝
등의 응용 서비스 표준 중심의 표준화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Khronos
group8), IEEE9), ONNX10), MPAI11) 등의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도 인공
지능 플랫폼 간 상호 호환성 제공 및 데이터 공유 등을 목표로 표준 개발이
진행 중이다.
국내 TTA12)에서도 PG 100513)를 신설하여 인공지능의 기반 표준을 개발
중이며 의료, 자동차, 금융 등의 인공지능 응용 영역에서 다양한 표준화
활동이 진행 중이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술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의 용어 및 개념 정리 표준화
외에도 기계학습 기술의 프레임 워크 및 데이터 포맷 등의 규격화를 위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응용기술 영역에서는 음성인식, 헬스케어, 통신서비스 등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요구사항 및 유스
케이스, 시스템 구조 등을 정의하는 표준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구글의 알파고와 IBM Watson에서 시작된 인공지능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다양한 분야와 전체 산업에 파급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은 새로운 산업혁명과도 관련 지어 이슈화되고
있으며 관련 상품과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여기에 상세히 소개한 ISO/IEC JTC1/SC42의 AI 표준 외에 향후
인공지능 기본 플랫폼 표준을 비롯한 다양한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
된다.

8) 다양한 플랫폼과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그래픽스 및 미디어에 관련된 개방형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표준을 제정하는 비영리 표준화 단체.
9)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전기전자학회
10) Open Neural Network Exchange. 기계 학습 모델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개방형 형식
11) Moving Pictures, Video and Data Coding by AI. 인공지능 국제표준화기구
1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3) TTA 내 단체표준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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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관한 새로운 표준화를 꿈꾸고 있는가?
그렇다면 현재 다양한 표준기구에서 개발되고 있거나 공표된 표준의 현황을
참고로 표준화가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여 향후 새로운 표준화를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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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타이밍
이규명
KAIST 겸직교수
ITU-T SG13 WP 의장 / SG13 Q16 및 SG20 Q4 라포처

여러 가지 수정 제안을 통해 끊임없이 도전 한다
최선을 다하면 어떤 표준이든 완성 시킬 기회가 오리라 믿는다

깊은 하품을 하면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번쩍 정신이 들면서 지금 이렇게
뭉그적대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재빠르게 준비를 했다. 그런데 약 10년
전과는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관념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아날로그 라이프
안에서 제시간까지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늦장 부린다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인데... 지금 이 상황을 가능하게 해준 것 중 하나가 바로 AI이다.
아마도 오늘 아침에는 AI가 출근길의 내비게이션을 검색해 준 것 같다. 즉,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눈살을 찌푸린 채 내비게이션을 직접 켜면 목적지를
입력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확히는 목적지를 입력하는 도중 잘못
입력했을 때 지우고 또 다시 입력하는 경우의 수까지 아껴준다. 이렇게 아직
졸음이 채 덜 가신 눈을 조금 게슴츠레 뜨고 집을 나섰다. AI에게 고마워
하는 나를 보고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운전대를 잡았다. 그리고 엑셀을
밟으며 허공을 보았는데 기시감인건지, 기억인건지, 머릿속에 뭔가가 떠오
르기 시작했다.
바로 ITU-T에서 AI 커먼즈 관련 포커스 그룹 신설을 위해 표준화를 준비
했었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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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SG20 주도로 만들어진 데이터 처리 및 관리 포커스 그룹(FG-DPM)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시점인 2019년. ITU에서 주관해 왔던 ‘AI for
Good 글로벌 서밋14)’의 새로운 주제로 ‘AI 커먼즈’가 떠올랐다. 당시 이를
주도했던 사람은 Xprize 소속 Amir Banifatemi였는데, 그를 초청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현황과 DPM과의 연관성을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AI 커먼즈에 대한 선행 표준화를 담당할 포커스 그룹 신설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ITU-T 사무국 등과 협조 하여 Terms of Reference (ToR)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하였다.
사실 이런 작업은 단순히 기고서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 당시 나는 주
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해 먼저, 2019년 5월에 개최된 AI for Good 글로벌 서밋
행사에 “Together for Good – Building the AI Commons” 주제로 워크샵을
기획했고 또한, “AI 및 데이터 커먼즈 표준화 기회”라는 주제로 강연도 했다.
한편 백짓장도 맞드는 게 낫다고, AI 커먼즈 포커스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전문가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캐나다에 있는 세계 최고 AI 연구소 Mila의
Yoshua Bengio 교수와 협업을 결정 했다. 그는 AI와 딥러닝 분야의 세계
적인 석학으로 삼성전자 AI 연구소 설립을 주도하고 ETRI와 AI 원천연구
협력을 추진하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이렇게 공을 들여 2019년 9월 개최된 ITU-T TSAG 회의에 기고서를 제출
했으며 회의 전에 많은 회원국으로부터 지지 의사를 받아냈다. 하지만 막상
회의에 들어가니 참석자들 대부분이 본 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그래서 나, 포커스 그룹 설립을 주도한 Amir Bainfatemi, Yoshua
Bengio 총 3명이 회의 첫째 날 튜토리얼 세션을 진행하여 설득했다. 그리고,
회의 기간 중 몇 차례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는데 찬성과 반대가 확연히
갈리는 결과가 연출되었다. 물론 전통적으로 서방 국가들은 자신들이 아닌
중국 등에서 주도하는 제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번 AI
커먼즈 주제만큼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해 온 안건이이서 별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예상은 빗나가 버렸다.
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연례 행사로 AI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각국 기관 및 전문가, 언론 등과 함께 건강, 교육, 에너지 및 환경보호 등 AI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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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은, AI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포함하고,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하라는 등 여러 가지 수정 제안이 들어왔고, 무엇보다도 ISO/IEC
JTC1 SC42에서 진행 중인 인공지능 표준화와 중복성이었다. 사실 이런 중
복성에 대한 이슈는 갭분석을 통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지만
참석자 모두를 설득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회의 기간 중에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면 통과될 수도 있을 법했는데...
어쨌든 마지막 클로징 회의 결정은, AI 데이터 커먼즈 주제의 글로벌 이니
셔티브를 먼저 진행하고 다음 회의 때 AI 및 데이터 커먼즈에 대한 포커스
그룹 신설안을 다시 제안하라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2020년 1월 ‘Global Initiative on AI and Data Commons’가
결성됐고 글로벌 산학연 연계 국제표준화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나는 첫 킥오프 행사에 AI 및 데이터 표준화 주제의 초청 연사로도 참여
하며 관련 표준화 활동의 중요성을 많이 알렸지만 신규 포커스 그룹을 만들기
위한 제안서는 아직까지 다시 제출하지는 않았다.
2019년은 AI 기술이 지금처럼 급속도로 확산되지는 않은 시기였다. 그 때
본 주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더라면, 그리고, 이 기술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점을 잘 선택해서 제안했었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본 주제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를 주도 했던 전문가들과 지속
적인 교류를 해 나가고 있어 조만간 다시 제안하여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 믿으면서, 옅은 하품을 하고 계속해서 출근길을 달렸다.

참고자료

➊ TSAG-C-63R2, Proposal to set up a new ITU-T Focus Group on AI and Dat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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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네이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인공지능 신뢰성 표준화
한민규
한성대학교 교수
oneM2M WPM 컨비너 / TDE WG 의장 / 3GPP SA1 라포처

지구를 지켜라! 곧, 인류를 지켜라!
이것을 가능하게 할 인공지능 스카이넷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을까?

인공지능 기술은 점차 많은 분야에 도입 되고, 또 이용 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에는 위험성이 따른다. 특성상 인공지능 엔진의 신뢰
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발생할 피해는 아주 크며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준기술의 역할과 방법은
무엇일까?

2029년 로스엔젤레스,
국가방위를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 컴퓨터 전략 방어 네트워크 시스템
스카이넷은 의도적으로 핵전쟁을 일으켜 인류를 말살시키려 한다.
그리고, 핵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기계들(The Machines)이
터미네이터라는 휴머노이드15)형 전투로봇이 일어선다.
인류는 이에 반기계 연합을 구성하여 스카이넷과 맞서고,
스카이넷은 반기계 연합 지도자의 탄생을 막기 위해
터미네이터를 1984년 로스엔젤레스로 보내게 된다.
15) Humanoid.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모습을 갖춘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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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알게 된 반기계 연합도 젊은 용사를 보내
터미네이터에 맞서게 된다.
1984년 12월,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영화 <터미네이터>의 내용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류를 공격한다는 디스토피아적인 영화 속 이야기가
실제로도 가능할까?
인류가 인공지능인 스카이넷을 개발하고, “지구를 지켜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고 가정해 보자.
스카이넷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지구를 가장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구의 환경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것이 인류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 결과 인류를 말살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게 된다.
어떤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이땐 차라리 ‘지구’가 아니라
‘인류’를 지켜라 라고 명령을 내렸더라면?
그랬다면 아마도, 인류를 가장 파괴하는 게 바이러스라고 판단한 스카이넷은
코로나와 싸우는 나노 전투로봇을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지구를 지켜라”라는 명령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이 너무도 당연한 의문의 답을 예상치 못했기에
영화 <터미네이터>의 비극이 시작 되었다.
거창하게 인류의 멸망까지 갈 것도 없다.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학습시키고,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들은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들 수 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시스템은 자동차 진행방향의 영상을 입력받아 사물과
인간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도로, 노변, 차선, 신호등 등을 인식하여 차량을
운용한다.
이러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작동은 인류의 멸망까진 아니더라도, 차량
탑승자에게는 세상의 멸망에 버금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만일, 차량이
신호등의 색을 잘못 인지하거나,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를 제대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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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오작동으로 인해 앞의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한다면 매우 끔찍한 결말을 불러올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보태서, 세상 부지런한(?) 해커들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섞어
인식에 오작동을 일으키는, ‘적대적 예시’에 따른 인공적 잡음으로 AI를
기만하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했다.

인위적 잡음에 의한 AI의 판단오류 사례(출처: www.crowdai.org)

이러한 ‘적대적 예시’에 따른 인공지능의 판단 오류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점은 굉장히 다양하고도 많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 시스템의 결정 오류 유도, AI사용 개인
인증 시스템(안면인식 등)에 부정적 접근 가능, AI엔진을 이용하는 검사
시스템의 불법/유해 데이터의 차단 불능, AI를 이용하는 많은 시스템들이
안전성을 위협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적대적 예시’를 포함한 AI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표준의 제정을 통해
신뢰성(Trustworthy)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정된 표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표준규격과 체계,
그리고 시험결과가 잘 인지될 수 있도록 돕는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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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국내외에서 표준 제정에 힘쓰고 있다.
국내 TTA16)의 지능정보기반 기술위원회(TC 10)의 산하 인공지능 기반
프로젝트 그룹(PG 1005)에서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관련 표준을,
국제표준기구인 ISO/IEC JTC1의 SC 42는 인공지능에서의 신뢰성과 평가
관련 표준을 제정 중에 있다.
현재 초기 상태이고, 시험 인증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 전인 상황
이라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신뢰성 기술 표준과 시험 인증 프로그램의 거버
넌스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또한, 오픈소스17) 단체인 오픈AI18) 등에서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오픈
소스 인공지능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오동작으로 일어날지 모를 글로벌
규모의 인류멸망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표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표준 제정 활동을 통해 표준화가 진행되고 인공지능 시험 인증 프로
그램이 활성화 된다면, 2029년에는 ‘지구를 지키는 것’과 ‘인류를 지키는
것’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인공지능 스카이넷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을까?
그러게 된다면, 영화 속 ‘터미네이터’는,
”I’ll be back!”
할 수 없게 될 테지만 말이다.

1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17) Open source. 무상으로 공개된 소스코드 또는 소프트웨어
18) OpenAI. 프렌들리 AI를 제고하고 개발함으로써 전적으로 인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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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AI/Data 국제표준화 실전사례

사물인터넷이 만든
신비한 데이터 세상
송재승
세종대학교 교수
oneM2M 기술총회 부의장 / (전) oneM2M 테스팅 그룹 의장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국제표준!
우리나라 회사들에 의해 더더욱 확장 중이다

사물인터넷은 모든 사물들에 유무선 통신 기능을 입히는 멋진 기술이다.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은 신기하게도 정보를 교환하고 제어할 수 있다.
이런 마법의 세계에서 국제 표준은, 사물들을 서로 연결하고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기본 기능 위주로 탄생되었다.
예를 들어 볼까? 사물인터넷에 관련된 국제 사실 표준 oneM2M이 있었는데,
이들은 초기 Rel-1에서는 사물의 등록, 검색, 보안, 그룹 관리, 데이터 관리,
디바이스 관리, 다양한 프로토콜과의 인터워킹 등의 기본적인 공통 기능을
다루었다. 그 다음 Rel-2에서는 기본기능의 정상적인 동작을 여러 도메인
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홈 도메인 적용, 스마트팩토리 적용 등의
분야로 확장, 발전 해 왔다.
201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며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들의 발
달과 더불어 데이터의 영향력이 크게 떠올랐다. 사물인터넷 플랫폼 안에서
는 데이터 관리 표준을 향한 관심이 커졌고 표준 요구는 점점 늘어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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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는 말한다.
“얼마나 수많은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플랫폼 기술 성공의 핵심이다. 인공지능이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정도로 수준 높은 데이터를 가질 때 비로소 고객 수요에 맞는 모델로
거듭난다. 물론 이 세계에는 규칙이 있다. 유럽과 한국은 개인정보 식별 가능
데이터에 관한 강력한 보안 관련법을 제정했고, 데이터가 심장이 되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은 이 규칙을 꼭 따라야만 했다. 사물인터넷 플랫폼의 수많은
데이터들이 신규 기술들과 연루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은 데이터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할 수 밖에 없었다.
사물인터넷 국제표준 one M2M에서 한국 멤버사들 - 현대자동차, KETI,
세종대, 한성대 등은 평소와 한 목소리로 한 가지 주장을 했다.
“국가 R&D에 기반 했을 때 사물인터넷 플랫폼 표준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지원, 사물인터넷 데이터 관련 법령 지원, 오픈 데이터
라이센스 관리와 관련된 신규 워크 아이템이 부족하다.”
이 주장은 oneM2M을 참가하는 다수의 세계적 기업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덕분에 국제 표준 개발이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

개발된 아이템들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연구 방식은 우선 학습용 데이터를 따로 준비해서
문제 해결 알고리즘을 훈련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모델로 문제를 해결
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서 개발자들은 데이터 및 알고리즘 수행, 어플리케이션
및 서버 개발 등을 직접 수행해야 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 플랫폼에서 인공지능 기능을 표준화 방식으로 지원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물인터넷 플랫폼에 이미 표준화된 학습 데이터들이
저장된다.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개발자들은 이를 손쉽게 활용하고, 학습된
모델은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여러 어플리케이션에게 개방된다. 이것은
무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현재 oneM2M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
으로 한국 회사들에 의해 제안되고 개발이 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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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럽 연합은 2018년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 GDPR)을 통해 개인정보 연관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시스템에서 엄격한 정보보호 기능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다. 국내
에서도 GDPR에 호환하는 국내 실정을 반영한 데이터 3법을 발의했다.
즉, 사물인터넷 플랫폼도 개인정보 데이터를 다룰 경우에는 GDPR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기존 사물인터넷 표준에서는 보안
키 교환, 보안 세션 설정 표준화는 잘 되어있지만 데이터 보안 표준 활동은
현저히 적었다. 하지만 보안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GDPR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익명화 할 것을 주장했고 이 기능을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oneM2M 한국 멤버들은 보안의 필요성을 곧바로 인지
했고 ‘개인정보 법령 지원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발 표준’을 제안했다. 이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솔루션에 대한 표준 제안의 밑바탕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 표준 및 R&D 선도국가다. 2016년을
시작으로 2년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oneM2M 표준을 기반
으로 부산, 대구, 고양에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들을 소개했다.
이러한 성과는 다양한 글로벌 컨퍼런스, 행사, 논문 등에 국제 표준을 준용
한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사례로 본다. 이후 데이터 중심의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플랫폼으로 범위가 확장되었고 현재 국가 전략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인 시티허브에서 지속적으로 국가 R&D 및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을
선도한다.
이렇듯, 사물인터넷 분야는 데이터를 다루는 표준이기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양한 데이터
관련 기술의 근간이 된다. 앞으로 더 많아질 사물인터넷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이슈를 해결하며, 새로운 표준 기술들을 이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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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 기억
이규명
KAIST 겸직교수
ITU-T SG13 WP 의장 / SG13 Q16 및 SG20 Q4 라포처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은 물론, 리더십까지 갖추면
국제표준화의 어려움은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모처럼의 여유가 생겼다.
눈앞의 잡지가 있어서 이게 뭘까, 하고 집어 들었다.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는데
그날 유난히 잡지 뒤편의 운세 페이지가 잘 펴졌다. 평소에 딱히 운세를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별 다르게 할 일도 없어서 심심풀이로 보기로 했다. 당신이
좋아하는 숫자는 무엇인가요? 글쎄... 내가 좋아하는 숫자 같은 건 딱히 없는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떠오르는 숫자가 있었다. 15!

15가 갑자기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ITU-T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DPM: Data Processing
and Management)하는 주제의 포커스 그룹(FG-DPM)에서 무려 15개나
되는 결과물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거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었다.

15에 대한 기억을 좀 더 자세히 회상해 보았다.
기억의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떠오른 장면은 당시 FG-DPM의 의장으로
선임된 이후부터 첫 kick-off 회의를 개최할 때까지의 시간이었다. 참으로
중요한 시기였다. 내가 직접 표준화 주제별로 여러 개의 소그룹을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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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워킹그룹의 의장 선임 및 주요 개발 예정 문서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제시해야만 했다. 사실 의장은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중대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하지만, 주변
전문가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본 그룹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휘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 전개될 최신 표준화 이슈에 대해 비회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포커스 그룹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요 전문가들을 접촉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첫 회의에서 성공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면 아무리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그룹이어도 성공
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전문가들만큼 중요한
건 연구자들의 참여였다. 상세 표준화 프로세스에는 익숙하지 않아도 신기술을
표준화 한다는 목표가 뚜렷하고, 협력 의지를 표현하는 관련 국제포럼이나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연구자들의 참여가 절실했다.

드디어 2018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첫 FG-DPM 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잘 진행하는 게 중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그 밖에,
주제별로 워킹 그룹을 구성하고 의장단을 선임 할 뿐 아니라 예상 선행표준
(Deliverable) 주제와 에디터도 선임해야 했다. 사실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쉽지 않다. 나는 2018년 3월 SG20 회의에서
포커스 그룹 의장으로 선임된 이후 7월 회의까지 약 4개월 동안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았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 4개의 워킹 그룹 및 주요 표준화 아이템을 선정하는 작업을 마무리 했으며
총 25개 정도의 Deliverable를 개발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포커스 그룹 의장이 마치 SG 의장처럼 너무 많은 일을 벌이는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포커스 그룹 활동을 종료하게 된 2019년 말에 25건 중
총 15건의 Deliverable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초기 계획을 할 땐 큰 목표를 가지고 많은 주제를 다루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주제에 대한 기술문서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로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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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었기에 내 마음과 똑같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나는 상위
그룹인 SG20에 주기적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현재
SG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중요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그래도 포커스 그룹 산하에 9명의 부의장과 8명의 워킹 그룹 의장
들이 적극적으로 내 활동을 지원했으며, 의장단 회의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시기적절한 의사결정을 만들도록 노력한 것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Deliverable을 개발할 때 어려운 점 중 하나는 SG과 다른 ‘회의 참석자들의
표준화 활동 경험 부족’이었다. 그래서인지 전문가들이 기술에 대한 상세
내용을 표준안 형태로 만들어 내는 스킬이 부족했다. 그러다보니 회의 중
나왔던 많은 질문들은 표준과의 연계성이 부족했고 표준 관점에서는 좀 더
다듬어야 하는 내용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이를 고쳐주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회의에 빠짐없이 참여했다. 이슈가 되는 상황이 생길 때 마다 의장
으로서의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내가 가진 다년간의 표준화 경험을
통해 습득한 노하우를 하나씩 전수해 주었다.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의장의 역할은 중요하다. FG-DPM 활동을
하며 더욱 깨달은 것은 의장이 직접 표준화 문서를 개발하지는 않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겸비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다년간의 표준화 활동 경력도 매우 참 중요하며, 거기에 만약 리더
십까지 갖추었다면 그야말로 최고라고 할 수 있겠다.
15 라는 숫자는 이토록 큰 가르침을 주었기에 내 기억 한 켠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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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을 가지고 표준화에 임하라!
IPWAVE 표준화의 교훈
정재훈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부교수
IETF IPWAVE WG 에디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우리나라 표준전문가들의 활약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로 자율주행차를 뽑을 수 있다.
테슬라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을 선도하고 있고, 후발주자로 벤츠,
BMW, GM, Honda, Toyota, 현대자동차 등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
및 제품화를 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과 같은 이동체이다. 그렇다면, 잠시
상상해보라. 고속도로나 도심지에 수많은 자율주행차들이 운행되는 모습을
말이다.
자율주행차는 라이다(Lidar), 카메라, 레이더(Radar) 등 다양한 센서로 주변
전방, 후방, 측방의 자동차와 사람, 장애물을 감지하고, 이로써 다른 객체와의
충돌을 피해 안전운행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런데, 차량이 많은 상황이라면? 자율주행차가 충돌하지 않고 운행하기
위해서는 무선통신을 통해 서로의 이동성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가령 고속도로에서 충돌사고가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 뒤따라오던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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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만으로 앞 차량의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2차 사고의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사고 차량과의 거리가 짧을수록 연쇄추돌 사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IETF19)의 IPWAVE20) 워킹그룹(WG)은 IP 기반으로 차량 간의 무선 네트워킹
기술을 개발 및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IPWAVE는 IEEE 802.11-OCB(Outside the Context of Basic Service
Set)라는 무선 통신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동작
한다. 802.11n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랜인데, IEEE
802.11-OCB는 그 무선랜을 고속으로 이동하는 차량 네트워크에 맞게 최적화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016년 7월, IETF 96차 정기회의에서 IPWAVE 워킹그룹을 만들기 위해
ITS21) BoF22)가 열렸다. 나는 자율주행차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서베이(설문
조사, survey) 기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기고서는 IP 주소 자동설정, 차량 네트워크 구조, 차량 네트워크에서의
이동성 관리에 대한 리서치 논문 분석 등과 함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v6 프로토콜의 확장과 이동성 관리 기법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기고서나 프로토콜을 개발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IPWAVE를 위한
IPv623) 확장을 명쾌하게 제안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듬해 3월이 되어, IP기반 차량 네트워크를 위한 차량 이웃탐색
프로토콜을 제안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IETF는 정기회의 전 해커톤24)을 2일간 개최하여 IETF 워킹그룹들이 표준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을 개념 증명하고 다른 워킹그룹 사람들과의 기술
교류를 진행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사물인터넷연구실의 대학원생인 Zhong

19)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20) IP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21) 지능형교통체게.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22) Birds of a Feather의 약어. 어떤 특정 토픽에 관해서 관련된 사람들이나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비공식적으로
개최하는 회담. 또는 자유 토론회
23) Internet Protocol version 6. IPv4에 이어서 개발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표현 방식의 차세대 버전
24) Hackathon. 팀을 이뤄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 동안 시제품 단계의 결과물을 완성하는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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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ng과 Yiwen (Chris) Shen은 IPWAVE에서 차량 이웃탐색 프로토콜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했다. 그리하여 IETF 104차 정기회의 해커톤에서
‘IPWAVE Basic Protocols Project’를 발표 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깃허브25)
(https://github.com/ ipwave-hackathon-ietf)에 공개했다. 요즘은 오픈
소스가 대세이므로 인터넷표준화를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깃허브를
통한 코드 공개가 기본이다. 또한 프로젝트의 시뮬레이션 구현 시연을 동영상
으로 제작하여 유튜브(https://youtu.be/sKYfa0MC6Jg)에도 공개하였다.

이렇듯 IETF 해커톤은 IETF 표준화를 위한 핵심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보통 정기회의 주간 전인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진행
되었는데, IETF 해커톤 의장인 Cisco의 Charles Eckel과 Futurewei의
Barry Leiba는 매우 친절하며, 해커톤 팀들이 표준 제안 기술의 개념 증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다. 특히 Charles Eckel 의장은
성균관대 해커톤 팀과 같은 학생 팀을 좋아한다. 학생들이 차세대 인터넷
표준화와 기술개발을 주도할 사람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IETF 해커톤에는 40팀 가량이 참여했지만, 요즘은 코로나19로 표준화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IETF 정기회의가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고,
이에 따라 IETF 해커톤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기회의 전 주,
5일(월~금) 간 진행되는데, 월요일에 해커톤 킥오프 온라인 미팅을 하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커톤 작업을 진행한다. 금요일에는 해커톤 클로징
온라인 미팅을 통해 일주일간 진행한 사항을 발표한다.
어찌됐든 IPWAVE의 해커톤은 잘 진행되었고, 이후 나는 IPWAVE 워킹그룹
에서 ‘IPWAVE 문제기술과 유스 케이스’ 기고서의 에디터를 맡아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IPWAVE WG은 IP기반 차량 네트워킹 프로토콜 스펙을
개발할 것이며, 또한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의 V2V26), V2I27), V2X28) 유스
케이스 기반 차량 통신 시스템 및 응용을 개발할 것이다.

25) Github. 분산 버전 관리 툴인 깃 (Git)저장소 호스팅을 지원하는 웹 서비스
26)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 Vehicle-to-Vehicle
27) 차량 인프라 간의 통신. Vehicle-to-Infrastructure
28) 차량과 사물 간의 통신. Vehicle-to-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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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차량 네트워킹을 위해 IEEE WAVE29) 기술
보다는 3GPP30)의 5G V2X 기술을 선호하고 있다.
IPWAVE 워킹그룹이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5G V2X를
이용하는 IPv6 네트워킹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나는 이러한 전망에
발맞추어 5G V2X 상에서의 IPv6 전송 기고서를 작성해 IPWAVE 워킹
그룹이 5G V2X 환경에서 표준 차량 네트워킹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 일상에 자율주행차는 성큼 파고 들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표준전문가들의 끝없는 노력도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지켜봐주길 바란다.

29) 무선랜 기반 차량 통신인 DSRC(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s)의 IEEE 프로토콜 스택.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30) 무선 통신 관련 국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1998년 12월 창설된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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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인터넷 국제표준화 실전사례

지구별 불모지를 개척하는
나는야 우주인터넷!
김정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ITU-T SG13 Q23 라포처

지구별 어딘가에서 아직 인터넷을 모르는 나의 이웃이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길 꿈꾼다

우리 지구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여기 당신을 꽤나
놀라게 할 만한 통계가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 의하면, 2018년 말
기준 세계 인터넷 이용자는 39억 명, 즉 전 세계 인구 76억 명 중 51.3%밖에
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에서는 45.3%, 선진국에서는 80.3%의 인터넷
보급률을 보였다. 즉, 인류의 절반가량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느 순간 인류의 역사에 인터넷이 짠하고 등장했다.
그리고 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달라지게 한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을 법한 일이 일어났고, 현재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좋은 인터넷을 아직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되다니,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 원인을
알면 문제를 해결하기 쉬울 것 같지만 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일 듯
하여 그 원인을 하나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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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라는 인류의 대 발명품을 아직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인터넷을 아직 모르는 그들에게 인터넷을 알려주고 싶다.
어떡해야 할까? 바로 ‘우주 인터넷’이다. 우주 인터넷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문제점 해결은 물론, 수년 내에 지구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 등 오지나 해양선박 등 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소외된 지역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주인터넷은 뭘까?
우주인터넷은 우주에서 5G급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다. 아직 인류가 자유
롭게 우주여행도 못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할지도 모르겠
다만, 하여튼 우주인터넷이라는 것이 있다. 그 중 유무선위성융합기술은
우주인터넷 시대를 여는 기반 기술로 ITU와 3GPP에서 본격적으로 표준화
연구가 시작되었다. ‘유무선위성융합기술’이란 무엇인가? 기존 모바일
액세스 이외에 유선 액세스에도 5G망을 포함하도록 확장하여 발전된 것을
의미한다. 특히 유무선위성융합 5G망은 액세스 구간 뿐 아니라 기지국과
코어망 사이의 백홀 구간에도 위성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위성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있다. 정지궤도 위성(GEO)과 비정지궤도 위성
(NGSO)으로 나눠지는데, 비정지궤도 위성은 위성이 위치하는 고도에 따라서
세분화할 수 있다. 5G망이 관심을 갖는 대상은 주로 저궤도 위성(LEO)이다.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비스 연속성이
보장이 된다. 그러나 비정지궤도의 저궤도 위성은 지구와 다른 속도로 움직
이기 때문에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5G망의 기능을 확장
할 필요가 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유무선위성융합은 지상에 위치하는 5G망이 위성
액세스를 지원하도록 확장하는 것에 치우쳐 있다. 이를 조금 다르게 말하면
지상에 있던 5G 기지국이 위성에 탑재되어 지구를 회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지상에 있는 5G 코어망은 위성에 있는 5G 기지국과
협력해야 동일한 수준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한편 단말은
위성이 바뀜에 따라 새로운 5G 기지국에 연결해야 하고 핸드오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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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로 인하여 커버리지는 변경되고 서비스 이동성을 제공해야 한다.
지구별 어딘가에 살고 있는 아직 인터넷을 모르는 머나먼 나의 이웃이
이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을 꿈꾼다.
우리 ITU-T SG13 연구반은 5G망을 포함하는 미래 네트워크의 표준을
연구하는데, 특히 Q23은 ITU-T SG13 내부에서 유무선위성융합과 관련된
표준을 개발한다. 나는 Q23의 라포처를 맡고 있으며, 2020년 7월 회의에선
유무선위성융합망의 기능 구조를 정의하는 신규 표준이 한국과 중국 공동
으로 제안되었다. 이 표준안은 두 가지 방식의 융합망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지상망 기반의 융합망이고 다른 하나는 위성망 기반의 융합망 이다.
그런데 유럽은 표준의 연구 범위를 지상망 기반의 융합망으로 한정 짓는 게
어떠냐는 주장을 했다. 왠지 3GPP에서 연구하는 표준 범위와 일치시킴과
동시에 ITU 내에서 유럽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 같았다. 양 진영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고 회의 시간만 흘러갈
뿐이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회의는 앞으로 한 시간 남았을 그 때!
‘나는 라포처니까, 양쪽의 의견은 이제 들을 만큼 들었고, 이제는 결정의 시간
이다.’라고 생각하며 회의에서 표준 개발을 두 단계로 나누어 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렸다. 먼저 2021년까지 지상망 기반의 융합망의 표준 작업을
완료하고, 위성망 기반의 융합망은 2022년까지 마무리 할 것이며, 두 방식을
모두 표준화하되 지상망 기반의 융합망 표준에 우선순위를 주었다. 사실
위성망 기반의 융합망은 아직 구체적인 표준화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서
2021년까지 완료하기에는 무리한 일정이었으니까. 양 진영 모두가 나의 결
정에 만족해 보였다. 다행이다.
이렇게 우주인터넷이 전 세계 곳곳에 닿아, 인터넷과 인류가 잘 공존하며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다. 빠른 인터넷의 속도 안에서 모두가 편리하고 편안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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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으로 완성되는 인터넷 강국
홍용근
대전대학교 교수
IETF, ITU-T 에디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비싼 대가를 치렀기에
이후 표준화 과정의 극복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었다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인터넷이 없어지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불편함을 겪을 것이다.
1969년부터 군사적, 연구적 목적으로 ARPANET31)을 사용하기 시작 한 이후,
인터넷은 현대까지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1990년대는 초고속 인터넷
시대로 접어드는 인터넷 1.0 세대이며, 2000년대는 광대역/모바일 인터넷
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2.0 세대이고, 현재는 사물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3.0 세대이다.
오늘날의 인터넷은 인터넷 단말 개수나 대역폭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다. 일단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이 다양해졌다. 누구나 다 아는 PC나
스마트폰은 물론이며 그 밖에 센서, 웨어러블 기기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연동이 된다. 그리고 인터넷의 서비스 종류 또한 무척 다양해졌다. 심지어
인터넷에 대한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며 한국은 세계적인
인터넷 IT 강국이자 인터넷 혁신의 모범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31) 1969년 미국 고등연구계획국이 개발한 컴퓨터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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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연 한국이 실질적으로 인터넷 ‘강국’일까?
보통 강국이란 한 분야의 콘텐츠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콘텐츠 소비국의
역할까지 겸비해야 한다. ‘강국’의 정의를 예시를 통해 알아보면, 2021년
현재 BTS를 포함한 K-Pop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한국은
K-Pop의 생산국뿐만 아니라 소비국의 역할까지 충분히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한국은 K-Pop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분야는 어떨까?
한국은 인터넷 소비에 있어서는 강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
그렇다면, 인터넷 생산에 있어서는 강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는 아쉽지만 ‘아니오’ 라는 대답이 나온다.
현대 인터넷을 구성하는 주요 기술은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를 비롯해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등 여러 국제표준기구가 만들었다. 특히, IETF는 인터넷 통신의
주요 프로토콜인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과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을 만든 국제표준화기구이다.
특히, IETF에서 인터넷 단말의 이동성 연구는 2002년부터 작업을 시작해
역사가 깊고, 초기에는 미국 CISCO, SUN, 유럽의 NOKIA, ERICSSON 등
글로벌 기업들이 표준화 활동을 주도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조금씩 표준화 활동에 참가했다.
나는 2001년부터 IPv6, Mobile IPv6, Proxy Mobile IPv6, IoT, Network
Machine Learning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해 왔는데, 처음에는
인터넷 단말을 직접 수정해서 이동성을 지원하는 Mobile IPv4, Mobile
IPv6가 대세였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수많은 인터넷 단말의 직접 수정이 쉽지 않아
인터넷 단말을 직접 수정하지 않고 네트워크 단에서 단말의 이동성을 지원
하는 Proxy Mobile IPv6 기술이 대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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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TF에서는 2009년 5월 Proxy Mobile IPv6 기술을 확장해 연구하는
NETEXT(Network-Based Mobility Extensions) 워킹그룹이 새롭게 생겼다.
이 워킹그룹에서는 인터넷 단말이 WLAN, CDMA, WCDMA, Bluetooth
등 다양한 통신/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탑재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성 지원을 할 것인지가 주된 연구
과제였다. 나 역시 2009년 10월 새로 신설된 NETEXT 워킹그룹에 관련
기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다중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인터넷
단말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표준화 논의에 참여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2004년과 2005년에 IETF NETEXT 워킹그룹에서
다루는 주제와 비슷한 주제인 IETF DNA(Detecting Network Attachment)
워킹그룹과 MIF(Multiple Interfaces) 워킹그룹에서 표준화 활동을 했고
선행연구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어, 덕분에 기법들을 논의 할 때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누구보다 빨리 성과를 낼 수 있었다.
IETF NETEXT 워킹그룹의 표준화 논의는 2009년, 2010년에 걸쳐 개인
기고서(Individual Draft)로 계속 진행했다. 2010년 하반기에는 IETF NETEXT
워킹그룹의 워킹그룹 문서(Working Group Document) 승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당시 여러 기업과 학교, 연구소가 기고서를 제출하며 표준화 작업에
참여했는데, 다중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인터넷 단말의 이동성 지원에
대한 기고서는 내가 제출한 것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IETF NETEXT 워킹그룹은 비슷한 기고서들을 취합하고 정리
하도록 유도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으니 당연히ㅤ
합쳐진 기고서의 제１저자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는 달랐다.
그동안 표준화 활동에 썩 적극적이지 않던 유럽 Alcatel-Lucent 소속전문
가와 미국 CISCO 소속 전문가가 워킹그룹 문서의 제１, 제２저자를 차지
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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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정말 부당한 일이다. IETF NETEXT 워킹그룹 의장에게 항의했다.
객관적으로 관련 연구를 주도한 기관이 주요 저자 자리를 맡는 것이 타당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ETF NETEXT 워킹그룹의 의장들은 유럽ㅤ
NOKIA와 미국 CISCO 소속이었다. 그들은 이미 １, ２저자로 내정된 전문가
와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나는 부정행위를 막기위해 IETF내의 다른 워킹그룹 의장들과 상위 기관인ㅤ
Internet Area 디렉터에게 문의했다. 해결방안을 찾아 보았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32). 필자는 당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근무를 중
이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글로벌 사회에서 결코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름의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물론 IETF 같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을
다룬다. 다만 기술에 대한 평가 및 인정은 결국에는 그룹 참여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룹 구성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때 나는 그러한 부분을 놓친 것 같았다.
비록 １저자，２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나는 IETF NETTEXT
워킹그룹에서 다중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진 인터넷 단말의 플로우ㅤ
이동성 지원에 관한 표준 개발에도 참여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개발한ㅤ
결과물을 반영할 수 있었다.33)
나는 기술적으로는 다른 국가나 글로벌 기업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면서
표준화 활동을 주도 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인터넷 강국들에게 밀리는 서러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비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후 다른 기술의 표준화 과정에서
극복하는 노하우와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진정한 인터넷 강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길 희망
한다.

32) IETF RFC 7847, "Logical-Interface Support for IP Hosts with Multi-Access Support"
33) IETF RFC 7864, "Proxy Mobile IPv6 Extensions to Support Flow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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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꽃, 네트워크 슬라이스의 생애
김정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ITU-T SG13 Q23 라포처

5G는 너무나 아름다운 눈꽃결정체와도 같다
정교하면서도 눈부신 5G 표준을 위해 노력한다

4차 산업 시대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 중 하나인 ‘5G’는 알면 알수록
신비한 눈꽃 같은 존재다. 눈꽃을 이루며 눈부신 햇살을 반짝이는 조그만
결정체처럼, 5G도 여러 면의 결정체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5G는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다수의 논리적 네트워크로 분리한 ‘네트워크 슬라이스’로
구성된다.
이 눈부신 눈꽃 같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생기게 된 원리는 ‘네트워크
가상화’라는 기반 기술 덕분이다.
특별한 장비에서만 동작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서버에 네트워크
기능을 탑재해 동작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네트워크 기능이 더 쉽게 배포를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로써, 눈송이는 더욱 빛이 나는 것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스는 고객의 서비스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슬라이스의 성능과
용량을 설계하며 어느 순간 흘끗 돌아보면 인스턴스화(NSI34)) 되어있다.
손바닥만한 눈꽃이 있고 손가락만한 눈꽃이 있듯 슬라이스의 크기는 제각
각이다. 인스턴스화 된 자원의 양은 네트워크 슬라이스의 설계 용량에 맞게
결정된다.
34) 네트워크 슬라이스 인스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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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데 문제가 있다.
네트워크 가상화는 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싱 하는 작업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된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성능을 측정하고 네트워크의 처리 용량을 조정
한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ITU-T SG13 연구반’은 이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예민한 결정체, 5G망을
포함하는 미래 네트워크8의 표준을 연구한다. 특히 Q21은 ITU-T SG13 내부
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스와 관련된 여러 표준을 개발한다. 그 중에서 중국
모바일 통신사는 네트워크 슬라이스 템플릿 기반으로 NSI를 생성하는
절차에 관한 표준 에디터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 아름다운 눈결정체가
어딘지 불완전했다. 이 표준은 NSI를 구성하는 속성(attribute)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속성에 할당되는 성능 값에 대한 정의가 미비한
상태였다. 즉 네트워크 슬라이스의 성능 측정에 대한 개념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Q21에서 5G 네트워크 슬라이스 컨피그레이션(configuration) 표준의
에디터였다. 이 표준은 NSI의 성능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NSI 용량
조정을 하는 등 네트워크 슬라이스 운용과 관리에 관한 것이다. 눈송이는
그 반짝임이 참으로 눈부시고도 아름답지만 참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존재다.
5G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스를 운용하는 도중에 성능 저하가 발생하거나
자원 이용률에 불균형이 나타나면, 슬라이스의 용량을 조정해야 한다. 성능
저하가 생기면 네트워크 기능 인스턴스(NFI)와 가상 링크 인스턴트(VLI)의
수를 추가하거나 여기에 할당된 자원을 증가하는 즉, 네트워크 슬라이스의
용량을 크게 만들어서 성능 저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눈꽃은 다루기 조금 쉬울 수도 있다. 설계한 것과
달리 네트워크 슬라이스의 이용률이 낮으면, NFI와 VLI의 수를 줄이거나
여기에 할당된 자원을 줄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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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슬라이스에 감소한 인스턴스 자원을 이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동작은 전체 네트워크 슬라이스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어쨌든, 신비로운 그 결정체로부터 은은하게 나오는
고운 빛은 참 매력적이다.
2020년 12월, 소복이 쌓인 눈송이 결정체의 영롱한 빛이 눈부시던 어느 날
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7월 이후 두 번째 온라인 ITU-T SG13 회의가
열렸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온라인 회의에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시차가 다른
지역에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니까 회의를 오프라인 회의처럼 오래 진행
하기는 어렵기도 했다.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창가에 조금
쌓였던 눈이 조금 녹아내렸다.
눈이 녹아내리는 장면을 보자 아주 옅은 감상에 빠져들었다.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내가 해왔던 노력들도 마치 이 눈처럼 녹아내려버리는 건 아니겠지.
한숨을 또 한 번 쉬며 고개를 들자 해가 눈꽃을 비추고 있었다. 참 예뻤다.
작은 결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 냈구나. 그러자 어쩌면 작은
생각이 뭔가를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침착하게 생각해서 떠올린 방법은 이슈에 대한 문답을 이메일로 논의하는
방법이었다. 네트워크 슬라이스를 구성하는 NFI 성능 측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액세스 및 이동성 관리 기능(AMF)은 단말로부터 수신한 등록
메시지의 수, 세션 관리 기능(SMF)은 단말로부터의 세션 설정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수신한 수 등 구체적인 사례를 이메일로 여러 차례 소개했다.

예쁜 눈송이가 보이던 그날,
이러한 노력에 감동하였는지 아니면 늦게나마 5G 네트워크 슬라이스 컨피
그레이션 표준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모르지만, 마침내 상대방은 이 표준을
승인하는 것에 기꺼이 동의를 하였다. 하얀 눈이 예쁘던 그날, 회의 마지막
날에 표준이 승인되었고, 필자는 모든 회의 참석자에게 감사를 표시하였다.
물론 이메일로 감사 인사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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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참골단(肉斬骨斷)의 선택
김형수
KT 팀장
ITU-T SG13 WP1 의장

논리나 기술이 충분해도 때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해관계와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명분도 잊지 말자

순간의 선택에는 가끔씩 모험이 필요하다.
오래된 속담 중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어려운
사자성어로는 육참골단(肉斬骨斷)35)이라고 한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자기
보다 실력이 뛰어난 고수를 상대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조금 손해를 보면서 살기 위해 살을 조금 내어주고 상대의
뼈를 베는 전략인 것이다. 삶에서는 여러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그 중
조금의 모험을 해야 성공으로 길이 열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때로는 모험을
기꺼이 감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2019년 7월, 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 총국 (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 Telecommunication sector)의 SG 13
(Study Group 13) 정기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
에서는 1년 전 국내 7개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했던 세계최초 양자암
호통신 네트워크 표준화 과제 ITU-T 잠정권고안 Y.QKDN_FR (Framework of
Networks to support Quantum Key Distribution)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였다.
35) 자신의 살(肉)을 배어 주고(斬), 상대방의 뼈(骨)를 자른다(斷)는 뜻. 즉, 작은 손실을 보는 대신에 큰 승리를 거둔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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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SG17에서의 신규 표준화 제안 승인에는 실패한
상태였다. 그 대신 개방형 계층구조의 양자암호 네트워크 표준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한 후에야 SG13에서 신규 표준화 주제로 채택되는 등 사연이
많은 과제였다. 게다가 ITU-T SG13 Q.16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ETSI에서
장비 위주의 지엽적 표준화를 선점했던 유럽계 회원사들과의 지속적인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 때문에 권고안을 진전시키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들어갔다.
내심 기대는 했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번 회의는 Question 레벨 회의
에서부터 진전이 쉽지 않았다. 승인을 요청한 버전의 기고서에 담긴 제9장
서비스 절차 (Service procedure)가 특히 X국 반대에 부딪혔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해는 되었다. 표준문서에 있는 서비스 절차가 한국이
사전 확보한 특허 연관 프로토콜 이슈를 담고 있었는데, 당시 X국에서는 이미
관련 기술개발이 제법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개발기술과 상충되는
제9장의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워 한 것이다.
결국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번 회의에서의 승인을 확보할 것인가, 혹은
추가 작업을 거쳐 X국의 의견도 수용하면서 기존 서비스 절차 기술을 표준
본문에 유지할 것인가.

머리를 쓰기로 했다!
당시에는 이미 Y.QKDN_FR을 기반으로 Y.QKDN_req, Y.QKDN_arc, Y.QKDN_km
등 후속 표준이 병행 개발 중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장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개방형 계층구조라는 새로운 양자암호 기술 아젠다를 한국이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과감한 선택을 했다. 제9장을 삭제하고 다른
표준문서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좀 더 상세히 개발하는 것으로 합의를 진행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철옹성처럼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X국의 동의를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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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쁨의 순간은 잠깐!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단 걸 알게 되었다. A국과 B국, 그리고 국내의 모
기업이 추가로 승인을 반대했다. 반대하는 이유를 듣자하니 기술적인 이슈가
아니었다. 그들의 논리는 본 문서를 살펴볼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에 다음회의
에서 승인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참으로 비상식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 똑같지 않던가. 다른 참석자들도 이 반대를 무의미
하다고 느꼈나보다. 덕분에 아군이 생겼고 그들은 나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이
공박을 펼치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Q.16에서는 승인을 받았고 폐막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SG13 폐막총회였다. 뒷부분 순서로 배정되었던
Y.QKDN_FR의 승인 순서는 앞 순서의 논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늦은 밤이
되어서야 차례가 왔다. 폐막총회는 길어졌지만 예전에 일이 잘 되었던 기억이
떠올라 흐뭇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나에게 계속해서 반대표를 던졌던
A국 수석대표는 평상시에 폐막총회가 개최되는 금요일 오후 늦은 비행기로
제네바를 떠나곤 했었다. 그래서 그가 불참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반대표가
한 표 줄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이는 나의 큰 오산
이었다. A국에서 수석대표 교체를 선언한 것이다. 제네바 대표부에 근무하고
있기에 퇴근만 잠시 늦어질 뿐인 A국 공무원이 대리로 참석하였다. 진검
승부가 불가피했다.

드디어 순서가 되었다.
승인 요청을 위한 잠정 권고안 발표가 끝나자마자 A국을 시작으로 마치
도미노처럼 B국과 C국의 반대가 이어졌다. 하지만 내게는 아군이 있었다.
사전 협의를 통해 지지를 요청했던 D국, E국, F국이 찬성 발언을 하면서
우리를 지지했다. 하지만 ITU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인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B, C 3개국은 자신들의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아아, 눈앞이 캄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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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갑자기 이를 보다 못한 SG13 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그렇게 핵심 관계국가인 6개국(한국, 일본, 중국, 미국, 영국 및 캐나다)
수석대표들만의 별도 회의가 열렸고, 중재안이 공개되었다. 잠정권고안
Y.QKDN_FR의 제목인 Framework of networks to support Quantum
Key Distribution에서 Framework 대신 Overview로 수정하자는 의견이었다.
Framework을 문서 제목으로 선택했던 이유는 향후 한국이 개방형 계층
구조의 양자암호 네트워크라는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속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 안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혹은 선언적 방향성을 선점
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Overview는 뭔가 느슨한 느낌을 주었다.

SG13 의장의 중재안에 조용한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다.
이런 적막감 속에서 다시 한 번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다. ‘Framework을 고수
해서 명분을 챙길 것인가, Overview로 양보를 해서 실리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상황이 되니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는 고사성어가 떠올랐다. 그렇
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못이기는 척 답변을 던지는 것이다.

“아쉽습니다만, SG13께서 중재를 하신만큼 한국은 동의하겠습니다.”
그러자 SG13 의장이 나머지 5개국 대표를 둘러보았다. 모두들 묵묵히 끄덕
이고 있었다. 결국 SG13은 저녁9시가 거의 지난 시각에서야, Y.3800으로
공식 명명된 세계최초 양자암호 네트워크 표준을 승인했다.
국제표준화 회의에서는 논리나 기술만 충분하다면 의견이 받아들여질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알려지지 않은 자국의 실질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명분도 판단 지침이 된다. 게다가 나의
신념이 다른 이에겐 독선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상호협상이 오히려 더
중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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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분야 국제표준화 실전사례

이루지 못한 상용화의 꿈
최상성
국민대학교 교수
(현) IEEE802.15.7a 고속OCC 표준그룹 부의장
(전) IEEE802.15.4m TVWS 표준그룹 의장

최선을 다해 모든 개발 업무에 참여했기에 후회는 없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국제무대 활약을 응원한다

어떤 기기를 사용해도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왔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장치는 바로 ‘센서’다.
센서는 사람과 사물, 즉 우리 주위의 사물들을 기기를 통해 모니터링 한다.
그리고 모니터링 된 정보는 차후에 서비스 될 정보와 네트워크 통신기술을
통해 서로 연계된다.
이는 단순 정보 전달에서 자동화 단계로의 발전을 의미하며 현재에는 사물
인터넷 기술로 불린다.
당시 IEEE802 표준화 그룹은 사물인터넷을 지원하는 무선 네트워크의
여러가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무선통신 기술들을 논의 중이었다. 특히
휴대폰의 사용률과 텔레비전 방송 채널이 점점 늘어나며 사람들은 주파수가
정말 귀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통신기기가
스펙트럼을 같이 공유하며 사용하는 TV 화이트 스페이스(TV White
Space)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TV 화이트 스페이스는 TV 방송용으로 분배된 VHF 및 UHF 주파수 대역에서
공간적으로 방송사간의 주파수 간섭을 우려해 비워둔 대역과 방송사업자가
사용하지 않아 비어있는 주파수 대역이다. 이 대역들은 누구나 정부의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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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면 비면허 대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 TV 화이트 스페이스이다.
주파수 공유 개념의 초광대역(Ultra Wideband) 통신기술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던 우리 연구팀은 TV 화이트 스페이스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진행 중이던 IEEE802.15.4g SUN(Smart Utility Network) 표준화에 TV
화이트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OFDM 방식의 SUN 표준안을 제안했다.
SUN 표준은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유틸리티를 무선으로 원격 검침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신기술에 대한 표준인데 스마트 그리드에 관심을 가진
전 세계의 많은 기업에서 표준 회의에 참여했다. 우리가 발표한 제안서는
꽤나 호평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화이트 스페이스에 관련된 법규
제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SUN 표준 반영은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에는 OFDM 방식만 받아들이고 TV 화이트 스페이스 사용은
추후 별도의 표준화 그룹을 구성하여 표준을 추진하자는 차선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SUN 표준화 작업이 마무리 된지 얼마 되지 않은 2011년의 어느 날,
SUN 표준화 그룹을 이끌었던 주력 멤버들이 갑자기 제안을 했다. SUN 표준을
TV 화이트 스페이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표준그룹을 주도적으로
구성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당시 IEEE802.15 표준화에 국내의 많은
기관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의장단에 진출하는
것은 어렵던 시절이여서 누군가 나를 의장으로 추천했지만 그 자리를 맡는
것도 참 고민을 많이 했다.

통상적으로 표준화 시작부터 완료까지 최소 3년 정도는 소요된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두 달에 한 번, 일 년에 여섯 번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비 문제와 연구소에서 개발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표준화에
전념할 수 있을지 여부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어느 정치인이 TV 화이트
스페이스를 이용한 Super-WiFi를 전국에 구축해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추진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들고 나오면서 TV 화이트 스페이스에 대한 중요성이
갑자기 부상했다. 덕분에 몇 년 동안 준비해 왔던 TV 화이트 스페이스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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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물인터넷용 저전력 무선통신기술을 개발하는 국가 지원 과제를 수주
하게 되었고, 표준화 참여의 명분과 예산도 확보하게 되어 SUN 표준화를
같이했던 동료 멤버들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IEEE802.15.4m TVWS36)
WPAN37) 표준그룹을 출범시킬 수 있었다.
IEEE802.15.4m 표준그룹은 기본적으로 SUN 표준 기술을 TV 화이트 스페
이스로 확장하고, 사물인터넷을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LPWA(Low
Power Wide Area) 개념을 강조했다. 이미 표준화가 진행 중인 IEEE802.
11af Super Wi-Fi와 비교해 어떤 장점을 더 많이 갖고 있는지도 드러냈다.
표준화는 미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미국은 FSK(Frequency
Shift Keying) 기술을 고집했고 한국과 일본은 OFDM38) 기술을 주장했다.
그 중 일본은 자국의 주파수를 고려한 협대역 OFDM을 고집했다.
당시 IEEE802.15 표준그룹에서는 UWB39) 표준이 실패한 여파로 단일 표준
기술 보다는 복수 표준기술을 채택하고 지역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경쟁력
있는 표준기술을 선택해 유연하게 사용
하자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 역시 IEEE802.15.4m TVWS WPAN
표준그룹의 의장인만큼 복수 표준
기술로 자연스럽게 참여 기관들을 유도
하였고 FSK, OFDM, 그리고 NB-OFDM
3가지 기술을 채택하였다. 우리 연구
팀에서는 IEEE802.15.4g OFDM-SUN
규격을 검토했는데 미국의 한 기업이
중요 특허를 독점하고 있음을 발견
했다. 미국의 독점을 막기 위해 독자
적인 표준 규격을 마련하면서 TVWS
무선통신 칩 개발을 추진하였다.

TVWS 표준 및 통신 칩 개발 성공 언론 기사

36) TV White Space
37)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38)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직교주파수분할
39) Ultra Wide Band 초광대역무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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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IEEE802.15.4m TVWS WPAN 표준은 무사히 마쳤다. 우리가 표준화
하고 개발한 OFDM 방식의 TV 화이트 스페이스 무선통신 칩을 국내 산업
체에서 스마트 그리드 AMI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했다. 상용화 가능성을 시험
하는 산학연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중간에 마냥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칩 개발이 계획보다 지연되어 사업 책임자였던
나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다소 늦었지만 2016년 드디어
IEEE802.15.4m TVWS WPAN 국제 표준
규격을 만족하는 32비트(bit)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MCU) 기반 SoC(System
on Chip)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공동연구기관이었던
한국전력연구원이 제주에서 TV 화이트
스페이스 AMI 실증을 하여 상용화

TV 화이트 스페이스 통신칩 활용 AMI 실증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보여줬다.

다음 단계는 개발한 칩을 사업화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을 찾는 것이었다.
이 때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사업화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수준
이었다. 95% 이상 개발을 완료해도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양산 과정의
마무리 5%가 더 힘들고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이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이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찾을 수가 없었다. LORA나 NB-IoT와 같은 새로운 사물인터넷
통신기술들이 부각 되면서 TV 화이트 스페이스는 관련 법규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만 보고 위험부담이 큰 TV 화이트 스페이스
무선통신에 투자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이 개발을 끝으로 나는 연구소에서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수많은 미련만
남기며 그 동안의 모든 개발 업무를 마무리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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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뒤돌아보면 칩 개발이 조금만 일찍 되었더라면 표준부터 기술개발,
상용화 그리고 사업화까지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스펙트럼 자원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물 인터넷 미래를 생각하면 언젠가는 TV 화이트 스페이스를
활용한 통신이 다시 주목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언젠가는 개발했던
IEEE802.15.4m TVWS WPAN 표준기술이 또 다시 상용화될 그 날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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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 응용 서비스에 다가선 전략
이규명
KAIST 겸직교수
ITU-T SG13 WP 의장 / SG13 Q16 및 SG20 Q4 라포처

표준화는 시기에 맞는 논의가 필요하고
개발 문서가 정식 권고안으로 완성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ITU-T Q4/20 라포처였다.
표준화 방향성과 관련하여 요즘 고민이 생겼는데, 수많은 버티컬 응용에 대한
표준안을 계속 만들어야 할 지, 공통 플랫폼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를
종종 머리를 싸매게 된다.
나는 ITU-T SG20에서 사물인터넷 응용 및 서비스 분야를 연구했고 그 중
특히 서비스 플랫폼 기술에 집중하면서 많은 권고안 개발을 주도해 왔다.
그런데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 사물인터넷 응용 분야가 너무 다양한데
개별 응용 별로 여러 건의 문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행된 것이다.
아, 이럴 수가. 대체 왜 그렇게 된 걸까?
일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사물인터넷 주제가 상당히 광범위한 것이 큰 원인
이었다. 다른 그룹에서 진행되는 권고안과 중복을 피하면서 여러 서비스 및
응용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 표준화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놓친 것이다.

침착하자,
우선 침착하게 잘 살펴보며 제안한 기고서 내용 기반으로 회의에서 이 상황을
논의했다. 그리고, 매 회의 때마다 제출된 기고서를 바탕으로 회의 참석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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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봤으며, 기고서의 신규 아이템을 승인하고 관련 권고안을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에 하는 몇 가지 실수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이슈를 다루면서
회의에 제출되는 기고서만 의존하는 것이다. 절대로 기고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원하는 형태의 기고가 탄생될 수 있도록 나름의 전략을 짜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를 따르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표준화 과정에서는 시기에 맞게 관련 표준안을 논의, 개발하여 문서를 정식
권고안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마음만 성급할 뿐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특정 기술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권고안 개발을 할 경우 근간이 될 유스 케이스, 요구사항 및 프레임워크 등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표준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 시점에
필요한 표준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근간이 되는 권고안 개발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어떤 주제는 현재 시점
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기에 너무 시기상조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좀 더 전략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원하는 주제의 표준화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의장단 레벨에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표준화의
방향성을 정하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원하는 주제에 대한 기고가 아주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주제에 대한 표준화 로드맵 문서를 개발하고, 이를 계속 갱신
하고, 잠재적인 표준화 아이템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렇듯 표준문서를 하나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잠시도 쉴 수 없는 듯하다.
하지만 노력 한 만큼 결과물을 얻을 때의 그 뿌듯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완성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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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어려움을 상대방에게 알려라!
PS-LTE 표준화의 교훈
김대중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기획단장
AWG(아태지역무선통신그룹) 부의장

표준화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힐 때는
모두가 상생해나가는 길을 향해 설득하고 또 설득해 나가야한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지금도 믿기지 않는 비극이 벌어진 시간.
TV를 가득 메우고 있는 배의 침몰 장면이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뉴스라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이후 각종 매체를 통해 침수되어 가는 세월호 속
10대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너무나 허탈했다. 배안에 있던 단원고 학생
들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가만히 앉아 있으며 부모님에게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보낼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대 및 해경과 군부대
그리고 구조원들은 서로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왕좌왕 했다.
결국 국민들은 아이들이 깊은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세월호 사건은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재난통신망 사업의 기술방식을 변경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안전
기관끼리 원활하게 멀티미디어 통신을 주고받는 것이란 걸 알게 되었고,
따라서 재난통신망 표준화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떠오른 것이다. 그 결과,
동영상 전송이 원활한 LTE(4세대이동통신)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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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 방식으로 재난통신망을 구축하려하던 사업은 급격하게 LTE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강력한 동기부여는 변화를 만들어낸다.
기존 LTE가 ‘개인과 개인의 직접통신(D2D)은 불가능’하고 ‘그룹 통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재난통신망과 맞지 않다고 여겨졌던 것은 “Impossible is
nothing”이라는 선언으로 사라졌다.
어쩌면 목표와 해결방법은 확실했다. LTE에 ‘개인과 개인이 직접 교신할
기능’과 ‘수십 수백 명의 대원들이 그룹 통신할 기능’을 새롭게 표준화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까? 3GPP라는 사실 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으로 하자!
목표가 명백하니 시나리오도 단순해졌다.
군인이 전장에 나가려면 무기를 손질하고 이번 전쟁에서는 M16 소총이
나을까? 방사포가 나을까? 공중전이 나을까? 나에게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야한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우리에게는 명확한 문제의식과 세계
탑3에 드는 이동통신 제조사와 지난 20년 동안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온
파트너십(TTA 기관 참여에 의한 3GPP대응)이 있다. 행정안전부 재난통신
19개 요구사항조건과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표준화 전문 인력 그리고
TTA라는 플랫폼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해서 남도 좋아할 리는 없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남도 좋아하게 만드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거미줄처럼 비즈니스로 얽혀
있는 표준화무대에서 상대방의 행위를 따라오게 만드는 유인책이 없다면
반대와 의문부호로 세월을 보내게 된다. 세월호 비극은 우리에게는 절체
절명의 해결해야할 문제이지만 다른 대륙의 국가들의 공조를 심정적인
이유로만 바랄 수는 없다. LTE가 개인의 엔터테인먼트와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적화된 표준이라면 앞으로는 공공안전과 재난상황에서
기관들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전 세계에 통용된다면 커다란 생태계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제조사에게는 큰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는 집요한 설득과
공감의 과장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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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공 했다.
3GPP에 재난통신만을 위한 표준화그룹(SA6)를 설립하는데 성공했고 우리의
제조업체에서 의장을 수임해서 표준화주도력도 확보했다.
다행 중에 정말 다행인 것은 이런 생각을 한국만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과 영국이 LTE로 공공안전통신망을 구축
하려하는 정책의지를 표명했고 한국정부의 의지와 맞아떨어졌다. 각종
표준화협력회의와 컨퍼런스를 통해서 공조를 굳건히 한 다음에 3GPP라는
전장 속에서 한･미･영 정부관계자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표준화를 주도해
나갔다.

표준화는 ‘Consensus’ 과정의 연속이다.
PS-LTE 표준화가 성공된다면 분명 이면에는 손해 보는 당사자가 있다. 손해를
보는 당사자는 생사가 걸린 문제여서 죽기 살기로 표준화를 반대한다. 이런
상대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끈질기고 집요하게 상대방을 설득해나가고
당근책을 제시해야한다. 어느 길이 대의이고 모두가 상생해나가는 길인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 나가야한다.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도구들은 2016년 드디어 PS-LTE 국제표준화가 성공
하게 되고 관련 시장이 열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재난통신망 구축을 차근차근 이행해나가고 있고, 풀기 어려운 문제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다른 나라에도 교훈이 되었으며
글로벌 시장이 열리는 계기도 되었다.
“Impossible is nothing”이라는 용어는 제 3자 입장에서는 몇 글자에 지나지
않지만 당사자에게는 결사항전의 태도가 필요했다.
아직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는 이를 수 있지만 PS-LTE 표준화를 위해 갖은
노력을 베풀어주신 정부관계자, 관련 업체 표준화전문가, 미국과 영국의 고위
관료와 표준화 전선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었단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시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나아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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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통신망, 건강관리모드!
김정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ITU-T SG13 Q23 라포처

제안한 기술로 인해 어떤 이득을 가질 수 있는 지
설명하며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다

5G 등장이란 그야말로 인류의 산물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놀랍고도
혁명적인 것이었다. 5G로 인해 세상이 달라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과거에는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눈부신 변화였달까
이처럼 놀라운 5G 기술과 함께 출현한 새로운 기술들이 몇 가지 있었다. 그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이다.
그래서 3GPP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5G 필수 기능으로 결정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하나의 네트워크를 나누어 슬라이스 할 수 있다. 그리
하여 애플리케이션 마다 각기 다른 네트워크 슬라이스가 할당된다.
참, 그리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술이 있는데,
바로 ‘네트워크 가상화’이다.
‘네트워크 가상화’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데, 네트
워크를 일반 서버에 탑재하여 움직이게 만든다. 기존의 네트워크 기능은 특별
하게 지정된 장비에서만 작동지만, 네트워크 가상화를 통해 네트워크의
배포를 쉽게 만들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 5G는
서비스 레벨 요구(Service Level Agreement, SLA)가 매우 다른 다양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60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실전편 Ⅱ 글로벌 표준화 실전 만나기

그런데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에는 단점이 있다.
프로세싱하는 작업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이다.
물론 해결 방법은 있다. 바로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성능을 측정하고 네트
워크의 처리 용량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리하여 3GPP SA5 연구반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5G 네트워크 슬라
이싱의 성능 측정 표준화를 시작했다. 구체적 연구 방향은 5G 네트워크 및
슬라이스를 구성하는 기능의 성능 지표를 측정하는 것인데, 나는 코어 망의
성능을 측정하는 표준화 작업에 중심적으로 참여했다.
이 표준화 작업 중 하나는 사용자 데이터를 운반하는 경로인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의 세션을 설정, 해제, 변경하는 SMF40)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로밍에서 비롯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세션의 생성을
미처 고려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된 문제들을 해결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일반적으로 로밍이란 국내와 국외의 통신사업자끼리 사전 협약해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로밍 기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로컬
브레이크아웃(LBO) 로밍과 홈 루트(HR) 로밍이다. 문제는 HR 로밍 방식으로
설정될 때 네트워크 슬라이스의 용량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지를 발휘했다. 3GPP SA5 회의
에서 타국(Visiting)에 있는 SMF가 자국(Home)에 있는 SMF에게 전달하는
PDU 세션 설정 요청(Nsmf_PDUSession_Create Request)의 수를 PDU
세션 수에 포함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늘 그렇듯이 반대표가 있다. 예상대로 일부 회의 참석자는 표준이 완료되는
시점에 필자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네트워크 성능 측정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애를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노력이 가상했기 때문일까?
놀랍게도 우리의 제안이 표준에 모두 반영이 되었다. 제안하는 기술적인 요소를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잘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안한 기술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다.
표준화 회의는, 그런 것이다.
40) Session Management Function 세션관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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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가르기
최상성
국민대학교 교수
(현) IEEE802.15.7a 고속OCC 표준그룹 부의장
(전) IEEE802.15.4m TVWS 표준그룹 의장

국제무대에서 일어나는 지지자 확보 경쟁!
이제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표준회의는 조금 특이하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표준회의에선 모든 나라 국민이 정보통신기술(ICT)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자는 취지가 바탕이 되어 공동체적 가치가 느껴진다.
하지만 IEEE의 표준화 회의는 대표단 구성을 보면 철저하게 개인 단위로
구성되어 기업 간의 철저한 이해관계가 느껴진다. 이는 ICT 기업이나 연구소
또는 대학 등의 전문 기술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모여 철저하게 시장을 기반
으로 표준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가 도래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ICT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했고 근거리에서 자유로이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초고속 무선통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근거리
고속 무선통신 표준을 개발하던 IEEE802.15.3 HR-WPAN 표준그룹에서는
IEEE802.15.3a라는 표준그룹을 구성했다. 이는 신기술인 UWB(UltraWideband) 기술을 대상으로 표준화 방향을 전환한 결과물이다. UWB란
낮은 전력 밀도로 기존의 통신 시스템과 스펙트럼을 공유하며 근거리에서
Giga-bps 이상의 초고속 무선 전송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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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1월 첫 번째 UWB 표준화 회의를 시작으로 나의 표준화 여정도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IEEE802.15
WPAN 표준화 문화 이야기를 소개해 볼까 한다.
IEEE802.15.3a UWB 표준회의는 전 세계의 500여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폭발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었고 회의장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열렸다. 한 사람이 발표를 마칠 때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나와
일렬로 줄을 서서 질문을 던졌다. 만일 발표자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반론했다. 이런 분위기는 많은 우리나라 참여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표준화 회의 경험도 없어서
긴장도 많이 했고, 기고서 발표 때 우르르 몰려들며 질문하는 질문자들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경험 덕분일까? 과거
소극적이고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못했던 나는 단번에 IEEE802 표준화
문화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 꾸준히 표준화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었다.
IEEE802.15.3a 초고속 UWB 무선통신 표준은 전 세계의 ICT 기업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치열한 논쟁과 토의를 거쳐 MB-OFDM UWB와 DS-UWB
라는 2가지 표준안으로 압축되었는데, 최종 표준안 채택을 위한 Down
Selection 투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예상도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규정상 75%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했는데 양쪽 진영 모두 지지 세력 확보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덕분에 표준화 일정은 기약 없이 지연되었다.
여기서, 최종 표준안을 선택하는 ‘Down Selection 투표’ 방식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을 의장이 한 명씩 호명하면 찬성 또는 반대를 직접 구두로 표명
하는 공개 투표이다.
그래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알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는데 투표
권은 최소 3번의 회의에 연속적으로 참석한 사람에게만 부여된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투표권 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동안 양쪽 진영 모두 투표권 확보를 위한 유인책을 다양하게 제시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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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 당시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UWB 개발에 경쟁적 위치에 있었다.
기술적 차별성을 위해 DS-UWB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기술 개발
후 상용화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MB-OFDM UWB를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긴 했다.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관적인 표준화 대응을
하려면 ‘반드시 어느 한쪽만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와 같은 IEEE802 표준화
초년생다운 고민을 했다. 이것은 표준화 기술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사람 역시 같은 편의 협력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편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독특한 IEEE802 표준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고민이었다. 물론
세월이 흐른 뒤에는 대립되는 양쪽 진영의 구애 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투표는 매 회의마다 진행되었다.
한쪽은 75%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한쪽은 75%를 저지하기 위해 지지자 확보
경쟁만 계속했다, 표준화 지연에 위기감을 느낀 양쪽 진영에서는 최대한
지지자를 규합하고 실패하면 IEEE802.15.3a 표준화를 포기한다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때까지 확실한 개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던
연구원 참석자들은 자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MB-OFDM
UWB 표준안이 우세했으나 결국 75%에는 미치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표준안
선정이 부결되었다. 그렇게 IEEE802.15.3a에서 UWB 표준화는 끝나게
되었다.
그 당시 우리 연구원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다.
그 말은 바로
“당신은 누구 편인가요?”.
이는 독특한 IEEE802 표준화 문화를 대변하는 말이지만 돌이켜보니 좀 더
조직적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삼성은 MB-OFDM UWB를 WiMedia Alliance를 통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표준화가 지연되는 동안 전송 속도가 업그레이드 된 Wi-Fi와 고속
전송이 가능한 광대역 통신이 출연했고, 초고속 UWB 기술은 경쟁력을
잃어 시장에서 사라져 버렸다. 어느덧 2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그 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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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게 의견을 통일해서 삼성전자가 지원하던 MB-OFDM UWB를 지지
했더라면 IEEE802.15.3a 표준화 실패를 막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삼성과 애플 스마트폰에 UWB 칩을 장착하면서 스마트키, 스마트
태그와 같이 UWB 정밀측위 기반의 다양한 스마트폰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UWB가 스마트폰에 숨겨둔 비밀 병기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각광
받고 있다. IEEE802.15 표준그룹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 UWB 표준화
에서는 과거와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고 국내 표준화 참여 기관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표준 제정에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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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나와의 싸움
김형수
KT 팀장
ITU-T SG13 WP1 의장

누군가 반대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결국 나와의 싸움이다.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당신은 지금 어느 미로 안에 갇혔다. 이는 적잖은 당혹감을 불러일으켰고
한시라도 빠르게 미로 안에서 빠져나가야 한다.
그러나 미로의 출구로 나가기까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갑자기 사방이
칠흙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막다른 길에 다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어쩌면 최악의 경우에는 미로의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가 없는
마치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미로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좌절감에 또는 지쳐서 털썩 주저앉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로 주저앉아버린다면 그 미로게임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뻔하다. 지는 것이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 보면, 설령 미로의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내가 출구를 힘겹게
라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미로는 누구와의 싸움인가? 바로 나와의
싸움인 것이다.
2017년, 회사에서 양자암호 개술개발을 진행하던 중 생각지도 못한 벽에
부딪혀 머리가 지끈거리는 장면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통신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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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양자암호 관련 네트워크 장비를 서로
연동해야 하고 네트워크 운용관리를 위한 기술 표준이 필수이다. 하지만 당시의
양자암호 분야는 겨우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에서 양자키분배 (Quantum Key Distribution)
장치 구현을 위한 일부 표준화 정도가 진행되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ITU에
양자암호 분야의 신규 표준화 과제 (New Work Item)를 제안하기로 했다.
양자암호 기술은 보안성 강화를 위한 용도였다. 이를 감안해 보안 분야 표준화
주관 그룹인 ITU-T SG17 (Study Group 17)의 2017년 9월 정기회의에
기고서를 제출했다.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양자컴퓨터 개발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기존 암화체계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의 해킹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자키분배 기술 및 PQC (Post
Quantum Cryptography)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
당연한 듯이 보였던 논리에도 불구하고 SG17 회의장에서는 반대의견이 난무
했다. 특히, A국과 B국은 ‘아직 양자물리학 (Quantum Physics)은 완성되지
않은 학문이며 더구나 양자암호 장비 기술개발이 미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ETSI ISG (Industry Specification Group) QKD 그룹에서 진행되는
표준화를 지켜본 후 추진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펼쳤다. 결국,
KT의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대로 멈출 수는 없었다.
2018년 7월, ITU-T SG13 정기회의에 다시 한 번 신규 표준화를 주제로 한
양자암호를 제안했다. 참고로 이번에는 PQC는 제외했다. 신뢰통신망을
연구하는 Question 16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의아했던 점은 주로 개막/
폐막총회 위주로만 활동하던 C국 대표단 수석대표가 웬일로 Question 16
회의에 참석했다. 참, 그러고 보니 지난 SG17 제안 시에도 각국 수석대표가
Question 회의에 굳이 참석해서 발언했었던 기억이 있다.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었는데, 예상은 딱 맞았다. 안타깝게도 지난번 SG17 회의와 동일한
논리의 반대의견이 개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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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에 C국 수석대표와 서로 안부 인사를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
SG17회의와 이번 SG13 회의에서 A, B 및 C국이 ITU에서의 양자암호 표준
화를 적극적으로 반대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양자암호 기술은 그동안
선진국의 전유물이었고, 국가전략기술로 묶어 기술 공개를 꺼리는 분야였던
것이다. 그래서 제3세계가 참여하는 ITU에서의 표준화는 기술 공개나 유출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기술보유국만의 글로벌 기술 블록화 시도가
그 배경에 있었던 것이었다.

방향전환이 시급했다.
다음 날 수정안을 토론하기로 하고, 밤새 수정안 작업에 집중했다. 한여름
밤이 끝나가는 여명이 터오는 시간이 되어서야 마침내 답이 나왔다. 바로,
개방형 계층구조의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한국과 같이 양자암호 기술 추격자의 입장에서 폐쇄형 네트워크 구조는 양자
기술력이 집약되는 장비 개발 기술경쟁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좁히기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양자기술
개발을 병행하되 개방형 계층 구조를 취해 양자기술과 ICT 기술을 분리함
으로써 ICT 기술 강국인 한국에게는 개방형 구조가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
했다.
이틀째 이어지는 Q.16 회의에서 (1) 계층구조는 각 계층별 기술/장비 다양화로
비용효율성이 늘고 (2) 개방형 구조는 3rd party 응용서비스 수용으로 생태계
확대의 장점이 있다고 설득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결국 동의를 받아냈다. 한국이 세계최초 양자암호 네트워크 표준을 제안하고
ITU에서 신규 표준화 과제로 승인이 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 신규 표준화 과제는 잠정 권고안 Y.QKDN_FR (Draft Recommendation
“Framework of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2019년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을 때에는 ITU-T 권고안 Y.3800으로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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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부여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SG13과 SG17을 합쳐 모두 20여건에
달하는 양자암호 네트워크 계층별/계층간 관련 ITU 표준화 과제가 개발
되었다. 그리고 한국은 에디터십 기준으로 Global No.1의 기술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
ITU에서의 신규 표준화 과제 선정과 최종 승인 과정에서 다른 국가도 아닌
국내 기업에서 몽니를 부렸던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 하지만, 메인 에디터
로서 ITU 표준화 총국으로부터 본 권고안 번호대역 선정을 요청받았을 때,
많은 후보 번호대역 중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즐겼던 한국 고유의 화투게임
에서 가장 높은 패인 38광x이 연상되는 3800을 선택한 것은 즐거운 후일
담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ITU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은 만장일치로 알려져 있다. 만일 누군가가 반대
한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발언을 계속해야 한다. 또 적절한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나와의 싸움이다. 굳은,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결국에는 노력의 대가를 선물로 보답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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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표준화에 임하라!
I2NSF 표준화의 교훈
정재훈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부교수
IETF IPWAVE WG 에디터

표준화가 큰 산처럼 느껴질 만큼 부담되고 어려운 순간에도
평정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자

2014년 11월,
IETF41) 정기 표준화 회의가 열리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클라
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해 I2NSF42) BoF43)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나는 SDN44)을 이용한 보안 서비스로 방화벽(Firewall)과 DDoS45)
공격 약화기를 제공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다. 본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
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박정수 박사님께서 국제표준화 기구인
ITU-T에 참석하여 본 기술을 소개했다. 그때 하와이의 Linda Dunbar라는
표준 전문가가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IETF에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표준화 워킹그룹(Working Group, WG)을 만들고자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IETF 91차 정기회의에 우리를 초대 한 것이다.
41)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42) 네트워크 보안 기능 인터페이스. Interface to Networks Security Functions
43) Birds of a Feather의 약어. 어떤 특정 토픽에 관해서 관련된 사람들이나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비공식적으로
개최하는 회담. 또는 자유 토론회
44)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Software-Defined Networking
45)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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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ETRI에서 근무할 때, IETF에서 IPv646) DNS47) 자동설정에 대해
표준화를 시작했다.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직후인 2001년 2월,
ETRI에 입사한 나는, 당시 IPv6 관련 기술을 익히고, 영국 UCL48)과 IPv6
기반 화상회의 실험을 했다. 내가 근무한 ETRI 표준연구센터는 IPv6 국내
선도 기관이었다.
IPv6 기술에 매력을 느낀 나는, 1년 후에는 IPv6 기술을 표준화하는 IETF
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터넷 표준화 회의에는 Cisco(미국의 네트워크 통신회사), Juniper(미국
네트워크 통신회사), MS(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Ericsson(스웨덴 통신 장비 제조사), 등의 글로벌 리딩 컴퍼니들이 참여하여
인터넷 기술의 표준화를 이끌었다.
IETF 표준화 회의는 많은 워킹그룹들이 인터넷 세부 기술을 개발 및 표준
화를 진행한다. 나는 IPv6 네트워크에서 호스트의 DNS 서버 IPv6 주소를
자동 설정하는 기법을 제안하는 기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DNS 기술을
표준화하는 DNSOP(DNS Operations) WG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
WG 회의는 타이트하게 진행되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제안하기 위해 발표
시간을 할당 받는 게 쉽지 않았다. 나는 DNSOP WG 의장에게 간청하여 회의
안건의 가장 마지막에 3분의 시간을 얻었다.

DNSOP WG 세션의 마지막, 드디어 발표 시간이 되었다.
수백 명의 인터넷 전문가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를 하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긴장 되었다.
몇몇 엔지니어가 질문자 마이크 앞에 서서 영어로 질문을 했는데, 잘 알아
듣지 못 했다. 나는 몇 번 ‘I am sorry’ 라고 대답했고, 고개를 들었을 때 다른
46) Internet Protocol version 6. IPv4에 이어서 개발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표현 방식의 차세대 버전
47) Domain Name System.
48) University College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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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들은 내가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해서인지 본인의 자리로
돌아갔다.
순간 창피함이 몰려왔다. 하지만 물러설 순 없었다. 나는 “Anyway” 라고
말하고, 발표를 이어갔다. 그리고 그렇게 발표를 마쳤다.
이날의 창피함은, 나의 영어 듣기 &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인터넷 표준화라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그래도 열심히 했다. 꾸준히 공부하고, 차근차근 나아갔다.
IPv6 DNS 자동설정에 관심이 있는 엔지니어들과 함께 표준문서 RFC
4339, “DNS 서버 정보의 IPv6 호스트 설정 기법”49)을 에디터로 작성 및
출간했다. 공동저자들은 인터넷 표준화에 있어 나보다 선배들이었음에도,
의욕적으로 에디터 도전에 나선 나에게 에디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정말 감사하다.
본 문서의 기술 내용을 분류하고, 관련 공동저자의 작업내용을 편집하는
작업을 하며 인터넷 표준화를 배우게 되었다.
이처럼 IETF는 영어나 기술로는 부족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기회를 주었다.
후속 표준으로 IPv6 WG에서 RFC 5006인 "DNS 설정을 위한 IPv6 라우터
광고 옵션"50)을 에디터로 표준화 완료했다.
2004년 8월, 미네소타대학 컴퓨터공학과에 박사과정으로 진학했다. 컴퓨터
네트위킹의 학문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인터넷 표준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5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컴퓨터 네트워킹 분야를 연구했다. 특히 무선센서
네트워크와 차량 네트워크를 연구해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다.
졸업 이후, Brocade Communications Systems에서 데이터센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IPsec51) 기술을 개발 및 테스트하는
경험을 했다.
49) IPv6 Host Configuration of DNS Server Information Approaches
50) IPv6 Router Advertisement Option for DNS Configuration
51) Internet Protocol Security. IP 패킷 단위로 데이터 변조 방지 및 은닉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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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약 2년 6개월의 회사생활을 뒤로 하고 모교인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이곳에서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과
차량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4년 11월, IETF 91차 정기회의에서 I2NSF BoF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I2NSF BoF에 참여하면서 관련된 기고서들을 읽으며 팔로우 업을
하려고 했지만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미국 회사인 Brocade에서
보안 프로토콜인 IPsec을 구현했지만, 나는 보안전문가는 아니었다.
BoF 첫째 날, 내가 연구하고 있는 SDN 기반 보안 서비스 기술을 소개하고,
의장인 Linda Dunbar와 잠깐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다.
사실 나는, 내가 보안 전문가가 아니라서 I2NSF BoF에 참석하면서 WG으로
승격하는데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이 말은 끝내
전하지 못했다. 말을 입 밖으로 꺼내려는 찰나, 다른 참가자가 Linda 의장
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기 때문이다. 대화는 그대로 끝이 났다.
표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을 Linda 의장에게 전하지 못한 채, 숙소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다.

‘어쩌면 의장에게
보안 표준화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
기회인 것은 아닐까?’
IETF에서 보안 관련 표준화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생겼다.
다음 날, 나는 첫날과 달리 BoF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논의되는 보안 관련
사항을 따라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 했다.
2015년 7월, 드디어 I2NSF BoF는 IETF 93차 정기회의 이후 WG으로 승격
되었기에, 나는 준비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표준 인터페이스에 대한 데이터
모델 기고서에 집중 하였다. 그리하여 YANG(Yet Another Nex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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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IETF 데이터모델 언어 기반으로, I2NSF 프레임워크의 표준 인터
페이스를 정의하는 데이터모델 기고서를 5건 작성했다.
2019년에는 I2NSF 유스 케이스(Use case)를 실제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기고서를 IETF RFC52)로 승인받는 쾌거를 얻기도 했다.
현재는 I2NSF WG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2014년 11월, 만약 내가 IETF-91차 정기회의의 I2NSF 하와이 미팅에서
보안 분야 기술에 자신감을 잃고 표준화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어떻게든 또 나름 열심히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다.
그날, 내가 표준화 참여 중단 의사를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도록 Linda 의장
에게 말을 걸어준 이름 모를 참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표준화가 큰 산처럼 느껴질 만큼 부담되고 어려운 순간에도 평정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강렬하게 체험했다.
인터넷 관련 표준화에 도전하는 표준 전문가들에게 말하고 싶다.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고, 끝까지 도전하라고 말이다.
아, 또 한 가지! 영어.
표준화에 부딪히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다면, 표준 전문가?
야, 너두 할 수 있어!

52) Request for Comments. 인터넷 기술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 기술 분석, 적용 방안 등을 기술하는 IETF
표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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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분야 국제표준화 실전사례: IETF IoT

버티면 이긴다
홍용근
대전대학교 교수
IETF, ITU-T 에디터

기고서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동작 시스템을 통째로 회의장에 갖고 가는 기지를 발휘했다

버티면 이긴다. 버티면 신기하게도 안 될 것만 같은 일들도 이루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정말 버틴다고, 끈기 있게 해내기만 한다고 뭔가를 할 수 있기는 한 걸까?
믿기지 않겠지만 그런 일은 꽤나 많다. 그 중 하나, 버티어 이겼던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IoT 이야기로 있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우선 사물인터넷이 작동하는 원리는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처리한 결과를 센서나 디바이스로 전달한다. 하지만
이후 IoT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수의 IoT 센서/디바이스가 대량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예전이라면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모두 클라우드로 전달해서 처리했겠지만
이제는 좀 더 사용자와 가까운 위치, IoT 디바이스와 가까운 위치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려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IoT 서비스는 홈/가전/헬스 서비스를 제공
했는데 이런 서비스들은 ‘실시간’ 에 대한 기준이 크게 엄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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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사물인터넷이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에도
적용되면서 실시간 서비스가 매우 중요해졌다. 특히 앞에서 말한 서비스들은
순간적인 네트워크 지연이나 데이터 전송 오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데이터가 발생하는 위치에 가깝게 컴퓨팅이 가능한
장비를 배치하자는 요구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IRTF(Internet Research Task
Force)에서는 기존의 서버-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 구조에서 벗어나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그 중 거론되었던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에지 컴퓨팅 기술이였다. 하지만 에지 컴퓨팅 기술의 가장 큰 맹점은
인터넷의 기본 철학인 단대단 통신(End-to-End Communications) 및 서버클라이언트(Server-Client) 기반의 통신을 위배하는 기술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기술을 IETF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웠다. 왜냐하면 인터넷과
관련된 자유로운 기술 주제를 IETF에서 발표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터넷의 기본 철학에 위배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개방형 구조
(Open Architecture)를 표방하는 IETF에서도 쉽게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었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에지 컴퓨팅 기술 관련 기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IETF 100차 회의의 T2TRG(Thing-toThing Research Group) 그룹에서 별도로 개최한 side meeting에서는
애초에 IoT 에지 컴퓨팅 관련 발표로 시작하였다. 그 당시 내가 근무했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 중인 지능형 IoT 에지 컴퓨팅 기술에
대한 소개 및 기존 클라우드와 에지 컴퓨팅 통신의 데이터 획득 시간 및
패킷 손실률 비교, 에지 컴퓨팅에서의 딥러닝 기반의 Traffic Classifier, 공사
현장에서의 소음, 진동, 가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고 예측 등의 실제 적용
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 회의의 목표는 뭔가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15명 정도가 모인 IETF T2TRG side meeting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는지 파악하는 정도가 목표였다. 결과는 나름대로 성공적
이었다.

76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실전편 Ⅱ 글로벌 표준화 실전 만나기

IETF에서 IoT 에지 컴퓨팅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도와 작업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었다.

2018년 7월,
나는 IETF 102차 회의를 앞두고 동의대학교 윤주상 교수님과 함께 ‘Problem
Statement integrated with Edge Computing’이라는 기고서를 처음
작성해서 제출했다. 이 기고서는 IoT 환경의 적용 도메인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한 새로운 IoT challenges에 대하여 논의했고, 이러한 challenges를
해결하기 위하여 IoT 에지 컴퓨팅 기술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처음 기고서를 제출한 IETF 102번째 회의였던 ‘T2TRG 회의’에서는
‘IoT 에지 컴퓨팅에 관한 이슈가 다른 IoT 이슈에 비해 중요도와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T2TRG 의장이 내린 결정에 따라 발표할
기회 조차 갖지 못했다. IETF 표준화 활동이 쉽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쓰디 쓴 고배의 잔을 마시고 새로운 기술 개념을 제안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며 발표 기회는 다음으로 미루었다.

2019년 3월이 되었다.
IETF 104차 회의에서 제출한 기고서를 발표하고 논의할 기회가 생겼다.
기고서 발표와 논의를 통해 IETF/IRTF T2TRG에서 IoT 에지 컴퓨팅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지만, WG문서 채택 등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2019년 7월 IETF
105차 회의에서는 단순히 기고서 제출 및 발표에만 그치지 않기로 했다.
실제로 제출한 기고서 내용대로 구현한 IoT 에지 컴퓨팅 시스템 자체를 데모로
보여 주고 동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로 정했다.
그래서 IETF 105차 회의의 T2TRG에서는 제출한 기고서 발표가 끝난 뒤,
나는 당시 ETRI에서 개발 중인 ‘지능형 IoT 에지 컴퓨팅 기술’ 데모 시연을
하기 시작했다. 그 목적은 기고서에서 기술한 ‘Gateway-based edge computing’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면에는
기고서의 WG문서 채택을 요청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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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에서 개발한 지능형 IoT 에지 컴퓨팅 기술은 실제 진동/소음 센서로
부터 값을 얻고 에지 노드에서 기존에 학습한 ML/DL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진동/소음 값을 예측하여 Actuator에게 필요한 동작을 내리는
것이었다. 회의에서 이 모든 것을 시연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IETF 105차 회의에서도 발표 기고서가 WG문서로
채택이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T2TRG내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았으니 그 시간이 그저 헛된 노력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발걸음을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도전 했다.

2020년 7월 IEFT 108차 회의.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렸다. 하지만 결과는 좋았다. 2020년
7월에 열린 IETF 108차 회의에서 제출한 기고서의 WG문서 채택에 반대하는
의견이 딱히 없었고, 2020년 8월 31일에 제출한 기고서는 IoT Edge
Challenges and Functions(draft-irtf-t2trg-iot-edge-00)라고 이름을 받아
IETF T2TRG 워킹그룹문서로 채택 되었다.53)

IETF 105차 회의에서의 IoT 에지 컴퓨팅 발표 및 시연 장면

표준화 기구마다 표준화 철학이 있고, 표준개발을 위한 절차와 일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숨은 노하우라는 것이 있다. 아마도 IETF 표준화 기구의 모토는
‘rough consensus and running code’ 일 것이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돌아가는 코드, 만장일치는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으면 표준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53) https://datatracker.ietf.org/doc/draft-irtf-t2trg-iot-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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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런 모토를 따른다. IETF 모토에 따라서 단순히 기고서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기고서 내용에 기술한 대로 동작하는 시스템을 통째로 IETF
회의장에 들고 가서 데모와 시연을 통해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버티자. 버틴다.
혼자서 기고서 발표와 기술 데모 시연을 모두 할 수 없어서, 기고서 발표를
할 당시에 기술 데모 시연은 함께 출장을 갔던 동료의 도움을 받았다. 나는
아직도 그 날만 떠올리면 그에게 고맙다.

Chapter 04 실전! DNA+융합기술 국제표준화

79

전파 분야 국제표준화 실전사례

친절의 탑
위규진
선명 고문
APG 의장 / ITU-R WP5D 부의장

사소한 친절 하나가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의 일환이 된다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던 말인지 모르겠지만 당연이 지켜야할 그것, 덕목 같은
것으로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 2000년대 초에 혹시나 IMT 이동통신 주파수가
부족할지 몰라 ITU는 ‘미리미리’ 다양한 대역을 검토하는 작업을 했다. 이를
어려운 용어로는 후보대역이라고 부른다. 당시 2.3GHz 대역은 우리나라와
아태 지역 국가들에서 그다지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2.3GHz
대역을 후보 대역에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를 검토
할 것을 제안했다.

아, 후보 대역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좋은 점이 있다.
동 대역의 현재 이용 상황, 미래 계획 등을 검토하여 IMT로 이용 할 수
있을지, 이용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조건으로 이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다. 이는 국내 전파 과학이 성장하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아니, 절대 안 됩니다.”
대체 왜? 의견을 내기가 무섭게 오전 회의에서 이 제안은 유럽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덕분에 후보 대역에는 들어가지도 못했다.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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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후보 대역에 넣는 것을 반대한다는 발언을 돌아가며
하였다. 처음에는 대체 뭘 잘못 했기에 내게 이러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잘못 같은 건 없었다.

아, 그제야 이 상황이 뭔지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것쯤은 굳이 설명이나 설득하는 것이 에너지 낭비일 뿐
이므로 힘으로 밀어서 정리하려는 것이었다. 어이가 없다. 그들의 이런 속내를
알게 되니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결과적으로
유럽의 의견만 반영되고 다른 나라의 의견은 무시당할 것이 뻔하다. 화가 났다.
화가 나기도 했는데 이성적으로도 생각해도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이렇게 의견이 밀려나 버리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의견은 ITU에서 수시로 무시당해도 된다는 여지를 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점심시간이 되자 아태 지역 국가들을 하나씩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나라 의견을 지지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부탁
하면서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그들이 반드시
내 부탁을 들어줄 이유 같은 건 없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간곡히 부탁을 했다.
오후 회의에서 다시 2.3GHz 대역을 후보 대역으로 넣어 검토할 것을 제안
했다. 눈을 감았다. 마음의 준비를 했다. 또 다시 오전의 회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려나.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세상에, 이때 고맙게도 수많은 아태 지역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지지
해주었다.
마음속으로 크게 환호를 질렀다. 덕분에 결국 2.3GHz 대역은 후보 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후 ITU에서 몇 년 간의 논의를 거쳐, 지금은 많은 국가
들이 2.3GHz 대역을 IMT로 이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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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거르며 아태지역 국가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었던 건 가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들이, 이를 선뜻 받아들여준 아태 지역 국가들이, 너무 고맙다.
그런데 왜, 대체 왜 그들은 이런 부탁을 선뜻 받아들인 걸까?
돌이켜 보면 그 동안 동 회의에서 아태 지역 국가들로부터 궁금한 점을
질문을 받았는데, 그 때마다 친절하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고 나름대로
애썼던 것들이 보답으로 돌아온 게 아닐까. 당시에 많은 아태 지역 국가의
참석자들은 비정기적인 참석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지난 회의 내용을 잘
몰라서 회의 내용 파악에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도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으로 그들에게 휴식 시간마다 틈틈이 설명을 해주었다.
그랬던 나의 작은 친절이, 오늘 이렇게 순식간에 아태지역의 단결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다.
지금 나는 아태지역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 큰 역할을 하는 입장
까지 된 것이다.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것이란 어찌 보면 일상에서 시작되나
보다. 사소한 행동, 친절 하나가 더 큰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일환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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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분야 국제표준화 실전사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가 하게 하라
황정우
KT 융합기술원 Infra연구소 책임연구원
(전) WiMAX Forum SPWG 의장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표준화!
하지만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나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LTE가 4세대 이동 통신인 LTE-Advanced로 진화하면서 탄생한 가장 획기
적인 기술은 무엇일까?
나는 단연코 주파수집성기술(CA: Carrier Aggregation)이라 말할 것이다.
이 기술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주파수 대역을 묶어서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보유한 주파수 자원만큼 송수신 속도가 증가 한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그
즉시 성능을 체감할 수 있다. 이 얼마나 훌륭한 기술인가!
이 전대미문의 훌륭한 기술이 탄생하기까지 있었던 역경의 날들을 여기에
살짝 풀어놓을까 한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11년 1월,
WiMAX Forum54)에서 표준화 활동을 하던 나는 LTE 사업을 위해 3GPP55)에
처음 참석했다. 당시, LTE-Advanced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었다.

54) IEEE 802.16 표준 기반의 무선 제품 인증과 상호 운용성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55)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 GSM, WCDMA, GPRS, LTE 등의 무선통신 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1998년 12월 창설된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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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KT는 4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Wibro(무선 광역대 인터넷)56)을
전략적으로 밀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경쟁사에 비해 LTE 시장 진입이 뒤쳐진
상황이었다. 동등한 수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다.
무거운 부담을 끌어안고 첫걸음을 내딛었다.
KT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조합은 유럽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조합과 일치
했다. 경쟁사의 경우는 미국 2G 주파수와 유럽 3G/4G 주파수가 섞인 상황
이었다. 일이 수월하게 풀리려나? 부담의 무게가 조금은 줄어드는 듯 했다.
그런데 웬걸, 막상 표준화가 시작되자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경쟁사가 제안한 기고서는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조합인 만큼 다른 사업
자들의 별다른 질문이나 이의제기가 없는데 비해, KT의 주파수 조합에
대해서는 예상치도 못한 많은 질문과 우려가 제기 된 것이다.
특히, 유럽 사업자들은 잠재적으로 LTE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려를
봇물 터지듯 쏟아냈다. 그들은 오래 전부터 GSM(세계 무선 통신 시스템)57)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900MHz 대역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

Release가 끝나는 시간까지 남은 기간은 9개월.
통상적으로 1년~1년 반 정도 걸리는 CA58) 주파수 조합에 대한 표준화 기간을
고려하면... 조바심이 밀려왔다.
WiMAX Forum에서는 KT가 세계 최대의 WiMAX 사업자라는 사실이
표준화룰 추진하는데 있어 큰 이점이 되었다. 더군다나 당시 나는 사업자
워킹그룹(SPWG: Service Provider Working Group)의 의장직을 수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지고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3GPP에서의 상황은 달랐다. 당시 KT는 LTE 사업자라는 사항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야말로 안습이던 시절이었다.
결국 “사업적으로 필요하다”는 우리의 논리는 그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56) Wireless Broadband Internet / 이동하면서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 휴대 인터넷을 칭하는 말로
우리나라가 최초 개발. 국제적 통용어는 ‘모바일 와이맥스’이다.
57) Global System/Standard for Mobile Communication(s)
58) LTE 주파수 5개를 하나의 주파수처럼 묶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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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조사와 한 팀이 되는 것이었다.
보통 이동통신 사업자와 제조사는 서로 유리한 표준을 이끌기 위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관계지만, 표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했다.
제조사는 KT가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가 표준화 완료가 되면 이를 지원하는
단말과 기지국에 대한 개발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주파수를 LTE로
사용하려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믿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면 유럽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LTE로 전환할 시점에는
그들의 주파수 조합을 지원하는 단말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지국 제조사들이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터였다.
해당 조합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우려 사항이나 실제 성능에 대해선 KT가
상용망을 통해 검증을 할 것이다.
나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제조사들에게 어필했다. 제조사들이 직접
유럽 이동통신 사업자들을 설득하도록 하려는 심산이었다.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유럽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태도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두 개의 다른 주파수를 동시에 전송하면서 발생하는 고조파(Harmonic)에
의한 간섭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특히 900MHz와 1.8GHz의 경우, 정확히 900MHz의 2차 고조파의 위치에
1.8GHz가 존재했다. 당시의 기술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
뿐이었다. 해당 간섭을 수신하지 못할 만큼 단말의 수신감도를 낮추는 방법!
또는 송신단의 출력을 줄여서 수신단에서 고조파의 크기를 수신 신호보다
낮추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을 지원하고 싶은 제조사들의 기술적 분석결과, 16~20dB
정도의 성능 열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KT를 포함, 어떤
사업자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다.
이때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머리를 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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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파수 조합으로 LTE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니
실제 상용 사례가 없지 않을까?”
결국 이 두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실제 보유 주파수를 파악했다. 다행히 두 주파수 모두 LTE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에게서 2차 고조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없었다. 일부
사업자가 2차 고조파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GSM 또는 3G를 사용 중이었다. 추후 LTE 용도로 변경 시 리파밍
(Refarming)을 통한 2차 고조파 회피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이러한 내용들을 제조사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공동 기고를 통해 2차 고조파에 대한 문제는 현재 상용 중인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겐 해당 되지 않으며, 추후 LTE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리파밍 시
2차 고조파 문제를 고려해 회피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로써 기술적, 정치적 이슈가 모두 해결되었다. 900MHz와 1.8GHz의
LTE-Advanced CA 표준 규격은 처음 나의 우려와 달리 당시로는 최단
시간에 표준화를 완료 시킨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비록 LTE의 상용 서비스 시작은 늦었지만, 이 표준을 통하여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나에게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다. 이후 이 경험을 토대로 나는 7건 이상의
표준화 과제 라포처를 역임하면서 개인적으로 표준화에 대한 역량을 확대
시킬 수 있었다.
무엇보다 오늘날 한국의 빠른 무선통신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
했다는 성취감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동영상 시청, 이메일 송수신 등 CA의
빠른 속도를 경험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뿌듯함이란!
이 맛에 표준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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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의 결말
이규명
KAIST 겸직교수
ITU-T SG13 WP 의장 / SG13 Q16 및 SG20 Q4 라포처

전문가 그룹 의견을 조율 하며
성공적으로 이끄는 리더의 노하우를 배웠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가재는 게 편이다.
과거 어르신들이 전하는 속담에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한다.
한 줄짜리 속담 뿐 만이 아닌 고전 이야기 속에서도 갈등은 빈번한 소설의
소재이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하나의 현상 같은 것이다.

그래서, 갈등의 결말은 무엇인가? 각각 다르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몬태규 가문과 캐퓰렛 가문의 갈등은 결국 두 남녀의
죽음이라는 가슴 아픈 결말로 끝이 난다. 또 다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안에서도 수많은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너무나 각기
다르다. 갈등을 화해로 그리고 화합으로 일구어내는 결말도 있는 것이다.
나는 그 화합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한다.
어느 날, ITU-T에서 양자키 분배 네트워크 기술 표준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그 때의 분위기는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 등에
서도 매우 관심을 가졌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질 뿐만이 아니고 이를 적극
지지까지 했다. 그런데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서 멤버들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SG간 주도권에도 논쟁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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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13은 전통적으로 네트워크 기술에 초점을 맞춰 5G 네트워크 등의 핵심
요구사항 및 구조를 표준화를 진행한다. 그에 비해, SG17은 보안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면서 일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표준도 다루다 보니 SG13
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사실 네트워크 기술과 보안 기술을 동시에
다루다 보면 어느 그룹이 한 가지 주제만을 다뤄야 한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룹끼리 주제가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두 그룹 사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라포처를 맡고 있는 ITU-T SG13 Q16/13에서 진행했던 양자키분배
네트워크(QKDN) 표준화. 초기 프레임워크 문서형태로 한･중･일 등에서
적극적인 기고로 관련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다. 주제 자체가
보안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SG17과의 협력은 필수였으며, 같은 주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SG17에도 권고안 개발에 나서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두 그룹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예를 들면,
스위스 IDQ 소속 Mattieu Legre를 liaison officer로 임명하는 등 쟁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렇지만 QKDN에 대한 문서를 승인하려던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 국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리고 한국의 통신사업자 간에도 이견이 표출되는 등 그 과정이 마냥 쉽지
만은 않았다. 또한 SG17 전문가들이 SG13에서 개발해 온 권고안 승인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19년 7월 회의에서 QKDN 첫 표준인 Y.3800
권고안을 예비 승인시키는 성과는 이루었지만 AAP 과정에서 최종 승인에
많은 난관을 예고하는 상황이 한 두 개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두 SG 의장 간의 조정회의를 통해 앞으로 Q16/13과 Q4/17
간의 Joint Rapportuer Group 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표준
활동을 하게끔 권고 받았다. 실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Co-located Quantum (CQ) 회의가 만들어졌다. 아무튼 첫 회의를
FG-QIT4N 회의 킥오프 회의가 열렸던 중국에서 처음 개최했고, 이후 필요에
따라서 CQ 회의 개최를 요청 할 수 있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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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13 및 SG17 간의 표준화 이슈에 대한 효율적인 중재 작업을 위하여 CQ
회의가 제안된 이후 여러 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슈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두 그룹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황에서 의견을 조율해 나갔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일부 상충되는 이슈에 대해 합의가 어려웠던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 그룹을 이끌어왔고, 앞으
로도 서로 다른 표준화 그룹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은 많이 찾아 올 것이다.
그때마다 co-located 회의 사례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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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인증, 상호 협력
김정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ITU-T SG13 Q23 라포처

친구의 손을 잡으라는 말이 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갔고 덕분에 절충안을 찾을 수 있었다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증! 이제는 현대인의 삶 속에 너무 크게 자리 잡았다. 예전에는 어느 유명한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크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기에 조금 덜 걱정이 된다. 바로 무엇을 하더라도 인증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다른 방법으로 본인을 인증해야 하며 나를 인증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글에선 5G 통신망 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우선 5G 통신망 인증의 개념은 간단하다. 이것은, 사용자가 망에 접속했을 때
자사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5G 통신망에서는 EPS AKA
(Authentication and Key Agreement) 절차를 통해 사용자와 망끼리 상호
인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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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인증이란 무엇일까?
망은 가입자를 인증하고 가입자는 망을 인증하는 것, 말 그대로 ‘서로 인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5G 망에서는 가입자 인증에 가입자가 접속한 망 정보가
포함된다. 그리고 망이 가입자를 인증하는 것 외에 가입자도 망이 올바른지를
인증한다. 사용자는 망에 처음 접속할 때 가입자 식별자 등 인증 관련 정보
요소들을 포함하는 등록 요청 메시지를 망에 전달함으로써 5G 기본 인증
절차를 시작한다. 사실 이런 절차는 LTE의 인증 절차와 꽤 비슷하다.
한편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기업 고객의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네트워크 기능만 일부 선택하고 필요한 최소 기능만 구현이 가능한 기업
맞춤형 5G 사설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별하다. 따라서 5G 네트
워크 슬라이스를 이용하려는 사용자는 5G 망 관점의 기본 인증 이외에
접속하려는 네트워크 슬라이스의 인증을 추가로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3GPP SA2 연구반은 네트워크 슬라이스 단위의 인증 방법으로서 Network
Slice Specific 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NSSAA) 절차를 2019
년부터 표준화를 시작했다. NSSAA 절차는 기본 인증 이후에 부가 인증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와 같이 부가 인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을 줄이는 방안으로서, 기존에
인증을 받은 네트워크 슬라이스를 먼저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고 사후에 부가
인증을 하는 절차가 고려되었다. 하지만 사후에 처리한 인증 절차에 의하여
사전에 허락된 슬라이스의 사용이 거부되면 문제가 발행할 수 있어서 이에
관련된 후속 처리를 해야 한다.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후 인증이 실패한 슬라이스 정보에서
생성된 PDU 세션을 해제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또한 단말과 네트워크에서
성공한 슬라이스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포함했다. 몇몇 회사는 이런
제안을 반대했다. 다른 부분에 유사한 절차가 기술되어 있으니 반복하여
비슷한 절차를 기술하는 것이 낭비라는 이유였다. 나는 중복해서 유사한
내용을 기술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절차를 근거로 반박했지만 상대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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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에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럴 때는 친구의 손을 잡으라는 말이 있다. 비슷한 이슈가 있는 기고서가
과거에 있었을 텐데, 내가 제안했던 내용과 유사한 기고를 했던 한 회사를
찾았다. 그들에게 접촉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덕분에 절충안을 찾을 수
있었다. 공동으로 작성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를 하다 보니 반대
하던 회사도 더 이상 발언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수정 기고서가 반영 된 것
이다.
표준화 회의가 만약 잘 풀리지 않는다면 우선 나의 주장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동조자를 찾아보자.
나의 편이 되어줄 누군가와 손을 잡고 반대편을 설득하는 것이 나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던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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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디바이스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
한민규
한성대학교 교수
oneM2M WPM 컨비너 / TDE WG 의장 / 3GPP SA1 라포처

하나의 정보모델을 위한 첫걸음!
표준단체를 하나로 모으는 일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와 플랫폼 기술규격이 제정되고 있는 요즘,
사물인터넷 플랫폼과 연동하는 디바이스의 개발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은 여러 표준단체를 아울러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길고도
어려운 여정이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은 M2M(Machine to Machine) 또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사물인터넷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장치와 장치간의 연결은 물론, 모든 곳에 상존하는 서비스를 위해서
상이한 환경에서의 인터페이스59)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표준 관점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되어야 할 중요한 기술표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먼저 장치와 장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넒은 범위의 장치들에 적용될 수
있으면서도 가볍고 효율적인 통신 프로토콜 표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런 표준들은 사물인터넷 플랫폼에 포함되어 oneM2M 60), OCF 61),
59) Interface. 사물과 사물 사이 또는 사물과 인간 사이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물리적 매개체나 프로토콜
60) 사물통신(M2M) 분야 국제표준화 협력체
61)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사물인터넷 표준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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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ASpecWorks62) 등에서 표준으로 제정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장치를 다룰 때 사용할 정보모델(Information
Model) 표준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대화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르므로 제3의 통일된 문법체계를 정의하고, 그 문법체계에
얹어 사용할 공통적인 의미의 단어들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문법체계를
프로토콜이라 한다면, 통일된 의미의 단어들이 바로 정보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잠시 아래의 사물인터넷 관련 표준단체들을 정리한 그림을 살펴보자.

기술과 시장 측면에서 정리한 사물인터넷 표준단체(Source: AIOTI WG3 (IoT Stnadardisation) -Release 2.9

62) OMA CP를 만든 사물인터넷 표준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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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영역 측면에서 정리한 사물인터넷 표준단체(Source: AIOTI WG3 (IoT Stnadardisation) - Release 2.9

사물인터넷 기술을 표준화 하는 표준단체를 기술과 시장 측면에서, 또 산업
영역 측면에서 분류한 그림이다. 각 분류별 수십, 수백 개의 표준단체들이
사물인터넷 표준을 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정보모델의 표준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준단체들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표준단체들의 협의를 도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매우 어렵다는 것 역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각 표준단체는 자체의 기술적인 지향점이나 산업영역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전혀 다른 산업영역을 아우르는 범용성 정보모델을 정의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정보모델의 표준을 제정하는 일이 각 표준단체에서 독립적
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복되는 장치의 정보모델이 상이하게 표준으로
제정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나의 장치 정보모델을 지향하는 표준 동맹의
시도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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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사물인터넷 국제사실표준단체인 OCF와 OMASpecWorks,
ZigBee63), Bluetooth SIG64), Z-Wave65), oneM2M 등 다수의 표준단체의
참여 하에 하나의 정보모델을 지향하는 oneDM66)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논의는 매주 컨퍼런스콜(음성 회의)을 통해 진행되었고, 정보모델의 단일화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다. 각 표준단체별로 입장과 기술의 차이가
큰 문제가 되었고, 이를 위한 해결책이 다각적으로 논의되었다.
그 결과로 의미론적 정의 형식(SDF, Semantic Definition Format)을 제정
하고, IETF67)의 표준으로 제정 추진하기로 하였다.
비록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표준단체가 oneDM에 동조하여 하나의 정보
모델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나의 정보모델을 위한 첫걸음이자,
여러 표준단체를 하나로 모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보모델의 범 표준단체 표준제정은 어렵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추진될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먼저 각 표준기구별로 정보모델의 표준화에 참여
하고, 향후 정보모델의 연동이나 단일화가 진행될 때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보모델 표준에 대한 거버넌스68)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63) 주로 양방향 무선 개인 영역 통신망(WPAN) 기반의 홈 네트워크 및 무선 센서망에서 사용되는 기술
64) Bluetooth Special Interest Group. 블루투스 기술개발 및 제품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다국적기업들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
65) 젠시스(Zensys)사가 주축이 된 지-웨이브 얼라이언스(Z-Wave Alliance)에서 제정한 가정 자동화(home
automation) 무선 전송 방식 표준
66) 사물인터넷 기술의 IoT 서비스 통합 데이터 모델
67)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68) governance.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 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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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지 않으면
2배가 되는 표준화
김태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ITU-T SG9 WP2 의장

표준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다.

표준화를 추진하다보면 처음 생각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표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가 갑자기 일어나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추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미 준비된 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면 되니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가 닥치면 본래의 계획에 없던 것이기에 라포
처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땐 기존 표준화 과제와는 아예 다른, 신규
과제를 만들어 기술적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018년 나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된 ITU-T SG9 국제회의에 국가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당시 ‘동일대역 전이중 방식(In-band Full-Duplex)69)’에
대한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초반 표준화 과정에서 이슈가 하나
떠올랐다. 만약 송수신 주파수가 같은 대역이라면, 간섭현상을 일으키는
‘자기간섭(self-interference)’의 제거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가 굳이 자기간섭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69)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상향 및 하향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기존 전송방식보다 주파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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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왠지 찜찜한 그 기분은 무엇이었을까
과제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자기간섭제거 이슈가 등장
하였고, 나는 ‘자기간섭제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사실 이 판단의 첫 출발은 의장단이 사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가벼운 모임
자리였다. 오랜만에 만난 각국의 의장단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웃으며 나누고
있었는데, 주파수 간섭이 괜찮겠냐는 얘기가 스쳐가듯 나왔고, 순간 나는
그 이야기를 흘려버리면 안 될 것 같았다. 거기다, 마침 우리나라 멤버들
속에서 ‘자기간섭 신호를 분석해 제거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겠냐’는 강한
주장이 등장하기도 했다. 물론 그런 주장을 지나쳐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표준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다. 치열한 국제회의에서 어느 한마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나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간섭 신호 분석 기능을 신규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고, 이 과제
TP(Technical Paper)의 에디터는 필요성을 주장했던 멤버에게 잘 맡아
달라고 전했다.
이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국제회의에서 발생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면 그때그때 판단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건 감각
적인 속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공식적인 회의에서 자기간섭제거 기능이 추가 표준화 아이템으로
채택되었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국, 표준 승인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원래 추진하려 했던 표준화 로드맵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기에 완성된 케이스였다. 진행 과정에서 일부
멤버가 제시한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고, 갑작스레 등장한 아이템이지만,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가면서 추가적으로 표준화 아이템을 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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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처 등 의장단들이 모인 회의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은 분명
경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가 에디터가 아닌 표준화 과제에서도 뜻하지
않게 새로운 표준화 과제의 아이디어가 생길때도 있다.
비록 처음부터 생각하지 못했지만, 과정을 통해 발견하는 것 또한 능력이다.
귀를 열고 많은 아이템을 발굴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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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AN 국제표준화 실전사례

몸에 좋은 약은 쓰다
홍용근
대전대학교 교수
IETF, ITU-T 에디터

모두가 피하던 일이었지만 힘을 내어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어느 화창한 오후, 나의 작은 수첩에 적혀 있는 이름을 매만지면서 추억을
회상한다. 2001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입사를 했을 즈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는지 잠시 기억을 더듬어본다. 노트북에서 IPv6 패킷을 전송하는
작업이었는데 기존에 이더넷을 통한 유선 통신이 아닌 WLAN을 통한 무선
통신을 위한 환경 구축을 하는 작업이었다.
지금은 WLAN 통신 환경 구축 작업쯤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2001년 즈음에는 WLAN 제품이 시장에 갓 나왔을 때였고, 노트북에 지금은
보기 힘든 PCMCIA70) 인터페이스로 WLAN 카드를 꼽아 테스트를 했는데
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IEEE 802.11 기술을 준용하는 여러 회사
제품이 있어서 다른 회사 제품의 Access Point와 WLAN 카드를 사용하면
통신이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같은
회사 제품의 Access Point와 WLAN 카드를 사용하면 갑자기 통신이 잘
되었다. 이런 식으로 WLAN 제품이 처음 나오는 시기에는 서로 다른 회사
제품끼리 상호호환성에 문제가 많았다.
70) Personal Computer Memory Card International Association 개인용 컴퓨터 메모리 카드 규격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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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조금 흐른 뒤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의 6lo(IPv6
over Networks of Resource-constrained Nodes) 워킹그룹에서는 IEEE
802.15.4 같은 저전력 WPAN 기술 이외에 Z-wave, BLE, DECT-ULE,
MS/TP, NFC, PLC 등의 다양한 저전력 WPAN 기술 위에서 IPv6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표준 기술을 개발했다. 서로 다른 저전력 유무선 기술 위에서
IPv6 패킷 전송을 위한 기술 개발인 만큼, 2001년 WLAN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다른 디바이스간의 상호 호환성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다.
보통 표준기술이 제정되면 이 표준규격에 따라 구현물 코드가 나온다. 그리고
서로 다른 회사에서 개발된 코드가 서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상호
호환성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런
식의 순차적인 작업은 시간이 많이 들며,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시장에 상품이
나오면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표준기술을 제정하는
것과 함께 구현물 코드도 개발하고 또한 상호호환성 테스트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013년 11월부터 IETF 6lo 워킹그룹 표준화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2014
년과 2015년에는 여러 표준기술이 개발되었다. 이 때 표준 제정된 기술 외에
현재 표준으로 개발 중인 기술들도 상호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러면서 IETF 6lo 워킹그룹 의장들은 IETF 6lo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상호호환성 테스트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 특히
Z-Wave, BLE, DECT-ULE, MS/TP, NFC71)에서 IPv6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표준문서의 저자들에게 참석을 요청 한 것이다.
참, 당시 나는 NFC 위에서 IPv6 패킷을 전송하는 내용을 다루는 표준문서의
저자였고, 이미 워킹그룹 문서(Working Group Document)로 채택이 된
상황이었다. 만약 이것이 개인 기고서(Individual Draft) 상태였다면 나는
두 번 고민하지 않고 IETF 6lo 워킹그룹 의장의 상호호환성 테스트 참석
요청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71) Near Field Communication 가까운 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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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현실은...
이미 워킹그룹 문서였고, 그렇기에 의장의 요청을 수용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이유는 6lo 기술의 상호호환성 테스트에 나가려면 상호
호환성을 위한 별도의 작업이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해외
출장도 가야하는데 이는 IETF 회의 전에 3~4일 정도 개최되기 때문에 준비
작업과 함께 출장 기간도 길어지니 솔직히 썩 내키는 제안이 아니었다.
그리고 6lo 기술의 상호호환성 테스트는 IETF 차원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다.
이는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주관
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에 기반을 둔 기업, 연구소, 대학에서 주로
참석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 마당에 ‘아시아에 있는 한국에서 굳이 참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 실제로 유럽 외 나라에서는
6lo 기술의 상호호환성 테스트 참석에 많이 빠지는 분위기이기도 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6lo 상호호환성 테스트에 참여했다.
6lo 기술의 상호호환성 테스트가 IETF에서의 표준개발과는 직접적인 관련
성이 없지만, 어찌 되었든 해당 표준화 그룹에서 필요로 하는 작업이 아닌가.
그리고 IETF 6lo 워킹그룹 의장이 별도로 요청하기도 했고!
그래서, 2015년 11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ETSI 1st 6lo/6tisch
Plugtests’에 한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IPv6 over NFC’ 구
현물을 가지고 참가했으며 다른 6lo 기술의 구현물과 상호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했다. 사실 한국이 들고 간 ‘IPv6 over NFC’ 구현물은 충분한 상호
호환성 테스트 준비를 하지 못했다. 결국 상호호환성 테스트 결과는 좋지 못했다.
그래도 2016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ETSI 2nd 6lo/6tisch
Plugtests’에도 참가했으며 이 때는 다행히도 첫 번째 상호호환성 테스트
보다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국제표준화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일이 있다. 예를 들면
IETF 회의 동안 회의 참석자들의 코멘트를 기록하거나 원격 참석자들을 위한
채팅룸에서 대신 질문을 읽어 주는 역할. 표준개발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상호호환성 테스트 참석 등이 그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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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초반에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나한테 필요한 일이 아닌데 굳이 맡아야 할까?”
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었던 것이다. ‘표준화 실적을 내기 위하여, 표준
문서 개발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석을 한 거지, 해당 그룹의 의장도
아닌데 내가 굳이 남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있나?’ 라는 마음이 처음엔 너무나
컸었다. 하지만 6lo 워킹그룹 의장의 요청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고, 또 한 편
으로는 이러한 활동이 나중에 언젠가는 도움이 되겠지 하면서 활동을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만 유일하게 첫 번째와 두 번째 6lo 기술의
상호호환성 테스트에 참석했다. 덕분에 유럽과 북미대륙만의 상호호환성
테스트가 아닌 글로벌 상호호환성 테스트라는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심을 수
있었고, IETF 6lo 워킹그룹의 의장 및 주요 전문가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갔다. 그 덕분이었을까? IETF 6lo 워킹그룹 의장은 ‘IETF 6lo 워킹
그룹의 주요 기술들에 대한 use cases와 applicability에 관한 표준화 작업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발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 그래서 2016년
11월 나는 IETF 6lo 워킹그룹에서 “IPv6 over Constrained Node
Networks(6lo) Applicability & Use cases” 기고서를 워킹그룹 문서로
승인받는데 성공했다.72)
몸에 좋은 약은 쓰다. 모두가 피하던 일이었다. 그리고 나도 그 일을 피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쓴 약을 마신 결과는 달콤했다.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 후, IETF 회의 기간 동안 IETF 6lo 워킹그룹 의장들과 주요 워킹그룹
멤버들과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기도 했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여러 번
했다. 국제표준화 활동 역시 사람이 하는지라,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사이의 신뢰와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에 와 닿게
배웠던 경험이었다.
72) https://datatracker.ietf.org/doc/draft-ietf-6lo-use-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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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분야 국제표준화 실전사례

5G 비즈니스 모델과
사설망 표준화
김정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ITU-T SG13 Q23 라포처

지금의 눈부신 5G 네트워크 발전은
언제나 성실한 자세로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인류의 역사는 발전의 역사라지.
아마도 이것은 5G 통신망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인가보다. 2018년 12월,
마침내 5G 통신망이 상용화 되었다. 그리고 인류가 만든 산물답게 5G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다. 즉 5G 시대의 다양한 수직 산업은 기업의 생산성을
키우기 위해 5G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발전을 통해 앞으로 통신망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예측하여 탄생된 산물이
바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다.
그러면 현재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란 5G 사설망을 기업 맞춤형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술
이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사설망 구축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위한 5G
사설망을 저가로 보급할 수 있다. 그래서 신규 서비스의 발굴과 5G 통신시장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기대도 한 몸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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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업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매하고 유지 관리하는 게
꽤나 번거롭다. 그래서 종종 통신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안전하고 격리된
사설망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때 통신사업자는 기업에 사설 슬라이스 또는
사설망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사설 슬라이스는 특정 기업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용 네트워크 슬라이스
로서, 소규모 기업이 비용 효과적으로 사설망을 구축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인류가 한 발짝 나아가려는 노력은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그 중 하나가 2017년 말부터 시작한 네트워스 슬라이싱 비즈니스 역할 모델
연구인데, 이는 3GPP SA1 연구반이 시작했다. 연구반의 구체적 연구
방향을 잠시 읊조리는 시간을 갖자면, 다양한 비즈니스 역할 모델에 따라
통신사업자와 슬라이스 테넌트 간의 신뢰 관계 제공방법, 비즈니스 역할
모델을 기반으로 한 보안 관계, 슬라이스 특성(예: 슬라이스 확장성, 슬라이스
유연성)이 있는 비즈니스 역할 모델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또한
슬라이스에 대한 비즈니스 역할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5G 통신망의 기능
향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연구하는 것이다.
참으로 가상한 노력이다. 특히 5G 비즈니스 역할 모델 관점에서, 아래의 세 가지
비즈니스 역할 모델은 4G 등 기존 통신망과 동일하게 통신사업자, 고객 그리고
제3자(예, 응용서비스 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모델 1) 통신사업자는 액세스 및 코어 네트워크를 모두 소유하고 관리한다.
모델 2) 통신사업자는 코어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관리하며, 액세스 네트
워크는 여러 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한다(즉, 레디오 액세스망 공유).
모델 3) 네트워크의 일부만 통신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다른 부분은
제3자가 소유 및/또는 관리한다.
한편 기존과 다른 5G 만의 고유한 특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5G의 특성을 지키면서도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도입하면 상기의 모델은
어떻게 세분화 될 것인가? 아래에 그에 대한 고찰을 적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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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3a) 통신사업자는 가상/물리적 인프라 및 (가상)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고,
제3자는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모델 3b) 통신사업자는 가상/물리적 인프라 및 (가상) 네트워크 기능 제공하고,
제3자는 통신사업자에 의해 노출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일부 (가상) 네트워크 기능을 관리하는 경우.
모델 3c) 통신사업자는 가상/물리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제3자가 (가상) 네트
워크 기능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모델 3d) 제3자가 가상/물리적 인프라 및 (가상) 네트워크 기능의 일부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경우.
특히 모델 3c와 3d는 제3자가 본인 소유의 기능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기능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지 않고 수직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 기능일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기업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시장 환경에서 신속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고 도입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때 기업이 직접 필요한 기능을 관리하는 능력은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공요소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딱 세 가지 관리 역할 모델만을 제안했고, 다음과 같이 반영
하였다.
관리 모델 1) 통신사업자는 제3자의 것을 포함한 모든 가상/물리적 인프라와
모든 V/NF를 관리하는 경우.
관리 모델 2) 제3자가 자체 가상/물리적 인프라 또는 자체 (가상) 네트워크
기능을 관리하고, 통신사업자는 나머지를 관리하는 경우.
관리 모델 3) 제3자는 자체 가상/물리적 인프라 또는 (가상) 네트워크 기능
및 일부 통신사업자의 가상/물리적 인프라 또는 (가상) 네트
워크 기능을 포함한 가상/물리적 인프라 또는(가상) 네트워크
기능을 관리하고, 통신사업자는 나머지를 관리하는 경우.
당시 나는 통신사업자만 통신망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맹신하던 고정 관념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제안을 반대하는 회사도 많았지만 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으로 대표되는 5G가 등장한 건 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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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서비스의 관점에서 일반 고객이 체감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아직 찾을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렇기에 기업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기
5G 시장에서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하면서 경제적으로
5G 사설망을 구축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기업이 사설 슬라이스를 직접
관리하는 관리 기능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필자의 제안이 결국 반영되었다.
덕분에 사설 슬라이스의 표준화로 시작된 5G 사설망 표준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고 그 모습 그대로 추진해왔다.
여기까지가 사설 슬라이스의 첫 발걸음을 떼어 5G 사설망 표준화를 한 발짝
내딛는 과정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인류의 역사는 발전의 역사이므로 과거의
어느 시점보다 현재가 성장했더라도 게을리 하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노력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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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연구과제 수립의 여정
오경희
(현) TCA서비스 대표
ITU-T SG 17 Q14 라포처 / TTA PG 1006 부의장
IEEE BDL Technical Board member

하나의 연구과제가 수립되기까지에는 치밀한 사전 준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현장에서의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

2017년은 비트코인의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블록체인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떠오르게 되었다.
민간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는 2016년 9월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 제안을 제출한
호주가 사무국이 되어 TC 307이 수립되고 2017년 4월 첫 번째 표준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변화의 바람을 감지한 또 한 사람은 바로 순천향대학교 염홍철 교수님,
수십년 간의 보안 표준화 경험을 갖고 SG 17의 의장으로 활동하는 전문가
답게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ITU-T 블록체인 보안 워크숍을 준비하기로
결론 내렸다. 2017년 3월 SG17 회의 직전 워크숍을 개최했고, 블록체인 보안
표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어진 SG 17회의에서는 특별 세션을 만들어
이 워크숍의 결과를 검토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나는 그 당시 보안관리 표준 연구과제인 Q3의 부라포처였다. 함께 회의에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 모빌리티의 김창오 부장과 함께 염흥열 의장님을 보좌
하여 시급히 신규 연구과제 수립 제안 준비에 참여하기로 했다. 의장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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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험으로 제안의 기본 틀을 마련했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은 밤늦게까지 또는 새벽부터 모였다. 그렇게 머리를
모아 바람에 맞서는 방법을 찾았다. 신규 블록체인 연구과제 수립 및 관련
포커스 그룹 등을 위한 한국 기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특별 세션에서 발표
하며 논의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그 여정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미국 및 유럽의 국가 대표들은 표준 개발 노력의 중복 우려를 이유로 신규
연구과제 수립에 반대했다. 그리고 4월에 있을 ISO TC 307의 진행 현황을
관찰 후 9월 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내부에서 먼저 제기된 필요성에
대해 이후에 이루어질 별개의 다른 기구의 현황을 보고난 다음에 대응하자는
것은 실제로는 임무를 방기하는 것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예상한 결과이기도 했다. SG 17의 미국 유럽 국가 대표들은 표준을 개발하기
보다는 원래 자국 기업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표준을 개발하지 못하게 감시
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보안 표준화의 필요성은 너무도 명백했다.
그 누구도 반대 할 여지가 없었다.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미국과 유럽조차
차마 완강하게 반대하지는 못하고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단 중국은 전적으로 찬성했고,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보는 듯 우물쭈물
하는 것 같았다. 결과적으로는 신규 연구과제 수립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마냥 헛된 노력은 아니었다.
TSAG에 블록체인 표준화 필요성을 연구하는 포커스 그룹을 제안했다. 결과는
꽤 괜찮았다. 차기 9월 회의까지 여기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블록체인
신규 표준화 항목들을 제안할 것을 촉구하게 되었다. 이는 ITU-T의 전반
적인 블록체인 표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차기 회의에서의 신규 연구과제
수립과 라포처십 획득을 통한 블록체인 보안 표준 주도도 하게 되었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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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연구과제가 수립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걸까. 최신의
기술 현황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 표준화 기구의 절차와 특성에
대한 오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7년에 불었던 그 거대한 바람은 나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주었다.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그 이상의 좋은 결과로
되돌아온다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
이 바람의 기억을 이 길을 함께 가는 동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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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기술, 개척의 역사
이규명
KAIST 겸직교수
ITU-T SG13 WP 의장 / SG13 Q16 및 SG20 Q4 라포처

처음 시작 할 땐 막막한 것이 당연하다
작은 도전을 통해 세분화된 논의부터 진행하는 건 어떨까?

아마 내가 트러스트 기술 표준화를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 마치 개척기처럼
들릴 것 같다.
어느 곳에서 개척자가 된다는 것은 뿌듯하지만 그것은 뿌듯함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는 국제표준화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다른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하지 않은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것은 항상 힘든 여정의 시작이다.
ITU-T SG13에서 처음 트러스트 기술 표준화를 진행할 때 트러스트 기술
이라는 개념도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았고, 참고가 될 만한 관련 권고안이나
문헌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2015년에 CG-Trust(Correspondence Group on Trust) 그룹을 만들어
이 분야 표준화를 전담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트러스트 기술 표준화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기존에 보안 기술 등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좀 더 세부적인 표준화 아이템을 도출해 내는 것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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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진행하고자 하는 표준화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한다. 그런
다음 주요 특징, 이슈들을 정리하고, 상위 레벨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기술 보고서를 1년 정도의 CG-Trust 활동을 통해 발간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CG-Trust는 내가 라포처를 맡았던 ITU-T SG13 Q16/13의 산하였다.
Question 회의 동안에 CG 회의를 위한 세션을 추가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
했다. 사실 일반 Question 회의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단순히 권고안
개발 이외에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 ITU-T 사무국에서도 여러 차례 트러스트 워크숍을 기획했다.
이는 표준화 회의 참여자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게끔 다리를 놓아
주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참, 뿐만 아니라 이 때 CG-Trust 활동과 Q16/13에서 진행되었던 트러스트
기술에 대한 핵심 내용을 모아서 “Trust in ICT” 제목의 플립북(Flip-book)도
발간하였다.
트러스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준화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기술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회의 참석자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초기에는
이런 어려움으로 진도를 나가는데 곤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
면서 상황은 나아졌고, CG-Trust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기술 문서를 기반
으로 이후 정식 권고안 개발 작업에는 상당한 속도를 낼 수 있었다.
표준화 아이템 중에는 산업체 등에서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권고안들도 상당히 많다. 다만 때로는 학계 등에서 연구결과물을 실제 산업에
적용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기술을 바라봐야 하는 때가 있는 것이다. 나에게는
트러스트 주제에 대한 표준화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때 관련 분야 연구개발을 병행하면서 기술에 대한 학문적
검증을 병행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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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향후 기술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발굴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 논문 출판을 병행했는데 이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ITU 주관 Kaleidoscope 학회에 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다시 IEEE Communications Magazine에 출판하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표준화와 연구개발 간의 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표준화 아이템이 있지만 표준화 영역에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처음
시작을 해야 하는 주제에 막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CG-Trust와 같은 임시 조직을 구성하여 한 분야에 좀
세분화된 논의를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이를 기술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 냄으로서 향후 관련 표준화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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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에서 공간정보 표준화
유재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현) ISO TC211 WG1 컨비너

표준화는 개발된 소중한 기술들이
온전히 활용되도록 받쳐주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일까?
아마 스마트시티가 아닐까.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ICT73)를 이용하여 도시 공간을 보다 지능화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우리가 연구 개발
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궁극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주요 목표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ICT들이 연계되는 집합체인 만큼 다양한 연구 개발 및 서비스와
관련되어 언급되기도 한다. 가장 먼저,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크게 바꿀 것
으로 생각되는 자율주행을 비롯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제조 및 행정 등의 여러 도매인에서 구현과 적용이 고려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도 스마트시티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5G 이동통신망이나 다양한 인공지능(AI)과 관련
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73)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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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와 관련해 언급되는 주요 기술 중 하나가 공간정보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형지물을
디지털 형태로 모델링 및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들을
포함한다. 이 기술을 통해 구축되는 공간정보는 공간을 가시화하고,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일종의 플랫폼으로 작용한다. 좋은 사례로 흔히들
아는 구글의 ‘Google Earth’나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의 ‘Vworld’를 비롯하여
네이버, 다음 등의 웹 기반 지도 플랫폼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 플랫폼은 다양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보다 고도화 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를 위한 핵심적 구성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공간정보가 스마트시티 내에서 중요한 데이터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도메인과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스마트시티, 특히 다양한 도메인에서의 공간정보 관련 표준화 논의는 ISO
TC211, TC204, TC59, OGC74) 등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중 ISO TC211과
OGC에서 공간정보에 보다 초점을 맞춘 표준화 논의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ISO TC211은 공적표준화기구로, OGC는 사실상 표준화기구로 각기
표준 재개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상호의 동향과 필요사항을 논의하는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다.
이처럼 스마트시티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공간정보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최근 들어 ISO TC211과 OGC에서도 다양한 도메인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화 논의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TSO TC211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일부 프레임워크 공간정보의 논의를 하는 워킹 그룹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였다. 또한 의견이 수렴된 여러 공간정보 표준들도 적극 개정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들은 표준화 과정에서 발언권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보다 쉽게 표준화 핵심 멤버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74) 개방형 공간정보 컨소시엄. Open Geospatial Consor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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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표준화가 연구개발(R&D)에 비해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듯하다. 최근 디지털 트윈,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표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지적재산권 확보나,
실적으로 내세우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까? 여러 상황과 다양한
이유로 표준화 참여를 확대해야 할 만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전문가가 ISO TC211 및 공간정보 관련 국제표준들에서
표준화 논의를 주도하고 표준을 재개정하는 일을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듯하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표준화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나 역시 최근 ISO TC211에서 워킹그룹1의 의장직을 맡게 되었을 때, 무척
이나 고민이 많았다. 공간정보 표준화 활동을 공식 업무로 인정하고 주도적
으로 참여하는 미국, 유럽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표준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를 하지 않는 이상, 표준화 활동을 공식적인
업무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종의 자원봉사와 비슷하게 인식
된다고 해야 할까...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할 각오를 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표준화를 하면서 서로 돕고, 논의하는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화를 하는 전문가가 오롯이 그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경우가 꽤 있다 보니,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기도 했다.
이런저런 고민들 속에서 일단 GO!를 외쳤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표준품질처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공간정보 표준화에
의지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었고, 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간정보 표준화라는 부분에서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고 싶었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리라 믿었기에 힘들더라도 가보기로 했다.
고민 속에 내린 어려운 결정으로 이제 막 ISO TC211에서 워킹그룹1의 의장을
맡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앞으로 일부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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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각 공간정보 표준항목의 개발과 재개정 논의의 주도를 위해 프로젝트
리더로 활용할 국내 전문가들이 현재 많이 부족하다. 의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공간정보 표준화와 관련하여 여러 활동을 하는 국내 전문가들이 나와 같은
고민을 겪지 않도록, 공간정보 표준화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에 보다 공감하고,
표준화 과정이 실제 업무에 방영될 수 있는 체제가 보편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공간정보 표준화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참여 부족은, 우리가 지금까지 주도
해온 일부 논의들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작년 말, 중국에서는 실내지형지물 모델이라는 공간정보 표준을 올해 상반
기에 ISO TC211에서 논의하겠다고 제안해 왔다. 그런데 사실 실내공간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이전부터 상당기간 활용해온
주요 이슈였다. 더군다나 사실상 표준기구인 OGC에서 IndoorGML75)
표준도 제정한 바가 있다.
실내공간이라는 키워드는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주요 추진 연구개발 및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ISO TC211에서 중국이
해당 표준 논의의 주도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중국은 해당 표준의 추진을 위한 제안 문서를 사전에 회람했고, 우리나라에
서도 일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중국에서 표준개발 및
제정논의를 시작하도록 진행되고 있어 아쉬울 뿐이다.
우리나라의 의견을 넣기 위해 일부 전문가들이 대응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 자발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전 세계에서 더 많은 표준화 논의가 진행되고 표준문서가 본격적으로 개발
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 관여하여 우리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었으면 한다.
75) Indoor Geography Markup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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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구개발은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하여 구축되는 시스템과 서비스들이 표준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면,
그 의미를 온전히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표준화는 개발한 소중한 기술들이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연구자들도 표준에 대해 깊이 인지
하고, 관련 부분들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 기술의 활용까지 생각하며
표준화가 주도될 수 있다면,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
실현이 보다 한걸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지금 이 순간에도 표준화에 많은 고민을 쏟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및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 공간정보
표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Chapter 04 실전! DNA+융합기술 국제표준화

119

융합분야 국제표준화 실전사례

피, 땀, 눈물이 담긴
정보보호(ITU-T X.1214) 표준화
진병문
(현) 두진정보연구원 대표 / (전) TTA 표준화 본부장
ITU-T SG17 의장, 3GPP PCG/OP

많은 절차가 필요한 표준화 완성 과정은
탑을 쌓는 것과 같다.

ITU-T SG 17은 사이버 보안 분야의 국제표준권고안 개발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전문가인 순천향대학교의 염흥열 교수가 2017년부터
ITU-T SG 17의 국제 의장을 맡아 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추진한 이래, 우리
나라는 매 회의마다 약 30여명의 국가대표단을 구성하여 SG 17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정보보호 보안의 분야는 굉장히 넓고 최근 들어 더욱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5G 보안, IoT 보안, 지능형 자동차 보안, 클라우드 보안, 블록체인
보안, 금융 보안, 양자통신 보안, AI 보안, 분산 신분 관리 보안 등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할수록 새로운 정보 보호 표준화도 필요하기 마련이다. 전 세계
ICT 업계에서 정보 보호 표준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에,
매 회의 참가하는 표준 전문가 숫자도 20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2017년 이후, ITU-T SG 17에서는 한국의 주도로 신규 권고안이 다수 개발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직접 에디터로 참여한 표준 권고안 X.1214
(Security assessment techniques in telecommunication /ICT networks)의
개발 과정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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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인도 정보통신부는 ITU-T SG 17에 ‘전기통신망/ICT 망에서의
정보보호 평가 매카니즘’을 신규 워크 아이템으로 제안하는 기고서를 제출
하여 채택되었다. 그리고 당시 회의에서 인도에선 Mrs. Tomar 그리고
한국에선 나를 공동 에디터로 선정하였다.
이후 2015년 9월 열린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해당 표준안의 baseline 문서를
기고서로 제출하여 채택되었고, 이후 2년 동안 인도의 Mrs. Tomar와의
소통을 통해 수정 작성을 3차례 하며 권고안 내용을 꼼꼼하게 보완하였다.
인도의 에디터와 함께 작업하는 일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작업하는 것보다
몇 배의 노력이 더 들어갔던 걸로 기억된다. 국제회의가 열리는 기간이면
꼭 만나서 며칠 동안 수정사항 등을 협의하였고, 그 외의 기간에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조율하였다.
그렇게 정성 들여 준비한 표준 내용을 들고, 2017년 8월 29일부터 9월 6일
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SG 17회의에 참가하였다. 우리의 표준
X.samtn는 사전 채택되어 TAP(Traditional Approval Process)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Determination(결의) 되었다.

No.

연구과제

제안국가 표준번호
(에디터) (Acronym)

국제표준 제목

목적 및 주요내용

1

Security assessment ∙ 통신망 보안 평가 기법을 정의
한국
X.1214
techniques in
Q4
∙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반 운영되는 시스템에
(진병문, (X.samtn)
telecommunication/ 취약점을 탐지･분석하고 이를 객관적인
(사이버보안)
인도)
국제표준
ICT networks
관점에서 평가하는 방법론을 정의

2

Security guidelines for ∙ 소비자와 직접 연관된 가정용 스마트 그리드
한국
Q6
X.1331
home area network 기기의 보안 기능을 정의
(통신서비스, (이건희,
(X.sgsec-2)
(HAN) devices in smart ∙ 댁내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되는 디바이스들의
사물인터넷 정소영,
국제표준
grid systems
박해룡)
보안)
취약점 및 보안요구사항, 보안 기능들을 정의

3

Q8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중국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모니터링 서비스를
Data security
X.1603
위한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
requirements for
(X.dams)
∙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
monitoring the service
국제표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실시간으로 이를 탐지
of cloud computing
및 관리, 대응하기 위한 기법을 정의

국제표준 채택 (TAP) 및 부속서 승인 목록(2018년 3월 SG17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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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 해 2018년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역시 제네바에서 38개국
156명의 대표가 참석한 SG 17회의가 열렸고, 우리나라 염흥열 교수와 나를
비롯한 26명의 국가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이 자리에서 3년
정도 준비해온 통신망 보안 기법 표준이 권고안 번호 X.1214를 부여받고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제정된 X.1214에 담긴 주요 내용은 ‘통신망 보안 평가 기법을 정의’하고,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탐지･분석’하며 이를
객관점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방법론을 정의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X.1214는 ICT 네트워크 및 정보통신 운영자, 개발자, 제조자, 개별
보안 전문가 등이 통신망 내부의 보안 취약성을 사전에 확인, 평가하는 기법
들을 서술하고 있다. 보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의
하였기에 국내외 정보통신망이 확장, 설치되는 과정에 널리 적용되기에
충분하다.
하나의 표준화가 완성되는 과정은 탑을 쌓는 것과 같다.
특히나 X.1214 표준 권고안은 인도와 한국이 공동 에디터를 맡아 상호 협력
하에 표준을 개발한 최초 사례이기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정성이 들어갔다.
버튼만 누르면 표준화가 자동으로 튀어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표준화 과정은 많은 절차가 필요하며, 그렇기에 탄생하면 너무나 뿌듯하다.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모든 분들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빛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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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시현상 그림
이규명
KAIST 겸직교수
ITU-T SG13 WP 의장 / SG13 Q16 및 SG20 Q4 라포처

표준은 종종 착시현상을 나타내는 그림 같다
왜냐면, 관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니까

오래 전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가 재미로 해 보라며 보여주었던 조그마한
그림이 떠오른다.
어떤 그림이었냐면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봤을 때는 처음에는 술잔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양 옆에 할머니가 있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그림
이었다. 그래서 맨 처음 술잔이 보이면 성격이 섬세한 사람이고, 할머니가 먼저
보이면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나... 자세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무튼
이것이 알려주는 건 바로 ‘관점의 차이’이다.
표준 이라는 것은 종종 이런 착시현상을 나타내는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관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니까.
예를 들면 표준안 제안자는 기술적인 관점으로 표준을 보게 되고, 회의에
참여하는 각 국가 대표들은 아무래도 기술보다는 정책이슈의 관점으로
표준을 바라본다.
다만 표준과 착시그림이 다른 결정적인 지점이 있다.
착시그림은 아, 이렇게 보면 할머니가 보이고 저렇게 보면 술잔이 보이는
구나! 하면서 감탄하면서 재미를 찾으면 된다. 그런데 표준은 재미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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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탄만으로는 끝나는 것 같지 않다. 갈등이 생겨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는 경우가 꽤나 많다. 이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갭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 3월부터 표준화 회의는 모든 오프라인 회의가 취소
되고 온라인으로 변경되면서 ITU-T 회의도 모두 회의를 MyWorkSpace를
통해 진행한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지는 못 하지만 요즘은 온라인 미팅을
위한 툴이 많아서 오프라인 회의나 다름없는 논의를 진행하고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낸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회의 참석자 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다.
특히 요즘은 소위 말하는 ‘빅마우스’ 들을 만날 기회가 잦아졌다. 빅마우스가
누구냐면 중대 의사 결정을 위해 서방 국가 등에서 항상 참여하는 표준화꾼
들이다. 그런데 이런 빅마우스들은 일반적으로 기술자라기보다는 해당 정부
소속 국가대표로 참여하는 전문 Regulator들이 많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쩍 기술자와 Regulator간 큰 마찰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사물인터넷과 스마트 시티 표준화를 담당하는 ITU-T SG20 회의가 떠오르는데,
작년 11월과 올해 5월 회의를 통해 주요 신규 표준화 이슈에 대하여 승인
프로세스를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가 아닌 TAP(Traditional
Approval Process)로 요구했다. AAP와 TAP의 가장 큰 차이는 최종 승인
단계에서 출판까지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 SG 회의에서 개발을 마치고
승인 프로세스에 들어가기로 동의를 받은 문서는 통상 4주간의 AAP 과정을
거친다. 이 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최종 승인을 받고 출판 단계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TAP의 경우 각 회원국 및 기관의 회람을 통해 최종 동의를 받는데
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ITU-T SG20에서 다루는 주제의 특성상 사물인터넷의 각종 센서나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얻어지는 센싱 정보를 처리한다. 그래서 이로 인해 스마트
시티 응용 분야에서 각종 거버넌스나 규제 관련 이슈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순수하게 기술적인 내용으로 접근해서 범주를 줄이면 충분히 이런
이슈를 없앨 수 있을텐데, 권고안 개발 시작단계부터 끈질기게 TAP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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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측이 등장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에 대해 서방 국가 중 어느 한
나라에서 관련 우려를 제기하면 다른 서방 국가가 동조하면서 회의 중에 합의
(consensus)가 잘 이뤄지지 않게 된다.
나는 지난 5월에 개최된 SG20회의에서 라포처로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Q4/20에 총 4건의 신규 표준화 아이템이 제안되었다. 이 중에 AAP로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TAP로 진행했다. 대부분 제기하는 이슈는 주제 자체가
각 국가별 규제 등에 영향이 있는 분야이고, 단순히 범주를 약간 수정한다고
해서 비켜나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라포처로 있는 동일 그룹에서 진행된 표준화 문서 개발에서 한국에서 제안한
ITS 안전성 관련 주제에 대한 권고안 개발할 때도 이런 식의 이슈가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문서의 범주에 규제에 관련된 이슈는 본 권고안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고, 기술적 특징 등에 대한 것만 담으면서 AAP로 잘 마무리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서방국가에서 유달리 이런 이슈를 많이 제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미-중 기술 패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과도 일부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 사실 중국에서 너무 많은 권고안을 동시다발적
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연 전략이라는 생각도 든다.
어려운 그림이다. 오래 전 친구가 보여준 착시현상 그림은 술잔을 보다가
관점을 조금 바꾸면 할머니가 보이는 재미있는 그림이었는데, 이 그림은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가 얽혀있는 것 같다. 우선 AAP와 TAP를 분명하게 이해
해야 한다. 특히 TAP의 경우 지금까지 사례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실제
어떤 이유에서 TAP가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정치적으로 이런 것을 악용해서 의도적으로 표준화를 지연시키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장 입장에서는 이런 규정과 사례에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선 크게 한숨을 쉬며 한발 물러나 바라보자.
그러면 착시 현상도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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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는 스마트하게 달리고 싶다
한민규
한성대학교 교수
oneM2M WPM 컨비너 / TDE WG 의장 / 3GPP SA1 라포처

잘 맞는 파트너를 찾아 협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온전히 내 손으로 완성할 순 없기에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하다

스마트철도기술의 표준기술 제정을 위해 3GPP76), oneM2M77) 두 표준기구
에서 표준화 목표와 전략, 실행을 위해 수행하였던 조직화 등의 실전 사례를
소개하려한다.
2018년 4월 27일,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
되었다. 당시 나는 모 표준회의에 참석 중이었던 터라, 해외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같이 회의에 참석한 국내 전문가들과 시청
하며 감격했던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는 북쪽의 북한으로 인해 마치 섬나라와 같이 철도는 내륙으로만
연결되어 있다.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러시아와의 경협을 통해 국내 철도가
대륙횡단철도에 연결된다면, 현재 배편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항로보다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빠르고 비교적 저렴한 운송수단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에 LTE-R78)을 구축하고 있다. LTE-R은 단순히 철도
76)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무선통신 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1998년 12월 창설된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
77) 사물통신(M2M) 분야 국제표준화 협력체

126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실전편 Ⅱ 글로벌 표준화 실전 만나기

운영을 위한 무선통신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철도의 운영
효율화와 고객서비스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의 LTE-R은 3GPP의 Rel.13 LTE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중심
시스템은 PS-LTE79)의 MCx(Mission Critical Push-to-talk/Video/Data)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 3GPP는 Rel.16의 표준화를 완료하고 Rel.17의 본격적인
표준제정단계로 진입하였으며, Rel.18의 초기표준단계를 올해 완료하게 된다.
2016년, ETRI80)와 함께 LTE-R의 3GPP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UIC81)도 철도통신
시스템을 표준화하려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3GPP는 이동통신표준을 제정하는 표준단체로, 주요 주제는 이동통신서비스
여서 철도사업자들은 주요 플레이어가 아니었다. 표준제정 활동에 투입된
인원들은 UIC나 한국도 전문가들이었으나, 추진하는 내용이 철도 관련이라
3GPP의 구성원들에게 전혀 다른 영역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유럽을 주축으로 하는 UIC 또한 3GPP의 주류가 아니
라는 공통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UIC와 협력하여 표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전략방향을 잡았다.
UIC는 체계적으로 준비된 FRMCS82) 기술규격을 3GPP의 표준으로 채택
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기존의 경험은 GSM83) 기반으로 3세대 이후의 이동
통신시스템의 레퍼런스는 없었다. 반면, 한국은 철도 무선통신 시스템이 기존의
LMR84)기반이었으나 4세대 이동통신인 LTE를 기반으로 한 철도이동통신
시스템을 이미 상용화 한 기반이 있었다.
이렇게 한국과 유럽기반의 UIC는 상호 보완적인 기술 배경과 레퍼런스를
들어 3GPP에서 철도이동통신 표준화를 상호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78) Long Term Evolution for Railway. 피에스 엘티이(PS-LTE: Public Safety-LTE)를 기반으로 하는 철도통신 기술
79) Public Safety LTE. LTE 광대역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8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1) 국제철도연맹, Union Internationale des Chemins de fer
82) 미래철도 이동통신시스템. Future Railway Mobile Communication System
83) 이동통신을 위한 국제표준 시스템.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84) 지상무선통신. Land Mobile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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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이에 따라 3GPP에 제안한 표준 과제는 UIC와 한국이 라포처와
에디터를 나누어 수임하였다.
한편, 스마트철도기술의 또 한축인 사물인터넷기술은 oneM2M에서 표준화
하는 전략이었다. oneM2M은 3GPP와 마찬가지로 ETSI(유럽), ATIS(미국
통신사업자연합), TIA(미국), ARIB(전파산업회), TTC(일본), CCSA(중국),
TSDSI(인도), TTA(한국) 등의 지역(국가)표준단체들의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표준단체이다.
이에 따라 oneM2M에서 표준화한 기술규격은 ETSI포함 8개 지역표준단체의
표준규격으로 채택되며, ITU-T85)의 SG20의 국제표준으로도 채택된다.
oneM2M에서는 철도산업영역의 사물인터넷 기술 융합을 위한 RAIDE(Railway
Domain Enablement)와 SDTIM(SDT based Information Model for
Vertical Industries)의 표준과제 제안 및 채택과 제정활동을 유럽의 DT,
지멘스, Orange의 지지와 협력을 받으며 함께 하고 있다.
한국은 RAILDE와 SDTIM의 라포처를 수임하여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85)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Tele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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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M2M TP42 인도 하이데라바드 회의

표준화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맞게 되고 그에 따라 여러
표준주체들(국가, 표준단체, 기업 등)과 협력해야 할 일들이 생긴다. 이처럼
표준화 활동의 본질은 여러 주체들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잘 맞는 파트너를 찾아 협력하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 단독으로 주도하여 진행할 수 있다면 여러모로 편할 수 있겠지만, 표준화
활동 중 표준 기술의 다양한 환경에 대한 고려와 표준 제정 후 확산의 측면
에서 그게 꼭 좋다고만은 할 수 없다.
스마트철도기술의 표준화를 진행하면서, 국내 단독 진행보다 유럽과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표준을 제정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표준규격
승인의 결과와 표준단체 의장단 수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유럽 친구까지
얻을 수 있었다.
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그날,
부산부터 유럽의 서쪽 끝 포르투갈의 포르토까지! 우리와 유럽이 함께 표준
화한 스마트철도 표준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하게 달려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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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지 말고 한걸음씩
이창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ITU-T SG11 Q8 라포처 / IEC TC100 PT63245-2 프로젝트 리더

새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도움 요청을 주저하지 말자
언젠가 나도 당황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수많은 표준 중에서, 그래도 보통은 자신의 주 업무와 관련한 표준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17년 4월. 생소한 분야에 대한 참여 요청이
나에게 들어왔다.
그 당시를 기준으로 나는 약 9년의 세월동안, ITU-T와 ISO/IEC JTC1 그리고
MPEG에서 분산 네트워크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송 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며 초보의 티를 벗어나기 시작했었다. 그랬던 나에게 갑자기 들어온
요청은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 대한 표준 개발’이었다. 물론 기술 전문 인력의
도움이 보장되었지만,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분야에 대한 표준 개발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여러 과제에 참여하고 있던 나는 다른 업무
들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틈틈이 개발부서에서 받은 문서들을 통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회의를 준비하였다.
2017년 9월 IEC86) TC10087) 회의를 대비한 국내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
하여, 새롭게 제안하려는 아이템에 대해서 발표했다. 역시나 짧은 기간에
86) 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87) 오디오,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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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배경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여러 기술적
질문에 겨우겨우 면피한 채 보완할 부분에 대한 숙제를 잔뜩 떠안게 되었다.
그렇게 나름 많이 준비하여 책임감을 안고 참석한 IEC TC100 회의! 현장에
가보니 그동안 참석했던 그룹들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표준개발기구와 하위 그룹은 저마다 문화나 분위기가 다른데,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장치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는 IEC TC100은 처음부터 일본에서
주도했고 무선전력전송과 관련하여 일본과 미국의 힘이 큰 그룹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나의 떨리는 첫 제안 발표는 여러 가지 관점의 질문과 답변의 공방
으로 이어졌고 그동안의 준비와 국내 전문위원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행히
PWI88)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후, 1년 동안 2번의 회의를 더 거치며 표준
초안을 개발하고 NP89) 추진을 승인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
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그때 큰 난관에 봉착했다.
NP 투표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려면, 최소 5개국의 전문가가 프로젝트에 참여
해야 한다. 하지만 IEC TC100에서 무선전력전송 표준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국가는 당시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뿐이었고, 따라서 12주간의 NP 투표
기간 동안 전문가를 섭외해야 했다. 어디서부터 연락을 해야 고심하던 차에,
당시 IEC TC100 표준화에 도움이 될까 하여 가끔 참석하여 여러 의견을
내던 중국 주도로 개발하는 VR/AR 관련 프로젝트 회의가 떠올랐다. 그곳의
프로젝트 리더와 초안 개발 관련 연락을 평소에도 주고받는 상황이었기 때문
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하여 NP 투표 중인 프로젝트에 전문가 섭외가
가능한지 물었더니, 기다려보라는 답장이 도착했고, 며칠 뒤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일본과 중국의 참여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한중일
회의인 CJK WPT WG 회의에 참석하여 나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다시금
전문가 참여를 부탁했다. 그간 친분을 쌓은 다른 프로젝트의 리더로부터 핀란드
전문가의 연락처를 받았고 흔쾌히 참여해주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88) 예비작업항목단계
89) 신규작업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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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받은 마음에 나는 차기 회의에서 핀란드 전문가와 맥주잔을 부딪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 과정을 통해, 표준화는 서로 주고받으며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NP 투표를 추진
하고 표준을 개발하며 후속 프로젝트에 대한 NP 투표를 준비하면 되는가
했는데, 세계를 뒤흔드는 위기가 발생했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는 이후 표준화 회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2020년 5월 회의가
취소되었고 이후 지금까지도 회의가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다. 온라인 회의로
인해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불편함과 시차 적응 없이 편하게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초기 기대와 다르게 낮 동안의 업무는 업무대로 수행하고 밤이나
새벽에는 표준화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온라인으로 개최되다 보니 할 말만 하고 끝낸다는 것이다. 대면
회의에서는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쉬는 시간에 따로 만나 논의하여 서로 합의를
이끌거나 회의 후 함께 식사하며 타국 전문가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지만,
온라인 회의는 종료 후 다른 업무를 하거나 잠을 자야 하니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더불어 낮은 음질로
인해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거나 회의 중에 연결이 끊기는 일은 다반
사이다. 다행히 당시 내가 개발하던 표준 문서는 완숙 단계에 접어들어 일정
지연 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다른 프로젝트들은 논의가 반복되며 NP 투표
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일을 목격했다.
2021년 3월. 2017년부터 작업해왔던 표준이 발간되었고, 현재 나는 후속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제 적어도 내가 개발한 표준의 내용과 관련 동향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배경 지식이 늘었고 표준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요청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내가 성장한 것이다!
표준 개발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익숙함이 이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새로움과
마주할 때는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보고 차근차근 그리고 적극적으로 풀어 가면, 언젠가는 새로움에 당황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거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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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태규와 캐플릿이 뭐냐고요?“
인문 소양이 필요했던 표준화의 교훈
박주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현) TTA PG426 의장, (전) ITU-T SG11 Q8 라포처

표준화를 진행할 땐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문학적 소양 또한 필요할 때가 있다

“몬태규와 캐플릿이 뭐냐고요!!”
치즈 맛이 진했던 파스타를 먹은 후, 파란 하늘을 가릴 만큼 높이 자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던,

2007년 어느 한 여름의 스위스 제네바.
그날의 느낌은 아직도 피부에 생생하다. 여름 오후를 평화롭게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와 달리 습하지 않은 스위스 제네바의 날씨와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은 행인들 덕이었던 것 같다.
평화로운 점심시간을 만끽하고, 참석한 오후 세션의 ITU-T 한 회의실 안은
평화로웠던 바깥세상과 달리, 전장을 연상케 할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
았다. 당시 IPTV 서비스 구조와 요구사항 등을 정립한 표준안을 준비하는
FG-IPTV(IPTV Focus Group)에서는 인터넷 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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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터넷 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들은 방송 콘텐츠의 재송출 문제로 한
차례 전쟁을 치룬 바 있다. 이는 저작권 등의 문제로 영상 콘텐츠의 원본만
재송출이 가능하다는 방송 사업자의 입장에 반하여, 수익 구조나 시스템 구조로
인해 약간의 영상 콘텐츠 변경이 필요했던 인터넷 사업자나 케이블 사업자의
입장 차이로 발생한 것이었다.
결국 인터넷 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 동맹은 방송 사업자와는 어느 정도 수준
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냈지만, 이어진 IPTV 서비스 제공 구조와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화에 있어 둘 사이의 갈등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당시
광랜 서비스를 성공시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도, 인터넷 서비스로 인해 세력이
약화되어 가는 케이블 업자도 모두 IPTV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통된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했던가?
하필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나는, 기고서를 발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매순간
마다 이들 두 사업자 간의 싸움에 절대로 말려들지 않아야 무사히 귀국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회의 내내 살얼음판을 걸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양측에게 주어진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좀처럼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최종 발언을 마지막으로 차기 회의에서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때였다!
최종 발언 중, 누군가가 “몬태규와 캐플릿 같다.”라는 말을 했다. 그러자 서양권
표준전문가들 사이에서 웃음이 새어나왔고, 나를 비롯한 동양권 전문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험난했던 회의를 무사히 마치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외국 대표에게 살며시
물어봤다.

“도대체 몬태규와 캐플릿이 뭐예요?”
그는 슬며시 웃으며 답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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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태규와 캐플릿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속한 가문의 이름이에요.”
서로 앙숙인 인터넷 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의 관계를 빗대어 말한 것이라
했다. 서로 사용자에게 고품질의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자 특성상 결코 화합할 수 없었던 이번 회의를 재치 있게
풍자한 것이었다.
이유를 듣고, 치열한 싸움 후 다음번 회의를 위하여 짤막하고도 적절한 농담을
건네 웃음을 피우는, 그 재치와 표현 방식에 감동을 받았다.
표준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고 했던가?
어차피 표준화는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적재적소의 재치 있는 말은 자칫 과열 될 수 있는 표준화의 열기를 식힐 뿐
아니라, 미래의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한 매우 중요한 소양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화권에 대한 이해는 물론 문학적 소양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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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던지기로 결정된 컨센서스
임영권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ISO/IEC JTC 1/SC 29/WG 3 컨비너 및 ATSC TG 3/S33 의장

말 도 안 되는 결정 방법이지만
어느 누구도 동전이 내린 결론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표준화 단체들은 표준 개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규정에는 회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다양한 규칙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마치 사회에 적용되는 법률과도 유사하다.
그런데, 사회에 적용되는 법률이 모든 것을 규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반
적인 사회 통념이나 관습과 같은 것들이 부족한 부분을 대신하게 된다. 이처럼
각 표준화 단체들은 문서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참여자들이 따르게
되는 각 표준화 단체마다의 문화나 분위기가 있기 마련이다.
멀티미디어 압축 및 전송 표준을 개발하는 MPEG의 경우는 ISO/IEC
JTC 1/SC 29 산하의 워킹 그룹이다. JTC 190) 산하의 많은 워킹 그룹들은
대부분 수십 명 규모이고, 표준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은 SC에서 이뤄
지기 때문에 크게 첨예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없다.
때문에, JTC 1의 표준화 규정 대부분은 SC에서의 표준 개발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워킹 그룹 수준의 표준화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대부분의 의사 결정을 컨센서스(합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0) 합동 기술 위원회 1. Joint Technical Committe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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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MPEG91)는 규모가 수백 명에 이르고, 대부분의 중요한 기술적, 정치적,
결정을 SC에 미루지 않고 직접 내리기 때문에 켄센서스에 이르는 과정에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된다.
가장 자주, 그리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결론에 이를 때까지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의례적인 SC 수준의 회의들은 각 안건이나 기고서
별로 할당되는 논의 시간이 있고, 논의 시간을 안에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필요하다면 투표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캐주얼하게 진행되는 워킹 그룹의 경우 기고서 별로 정해진 논의
시간이 없고, 규정상 투표를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도출해야만 하는 특성상 다수 기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수치를 통해 장단점을 비교할 수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체력전이 되기도 한다.

이런 체력전에선 체력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다.
하나의 안건에 대해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심지어 밤을 새워가며 논의를
지속하다 보면 결국 체력적인 한계에 도달한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낮은 기관
순으로 논의를 포기하게 된다. 그렇게 최후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은, 불굴의
고집과 체력의 소유자(기관)의 의견이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경우가 꽤 있다.
내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룹에서 360도 비디오를 효율적으로 압축
하여 저장하고 전송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던 때였다.
마지막 단계 표준을 결정하는 회의가 회의 종료일 전날 오후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논의는 밤새 진행되어 결국 회의 종료일 새벽 6시가 넘어서야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처음 회의를 시작할 때는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나, 마지막엔 십여
명의 전문가들만이 남아 의견을 나눴다. 결국 마지막에 남은 십여 명의 전문가
들만의 의견으로 컨센서스를 도출하게 되었다.
규정과 절차를 엄격하게 따지는 그룹의 회의였거나, 결론이 나지 않으면 차기
회의로 결론을 미루는 게 손쉬운 그룹의 회의였다면 이러한 방식의 컨센서스를
91)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1988년 설립된 ‘동영상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전문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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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는 것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하지만, MPEG의 경우 그러한 절차를 그리 중요히 생각지 않는 반면, 한 번
정한 표준 개발 일정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컨센서스 도출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MPEG에서 논의를 무한정 진행할 수 있는
시간마저 부족한 경우,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동전 던지기’를 택한
적도 있었다.
내가 직접 표준화에 참여하던 중이었다. 무제한 토론에 가까운 방법으로 논의를
지속했지만, 마지막 일정 때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었다. 다수의 기관들
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표준이었고,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 역시 오랜
표준화 경험을 가진 노련한 전문가들이어서 밤샘 토론에도 누구하나 의견을
철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마지막까지 논의가 계속 되었지만, 컨센서스가 모아지지 않았다. 다만, 모든
참여자들이 정해진 일정 내에 결론을 도출해야만 한다는 점에서는 컨센서스가
모아졌다.
결국, 의장은 최후의 수단으로 ‘동전 던지기’를 제안했고, 참가자들 모두 동의
했다.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앞뒷면에 표준화의 운명이 갈리게 된 것이다.
의장은 나에게 동전을 달라 했고, 마침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었던 터라,
나는 주머니에 있던 500원 동전을 의장에게 주었다.
의장에 의해 동전은 던져졌고,
그렇게 우리나라 500원 동전에 의해 표준의 미래가 결정지어졌다.
어찌 보면 말 도 안 되는 결정 방법이지만, 어느 누구도, 심지어 동전이 내린
결론이 그동안 내세운 주장과 달랐던 제안자들조차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컨센서스는 결정되었고, 회의는 종료 되었다.
아마, MPEG라서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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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겁결에 된 라포처
오경희
(현) TCA서비스 대표
ITU-T SG 17 Q14 라포처 / TTA PG 1006 부의장
IEEE BDL Technical Board member

회의 참석 직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후죽순 일어난다
온갖 일이 생기는 곳이 국제표준화 현장이다

2017년 9월, SG 17에서는 지난 3월 회의에 이어 블록체인 보안 표준 개발
및 신규 연구과제 수립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신규 연구과제 수립을 제안하는 기고서와 4개의 블록체인 보안 신규
표준 항목을 제안하는 기고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사항들은 거의 달성되고 있었다. ISO92) TC 30793)은
SG 17과의 리에이종94) 관계를 승인했고 TSAG95) 회의에서는 블록체인96)
포커스 그룹97)을 결성했다. 이에 더해 디지털 화폐에 대한 포커스 그룹이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등 ITU-T98)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92)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93)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94) 연락 담당관
95) 정보통신표준화자문반.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96) Blockchain.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
97) Focused Group. ITU-T 산하 연구반의 활동을 돕고, ITU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장려하여 신속히
해결해야 할 특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
98)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Telecommunication. 국제전기통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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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오히려 SG 17 안에 있었다. 한국의 전략은 되도록 많은 표준 항목을
채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연구과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신규
연구과제 수립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지국에 라포처십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그럼에도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가능한
우리나라 대표가 라포처99)를 맡은 연구과제에서 관련 표준 항목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물밑작업을 했다.
나는 블록체인 전자 지불 시스템에 대한 보안 표준 제안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외에 기존에 진행 중이던 표준 기고도 준비했고, TTA Q3100)의 부라포처도
맡고 있어서 해당 표준을 제안한 이후에는 Q3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블록체인 보안은 회의 시작부터 뜨거운 이슈였다. 우리나라 외에도 알리바바를
포함해 중국은 3개, 미국 소속인 Aetna에서는 3개, 러시아에서는 1개의 표준
제안을 준비했기 때문에 매우 희망적이었다. 그러나 유럽은 연구과제가 많아
지면 참여자 수가 적은 국가의 대표단은 충분히 참석하지 못한다며 격렬히
반대했다. 그렇게 합의를 보지 못하고 첫날이 지났고, 다음 날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한 하루였다.
그날 저녁, 염흥열 의장님이 나와 김창오 부장을 불렀다. 미국 대표가 중재안을
제안한 것이다. 그 제안은 다음과 같았다.

“일단 임시 집중 그룹을 만들어 표준 제안을 검토합시다.
그 채택 결과를 보고 나서 신규 연구과제 채택 여부를 결정합시다,
그 임시 그룹의 진행은 한국이 맡으십시오.”
누가 맡을 것인지는 다음날 미국 대표가 제안하겠다는 것이었다. 뭔가 비현실
적인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회의가 열렸다. 미국 대표가 일어나 자신의 중재안을 제시
하다. 그리고 임시 그룹의 의장으로 내 이름이 불려졌다.
순간 머리가 띵 했다.
99) 조사 위원. Rapporteur. 연구과제 책임자
100) 정보통신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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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간 이후, Q3는 잊어야 했다. 당장 임시 그룹의 아젠다와 회의 일정을
준비하고, 회의를 개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11개의 표준 아이템을 검토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일본과 유럽은
대부분의 표준 개발에 반대했다. 제안자들 역시 열심히 대응하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스운 것은, 일본은 표준 항목 제안에는 흠을 잡고 반대했지만,
막상 해당 표준을 개발하기로 합의하면 그것을 자신들이 라포처십을 가진
연구과제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 회의를 거쳐 11개 중 7개의 표준 항목을 채택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
연구과제 수립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고, ISO TC 307 및 여러 관련 그룹에
보낼 연락 문서를 만들었다. 이를 모두 정리해 담은 회의 보고서도 만들었다.
그렇게 2주간의 회의가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갔다.
새로운 연구과제는 Q14로 정해졌다. 참여자들은 이 회의를 이끈 나를 라포처로
지지해 주었다. 그런데 반대만 하던 일본이 갑자기 라포처를 맡겠다고 나섰다.
심지어 후보자조차 정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일본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는 총회로 넘어갔다. 총회에서 일본은 Q14의 라포처로 Q4의 라포처를
제안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어떻게 동시에 두 연구과제의 회의를 이끌겠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를 묻자 일본은 Q4의 라포처를 포기했다.
유럽은 자신들의 반대의견을 대변해 줄 일본을 지지했다. 후에 일본 대표가
고백하길, 갑작스럽게 정부의 명령을 받아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고 한다.
휴식시간에 물밑 논의가 이루어졌다.
결국 Q14는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라포처를 맡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이
맡고 있던 Q4의 라포처 자리는 부 라포처를 맡고 있던 한국 대표가 넘겨받는
것으로 정리 되었다. 나는 TC 307 및 그룹에 대한 리에이종 대표를 추가로
맡게 되었다.
회의 참석 직전까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후죽순으로 벌어졌다.
사람 일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다지만, ‘정말 온갖 일이 생기는 것이 국제표준화
회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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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로 조단위 투자비용 절감사례

의장, 표준화 게임의 심판이 되다
김윤관
㈜ 싱크테크노 전문위원
(전) 3GPP2 의장

문제를 분석하고 공감대를 만들며
개인의 이익이 아닌 전체의 문제로 만들었기에 모든 게 가능했다

게임이 시작되었다.
플레이어들은 그동안 갈고 닦아온 현란한 기술로 게임을 이끌어 나가고 관중
들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야유를 보내기도 한다. 게임 중 플레이어도 관중도
모두 상당히 예민한 문제는 바로 공정성이다. 게임을 하는 도중이든, 그리고
게임이 끝난 후든 그들 사이에 불만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성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이다.
심판은 플레이어와 관중이 납득할 수 있게끔 게임을 이끌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때로는 심판은 게임 밖 세계의 어떤 이유로 편파적인 판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불리한 판정을 받은 플레이어와 그를 지지하는 관중의 거센
비난을 듣는다. 이렇게 볼 때 의장은, 어쩌면 표준화라는 거대한 게임의 심판
일지도 모른다. 단, 의장이 게임을 판단할 때 ‘능력’의 범주를 기술, 논리에서만
찾는 것만큼 단순한 오류는 없을 것이다.
3GPP, 3GPP2, IEEE802 등 무선 이동 통신과 관련된 표준화 기국의 의장들이
선출되는 과정은 다른 표준화 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회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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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투표를 해서 선출된다. 기구의
의장들은 사무국의 인력지원, 같이 선출되는 부의장이나 Editor 등의 지원
외에는 별도로 보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출장비 등의 각종 비용은 임기 동안 소속 회사가 지원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의장을 배출하는 회사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그래서인지 의장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바라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 통신
표준화 활동의 역사가 길어지고, 표준화 활동 중요성에 대한 각 기업들의
인식 또한 높아지며, 표준화 기구 의장을 배출하는 기업은 자신들 위상이
높아지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표준화 단체 입장에서 살펴볼 때 만약 의장이 자신이 속한 회사나
단체, 또는 국가에게만 이익이 치우치게 의장직을 수행한다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단체가 만드는 표준 자체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즉 공정성
이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의장직을 수행하다
보면 종종 이러한 이해 충돌이 생긴다. 이때 갈등을 얼마나 공정 하게 처리하는
지가 의장직의 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만약,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면 최대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 또한
의장의 능력이다.
이 같은 이해 충돌의 문제는 실제 기술적인 사항들을 다루는 Technical Study
Group이나 Task Group에서 만이 아니라 3GPP의 PCG나 3GPP2의 Steering
Committee 등 주로 정책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표준화 기구의 최상위 기구
의장들도 직면하게 된다.
내가 3GPP2 Steering Committee의 부의장으로 있으며 겪었던 일이다.
나는 Operator Harmonization Group의 IMT-2000 표준 요구 규격을 개발
하는 Group 의장을 맡았는데 CDMA 2000을 개발해야 했다. 당시 많은
CDMA 사업자들이 IS-95표준에 따른 CDMA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었고, 대부분의 CDMA 기지국들은 2-3년 이내에 CDMA-2000표준에
따른 제품이 나오면 다시 철거하고 새로운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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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니던 회사도 2.5G로 알려진 IS-95에 조 단위의 투자를 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CDMA 2000 1xrtt를 위해 조 단위의 투자를 다시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는 상태였다. 이런 처지는 당시 CDMA 사업자였던
Air-Touch이나 Sprint, Verizon등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일단 이런 주요
CDMA 사업자들의 기술 책임자들을 만났다. 각자 사용하고 있는 여러 기지국
제조업체들의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했고 기지국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채널
카드만을 교체하는 방식의 channel Card upgrade를 통해서도 IMT-2000이
필요로 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
사항을 검토할 것을 각 제조업체에 요구했다.
당시의 기지국은 국마다 수십만 달러에 이르렀다. 채널 카드만 교체할 경우
에는 대략 1만 달러 이하의 비용으로 기존 2.5G기지국을 3G 기지국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즉 장비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시장이 수십 분의 일 이하로
줄었고 수십조의 매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에 이동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십조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나는 당시 이 요구 규격의 작성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제조업체들은 이와 같은
channel upgrade방식으로는 IMT-2000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기술적인 설득을 하기 시작했다.

설득뿐이었을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압력을 가했고 다른 사업자들을
통해 압력이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다행히 이 당시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사업자들이 나의 입장을 지지해주었다. 그리고 일부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channel upgrade를 할 수 있게끔 당시 납품중인 2.6G시스템을
개선했다. 그래서 이후 3G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카드를 공급하겠
다는 약속을 했고 이러한 요구 규격은 받아들여졌다. 내가 속해 있던 회사는
CDMA2000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에서 channel card upgrade를 채택
했다. 덕분에 신규기지국을 설치한 다른 사업자에 비해 조 단위의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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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내가 단순한 일개 통신 사업자의 입장에 서서 3GPP2의 부의장이나
OHG의 의장자격을 이용해서 업그레이드 문제를 제기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아마도 다른 통신 사업자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거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의장으로서 공정성에도 의심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체들의 반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초기
부터 다른 사업자들과 연계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공감대를 이루면서 의장
개인이나 의장이 속한 회사의 이익이 아닌 표준화에 참여하는 전체 사업자의
문제로 만들었던 것이다. 사업자들은 공동으로 대응했고 기지국 재사용을
통해 자원낭비를 최소화했다. 그리고 비용절감을 통해 3G이후의 투자여력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제조업체를 설득할 수 있었다.
누구든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기 마련이다. 그때 조금 더 지혜롭게
움직이려면, 평소 수많은 사람들과의 연대성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코로나 때문에 서로 떨어져있는 이 시기에, 마음만은 모두가 함께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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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주도 성공사례 I

분산원장기술 포커스 그룹
신설 제안 성공 열쇠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교수
ITU-T SG17 국제의장

철저히 준비하고 확실하게 약속하며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ITU에서 포커스 그룹은 본격적인 국제표준을 개발하기 전에 준비를 위한
특별그룹이다. 포커스 그룹의 활동이 종료되고 나온 산출물은 연구반(SG)
에서 받는다. 그리고,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마무리 된다.
때문에 포커스 그룹은 새로운 기술을 국제표준화로 유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2017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린 SG17 연구반 회의는 나에게 잊을 수 없는 회의로
남아있다. 그도 그럴게, 2016년 10월에 열린 세계표준총회에서 내가 SG17
의장으로 선임된 후 첫 회의였기 때문이다.
의장이 되고 첫 SG17 회의인 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마음속
으로 수없이 다짐을 하던 시기였다.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신규 기술에 대한 제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선
세 가지의 성공 열쇠가 존재한다.
첫 번째 열쇠는, 기술의 성숙도 등을 고려한 제안 시점(타이밍)
두 번째 열쇠는, 협력 분위기 조성을 통한 사전 준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쇠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열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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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시점의 경우, 해당 기술의 기술 생명주기가 표준화를 시작할 정도로
성숙된 시점인지와 제안 기술이 국제표준화 기구 참가자들의 관심사항인지
등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사전 준비는 말 그대로이다. 의사결정을 하는 참가자들이 제안에 지지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없다면 적어도 묵인할 수 있도록 하는 양자 간 또는 다자간의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 표준화가 꼭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
하다.
2017년 5월, 나는 전기통신자문반(TSAG) 회의에서 분산원장기술(일명 블록
체인)에 대한 포커스 그룹을 제안해 별다른 의견 없이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분산원장기술은 신진 기술로 부각되고 있었고, 여러 국가들이 표준화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표준화 기구는
2016년 9월에 설립된 ISO/TC 307만이 유일했다. 아직 본격적인 표준화
활동은 시작하기 전이었다.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관심을 어떻게 합의로 모을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했다.
2017년 3월 21일, 나는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블록체인 보안에 대한 ITU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의 논의 결과는 바로 SG17에 보고되었다. 이
워크숍에서는 SG17에게 분산원장기술 보안에 대한 신규 연구과제(Question)를
만들고 신규 워크아이템에 대한 표준화를 시급히 시작하라고 요구하는 합의를
이뤘다.
이러한 합의는 워크숍 직후 개최된 SG17 회의에서 블록체인 보안 국제표준화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여러 차례 특별 세션 회의가 열렸고, 향후 추진 방향이 제시 되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후 논의 기반이 되는 문서가 필요했다.
특별 회의가 끝나고, 나는 한국 대표단을 내가 머물고 있는 호텔로 모두 모이게
했다. 그리고 밤샘 작업을 통해 세 가지 향후 추진 방안을 담은 문서를 발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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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안은, 분산원장기술 보안 신규 연구 과제를 신설하는 것. 두 번째
방안은, 대안으로 기존 연구 과제의 내용을 변경, 그리고 세 번째 방안으로
분산원장 기술 보안에 대한 포커스 그룹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이러한 제안은 연구반 총회에서 논의되었다. SG17에 분산원장 기술
보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신설에 합의하였고, 정보통신자문반(TSAG)에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포커스 그룹을 신설하도록 권고하는 연락 문서를 보내는 것에
합의하였다.

실로 10일간의 숨 가쁜 행보였다.
우리나라 대표단의 노력과 미국, 영국 등의 주요 국가의 협력과 지원의 결과
였다.
SG17 회의를 마치고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나는 2017년 5월에 열린
ITU-T 정보통신자문반(TSAG) 회의에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포커스 그룹의
신설을 제안하는 우리나라 국가 기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2개의 포커스 그룹이 TSAG에 신규 신설이 제안되었다. 하나는 한국이
제안한 분산원장기술 포커스 그룹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국 민간회사인
‘이커런스’가 제안한 디지털법정화폐에 대한 포커스 그룹이었다.
나는 블록체인 포커스 그룹을 신설하고자 제안하는 기고서를 발표하고 나서
긴장된 마음으로 의견을 기다렸다. 의외로 특정 회원국에서 하나의 의견만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포커스 그룹의 제목에서 ‘블록체인’을 ‘분산원장기술’로
변경하자는 의견이었다. 의견은 바로 수용되었으며, 포커스 그룹의 신설도
바로 합의되었다.
다른 포커스 그룹 신설 제안은 많은 회원국들의 여러 의견들이 제시된 점과
비교하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협력 분위기 조성에 성공한 셈이다.
한국은 SG17 논의 과정에서 이 분야에 대한 중요성과 신규 연구 과제가 신설
되거나 포커스 그룹이 신설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회원국들에게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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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17 meeting in 2017. 포커스 그룹 신설

2017년 10월, 스위스 제네바 ITU 본부에서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포커스
그룹의 첫 회의가 열렸다. 우리나라는 3개의 기고서를 제출해 모두 채택하는
등 포커스 그룹 신설 전에 행한 약속을 지켰다고 본다.
이후 2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2019년 말, 그 활동을 마감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통산 ITU 관행의 경우 특정 국가가 제안한 그룹은 그
국가 전문가에게 신설된 그룹의 의장을 맡기는 게 관행이었는데, 분산원장기술
포커스 그룹의 경우 스위스 콤의 ‘데이빗 와트린’이 의장으로 임명됐다는
것이다. 사후 능동적인 대응에 부족함이 있었던가 싶다.
호수 위를 유유히 헤엄치는 오리는 평온한 듯 보이지만, 수면 아래를 들여다
보면 쉴 새 없이 다리를 움직이고 있다.
표준화를 위한 노력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철저히 준비하고,
확실하게 약속하며,
시점(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신규 기술에 대한 표준화에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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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주도 성공사례 II

피오르드에서 IoT 간사국 수임 윈윈게임
이단형
한국SW기술진흥협회 회장
ISO/IEC JTC1 Korea (전) 의장

승산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도전하자

2016년 11월 10일, 피오르드의 물이 유난히 푸르던 그날,
ISO/IEC JTC1 은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SC41(IoT
and related technologies)을 신설하고 한국을 IoT 간사국으로 결정하였
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저 깊은 피오르드의 협곡처럼 그 속을 알
수는 없었다.

노르웨이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출처: 투어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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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이름을 부를 때는 종종 뜻이 담겨 있다. IS 30141(2018) 과 IS 20924
(2021) 에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통신)를 부를 때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물, 사람, 시스템, 정보자원 및 지능형서비스를 서로 연결시키고
(identification, sensing, actuation, communication, management,
application and service), 현실세계 및 가상세계에서 정보처리와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라는 뜻이다.

신기한 IoT 기술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나보다.
IoT는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빌딩, 디지털농업, 제조업, 지능형운송,
지능형교통, 물류 및 재고관리, 도소매거래, 건강관리, 공공안전, 교육, 환경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뿐만 아니다.
IoT는 그 모습을 바꾸며 빠르게 진화하는 중이다. 진화의 역사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엣지 영역, 마트 알고리즘이 탑재된 센서와 액추에이터이고,
두 번째는 미들웨어 영역, 엣지 영역에 내장소프트웨어 및 스마트기능을 제공
한다. 세 번째는 응용소프트웨어 영역,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며, 네 번째는
네트워크 영역, 앞의 엣지, 미들웨어, 응용소프트웨어 영역들과 데이터와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연동을 한다. 다섯 번째는 비 기능 및 품질 영역이다.
이를 요약하자면 자료, 정보, 기능, 서비스의 보안성, 안전성 및 신뢰성이다.
아름다운 피오르드에 반해 노르웨이의 역사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스칸디나비아
땅에 독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니 유럽 전역에 참으로
중요한 존재랄까. 차마 한 두 줄로 요약해서 쓸 수 없을 만큼 독일의 중요성은
컸다. 그런 독일이 2011년 정부주도(과학기술 및 교육부)로 Industry 4.0과
제4차 산업혁명을 선포했다. 그 때 이미 독일은 유럽 전체 제조업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IoT 기반의 스마트공장, CPS(cyber-physical
system), 디지털트윈(digital twin)국가적 역량을 높여,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독일의 제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고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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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4.0의 방향을 조율해 나가고 있었다. 2016년 유럽연합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핀란드, 이태리, 네덜란드, 등 유럽 14 개국들이 모두
IoT 기반의 스마트공장과 Industry 4.0에 매진하고 있었다.
독일은 참 영리한 나라이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은데, 한국도 가까운 미래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고급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IoT 기반의 스마트공장과 Industry 4.0가 필요하다. 스마트시티, 디지털농업,
지능형운송, 지능형교통, 물류 및 재고관리, 건강관리, 공공안전, 교육, 환경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IoT 기반의 상품과 서비스를 세계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IoT 간사국 수임은 이를 목표로 한 한국의 계획이었다. 이전에도 2015년
ISO/IEC JTC1 베이징 총회에서 한국의 IoT 간사국 수임을 신청한 적이 있기는
했다. 당시 한국, 독일(스마트공장과 제조업 IoT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 중국(JTC1 2015 총회 개최국) 3개국이 경합했는데 과반 수 득표를
하는 나라가 없어서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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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오르드가 아름답게 하늘을 비추던 2016년의 그 어느 날, SO/IEC JTC1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총회에서는 한국과 영국이 경합하게 되었다. 위의 표는
당시 총회 개회일(2016_11_07)부터 총회 종료일( 2016_11_10: IoT 간사국
결정일) 기간 중 4 일 동안 한국의 IoT 간사국 수임을 지지하는 P-멤버 국가수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대표단원들은 각자 친분이 있는 P-멤버 국가들에 대해
한국 지지 여부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서 지지를 설득하는 시도를 했다.
18 개국의 P-멤버들이 투표를 했고 그 중 10 개국의 지지를 얻어야 했다. 한국이
얼마나 지지표를 얻었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절망적이었다. 첫 날에는 6 개국,
둘째 날에는 5 개국, 셋째 날에는 4 개국. 마치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는 것처럼
표가 한 국가씩 줄었고 한국이 IoT 간사국 수임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한국과 달리 고개를 돌려보니 영국 측의 사람들은 꽤나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허리는 곧게 세우고 있었으며 말에는 힘이 있었다. 그렇다. 이것은
‘자신감’ 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서 온 자신감일까. 영국은 일단 EU 소속
이여서 자연스럽게 유럽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과거 영연방
소속 국가들(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등)도 영국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다.
심지어 영국 대표단은 영국 정부로부터 반드시 IoT 간사국을 수임해오라는
지침을 받아서, 그 의지 또한 굉장히 강해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옆 나라 일본이나 중국에게도 딱히 지지받지 못했고
다른 나라도 딱히 한국을 지지할 이유가 없었다. 특히 중국은 1년 전인 2015
년에 한국과 IoT 간사국 수임을 하는데 경쟁관계였기 때문에 한국을 지지
해줄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아름다운 피오르드의 협곡 속으로 까만
밤이 깊게 가라앉아, 어찌 떠올라야 할지 알 수 없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즉, 얼핏 보면 승산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후, 하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약간의 오기가 생겼다. 이렇게 포기할 것인가?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 전략은 한국의 IoT 간사국
수임에 미국과 캐나다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ISO/IEC JTC1의
간사국으로 영향력이 컸다. 당시 한국의 대미 전략은 어땠을까?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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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C1 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했지만, 미국 자국의
국익 중심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에게 상당히 불편한 존재였다. 정말, 희망은 없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2014년 미국이 JTC1 산하에 Advisory
Group(JAG)을 세울 때 한국이 캐스팅보트(Casting Vote) 역할을 할 기회가
있었다. 이 때 JAG 이 JTC1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었던 한국은 미국의
JAG 신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이후 미국은 한국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약속했던 적이 있었다.
그래, 그랬었지.
그럼 캐나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이 IoT 간사국 수임을 하면 JTC1/SC41
의장직을 캐나다가 맡는 것을 제안했다. 간사국 의장의 임기는 총 3년인데
(연임 가능)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의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IoT 간사국 수임을 할 때 한국에는 JTC1/SC41 의장직을 수행할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니, 캐나다가 의장직을 맡으면 한국과
캐나다 서로에게 윈윈이었다. 그런가하면 한국이 IoT 리더십을 갖춘 전문
인력을 키워 IoT 간사국과 의장직 수행을 함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때까지
캐나다와의 협력은 꼭 필요한 것이다.

드디어 찾아온 간사국 수임 결선 투표!
ISO/IEC JTC1 에서는 간사국 수임 결선투표 전에 왜 자국의 수임이 타당
한지 후보들의 발표 기회가 있다. 그 발표를 들은 뒤 P-멤버 국가들이 수임국
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간사국 수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의 당위성 설명 후 바로 미국과 캐나다가 한국에 대한
수임지지 발언을 하게끔 상황을 조정했다. 이 전략이 유효하게 먹였고, 결국
다른 P-멤버 국가들의 미국과 캐나다를 따라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총회 종료일( 2016_11_10) 한국의 간사국 수임 당위성 발표 시에 11개국이
한국을 지지하게 되었다. 결국 어떤 국가도 반대하지 않고 한국은 만장일치로
IoT 간사국을 수임하게 되었다. 만장일치 결정 후 영국정부와 영국대표단의
강력한 항의가 수차례 있었으나, 미국은 한국과의 약속을 신사답게 이행해
주었다. 예쁜 피오르드는 달빛을 받아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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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한 물결처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미국은 IT강국으로 그 힘이 세고
영향력이 커다란 호랑이다. 호랑이가 무섭다고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 미래의
기술동향은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등하게 맞설 것은 맞서고,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활동은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 그 마음은 피오르드와 같이 크고
잔잔해야 한다.
이 아름다운 달빛 아래에서 한국의 IoT 간사국 수임을 위해 힘을 모아서
지혜롭게 노력해주신 한국 JTC1 대표단원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올린다.

속으로 다짐해본다.
‘IoT 간사국 수임을 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기. 한국을 세계 IoT 표준제정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이끌기. 그렇게 한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청년 고급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기’
이러한 생각들이 모두 이루어질 거라 믿으며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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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술 국제표준화 성공사례 I

두드리지 않는 문은
아무도 모른다
홍용근
대전대학교 교수
IETF, ITU-T 에디터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돌아가면 절대 안 된다
모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자,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퀴즈를 내도록 하겠다.
자그마한 오두막에 귀가 정말로 어두운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가 앉아계신다.
할머니는 장작불 앞에 앉아서 화르르 타오르는 불의 온기를 은은하게 느끼며
살짝 도톰한 담요를 덮고 눈을 감고 있다. 그리고 할머니가 앉아있는 자리는
대문 밖에서 거리가 꽤 멀다. 자,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에 할머니를 부르기
위해서는 몇 번 노크를 해야 할까?

이 퀴즈에 정답은 없다.
다만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아마 아주 여러 번 노크를 시도해도 할머니는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심지어 담요를 덮고 눈을 감은 채 스르르 잠들기 좋은 상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확률이 더 크다. 하지만 어쩌면 할머니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에 놓여있는 휴지를 주우려다 우연히 노크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또는
할머니가 바깥에 잠시 나오려다 나와 마주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160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실전편 Ⅱ 글로벌 표준화 실전 만나기

상황이란 무엇일까? 밤새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그래서 기진
맥진하는 것? 아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무런 시도도 해 보지 않고
할머니는 노크소리를 듣지 못하겠거니 하고 지레짐작하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그 모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 배웠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
인터넷에 대해 깊게 성찰할수록 그 어떤 무엇보다 사람 중심적인 서비스라는
것을 느낀다. 인터넷을 통해 움직이는 PC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다. 그리고 인간이 서비스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서비스
요청에 응답을 하는 것이 인터넷이다.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전형
적인 사람 중심의 end-to-end 연결 통신 서비스가 바로 인터넷이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크게 변화를 준 전환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다.
인터넷 표준기술을 개발하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라는
집단이 있다. 이들은 2010년 초부터 IoT 기술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표준화
논의를 시작했다. 원래 IETF에서는 개방형 구조(Open architecture)와 단대단
통신(End-to-End Communications)을 하려고 단말을 인터넷에 연결한다.
우리는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프로토콜 스택을 모두 갖춘 단말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다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열렸던 IETF의 여러 회의에서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다양한 모양새를 가진 단말을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써 TCP/IP
프로토콜 스택을 모두 갖춘 단말은 정답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그보다는
자원 제약적인(Resource Constrained) 단말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내세우며, IETF는 여러 워킹그룹을
많이 세우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Chapter 05 국제표준화 최강 성공스토리

161

2005년부터 IETF에서는 IEEE 802.15.4 같은 저전력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위에서 IPv6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6LoWPAN(IPv6 over
Low Power WPAN) 워킹그룹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 활동은 2014년 즈음
끝났던 것 같다101). 6LoWPAN 워킹그룹에서 고려했던 IEEE 802.15.4 기술은
시장에서 영향력을 많이 잃었고 대신 Z-Wave, BLE, DECT-ULE, MS/TP
같은 다양한 저전력 유무선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3년 11월에는
IETF 108차 회의가 열렸는데 다양한 저전력 유무선 PAN 기술 위에서
IPv6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6lo(IPv6 over Networks of Resources-constrained
Nodes) 워킹그룹이 신설되었다102).
보통 새로운 워킹그룹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표준 아이템을 많이 제안한다.
그로 인해 표준화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IETF 6lo 워킹그룹의 경우 이전
IETF 6LoWPAN 워킹그룹에서 외국의 기업, 학교, 연구소 등이 IEEE
802.15.4 이외의 다른 저전력 유무선 네트워크 위에서 IPv6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기고서를 제출하고 논의를 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신규 표준화 아이템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저전력 WPAN 기술 중에서 IETF 6lo 워킹
그룹에서 논의가 아직 되지 않았던 기술들을 찾아보았고, NFC, PLC,
WBAN 등 여러 후보 기술들이 도출되었다. 내게는 이 중에서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NFC 기술이 유난히 눈에 띄었던 것 같다. 나는 한국전자
통신연구원에서 IETF 표준화 활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오랜 인연을 이어오던
삼성전자 최진혁 박사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게 NFC 기술을 사용하여
IPv6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연구 및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NFC 기술은 원래 카드 결제 이외에 데이터 패킷 통신용으로도 개발되었지만,
그전까지는 NFC 기술은 주로 카드 결제로만 사용되었다. 삼성전자 전문가와
함께 동의대학교, 경북대학교 교수님들과 함께 NFC 기술을 통해 IPv6
패킷을 전송하는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개발한 기술을
IETF 6lo 워킹그룹에서 어떻게 신규 표준화 아이템으로 제안을 할 것인가는
고민이 많았다.

101) https://datatracker.ietf.org/wg/6lowpan/about/
102) https://datatracker.ietf.org/wg/6lo/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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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게는 인터넷 단말의 이동성 기술을 개발하는 IETF NETEXT 워킹
그룹에서 관련 연구를 주도적으로 해 놓고도 결과적으로는 워킹그룹 문서의
1저자, 2저자 자리를 다른 국가의 전문가에게 빼앗겼던 뼈아픈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전략적으로
표준화에 접근했다. 아마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뭐든지 했던 것 같다.
당시 6lo 워킹그룹의 의장이었던 Ulrich Herberg을 포함하여 IETF 6lo
워킹그룹 의장 및 IETF 6LoWPAN 워킹그룹의 주요 전문가 같은 빅 보이스
(회의장에서 내는 의견이 중요하고 크게 작용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에게
관련 기고서를 내기 전 NFC 위에서 IPv6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작업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
우선 Ulrich Herberg는 새로 신설된 워킹그룹 의장인 만큼 새로운 표준화
아이템 제안 작업에 우호적이었고, 다른 전문가들도 몇 가지의 사항만 보완
한다면 괜찮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IETF 6lo 워킹그룹에서는
한국에 우호적인 세력을 많이 확보했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치고 2014년 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IETF 90차
회의에 ‘IPv6 over NFC’기고서로 제출하였고 발표와 논의를 시작했다103).
‘IPv6 over NFC’ 기고 작업은 이미 IETF 6lo 워킹그룹 의장과 내부적으로
협의를 끝낸 상태였다.
IETF 6LoWPAN 워킹그룹 및 6lo 워킹그룹의 빅 보이스와도 이미 의견을
조율한 상태였기 때문에 2015년 3월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IETF 92차 회의
에서 IETF 6lo 워킹그룹의 문서로 채택되는 성과를 올렸다104).
IETF에서는 많은 개인 기고서(Individual Draft)로 신규 표준화 아이템을
제안한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워킹그룹의 워킹그룹 문서 및 국제표준(RFC)
까지 채택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103) https://datatracker.ietf.org/doc/draft-hong-6lo-ipv6-over-nfc/00/
104) https://datatracker.ietf.org/doc/draft-ietf-6lo-nfc/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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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NFC 기술위에서 IPv6 패킷 전송 연구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나
대학교를 위주로 진행했더라면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마도
IETF 6lo 워킹그룹에서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 특히 NFC, BLE 등을 탑재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자로 성장한 삼성전자 전문가가 본 연구에 같이 합류
하였기에 IETF 6lo 워킹그룹에서 지지를 쉽게 얻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IETF 6lo 워킹그룹에 새로운 표준화 아이템을 제안하기 전에 그룹의
의장 또는 빅 보이스와 미리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세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들 덕분에 비교적
손쉽게 워킹그룹 문서로 채택될 수 있었던 것 같다.
가만히, 그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 국제표준화
과정에 있어서 가만히 앉아서 결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무엇
이든 두드리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열리기 때문이다. 물론 잘못된 이방향으로
두드리면 문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안 열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문을 두드리면 좋은 결과는
반드시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국제표준화 활동을 시작하길 적극 추천한다.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실전편 Ⅱ 글로벌 표준화 실전 만나기

164

우리기술 국제표준화 성공사례 II

중소기업 국제표준화 활동,
시장 경쟁력 향상의 필수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교수
ITU-T SG17 국제의장

실시간 긴밀히 대응하는 순발력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했고
결과는 신규 표준과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네트워크 보안 기업이 일본 진출 시 가장 먼저 들은 말이
“해당 제품이 어떤 국제표준에 근거해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냐?”는 질문
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독자 기술을 표준에 반영하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국제표준은
해당 기업의 제품 이용자에게 신뢰를 주고, 제품 경쟁력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ITU-T 등 국제표준화 기구를 포함해 사실 표준화 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국제표준 마에스트로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마에스트로 사업에는 기업이나 대학의 국제표준 신생 전문가를 지도해 국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멘토링 과제가 있다.
2019년 말, 글로벌 통신 칩 제조업체의 국내 임원으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상생협력하고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인 맥데이타라는 회사가
보유한 보안 기술을 국제표준화로 추진해 보자는 제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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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데이타는 5G 등의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 성능 진단 및 성능 지표의
시각화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에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IoT 장치의
종단 간(end to end service) 보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회의가 강남 글로벌 기업 사무실에서 열렸다.
글로벌 회사 기술진과 맥데이타 기술진, 그리고 나를 포함해 10여명의 참가자
들이 참석했다. 서로 상견례 하는 자리였다.
기업과 국제표준 전문가 간의 국제표준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해당 기업이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만한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해당 기업과 기업
전문가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기업 전문가와 국제표준 전문가 간의 신뢰이다.
나의 경우, 글로벌 칩 메이커가 연결고리로써 신뢰를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첫 회의 후, 해당 기업은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사업에서 지원하는 멘토링의
협력 틀 아래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과정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담당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또한 국제표준 전문가, 기업 전문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담당자
간의 신뢰 조성은 협력을 성공으로 이끄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그로부터 9개월 동안, 맥데이타 연구실과 여러 차례 원격 비대면 회의를 진행
했다. 이를 통해 무엇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할 것인지, 어느 국제표준화 그룹에
기고서를 제출할 것인지, 기고서 제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

철저한 준비를 마친 2020년 8월,
ITU-T SG17 국제회의에 기고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최종적으로 표준 제목에
서부터 표준 범위, 표준의 구조와 내용을 가다듬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
전문가가 가능하면 모든 문서 작업을 수행하는 게 좋다. 그래야 다음 표준화
추진 시,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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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원격으로 진행된 SG17 회의에서 5G 보안에 대한
신규 표준과제를 제안하는 기고서가 제안되었고, 산하 연구 과제6에서 제안이
발표되었다.
기고서가 발표된 후, 많은 의견들과 제안이 제시 되었다.
원격 회의인 만큼 대응은 쉽지 않았다. 나와 기업 전문가는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에 긴밀히 대응했다.
결과는 성공적인 방어로 신규 표준과제가 채택되었다.
신규 표준과제로 채택된 ‘5G 사설망에서 URLLC(초저지연 통신) 지원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은 국내외 통신사업자 등이 5G 사설망 기반 스마트
공장, 스마트 빌딩 등의 B2B 서비스를 상용화 시, 5G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한 고장진단 및 침입 대응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이다.
신규 표준과제로 채택되고 1년이 지난 지금, 2021년 8월 연구반 회의를 준비
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개발 중인 국제표준을 2022년 3월에 사전 채택하고
2022년 8월에 최종 채택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거둔 이번 신규
표준과제 채택 성과는 그 의미와 기대가 크다. 맥데이타와 같은 국내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이 마에스트로 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으로 반영될 기회를
제공 받아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 및 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신뢰 확보, 철저한 준비, 긴밀한 대처를 통해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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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 소요된 표준 개발
이철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ITU-T SG12 Q19 라포처

실패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최종 채택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04년, 일본의 도쿄에서 VQEG105)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화질 평가 기술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전 화질 평가 방식은 복호화106) 된 비디오 신호를 입력으로 사용 하고
있었는데, 당시 비디오 화질 평가 방식은 세 가지로 분류되어 표준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첫 번째가 원동영상과 복호화 된 수신 동영상을 사용하는
전기준법(full reference), 두 번째는 원동영상에서 추출한 특징과 복호화
된 수신 동영상을 사용하는 감소기준법(reduced reference), 그리고 마지막
으로 수신 동영상만 사용하는 무기준법(no reference)이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방대한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고, 특히
산업체에서 가장 원하는 방식인 무기준법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다.
디지털 방송 및 멀티미디어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동영상은
부호화(Encoding)107) 과정을 거쳐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105) Video Quality Experts Group
106) 부호화된 8비트의 펄스(디지털 신호)를 수신측에서 원래의 PAM 펄스(아날로그 신호)로 되돌리는 조작
107) PCM 통신 방식에서 압축을 받아 양자화 스텝으로 판독된 아날로그 신호를 몇개의 단위 펄스의 유･무선 조합으로
된 신호, 곧 디지털 부호로 변환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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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수신측 또는 모니터링 지점에서 부호화된 비트스트림108) 데이터를 이용
하여 화질을 추정하면 코덱 정보, 압축률, 전송 에러 발생 여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화질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하여 수신 동영상과 비트스트림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109)
방식의 화질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VQEG 회의에서 승인되었고,
VQEG Hybrid Project가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ITU 화질 평가 방법은 공개경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전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이브리드 방식의 표준 제정에는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았다.
처음 수년간은 1년에 2회, VQEG 회의에서 표준 개발을 진행하였다. 그러다
후반부에는 진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1~2주마다 전화 회의를 통해 진행했다.
여러 연구소들이 참여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이브리드 표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당시 나의 연구실에서는 화질 관련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는
하이브리드 방식 표준 개발 중에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방식의 ITU
표준 개발 경쟁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 개발 모델에서 추출된 특징의 선형 합으로 화질 지수를 계산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실제 검증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특징 값이 도출되었다. 이는
일부 비디오에 대하여 매우 큰 오차를 발생 시켰고, 그 결과 나의 연구실에서
개발한 모델이 표준에 포함되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실패 속에서 성공을 찾는다고 했던가.
나는 이 실패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모든 특징 값에 로그(log)함수를 적용하면 인간의 인지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108) Bit Stream. 데이터 통신 회로를 통하여 연속적으로 전송되는 일련의 비트열로 데이터 스트림의 단위
109) 두 개 이상의 요소를 결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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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특징 값은 큰 범위의 값을 갖게 되고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최종 추정치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특징 값에 로그함수를 취하면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실패에서 얻은 이 발견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에서는 모든 특징에 우선적으로
로그함수를 적용하여 모델을 개발하였다.
하이브리드 방식에는 총 6개의 형식이 있었다. 나의 연구실에서는 모든 형식의
화질 모델을 개발하여 경쟁에 참여하였다. 하이브리드 방식 화질 추정 기술은
코덱110), 전송 방식 등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한 새로운 방식이었기에
기술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는 8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014년 7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VQEG 회의.
하이브리드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소들이 개발한 기술의 성능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표준에 포함될 최종 모델에 대한 논의 후,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나의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은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여 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다.
2014년 9월, ITU-T SG9 회의에 나의 연구실에서 개발한 모든 하이브리드기술
(YHyNR, YHyNRe, YHyRR56k, YHyRR128k, YHyRR256k, YHyRR56ke,
YHyRR128ke, YHyRR256ke, YHyFR, YHyFRe)을 ITU 표준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는 기고문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SG9 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한 모든 방식의 기술이 J.343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8년여 간의 노력이 기대 이상의 결과로 열매 맺는 순간이었다.
그간의 실패와 어려움들이 환희로 바뀌었다. 이 결과는 나의 ITU 활동 중 가장
빛나는 성과로 기억된다.
110) Codec. 음성 또는 영상의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는 코더와 그 반대로 변환시켜 주는 디코더의 기능을 함께
갖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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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으로서 회의진행 성공사례 Ⅰ

포용하고 설득하며 이룬 표준화
김태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ITU-T SG9 WP2 의장

첫 참석자는 표준화의 문턱을 높게 느낀다
이들을 포용하는 것도 의장단의 역할임을 잊지 말자

표준화 진행의 원칙은 국가 멤버111)나 섹터 멤버112)들이 기고서를 제안할
때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글로벌 표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러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단체는 표준화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좀 더 폭
넓은 시선과 포용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선, 글로벌 표준화 진행 절차를 잠깐 얘기하자면, 먼저 활동하는 회기
년도의 국가 멤버나 섹터 멤버들의 기고서 중에서 신규과제 승인 여부를 논의를
한다. 이후 과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신규과제 승인이 이루어지고,
에디터를 선임한 뒤 과제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내가 의장으로 있는 ITU-T SG9 WP2의 J.1210 표준화는 2018년 12월에 공식
적인 기고서를 제출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첫 논의는 2018년
8월 WP(Working Party) 회의에 신규 기고서를 제출하며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11) 정부 연구단체가 꾸린 멤버
112) 국가 대표단에 참여하지 않고 기업이 따로 참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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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규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을
돕는 것도 그 중 한가지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글로벌 표준화 활동이 누구
에게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있고 발언의 무게가 동일하지만, 혹시
규모가 작은 곳이 불리함을 당하는 건 않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J.1210을 신규과제로 제안하고자 하는 곳은 중국의 중소기업이었다. 그들은
대표적인 지역 표준화 기구 중 하나인 ETSI113)에서 표준화를 진행했던 경험을
발판 삼아, 빨리 표준화를 진행하고 싶어 했다. 따라서 해당 신규과제에 대한
논의를 WP 회의에서 시작하였다.
하지만 진행 상황은 제안한 그들의 생각과 달랐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같은 나라인 중국의 대기업 Huawei(화웨이)에서
그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고, 기술의 서비스 범위에 대해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일어났다. 결국은 섹터 멤버로 참석한 화웨이 위원의 반대로 신규과제
채택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다.
해당되는 Question을 담당하고 있는 라포처(Rapporteur)의 입장에서는
의견 조율이라는 과제가 생겨버렸다. 2달 후에 개최될 Question 임시회의
(interim meeting)까지 조율할 수 있도록 제안한 측에 ‘신규과제의 자료를
수정한 후 반대하는 측과 국내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조율을 하고 결과를
리포팅 하라’고 요구 하였다.
그런데, 1달이 지난 후에도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신규과제를 제안한
멤버는 이에 대한 고충을 담은 이메일을 나에게 보내왔으며, 아무래도 중소
기업이 대기업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쉽지 않아 보였다. 그리하여 나는
당사자들 간의 대화로는 결코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결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중국의 수석대표(HoD: Head of Delegation)
에게 조정자 역할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처럼 양측이 심한 갈등을 겪을
때에는 중심에 서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조정자를 세우고 나서야,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 양쪽의 입장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비록
처음에 정한 기간을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2018년 12월 본 회의 때에는 갈등
하던 양측이 합의한 기고서가 제출될 수 있었다.

113)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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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하면 신규과제를 제안한 멤버는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섹터 멤버로
신규 가입을 하여 화웨이의 섹터 멤버와 동등한 입장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섹터 멤버가 아닌 회원을 무조건 지지하기 어려웠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국제표준화 기구는 모든 멤버들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처음 회의에
참석하는 멤버에게는 여전히 기고서를 제안하고 신규과제를 승인받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다.
내가 만약에 기존 멤버들의 의견만 받아들이고 신규로 참석한 멤버의 의견을
무시하였다면 그들은 자신의 기술을 국제표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또한 멤버들 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멤버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표준화는 어려웠을 것이다.
표준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견 충돌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고 갈등을 해소할 것인지, 그 과정이 매우 중요
하다. 특히 처음 참석하는 멤버들에게는 표준화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게 느껴질
것이다. 이들을 포용하는 것도 의장단의 역할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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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으로서 회의진행 성공사례 Ⅱ

첫걸음부터
‘사전 공작’ 요원이 되다
이황재
㈜ 싱크테크노 전문위원
ITU-R SG7 부의장 / (전) APG Drafting Group 의장

국제표준화 활동을 혼자 힘으로 하는 건 쉽지 않다
마치 국제 정치나 외교전과 비슷해 ‘총성 없는 전쟁’같기 때문이다

첫걸음이란, 목적지를 향해 처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을 말한다. 또한 어떤
일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시도한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이처럼 ‘첫걸음’이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첫걸음을
내딛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첫걸음을 떼려면, 상황에 따라 정도는 다르다 하더라도 당사자
에겐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여러 국제표준화 기구와 단체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역시 그
첫걸음, 첫 경험은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국제무대에서 나름의 역할로 첫걸음을 떼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첫걸음을 떼던 때의 긴장과 흥분이란
감정은 모두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
내가 ‘의장’이라는 직책으로 첫걸음을 뗀 것은 APT114)의 APG115)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였다.
114) 아시아 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보통신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기구. Asia Pacific
Telecommunity
115) ‘APT Conference Preparatory Group for WRC‘의 약자로 'WRC 아태지역 준비 그룹'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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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G는 ITU116)와 관련이 있는 아태지역 회의체다.
ITU의 전파통신 부문(ITU-R)은 새로운 전파통신 서비스의 도입과 관련
주파수의 분배 및 기술 표준을 결정하고,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의
개정을 목적으로 약 4년에 한 번씩 WRC117)를 연다.
4주 동안 열리는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ITU의 회원국들은
여섯 개의 지역 기구를 통해 차기 WRC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 사전에 각
지역기구 회원국의 의견을 모으게 된다.
APG는 아태지역 국가들이 WRC 의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라고
보면 된다.
내가 해야 할 역할은 여러 개의 WRC 의제 중 하나에 대해 APG 회의에서
아태지역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었다. 수렴된 의견은 아태지역 국가
들의 공동입장으로 WRC에 제출되며, WRC에서 전파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도입과 관련 규정의 개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여기서 어떤 의제들은
각 국가의 기술 주도권과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따져 국가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생기기도 한다.
어쨌든 그 가치의 크고 적음을 떠나 의제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의제마다 지역기구 내 국가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나갈 것인가가 의장으로서 가장 큰 책무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의장이 나서서 회의를 주도하고 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나 역시도 차출되다시피 해서 의장으로 나서는
모양새가 되었다.
난생처음 해보는, 그야말로 첫걸음을 떼는 입문자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한 것이 참 난처하고 심란했던 기억이다.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이제는 맡은 역할을 잘 해내는 길밖엔 없으니 그야말로
용기와 지혜라는 덕목이 필요하였다. 다행히 주변에 내가 맡은 의제 관련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전문가가 있어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116)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117) 세계전파통신회의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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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G 회의를 앞두고 여러 나라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회의
진행이나 의견 수렴 방향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의 도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초보 의장’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다양한 상황을 예측해 보며 철저히 회의를 준비했다.
그렇게 맞이한 첫 회의에서 각국이 제안한 의견을 청취하고 각 의견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하다 보니 어느덧 회의는 끝이 났다. 그런데, 회의를 무사히
마쳤음에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더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이었다.
용기를 내어 시작은 하였고, 이젠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할 지혜는 ‘빅 마우스’를 찾아 포섭하자는 것이었다.
회의에서 논의를 주도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빅 마우스’를 찾아야 했다. 그래서 오늘 회의
결과를 반영하고 다음 회의의 의견수렴에 필요한 논의자료로 작성한 내용에
대해 그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찾은 ‘빅 마우스’는 당연히 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였고, 자기
에게 의견을 구하는 일을 자신의 명예와 자긍심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기는
분이었다. 게다가 해당 의제에 대해 우리나라 입장에 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사전 공작을 통해 다음 회의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회의 기간 동안
공식적인 회의와 더불어 적절한 비공식 접촉을 통해 ‘빅 마우스’를 포섭(?)
함으로써 회의는 순탄하게 마무리되었다.
의장으로서 여러 국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에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으니 결과적으로 순조로운 첫걸음이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단의 일원으로서도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을 결과에
포함해 놓았으니 그 또한 나름대로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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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다. 하지만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입문자로서는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간이었고, 경험이었으며 도전
이었으니, 나름 용기와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국제표준화 활동의 무대에서 혼자의 힘으로 성과를 끌어내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표준화 무대 역시, 국제 정치나 외교전과 비슷해 ‘총성 없는
전쟁’으로 비견되기도 한다. 적이 아군이 되고 아군이 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곧잘 벌어진다.
같은 의견을 가진 우군과 그렇지 않은 적군들 사이에서 협상과 조정을 하면서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하는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전문가, 그리고 입문자들.
그들과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비록 작고 소소한 이야기지만 기억을
되살려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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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으로서 회의진행 성공사례 Ⅲ

기술문서(TP)의 활용이
만들어낸 열매
김태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ITU-T SG9 WP2 의장

TP 작업을 하며 의견 충돌을 좁혀갔다
양 진영의 대립을 중재했던 경험은 또 한 번 나를 성장시켰다

이 이야기의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표준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는 것 중
하나가 기술적 검토 내용을 포함하는 TP(Technical Paper)라는 것이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표준화는 일반적으로 Recommendation, 즉 권고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고를 잘 만들기 위해 TP를 활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나는 ‘케이블망의 IP 비디오 방송 서비스 관련 표준’인 J.1210
시리즈 표준화 라포처를 맡았다.

그런데, 당시 약간의 논쟁이 발생했다.
다름 아닌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진영과 추진에 소극적이거나 반대
하는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을 하게 된 것이다. 신규과제 요청 기고서를 리뷰
할 때부터 시작된 양측의 팽팽한 긴장감은 신규과제가 채택된 후에도, 그리고
표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첨예한 상황이 이어졌고, 그에 따라
표준화 속도도 매우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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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양 진영에 속한 업체들 간의 보이지 않는 대결 구도까지 생겨나 라포처인
나는 이대로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변화를 줘야
하는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하여 나는 J.1210의 에디터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멤버들을 포함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미팅을 제안 하였다. 모여서 얘기를 나눠보니, 표준화
추진을 반대하는 진영의 얘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데, ‘표준 추진 과정에
담긴 경제성과 기술성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다. 즉, 현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라포처의 입장에서, 그 내용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었다. 따라서 약간의 고민 끝에 나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는데,
기존의 Recommendation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담은
‘TP를 추진하면 어떻겠냐’고 모두에게 물었다. 다행히도 표준화를 추진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 모두가 나의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TP를 만들자는 의견에는 합의를 하였지만, 어떤 목적의 TP를 만들고,
TP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하였다. 기존에 갈등을 겪고 있던 양 진영이 과연 TP를 위해서는 마음을 맞출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 상태로 진행되었는데... 웬걸? 진행상황은 예상외로
순조로웠다! 의견이 충돌되었던 경제적인 면과 기술구현의 복잡성이라는 부분에
대해 TP를 만들며 양측은 마음을 좁혀갔으며, 결국 기술을 분석하는 TP를
완성하였다.
이후의 표준화 진행은 탄력을 받았으며, 에디터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Recommendation을 위한 work item 추진뿐만 아니라 TP를 위한 추가
work item이 생겨서 비록 해야 할 일의 양은 늘었지만, 대신 반대하는 진영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TP의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니 논쟁거리를 기술
적인 분석으로 해결하는 뿌듯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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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이슈에 대한 진영 간의 대립은 논의를 활발하게 만들고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여 해결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양 진영이 속한
섹터 멤버간의 대립이 극단적으로 대치가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 혹시 발생하더라도 빠른 시간에 해결하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TP를 만들어가며 양 진영의 대립을 중재했던 경험은 또 한 번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대립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는 그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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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으로서 회의진행 성공사례 Ⅳ

완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공적 표준화 마무리
박기식
인본정책연구원 원장
(전) ITU Study Group3 의장

국가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인류의 공존이나 복지도 담는 국제표준화 회의가 되길 바란다

요즈음 코로나19 백신의 확보와 접종률을 두고 전 세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몇몇 부강한 선진국들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독점적 확보와는 달리
가난한 개도국들의 열악한 백신 확보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참 씁쓸하다.
하나의 지구촌이니, 인류 복지니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상 자국의 이익과
손해를 눈앞에 두고는 인류애나 지구촌 공생 따위는 안중에 없는 듯한 행보를
보인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로 연결되어가는 지구촌 국가들 간에 서로 따뜻한
배려와 상생을 실천하는 것. 어쩐지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같아 마음
한구석에 종종 섭섭함이 스쳐가곤 한다.
나는 국제표준화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아쉬움을 느끼는 상황을 종종 경험
하곤 했다. 하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밝고 나은 지구촌의 미래를 일구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늘 고민
하고,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한다.
내가 의장으로서 직접 주재하며 경험한 ITU-T 제3연구반에서의 표준화 추진
사례를 하나 소개하려 한다. 그 기억은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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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WTSA118)회의.
여기서 최종 승인된 ‘ITU-T D.156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ies)
권고’는 내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ITU-T 제3연구반(SG3)의 의장으로
활동하며 약 8년간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승인된 가장 어렵고도 힘들었던
권고였기에 지금도 쉬이 잊혀 지지가 않는다.
당시 SG3가 담당했던 표준화 분야는 ‘국제전기통신요금 정산에 필요한 회계
및 협상에 관한 원칙’에 대한 것이었다.
ITU는 신속한 표준화 추진을 위하여 대부분 기술적 표준화 대상에 대해서는
소위 ‘신속 승인 절차(AAP119))’를 오래 전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책적이거나
규제적 성격의 표준화 대상에 대해서는 훨씬 까다로운 기존의 ‘전통적 표준화
승인 절차(TAP120))’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D.156 권고안에 관한 작업은 2005년 중반부터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기고를
통하여 SG3 WP2에서 논의되기 시작해 2006년 말까지 권고 초안이 실질적
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2007년, 3차 회의를 거치는 동안에도 미국, 영국 등 소수의 선진국
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표출했고, 권고안 승인
절차는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권고 초안의 내용상 보완이나 수정에 관한 의견 보다는 완고한 반대로만 일관
하는 일부 국가들의 주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나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참석자
들을 깊은 실망과 회의감에 빠지게 했다.
당시 전기통신망에 있어서 네트워크 외부효과성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미
널리 인지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발생하는 프리미엄을 국가 간,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조화롭게 배분
하자는 권고안에 대한 합의가 국가별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막무가내로
좌절되고 있었던 것이다.

118)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4년마다 ITU가 개최하는 ITU 표준화부문 총회
119) Alternate Approval Process
120) Traditional Approv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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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08년이 시작 되었다. 10월이 되면 4년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
ITU 규전에 따라 세계전기통신표준회의(WTSA)가 열릴 것이다.
그전에 SG3는 두 번의 회의를 남겨 놓고 있었다. 하지만, 관례상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는 4년 회기 동안의 활동에 대한 주요 사항 요약 및 차기 회기에
관한 계획 보고서를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나는, 적어도 80% 이상의 국가들이 간절히 희망할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권고안으로써 적절성을 부인할 수 없는 D.156 권고 초안을 당 회기
중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ITU 표준화 원칙은, 새롭게 4년의 회기가 시작되면 지난 회기에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일괄 폐기되고, 새로운 회기에 다시 기고서와 제안들을
받아서 첫 단계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다.
약 4년간 각국 대표들 수백여 명이 노력해 완성한 권고 초안이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될 안타까운 상황에 나는 물론이고, 많은 참석자들도 의기소침해
있었다. 회의장 분위기는 몹시 침울하고 어두웠다.
이윽고 2008년도 SG3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다. 나는 의장으로서 개회
세션에서 회기 동안의 주요한 사항들과 WTSA-2008을 위한 보고서 준비에
관해 언급했다. 더불어 동 회기동안 주요한 이슈 중 하나였던, D.156 권고
안에 대해 전체회의(Plenary meeting)를 통해 직접 챙겨 그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던 몇몇 선진국들은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새로운 기대감을 갖는 눈치였다.
의장으로서 의무감을 넘어 무엇보다 향후 범세계적 정보통신의 조화로운
발전과 인류의 총체적 복지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D.156 권고안이었다. 나는 꼭 승인 받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전문 지식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던 SG3 간사(Dr. Richard Hill)와의
지속적인 토론과 ITU 법률자문단(Legal Office)의 자문 등을 받으면서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실전편 Ⅱ 글로벌 표준화 실전 만나기

184

나름대로 승인을 위한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WTSA-2008을 앞둔 마지막 회의에서까지도 일부 국가들의 반대는
완고하기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나는 그간 신중히 고려해 왔던
최후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회기 마지막 회의.
전체 개회세션(Opening Plenary)에서 의장으로서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였다.

“D.156 권고안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켜 보아온 바와 같이
대다수의 국가들이 승인을 원하지만,
몇몇 국가의 완고한 반대로 지금까지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장으로서 승인을 원하는 국가들의 기대와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국가들의 입장 모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4년 회기동안 진행한
D.516 권고안 마련을 위해 애쓴 많은 전문가들의
열정과 노력 또한 잘 알고 있죠.
저는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SG3 의장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D.156 권고안 승인 건을 본 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다가오는 WTSA-2008에 부의코자 합니다.”
라는 요지의 설명과 함께 의장으로서 바로 의사결정을 위한 안건 상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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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압도적 찬성으로 본 D.516 권고안 승인 건은 WTSA-2008 회의에 상정키로
마침내 결정 되었다.
ITU의 표준화 절차에 의하면 연구반(SG) 수준에서는 권고안 승인을 원칙적
으로 합의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었으나, WTSA에서는 필요 시 권고안
승인 여부를 투표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기 위해 권고안을 WTSA에 상정한 것이다.
2008년 10월, 드디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WTSA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SG3에서 상정시킨 D.156 권고안 승인에 관한 안건이 오후
세션에 상정되었다.
예상했던 바대로, 지속적인 몇몇 국가들의 반대의견과 승인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여러 개도국들의 찬성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었다.
논의가 계속됨에 따라 점점 더 감정적이고 거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해당 권고안을 상정한 SG3의 의장으로서 참석해 있던 나에게도 여러 차례의
질의와 회의에서 일어났던 상황에 대한 설명 요청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흥분한 영국 대표(Mr. Vince Affleck)가 마침내 제안을 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 같으니, 이러지 말고 투표에 회부합시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회의장 내에 투표함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각국 대표들에게 투표용지가 배부되기 시작했다.
저녁을 훌쩍 넘어 밤이 깊어갈 즈음,
ITU 사무총장이 투표가 가져올 문제들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피력하면서
영국 대표에게 투표 제안을 취소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다121).
어느 정도 흥분을 가라앉힌 영국 대표는 결국 어렵사리 투표 제안을 철회하였다.
대신 WTSA-2008 의장의 제안으로 D.156 권고안을 승인하되, 반대하는
국가들은 권고안의 각주에 반대의사(Reservation) 표명 국가명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본 건은 일단락되었다.

121) ITU 규정상 투표 철회는 투표를 제안한 국가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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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3 회의에서 반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의 국가들이 반대의사 표명
국가로 기재되긴 했지만, 결국 이렇게 D.516 권고안은 WTSA에서 승인을
얻어 19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ITU의 권고로 등재 되었다.
D.516 권고안이 승인되고, 반대의사(Reservation)를 표명했던 국가들은 현재
대부분 반대의사(Reservation)를 철회한 상태이다.
ITU에서 16년간의 의장활동을 돌이켜보면,
새롭게 제안된 어떠한 표준화 대상에 관해 복잡한 논의의 과정을 거친 후,
그러한 논의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회원 국가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 최종 권고까지 성공적 마무리를 하는 것이 쉬웠던 경우는 거의 없
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각 국가들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 복지 등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표준화 이슈일수록 어려움은 더욱 컸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초안 합의를 걸쳐 이를 최종 권고로 승인하기
까지 더 많은 열정과 인내, 그리고 지혜가 요구되곤 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인류 공존이나 복지보다 자국의
안전과 국민 보호를 최우선시 하듯, 국제표준화에서도 자국의 이해가 걸린
중요 이슈에 관해서는 이러한 양상을 종종 보이곤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에 당당히 진입한 만큼, 우리나라 표준화
전문가들도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존이나 복지 등에도 항상 균형을 잃지 않고 인내와 지혜를 보여주길
바란다. 그리하여 국제표준화 전문가로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의 미래 표준화
주역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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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활동 성공사례 I

콘텐츠가 참신하면 생기는 일
이일규
공주대학교 교수
ITU-R SG1 부의장

우리나라 주도로 신규 연구과제가 승인되었다
그 과정을 이끈 것은 바로 참신함이었다

성공한 유명 인물들의 작업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돋보이는
직업군이 에디슨, 라이트 형제 같은 발명가이다. 라이트 형제를 예로 들면
하늘에서 나는 새처럼 사람도 하늘을 훨훨 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참신한
아이디어가 엔진을 몸의 기관처럼 만들고, 파일럿은 심장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비행기’를 탄생시킨 것이다.

참신한 콘텐츠의 힘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
표준화에서도 참신한 콘텐츠의 위대함을 느끼게 했던 일화가 떠오른다.
국제 전기 통신 연합 – 전파 통신 부문 전파관리 연구반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Radiocommunications Study Group1:
ITU-R SG1)회의, 이름도 참 길다. 아무튼 이 회의는 전파공학 기술(Working
Party 1A; WP1A)과 전파관리제도 및 경제전략(Working Party 1B; WP1B)
그리고 전파감시 및 측정(Working Party 1C; WP1C)을 다룬다. 회의를 통해
ITU-R 권고/보고서/핸드북/연구과제에 대해 제정 및 개정 연구를 수행한다.
2019년 5월 28일~6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R SG1 회의는
ITU 회원국 50여 개 국가에서 총 256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그 중 한국에서는
국가 대표 16명이 참가했다. 당시 나는 우리나라의 WP1B 소그룹(Dra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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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DG) 의장 활동을 수행하며 제안했던 신규 연구과제(QUESTION)가
채택되고 승인을 얻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자리였는데 무엇이 원동력이 되었던 걸까?
WP1B 회의는 2개의 하위그룹(Sub-Group)을 구성하면서 WRC-19 의제
관련 이슈 및 신규연구과제 이슈를 다룬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를 하던 도중에
신규연구과제 이슈를 다루는 소그룹 의장을 내가 맡기로 결정 되었다. 그때
우리나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스펙트럼 수요와
공급의 새로운 균형 방법 관련 신규 연구과제 초안을 제안한 상태였다. 이
신규 연구과제 초안 제안은 SG1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제시한 상황
이었는데 이는 전파관리 관련 ITU-R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과 위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당시 나는
기고서 내용 검토, 관심 국가들의 의견 반영, 내용 업데이트 진행을 위한 소그룹
회의 주재를 맡았는데 심적으로 부담이 큰일은 아니었다.

첫 번째 회의
첫 번째 회의에는 스펙트럼 관리를 주관하는 많은 국가 대표들이 참석했다.
다행히도 다들 우리나라가 제안한 새로운 스펙트럼 관리 방법론 연구 필요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의 의견을 반영
했고 연구과제 내용을 데이터 기반 관리(data-driven management) 및
스펙트럼 가용성(spectrum availability)을 키워드로 초점을 맞추었다.

두 번째 회의
두 번째 회의에서는 연구과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했다. 신규연구 과제
제목을 스펙트럼 가용성 평가 혹은 예측 방법(Methodologies for assessing
or predicting spectrum availability)으로 수정했다. 연구 주요 내용은 우리
나라 제안내용을 약간 업데이트하는 것이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스펙트럼의
가용성을 평가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평가, 또는 예측
방법 및 스펙트럼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인 접근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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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긍정의
피드백을 주자 마음속에 자긍심이 느껴졌다. 또 사람들이 던진 기술적인 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때 회의 참가자들에게 내용의 이해도를
높여준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담당자들에게 고마웠다. 완벽하지 않은 영어
실력이지만 천천히, 그리고 정확히 표현하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내용을
업데이트 하니 어느 새 수정 초안이 완성되었다.

이제 많은 외국인들 앞 의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했다. 긴장되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영어 표현이나 질문 내용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용이해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에 의장
수행 경험이 있어서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편안했고 여유를 느꼈다.
그래서 크나큰 실수 없이 회의를 잘 주재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17년 6월 SG1 회의에서 ‘스펙트럼 효율 및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연구
과제(QUESTION ITU-R 240/1)가 제정된 이후 스펙트럼 효율 및 경제적
가치의 평가에 대한 작업문서 개발이 진행되었다. 당시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회의 초반에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
연구과제 내용의 차별성에 대해 매우 신중한, 약간은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국내 LTE(Logn-Term Evolution) 트래픽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LTE 주파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평가와 연관 지어 기계학습 기반 방법을
적용한 주파수 사용률 예측 결과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IEEE 논문에
게재 된 증빙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스펙트럼 가용성 예측 방법에 대한 기술적
참신성을 인정받았고 결과적으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소그룹 회의에서 수정된 초안은 WP1B 회의에서 먼저 채택이 되었다. 그리고
SG1 회의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이 채택되었다.
2019년 6월 ITU-R SG1 회의에서 신규연구과제로 채택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가들의 의견까지 수렴하기
위해서 약 두 달간의 회람이 진행되었다. 회람 결과, 드디어 8월! SG1 신규
연구과제(ITU-R Question ITU-R 241/1 Methodologies for evaluation
or prediction of spectrum availability)로 최종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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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SG1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진행된 신규연구 과제가 채택 및
승인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참신함이다.
참신한 콘텐츠! 이것은 결국에는 전파관리 관련 신기술 개발을 수행한 우리
나라의 준비된 우수한 연구 내용 및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국제표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기술 및 방법론과 함께 관련된
콘텐츠의 참신함, 객관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인식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각별하게 성취감과 자부심을 갖는 기회이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표준화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파관리분야 기술,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ITU-R
SG1 국제 표준에 더 반영되었다. 이렇게 전파관리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선두그룹으로 더 도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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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활동 성공사례 II

함께하여 시너지를 일으킨
나의 첫 활동
김태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ITU-T SG9 WP2 의장

문서, 회의록을 정확하게 모니터링 했고, 내가 먼저 제안했다
이렇게 나의 첫 활동이 시작되었다

표준화를 처음 접하거나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준화 진행의 모든 것들이
낯설고 어렵기 마련일 것이다.
내가 처음 ITU-T 표준화 활동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마에
스트로가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어서 기고서 작성과 표준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멘토링을 받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글로벌 표준화 기구에서 라포처는 기고서를 제안한 사람과 과제를 잘 진행할
사람을 에디터로 선임하고, 경우에 따라 공동에디터를 선임할 수도 있다.
에디터에 선발되고 싶다면, 라포처에게 내가 해당 과제를 주도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처음 에디터에 선발 되었냐고?
처음엔 정말 열정적인 마음이 가득했다. 어떻게든 에디터를 시작하고 싶었기에,
나는 공동에디터부터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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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처음 표준과제를 제안하고 에디터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나처럼 공동 에디터십을 획득하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좋다.
물론, 공동에디터도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시 나는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이었다.
당시 이미 해당 회기년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의장단 선출은
완료된 시점이었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한 일은, AAP Consent 승인이
되지 않은 진행 과제 중에서 나의 업무 영역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과제를 하나 찾기로 하였다.
혹시 문제가 있거나 추가적인 논의나 도움이 필요할 과제는 없을까! 나는
그때까지 진행된 TD 문서와 회의록(Report)을 다운로드 받아서 당시 과제
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모니터링 했고, 분석 끝에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일본 KDDI 에디터에게 나는 공동에디터 역할을 먼저 제안하였으며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나의 첫 활동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로 내가 한 일은, 공동에디터를 맡게 된 work item의 진행 상황이
미진했던 이유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준비한 것이다. 사실, 진행 상황이
힘든 과제는 생각지 못한 반대 의견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느라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내가 공동에디터가 된 과제도
일부 회원국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정체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일본인
에디터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나는 당시에 반대를 하고 있던 회원국의
담당자와 접촉을 해서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꼼꼼하게
기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결국 최종 권고로 승인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이 결과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여 시너지 효과를 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처럼 표준화 과제는 한 사람이나 한 섹터 또는 국가 멤버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할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나 기고서가 추가가
되며 표준과제의 질이 향상 된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도와
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루어지기 힘들고, 내가 부족하다면 누군가가 슈퍼맨
처럼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다.
표준화 과정에서 함께하는 것의 힘이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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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활동 성공사례 III

대한민국 제안에 대해
찬성하는 국가가 있나요?
박세경
㈜에이알테크놀로지 실장 / (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ITU-R SG4 부의장, WP 4A/4C

한･중･일 대표들은 치열한 협의를 펼쳤다. 그 결과
2GHz 대역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약 없이 제공하게 되었다

2003년 6월, 세계전파통신회의(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WRC-03)가 스위스 제네바의 CICG(Centre International de Conférences
Genève)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WRC는 유엔(UN)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통신부문(ITU-R)’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전파’라는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선통신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WRC 현장에선 각 나라가 쓰기 편리한 주파
수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기도 한다.
필자는 ETRI에서 근무하던 1989년부터 지금까지, 위성주파수 관련 자문을
위한 정부대표단으로 ITU-R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WRC-03 그 생생한
현장에도 함께하고 있었다.
2003년 당시 우리나라는 2GHz 대역 이용과 관련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본과 첨예한 대립을 펼쳐야 했다. 2GHz 대역은 우리나라에서 무선 인터넷
(WiBro) 도입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위성서비스용으로
사용하겠다며 신규 분배를 제안한 것이다. 만약 일본이 위성에서 2GHz
대역을 사용하면 인접국인 우리나라 영토에서는 상당한 세기의 유해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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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기 때문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표단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다.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CICG 건물 Room 3 회의실.
우리나라는 ‘위성 DMB 서비스 도입을 위한 2.6 GHz 대역의 일본의 위성
DMB 신규 분배 제안 반대’ 의견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였다.
그때 의장이 갑자기

“대한민국의 제안에 대해 찬성하는 국가가 있나요?”
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아무도 찬성한다는 의사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잠시 조용한 회의실을 둘러보던 의장은 힘차고 자신 있게 “대한민국 제안에
대해 아무도 찬성하는 국가가 없으니 대한민국의 제안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일본 제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일본의 제안은 우리
나라와 미묘하게 달랐는데, ‘위성 DMB 서비스 도입을 위한 2.3 GHz 대역에
대한 신규 분배 및 위성 DMB 서비스 도입을 위한 2.6 GHz 대역의 신규 분배
반대’였고, 이에 대해 이미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가 일본 제안에 직, 간접적
으로 동의하며 재청된 상황이었다.
의장이 우리나라 제안을 논의하지 않고 넘어가려 했던 이 결정은 ITU 전권회의
에서 채택한 규칙 <GENERAL RULES OF CONFERENCES, ASSEMBLIES
AND MEETINGS OF THE UNION>의 제 2장 제 18조의 내용인 ‘No proposal
or amendment may be discussed unless it is supported by at least
one other delegation when it comes to be considered’ 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자. ‘재청(support)이 없을
때 논의(discuss)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재청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논의
하지 않을 수도 있다(may be)’이기 때문에, 재청이 논의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무조건 논의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해당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은 이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니, 결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는가! 우리는 의장이 회의를 진행한 방법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했으며, ‘우리나라 제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가가 있는지
확인을 부탁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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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더니, 의장은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귀찮은 듯 반응을 보였지만
규정을 거스를 순 없으니,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가들에게 “대한민국 제안에
반대하는 국가가 있나요?”라고 확인하였는데, 다행히 아무도 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우리나라 제안에 대해 재청도 없지만 반대도 없고, 그러니
논의는 가능해 진 것이다!
궁지에 몰린 의장은 약간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안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격론이 벌어졌고, WRC 의장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이 세 국가의 합의가 없으면 2.3 GHz 와 2.6 GHz 에 대한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세 나라의 대표들은 4주 동안 치열한 협의를
펼쳤다. 우리나라 대표단 역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일본 중국과 입장
차이를 좁혀갔고, 결국 일본의 지지를 받아 우리가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
수용된 전파규칙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하여,
당시 우리나라는 2.3 GHz 대역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아무런 제약 없이 제공
하고, 2.6 GHz 대역에서 위성 DMB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하게 된 것이다.
국제회의에서 원하는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회의가 갖고 있는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회의 진행 방법과 의장의 권한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참석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
잘 파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WRC 처럼 국제조약을 다루는
회의에서는 개인의 역량보다 팀워크가 중요하기에, 대표단이 공통된 의견을
갖도록 호흡을 맞춰야 한다. 그렇게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그 어떤 불리한
상황도 무너뜨려 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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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활동 성공사례 IV

악역 배우가 성공적인
드라마를 이끌 수 있다
이황재
㈜ 싱크테크노 전문위원
ITU-R SG7 부의장 / (전) APG Drafting Group 의장

상대로부터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내려면
훌륭한 배역 설정과 배우의 연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

2013년 2월, 상대국 실무자에게서 주파수 이용에 관한 조정 협상 회의를 제안
하는 메일이 왔다. 2008년에 시작해 거의 5년에 걸쳐 상대 국가와 협상을
진행했는데, 드디어 그 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동안 양 국가는 멀고도 험한 길을 달려왔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그 끝을 짐작할 수 없게 했다.
메일을 받기 이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상대측에게 우리의 최종
입장을 전달하였고, 상대측 역시 그들의 최종 입장을 밝혔다. 그런 후, 서로
간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경우 연락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회의를 접었다. 약 5년 가까이 계속된 협상 과정이 모두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 인내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협상의 시간을
연장 할 수는 없던 차였다.
이전 회의의 결말은 어쩌면 더 이상의 협상은 없을 것이고, 결국 5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때문에 상대국의 회의 제안 요청은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청신호처럼 느껴
졌다.

198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실전편 Ⅱ 글로벌 표준화 실전 만나기

드디어 이 지난한 협상의 결말을 볼 수 있을까?
2013년 3월, 만물이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계절이었다.
양 국가 사이에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에 합의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협상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양국이 벌였던 협상은 긴 시간에 걸쳐 결말에 이르기까지 서로 간에 더 좋은
위치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다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협상은 상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어도 자신의 생존을 보장
받는 방편으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을 듯싶다.
협상에 있어 승자도 패자도 없고,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양보해야 하는
것도 있다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상대방과 예측불허의 협상을 벌이다 보면 이런 신사
협정 같은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을까 싶다.
우리 대표단도 국익을 위한 일이니 마냥 점잔만 빼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었다. 회의에서는 상대방과 쟁점 사항을 놓고 기술적인 검토를 거듭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국제 규정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기도 한다.
여러 차례의 회의에서 상대측과 서로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다 보니 우리 대표단
내에서도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역할이 설정되는 것 같았다.
예컨대, 앞에 나서서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악역’도 생기고, 금수저
집안 출신의 성격 좋고 부탁만 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줄 것 같은 ‘실장님’
역할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다. 당초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이 협상
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배역이 나뉘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이 회의의 우리 측 실무책임자로서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싹트는
건 당연했다.
우리의 ‘악역’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을 몰아붙이곤 했다. 한편, 우리의 ‘실장님’은 악역 배우가
나서서 한껏 상대방을 몰아세울 때, 짐짓 남의 일인 양 뒷짐을 지고 서서 지켜만
볼 뿐,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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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도 나름 전문가를 앞세워 그들 속에서 악역을 찾았을지 모른다. 그들
나름대로 저항선을 구축하면서 대립이 계속되었다.
우리 ‘악역’의 공세로 전선이 격화되면 상대방은 우리의 ‘악역’을 상대하기
보다는 차라리 ‘실장님’을 상대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지혜(?)를 본능적으로
터득하게 되었으리라.
상대측의 접근에 우리의 ‘실장님’은 상대방의 얘기를 온화하게 들어주며
“검토해보겠다”, “상의해보겠다” 라는 말로 연막을 폈다. 이후 우리의 ‘악역’은
한발 물러나 전선을 약간 아래로 내려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하거나, 또는
물러섬 없이 강공 전략으로 협상을 이어갔다.
결국 상대는 우리의 ‘악역’과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면 ‘실장님’을
찾았고, 그들도 모르는 사이 ‘실장님’을 의지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마치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이와 사는 이 사이의 흥정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사람이 상대방이 파는 물건을 두고 형편없는 가격으로 둘러치면
밑지고는 팔 수 없는 게 파는 이의 마음.
이럴 때 누군가가 나서서 흥정을 붙이면 일이 성사되기 쉬운 법인데 중간에
흥정을 붙이는 사람이 ‘실장님’처럼 우리 편이라면 적어도 그 흥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쪽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드라마에는 여러 극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다. 재미와 흥미, 즐거움을 제공할
만한 내용과 탄탄한 구성은 물론, 글로 쓴 이야기를 영상으로 재탄생 시키는
연출, 즉 감독의 역할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드라마의 이야기를 시청자에게
실감나게 전달하는 연기자의 역할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런 비유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협상이란 것은 극본도 없고 감독도 없는
드라마에 배우들만 등장해서 극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양국 대표단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 드라마의 배역을 맡게 될 것이고 그
배우의 능력에 따라 협상이란 드라마가 전개될 것이다.
실제 드라마에서도 보면, 악역이 얼마나 자기 역할을 출중하게 소화하느냐가
시청률이나 관객 동원에 있어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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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악역 배우는 악역 배우대로 역할에 충실하게 그 악역을 잘 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악역을 더욱 도드라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도
있어야 하는 법이다.
상대측으로부터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결과를 끌어내고자 하는 협상의
테이블에선 훌륭한 배역 설정과 배우 못지않은 연기가 필요할 때도 있다.
국익을 위해 국제무대 현장에서 오늘도 애쓰는 국제표준화 전문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의 경험을 글로나마 나눈다.122)

122) 국가 간의 협상에 관한 사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문 내용 중에 상대 국가 등 구체적인 언급은 배제합니다.

Chapter 05 국제표준화 최강 성공스토리

201

국제표준화 활동 성공사례 V

우리 회사의 국제표준화 참여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이환용
아주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Khronos Group 한국담당, OpenVG Spec. 에디터
JTC 1 SC 24, JTC 1 WG 12, ISO TC 171 한국전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를 확실히 규정하고
그것을 회사의 전략체계 안에 넣어야 한다.

“해외에 놀러 다닌대요.”
국제표준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전문가가 자기 조직에서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라고 한다. 이런 말은 성과관리가 꽤 정교한 대기업에서도 종종 나오는
말인 듯하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일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 없는 진행과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
적인 충돌에 대해 쓴 담당자의 업무 보고서를 보면, 모든 관리자가 답답해
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표준화를 담당했던 직원이 연말 업무평가를 낮게
받아서 인센티브를 적게 받는 일이 일어나면, 담당자는 더 이상 표준 회의
참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발령을 요청하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회사가 원했던 표준화 작업은 요원해 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내가 대학에 있지만, 이전에는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과 표준화 작업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나 역시 “놀러 다닌다.” 라는 소리를 위, 아래로부터 들었던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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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개발된 제품이 좋은 가격에 팔려서 큰 수익을 일으키면 해결될
일이지만, 그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어떤 회사나 조직이 표준 활동에 참여 한다고 하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라고 말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표준화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확실히 규정하고,
그것을 회사의 전략체계 안에 확실히 넣어 두어야 한다.
예전에 유행했던 경영기법 중에 균형성과기록표123) 라는 것이 있다. 전략
체계도를 그리고, 각각의 전략목표의 연관성을 표시하고, 목표에 대한 과제를
만든 후, 이를 평가하는 지수(KPI)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만일 표준화를 하겠다면, 확실하게 표준화를 전략체계도에 넣고 참여하는
조직이나 사람에 대한 업무 평가가 표준화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표준화를 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물론 목표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분명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표준 활동이 중소기업의 사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크로노스 그룹124)에서 얻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려 한다.
첫 번째, 표준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시장이 있다’는 말이다.
크로노스 그룹은 산업체 컨소시엄125)이기 때문에 워킹그룹을 설립하기 전에
탐색 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 스코프126)를 정한다. 이때 주로 받는 질문은
“시장이 있냐?”와 “지금이 표준을 만들어야 할 때인가?” 하는 것이다.
표준은 새롭게 개발된 원천기술이나 갑자기 주목을 받는 기술을 위해 만들어
지지 않는다. 기술이 일정수준 확립되고, 경쟁도 일부 있고, 시장이 안정화
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표준화 작업이 일어나게 된다.

123) 기업의 새로운 전략관리･성과평가 시스템. Balanced Score Card
124) 다양한 플랫폼과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그래픽스, 미디어에 관련된 개방형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표준을 제정하는 비영리 표준화 단체. Khronos Group
125) 공동 목적을 위해 조직된 협회나 조합. Consortium
126) 교과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 활동을 일정한 영역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정한 범위.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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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른 관점에서 말한다면,
표준화 작업이 시작되었다면 시장이 있다는 말이다.
2004년, 나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업의 연구소장으로 가면서 신제품으로
‘2차원 그래픽스 솔루션’을 만들려고 했을 때, 크로노스 그룹의 OpenV
G127) 표준을 발견하고 정말 기뻤다. 더군다나 그 워킹그룹 의장이 NOKIA
이고 거기에 삼성전자, 모토롤라, LG 같은 폰 메이커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고 그 기쁨은 배가 됐다.
NVIDIA, ATI, 퀄컴 같은 쟁쟁한 경쟁자가 있었지만, 차별화를 잘 한다면
제품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쟁쟁한 경쟁자들이 칩을 개발할 때, 나는
직원들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시장의 일정 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거 만들면, 시장 있어?“ 라는 질문에는 “지금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표준화를
하면서 동시에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답은 없었다. “어떻게
쫓아갈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찾으면 된다.
내가 중소기업에서 제품개발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충분한 시장조사 후에
제품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과 설계와 시험 검증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나를 포함한 직원들이 큰 규모의 시스템 설계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만들지 결정하고, 기능을 규정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식이 별로 없었다.
이때 사용한 문서가 당시에 개발 중이던 표준 문서였다.
함수의 정확한 기능과 예외 상황에서의 동작, 함수들의 선후 관계와 맥락을
명확하게 알려주었다. 다들 기업에서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개발해 보면,
설계 작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인증테스트
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제품을 테스트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줄여 준다.
127) 크로노스 그룹의 OpenVG 작업반에서 제정한 하드웨어 가속을 위한 2차원 벡터 그래픽스 API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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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표준을 따르는 제품은 마케팅에 큰 장점이 있다.
“저희 제품은 A라는 표준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라고 소개하면,
일단 많은 부분에 대한 소개가 필요 없어진다. 전시회에 참여해서, 찾아온
손님이 이 표준에 대해 알고 있으면,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다. 고객
들이 이 표준을 구글에서, 혹은 크로노스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인증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와 제품이 리스트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크로노스 그룹과 같은 산업체 표준화 컨소시엄에 참석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좋은 글로벌 고객이 거기 있다는 것이다.
나는 표준화 활동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 십도 맺을 수 있었고, 또
제품을 납품할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글로벌 기업의 초절정
고수들과 친구가 되어 토론도 할 수 있었고,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크로노스 그룹의 ‘닐 트레빗’ 회장은 가끔 공식석상에는 나를 “소주 동지”
라고 소개할 때가 있다. 유쾌하고, 술 좋아하는 좋은 친구인데, 나이는 나의
부친 보다 한 살이 더 많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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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활동 성공사례 VI

외부를 설득하려면 내부부터
오경희
TCA서비스대표
ITU-T SG 17 Q14 라포처 / TTA PG 1006 부의장
IEEE BDL Technical Board member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협력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설명해야 하다.

2017년 11월, 나는 ITU-T SG 17과 FG-DLT에서 ISO TC 307에 대한 리에이종
(liaison. 연락담당자) 대표로 임명되어 도쿄에서 열린 ISO TC 307의 2차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리에이종 대표는 상대 기구의 회의에 참가 하여
중요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 임명한 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블록체인의 인기가 한창이던 상황이라 ISO TC 307에는 많은 외부 기관의
리에이종 대표들이 모여들었다.
TC 307은 외부 기관들을 존중하여 각 기관 대표의 자리를 맨 앞에 만들어 주었다.
덕분에 EC (European Commission),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FIG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urveyors) 등의 대표와
함께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대표로 한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이는 내게 꽤 영광스러웠다.
TC 307은 다른 기구에는 굳이 리에이종 대표를 임명하지 않았지만 ITU는
중요한 협력자라고 판단했고, ITU에 대한 리에이종 대표를 임명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회의 결과를 ITU-T SG 17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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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018년, 3차 TC 307 회의였다.
시작 총회에서 평소처럼 리에이종 대표들은 앞자리에 앉았고 각국 대표들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뒷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여기까지는 그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는데, 총회 쉬는 시간 중에 회의에 참석한
다른 한국 대표단 분이 말을 걸어왔다. 그는 ‘왜 이 자리에 당신이 앉아
있느냐는 말이 대표단 내부에서 돈다’고 나에게 전했다. “한국 대표단 자리에
앉으시죠.”
나는 그분에게 ITU의 리에이종 대표로 선출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내가
한국 대표단의 일원이이지만 동시에 ITU의 리에이종 대표이기 때문에
‘ITU 대표의 자리를 비우는 것은 ISO TC 307에도 ITU-T SG 17에도 결례’
라고도 설명했다.

그래서 그의 가시가 조금 사라졌을까?
거기에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설명을 했으니 해결이 되었을 것이라 생
각했다. 그리고 그 날은 지나갔다.
그러나 다시 내가 ‘ITU 대표’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들렸다. 나는
ITU-T SG 17에서 TC 307에 임명되었지만 TC307에서는 ITU 대표로 표기가
된 상태였다. 2017년 회의 당시에도 TC 307 사무국에게 ITU-T SG 17로 변경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당시 참여한 ISO CS(중앙사무국)과 TC 307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ITU 내 다른 그룹에서 별도로 요청이 없었기에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새롭게 참여한
ITU-T의 다른 그룹 소속의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 사실을 충분히 모를 수
있다. 그렇기에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 해에는 또 다른 말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각 리에이종 기관의 현황을 설명하는 보고 상황이 문제가 되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리에이종 대표는 그를 임명한 기관에 대해 파견된 기관의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따라서 TC 307에서의 타 기구의 발표는
TC307에서 임명된 리에이종 대표들이 이를 수행한다. ITU의 현황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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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307에서 임명된 ITU에 대한 리에이종 대표가 발표했다. 나는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서 TC 307의 리에이종 대표에게 연락을 했다.
그리고 대표에게 SG 17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ITU 내 블록체인 표준에 관한
현황을 면밀히 정리해서 알려주었다.
그런데 TC 307은 EC, UNECE, SWIFT, FIG 등의 기관은 리에이종 대표를
임명하지 않았고, 이들의 현황은 해당 기구에서 임명된 리에이종 대표가 발표했다.
그러자 다시 한 번 대표단에서 ITU 현황은 다른 사람이 발표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ITU 리에이종 대표가 할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는 대표로 임명된 것이 맞기는 하냐는 말까지 돌았다.
설상가상으로 회의 일정이 바빠서 대표단 회의에도 참석이 늦어졌다. 최후의
방법으로 대표 단장님을 붙들고 ISO의 내부 규정과 ISO TC 307 내외부
리에이종 대표 명단, ITU-T의 리에이종 대표 명단을 각 기구에서 모두 찾아 보여
드리며 현황 설명을 드렸다. 그러자 단장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셨다.
국제회의에는 늘 새로운 참석자가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참석자의 입장에
서는 뻔한 내용을 반복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항상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짚어서 공유해 주어야 한다.
국가 대표로, 때로는 기관의 대표로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소통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 소통이라고 하면 타국의 대표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앞의 일
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에 못지않게 대표단 내부에서의 소통에도 만전을
기해 오해의 여지를 없애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참고자료

➊ ISO-TC307_N0194_TC307_Meeting_02_Resolutions_Final.pdf
➋ https://www.itu.int/md/T17-SG17-170829-TD-PLEN-0520/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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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활동 성공사례 VII

표준화는 또 다른 전쟁터이다
이환용
아주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Khronos Group 한국담당, OpenVG Spec. 에디터
JTC 1 SC 24, JTC 1 WG 12, ISO TC 171 한국전문위원

우리나라는 빠르게, 잘 만들어 내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니, 시장이 있고 기회가 있다면 도전하자

“내 이를 어여삐 여겨 새로 표준을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쉬이 익혀 날마다 씀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세상에는 많은 표준이 있고,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자신의 표준화 목표는
훈민정음해례의 ‘스물여덟 자’ 대신에 ‘표준’으로 바꾼 것과 같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것과 꽤 거리가 멀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테고,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게는 큰 이익이 되고 다른
나라에게는 손해가 가는 표준을 만들었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이다.
기업은 자신의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표준을 정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 회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됨은 물론이고, 표준을 통해 시장이
커져서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표준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복잡하고,
고도의 균형감을 요하는 작업이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볼썽사나운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대놓고 표준 개발을
지연시키는 태업(Sabotage)을 일삼기도 한다. 또한 표준화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종종 보인다.
심지어는 경쟁기업의 전문가를 표준 회의 장소에서 스카우트 하는 것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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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128) 표준화 기구에서는 드믄 일이 아니다.
표준 회의에 100명이 오는데, 그중 가장 많이 전문가를 파견하던 기업에서
거의 오지 않고, 그 기업 소속으로 참가하던 사람들이 소속을 바꿔 참가한다면?
그 기업은 어려움에 빠진 것이다.
하지만, 표준을 정하는 산업체 컨소시엄에 가보면, 서로 엄청 친하다.
밥도 함께 먹고, 술도 잘 마신다.
분명히 낮에 싸우던 두 기업이, 그날 저녁에 밥을 같이 먹고, 다음날 합의된
안을 통과시키기도 한다. 싸움이 격하니 ‘이 아이템은 합의가 안 되겠지?’
싶어 신경 쓰지 않고 전날 저녁 식사에 빠진 기업들은 허둥대기 일쑤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합의가 바로 “우리끼리” 아는 합의이다.
목표는 하나! 이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러하다. 굉장히 까다로운 기능을 표준에 넣자고 한다. 그리고
인증테스트도 넣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능을 만들려면, 반도체 칩의 설계를 상당부분 바꿔야한다.
이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는 일이다. 그런데 표준 발표는 1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 조용히 우리끼리, 이건 드라이브 단에서 소프트웨어로 처리
하자고 얘기한다. 그럼 그 자리에서 동의 한다. 그리고 에디터가 “그럼 이
기능은 드라이브 단에서 SW로 처리한다고 노트를 표준 문서에 추가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뭐 그럴 것 까지 있겠냐.”고 답하는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표준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준 문서만 읽고 구현하는 회사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된다.
이런 표준이 꽤 많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헬스기구 관련 표준은 모두 읽으려면
1000쪽이 넘는데, 이 표준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고 싶은 중소기업들은 괴롭기
그지없었을 것이다.

128) 국제차관단. consor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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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이 1000쪽이 넘는 표준 문서를 3페이지로 정리해서 중소기업에 전달해
준 적이 있다. 그곳 연구소장님은 “진짜 이것대로 만들면 됩니까?” 하고 재차
확인을 하더니, 의아하다는 듯 “그럼 왜 이렇게 표준 문서가 긴가요?” 라고
물었다. 나의 답은 아주 간단했다.
“뒤에 따라오는 기업들 물 먹이려는 거죠.
그게 이 표준 문서의 목표입니다.”
나의 경험을 하나 더 풀어보겠다. 내가 ‘휴원’이라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던
시절이었다. 같이 협력하던 경북대의 백낙훈 교수와 소프트웨어로
OpenGL ES129) 엔진을 제품으로 만든 적이 있다. 그걸 어디서 찾았는지,
항공기를 만드는 KAI130)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수석연구원이 직접 찾아와
OpenGL ES와 다소 비슷한 OpenGL SC131)를 만들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우리는 “만드는 것은 쉬운데, 항공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통과시키기가
너무 어려워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왜 어렵냐”는 물음이
돌아왔다. 우리는 “체계인증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비행기에 설치해서
비행기를 운용하면서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답해주었다. 그랬더니, 비행기에
달아 줄 테니 개발하자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개발은 개발이고, 이 표준은 비행기(헬리콥터 포함)에서 밖에 안
쓰는데 비행기에 달지 못하면 못 파는 물건입니다.”라고 말했더니, 잘 만들어서
좋은 가격에 팔면 자기네가 사겠다는 것이다.
T-50 개발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공전자 업체의 자문을 받은 결과,
조종사 디스플레이는 반드시 OpenGL SC를 써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그리고 고가의 견적서도 여러 해외 기업으로부터 받은 상태였다.
결국 경북대 백낙훈 교수와 함께 고생한 끝에 개발은 성공했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T-50 고등훈련기의 조종사 디스플레이에 탑재되었다.

129)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OpenGL
130)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131) OpenGL for Safety Critic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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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전 세계에 OpenGL SC 인증 제품이 우리
제품 단 하나 밖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표준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외국 기업 어디어디가 지금
홈페이지에 OpenGL SC 제품이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고소해야 된다고 진상을 부리기 시작했다. 결국 몇 개 기업은 표준
기구의 항의에 홈페이지에서 제품정보를 내리기도 했다.
지금은 휴원의 관련 제품과 기술을 다른 방산 대기업이 인수해서 사용하고
있다. 전 세계에 이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방산 업체와
외국계 회사 한 곳뿐이다.
이 제품으로 내가 일하던 회사가 큰돈을 벌지는 못했다. 이유는 개발하고
표준 인증을 받자마자 외국계 기업들이 엄청나게 가격 할인을 시작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도 가격을 낮춰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확실히 이익이 되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우리나라는 무언가를
빠르게, 그것도 잘! 만들어 내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그러니, 시장이 있고, 기회가 있다면 도전 하십시오!
그러다 가끔, 표준이 종이로 만든 절벽처럼 느껴진다면,
언제든 TTA132)의 문을 두드리세요. 분명 도움이 되어줄 테니 말입니다.

13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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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TIP

우리를 성장시키는 질의응답
나재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본부 전문위원
ITU-T SG17 WP4 의장

결론이 나지 않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될 때도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기본에 충실 하는 것이다!

무엇이든 간에 시작은 어렵고,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표준화 회의 역시 예상 못한 어려움들이 발생하는데, 제일 곤란하면서도 진땀이
나는 순간은 바로 ‘질의응답’ 시간이다.
표준 기고서 검토 회의 절차는 먼저, 기고서를 제출하고, 일정 시간 동안
그것을 검토한 후, 회의를 마련하여 기고자의 발표를 들은 다음, 기고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회의에서든 질문은 필수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글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지식과 고정관념, 상황에
달라지지 않은가? 그래서 실제로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 등장하는 질문도
있고, 문장의 속뜻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도 있기 마련이다.
어쨌든 간에 질문받기를 앞둔 발표자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질문이 아니라 코멘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예측 가능한 것이 없으니 ‘제발 아는 범위 내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희망한다. 하지만, 희망과 달리 질문이나 코멘트가 굉장히
부정적인 경우도 있고, 또 그 표현이 강하거나 세련되지 못하여 감정을 상하게
되는 일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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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잘 유도하여 분위기가 나빠
지지 않도록 만들 책임이 있으며, 논쟁의 당사자들 간에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애써도 논쟁이
크게 벌어져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보다 간단하다.
바로, 기본에 충실 하는 것이다!
익숙하지 못한 영어를 사용하여 발표하고 질문하는 비영어권 사람들과
영어권 사람들이 섞여서 논쟁을 하지만, 기본만 지키면 사람의 지능은 생각
보다 매우 놀라워서 부족한 표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청취자와 발표자
사이에 빠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이 기술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 누가 사용하는 것인가?
왜 필요한 것인가? 언제 기술이 완성된(되는) 것인가?
이 6하 원칙을 기억하고 질의응답을 정리하다보면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 특히 초심자들이 신규과제를 제안할 때
꼭 기억했으면 한다.
논쟁이 거세질수록 마지막 정리 멘트가 반갑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본을 만들어 다음 회의를 위하여 등록
하시죠!”
질문과 응답은 어쩌면 우리를 성장시키기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당황
하지 말고, 눈을 마주치며 당당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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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TIP

표준화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활동 전략
박기식
인본정책연구원 원장
(전) ITU Study Group3 의장

앞서가는 표준화 활동을 위해서는
커다란 사회 변화 흐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나는 30여 년 동안 ITU133)에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인 국가대표
활동과 더불어 ITU-T Study Group 의장, EDH134) 그룹 의장, TSAG135)
Vice(아-태지역) 부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 중 하나는 ITU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 환경 또한
글로벌 사회의 주요 이슈와 시장 변화 및 급속한 기술의 발전 등을 따라 끊임
없이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133)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134) 전자적 문서처리. Electronic Document Handling
135)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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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표준화는 얼마나 변화했을까?
오랜 동안의 표준화 활동을 돌이켜보면, 여러 요인들에 따라 표준화의 활동
양상뿐만 아니라 다루는 이슈나 전략 또한 변화해 왔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내가 ITU를 중심으로 수행해 온 그동안의 표준화 활동을 기반으로 지난 30여
년간 표준화가 변화해온 흐름을 요약해 보면 크게 4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ITU의 표준화 활동 분야인 정보통신분야의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
이러한 흐름의 변화는 각각의 표준화 분야를 둘러싼 시장이나 핵심 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도 했다.
그럼에도, 표준화의 큰 흐름은 분야마다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를 적시에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대응해야만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표준화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먼저 1980년대, 처음 ITU(당시에는 CCITT)에서 표준화 활동을 시작하던
때이다. 본격적인 정보통신분야의 국제표준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당시 가장 뜨거운 이슈는, ISDN136)를 지나 글로벌 통신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소위 통신시장 개방 이슈를 들 수 있다. 정보통신 시장의 민영화와 시장개방의
회오리 속에서 국내적으로는 표준화를 위한 체계137)를 새롭게 구축하고,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표준화의 방향과 전략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어서 1990년대, 국제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강화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국제표준 활동에 참여는 물론 국제표준의 수용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당시에 WTO(세계무역기구)의 TBT138) 규정이 발표되면서 국내 및
국제표준화 활동과 무역정책의 관련성에 대한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136) 종합정보통신망.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137) 1989년 말 우리나라도 정보통신부가 통신표준화를 전담할 국내 표준화기구(지금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138) 무역 기술 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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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국제표준화 활동은 단순히 상호 운용성 확보를
통한 네트워크 및 통신의 글로벌화를 넘어 시장 선점과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급속히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표준화의 축이 시장과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로 흐르게 됨에 따라
표준화의 주도적 활동 주체도 자연스럽게 민간 기업 등으로 옮겨 가기 시작
했다. 이런 흐름에 부응하여 표준화 활동의 장으로써 사실상 표준화(de-facto
standardization) 기구들이 빠르게 부상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2010년대.
표준특허에 관한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5년경부터는 제4차 산업혁명이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핵심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융합적 차원의 프레임워크 등에 관한 표준화를
지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소위 ESG139) 경영이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등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기후변화, 자율시스템, AI 등 융합형 기술통합에 따라 큰 흐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프레임워크 기반의 표준화를 향한 방향 설정과 더불어 가이드라인
성격의 활동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표준화 활동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지금까지 그래왔듯, 향후 표준화 활동 역시 기술 발전의 방향과 글로벌 이슈
및 시장의 흐름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갈 것이다.
기술 분야는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 다양화, 융합화, 고도화를 지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구촌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증가, 미국과 중국 간의 주도권 경쟁, 이용자와 고객의 영향력 증대
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미래의 표준화 활동 또한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것은 당연하다.

139)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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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표준화는 보다 광범위한 융합적 차원의 프레임
워크나 기본적인 방향 설정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나 순환경제 및 ESG 경영 등에 부응키 위한 새로운 표준화 대상에
더 많은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화 주체 또한 국가나 정부 중심
에서 기업으로 변화한데 이어서 이제는 점차 이용자나 고객 및 소비자 중심의
표준화 활동으로 중심축이 옮겨 갈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표준화 활동의 흐름은 어디까지나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한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래의 표준화 활동의 중점이나 주요한
주제 및 표준화를 주도하는 주체 등이 표준화 활동을 둘러싼 환경의 큰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가게 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미래를 예측하고, 보다 앞서가는 표준화 활동을 위해서는 특정한 표준화 대상
이나 이슈 못지않게, 사회적 변화의 큰 틀에서 표준화 환경변화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표준화 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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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TIP

표준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김태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ITU-T SG9 WP2 의장

표준화엔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다
그래서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삶 속의 동반자 같다고 할 수 있다.

표준을 개발할 때 단일 표준으로 과제를 제안하고 표준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시리즈로 과제를 제안하고 표준 승인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단일
표준의 경우에는 주어진 표준과제만 수행을 하면 되지만, 시리즈인 경우에는
어떻게 나누어 표준을 진행할 지에 대한 사전 계획과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신망 기술 5G에 대한 표준이라면, 그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계속해서 시리즈물로 표준화 작업을 할 수 있기에 그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술문서를 개발하는 체계와 유사하다.
새로운 기술의 시스템 개발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되새겨보면, 우선 상위
문서부터 하위문서까지 분류를 한다. 그리고는 각 단계의 문서를 구조기능
설계, 상위 설계, 상세 설계 등으로 분류하며 범위와 포함할 내용을 정하는데,
시리즈 표준 과정이 이와 비슷하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시리즈물 표준의 신규과제 제안 기고서를 작성하는 마음
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다. 우선 먼저 결정할 것은 기고서에 포함될 표준의
향후 개발 계획이다. 무슨 일이든지 계획을 정하지 않고 마구 잡이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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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진행이 빠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뒤로 갈수록 헤매는 경우가 많다.
표준 개발에 있어서도 계획을 먼저 수립 한 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차후에
혼란이 생기더라도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개발될 표준의 범위와 포함할 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drfat 버전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 때는 완벽한 문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내놓을 시리즈물 표준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독립적이라는 걸
드러낼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된다.
그리고, 다음 준비해야 할 사항은 표준 개발 문서의 아젠다 및 마일스톤140)
계획의 수립이다. 마일스톤 계획은 프로젝트 과정의 중요한 의사결정 지점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즉, 개발할 표준문서의 AAP 승인 예상 일정,
다음 시리즈 표준과제의 신규 기고서 제출 날짜, 그리고, 신규기고서 제출을
위한 기관 및 국가 심의날짜까지 포함해 모든 일정을 체크해 놔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정해진 일정은 회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변경되기도 하므로, 표준화
일정관리를 위한 캘린더를 따로 만들어 메모하고, 일정을 적어놓은 문서를
계속 수정하며 버전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표준이 최종 권고로 채택되면 TSB
(전기통신표준화국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에
요청 하여 해당되는 표준의 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기존에 있는 기술범위에
포함된다면 상관없지만, 새로운 기술범위에 해당되는 표준이라면 추가적인
번호를 할당받아야 하기에 TSB에 요청을 하는 것을 꼭 잊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시리즈 표준 개발을 위해서는 사전에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다.

140)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특정 건이나 표를 말한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계약, 착수, 인력투입, 선금 수령, 중간보고,
감리, 종료, 잔금 수령 등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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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체계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술범위가 유사한 시리즈물을 연속해서 개발한
다면 앞으로 이어서 여러 건 등장할 것을 염두에 두고 표준번호를 정해야
나중에 다른 번호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즉, 동일한 표준번호에 1, 2, 3과
같은 추가번호를 부여할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장점은 아무래도 표준
번호를 기억하기 편리하다는 점이다. J.222.0, J.222.1, J.222.2, J.222.3이 대표
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준번호와 기술의 분류에 대해서는 ITU-T 각 SG의 홈페이지에서
Recommendation을 선택하면 해당되는 시리즈 번호와 기술을 찾을 수 있다.
이런 확인 과정을 통해 내가 개발할 기술이 기존의 번호에 포함할지 아니면
새롭게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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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과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실수로 빠트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노력과 정성이 들어
가기에 표준화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우리 삶 속에 자리한 동반자 같은 느낌
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화 개발을 위한 모든 노력에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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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TIP

기고 활동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반응
송재승
세종대학교 교수
oneM2M 기술총회 부의장 / (전) oneM2M 테스팅 그룹 의장

새롭게 시작하는 회원사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고 활동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고활동은 3GPP141)에서 제대로 된 표준화 작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이다.

기고활동이란 무엇일까?
5G 기술 등의 다양한 기술들에 표준 작업을 할 수 있는 워크 아이템 제안서, 기술
이나 속성을 제안하는 기고서, 표준 성숙도 향상을 위한 기고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다.
3GPP에서 기고활동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는 ‘신규
기술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은 ‘신규 워크 아이템 제안’을
한다. 마지막으로는 ‘표준 문서를 개발’한다.

141)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GSM, WCDMA, GPRS, LTE등의 무선 통신 관련 국제 표준을 제정하기위해
1998년 12월 창설된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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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먼저, 기고활동의 시작인 ‘신규기술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자.
5G 기술의 경우 ITU에서 논의를 거쳐 2015년 9월에 초기 기술 비전인
IMT-2020이 만들어 졌고, 이를 기반으로 3GPP에서는 5G 표준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3GPP는 개발의 시작단계에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것이다. 특히나 LTE나 5G처럼 상징성 있는
신규 기술 개발에는 다양한 외부 의견이 도움 될 때가 많다. 보통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연합체가 발간한 ‘신규 통신 기술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담은 백서’
등을 참고하는데, 이를 통해 로드맵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로드맵 및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3GPP 멤버사들은 다양한
워크아이템을 제안한다. 또 승인된 아이템에 관한 표준 문서나 다양한 기술
보고서를 만든다.

기고활동의 두 번째 과정으로 들어가 보자.
LTE나 5G와 관련된 주요 특징이나 범위가 확정된 후 상세 기술 논의가 시작
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기술을 지원하는 상세 기능을 정의하고, 회원사들이
상세 기술의 표준 개발을 제안한다. 이를 ‘신규 워크아이템 제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3월 3GPP RAN 회의에서는, SA1가 도출한 V2X 주요 요구
사항들 중 군집주행, 확장 센서, 원격운전 등이 지원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신규 스터디 아이템’을 제안하고 승인했다. 여기서 완료된 아이템을 기반
으로 한 ‘워크아이템’이 2019년 3월 RAN 회의에서 승인 되었고, 개발을 거쳐
3GPP Release 16의 표준 규격으로 포함 되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동의할만한 명확한 표준 기술은 바로 워크
아이템 제안이 이루어지고 표준 규격 개발이 된다. 반면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기능이 3GPP 시스템에 구현이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선 스터디 아이템을 통해 표준 가능성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 그리고
멤버사들의 동의를 거쳐 신규 워크 아이템 제안을 하는 것이다.
살제로 표준 규격의 경우 여러 회원사들이 몇 년에 걸쳐 개발한다. 그래서
표준 규격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해당 표준의 성공적인 개발
및 상용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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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과정, 실제로 ‘표준 문서’를 만들 때 문장의 오류 수정, 명확한 표현
제시, 일관성 유지, 용어 통일이 중요하다. 표준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표현은 최소화해야 한다.
3GPP 표준은 실제 통신 시스템이나 단말기 개발에 쓰이고, 전 세계 사업자
들에게 상용화되는 기술이다. 그래서 구현할 수 있는 표준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높은 완성도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이동통신 기술, 기능
제안 및 표준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 표준의 완성도를 향상하는 기고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3GPP에서 오래 활동한 표준 전문가들은 신규 기능도
중요하게 다루지만 3GPP 표준 자체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일련의 기여
활동들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새롭게 3GPP 표준 활동을 시작하는 회원사들의 경우 신규 기능에 대한 제안
이나 활동도 중요하지만, 3GPP 표준 단체의 멤버로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고 활동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익숙하지 않다고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직접 실행하여 반복하다
보면 분명 완성도 있는 기고 활동을 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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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초심자에게 친절 하듯
나재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본부 전문위원
ITU-T SG17 WP4 의장

국제회의에서 누구를 만나든 초심자 대하듯 친절을 잊지 말자
친절하면 더 유쾌하게 표준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화 활동을 십 수 년 동안 해왔고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하고 있지만, 매번
새로운 멤버들과 새로운 주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 부담을 어떡하면 조금이라도 없앨 수 있을까?
표준화 회의에서 부담감이 앞서게 되는 경우 중 하나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는 표준 과제임에도 기초적인 질문이 들어올 때이다. 특히
일본인이 질문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 할 경우, 공격적인 성향이 들어있다고
예상 된다. 하지만, 예민하게 긴장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지 말고, 태연한 척
질문에 경청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일종의 기싸움 이랄까? 심호흡을 하고 귀를 기울여보자!
분명 해결책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집중을 해서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부담감이 커지는 경우는 나의 발표 문서에 대해 청중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이다. 회의에 제안된 기고서를 중심으로 설명
하고 있는데, 가끔씩 발표자를 경악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228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실전편 Ⅱ 글로벌 표준화 실전 만나기

“이 표준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위하여 설명을 해주세요.”
이러면 속으로 떠오르는 마음!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어디부터 설명을 하지?’
약간의 적막이 흐른다. 땀도 난다.
‘대답을 할까 말까?’
이런저런 어지러움(영어로 표현을 하다보면, 어지러움이 생긴다)을 참고 다시
설명을 한다. 이 문서는 왜 필요하며, 왜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잘 전달해본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해가 되십니까?’라고 체크를 한 번씩 해줘야 한다. 그렇게
물어보며 내 마음도 진정시키고, 청중도 환기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어려움과 부담감은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다. 나 뿐 아니라 표준화
회의에 참가하는 누구든 곤란함을 겪을 수 있으니, 너무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즘 나는 국제회의에서 누구를 만나든 초심자를 대하듯 친절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모두가 이러한 친절을 가진다면 조금 더 유쾌하게 표준화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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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만 뿌듯한
TAP 표준화 과정
김태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위원
ITU-T SG9 WP2 의장

합의를 이루는 과정은 지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의견을 좁히고 갈등의 최소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

ITU에서 진행하는 표준 승인절차는 크게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142)와 TAP(Traditional Approval Process)143)의 두 가지로 구성
된다.
AAP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200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표준의
80~90%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 되고 있다. 이 절차의 가장 큰 장점은 표준
승인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을 줄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표준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만들 수 있다.
반면에 TAP는 규제와 관련된 표준 승인절차에 주로 사용하며, ‘AAP를 두
번 실시하는 동안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처럼 AAP와 달리 긴 시간과 까다로운 동의 기준이 필요한 TAP는 일반적
으로 많이 선택하지 않는 표준 승인절차이다.

142)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ss, 신속승인철차): 정보 통신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정부 간 조직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권고의 승인을 위해 마련한 것
143) TAP(Traditional Approval Process, 기존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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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최된 ITU-T SG9 회의
TAP 승인절차로 진행하는 표준화가 진행되었다. TAP 진행을 추진한 쪽은
독일과 ETSI144)였는데, 1차 TAP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
되지 않았지만, 2차 TAP가 진행될 때 영국과 이스라엘이 의견을 제시하여
일정대로 표준화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TAP에 반대하는 영국 중심의 진영과 독일, EU를 포함해 찬성 하는 진영 간의
논쟁은 너무도 치열하여 마치 EU와 반EU의 양상처럼 보였다. 그러나 혼란
스러운 회의도 끝은 있는 법! 드디어 긴 표준화 과정이 거의 마무리 되는가
싶던 때! 갑자기 새로운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고, 다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TAP의 일정을 또 정하고 임시회의 계획을 세워야 했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처럼 마지막 승인을 앞둔 시점에 굳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멤버들은 대부분 진행 중인 표준화 일정을 연기시키려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언제든 이런 반전이 생길 수 있으니,
TAP 표준화 과정을 진행 할 땐 1차 회의에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추후 반대하는 의견이 등장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하지만 회의가 마냥 길어질 수는 없지 않은가!
반대하는 측에게 시간을 할당해 줄 때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반드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표준을 추진하던 진영으로부터 강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대부분 이러한 대립은 시장의 상황과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빨리 표준화를 통과 시켜서 자국의 제품에 적용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기술이라는 범위를 넘어 무역, 외교 등의 범위까지
확산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를 하되 마감 일정을 반드시
정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키포인트이다.
새로운 반대의견에 대해 임시회의와 이메일 등으로 논의를 거쳤고, TAP
표준화의 끝이 보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활발한 의견 교환으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였던 TAP 표준화 과정이 드디어 마무리되고 시리즈물
안의 모든 표준이 완성되는 순간!
144)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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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TAP 표준화 과정을 겪어 보면, 합의를 이루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물론 지칠 수도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좁히며 갈등을
최소화 하는 과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성장해 가는 듯하다.
엇갈린 의견을 해결해가며 불필요한 소모적 감정이 해소되어가는 시간!
그렇게 합의가 도출되어 만들어지는 표준화야 말로,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알찬 결과물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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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활동 미니사전
송재승
세종대학교 교수
oneM2M 기술총회 부의장 / (전) oneM2M 테스팅 그룹 의장

표준단체 안에서 개인적 관계가 형성되면 활동 만족도가 올라간다.
주고받는 도움을 놓치지 마라

이제부터 ‘3GPP 미니사전’을 소개한다.
목차: 0.머리말, 1.약어, 2.노트, 3.친목

0. 머리말
3GPP 표준 활동 미니사전은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약어, 노트, 그리고 친목.
각각의 주제는 약 한 문단 정도의 간단명료하면서도 핵심만 담은 3GPP에서
표준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팁을 담고 있다.
미니사전의 집필 배경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나는 2002년 LG 전자에 입사한
이후로 약 2년여 동안 단말기를 개발했고 2004년 하반기부터는 3GPP SA
Plenary 및 SA2 표준전문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 때부터 2008년 8월까지
약 4년간 3GPP의 표준 활동을 했고, 3GPP에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당시
에는 3GPP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지식 및 표준화 경험이 전무 한 상태였기에,
모든 스토리는 무의 상태에서 쌓아올린 탑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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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어
3GPP에서 표준 활동을 하려면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해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표준화에서는 대부분 기술 및 용어에 대한 완전한
문장 및 키워드보다는 약자로 모든 대화가 이루어진다. 3GPP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약어에 친숙해지지 않을 경우 표준 기술에 대한 논의를 이해
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새롭게 3GPP 표준 활동을 시작하는 표준전문가는 참여 중인, 또는 앞으로
참여할 예정인 그룹에서 사용하는 기술 용어와 약어를 먼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2. 노트
많은 3GPP 표준 전문가들은 본인이나 소속 회사에서 관리하는 미팅 노트
(엑셀 또는 워드 문서)를 만들어 관리한다. 노트에는 회의에 올라와 있는 모든
기고문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에는 문서번호, 제목, 연관
워크 아이템, 업로드 날짜, 제안자, 사전 검토 내용, 등이 있다. 기고문을 발표
하고 논의가 시작될 즈음 회사별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오가는 대화를 통해 특정 기술에 대한 회사들의 입장 등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표준 전문가들의 논의, 대화 내용을 본인의 미팅
노트에 적는 것이 좋다. 그룹에는 기본적으로 비서가 있고 비서들도 미팅
노트를 만들고 공유하지만 개별 표준 전문가들은 개별적으로 미팅노트를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속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참으로
신기하게도 목소리와 억양만으로 어떤 회사의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의견을 낸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3. 친목
3GPP에서는 종종 격한 논쟁이 벌어진다. 그도 그럴 것이 특정 기술이 표준에
포함되느냐 또는 포함이 안 되느냐에 따라 표준 특허가 결정된다. 또 표준
특허의 사용으로 인해 수십 억 원의 로열티를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준 회의가 열리는 낮과, 저녁 그리고 주말시간의 분위기는 놀라울
만큼 딴판이다. 저녁시간과 주말에는 다양한 소셜 활동이 일어난다. 일부는

234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실전편 Ⅱ 글로벌 표준화 실전 만나기

주최 측에서 마련한 이벤트도 있고, 중요한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거나 표준
기고문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저녁 행사도 있다.
몇 년 이런 활동을 하다보면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표준 전문가들도 생긴다.
친분이 생기면 회의 전에 다양한 문화 활동을 같이 하는 등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 심지어는 가족들끼리 왕래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식으로 표준단체 내에서 개인적인 소셜 관계가 형성되면 표준 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간다. 그리고 서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표준화 활동에서도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긴 내용은 아니지만 표준화 활동 내용을 정리해 본 미니사전! 많은 전문가
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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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은 어디에
나재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본부 전문위원
ITU-T SG17 WP4 의장

닥친 상황에서 힘차게 도전하자
뉴페이스와 베테랑 전문가의 합작은 훌륭한 표준화를 탄생시킨다

국제표준화 회의에 처음 가게 되면 긴장되기 마련이다.
그렇게 처음 참석하는 신참 전문가들을 위해, 제법 규모나 격식을 갖춘 표준화
회의에선 안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IETF145)에는 본회의 전에 관심 받
는 기술주제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신참 교육 겸 안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ITU-T도 매 총회 때마다 기고서 작성법 안내와 회의장 내의 시설을 소개하는
투어를 한다. JTC 1 또한 online으로 문서 작성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솔직히, 회의 현장에서 각 전문가들은 마치 전쟁터에 나선 것과 비슷한
분위기로 업무를 대응하기에, 타인을 돌봐주거나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그래서인지 다들 신참에게 그다지 친절하지 않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걸까?
나도 수 십 년 국제표준화 회의를 다녔지만, 신참에게 친절하지 않은 모습이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한번은 JTC 1 회의에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다.

145)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실전편 Ⅱ 글로벌 표준화 실전 만나기

236

“그 사람, 다음에 안 올지 모르잖아.
한번 왔다가 다시 안 오는 사람과는 협업이 어렵지...”
즉 한 번 와서 자기 것만 챙기고 가는 사람, 한번 와서 구경하고 가는 사람
에게는 냉정하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신참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면 가끔 곤란한 일도 생기는데, 아프리카
에서 처음 온 친구라 모든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궁금해 하는 신참이 있기에
친절을 한번 베풀었더니, 시간을 무한대로 투여를 해야 하는 사건이 벌어져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한마디로
지쳐버린 것이다. 그리고는 신참을 데면데면하게 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물어보면 알려주죠. 신참들이 묻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ITU-T 회의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중국인 신참과 벌어진 일이다.
새로운 중국 전문가(아마도 ‘알리바바’ 소속이었던 것 같다)가 기고서를 발표
하고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었는데, 라포처는 문서를 수정할 것을 이야기 했다.
그런데 그 중국인 신참이 문서의 추적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텍스트를
수정하기에, 라포처는 “추적기능을 이용해 문서를 수정해주세요”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인 신참은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 워드프로세서의 중국어로
되어 있는 메뉴 버튼을 통해, 어림잡아 추적기능을 클릭하고 문서 수정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중국인 신참자는 서투르고,
추적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플로어(Floor)에서 중국어가
날아오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날아오고, 회의장은 썰렁해졌다.
결국 의도한 것을 완결 못하고, 중국인 신참은 단상에서 내려갔다. 라포처는
“다른 중국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료해주세요”라고 요청했고, 그 문건은
검토를 종료했다.
JTC 1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
“질문하기 전에 매뉴얼을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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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완성이다
최상성
국민대학교 교수
(현) IEEE802.15.7a 고속OCC 표준그룹 부의장
(전) IEEE802.15.4m TVWS 표준그룹 의장

순수한 노력과 밝은 모습이
국제표준화 활동을 완성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표준화 회의
한 젊은 표준전문가와 함께 IEEE802.15 표준화 회의에 동행하며 이런 저런
일을 많이 겪었다. 그 중 하나가 IEEE802 WSN(Wireless Specialty Network)
표준화 회의인데, 연구원들이 상당히 어려워했던 내용이다.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은 해외에 자주 갈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연구원
들에게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추가 업무인
표준화 업무를 생각보다 선호하지 않는다. 연구원들이 표준화 업무를 선호
하지 않는 이유는 추가 업무라서 만이 아니다.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뀐 환경
때문에 하루 종일 회의장에서 쏟아지는 졸음과 싸워야 하고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기고서 발표와 같은 표준화 실적도 챙겨야 하기 때문
이다. 그런 것 보다는 논문을 한편 열심히 준비해서 여유롭게 해외 학술대회에
다녀오는 출장을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좋아한다.
함께 동행 했던 젊은 표준 전문가는 과학고와 KAIST 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병력 특례 요원으로 20대의 젊은 나이로 우리 연구팀에 합류한 막내 연구원
이었다. 나는 당시 그의 상사였고 그에게 표준화 업무를 제안했다. 물론 내가
상사여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것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해외 출장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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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유혹에 순순히 표준화 업무를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다. 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는 나와 표준화 활동에 동행했던 연구원 중 가장 나이가
어리기도 했다.
IEEE802.15 표준화 회의는 2달에 한 번씩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한다. 대체로 회의는 한국에서 일요일에 출발하고 바로 다음
주 일요일에 한국에 도착하는 일주일 단위의 출장으로 진행한다. 회의 장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대전에서 새벽 3~4시 경에 출발하는 공항
버스를 타면 된다. 대부분 직항이 없고 환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가 걸리는
경우가 많다. 대신에 시차 덕분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일요일인 것이다.
처음으로 표준화 회의에 참가하는 연구원들은 기고서 발표와 같은 표준화
실적을 챙겨야 한다는 압박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좁은 비행기 안에서 보내는 긴 시간은 상당히 고통스럽다. 여담으로
8시간 이상 장거리 항공 여행이 요구되는 출장자들이 비즈니스석으로 제공
하는 국내 대기업 참석자들을 무척 부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공식적인 표준화
회의는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일요일 저녁에도 Task Group의
의장들이 참석하는 Working Group 의장단 회의가 있고, 회의가 처음인
참석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도 진행한다. 회의가 열리는 호텔이나 리조트에
숙박하는 참석자도 많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회의장 근처의 다소 저렴한
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렌터카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다. 출장비가
실비정산이 안돼서 회의장이 있는 호텔이나 리조트에 숙박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 생활에 비교적 익숙한 나는 후자의 경우를 선호했다.
표준화 회의에서 신경이 쓰이는 문제는 비단 표준화 실적만이 아니다. 대표
적인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시차문제
월요일 아침 8시부터 Task Group 별로 오전에 2 세션, 오후에 2세션이 진행
된다. 각 세션은 2시간씩 진행되고 세션 중간에는 30분씩 휴식시간이 주어
진다. 세션마다 온라인으로 출석을 체크해야하고 회의 기간 동안 75% 이상
출석이 체크되어야 전체 회의 참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회의장 호텔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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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가 있는 경우 아침 8시 회의에 참석하려면 7시 이전에 일어나야 하는데
이 때 한국에서는 대략 한 밤중 이라 시차로 인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처음
며칠은 잠을 설치기도 하고 기상 시간을 놓쳐 지각하는 경우도 생긴다. 더
큰 문제는 오후 회의 시간이 되면 한국은 새벽일 때라 졸음에 속수무책이다.
심지어 코고는 소리에 회의장이 웃음바다가 되기도 한다.

언어문제
회의가 시작되면 또 언어라는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 회의 진행 언어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발표하는 것도 걱정거리이다. 실은 대부분의 발표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발표
자체도 있지만 발표 후의 질문 시간이다. 국내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에 익숙
하지 않은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우르르 몰려오는 질문자들을 보고 맨 처음
으로 놀란다. 그리고 질문인지 조언인지 구별도 안 되는 다양한 질문은
굉장히 당황스럽다. 앞서 이야기 했던 젊은 연구원도 기고서 발표를 위해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하고 혼자 리허설도 하면서 안절부절못하던 기억이
난다. 그가 무사히 발표와 질의･응답까지 마치고 안도하며 기뻐하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체력문제
IEEE802.15 표준화 회의는 국가 단위의 표준이 아니라 기술 중심의 개인
기반의 표준 조직이다. 그래서 제안한 기술을 표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질의･
응답을 통해 상대를 기술적으로,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오전･
오후 세션이 모두 끝나면 Task Group의 요청에 따라 저녁시간에 추가 회의
시간을 배정받아 회의를 계속하기도 하고 표준화 중인 기술을 홍보를 위해
튜토리얼 세션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IEEE802.15. 표준회의 참석자들은
모든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관심을 갖는 분야의 회의만 집중한다.
시차가 겨우 적응되면 회의는 거의 끝이 나고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때로는 밤 8시에서 10시까지 회의가 진행되는 전쟁터 같은 빡빡한 일정을
보내고 나면 상상 이상으로 체력이 소모된다. 한국에 도착하면 또 시차 때문에
고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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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활동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의 표준화를 마치기 위해서는 보통
3~4년의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표준화 업무는 개인 업무 능력 평가에서 다른 연구실적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게 평가된다. IEEE802 표준을 담당하던 나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고생하며 표준화 활동을 하면서도 ITU 표준은 1등급, IEEE802 표준은
2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국제표준화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직 젊은 연구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표준화 업무에
매달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다.
이토록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지만 순수한 노력과 밝은 모습으로 표준화
활동에 전념했던 젊은 연구원의 모습이 떠오른다. 지금도 수많은 젊은 연구원
들이 끈질긴 노력으로 열심히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노력이 모든
걸 완성할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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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명(孤掌難鳴)146)
나재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본부 전문위원
ITU-T SG17 WP4 의장

적막 속에 반려가 결정되어도 다 끝난 게 아니다
도전하고 완성하려는 열정은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인이라서, 한국인 라포처이기에,
한국에서 제안한 기고서에 대해서는 무언의 책임이 부과된다.

2019년 3월.
내가 라포처를 맡았던 회의가 펼쳐졌다. 당시 단상에서 두 개의 연구과제
(Question) 신규 아이템을 공동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즉, 내가 의장인
Question7과 다른 라포처가 관할하는 Question이 합동으로 회의를 하게
된 것이다.
내가 주관을 하는 회의이니, 다른 과제의 라포처는 공동 라포처라고 불리긴
했지만, 회의 진행에서는 보조적 성격을 갖는 위치였다.
논의를 막 시작하려는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한국 여성인 신규 아이템 제안
자가 “공동 라포처가 신규 아이템을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고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SG(Study group)
총회에 신규 아이템 승인 요청을 하는 것이 공식적인 절차인데...

146) 고장난명: 손바닥도 혼자서는 소리를 내지 못함. 즉 혼자서는 일을 이루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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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 정신적인 정지 상태가 되었다. 뭐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제안자가 공동 라포처를 사적으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야기가 잘 진행되어 신규 아이템을 만드는 것을
동의하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공동회의의 주관은 나였고, 공동 라포처는
단지 참여자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나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회의는
진행이 어려웠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추가적인 회의를 하기로 하였다.
다음 회의가 있기 전, 우연히 복도에서 공동 라포처를 만났다. 당연히 지난번
신규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나는 약간 당황스런 말을 공동
라포처로부터 듣게 되었다. “신규 아이템이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추가적인
논의를 하여도 해결이 어렵겠다. 신규 아이템 승인을 반려하자”고 하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본인이 사적인 자리에서 신규 아이템을 채택해 주겠다고 선심 쓴 것을 반려
하자니, 이건 내가 독박을 쓰게 된 기분이었다.

추가 회의 시간이 되었다.
제안서의 문구를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이려 하는데, 제안자는 이 아이템에
대한 비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어려움 속에서 최종안을
보완하여 완성하였고, 합의를 이루어 신규 아이템 채택을 위한 승인 요청
문서를 등록하였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사전승인 요청이 계획된 아이템이
있었는데, 제안자와 다수의 한국인이 에디터였다. 그 아이템 역시 최종 문서로
등록하였다.
WP 폐회시간, 연구과제 회의 보고 세션에서 신규 아이템의 채택 승인 요청과
또 다른 아이템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였다. 신규 아이템은 용케도 SG 폐회
에서 채택을 최종 검토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그런데, 사전 승인이 계획된
아이템에 대하여 영국 HoD147)가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하여 자국 내에서
더 검토가 필요하니, 내일 SG 폐회 전까지 영국의 의견을 기다려 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147) Head of del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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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가 아니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내 말이
마치기도 전에, 미국 HoD가 발언했다, “그럴 필요 없다, 이 사안에 대하여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으므로, 사전승인을 다음 회의로 연기를 하자”는 것이었다.
라포처인 나는 아이템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시간을 지연 하며 미국
HoD에게 “해당 연구과제(Question)에서 검토와 논의하는 세션이 여러 번
있었는데, 당신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나? 왜 이 문제를 폐회에 임박해서 제기
하느냐?” 하고 반박을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사전승인, 즉 TAP(Traditional
approval procedure)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 기회가 충분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TAP 절차에 들어가도 똑같은
결과이므로, 바로 이 자리에서 연기를 제안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몇 년에 걸친 작업이, 순간적으로 6개월 지연되었다. 이것을 막아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어르고 달래보고 하였으나, 시간은 점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 아이템에 대하여 에디터들도, 한국의 어느 대표도 아무런 변론
이나 대안이 없었다. 맞장구가 있어야 더 계속 반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냥 적막 속에 반려가 결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라포처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무겁게 다가올 때도
있다. 하지만 표준을 만들다보면 난감함은 언제든 찾아온다. 고장난명(孤掌
難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다 끝난 게 아니기에, 도전하고 완성하려는
열정은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열정을 통해 탄생하는 표준은 더욱 빛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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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TIP

크로노스그룹의 표준개발 작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환용
아주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Khronos Group 한국담당, OpenVG Spec. 에디터
JTC 1 SC 24, JTC 1 WG 12, ISO TC 171 한국전문위원

표준을 만들어 제안하고 싶다면 기초부터 찬찬히 준비하자
그러면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ISO148), IEC149)와 같은 국제 표준 기구에서 활동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들은 크로노스 그룹150)의 표준화 작업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특히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제안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방법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지금부터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크로노스 그룹의 표준으로 만드는 방법을 적어보려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너무도 쉽다.
심지어 크로노스 그룹에 회원가입 조차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몇 가지 조건들은, 제안하는 기술에 자신 또는 3자 소유의 특허가 포함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제안하는 기술이 현재 크로노스 그룹의 발표된
표준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라면, 그 기능을 설명하는 문서를 만들고, 벤더
확장판(Vendor Extension)이라고 선언하면 된다.
148)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49)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150) 다양한 플랫폼과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그래픽스, 미디어에 관련된 개방형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표준을 제정하는 비영리 표준화 단체. Khrono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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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노스 그룹에서 확장판이란, 어떤 표준에 의무사항(Mandatory)은 아니
지만,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의 모음을 말한다. 이 벤더 확장판을
크로노스 그룹 내부에서 공유하고 싶다면, 회원 가입을 하고, 확장판 레지
스트리에 등록을 하면 된다. 회원으로서 기회가 된다면 미팅에 참여해 이
확장판에 대한 소개를 하면 좋을 것이다.
만일 그 확장판이 쓸모가 있고 다수의 회원이 지원한다면 크로노스 확장판
으로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워킹그룹의 판단에 따라 원래의
벤더 확장판의 내용이 수정되고 변경될 수 있다. 만일 이 확장판들이 기능이
매우 쓸모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 버전의 표준에 넣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
되면, 논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준의 새로운 버전에 들어가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표준화가 시작된 워킹그룹이나 기존 표준의 새 버전을
만드는 초기 단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모집하는 기간이 있다.
이때에는 자유롭게 자신의 기술을 발표해서 표준에 넣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논의에 참여하면 자신의 특허권을 포기한 것과
같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어떠한 기술을 특허에 넣자고 제안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자리에 있는 B가 그 기술에 관해 본인 회사에 특허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에 관해서는 우리 회사에 특허가 있으니 침해하지 말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그 특허권은 회원 간에 무효라고 간주된다.
반면 B가 “특허를 침해하지 말라”고 선언을 하면, 워킹그룹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게 된다. 그 기술을 표준에서 빼거나, 아니면 검토를 해본
후, 이 특허가 아니라도 그 기술을 구현할 방법이 많으니 그냥 표준에 넣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회원들에게 B의 특허에 대한 경고를 한다.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상호간 특허소송금지는 회원들 간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회원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소송이 가능하다. 크로노스의 표준이 개방형이라고 해서,
각 회원이 갖고 있는 특허권도 개방된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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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쯤에서, 기존 표준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워킹그룹에 제안하고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당히 어렵다.
크로노스 그룹의 워킹그룹은 보통 하나의 표준만을 제정한다. 그러니까
OpenGL151) 워킹그룹은 OpenGL의 새 버전을 만들고 이전 버전에 버그가
있으면 수정한다.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면, 워킹그룹의 작업내역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는 이사회에 해당하는 프로모터 그룹(Promoter Group)에서 결정
하는 사항이다.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면, 새로운 워킹그룹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새로운 워킹그룹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더 어렵다.
워킹그룹을 만드는 일반적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크로노스 그룹의
미팅을 먼저 이해한다. 일반적으로 워킹그룹 미팅은 매주 전화 회의를 한다.
그리고 1년에 3번 대면 회의(Face to face meeting)를 진행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이 대면 회의에는 기술자문위원회(Technical Advisory Panel)라는 미팅이
있는데, 이 미팅에는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초청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워킹그룹을 만들기에 앞서, 이 회의에서 제안을 하고, 참여하는 회원이 많은
경우 탐색 그룹(Exploratory Group)이 만들어 지게 된다. 탐색 그룹에는
비회원도 참여할 수 있다. 이 탐색 그룹을 통해 시장과 표준화 아이템이 결정
되면,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새로운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이케아가 3차원 상거래를 위한 표준을 만들자고 제안을 한다.
이에 아마존 같은 회사들과 기존의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이들로 인해
필요성이 확인되면 워킹그룹이 만들어지는데, 3D Commerce 워킹그룹이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그럼 표준 문서에
내가 제안한 기술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151) 크로노스 그룹이 개발･관리하는 그래픽 하드웨어의 컴퓨터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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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표준화 실적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내가 기술을 제안했다는 사실은 회의록과 발표자료 밖에는 없다 보니, 어떤
기관에서는 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만약에 내가 제안한 기술이 매우 쓸모 있는 기술이고, 반대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워킹그룹 의장이 그 자리에서 간단한 투표를 진행한
후, 표준문서 편집자에게 어느 부분에 그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말하고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표준문서에 기술은 들어갔더라도,
그 기술이 내가 제안한 것이라는 기록이 어디에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역시 형식이 전혀 없는 회의록, 심지어는 자동 스크립팅 프로그램이 작성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의지하는 수밖에는 없다.
표준 문서의 맨 뒤에는 표준개발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 있는데,
그냥 이 워킹그룹은 무슨 작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들어가 본 사람들도 자동
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다.
내 이름이 꽤 많은 표준 문서의 기여자로 들어가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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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TIP

중요하다면 결의안에 포함시키자
문승빈
세종대학교 교수
(현) ISO TC 299/WG 4 프로젝트 리더 / (전) ISO TC184 SC2 WG 8 컨비너

용감하게 해당 분야의 회의에 참석하자
그리고 참가국 대표들과 진지하게 의견 교환을 해보자

2003년, 나는 처음으로 로봇분야 ISO152) 국제회의에 참가하였다.
당시 로봇분야는 ISO TC 184(산업자동화) 아래 SC 2(산업용 로봇)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한국은 총회는 고사하고 WG153) 회의에도 한번 참여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SC 2 총회에 한국을 대표하여 혼자 참여하게 되었다.
요즘은 총회가 있는 회의 주간에 한국에서 2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각각의 WG 회의에도 여러 명의 전문가가 참가한다.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로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그런데,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했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참여하다 보니 너무 높은 목표를 품고 출발하게
되었다. 그 목표인즉,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산업용 로봇만 다루고 있으니,
새로이 시작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로봇, 서비스 로봇, 의료 로봇 등의 분야를
다루기 위하여 새로운 TC154)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 참여하는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이 매우 무모
152)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53) 워킹그룹. Working Group. 상위 조직이 목표로 하는 사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단
154) Technical Committee. 국제표준화기구(ISO) 안의 전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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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땐 몰라서 용감했다.
공식적으로 아젠다155)에 포함도 안 된 상태에서 도착하자마자 간사에게 미리
발언권을 신청하였다. 그러자 2일차 점심 전에 발표를 하라고 시간을 할당
하여 주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중요한 이슈이니 오후 내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는
것이겠거니 하고 짐작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회의는 전통적으로 점심 전에 마치는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즉, 총회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나라에서 새로운 분야를
제안하겠다고 하니 간단히 듣고서 끝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
여하튼, 총회 2일차에 발언권을 얻은 나는 전날 미리 각국의 대표들을 만나
우리의 의견을 전했다.
그리고 2일차 점심 전, 새로운 TC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마침 그전에 헝가리에서 제안한 재활로봇에 대한 안전 표준 신규제안이 서면
투표를 통하여 압도적으로(1개국만 찬성) 부결된 상황이었다. 기존 회원국
들은 현재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산업용 로봇 분야에만 주력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서비스 로봇 분야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발표가 끝나자 의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며 바로 의결문
초안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를 마치려고 하였다.
그 순간, 출장을 보내준 국가기술표준원의 과장님 얼굴이 떠올랐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나는 기지를 발휘하였다. 모두 중요하다고 하였으니,

“Let’s take a resolution.”
“중요하다면, 결의안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에 누구도 반대 하지 않았다. 결국 앞으로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다루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155) Agenda. 모여서 서로 의논하거나 연구할 사항이나 주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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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발표 전날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각국의 대표들과
1:1로 대면을 하며 한국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결국, 이 의결문을 근거로 다음 총회에서는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SG156)가
결성되게 되었다. 여기에는 한국을 비롯한 스웨덴, 미국, 독일, 일본이 참여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번 총회에서는 서비스 로봇 Advisory Group157)을 만들기로
결의하였으며, 내가 의장을 수임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은 서비스 로봇 분야의 표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분야의 표준화에 어떻게 도전해야 할까.’
답은 결국 하나다.
우선 용감하게 해당 분야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가국 대표들과
진지하게 의견 교환해야 한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에 도움을 줄 국가들과
친분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시 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유일하게 총회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일본 대표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가 참여한 것에 대해 매우 반갑게 맞아 주었다. 물론 그
속내엔 일본이 필요로 하는 이슈에 지원을 바라는 측면도 있었다. 이후, 그
일본 대표와는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도 하였다.
그리고, 중요하다면 물러서지 말고 제안하자!

“Let’s take a resolution.”

156) 스터디그룹. Study Group
157) 자문위원회

Apendix

부록

집필에 참여한
ICT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국제표준화 전문가 프로필

ICT국제표준화 노하우 가이던스 ❘ 실전편 Ⅱ 글로벌 표준화 실전 만나기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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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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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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에 참여한 ICT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국제표준화 전문가 프로필

성명

이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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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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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테크노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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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에 참여한 ICT국제표준 마에스트로 & 국제표준화 전문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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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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사업책임자

TTA 표준화본부장 구경철

표준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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