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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 표준화의 중요성
ICT 표준이 왜 중요한가
손안의 TV로 시작된 지상파DMB, 이동 중에도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와이브로, 사
회적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휴대전화 충전기 등 이
들은 모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표준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및 제품으로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은 전통적인 산업과 달리 여러가지 유관 분야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결합되어 있는 네트워크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ICT 표준을 획득한 기업은
그 표준과 관련된 기업의 복잡한 경제 네트워크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Winner takes all) 특히 특허기술을 표준화할 경우 로열티 수입 뿐
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할 수 있어 기업들은 자사의 특허기술을 보다
많이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CT 표준 -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이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 서비
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통신
주체 간에 합의된 규약 즉 프로토콜의 집합
국제표준 제정 원칙
- 절차의 투명성
- 참여의 공개성
- 중립성 및 합의의 원칙

Standard : document, established by
consensus and approved by a recognized
body, that provides, for common and repeated
use, rules, guidelines or characteristics for
activities or their results, aimed at the
achievement of the optimum degree of order
in a given context (ISO/IEC Guide2:1996)

표준화 - 표준을 제정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조
직적 활동

시대별 표준의 변천

농경 사회
<화폐, 도량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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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사회
<조립, 부품 표준>

지식 정보 사회
<정보통신 표준>

표준과 표준화의 중요성

표준이 필요한

1

상호운용성 제공

호환성(compatibility), 상호운용
성(Interoperability)의 제공으로
같은 기종 또는 다른 기종 간에
정보교환 및 처리 가능

3

무역활성화

WTO TBT 협정에 따라 국가간 무
역은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 무역장벽 제거 및
국제 교역 활성화 촉진

5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통일되고 검증된 정보의 제공으로
소비자의 탐색·측정비용을 절감하
고 제품 이용의 편의성을 높임

7

7

가지 이유

2

비용 절감

제조업체 등 사업자는 단위 생산·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대량생
산을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실현. 기술의 중복투
자 방지, 기술이전 촉진 등 연구·
개발 비용 절감

4

시장진출 도구

표준은 제정과정에서 소비자 및 시
장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어, 표준
을 사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진출시 성공 가능성을 높임

6

제품 및 서비스 개선

품질보장 및 관리, 생산관리 등 제
품 및 서비스의 성능 측정 기준으
로 기능

공공안전 및 보호

국가의 안보와 안전 등 공공의 안
전을 위해 필요한 표준을 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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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는 기업에 어떤 이익을 주는가
과거 정보통신 표준화는 시스템 간의 상호호환성 보장, 서비스 간 연동, 소비자 편
익 제고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역할이 중요시되었으나, 근래에는 표준화가 초기
시장 장악을 통한 국제 시장 선점이라는 전략적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표준화는 특허기술의 반영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다양화하는 수단으로 활
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표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마케팅 분야

판매 분야

·타켓 시장과 신규기회 포착
·시장인지도 및 제품에 대한
이해 고취
·브랜드 인지도 제고

·소비자요구 만족
·계약간소화
·고객 신뢰 증가
·무역장벽 완화

생산 분야
R&D 및 엔지니어링 분야
·가치를 높이는 혁신
·상호운용성 보장
·위험비용 감소
·요구사항 구체화
·품질 보장
·규제 준수

·효율성 증가
·개발비용 감소
·민첩성 보장
·규모의 경제
·글로벌소싱 가능
·규제 준수
·보건 및 안전

기업의 이익

재정 분야

고객 대응 분야
·일관성 있는 대응
·품질서비스 보장
·모범사례 홍보

·기본 지침
·규제 준수
·전략적 자원 배분
·과금 및 지불 모범사례

(그림) 표준화를 통한 이익
[출처 : BSI,‘Best Practice, Next Practice’
]

표준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 국제무역에서 80% 이상이 표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약 7조 달러에 해당하는 가치임
(미국 의회 청문회, 2005.5월)
● 독일은 표준화로 국내총생산의 약 1% 경제적 효과를 추정
(DIN, Economic Benefits of Standardization, Page 8, 2000년)
● 영국은 표준화가 경제적으로 매년 25억 파운드를 기여하며, 노동생산성에서 13%의 성장을 이끈 것으로 조사
(The Empirical Economics of Standards, DTI Economics Paper No.12, 2005.6월)
● Forrester Research는 2005년 연구에서, 비표준 제품을 사용할 경우 5%-12%의 개발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며 중형 프로젝트의 경우 12%-24%까지 개발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발표. 또한, Yankee Group의
2005년 조사에서는 분야에 따라 IT 표준화로 총소유비용(TCO-acquisition, labor, and maintenance)을
9%-35%까지 절감한다고 밝힘 (Why Standardize, PROCESSOR Vol.28 Issue 4, Page(s) 29, 2006.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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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 특허기술
표준으로‘돈 되는 특허’
일반적으로 정보통신표준이 기술의 공개 및 시스템간의 호환성을 통한 신기술 확산
에 의의가 있다면,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발명기술의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표준은 기술의 공유를, 특허는 기술의 사유를 목적으로 함
● 표준은 혁신 기술의 사회적 확산 즉 개발된 기술의 사회적 보급·활용에 초점을 둠
● 특허는 혁신 기술을 개발한 발명자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혁신
기술의 개발 유인 제공
표준화

지적재산권

기술의 공유화
첨단기술의 사회적 확산
기술의 상용화
- 시장보급 및 활용
기술확산을 위한 원심력

기술의 사유화
첨단기술의 보호
창조적 발명
-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기술확산을 위한 구심력

그런데, 표준에 특허기술이 포함되고 (이를 소위
'표준특허'라 함) 해당 표준 구현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 표준특허는 기술시장에서 독점력
을 강화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자사의 특허기술을 표준화하
여 단기적으로는 특허실시료의 확보를, 장기적으
로는 해당 기술시장의 장악을 위하여 국제표준
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표준특허(Essential Patent
to Standards)란
표준화 당시의 정상적인 기술관행이
나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
상태를 고려한다면, 그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않고는 시설이나 방법을 제
작, 판매, 리스 기타 처분, 수리, 사
용 또는 운용이 (상업적 이유가 아니
라) 기술적인 이유에 의하여 불가능
한 특허

돈 되는 표준특허 사례
●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에서 채택된 국내 MPEG(동영상압축)기술로 2021년까지 약 1,069억원의 로열티
수입을 추정 [동아일보, 2009.04.28]
● LG전자의 미국 자회사인 제니스는 미국 디지털TV 표준특허를 보유하여 지난해 약 1억달러(약 1,400억원)를
벌어들임 [매일경제, 2009.04.01]
● 무선 초고속 인터넷의 토종 기술인 와이브로(WiBro)TM는 2007년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면서 6,800만 달러의
로열티 수입을 올림 [한국정책방송,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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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를 다를 때 유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표준화기구에서 표준화 과정 중 특허 기술 포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다.
특허기술을 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 특허기술을 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특허 정보를 어떻게 조기에 공개하도록 할
것인가?
● 표준 구현시, 특허의 사용조건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 특허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 표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이러한 논란에 대해 표준화기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
기본원칙 - 표준화기구는 특허기술을 포함한 표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허권과 관련된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라이선스 협상은 특허권자와 실
시자 당사자간에 맡긴다. 또한 특허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여, 관련 특허가 없
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공개시기 - ITU, ISO, IEC 등 3개 국제기구는 가능한 조기에(from the outset),
ETSI는 적시에(in a timely manner), IEEE는 프로젝트 승인즉시 등 각 표준화기
구는 가능한 표준화 초기에 관련 정보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허정보 제공 - 대부분의 표준화기구는 각 특허권자에게 표준 관련 특허 정보 설
명서 및 라이선스 선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 명칭은 표준화기구마다 다를
수 있음)
특허 이용조건 - 대부분의 표준화기구는 RF(Royalty Free) 또는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에 따라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허정보 미공개 - 대부분의 표준화기구는 표준에 포함된 특허정보를 검색할 의무
를 갖지 않는다. 표준화기구는 특허정보 확인 및 라이선스에 있어서 제3자로서 중
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알려진 특허권자가 표준에 포함된 특허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실시허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기술을 제외 또는 수정
하거나, 특허기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표준화를 중단하거나 관련 표준을 취
소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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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기업입장에서 표준에 포함된 특허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까?

A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귀사가 특정 표준화기구의 회
원인 경우 당해 기구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 위반
행위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Q

표준에 관련된 특허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까?

A

네. 특허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특허 관
련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구체적인 실시조건을 제시하여야 합니까?

A

아니오. 표준화기구가 제시하는 "특허 이용조건"에 따를 것을 나타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로열티 조건은 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RAND 조건이란 무엇입니까?

A

법률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실시료가 적정하며 그 조건을 누구에
게나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계약 자체
가 불공정하지 않을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FRAND라고 합니다.

Q

기타 표준특허 확보를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까?

A

표준특허는 1) 특허이므로 반드시 표준화회의 기고서 제출 전에 출원하여
야 하며, 또한 2) 표준문서 내용이 특허 청구항과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하
므로, 표준화 진행에 따른 특허명세서 보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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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공식 표준화기구의 특허정책
주요 표준화기구

표준으로 채택 조건

사용허락 거절에 대한 대응

ITU-T
ITU-R
ISO
IEC

표준화 활동 초기부터
(from the outset) 공개

- 무료 라이선스
- 범세계적,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RAND)
- 상호주의 적용(Reciprocity)

표준화 중단

ANSI

적시에(in a timely manner)
조기공개

- 불공정한 차별 없는 합리적
조건으로 라이선스 허여
- 대가없이, 그리고 불공정한
차별 없는 합리적 조건으로
라이선스 허여

1. 확인서 제출 요청
2. 확인서 미제출시: ANS(미국
국가표준) 승인 유보 또는 철회

ATIS

- 대가 없이 이용
조기공개
-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at the earlist possible time)
조건으로 이용

ETSI

표준 또는 기술규격 개발시
적시에(in a timely fashion)
통지

1. 표준·기술규격 채택 전
- 대안기술 있는 경우 : 반영
- 대안기술 없는 경우 : 표준화
중단
2. 표준·기술규격 채택 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 관련 특허권자에게 라이선스
조건(FRAND)으로 실시 허여
허여 요구
- 라이선스 요구 거절 또는
3개월내 답변이 없는 경우
에는 해당 표준·기술규격
불승인 처리

TIA

조기공개
(as early as possible)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선언서 제출 요구
라이선스 허여

과제제안시부터 공개

1. 표준채택 전
- 대가없이 비차별적으로 실시
- 표준화 중단
허여
2. 표준채택 후
- 합리적 조건하에 비차별적으로
- 확약서 제출 요청
실시 허여
- 미제출시 표준 철회

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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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포럼 및 컨소시엄의 특허정책
주요 표준화기구

공개 시기

표준으로 채택 조건

공개 범위

DVB 포럼

비차별적, 비양도, 범세계적으로,
기술모듈이 규격 승인 통지 후
특허사항은 sisvel, vialicensing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90일 이내
등 특허풀에서 확인
조건으로 실시 허여

IEEE

- 일반적 권리 포기
PAR(Project Authorization - 범세계적, 무료 또는 합리적인 특허권자 및 자회사(Affiliate)의
Request) 승인시 즉시
비용으로 불공정한 차별 없는 특허 포함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 허여

IETF

Internet-Draft 제출 후
가능한 조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특허권자 및 자회사(Affiliate)의
조건(FRAND)으로 실시 허여
특허 포함

수시로 공개 요구

-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실시
허여
-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조건의 관계사(Affiliate) 포함
무료로 실시 허여
- 제한적 조건의 무료 실시 허여

OMA

수시로 공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

OMG

수시로 공개

- 무료 실시 허여
-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며 비차별 회원에게만 공개
적인 조건으로 실시 허여

W3C

수시로 공개

참여회원은 무료 실시 허여 의무

WiMAX 포럼

수시로 공개

- 무료이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 회원에게만 실시조건 허여
조건
- 관계사 포함
- 유료이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 회원탈퇴 후에도 라이선스 약정
조건
효력 지속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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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회원은 표준화기구에 자사의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표준화 항목을 제안. 이때, 보통 해당 항목에 대한 표
준 초안을 함께 제안

2

초안
작성

관련 기술위원회에서 표준 초안을 검토, 기술위원회
는 제안된 기술을 비교/검토 또는 제안기술을 수정하
여 기술적으로 최선의 표준 초안 개발

3

심의

기술위원회 차원의 합의를 통한 표준안 도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단계2로 회부)

4

의견
수렴

표준화기구의 모든 회원에게 표준안을 공개하여 의견
청취,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최종표준안으로 확정
(이견이 있는 경우 단계2∼3을 반복)

5

채택

모든 회원이 최종표준안에 대하여 투표하고, 승인된
경우 표준 채택 (부결된 경우 단계2∼4를 반복)

6

발행

표준화기구에서 표준 발행
표준화기구의 정책에 따라 표준을 유료 또는 무료로
배포

7

개정

적절한 시기에 표준 유지보수 (확인/개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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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표준화기구들이 있는가
표준화기구(SDO, 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란 정보통신표준에 이
해(interest)를 갖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place, 場)으로, ICT 분야에서는 전 세계
100여개가 넘는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된다.
총회
특별위원회

사무국
기술위원회
PG

PG

※PG(Project Group) : 기술별로 표준을 개발하는 소규모 집단. 기구에 따라
SG(Study Group), WG(Working Group)등 다양

이들 기구는 크게 공식 표준화기구와 포럼/컨소시엄으로 구분된다.
공식 표준화기구 : 다양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상대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치
는 표준 제정절차, 개방된 회원제도 등을 바탕으로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됨
1) 국제 표준화기구 : 국가간 조약기구인 ITU, 국가 대표기구가 참여하는
ISO/IEC JTC1이 있음 (WTO TBT 협정에서 준수하도록 정한 국제표준은 보통
이들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으로 해석함)
2) 지역 표준화기구 : ETSI(유럽), ASTAP(아시아-태평양)
3) 국가별 표준화기구 : ATIS 및 TIA(미국), TTA(한국), TTC 및 ARIB(일본),
CCSA(중국) 등
※ 그밖에 표준화기구 협의체가 있음 ex) GSC, CJK IT Standards Meeting 등
포럼 및 컨소시엄 : 특정 기술 분야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및 개인이 지역적 구분
없이 시장의 필요, 연구의 목적으로 연합하여 생성
예) IEEE, IETF, OASIS, OMA, W3C 등
국가가 회원인 표준화기구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 ITU-T의 Focus Group에 외부전문가로 참여
: Focus Group은 산업계 요구가 높은 특정 분야의 표준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그룹으로, 자체의 작
업방법, 의장단 선출 등 자율성을 가지고 짧은 기간(9~12개월) 운영. ITU 회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참여 허용
● JTC1의 Workshop에 참여
: JTC1은 ISO와 IEC의 정보기술 분야 협력위원회로서, 관심 있는 개인이나 기관의 참여가 가능한
Workshop을 조직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IWA(International Workshop Agreement)를 작성
(IWA는 3년 후 검토를 거쳐 ISO/IEC의 Technical Report 또는 Internet Standard로 전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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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결과물의 종류와 명칭
표준화기구의 활동 결과는 다양한 문서의 형태로 발간되며 이 중의 하나가 표준
(standard)이다.
●

표준화 결과물(deliverables)의 종류
- 표준(standard) : 회원의 승인을 거쳐 표준화기구에서 발간하는 상위 수준의 문서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과의 관계
기술기준은 정부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법률로서 강제적임. 경우에 따라 정부의 요청에 의해 표준화기구
에서 작성하거나, 이미 제정된 표준을 기술기준에 명시하여 간접적으로 준수토록 하기도 함
(예) 유럽 ETSI의 유럽기술기준 작성, 우리나라의 DMB 기술기준 등

-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 : 표준의 일부 또는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으나 표준보다는 하위적인 개념임
-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 : 표준으로 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표
준화에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이해관계 정립을 위한 기술문서
●‘표준’
에

대한 다양한 명칭

주요 표준화기구
ITU

표준에 대한 명칭
권고(Recommendation)

ISO, IEC

IS(International Standard)

IEEE

IEEE Standard

OMA

RFC(Request for Comments)
※ RFC는 공식표준인 "Internet Standard"로의 중간 단계
결과물이나, 보통 RFC를 표준으로 간주
OMA Specification

W3C

W3C REC(Recommendation)

IETF

공식 표준화기구의 포럼/컨소시엄 표준 참조, 수용 제도
공식 표준화기구는 신속한 표준개발이라는 이용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는 포럼/컨소시엄 입장에서도 자체 개발한 표준에 대한 공신력 확보라는 필요성에 부합
● ITU-T의 참조인용 기구 제도 (권고A.5)
: 일정 자격을 가진 공식 표준화기구 및 포럼/컨소시엄(31개, 부록참조)에서 작성한 표준 등의 결과물을
ITU 권고에서 인용할 수 있음
● ISO/IEC JTC1 의 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치환 제도
: PAS Submitter로 공인된 포럼/컨소시엄(7개, 부록참조)에서 제안한 표준안은 PAS로 인정되어 신속 승
인절차를 통해 IS 가능
● TTA의 신속과제 제도
: 해당분야 산업체로 구성된 협의체 연구결과 또는 산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안된 표준안은 신속과제로
선정하여 프로젝트그룹의 작성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신속하게 추진 가능

14

ICT 표준화 활동 가이드

표준화 활동계획 세우기

표준화 추진 전 자기진단

1. 표준화기구 선택하기
고려요소
·공식 표준화기구 vs. 포럼/컨소시엄
·표준화 분야
·특허 정책
·회원구분과 연회비

공식 표준화기구

포럼/컨소시엄

(ITU, JTC1, TTA 등)

2. 일정, 비용 산정
고려요소
·표준개발 기간
·연회비/회의참가/회의개최 비용
·표준채택 이후 활동

3. 가입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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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추진 전 체크리스트

표준화를 시작하기 전 다음의 사항들을 점검하여 보자

Yes
1

표준화 추진의 목표가 구체적인가?
○신규 시장 확보, 로열티 수익, 제품/서비스 이미지 개선, 생산·거래 비용절감, 중복투자
방지, 공공의 이익과 안전 등

2

표준화하려는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기존에 없었던 창조적 제품/서비스를 위한 기술인가?
○타 기술에 비해 성능, 효율 면에서 우위에 있는 신기술인가?
○기존의 표준을 사용하여 성능, 효율 면에서 개선된 기술인가?

3

표준화하려는 기술에 대한 특허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해당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하였는가?
○기존의 표준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특허기술 사용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가?
○특허상호실시계약(cross-license agreements) 등 전략적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4

해당 기술에 대한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구현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해당 기술을 활용할 기업들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가?
○현재 표준화 활동 중인 기업들과의 관계는 우호적인가?

5

표준화 추진을 위한 내부 역량은 충분한가?
○기술에 대한 이해, 교섭능력, 외국어 등에 능통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표준화 추진시 투입될 조직, 인력, 비용 등을 고려하고 있는가?
○표준 유지보수, 마케팅 등 표준화 이후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가?

[참고] 표준화 추진의 3가지 타입 - First Mover, Trendsetter, Fast Follower
R&D 자원
First Mover
선구적 아이디어
기존 틀 파괴

Trendsetter
시장 지배력 우수
기술력 우수

Fast Follower
규모/비용 우위
기타 핵심 경쟁력

특허

표준전략

창조적 연구개발
학계와 협력

기본 특허 보유
강력하고 선택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단독 추진
전략적 제휴

효율적인 연구개발
사업화 연계
전략적 협력

기본 특허 또는
핵심 특허 보유
특허상호실시계약

포럼/컨소시엄
표준화 참여
표준 과정 주도

효율적인 연구개발
구입 또는 내부조달

타사 특허 사용
보상을 위한
특허상호실시계약

기존의 표준
신속채용

[SIEMENS, 'Current trend of standardization in the ICT industry',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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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요소 ① 공식 표준화기구 vs. 포럼/컨소시엄
공식 표준화기구와 포럼/컨소시엄은 참여 회원, 표준화 분야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
이가 있다.
구분

참여 회원

표준화 분야

공식 표준화기구

국가 회원, 기업

대부분의 기술 분야

포럼/컨소시엄

기업, 개인

특정 기술 분야

또한, 제정되는 표준에 있어서도 공식 표준화기구는 절차의 투명성, 참여의 공개성,
중립성 및 합의의 원칙에 따라 제정하므로 표준이 가지는 공신력이 포럼/컨소시엄
표준에 비해 높다.
반면, 표준안 작성에서 승인까지의 기간은 공신력이 높을수록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ITU, JTC1과 같은 국제 표준화기구는 국가회원 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
문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구분
공식 표준화기구

포럼/컨소시엄

장점

단점

공신력 높음(규범적 수준)
합의 원칙에 따름

표준제정 오래 걸림
표준 승인에만 최소 6개월~27개월 소요

신속한 표준제정
대체로 12개월 이내에 표준안 작성부터
승인까지 이뤄짐

공신력 낮음

위와 같은 단점을 상호보완하기 위해 포럼/컨소시엄에서 개발한 표준을 공식 표준화
기구의 신속 절차를 통해 공식표준으로 채택하는 절차도 있으므로, 표준화기구 선택
시 전략적 관점에서 고려하도록 한다. (14p 공식 표준화기구의 포럼/컨소시엄 표준 참조,수용 제
도 참조)

표준의 구분
● 공식표준(de jure) : 사회적으로 공인된 표준화기구에서 제정 ex) ITU, ISO/IEC JTC1, TTA 등
● 포럼/컨소시엄표준 : 특정 기술분야의 표준화를 위해 임의로 조직 내지 기업연합에서 제정
ex) IEEE, IETF, OMA, W3C 등
● 사실표준(de facto) : 시장경쟁의 결과 승리한 제품 ※포럼/컨소시엄표준과 함께 통칭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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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요소 ② 표준화 분야
어떠한 표준화기구에서 표준화하려는 기술을 다루는지 파악한다. 대체로 공식 표준
화기구는 대부분의 기술을, 포럼/컨소시엄은 특정 기술을 다루고 있다.
특히, 포럼/컨소시엄의 경우, 소멸, 합병 등이 빈번하고, 같은 분야를 다루는 복수
개의 기구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회원사로 참여한 기업들의 구성, 회원사 수
국내에서 의장단을 맡고 있는 등 우호적인 회원사가 있는지
● 최근 표준제정 건수, 홈페이지 정보 업데이트 등 활동이 활발한지
●
●

표준화분야

관련 표준화기구 (부록 참조)

이동통신

ITU-R, 3GPP, 3GPP2, CDG, GSMA, WiMAX Forum, SDR Forum, UMTS Forum

WLAN/WPAN/WBAN

WIFI Alliance, WiMedia Alliance, Bluetooth SIG, ZigBee Alliance, Femto
Forum

RFID, USN

ITU-R, NFC Forum, AIM, EPC global, GS1

BcN

ITU-T, Ethernet Alliance, IEEE 802, IETF, IPv6 Forum, SIP Forum, FSAN
Forum, MEF, Ouest Forum, ICANN, TM Forum, OIF, IMTC

디지털케이블방송, DMB

ITU-R, CableLabs, ATSC, FLO Forum, World DMB Forum, DRM Consortium,
SMPTE, SCTE

IPTV
지능형로봇
차세대PC, IT SoC
기후변화

ITU-R, ISMA, Open IPTV Forum, TV-Anytime Forum
IEEE RAS, IFR
1394TA, PCI-SIG, PCMCIA, PICMG, ECMA International, OGF
ITU-T

텔레매틱스

MOST Cooperation, OGC

홈네트워크

PLC Forum, UPnP, IrDA, OSGi Alliance, USB Implementers Forum, CELF,
DLNA, HANA, HAVi, HGI, HomePNA, BBF, CEA

MPEG, 컴퓨터그래픽스
e-Learning
메타데이타, 전자상거래
웹
SW컴포넌트, 공개SW
모바일플랫폼
보안, 정보보호
바이오인식

JTC1, DMP, MPEG Industry Forum, Khronos Group, DVD Forum
JTC1, 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
JTC1, DCMI, IDF, MPF OAGi, OASIS, PC/SC Workgroup, RosettaNet
Consortium, WfMC, UNICODE
JTC1, W3C, WS-I, Web3D Consortium, Voice XML Forum
JTC1, SA Forum, TOG, Linux Foundation, OMG
OMA, LiMoFoundation, MIPI Alliance, OMTP
ITU-T, LAP, MeT Initiative, PKI FORUM(ASIA PKI Forum), DMTF, SCA,
VoIPSA, Liberty Alliance
JTC1, Bio API Consortium

※ 국가별 표준화기구는 제외
※ ITU는 정보기술을 포함한 정보통신 전 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JTC1은 정보기술 분야의 표준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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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요소 ③ 특허 정책
대부분 표준화기구의 특허 정책은 앞서『표준과 특허기술』
의 <표1>과 <표2>에서 나
열한 일반적인 정책이 적용된다.
그러나, 기구의 성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려요소 ④ 회원구분과 연회비
일반적으로 표준화기구는 업종, 매출액, 지역 등에 따라 회원을 구분하고, 회원 구
분에 따라 투표권 등의 활동권한과 연회비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따라서, 표준화기
구 선택시 가입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
(예) 회원 구분별 활동 권한
정회원 : 총회 투표권, 의장단 피선거권
● 준회원 : 표준개발 작업그룹 참여
● 참관회원: 회의문서, 표준개발 정보 획득
●

<주요 표준화기구의 회원구분 및 연회비>
주요 표준화기구

ITU

가입자격

회원구분

국가기관

회원국
부문회원

기업
준회원

JTC1

활동권한

연회비

- 이사국 피선자격

-

- 부문별 총회,연구반 참가
- 의장단 피선거권
- 연구과제,권고 채택

단위분담금 X unit (기업별책정)

- 1개 연구반 참가
- 투표권 없음

단위분담금 X unit (기업별책정)

국가기관

국가회원

- 투표권 있음
※ 대응 전문위원회를 통해
산학연 전문가 참여

표준화기구

협력회원

- 투표권 없음

연회비 없음
회의참가비 별도

-

IEEE802

개인

구분 없음

- 3회 이상 연속 참석시
투표자격 부여

IETF

개인

구분 없음

구분 없음

연회비 없음
회의참가비 $635

Sponsor

- 이사회 회원

$130,000

- 총회, WG 참가

$39,000

Associate

- 투표권 없음

$9,000

Supporter

- 웹 문서 접속

$600

구분 없음

우리나라 일반기업 ￥7,400,000
비영리기관은 ￥850,000

OMA

W3C

기업

기업

Full

구분 없음

회의
참가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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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계획 세우기
표준화 일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기술개발과의 연계, 상용화 시기 결정뿐만 아니라
비용 산정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과정이다.
표준화기구마다 표준안 제안에서 승인까지 몇 가지로 진행 단계를 구분하고 있는
데, 각 단계에 따라 중간 결과물에 대한 명칭, 승인 주체, 소요 기간 등이 상이하다.
따라서, 선택한 표준화기구의 진행단계를 파악하고,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일
정을 계획해야 한다.
<진행단계별 소요기간 예>

진행 단계
표준안 작성 및 수정
작업그룹 의견수렴
회원사 공개검토 (또는 투표)
발간

소요 기간
ITU-T

JTC1

TTA

2년~4년

평균 72개월

평균 13.2개월

3~9개월

평균 27.4개월

평균 10.5주

비용계획 세우기
표준화 활동 시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의장단 수임,
기고서 작성 및 발표 등 표준화기구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의 비용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회비
회의참가 (참가비, 항공/숙박비, 식비)
● 필요시 회의개최 후원비
● 표준제정 이후 유지 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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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의참가의 경우 표준화기구의 특성, 작업그룹내 이슈 정도 등에 따라 회의
빈도가 다르며, 개최 지역은 대부분 북미 및 유럽이다.

주요 표준화기구 및 작업그룹 예

회의 빈도

지역

ITU-R Working Party 5D (IMT Systems)

연 3~4회

스위스 제네바
국가별 순회

JTC1 SC29/WG11

연 4회

IEEE802.20 (Mobile Broadband Wireless Access)

연 3~6회

주로 북미

IETF

연 3회

북미2회, 기타 지역 1회

OMA

연 5회

국가별 순회

W3C Advisory Committee

연 2회

구분 없음

표준채택 이후
표준으로 채택되었다고 해서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는 드물다. 표준채택 이후에도 다
음의 활동들이 요구되며, 이는 표준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표준에 대한 홍보
상호운용성 테스트 참가
● 표준 유지보수
● 의장단 활동 등
●
●

따라서, 표준화 채택 이후에도 후속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일정, 비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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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가입
표준화기구 가입은 해당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가입 시에는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저작권 정책에 대한 동의 등을 확약받기도 하므
로 미리 해당 기구의 규정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라 연회비
를 차등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되기도 한다.

사전 정보 수집
회원으로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도록 한다.
표준화 절차, 특허 정책, 회의 진행 절차
● 회원에게만 공개된 회의자료, 이메일
● 활동하려는 작업그룹의 작업계획 문서
● 활동 중인 회원사로부터의 자문 등
●

작업그룹 활동
관심 있는 작업그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통해 신청하거나 별도 신청절차
없이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회의 참석 : 표준화기구에 따라 몇회 이상 참석을 해야 발언권, 투표권이 주어지
기도 하므로 지속적인 회의참석이 중요
● 기고서 제출, 표준화항목 제안 : 해당 기구에서 제공하는 양식과 조건에 맞게 작
성하여 작업그룹에 제안
● 의장단, 에디터 등 수임 : 각 그룹마다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 및 부의장, 회의록
작성 등 간사역할을 하는 라포터(또는 사무국에서 수행), 기고서 작성/보완작업을
담당하는 에디터 등이 있음
●

기고서 제출, 표준화항목 제안 등 회의에서 승인이 필요한 안건이 있다면 회의 전
공지되는 마감일을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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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활동

3

기타 활동
표준화에 대한 논의는 회의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이뤄진다. 따
라서, 회의 시 안건을 제안할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전에 그룹 내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ITU-T 회의

또한, 각 표준화기구마다 사전 논의를 위한
절차들이 있다. OMA의 경우 표준화항목
제안 시‘socialization'이라는 비공식적인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친 후 회의에서 승인
요청을 하게 된다. IETF는 신규 작업그룹
설립을 제안하기 전에 BoF(Birds of a
Feather)라는 임시 모임을 개최하여 참가
자들의 호응도를 가늠하고 있다.

작업그룹 생성이나 표준화항목 제안 등 초기 표준화 단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사 의견 반영이나 의장단 진출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하나
의 방법이 될 수 있다.

TTA 표준총회

IETF 서울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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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표준화 활동예시
1. TTA 회원사 가입
회원종류

활동범위

회비 (분담금)

표준총회 의결권

정규참가자

모든 표준화활동 참여 (총회, PG 참가)

1구좌(2,000천원) 이상

1구좌당 1표

부분참가자

1개 특정부문 표준화활동만 참여
(총회, 1개 PG 참가)

1,000 천원

없음

참관자

표준 등 조사연구 결과만을 이용 (총회 참가)

1,000 천원

없음

※ 부분참가자, 참관자는 1년 이내에 설립한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한정
※ TTA 홈페이지: http://www.tta.or.kr, 표준화위원회 홈페이지: http://committee.tta.or.kr

2. 프로젝트그룹(PG) 가입
표준화위원회 홈페이지내‘위원회활동 신청’메뉴를 통해 가입
기술위원회

프로젝트그룹(PG)

전송통신

광전송, 광인터넷, 망관리, NGN, VoIP, 요금 및 상호접속, IPv6, 구내통신, 디지털홈, 서비스품
질, 접지, 옥외설비, 이더넷, IPTV, 인터넷주소자원, 미래인터넷

전파통신

WPAN, LBS, 전파자원, 텔레매틱스/ITS, RFID/USN, WBAN, 재난관리

IT 응용

멀티미디어응용, 전자거래, 공공정보, 그리드, 복지통신, NGIS, u-Health, 지능형서비스로봇, 차
세대PC, SoC, SOA, 분산자원정보관리

정보보호

정보보호기반, 개인정보보호 및 ID 관리, 사이버보안, 응용보안 및 평가인증, 바이오인식, DRM

기반소프트웨어
이동통신
방송

임베디드 SW, 공개 SW, SW품질평가, 웹, 메타데이터
IMT-Advanced, IMT WiBro, 모바일플랫폼 및 서비스, CR, 무선랜, VHO, IMT기술평가
DMB, 디지털TV, 디지털케이블, 데이터방송, 위성방송

3. 회의 참석 (기술위원회 및 프로젝트그룹)
● 2회 이상 연속 참여시 투표권이 있는 정회원으로 승격 (회의는 분기별 1회 정도 개최)

4. 표준화 추진
● 표준화위원회 홈페이지내‘표준제안’메뉴를 통해 입력, 제안

→ 프로젝트그룹에서 초안 수정 및 검토
→ 의견수렴(4주간)
→ 표준총회에서“TTA표준”
으로 채택

5. TTA 100% 활용하기
● IT 표준화 전략포럼 지원 프로그램 (http://forum.tta.or.kr)
● IT 표준전문가 육성지원 프로그램 (http://expert.tta.or.kr)
● 교육, 세미나, 워크샵 (http://edu.tta.or.kr)
● 각종 표준 자료 제공
● 시험, 인증 수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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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화 활동 가이드

약어 부록

어
약

3G

3rd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3세대 이동통신. 기존의 음성 및 패킷 전송은 물론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글로벌 로밍이 가능한 이동통신 규격

4G

4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4세대 이동통신. 3세대 이후의 차세대 이동통신 명칭. 이동중
100Mbps, 정지중 1Gbps 급 속도 제공을 목표로 함

ANS

American National Standard

미국국가표준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표준협회. 미국의 표준화 활동 관리 및 미국국가표준
승인을 담당하는 비정부 기관 (www.ansi.org)

ARIB

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es

일본의 전파산업회. 일본의 전파 및 방송 표준을 제정
(www.arib.or.jp)

ASTAP

APT Standardization Program

APT내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표준화회의

ATIS

Allianc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olutions

미국의 유무선 통신 분야 표준화 기구 (www.atis.org)

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미국의 차세대 지상파 텔레비전 방식인 고도화 텔레비전
(ATV) 방식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또는 규격

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광대역 통합망. 음성·데이터, 유·무선 등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품질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

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영국의 국가표준화기구 (www.bsi-global.com)

CCSA

China Communications Standards
Association

중국통신표준화협회. 중국의 통신기술 분야 표준화를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 (www.ccsa.org.cn)

CJK

China Japan Korea IT Standards Meeting

한중일IT표준회의

CR

Cognitive Radio

전파 환경을 측정하여 측정된 전파 환경에 적합하게 무선
기기의 운용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동작하는 무선 기술

DIN

German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독일의 국가표준화기구 (www.din.de)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고정·휴대·차량용 수신기에 제공
하는 방송 서비스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저작권 관리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영국의 (구)통상산업부. 현 BIS(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DVD

Digital Video Disk, Digital Versatile Disc

보통 영화 한 편에 해당하는 약 135분의 영상과 음성을 담을 수
있는 지름 12cm 크기의 광 디스크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유럽의 정보통신표준화기구(방송 포함) (www.etsi.org)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라이선싱 조건으로, 대부분의
표준화기구에서 표준에 포함된 특허 이용에 대한 정책으로
사용. RAND와 비슷한 의미

GSC

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

세계표준협력회의. 범세계적 표준화를 위한 국가 단위의 단체
표준화기구들의 협력 회의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유럽 통일 방식의 디지털 셀룰러 이동통신시스템의 표준 규격

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국제인정포럼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ion

민간의 전기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ISO, ITU와 함께 3대
국제표준화기구 (www.iec.ch)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미국전기전자학회 (www.ieee.org)

IEEE 802

IEEE 802

IEEE 컴퓨터학회 산하의 LAN/MAN 표준화 기술 위원회
(www.ieee802.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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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관련 프로토콜 개발 표준화 단체 (www.ietf.org)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 지적 창조활동의 결과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인정한
것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이 있음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주문형비디오,오락,다채널방송서비스 등 멀티미디어콘텐츠를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양방향 TV서비스

IS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의 회원국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 국제표준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민간의 산업분야 국제표준화기구. IEC, ITU와 함께 3대 국제
표준화기구 (www.iso.ch)

ISO/IEC
JTC1

ISO/IEC Joint Technical Committee 1

ISO와 IEC간 정보기술 분야의 상호협력 표준화를 목적으로
설립

I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정보통신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ISO, IEC와 함께 3대 국제
표준화기구. 정부간 조약기구 (www.itu.int)

ITU-D

ITU -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Sector

ITU의 전기통신개발 부문

ITU-R

ITU - Radiocommunication Sector

ITU의 전파통신 부문

ITU-T

ITU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ITU의 전기통신표준화 부문

IWA

International Workshop Agreement

ISO가 공동 구성한 워크샵을 통해 제정한 규격 (국제표준 IS는
아님)

JTC 1

Joint Technical Committee 1

ISO/IEC JTC 1 참조

LAN

Local Area Network

구내 정보 통신망

LBS

Location Based Service

이동 통신망과 정보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위치 정보
기반의 시스템 서비스

MAN

Metropolitan Area Network

도시권 통신망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동영상 압축 및 부호화 표준 개발 그룹. 공식명칭은 JTC1 산하
SC 29의 하부 조직인 WG 11

NGI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국가 지리 정보 시스템

NGN

Next Generation Network

기존의 일반 전화, 무선 전화 및 인터넷망을 하나의 패킷
구조로 통합한 차세대 통신망

OASIS

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웹 보안, e-비즈니스 등 관련 표준 개발 기구
(www.oasis-open.org)

OMA

Open Mobile Alliance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표준 개발 포럼
(www.openmobilealliance.org)

OMG

Object Management Group

컴포넌트기반 소프트웨어 관련 표준개발 기구
(www.omg.org)

PG

Project Group

TTA 표준화위원회의 기술위원회 산하 표준 개발 그룹

RAND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참조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식별. 전파 신호를 통해 비접촉식으로 사물에 부착된 얇은
평면 형태의 태그를 식별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SDO

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

표준화기구

SDR

Software Defined Radio

하나의 무선 기기로 주파수나 출력, 변조 방식 등을 소프트
웨어적으로 변경하여 다른 무선 통신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기술

SG

Study Group

ITU 각 부문의 산하에 구성되는 연구반

어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약

I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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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기업의 소프트웨어 인프라인 정보 시스템을 공유와 재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단위나 컴포넌트 중심으로 구축하는 정보 기술
아키텍처

SoC

System on Chip

단일 칩에 하나의 시스템이 구성된 IT 비메모리 반도체 소자

TIA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미국통신산업협회. 통신 및 정보기술, 장비 분야 표준화기구
(www.tiaonline.org)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www.tta.or.kr)

TTC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일본 정보통신기술위원회. 일본의 전기통신분야의 표준화를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 (www.ttc.or.jp)

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s

유럽의 제3세대 이동통신기술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각종 센서에서 감지한 정보를 무선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구
성한 네트워크

VHO

Vertical/Heterogeneous Handover

서로 다른 망간 끊김 없는 서비스 연동을 위한 기술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음성서비스를 IP(Internet Protocol)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
는것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월드 와이드 웹 관련 국제 표준화 단체 (www.w3.org)

WBAN

Wireless Body Area Network

웨어러블(wearable) 또는 몸에 심는(implant) 형태의 센서
나 기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개인 영역 네트워킹 기술

WG

Working Group

ISO 또는 ITU-T 등에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는 작업 그룹

WiBro

Wireless Broadband

와이브로. 다양한 휴대 인터넷 단말을 이용하여 정지 및 이동
중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고속으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
한 서비스

WiMAX

World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광대역 무선접속장비의 상호운용성 향상과 인증을 담당하는
비영리 단체인 WiMAX의 이름에서 유래한 무선랜 기술

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무선 주파수 기술을 이용한 근거리 네트워크

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무선을 이용하는 개인 영역 네트워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1995년에 탄생한 국제기구로서 국가간 무역
규정을 제정하며, 이전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체제를 보완

WTO TBT

W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WTO 출범과 함께 각국의 상이한 규제나 표준이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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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 포럼 및 컨소시엄 목록
*ITU 표준참조인용기관

**JTC1 PAS Submitter

*** 모두해당

1394TA

The 1394 High Performance Serial Bus
Trade Association

PC 및 가전제품간 인터페이스인 IEEE1394의 응용제품 표준화
도모, 시장수요 창출을 위한 단체 (www.1394ta.org)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GSM 기술에 기반한 WCDMA, TDCDMA, LTE 서비스 규격
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협의체 (www.3gpp.org)

3GPP2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2

3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CDMA2000 서비스 규격개발 및 국
제협력을 위한 협의체 (www.3gpp2.org)

AIM

Association for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Mobility

RFID, 바코드, 생체인식 등 자동식별 데이터 수집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단체 (www.aimglobal.org)

ATM Forum*

(IP/MPLS Forum으로 합병)

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미국의 차세대 지상파 텔레비전 방식인 고도화 텔레비전(ATV)
방식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www.atsc.org)

Bio API
Consortium
Bluetooth
SIG
Broadband
Forum

Bio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Consortium

바이오인식용 API 개발을 위한 단체 (www.bioapi.org)

CableLabs

CableLabs

케이블 통신방송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위한 단체 (www.cablelabs.com)

CDG

CDMA Development Group

3세대 CDMA 기술 보급을 위한 기업 연합(www.cdg.org)

CEA*

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정보가전과 관련된 표준화 및 상용화를 위한 단체 (www.ce.org)

CELF

Consumer Electronics Linux Forum

DCMI

Dublin Core Metadata Initiative

DLNA

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DMP

Digital Media Project

DMTF

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

DRM
Consortium

Digital Radio Mondiale Consortium

Bluetooth Special Interest Group
Broadband Forum

부

오픈소스플랫폼으로 리눅스를 활용하는 가전용 디지털 기기의
보급 확대를 위한 단체 (www.celinuxforum.org)
메타데이터 상호호환을 위한 표준 확산 및 보급을 위한 단체
(www.dublincore.org)
가정에서의 PC, 가전제품, 모바일기기간 상호 호환 가능한 네
트워크 환경 지원을 위한 단체 (www.dlna.org)
저작권 관점에서 디지털미디어 기술의 사용과 개발을 위한 단
체 (www.dmpf.org)
기업의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상호운용성 증진과 관리표준 개
발 단체 (www.dmtf.org)
30MHz 이하 주파수 대역에서의 디지털 방송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표준 개발 단체 (www.drm.org)
(Broadband Forum으로 변경)

DVD Forum

Digital Versatile Disc Forum

DVD 포맷,성능 등에 대한 정보교환, DVD 제품의 단일 포맷
구현을 위한 단체 (www.dvdforum.org)

Ecma
international
***

Ecma international

정보통신, 가전 분야 표준화기구. 94년 ECMA(European
Computer Manufacturers Association)에서 'Ecma
International'로 명칭변경 (www.ecma-international.org)

EPC global

Electronic Product Code global

Ethernet
Alliance
Femto
Forum

Ethernet Alliance
Femto Forum

FLO Forum

FLO Forum

FSAN
Forum

Full Service Access Network Forum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에 내장되는 코
드인 EPC 표준개발 단체 (www.epcglobalinc.org)
IEEE802 표준에 근거한 제품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단체
(www.ethernetalliance.org)
가정용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Femtocell) 관련 표준화 단체
(www.femtoforum.org)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멀티미디어 전송 기술인 FLO 기술의 국
제표준화 단체 (www.floforum.org)
광(optical) 및 전송 네트워크 관련 표준 개발 단체
(www.fsan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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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DSL Forum*

근거리에서의 무선 통신 기기 간의 저전력 통신 기술 개발을
위한 단체 (www.bluetooth.org)
상호운용성, 구조 및 관리에 필요한 다중 서비스용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규격 개발 단체 (www.broadband-forum.org)

록
부

GS1

GS1

국제상품코드관리기관. 바코드, 전자상거래툴, EPCGlobal
기술 등 유통 표준 및 기술 개발 지원 (www.gs1.org)

GSMA

GSM Association

GSM 플랫폼 개발, 글로벌 이동통신 산업 증진을 위한 기업
연합 (www.gsmworld.com)

HANA

High-Definition Audio-Video Network Alliance

홈 엔터테인먼트 제품 및 서비스 표준 개발 단체
(www.hanaalliance.org)

HAVi

Home Audio Video Interoperability

IEEE1394를 사용하여 가정내 통신망을 통해 AV 기기와 PC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규격인 HAVi 보급을 위한 단체
(www.havi.org)

HGI*

Home Gateway Initiative

홈게이트웨이 표준 개발을 위한 단체 (www.homegateway.org)

HomePNA

Home Phoneline Networking Alliance

가정에서 전화선을 이용하여 컴퓨터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킹 솔루션 제공을 위한 단체 (www.homepna.org)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할당, 도메인네임 및 국가코드 관리
등 인터넷 정책을 담당하는 단체 (www.icann.org)

IDF

International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Foundation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식별자인 DOI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단체
(www.doi.org)

IEEE RAS*

IEEE RAS(Robotics and Automation Society)

로봇/자동화 기계 분야의 연구, 개발 단체 (www.ieee-ras.org)

IEEE802*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IEEE 컴퓨터학회 산하의 LAN/MAN 표준화 기술 위원회
(www.ieee802.org)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인터넷 관련 프로토콜 개발 단체 (www.ietf.org)

IFPUG**

International Function Point Users Group

소프트웨어 가격 산정 기준 방식, 분석 방법 사용을 통해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를 도모하는 단체 (www.ifpug.org)

IFR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로보틱스 분야의 국제적 협력, 연구 및 개발 단체 (www.ifr.org)

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

Instructional Management Systems Global
Learning Consortium

온/오프라인 교육에 필요한 개방형 기술 규격 개발 단체
(www.imsglobal.org)

IMTC*

International Multimedia Telecommunications
Consortium

실시간, 리치미디어 통신에 필요한 표준 기반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단체 (www.imtc.org)

IP/MPLS
Forum*

(Broadband Forum으로 합병)

IPv6 Forum

Internet Protocol version 6 Forum

IPv6 전문가그룹, 정보 교환 (www.ipv6forum.org)

IrDA

Infrared Data Association

적외선 무선통신 규격 개발 단체 (www.irda.org)

ISMA

Internet Streaming Media Alliance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리치 미디어의 국제 표준, 멀티미디
어 IPTV 표준 보급을 위한 단체 (www.isma.tv)

Khronos
Group

Khronos Group

다양한 플랫폼과 장치상에서 3D 그래픽, 영상, 벡터 그래픽
등 rich meida 콘텐츠를 재생, 저작하기 위한 공개 표준
API 제정 (www.khronos.org)

Liberty
Alliance*

Liberty Alliance Project

네트워크상에서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공개 표준 개발 단체
(www.projectliberty.org)

LiMo
Foundation

LiMo Foundation

모바일 장치를 위한 리눅스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단체
(www.limofoundation.org)

Linux
Linux Foundation
Foundation**

리눅스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단체
(www.linuxfoundation.org)

MEF*

Metro Ethernet Forum

Carrier Class 이더넷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범세계적 보급을
위한 단체 (www.metroethernetforum.org)

MeT
Initiative

Mobile Electronic Transactions Initiative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결재 구현을 위한 단체
(www.mobiletransaction.org)

MIPI
Alliance

Mobile Industry Processor Interface Alliance

H/W 및 S/W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인터페이스
규격 개발 단체 (www.mip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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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Cooperation

Media Oriented Systems Transport
Cooperation

자동차 산업에서 멀티미디어 및 인포테인먼트 네트워킹에 필요
한 표준 개발 단체(www.mostcooperation.com)

MPEG
Industry
Forum

MPEG Industry Forum

MPEG(MPEG-4, MPEG-7, MPEG-21)표준 보급, 상호운용
성 테스트 등을 위한 단체 (www.mpegif.org)

MPF

Mobile Payment Forum

NFC Forum

Near Field Communication Forum

OAGi

Open Applications Group Inc.

OASIS***

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

지리공간 정보처리 상호운용을 위한 규격 개발을 위한 단체
(www.opengeospatial.org)

OGF

Open Grid Forum

그리드 기술 및 그리드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 개발
단체 (www.ogf.org)

OIF*

Optical Internetworking Forum

광 네트워크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 기술보급을 위한 단체
(www.oiforum.com)

OMA*

Open Mobile Alliance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표준 제정을 위한 단체
(www.openmobilealliance.org)

OMG***

Object Management Group

컴포넌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체
(www.omg.org)

OMTP

Open Mobile Terminal Platform Group

통신사업자 위주로 모바일 단말기 요구사항 취합 및 개선을 위
한 단체 (www.omtp.org)

Open IPTV
Forum

Open IPTV Forum

다양한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기술 개발 단체
(www.openiptvforum.org)

OSGi
Alliance

Open Services Gateway Initiative

공통 미들웨어로서 OSGi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단체
(www.osgi.org)

PC/SC
Workgroup

PC/SC Workgroup

스마트카드 및 리더들 간의 상호호환성에 필요한 표준 개발 단
체 (www.pcscworkgroup.com)

PCI-SIG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Special
Interest Group

PC, 모바일기기 등의 중앙 처리 장치(CPU)와 주변 장치를 연
결하는 규격인 PCI 표준 개발 단체 (www.pcisig.com)

PCMCIA

Personal Computer Memory Card
International Association

휴대용 컴퓨터의 확장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주변장치 등으로
사용되는 IC메모리카드 공통 규격 개발을 위한 단체
(www.pcmcia.org)

PICMG

PCI Industrial Computer Manufacturers
Group

고성능 통신 및 컴퓨팅에 필요한 개방된 규격 개발을 위한 단체
(www.picmg.org)

안전하고, 상호운용성있는 m-payments 구현을 위한 프레임워
크 개발을 위한 포럼 (www.mobilepaymentforum.org)
근거리 무선 접속 기술인 NFC 기술 구현과 표준화 지원을 위
한 단체 (www.nfc-forum.org)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호운용성, 연결, 통합 등에 필요한
표준 개발 단체 (www.oagi.org)
웹 관련 보안, e-비즈니스 표준 개발 단체
(www.oasis-open.org)

부
록

PKI
FORUM(ASIA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Forum
PKI Forum)

정보보호 표준 방식인 공개키기반구조(PKI) 상호운용성 도모를
위한 단체 (www.asia-pkiforum.org)

PLC Forum

Power Line Communications Forum

전력선 통신 기술 개발을 위한 단체 (www.plcforum.org)

Quest Forum

Quality Excellence for Suppliers of
Telecommunications

통신사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통화품질 및 성능 요
구사항 개발을 위한 단체 (www.questforum.org)

RosettaNet
Consortium

RosettaNet Consortium

e-Business 프로세스 표준 개발 단체
(www.rosettanet.org)

SA Forum

Service Availability Forum

통신사업자급(carrier grade) 및 중단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핵
심적(mission critical) 시스템에 필요한 규격 개발
(www.saforum.org)

SCA

Smart Card Alliance

스마트카드 기술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한 단체
(www.smartcardallian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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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TE*

Society of Cable Telecommunications
Engineers

케이블 통신 분야 표준 개발 단체 (www.scte.org)

SDR Forum

Software Define Radio Forum

차세대 무선 시스템에 필요한 SDR(Software Defined Radio)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포럼 (www.sdrforum.org)

SIP Forum

Session Initiation Protocol Forum

인터넷상의 멀티미디어 통신 프로토콜인 SIP 기술 제품 및 서
비스 구현을 위한 단체 (www.sipforum.org)

SMPTE*

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s

방송 및 영상관련 표준 제정 단체 (www.smpte.org)

TCG**

Trusted Computing Group

안전하고 위협으로부터 강한 컴퓨터에 필요한 신뢰컴퓨팅 기술
및 표준 개발 단체 (www.trustedcomputinggroup.org)

TM Forum*

TeleManagement Forum

정보 및 통신 서비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솔루션,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한 단체 (www.tmforum.org)

TOG

The Open Group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공개 표준과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기
업들간의 정보 접근 촉진을 위한 단체 (www.opengroup.org)

TV-Anytime
Forum

TV-Anytime Forum

디지털저장매체를 이용한 개인맞춤형 방송서비스를 위한 표준
화 단체로, 2005년 7월 표준화활동을 마감하고 지역별 User
Group활동 지속 (www.tv-anytime.org)

UMTS Forum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Forum

UMTS는 3GPP와 함께 ETSI에서 표준화한 3G 시스템으로
UMTS 모바일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위한 단체
(www.umts-forum.org)

UNICODE*

록

유니코드 표준 홍보, 관리, 개발을 위한 단체 (www.unicode.org)

Universal Plug and Play Forum

UPnP(범용 플러그앤 플레이)는 PC, 무선 장치 등 각종 주변
기기를 가정의 네트워크에 접속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로, UPnP 제품 및 서비스 규격을 개발을 위한 비영리협회
(www.upnp.org, www.upnp-ic.org)

USB-IF

Universal Serial Bus Implementers Forum

USB(범용 직렬 버스) 기술의 발전과 확산 지원을 위한 단체
(www.usb.org)

Voice XML
Forum

Voice XML(eXtensible Makeup Language)
Forum

VoiceXML 기반 음성 어플리케이션 확산을 위한 단체
(www.voicexml.org)

VoIPSA

Voice over IP Security Alliance

VoiceXML 기반 음성 어플리케이션 확산을 위한 단체
(www.voipsa.org)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웹서비스, 시멘트웹 등 웹 표준을 개발 단체 (www.w3.org)

Web3D
Consortium

Web3D Consortium

3D 파일 포맷 표준 개발 단체 (www.web3d.org)

WfMC

Workflow Management Coalition

워크플로우 제품간의 상호운용성, 연결성 등을 위한 표준 개발
단체 (www.wfmc.org)

WIFI
Alliance

Wi-Fi Alliance

WLAN 관련 표준 채택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www.wi-fi.org)

WiMAX
Forum

Worldwide Microwave Interoperability
Forum

IEEE802.16 표준에 기초한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 구축 촉진을
위한 포럼 (www.wimaxforum.org)

WiMedia
Alliance

WiMedia Alliance

2009.3월 활동 종료. UWB(Ultra-wideband)기술을 사용한 초고
속 WPAN 솔루션 개발을 위한 기업 연합 (www.wimedia.org)

World DMB
Forum

World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Forum

유레카147DAB시스템에 기반한 DAB디지털라디오서비스 구현
협력을 위한 단체. '06년 10월 World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에서 명칭 변경 (www.worlddab.org)

WS-I**

Web Service- Interoperability

플랫폼,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등에 독립적인 웹서비스 상
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단체 (www.ws-i.org)

ZigBee
Alliance

ZigBee Alliance

저전력,저가격,소형 무선네트워크인 IEEE 802.15.4의 상위 계
층의 표준화 및 보급을 위한 단체 (www.zigbee.org)

부

U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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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분석자료는 국책사업인 "국내외 표준화 제도, 기획 및 체계
분석 연구"의 일환으로 발간된 자료입니다.
2. 본 분석자료의 무단 복제를 금하며, 내용을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총 괄 책 임 자 : 진병문 (TTA 표준화본부장)
□ 연 구 책 임 자 : 구경철 (TTA 전략기획팀장)
□ 전 략 기 획 팀 : 손 홍, 장종표, 강부미, 진수경, 전철기
박정환, 전덕중, 백종현,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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