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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Ⅰ

개요
ITU 일반
개요

지난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개국 간의 연합으로 시작한 아
세안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추가로 가입하면서 회원국이 현재의 10
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아세안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와 경제의 성장 지역 중 하나로
2015년을 기준으로 6.3억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7.2억명으로 증가가 예측

ITU-R

되며(United Nations, 2018), 경제 규모 7위의 지역 블록으로서의 위상 뿐 아니라 빠른 속도로 발
전하고 있는 베트남 등 회원국의 경제 약진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협력 파트너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의 출범과 함께 단일시
장으로서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10개 회원국의 표준화 체계 및 정
책을 조율하고 지역 내 표준 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선언: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Kuala Lumpur Declaration on 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

ITU-T

2015년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모든 아세안 정상이“2025 쿠알라룸푸르 아세안
에 서명하면서 2025 아세안 연계성 기본계획(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MPAC
2025)을 채택하였다.

ITU-D

2025 아세안 연계성 기본계획의 비전은 "아세안을 완전하고도 포괄적으로 통합시켜 경쟁력,
포용성을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이다. 2025 아세안 연계성 기본 계획은 이 비전
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전략적 영역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IEC
ISO/IEC JTC1
아세안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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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①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이 전략의 목표는 기존 자원을 조율하여 아세안 기반시설 프로젝트
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지원을 제공하는 것(여기에는 프로젝트 준비, 기반시설 생산성 향상 및 역량
구축 등이 포함됨)이다. 또한 경제 성장과 높은 삶의 질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전체 아세
안 회원국이 "스마트 도시화" 모델에 대한 교훈을 교환하는 활동도 이뤄진다.
② 디지털 혁신: 효율성을 증대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면 아세안의 디지털 기술
가치는 2030년경 최대 6,250억 달러(해당 연도 아세안 국내총생산의 8%)에 이를 수 있다. 이
기회를 포착하려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데이터 관리 및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포함함)를 제공하
고 개방형 데이터에 대한 모범사례 공유를 지원하며 이러한 신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을 극소∙중소기업에 부여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원활한 물류: 아세안 연계성을 향상시키려면 물류 분야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
러나 역내 운송 소요 시간과 운송 비용을 측정한 결과 2010 아세안 연계성 기본 계획에서
최초 예상한 수준만큼 물류 효율성이 향상되지는 못하였다.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 간의 의
견 조율과 모범사례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류 회사, 교육 기관 및 아
세안 회원국 간 협업을 강화하는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분명 존재한다. 그 기회를 실
현한다면 역내 공급망의 주요 활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의 손쉬운 식별, 역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모범사례의 수집∙공유 그리고 주요 정책
영역의 식별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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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규제 혁신: 역내 규칙∙규정 및 절차를 준비∙채택 및 이행하는 과정에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전략의 목표는 표준 조율, 상호인정 및 기술규

정에 초점을 맞추고 무역 왜곡 비관세 조치를 다루는 아세안 연계성 의제의 주요 핵심정책
이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⑤ 인적 이동성: 과거에는 역내 아세안 국민의 여행이 크게 제한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아세
안 지역 내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가령, 여행 정보의 부족을 해소하
고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관광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직업군
에 대한 체계적인 자격 심사 프레임워크를 확립하여 역내 기술 이동성과 아세안 대학생들의
이동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한다.

[그림 1] 2025 아세안 연계성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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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장에서는 먼저 지역 블록으로서 아세안의 표준화 체계와 전략을 개괄한다. 아세안은 원칙적
으로“지역표준”
을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회원국 간 표준을 조화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표
준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협약으로서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중 제 7

ITU 일반
개요

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표준화와 관련된 아세안 차원의 법 체계를 검토하고, 추진 체계의 핵심
에 있는 아세안경제장관회의(ASEAN Economic Ministers) 산하 기구인 ASEAN Consultative
Committee on Standards and Quality(ACCSQ)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실행 차원
에서는 정책 문서인 The ASEAN Policy Guidelin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를 통해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한 표준화 부문의 세부 추진 전략을 살펴본다. 또한

ITU-R

2004년 아세안 통합 프레임워크협약 내에서 협의된 바 있는 전기전자 등 9개 우선순위 통합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내 표준 조화 현황을 간략히 소개한다. 지
역기구로서 ASEAN 차원의 ICT 분야 표준화 전략은 The ASEAN ICT Masterplan 2020의
표준화 유관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ITU-T

그 다음으로는 아세안 10개 회원국별 표준화 법, 추진체계 및 국가 표준화 전략을 개괄하고, ICT
표준화 추진체계 및 주요 전략을 검토한다. 아세안 지역은 10개 회원국 중 1인당 GDP가 5만 불을
훌쩍 넘는 싱가포르부터 1인당 GDP가 1천불을 조금 넘는 미얀마, 캄보디아까지 회원국 간 다양성
이 매우 크며, ICT 표준화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국가표준화 체계 뿐
아니라 ICT 표준화의 체계 및 전략이 잘 수립되어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선두 그룹과 이제

ITU-D

막 국가표준화 체계 구축을 시작하는 후발그룹의 표준화 추진체계, 전략 수준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역 블록으로서 아세안 차원의 ICT 표준화 협력 논의 역시 아직 미약하다.

ISO
IEC
ISO/IEC JTC1
아세안 10개국

[그림 2] 아세안 10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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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세안 지역의 표준화 관련 정책 및 전략

1. 아세안 표준화 관련 정책
가. 아세안 표준화 관련 정책 개요
지역기구로서 아세안의 표준화를 규정하는 법체계로는 2007년 체결된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를 살펴볼 수 있다.1) ATIGA는 아세안 지역 내 자유로운 물품의 이
동을 통해 무역 장벽 감소와 회원국 경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비용의 감소, 무역 확
대, 시장 확대 및 규모의 경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 협약을 통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및 태국의 6개 회원국은 99.65 퍼센트의 관세 수준에서 아세안 역내
무역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4개 회원국은 98.86
퍼센트 관세 부과 대상에 대해 0~5 퍼센트 수준으로 수입 관세를 축소한 바 있다. 최근에는
역내 무역 및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조치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ASEAN,
n.d.).

구체적으로, ATIGA에서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절차를 다루고 있는 것은 제7장이다. 협
정 대상국은 WTO TBT협약의 요구사항에 더해, 아래의 4가지 조항을 추가적으로 이행할 것
에 합의하였다. 첫 번째로 국제 표준 및 관례에 맞추어 국내 표준을 조화시키고, 둘째 인증결과
에 대한 회원국 간 상호인증을 활성화하며, 셋째, 아세안의 섹터별 상호인증협약(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MRA)을

개발, 실행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규제 분야에서

아세안 규제조화체계(Harmonized Regulatory Regimes)을 개발하며, 넷째, 아세안 내 국가인정기
구, 법정계량을 포함한 국가계량기구 간 협력 촉진을 통해 규제 및 비규제 섹터에서 상호인증
협약의 시행을 활성화한다.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과 더불어 AEC Blueprint는 표준 및 표준 준수와 관련해“표준,
품질 인증, 인정, 측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역내 수입/수출품의 비용효과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
이라는 점을 천명한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서“아세안 표준∙적합성 정책 가이드라인(The ASEAN Policy Guidelin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제정을 통해 역 내 표준 조화 이행을 위한 세부 전략을 발표하였다.2)

나. 표준 전략 및 추진 체계
1) ACCSQ
아세안의 표준 정책에 있어 구심점이 되는 것은 ASEAN 경제장관회의(AEM) 산하 기관인

1)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 원문 참고http://investasean.asean.org/index.php/page/view/asean-freetrade-area-agreements/view/757/newsid/872/asean-trade-in-goods-agreement.html
2) 아세안 표준∙적합성 정책 가이드라인 원문 참고https://asean.org/storage/2017/09/ASEAN-Guidelineson-Standards-Technical-Regulations-and-Conformity-Assessment-Procedur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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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아세안표준품질자문위원회(ASEAN Consultative Committee on Standards and Quality, ACCSQ)이다
(그림 2).3)

1992년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절차와 관련된 ATIGA의 이행 모니터링을 목적

ITU 일반
정책 및 전략

으로 설립되었다.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과 함께, ACCSQ는 아세안 회원국 국가 표준과 국
제 표준 간 조화,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증협약의 이행 촉진을 통해“하나의 표준으로 하나
의 시험 결과가 어디서나 인정(One Standard, One Test, Accepted Everywhere)”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ACCSQ의 최우선 과제는 무역 기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과제는‘아
(ASEAN Standards and Conformance Strategic
세안 표준 및 적합성 전략을 위한 계획 2016-2025’
Plan 2016 - 2025)에 반영되어 있다.

ITU-R

ACCSQ는 고도로 통합되고 결집력을 발휘하는 아세안 경제를 창설하기 위해,‘표준, 기술 규정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esment Procedures,
및 적합성 평가 절차’
STRACAP4)에

관한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품질 인프라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ACCSQ는 무역 기술 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들에 기초하여, 해당 부문별 아세안
ITU-T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화표준(harmonized standards) 및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결과의 상
호인정 및 기술규정의 동등성(equivalence)수용 등의 조치를 통해 모든 우선적 부문들에서의 부
문별 규제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CCSQ는 2025년 이후의 비전을 실
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6가지의 전략적 추진방침을 채택했다.

ITU-D

전략적 추진방침 1: 현재 및 미래의 아세안의 필요에 부합할 정책 및 실행계획의 개발을 통해
표준 및 적합성 인프라를 향상시킨다.
전략적 추진방침 2: STRACAP 측면의 무역 기술 장벽의 포괄적 축소를 점진적으로 실현함으
로써, 고도로 통합되고 결집력을 발휘하는 아세안 경제를 달성한다.
전략적 추진방침 3: 국제적 단체 및 아시아 태평양 단체 및 관련 인정협정에서 아세안을 효과

ISO

적으로 대표하고 참여하기 위해 STRACAP 관련 쟁점들에 대한 아세안
공동 접근을 강화한다.
전략적 추진방침 4: 산업 및 사업을 위한 서비스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그 이용 가능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표준 및 적합성 평가에서의 민간 부문의 참여를 강화한다.
전략적 추진방침 5: ACCSQ 및 그 산하 워킹그룹들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며, ACCSQ와 여타

IEC

아세안 부문별 단체들 간의 협업 효과성을 향상시킨다.
전략적 추진방침 6: 아세안 이니셔티브(Asean Initiative)와 STRACAP에 관한 정책들의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의 역량 구축 및 인적 자본 개발을 지원한다.

ISO/IEC JTC1
아세안 10개국

3) 아세안 표준품질자문위원회(ACCSQ) 웹사이트https://asean.org/asean-economic-community/sectoralbodies-under-the-purview-of-aem/standards-and-conformance/
4) STRACAP이란 용어는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인증, 과학적/법적 계측(metrology) 및 시장 감독
(market surveilance)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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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CCSQ 아세안 표준 및 적합성 전략적 추진방침 및 활동 프로그램
활동 프로그램

274

전략적 추진방침 1

1. 관련 조화표준이 시장 통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아세안 표준조화 가이드라인’
(ASEAN
Guidelines for Harmonization of Standards)에 기반을 둔 표준 개발 협력의 기본 틀을 강화한다.
2. 과학적/법적 계량을 위한 아세안 로드맵의 개발을 지지하고 이에 기여한다. 이는 법적/과학적 계량에
관한 아세안 단체들이 공동으로 담당할 것이다. 이는 국가 계량연구단체들과 법적 계량기관들 간의 정
규적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APMP와 APMLF 간의 현행 협력을 활용하
되 기존 실행계획들과는 중복되지 않을 것이다.
3. 아세안 인증 및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ASEAN Guidelines for Accreditation and Conformity
Assesment)에 기초한 인증 협력 기본 틀을 개선한다. 이는 역량 구축, 인증제도의 개발, 서비스의 제
공 그리고 인력 및 자원의 공유를 위한 국가인증기관(NAB: National Accreditation Body) 및 국가
인증 총괄 연락기관(NAFP: National Accreditation Focal Points)들 간의 구조화된 협력을 포함할
것이다. 이런 향상된 기본 틀은 APLPAC과 PAC 간의 현행 협력을 활용하되 기존 실행계획들과는 중
복되지 않을 것이다.
4. 조화 규제 체제(harmonized regulatory regime)의 개발에 관련된 부문별 집단들을 위한 일반지침을
개발하며, 기존 아세안 상호인정협정 개발 가이드라인을 확장한다. 이 지침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확인하고, 조화를 위한 접근법 및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국제조화협정과 그 실행계획 간의
관계를 고려할 것이다.
5. 역내 조기경보 시스템의 실행 측면을 개선하며, 위험평가 방법론들 및 시장 감독 체계에 관한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공동 접근법을 채택한다.

전략적 추진방침 2

1. 무역 기술 장벽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기존 ACCSQ 상호인정협정 및 조화 규제 체제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시장통합 실행계획들을 검토하고 가속화한다.
2. 현행 및 신규 분야에서의 STRACAP 개선을 통한 무역 원활화 실행계획들의 역내 이행을 확고히 하며,
미소기업 및 중소기업(MSME)의 필요도 포함하여 다룬다.
3. 아세안 역내 조화화 규칙의 제정 및 이행을 촉진하고 원활화하며, 규제영향평가(RIA: Regulatory
Impact Assesment) 및 규제영향사전평가보고서(RIS: Regulatory Impact Statement)의 이행 및
작성을 촉진한다.

전략적 추진방침 3

1. 아세안 역내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역내 적합성 사항들에 관한 표준의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활용
하기 위해, 공인된 국제표준기구들에 더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기구들에서 주장할 역내 공동 입장을
더 잘 조율한다.
2. 국제적으로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구들에서 새로 대두되거나 진행 중인 문제들에 관한 아세안의 입
장 표명을 위해 조율 및 협력한다.
3. 아세안 + 1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기술장벽(TBT) 조항, 그리고 향후의 경제동반자협정들 및 자유
무역협정들에 관한 협상 및 이행에서 아세안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WTO TBT 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에 관해 조율한다.
4. 표준, 적합성 평가, 계측 및 기술규정에 관하여 아세안에 필요한 글로벌 기구들5)을 확인하고 참여하기
위해, 공동으로 지지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

전략적 추진방침 4

1. 워킹그룹/제품워킹그룹이 표준, 적합성 평가 및 기술규정을 개발하고 이들에 관해 이행할 무역 관련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무역협회 및 기타 관련 협회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한다.
2. 기술규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행되는 적합성 평가 활동에 대한 공동 접근방식을 수립한다. 민간부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한 한 허용하며 이런 이용의 확대를 지원한다.
3. 아세안 내 표준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정보를 산업 및 기업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협업하며,
특히 미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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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활동 프로그램

ITU-R
ITU-T

전략적 추진방침 6

1. 아세안 내 표준 인프라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숙련도와 지식을 갖춘 인력들을 개발하기 위해, 표
준에 관한 교육의 필요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지원한다.
2. 표준 및 적합성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인적 자본 및 제도적 역량을 향상
시킬 필요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지원한다.
3. 역량 구축에 관해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협력을 향상시키고, STRACAP 분야의 전문가 자원의 공유를
촉진한다.
4. STRACAP에 관한 아세안 회원국들(AMS) 간의 편차의 축소에 초점을 두고, 현행 STRACAP이
ACCSQ 및 그 산하 워킹그룹/제품워킹그룹들의 개발 목적에 적합하며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화 파트너들 및 여타 외부 개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한다.

ITU 일반
정책 및 전략

전략적 추진방침 5

1. 지속적 필요 및 향후의 필요를 위해 계획된 행동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ACCSQ 및 그 산하 워
킹그룹/제품워킹그룹들의 업무에 관한 현행 구조, 위임 기준, 처리방식 및 절차를 검토하며 내부 모니
터링을 강화한다.
2. 상호이익이 되는 영역에서 ACCSQ와 아세안 관련 단체들 간의 협력을 위해 구조화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이런 영역들은 소비자 보호, 식품 안전, 농업, 의료, MSME, 과학 및 기술(S&T) 및 기타
분야(ICT, 에너지, 환경보호, 서비스 등)를 포함한다.

ACCSQ는 3개의 작업반과 9개의 제품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 다음에서 각 작업반
ITU-D

의 주요 업무 범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ISO
IEC
ISO/IEC JTC1

※ 출처:Scoles.(2016)

[그림 3] 아세안 표준화 추진 체계

아세안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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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CCSQ 산하 작업반 업무 범위
명칭

업무

작업반 1

표준 및 상호인증협약

작업반 2

적합성평가

작업반 3

법정 계량

제품 작업반 1~9

전기전자, 화장품. 식료품, 의약품, 자동차, 고무, 의료기기, 목재, 전통의약품 및 건강보조제

2) 작업반
가) 작업반(1~3)
작업반 1은 아세안 섹터별 MRA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아세안 MRA 가이드라인을 정립하
며, 국제표준조화,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한 우수규제관행 확산 지원, 기술규정의 투명성 확대,
아세안 내 신규 MRA 및 표준 조화 영역 발굴, 표준기관 및 규제기관 간 협력 기제 개발, 국제
및 지역기구와의 협력 제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작업반 2는 아세안 회원국의 인정기구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국제 인증 획득, 아세안 회원국
의 적합성평가 기관 전문성 수월성 강화를 통한 시험성적서와 인증서의 상호인증 이행 촉진,
회원국 인정 및 적합성평가 지원, 아세안 내 인증기관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작업반 3은 법정계량 분야를 관장하며, 아세안자유무역지구(ASEAN Free Trade Area, AFTA) 목
표 달성을 지원하고, 회원국의 법정계량 분야 법령 현대화를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세안 내 법정계량 조화를 추진한다.
나) 제품 작업반(1~9)
ICT 분야에 대한 표준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 제품 작업반이 설립되어 있지는 않다. 여기
에서는 ICT 분야와의 유관성이 인정되는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상호인증협약(ASEAN EE MRA)
공동작업반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소개한다. 이 작업반은 ASEAN EE MRA에 의거한 시험
소 및 인증기관의 추가, 정지, 삭제, 검증을 담당하며, 상호인증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신규 이
슈 제기를 위한 포럼 제공, 상호인증협약의 범위 및 대상의 개정 제안 및 검토, 역내 협력 확대,
전기전자 제품을 대상으로 한 모범규제관행 촉진 등을 담당한다.
3)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표준 조화
아세안 우선순위 분야 통합 프레임워크협약(ASEAN Framework Agreement for the Integration of
Priority Sectors)에서
(MRA)

선정한 바 있는 11개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증협약

개발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 해당 분야는 농업 기반 제품, 항공 여행, 자동차, e-

ASEAN, 전자제품, 수산물, 건강관리, 고무 기반 제품, 섬유 및 의류, 관광 및 목재 기반 제품
이다. 이들 우선순위 분야의 선정은 아세안 역내 무역 규모,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s)의 존재 유무 및 그 범위, 아세안 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기술 인프라

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관심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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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 아세안의 ICT 표준화 전략
1) The ASEAN ICT Masterplan 개요

ITU 일반
정책 및 전략

ASEAN은 2000년 5월부터 정보통신 고위급 관료회의(TELSOM)와 2001년 7월부터 정보통신
장관회의(TELMIN)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매년 TELSOM과 TELMIN 개최에
앞서 실무자급(JWG) 회의를 개최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15(AIM2015)는 2011년 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정보통신 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다. AIM 2015는 ① 아세안 회원국의 성장엔진으로서의
ICT, ② 글로벌 ICT 허브로서 아세안, ③ 아세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④ 아세안 통합에 기
Completion Report)’
에

ITU-R

여를 주요 성과로 한다.‘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15 완료보고서(ASEAN ICT Masterplan 2015
따르면 AIM 2015를 위해 대략 220만불 규모의 87개 프로젝트를 수행

하였으며, 예산의 80.3%가 아세안 ICT 기금(AICTF)에서, 10.3%가 개별국가에서, 9.4%가
대화상대국으로부터 조성되었다.

ITU-T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ASEAN ICT Masterplan 2020, AIM 2020)는 ICT 분야 표준화에 대
한 몇 가지 공통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5) AIM 2020은 2011년 최초로 발표되었던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10-2015에 이어 발표된 전략으로,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과 더불어
ICT를 통해 아세안 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2016년 제15차 아세안 정
보통신장관회의(TELMIN)에서 발표되었다. AIM 2015가 산업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했다면

ITU-D

AIM 2020은 2020년까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지닌 것이다.
AIM2020은“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변혁적인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이고 통합된 아세안 커뮤니티를 가능”
케 하는 것을 비전으로, 5개의 핵심 성과를 설정하고 있
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8개의 추진전략(Strategic Thrusts)을 제시하고 있다. 8대 추진전략의
핵심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아세안 단일시장, 통합 강조라고 볼 수 있는데, AIM 2015의

ISO

6대 추진전략에서 다루었던 경제 전환, 정보격차해소 등과 비교할 때 지역 통합과 성장의 기제
로서 보다 강화된 ICT 부문 비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표 3>.
<표 3> AIM 2015와 AIM 2020의 추진전략
AIM 2020

IEC

AIM 2015
1. 경제 전환Economic Transformation

1. 경제발전 및 전환Economic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2. ICT를 통한 통합 및 역량 강화People Integration and
Empowerment through ICT

3. 혁신Innovation

3. 혁신Innovation

4. 인프라 개발Infrastructure Development

4. 인프라 개발Infrastructure Development

5. 인적자본 개발Human Capital Development

5. 인적자본 개발Human Capital Development

6. 정보격차 해소Bridging the Digital Divide

6. 아세안 단일시장의 ICTICT in the ASEAN Single Market

ISO/IEC JTC1

2. ICT 역량 강화People Empowerment and
Engagement

7. 뉴미디어와 콘텐츠New Media and Content

아세안 10개국

8. 정보보안 및 보증Information Security and Assurance

※ 출처:아세안 웹사이트
5)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AIMS 2020) 원문
https://www.asean.org/storage/images/2015/November/ICT/15b%20-%20AIM%202020_Publication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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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2015를 기준으로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총괄하고, 아세안
정보통신고위급회의(ASEAN Telecommunications and IT Senior Officials Meeting, TELSOM) 및 아세
안 정보통신규제기구위원회(ASEAN Telecommunication Regulators’Council, ATRC)에서 이를 지원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TELSOM과 ATRC는 각각 작업반과 공동작업반이 지원하며, 그 밖에
아세안 사무국에서 행정 조율을, 아세안 ICT 센터에서 프로그램 전반의 운영 모니터링을 담당
한다.

[그림 4]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체계

2) ICT 표준화 관련 주요 내용
AIM2020의 8대 추진전략은 각각의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니셔티브(initiatives) 및
실행계획(action points)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또한 실행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
젝트와 달성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이들 세부 실행전략 중 ICT 표준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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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표 4> AIM 2020에 드러난 ICT 표준화 관련 이니셔티브 및 실행계획
이니셔티브
(Initiatives)

2. ICT를 통한 통합
및 역량 강화
(People Integration
and Empowerment
through ICT)

2.1. 아세안의 디지털 포용
(digital inclusion) 강화

실행계획 (Action Points)
타겟/프로젝트(Targets/Projects)

ITU 일반
정책 및 전략

추진전략
(Strategic Thrusts)

2.1.3. 차세대 텔레센터를 위한 우수사례 개발
- 품질, 서비스, 지속가능성 표준을 포함해 차세대 텔레센터를 정의
- 아세안 텔레센터 운영 툴킷 개발
- 보조금 지원을 받는 텔레센터를 위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
3.1.1. 스마트시티 개발 우수사례지침 및 표준 개발

3.1. 신기술과 정책 촉진

ITU-T

3. 혁신
(Innovation)

ITU-R

- 아세안 스마트시티 기획 및 개발 우수사례 공유
- IoT, M2M, 센서기술 포함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적절한 국제
정책 모델 및 우수사례 파악
- IoT, M2M, 센서기술 포함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표준 파악, 개발
및 도입
- ICT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관리 효율성 측정관리 기제 개발 탐색
3.1.2. 개방/빅데이터 가이드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 빅데이터 관리 분석 개발 및 활동 공유를 위한 민간 포럼 혹은
플랫폼 구축
- 기계인식 가능한 개방형 데이터 표준화 가이드 개발
- 개방형 데이터 개발 지원

6.2. ICT기업/제품을 위한 개방
시장 촉진

6.2.1. 아세안 내 ICT 제품/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
- 아세안회원국 내 ICT 기술표준 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우선순위
ICT표준 파악
- 아세안 정보통신 단일 시장 가능성에 대한 연구 수행

ISO

6. 아세안 단일시장의
ICT
(ICT in the ASEAN
Single Market)

ITU-D

3.1.3. 신기술 개발 및 동향 모니터링
- 거점조직(Centre of Excellence, CoE)을 통한 협력
- 신규 기술 및 표준 수집 및 전파를 위한 가상 협력 플랫폼 개발

세 번째 추진전략인 혁신 부문과 여섯 번째 추진전략인 아세안 단일시장의 ICT 관련 항목에서
ICT 표준화 관련 세부 이니셔티브와 실행계획이 강조되고 있다. 먼저 혁신 부문에서는 신기술
IEC

촉진과 관련해 스마트시티 표준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개방형 데이터 표준 조화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아세안 단일시장의 일환으로 ICT 분야에서도 제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 간 표준 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우선순위 ICT표준을 파악하는

ISO/IEC JTC1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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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가.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개요
오늘날 아세안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와 경제의 성장 지역 중 하나로 2015년을 기준으
로 6.3억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7.2억명 수준의 증가를 예측6)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은 다양한 규모의 도시 성장과 함께 2035년까지 도시 지역의 빌딩, 상하수도,
교통∙에너지 기반 시설 및 주거지 개발을 위해 US$ 7조의 신규 투자가 필요할 전망7)이다.
이에 아세안 지역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전략적 필요를 반영하여 아세안 정상들은 2018년 4월
제 32차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ASEAN Smart City Network,
ASCN)

구축을 발표했다. ASCN은 급격한 도시화가 야기하고 있는 교통난, 대기 및 수질오염

등에 관한 이슈들을 IT 기술 적용 등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 구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아세안
전역의 도시들이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기 위한 플랫폼
이다. 주요 목표는 기술을 원동력으로 사용하여 아세안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으로, 아세
안 도시 간 스마트 시티 개발 협력 추진, 민간 부문 솔루션 제공 업체와 함께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개발, 자금 조달 및 기타 지원 수단을 통해 아세안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촉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아세안 공동체 비전 (ASEAN Community Vision 2025)에 맞춰 기간을 설정한‘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도시별 시행 계획 2018-2025 (City-Specific Action Plans for Smart City Development 20182025)’
은

도시별 스마트시티 중점 분야의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시행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ASCN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 플랜 (MPAC) 2025와 같은 아세안의 기존 커뮤니티를 구축하
려는 노력과 이니셔티브를 보완하려 한다. 지역 수준에서 틀이 잡힌 개발 전략을 국가 수준으
로 해석, 조정한 다음 도시 수준에서 구현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까지
구축된 ASCN 의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다.
<표 5> ASCN 기본구상

1. ASCN 대상 시범도
시와 중점 산업분야

- 국가별로 3개 도시 지정
*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는 각각 1 개 도시, 라오스 2 개 도시, 말레이시아는 4 개 도시를 지정·제출
하여총 26 개 시범도시 확정
- 기존·노후 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가능
- 각 지역별/도시별 발전 전략과 방향 및 문화적 배경 및 발전 정도에 따라 도시별 프로젝트 상이
- 스마트시티와 연계된 다양한 산업 또는 분야 (교통, 수질관리, 에너지, 헬스 케어, 교육, 공공복지
등)에서 시범도시에 맞는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개발

6) United Nations. 2018,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8.
7) UNEP. 2018, Sustainable Urban Infrastructure Transitions in the ASEAN Region.

280

2020 ICT 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서

ICT표준화추진체계분석서1-2-3부 2021.03.195:13PM 페이지281

- 국가별로 ASCN 국가대표 (National Representative: NR) 1 인 선정
* 각 나라별 NR 은 ASCN 의장을 수임 (순번제)
- 도시별로 스마트시티 최고책임자 (Chief Smart City Officer: CSCO) 1 인 선정
- 매년 ASCN 정기 회의를 통해 취합된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ASCN 의장국이
주요 보고기구인 공동 자문회의 (Joint Consultative Meeting: JCM)에 제출
- JCM 은 이를 아세안 조정이사회 (ASEAN Coordinating Council, ACC)와 아세안 정상회담에
최종 보고
- 아세안 의장국 (ASEC)의 통합 모니터링 이사회 (Integration Monitoring Directorate, IMD)에서
ASCN 의 연간 보고서 초안 지원 및 각 도시별 추진전략을 관리

ITU-R

4. 보고체계

- 아세안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 (ASEAN Smart Cities Framework)
-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도시별 시행 계획 (2018-2025) (City Specific Action Plans for
Smart City Development)
- ASCN 정기회의 (Annual Meeting of the ASCN)
- 트위닝 프로그램 (Twinning Programme)

ITU 일반
정책 및 전략

3. 대표부

개요

2. ASCN 4 가지 핵
심요소

ITU-T

아세안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와 ASCN 의 기대성과를 담은‘아세안 스마트시티 프레임워
크’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26 개 시범도시별 실행계획을 구축하였다.‘아세안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
는 각 국가별 스마트시티 개발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지침을 담은 문서로, 각국 국
가대표(NR)와 시범도시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작성한다.‘아세안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
의주
요 내용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 ASCN 의 기본 원칙과 주요 기대 성과이며, 주요 추진방

ITU-D

향은‘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ISO
IEC
ISO/IEC JTC1
아세안 10개국

[그림 5] 아세안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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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N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략 목표, 스마트시티 시스템, 세부 개발영역, 추진 기반의 4개 수
준으로 구성되며, 전략목표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한 높은 삶의 질, 경쟁력 있는 경제,
지속가능한 환경의 구현의 달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6개의 개발 영역들
을 포함하며 통합관리된다.
- (시민 및 사회) 사회통합 및 문화유산, 관광과 관련된 스마트 인프라 구축
- (건강복지) 주거 및 주택, 보건의 료 및 기타 공공서비스
- (안전 및 보안) 개인정보보안, 자원보안,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스마트인프라 구축
- (양질의 환경) 깨끗한 환경, 자원접근성, 자원관리, 도시 회복력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환경
을 갖추고 재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인프라 구축) 공공서비스, 이동성, 빌딩 및 건축 관련 스마트인프라 구축
- (산업혁신) 기업과 기업가정신, 무역 및 통상, 교육과 관련된 도시 인프라의 스마트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 기반으로서 디지털 인프라와 파트너십 재정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아세안 10 개국 간 경제발전 수준과 속도, 기술 수준이 상이하다는 점, 그리고 아세안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의는 선진도시의 첨단 기술 도입뿐만 아니라 도시 인프라 개발까지 아우르는 포
괄적인 정의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현 아세안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를 내리
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ASCN 출범을 계기로 동남아의 스마트시티 개발은 역내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26개의 도시에서 스마트시티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ASCN 10개국 26개 시범도시
국가
브루나이

캄보디아

시범도시
반다르세리베가완
바탐방

도심 가로와 공공장소 관리, 서민주택건설, 쓰레기/하수처리시설 개선

프놈펜

보행자 도로 건설, 대중교통 효율 개선, 도시 교통 마스터 플랜 2035

시엠레아프

인도네시아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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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관리 시스템(CCTV/교통 센서 인프라), 쓰레기/하수처리 시설 개선

자카르타

자카르타 스마트시티(JSC) 프로젝트 도입(대중교통, 쓰레기 관리 등 시민들의 일
상과 관공서 업무에 스마트앱 적극 활용)
지식공유플랫폼 구축, Oke Otrip (대중교통 통합 결제 시스템)

바뉴왕이

온라인 산업지원시스템 구축, 관광산업 육성 정보서비스 확충

마카사르

다양한 분야의 e-governance 시스템 도입 및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헬스케어 관리시스템 구축, 온라인 세무서비스 통합

루아프라방
비엔티엔

말레이시아

주요 프로젝트
수상가옥 수도시설 재개발, 수자원관리, 스마트 빌딩 및 인프라 개발과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강물 정화 관리 프로젝트

문화유산 습지복원, 배수처리망 구축, 보행자도로 및 편의시설 확충
도시 배수 및 하수 시스템 마스터플랜
배수시설 건설,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 구축

조호르바루

도심 데이터 측정 및 관리 시스템 (Urban Observatory) 개선, 통합도시수자원관리

쿠알라룸푸르

KL Urban Observatory (도심 데이터 측정 및 관리), 보행자/자전거 도로 건설,
도시관제센터 개선, 지방자치제의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코나키나발루

도시개발/주택건설, 통합 폐기물 관리 시스템, 대중교통체계 구축

쿠칭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 통합 물난리 관리 및 재난 대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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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
네피도

필리핀

싱가포르

양곤

도시개발/주택건설, 도심 도시계획 및 가로경관 정비, 홍수 방지
스마트 카드 요금 징수 시스템

세부

지능형 교통체계, Bus Rapid Transit (BRT) 시내버스 시스템

디바오

통합 관제(안전, 재해), 지능형 교통체계 확충, 통합지휘통제, CCTV 감시 시스템

마닐라

관제 센터 개선, E-교육·E-헬스 시스템 구축

싱가포르

국가 디지털 아이덴티티(NDI) 수립
디지털 아이디, 전자 결제, 스마트네이션 센서 플랫폼, 스마트 도시 모빌리티,
모멘트 오브 라이프, 및 코덱스(CODEX)

방콕

Pahonyothin Transport Center (파혼요틴 교통 센터), 스마트시티 개발

푸켓

도시데이터 플랫폼 구축, E-헬스 시스템 구축, 데이터 통합 및 분석 플랫폼인
시티 데이터 플랫폼, 푸껫 이글 아이 프로젝트(CCTV 네트워크)

촌부리

스마트그리드 구축, 폐기물 에너지 처리 시설 건설

하노이

대중교통 통합관제센터 설치, 정보 교통 (I-파킹, E-티켓 대중교통, 온라인 차량
등록과 E-플레이트 시스템 등), 스마트 투어리즘 (여행포털과 모바일 앱 등)

호치민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 및 투팀(Thu Thiem) 지역에 에코-스마트시티 개발
통합관제센터 설치, 통합긴급대응센터 설치, 지능형운영센터

다낭

ITU-T

베트남

쓰레기/하수처리 시설 건설, 대중교통 및 트래픽 관리, 주차 및 도보 공간 관리

ITU-R

태국

만달레이

주요 프로젝트
서민주택건설, 국제대학 설립(교육허브 구축)

ITU 일반
정책 및 전략

미얀마

개요

국가

지능형 교통관제 시스템 구축, 수자원 관리

ITU-D

출처: Information Paper on the ASEAN Smart Cities Governance Workshop

ISO
IEC
ISO/IEC JTC1
아세안 10개국

[그림 6] 아세안 26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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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세안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 및 정책
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도시화의 빠른 진전, 제한된 도시 지역, 도시로의 인구 집중, 자연재해와 기후변
화 등과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분출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은 'WANTIKNAS', 영어로는 'National ICT Council'이라
불리는 국가정보통신기술위원회는 국가 정보통신 기술위원회에 대한 대통령령(2014년 1조)를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이 실무 지휘를 하고 있다. 국가정보통신기술위원
회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광대역 구축 계획(Indonesia Broadband Plan)을 감시하고 평
가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국가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국가개발기획부 장관령(2020년제 24조)에
따라 스마트시티 정책 수립 등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는 국가개발
기획부(BAPPENAS)의‘2015~2045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계획으로 세 가지 축인
‘양호하고 안전한 도시’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녹색 도시’
,‘기술 중심의 경쟁력 있는 스
마트시티’가운데 하나이다. 이계획은 단기적으로 2025년까지 거주하기 좋고 안전하고 편안
한 도시에 해당하는 도시 서비스 지표의 100% 달성을, 장기적으로 2045년까지 모든 도시 지
역에 기술 중심의 경쟁력 있는 스마트시티 지표의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
<표 7> 인도네시아 2015~2045 스마트시티 개발전략
분야

내용

전략

스마트경제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생산적이고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통합하여 지능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경제 개발

도시 브랜드 개발

스마트 거버넌스

지능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거버넌스 개발

민간·공공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인프라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통해서 지능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 개발

기술 중심의 정보 접근성 및 네트워크의 광범위한 개발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교통관리체계 시설 및 인프라의
신속한 개발

스마트 환경

기술 중심의 도시 환경자원 관리를 통해서 지능적
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 개발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관리 정보 네트워크 개발

스마트 사회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스마트하고 혁신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도시 공동체 개발

교육 및 자원개발 개선

스마트 생활

정보기술 기반의 도시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지능적인 주거 개발

교육 서비스, 정보, 지식 접근성 향상

출처: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2015), 박재현, 인도네시아의 스마트시티 정책 동향, 건축과 도시공간 Vol.3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sprin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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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도네시아는 주요 9대 요소 smart energy, smart building, smart mobility, smart
healthcare, smart infrastructure, smart technology, smart governance, smart education,

ITU 일반
정책 및 전략

smart citizen로 구성된‘스마트와 인텔리전트(Smart and Intelligent)’
와 기술(Technology)을 바탕으
로 스마트시티를 계획으로 2019년까지 100개, 2025년까지는 514개(인도네시아 전체 도시) 건설한
다는‘Movement Towards 100 Smart City’이니셔티브를 제창한바 있다.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00개 스마트시티 중 자카르타(Jakarta) 특별구를 비롯,
25개 시를 제1단계, 덴파사르(Denpasar)를 비롯한 50개 도시를 제2단계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마카사르 스마트시티 계획의 목표 프로젝트 중 하나는 원격 의료 분야로 의료

ITU-R

데이터 목록을 디지털 방식으로 설정하고 의료용 단일 플랫폼 생성, 도토로타(모바일 의료 서비
스)를

통해 의료 전문가가 직접 집을 방문하는 효과로 도토로타 서비스에는 진단, 응급 치료,

후속 치료가 포함되며 하루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시는 또한 의료 기록 및 진단에 대한 빠른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데이터 교환과 연결된 스마트 카드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앱, 의
ITU-T

료 서비스도 통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 스마트시티(Jakarta Smart City -JSC) 프로젝트 덕분에 여러 가
지 국제적인 수상경력들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재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구글과 협력해 관
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4G 인터넷과 광섬유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CCTV 시스템과 실시간

ITU-D

통합되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재난 관련 정보가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실시
간으로 대중에게 제공(petajakarta.org)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엔진을 확보하기 위해 4차 산
업혁명전략으로‘Making Indonesia 4.0’
도 발표하였다. Making Indonesia 4.0를 위해 인도
네시아 정부는 부품∙소재산업 강화, 산업단지 재설계, 지속가능성 확보, 중소기업 육성, 국가

ISO

디지털인프라 확충, 외자유치 확대, 인적자원 개발, 혁신생태계 구축, 기술투자 인센티브 제공,
규칙과 정책 최적화 등을 10대 우선 추진분야로 선정하였다.
Vision
Mission
Componests
Programmes

사회 방향 재구축

스마트 거버넌스

스마트경제, 스마트 브랜딩

스마트 리빙, 스마트 사회, 스마트 환경

IT 거버넌스 시스템

브랜드 시티

경제 변혁

살기 좋은 세계 도시

공공 참여

환경 보호

ISO/IEC JTC1

Drivers

도시 공간 계획 복원

솜베레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청렴 및 상호 운용성, 책임, 민첩성, 혁신

IEC

Valve

모두를 위한 살기 좋은 세계적 도시 마카사르 건설
관료제 개혁

스마트 ICT 거버넌스 및 관리, 스마트 ICT 인프라 및 보안, 스마트 ICT 용량 및 역량

[그림 7]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스마트시티 계획

인도네시아는 현재 6년째 스마트시티를 건설중이지만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1) 스마트시

아세안 10개국

티 프로젝트를 진행할 인재들이 부족해 각 지역에 지속적인 행정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고, (2) 각 지역 정부 내 존재하는 관료주의 및 각 주체 간 이기주의로 통합이 어려운 상황
이다. (3) 더해서 구성 표준 및 적용 표준에 있어 국가의 표준화가 부족하다. 현재 내무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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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표준화기구, 그리고 국가 정보통신 기술위원회는 이에 대한 표준을 수립 중에 있다. (4)
그 다음으로 부족한 것은 스마트시티들의 상호 운용성이다. 지방의 스마트시티들이 상호 운용
이 되지 않는다면 많은 낭비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국가공간계획(National Physical Plan)의 일환인 국가도시화정책(national
urbanization policy)을

통해 Smart Cities Initiatives를 발표하였는데, 주요 기준으로는 도시경

제 경쟁력 확보, 디지털을 활용한 도시서비스 향상, 정보 보급과 개인의 실제 훈련 참가를 통한
디지털 장려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중기 국가발전계획인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의 중기검토
보고서(Mid-term review of the Eleventh Malaysia Plan 2016-2020)를 통해 국가 우선 및 핵심부문으
로 경제성장 강화(strengthen economic growth)를 채택하고 디지털 거버넌스와 스마트시티에 대
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더 많은 말레이시아 국민들이도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도
시는 혼잡, 오염 그리고 도시 서비스의 비효율적 배치 등과같은 어려움에 봉착하기 시작한 점
을 고려하여, 스마트시티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도시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포함한, 도시관리에 대한 차세대 접근방식 또는 미래 도시적 접근 방식”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스마트시티 담당기관은‘말레이시아 멀티미디어∙통신 위원회(MCMC: Malaysian
Commission of Multimedia and Communication)’
이며

콸라룸푸르, 조호르바루, 쿠칭, 코타키나발루

등 4대 주요 도시를 경제성장의 촉매제로 활용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경쟁력
마스터플랜(CCMPs: City Competitiveness Master Plans)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 도시들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추가해 스마트시티로 개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스마트시티의 구성 요
소로 Smart Governance, Smart Mobility, Smart Technology/Economy, Smart
Infrastructure, Smart Citizen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조호르바루는 물 생태계를 종합
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하기 위한 통합 도시 물관리(IUWM) 청사진을 통해 물관리 전략을 재검
토하고 있으며, 상수도에 미칠 날씨 변화나 충격에 대한 도시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있다.
<표 8> 말레이시아 기존 물 관리 시스템과 계획된 통합 도시 물 관리 개념 간의 비교
구분

새로운 시나리오

폐수는 처리되어 강으로 배출

폐수는 잡용수로 재사용 가능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

빗물이 도시 지역으로부터 우회
수원, 폐수, 및 빗물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분리됨

물, 에너지 및 자원 회수 통합으로 자원 사용과 회수 최적화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에서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 채택

집수

최종 사용자 요구 사항 고려 없이 처리수 공급

전통적 중앙 집중식 급수 시스템 및 인프라를 벗어남
기존 및 앞으로 개발할 지역 내 소형 집수 노드를 점검하고
활용함으로써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 감소

송수

단일 방향 공급 시스템
중앙 집중식 급수 시스템 및 인프라 강조

산업적 필요를 위한 음용수와 잡용수 제공을 통합하여 사용자
의 필요에 따라 처리수를 효과적으로 공급

의사 결정에 지역 사회 참여 부족

의사 결정 과정에서 커뮤니티 내 기관 간 협업 착수

공공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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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말레이시아내 멀티미디어산업의 산실이고 연구∙개발기관, 멀티미디어 대학, 다국적기업의 운
영본부 등이 들어선 사이버자야(Cyber Jaya)다. 정보화를 의미하는 사이버(Cyber)에 말레이시아

ITU 일반
정책 및 전략

어로‘성공’
과‘마을’또는‘단지’
라는 복합적 어의를 가진 자야(Jaya)를 합성시켜 명명된 사이
버자야는 자칭 가장 스마트한 도시(the smartest city)이다. 1996년부터 시작되어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지역으로 세계적인 IT인프라를 기반으로 상업과 거주 지구를 갖춘
도시로 말레이시아의 실리콘밸리라 불리운다. 사이버자야는 오늘의 테크노파크를 미래의 세계
적인 기술허브로 발전(Reboot)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내놓고 있다. 전통적으로 시스템통합에 강
한 면모를 보여왔으므로, 그에 기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의 살아있는 실험실(Living lab)로

ITU-R

키워가려는 전략이다.
3) 필리핀
필리핀은 ASCN 시범프로젝트에 포함된 3개 도시(Manila, Cebu, Davao)를 제외한 국가 전체 차
원의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을 아직 수립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수도 마닐라와 뉴클락시(NCC:

ITU-T

New Clark City)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New Clark City는 2016년부터 개발되고 있는 필리핀 최초의 스마트시티로 친환경적인 주거
단지와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되며, 당초에는 수도권 완화를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으
로 알려졌다. 마닐라 수도권은 세계 최악의 교통정체지역으로 하루 평균 약 24억 페소(약 4,660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2030년에는 현재의 2.3배인 2,930만 명의 인구가 밀접한

ITU-D

만 달러)의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제의 일극 집중과 인구 집중 해소가 절실한 상황이다.
New Clark City는 필리핀의 기지전환개발청(Bases Conversion and Development Authority,
BCDA)이 관리하며, 주거, 상업, 농업 및 정보기술개발 등이 총망라된 현대적인 도시 건설을 목

표로 주민과 근로자 및 기업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통신 구축 등을 추진하
ISO

고 있다.
<표 9> 필리핀 New Clark City지역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New Clark
City Road

기지전환개발청
(BCDA)

Clark
International
Airport

기지전환개발청
(BCDA), 교통부
(DOTR)

- New Clark City-Clark International Airport 연결 도로 및 'New Clark
City-Subic-Clark-Tarlac Express way(SCTEX)'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 2
개를 포함

교통부(DOTR)

- PNR North 2 프로젝트는 마닐라 투툴반-마롤로스를 거 쳐 팜팡가-클락에
이르는 철도공사임
- 10년간의 중재 끝에 공식적으로 중국 China National Macinery Industry
CorpSinomach)와 계약 완료
- 마닐라에서 클락까지 1시간 소요 예상

PNR Manila to
Clark Railway

ISO/IEC JTC1

세부내용
- New Clark City-Clark International Airport 연결 도로 및 'New Clark
City-Subic-Clark-Tarlac Express way(SCTEX)'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 2개
포함

IEC

주관

아세안 10개국

다바오 시는 안전 및 보안 분야에서 다른 필리핀 도시들보다 한 발 앞서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
게 공공 안전 및 보안 관리 센터 (PSSCC)가 설립되어 있다. PSSCC는 안전 및 보안과 관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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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작업을 감독하여 높은 수준의 조정 및 자원 효율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범죄자 경보 전달에
서부터 전 도시적 지진이나 쓰나미 대응에 이르기까지 개별 기관의 역량을 넘어서는 사건이 일
어난 경우 지휘를 맡게 된다. 이는 다바오 시의 현대 정보 기술을 이용한 범죄율 10% 감소라
는 목표 달성을 위해 훌륭한 기틀을 제공한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PSSCC는 도시 전체의
CCTV 감시 시스템, GIS에 매핑된 실시간 데이터 포함 등 다양한 기술 역량을 채택하고 있다.
긴급 전화나 응답자 배치 등 중앙 911의 활동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 교통 안전
사항도 PSSCC의 운영 데이터 일부를 구성하며 모든 교통 카메라와 신호 시스템도 범주에 포
함된다. 뿐만 아니라, PSSCC는 필리핀 거래 범죄 센터 (PCTC)는 국제 경찰의 I-24/7 데이
터베이스에 연결되어있어 국제적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바오 시는 이미 광범위하게 PSSCC를 활용하여 통합 지휘 통제(CCC:Converged Command
and Control)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PSSCC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서 서로 다른 시스템

간 정보 수집 및 공유 기능이 향상되었다. 특히 PSSCC는 시 정부 내의 다른 기관과 쉽게 연결
되어 실시간 또는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통합 지휘 통제 솔루션은 다양한 시스
템의 지능적이고 자동화된 기능을 향상시키며 많은 기술 업그레이드와 함께 제공된다. 특히 다
바오 시는 비디오 데이터 분석 및 관리 시스템,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통합 개방형 플랫폼
의 사용을 도모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구성 요소를 유입하면서 도시는 현장 내 모든 시스템
의 상호 운용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진화하는 상황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솔루션의 간편한 확장과 적응을 추구한다.
필리핀은 스마트시티의 6대 기본 요소로 Smarter Governance, Smarter People, Smarter
Living, Smarter Mobility, Smarter Economy, Smarter Environment를 내세우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교통혼잡 해소와 공해 감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에 중점을 두고 스마트시티를 개발하고 있다.

[그림 8] 필리핀 스마트시티 6대 기본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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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프로젝트 NOAH(Nationwide Operational Assessment of Hazards)는 필리핀의 주요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 시스템으로 2012년에 시작되었으며, IDC의 스마트 시티 아시아 태평양 상 (SCAPA)

ITU 일반
정책 및 전략

에서 공공 안전 분야의 최고의 사업으로 선정된바 있다. 또한, 실시간 날씨 데이터 및 고해상도
홍수, 산사태, 폭풍 해일 위험도 맵과 같은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 수집되어 관련 기관에서
재난의 발생 및 심각성을 파악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4)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1980년대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을 미래의 전략적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
Plan)은

정부의 전산화와 IT 인력양성 추진을 추진하였고, 1986~91년 국가 IT 계획(Nation IT

Plan)은

정부에 국한된 전자화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992~99년 싱

ITU-R

원의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추진해왔다. 1981~85년 국가정보화 계획(National Computerisation

가포르를“완전한 지식국가(Intelligent island)”
로 전환하기 위한 IT 2000 정책이 추진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2000~03년 디지털 경제 구축과 세계적인 ICT 중심지로의 발전을 위해 Infocomm
ITU-T

21 정책을 추진하였다8). 이후,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가 싱가포르의 도시화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도 인식되면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전역을 스마트시티화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14년 1월 리센룽 총리는 국가정보화 전략의 최신판이자 사회문제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

ITU-D

구하는 미래 성장정책인“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
의 출범을 발표한다. 2025년까지 세계 최초의
스마트 국가 건설과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네트워크화된 정보화(networked computerization)
능력 확충의지를 나타내었다.

ISO
IEC
ISO/IEC JTC1
아세안 10개국

[그림 9] 싱가포르 스마트 네이션 전략적 국가 프로젝트 정책 변화
8)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싱가포르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제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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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싱가포르의 기본적인 도시계획에 기반하여 성장∙촉진되어 왔
다. 현재 싱가포르는 국가핵심사업으로서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전략적 국가 프로젝트
(2016~)를 총리(리센룽)가 직접 주도하고 있다.

스마트 네이션 이니셔티브는 싱가포르 정부가‘디지털 정부’
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
는 초기의 노력을 토대로 시작되었다. 추진체계는 ① 총리실 산하의 스마트 국가∙디지털정부
그룹(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Group)이며 ② 종합계획은 인포컴 미디어(Infocomm
Media)

2025이며, ③ 주요 지원기관으로는 국가연구재단(NRF)과 과학기술연구청(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이 있다. 스마트 국가∙디지털정부그룹(SNDGG)은 스마트 국

가 이니셔티브의 비전과 정책을 개발하는 스마트 국가∙디지털정부실(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Ofice)과

이행을 담당하는 기술청으로 구성된다. 스마트 국가∙디지털정부실은 재

정부의 디지털정부이사회(Digital Government Directorate)와 공보부의 정부기술정책부
(Government Technology Policy Department),

총리실의 스마트 국가프로그램실(Smart Nation

Programme Ofice)의 직원들로 조직된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및 스마트 기술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네이션 이니셔
티브는 국내 디지털 아이디, 전자 결제, 스마트네이션 센서 플랫폼, 스마트 도시 모빌리티, 모
멘트 오브 라이프 및 코덱스(CODEX:핵심 운영, 개발 환경 및 교환)이라는 6개의 주요 전략적 국가
프로젝트(SNP)를 명시했다.
전자 지불 SNP의 목표는 안전하고 간단하며 원활한 디지털 거래를 촉진하는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상호 운용 가능한 국가 전자 지불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과 기업의 편
의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2014년 싱가포르의 은행 업계는 타 은행에서도 소비자와
기업간 실시간 직접 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결제 시스템 패스트(FAST: Fast and Secure Transfers)
를 출시했다. 패트스를 기반 인프라로 하여 2017년 7월에 출시된 페이나우는 개인의 은행 계
좌 번호를 알 필요가 없이 모바일 또는 개인 식별 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거래 은행 고객간에
즉시 P2P 이체가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페이나우 기업을 통해 2018년 8월에 다른 조직으로
확장되었으며, 기업과 정부 기관은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즉시 자금을 송금하고 입금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싱가포르 정부는 업계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2018년 9월 싱가포르 QR 코드
(SGQR) 표준을 내놓았습니다. SGQR은 여러 결제 QR 코드를 단일 QR 코드로 결합하여 혼란

을 방지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간단한 모바일 결제를 제공한다. 2019년에는 전자 결
제 분야의 금융 기술(핀테크) 기업이 패스트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전자 지갑과 은행 계좌 간에는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고 경쟁을 장려
하도록 하여 전자 지불 생태계 관계자들이 꾸준히 혁신하고 부가 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
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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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싱가포르 스마트 네이션 전략적 국가 프로젝트

ISO

이외에도 싱가포르 정부는 Smart Nation의 추진에 있어서 표준화 추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
탕으로‘Singapore Standards Council’하에 규격∙생산성∙혁신청, 정보통신개발청 및
Information Techn을 공표하였다. 동 지침은 IoT의 기본적인 부분, 개별 분야 및 센서 네트워크
의 3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IoT의 기본적인 부분에 관한 표준화에 대해서는 IoT의 개발 및 도입을

IEC

검토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IoT의 아키텍처, 정보 및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 보안 및 데이터 보호
에 있어서 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각 기업에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동 지침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TR38 Technical Reference

ISO/IEC JTC1

for Sensor Network for Smart Nation(Public Areas) 및 TR40 Technical이다. TR38은 공공 지역
에서 센서 네트워크를 개발∙전개할 때 적용되는 규격으로 상업시설 및 주택 내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TR40은 주로 가정내 센서 네트워크에 관한 규격이다. 동 지침에서는, 스마트 홈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TR40에 준거한 기기∙서비스의 개발을 추천하고 있다.9)

아세안 10개국

5) 태 국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을 준비 중인 태국은 산업구조를 고도의 기술 및 지식기반
9)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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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6년 Digital Thailand 플랜과 Digital Economy Master Plan을 수립
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 전략 4가지 중 하나로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디지털혁신생
태계 구축(build digital innovation ecosystem)을 제시함과 동시에 선도사업(flagship)으로 스마트시
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태국은 장기 경제 비전인 Thailand 4.0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에 대응하고자 미래형 혁신산업(New S-Curve)으로 디지털과 IoT를 선정하고 중점 육성할 세부
분야로 스마트시티를 선정한 바 있다.
태국은 디지털경제사회부(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 산하의 디지털경제진흥청(DEPA:
Digital Economy Promotion Agency, 2017년 설립)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스마트시티 개발을

관장하나,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태국은 스마트시티를 기본적으로 기술과 혁신을 활용해 관리의 효율성과 자원 활용도 개선, 비
즈니스 비용 감소, 시민들의 삶의 질 지속적 개선 등이 가능한 도시로 정의하며, 구성요소
(dimension)로

Smart energy, Smart mobility, Smart governance, Smart people, Smart

economy, Smart environment, Smart living 등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태국은 Thailand Smart City Master Plan을 통해 현재 7개 스마트시티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27개, 2022년까지는 77개의 스마트시티를 개발할 계획으로 푸켓, 촌부리,
방콕은 ASCN의 시범도시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11] 태국의 중장기 스마트시티 개발 계획(2018~2036)

푸켓 스마트시티는 도시 안에 첨단 IT인프라를 탑재해 주민생활의 복지 안정성, 일상생활의
편의성 증대를 도모하고 여행객들의 여행 및 정보 검색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다. 푸켓의 디지털 인프라 스트럭처와 데이터센터를 개발하는 데 태국 정부는 1억 바트(28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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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비전 푸껫 스마트시티 2020의 핵심 요소.

ITU-D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는 데이터 통합 및 분석 플랫폼인 시티 데이터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와이파이, 사물 인터넷(IoT) 센서, 손목 밴드, GPS 및 소셜 미디어에서 수집된 관광객 행동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무료 공용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수집된 인구통계나 인
기 관광 지역에 대한 데이터는 안전을 보장하는데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통의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효율적인 폐기물 제거를 촉진하고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목표는 인프라, 공공 유틸리티, 공용 편의 시설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계획
하도록 도시를 지원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민감하지 않고 익명화된 데이터가
개방형으로 공개되어 기업과 신생 기업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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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태국 푸켓 시티 데이터 플랫폼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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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농업을 촉진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며 관광체험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농지 관개 기술을 위한 무선 감지 시스템 개발, 화재 및 연기를 감지하
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농업용 무인 비행기 등을 통해 소규모 농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한다. 이외에도 세계문화유산도시로서의 관광 명소화와 스마트 건강 관리 등 기술 커뮤니티의
운영들이 진행된다.

[그림 14] 태국 치앙마이 스마트시티 전략

6) 베트남
베트남은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발전을 위한 모멘텀 확보, 급속한 도시화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
(교통 혼잡, 공해, 상하수도 부족, 인구 급증, 공공시설 부족 등) 해결, 도시관리 효율성 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구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본 궤도
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베트남에서는 2010년대 초반에 하노이나 호치민 등의 대도시를 중
심으로 e-city나 smarter city 개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정확한 개념의 스마트시티 개발 논의
는 2015년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15년 총리령(Decision
No 1819/2015/QD-TTg)을 통해 2020년까지 최소한 3개 이상의 스마트시티를 만들기로 한 바 있

고 2018년 1월에도 정보통신부(MIC) 지시를 통해“ICT fundamental guidelines for
building smart cities in Viet Nam”
를 발표하였다.
2018년 8월 발표한 총리령(Decision No 950/2018/QD-TTg)‘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개발계획
2018~2025와 비전 2030’
에 의하면,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방식은 중앙 정부의 법제도
정비 및 정책 입안, 지방 정부의 계획 수립, 민간기업의 참여와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개
발계획에서는 스마트시티 개발의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원칙 5에서 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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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상호 연계를 위한 표준화 및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활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 목표 달
성을 위한 주요업무가 담겨져 있다.

ITU 일반
정책 및 전략

<표 10> 베트남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 7대 기본 원칙
구분

핵심 내용
• 스마트 시티 개발 프로그램은 정부 및 성의 주요 정책과 지역 특성에 부합해야 함

원칙 2

• 제4차 산업 혁명과 연계하여 스마트 시티 개발
-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토지 및 에너지, 기타 자원 이용의 효율성 향상
- 도시 환경의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사회 경제적 성장 및 개발 장려

• 과학 기술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관련 기술들이 상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원칙 5

• 스마트 시티 간의 상호 작용 및 연계를 위한 관련 기술 규정 및 표준 확보
• 스마트 시티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KPIs) 구축 및 활용

원칙 6

• 상향 및 하양식 방식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추진
- 중앙정부: 총괄 거버넌스 담당, 관련 입법 제정
- 지방정부: 제도의 적극적 시행 담당
• 도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 실행

원칙 7

• 2018-2025년 추진 우선 순위
- 스마트 시티 계획 수립
- 스마트 시티 개발 및 관리
- 도시 인프라 및 ICT 기술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시설 제공

ITU-D

• 계획의 핵심은 베트남 국민이며,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누려야 함

ITU-T

원칙 3
원칙 4

ITU-R

원칙 1

출처: Decision No.950/QD-TTg 2018, 국토연구원, 한국 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방안 연구, 2020

<표 11> 베트남 스마트시티 단계별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업무

ISO

구분
법률 및 정책

주요 업무
• 스마트 시티 개발 프로그램은 정부 및 성의 주요 정책과 지역 특성에 부합해야 함

공간 데이터 구축 및
연계

• 계획의 핵심은 베트남 국민이며,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누려야 함
• 도시계획의 수립 및 평가, 관리를 위한 지능형 프로그램의 개발
• 도시계획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시스템 개발
• 스마트 도시계획 관리 감독 시스템 개발
• 스마트 조명, 교통, 상하수도, 폐기물 관리, 스마트 그리드, 재난 경보 시스템 등

거주자를 위한
스마트시설 개발

• 스마트 공공서비스 유틸리티 제공
• 환경 모니터링, 범죄예방, 기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보 기술 개발 및 적용
•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 온라인 공공서비스 및 교육, 문화 서비스 활성화
• 재난 및 전염병 공공 알림 서비스 구축

제3부 아세안 10개국 표준화기구 추진체계

아세안 10개국

인프라 개발

ISO/IEC JTC1

도시계획 및 관리
시스템 구축

IEC

기술 지침 및 표준화

• 제4차 산업 혁명과 연계하여 스마트 시티 개발
-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토지 및 에너지, 기타 자원 이용의 효율성 향상
- 도시 환경의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사회 경제적 성장 및 개발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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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스마트시티 교육 및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

주요 업무
• 스마트시티 관련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 강화
• 스마트시티 전문 인력 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 장려 및 민간 참여/투자 활성화
• 주요 연구기관 협력 연계 체계 구축
• 공공 민간 협력(PPP)을 통한 스마트시티 및 관련 기술 개발 활성화
• 국제 협력 자금 유치
• 조세, 신용, 인센티브 제공

출처: Decision No.950/QD-TTg 2018, 국토연구원, 한국 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방안 연구, 2020

총리결정 제950호에서 공표한 2020년까지의 목표를 스마트시티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도
심에서의 시범운영을 위한 투자를 준비하는 것으로 하면서, 일반적인 법체계를 검토 및 개발하
고, 스마트시티의 국가표준시스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스마트시티 개
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프레임워크는 시민, 교통 및 토지 관리를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의 도시 데이터베이스를 1단계까지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마스터 프
로젝트를 승인하여 최소 3개이상의 도시를 지원하며, 최소 3개의 신규 도심에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시범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서의 시범운영을 위한 스마트시
티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구체화하였다.
2025년까지의 목표는 경제 구역당 최소 1개 도시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시티 파일럿을 1단계
까지 구현하면서, 시범운영의 결과에 기반하여 법체계 및 규제개선을 발전시키고, 베트남의 스
마트 시티 발전을 위한 ICT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 파일럿 개발을 위한
국가표준을 도입하고, 토지데이터, 건설데이터 및 1단계 파일럿도시의 기타 유형에 관한 데이
터를 통합하여 도시공간 데이터의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으로 목표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등급 이상의 도시를 최소 3개 이상 발전시켜서 해당 도시에서 도시계획결정지원시스템과 도
시계획정보조회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시도하면서, 스마트시티 개발 마스터 프로젝트에서 6개
경제 구역에서 최소 6개 도시를 지원하고 시민들을 위한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지원하고, 신규
스마트도심을 위한 인증서 발급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의 목표는 파일럿추진 1단계 완료를 위한 부문별, 지역별 단계적 실시 규모를 확대
하고, 스마트시티간 상호연결되고, 확장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노이, 호
치민 시티, 다낭, 껀터와 함께 북부, 중부, 남부 및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서 스마트시티 체인을
구축하여 스마트시티의 상호연결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10)
아울러, 총리 결정 제950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10개의 주요 부문에 있어서 도시문제의 솔루션
을 제시하고 있다
① 정책∙규제∙표준의 검토; 스마트시티 개발지침 발행
②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내 표준 및 규제시스템의 단계적인 개발
③ 디지털화된 도시 데이터 시스템을 개발∙운영; 국내 도시 데이터베이스
10)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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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④ 도시 관리에 스마트 기술 적용 촉진
⑤ 스마트시티를 위한 인프라 개발

ITU 일반
정책 및 전략

⑥ 시민을 위한 스마트 유틸리티 개발
⑦ 스마트시티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원 개발
⑧ 투자 및 기술 지원 동원력 향상
⑨ 스마트 시티에서의 국제 협력 및 기술 교류의 적극적 촉진
⑩ 정보전파 및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식 고취
또한, 지속가능한 베트남 스마트시티의 목표 실현을 위해 11개 우선순위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ITU-R

<표 12> 베트남 스마트시티 ICT 프레임워크 11개 우선순위 분야
구분

주요 내용
스마트 홈

도시 스마트
관리

스마트 빌딩
토지이용 및 관리

스마트 급배수

• 수도관 네트워크 맵핑 및 모니터링, 수질 모니터링, 물 소비 관리

물공급

• 수도관 파손, 누수 감지 및 관리, 배관 네트워크 관리, 스마트 측정

물소비

• 사용자 소비량 모니터링 및 제어

참여 촉진

• 폐기물 수집 일정 및 경로 최적화, 자동화 쓰레기 수거 시스템 구축

폐기물 처리

에너지 분배/전달

• 폐기물 에너지 활용 활성화, 지능형 매립지 관리 시스템, 매립지 오염 모니터링
• 공급/수요 관리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탄소 수준 보고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에너지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변압기 관리 솔류션, 과부화 관리 솔루션

에너지 수요관리

•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가로등, 에너지 서비스 관리,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통행 수요

•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자전거 공유, 차량 공유,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구축

교통 관리

• GPS 기반 실시간 차량 추적, 스마트 주차, 스마트 신호등, 물류 운송 IT 서비스

에너지 공급

학습 관리

• 중앙 집중식 온라인 등록 시스템, 통합 학교 관리 시스템, 교육 모니터링 시스템

보건 의료

범죄 예방

•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경보 시스템

ISO/IEC JTC1

질병 관리

• 온라인 관광 정보 시스템, 전자 여행 발권 시스템, 스마트 관광 운영 시스템
• 병원 스마트 관리, 환자 정보 관리, 온라인 환자 포털
• 원격 진단 및 지원 시스템, 의료 시뮬레이션, 원격 모니터링 및 지원 시스템, 분석 진단
시스템
• 전염병 온라인 정보 및 경보 시스템 구축

IEC

• 온라인 학습 플랫폼, 화상 회의, 교육 프로그램 관리, 온라인 교사 교육 솔루션

스마트 의료

•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자연재해 예방 및 관리 • 자연재해 관리를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모니터링 및 경보
모니터링

• 거주자 원격 경고 시스템 및 홍수 모니터링 및 네트워크 구축

아세안 10개국

스마트 환경

• 스마트 교사/학생 평가 및 관리

교육 서비스
스마트 관광 활성화
병원 관리

스마트 재해
예방

• 실시간 도로교통 분석 및 모니터링, 영상 분석 기반 시뮬레이션, 스마트 사고 관리 시스템

스마트 교육

스마트 관광

스마트
범죄예방

• 분리 및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수집

교통 모니터링
스마트교육

• 하수도 인프라 관리

ISO

스마트교통

• 도시계획 정보 구축(인프라, 도시계획 관리 등)

ITU-D

스마트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조명)

• 토지자원 및 토지이용 정보 구축/서비스

물관리

생활폐수관리
스마트 폐기물
관리

• 자동 원격 제어 시스템, 에너지 및 수도 모니터링

ITU-T

도시계획 및 인프라

• 자동 제어, 에너지 및 수도 모니터링, 원격 생활 지원 서비스

• 배기가스, 기상 관측, 소음공해 모니터링 및 관리

출처: Decision No.950/QD-TTg 2018, 국토연구원, 한국 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방안 연구, 2020

제3부 아세안 10개국 표준화기구 추진체계

297

ICT표준화추진체계분석서1-2-3부 2021.03.195:15PM 페이지298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인호치민시는 스마트시티 개발 여정에서 확실한 출발을 했다. 마스터
플랜으로 2017년,‘호치민 시티 스마트시티 로드맵 (2017 ~ 2020년), 비전 2025’
은 첫 단계에
있으며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기술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2017년에서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중심이 되는 4가지 개념으로서“경제, 거버넌스, 생활,
시민 참여”
를 제시하고 있다. 9개 우선순위로서 교통, 보건, 식품안전, 환경, 홍수방지, 인적자
원, 공공안전, 전자정부, 계획을 선정하였고, 6개 솔루션으로서 공통 데이터 플랫폼 및 개방형
데이터 생태계, 사회-경제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 센터, 지능형 운영 센터, 정보 보안 센터,
정보통신기술(ICT)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스타트업 생태계 를 제시하였다.
호치민 시 목표 중 하나는 실시간 정보에 액세스하는 비상시 대응 시간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데이터 접근성 및 통합이라는 보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호치민시
처럼 큰 도시의 경우, 도시 모든 부문에서 데이터 세트를 수집하거나 특히 다른 기관에서 관리
하는 데이터의 경우 상호 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지금까지
운송, 공공 보안, 의료, 교육과 같은 도메인 별 프로세스를 위해 많은 정보 및 통신 애플리케이
션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세스들은 서로 다른 정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아직 연결
되지 않아 일관성 없이 분리된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된다.

다. 아세안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표준화 활동
최근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
다. 스마트시티의 표준화 동향은 국제표준기구, 국가간, 기업간의 연대를 통한 표준화가 활성
화되는 추세로, 실질적인 성과가 분명한 성과에 대해 국제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15]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표준화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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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ISO와 IEC에는 몇 개의 아세안 회원국이 P멤버와 O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멤버십 참여 회
원국은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가 활동하고 있다. ISO/TC

ITU 일반
정책 및 전략

268에는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베트남이 P멤버로,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3개국이 O멤
버로 활동 중이며, ISO/IEC JTC 1/WG 1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참여, IEC SyC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각각 P멤버와 O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표준화 측면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의 참여가 증진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공식
표준화기구의 P멤버 또는 O멤버 참여가 늘어나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각 국의 표준화 전략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ITU-R

<표 13>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아세안 국가의 표준화 활동(스마트시티 부문)
국제표준화기구

멤버쉽
P멤버: 말레이시아(DSM), 필리핀(BPS), 베트남(STAMEQ)
O멤버: 싱가포르(SSC), 태국(TISI), 인도네시아(BSN)

ISO/TC 268

P멤버: 필리핀(BPS), 말레이시아(DSM), 싱가포르(SSC)
P멤버: 싱가포르(SSC)
O멤버: 말레이시아(DSM), 태국(TISI)

ISO/IEC JTC 1

P멤버: 인도네시아(BSN), 싱가포르(SSC), 말레이시아(DSM)
O멤버: 필리핀(BPS), 태국(TISI), 베트남(STAMEQ)
싱가포르(SSC), 말레이시아(DSM)

ITU-R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ITU-T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ITU-D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ITU-D

ITU

ISO/IEC JTC 1/WG 1

ITU-T

ISO/TC 268/SC 1
IEC SyC

1) ITU-T SG20 (IoT 및 스마트시티)
ISO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인 ITU-T는 2015년 IoT 및 스마트시티 표준
화 그룹인 SG20(IoT and SC&C)을 신설하고 국제 표준화를 시작하였다.
2020년 8월 현재까지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 상호 운용성, 서비스 등 ICT 측면의 스마트시

IEC

티 국제표준을 40여건을 제정하였다. 아래 표와 같이 Y.4200 및 Y.4201은 스마트시티 플랫
폼 관련 요구사항 및 참조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이며, Y.4456 등은 스마트시티 관련 상호운
용성을 위한 플랫폼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능 구조 표준이다. 그 외에도 스마트시티에서

ISO/IEC JTC1

ICT 활용, 친환경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KPI 표준이 L.16XX 시리즈 표준으로 완료
되었다.
싱가포르는 ITU-T가 개발한 스마트시티 성능평가지표를 적용한 국가 사례11)이기도 하다.

아세안 10개국

11) ITU-T (2017),“Implementing ITU-T International Standards to Shape Smart Sustainable Cities:
The Case of Singapore”
.
htps:/www.itu.int/en/publications/Documents/tsb/2017-Implementing-ITU-T-InternationalStandards-to-Shape-Smart-Sustainable-Cities-The-Case-of-Singapore/mobile/index.html#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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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ITU-T SG20의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현황
권고번호

1

K.Suppl

Electromagnetic field considerations in smart sustainable cities

2018

2

L.1600

Overview of key performance indicators in smart sustainable cities

2016

3

L.1601

Key performance indicators related to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smart sustainable cities

2016

4

L.1602

Key performance indicators related to the sustainability impact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smart sustainable cities

2016

5

L.1603

Key performance indicators for smart sustainable cities to assess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

6

L.Suppl.18

L.Suppl. 18 - Smart sustainable cities: an analysis of definitions

2015

7

L.Suppl.19

L.Suppl. 19 - Key performance indicators definitions for smart sustainable
cities

2015

8

Y.4051

Vocabulary for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2019

Y.4119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for IoT-based automotive
emergency response system

2018

10

Y.4120

Requirements of Internet of things applications for smart retail stores

2018

11

Y.4200

Requirements for interoperability of smart city platforms

2018

12

Y.4201

High-level requirements and reference framework of smart city platform

2018

13

Y.4207

Requirements and capability framework of smart environmental
monitoring

2019

14

Y.4209

Requirements for interoperation of the smart port with the smart city

2020

15

Y.4415

Architecture of web of objects based virtual home network

2018

16

Y.4456

Requirements and Functional Architecture for Smart Parking Lot in Smart
City

2018

17

Y.4457

Architectural framework for transportation safety services

2018

18

Y.4458

Requirements and functional architecture of smart street light service

2019

19

Y.4461

Framework of open data in smart cities

2020

20

Y.4466

Framework of smart greenhouse service

2020

21

Y.4467

Minimum set of data structure for automotive emergency response
system

2020

22

Y.4468

Minimum set of data transfer protocol for automotive emergency
response system

2020

23

Y.4556

Requirements and functional architecture of smart residential community

2019

24

Y.4805

Identifier service requirements for the interoperability of Smart City
applications

2017

9

300

표준명

제개정년

번호

25

Y.4904

Smart sustainable cities maturity model

2019

26

Y.4905

Smart sustainable city impact assessment

2019

27

Y.4906

Assessment framework for digital transformation of sectors in smart cities

2019

28

Y.Suppl.27

Smart Sustainable Cities - Setting the framework for an ICT architecture

2016

29

Y.Suppl.28

Smart Sustainable Cities -Integrated management

2016

30

Y.Suppl.29

Smart Sustainable Cities - Multi-service infrastructure in newdevelopment areas

2016

31

Y.Suppl.30

Smart Sustainable Cities - Overview of smart sustainable cities
infrastructur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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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ustainable Cities - Intelligent sustainable buildings

2016

33

Y.Suppl.32

Smart sustainable cities - A guide for city leaders

2020

34

Y.Suppl.33

Smart sustainable cities - Master plan

2020

35

Y.Suppl.34

Smart sustainable cities - Setting the stage for stakeholders' engagement

2020

Y.Suppl.45

An overview of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and the rol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2017

37

Y.Suppl.56

Use cases of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2019

38

Y.Suppl.58

Internet of Things and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standards roadmap

2019

39

Y.Suppl.61

Features of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s) for IoT data in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2020

40

Y.Suppl.62

Overview of blockchain for supporting Internet of things and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in data processing and management aspects

2020

36

표준명

제개정년

ITU-R

Y.Suppl.31

ITU 일반
정책 및 전략

권고번호

32

개요

번호

ITU-T

2) ISO/TC 268(지속 가능한 도시 및 사회)
ISO/TC 268은 2012년에 설립되어 도시와 공동체에 대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
록 하는 요구사항, 구축∙운영∙관리 지침, 평가지표, 인프라 통합, 교통 등의 표준을 개발해
왔으며, 2016년에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이다. SC 1은 교통, 에너지, 통신, 상하수도 등의
공동체 인프라에 대한 통합, 연동, 지능화 등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2020년 8월 기준

ITU-D

으로 24건의 표준이 발간되었고, 18건이 개발 중에 있다.
ISO/TC 268의 스마트시티 표준은 크게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① Sustainable development: ISO 3710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리시스템∙사용지침

ISO

을 포함한 요구사항, ISO 37104의 실용적 국지적 구현을 위한 지침
② Smart operating model: ISO 37106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한 스마트시티 운영 모
델 구축에 대한 지침
③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 ISO/TS 37151 성과 지표에 대한 원칙 및 요구 사항
④ City indicators: ISO 37120 도시서비스 및 삶의 지표, ISO 37121 도시의 지속가능한

IEC

개발과 복원력에 대한 기존 가이드라인 및 접근방식의 재고, ISO 37122 스마트시티 지표,
ISO 37123 도시 탄력성, 회복성 지표

ISO/IEC JTC1
아세안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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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ISO TC268 국제표준 현황

302

번호

표준번호

1

ISO 37100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Vocabulary

표준명

2016

년

2

ISO 37101

Sustainable development in communities - Management syste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2016

3

ISO 37104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Transforming our cities - Guidance for
practical local implementation of ISO 37101

2019

4

ISO 37105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Descriptive framework for cities and
communities

2019

5

ISO 37106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Guidance on establishing smart city
operating models for sustainable communities

2018

6

ISO 37120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Indicators for city services and quality of life

2018

7

ISO 37122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Indicators for smart cities

2019

8

ISO 37123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Indicators for resilient cities

2019

9

ISO 37153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Maturity model for assessment and
improvement

2017

10

ISO 37154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transportation

2017

2020

11

ISO 37155-1

Framework for integration and operation of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Part 1: Recommendations for considering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rom
interactions in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from relevant aspects through the
life cycle

12

ISO 37156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Guidelines on data exchange and sharing for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2020

13

ISO 37157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Smart transportation for compact cities

2018

14

ISO 37158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Smart transportation using battery-powered
buses for passenger services

2019

15

ISO 37159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Smart transportation for rapid transit in and
between large city zones and their surrounding areas

2019

16

ISO 37160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 - Electric power infrastructure - Measurement
methods for the quality of thermal power infrastructure and requirements for plant
operations and management

2020

17

ISO 37161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Guidance on smart transportation for energy
saving in transportation services

2020

18

ISO 37162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Smart transportation for newly developing
areas

2020

19

ISO/TR 37121

Sustainable development in communities - Inventory of existing guidelines and
approach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silience in cities

2017

20

ISO/TR 37150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Review of existing activities relevant to metrics

2014

21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Common framework for development and
ISO/TR 37152
operation

2016

22

ISO/TR 37171

Report of pilot testing on the application of ISO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standards

2020

23

ISO/TS 37107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Maturity model for smart sustainable
communities

2019

24

ISO/TS 37151

Smart community infrastructures - Principles and requirements for performance
metric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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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ISO/TC 268에는 ASEAN 회원국 중 6개국 참여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베트남이
P멤버로,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3개국이 O멤버로 활동 중이다. ISO/TC 268/SC 1에는

ITU 일반
정책 및 전략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P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3) IEC/SyC Smart Cities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스마트시티 관련 표준화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스마트시티와 연관이 있는 산하 기술위원회 및 부위원회 간 공통 시스템 연구를 위해
2017년 SyC Smart Cities를 신설하고 스마트시티의 전기 시스템 분야의 에너지, 홈/빌딩, 헬

ITU-R

스케어, 교통, 서비스, 항공, 스마트워터 등에서 도시 시스템의 통합, 상호 운용성 및 효율성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2020년 7월에 전기 공급의 관점에서 재해 발생시 다양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과 지침을 제공하는 표준을 제정하였다. 현재 진
행중인 표준으로는 스마트시티 참조구조, 스마트시티 표준 매핑, 용어, 유스케이스 관련 표준
을 개발중이다.

ITU-T

<표 16> IEC SyC Smart Cities 국제표준 현황
번호
1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년

IEC 63152

Smart Cities - City Service Continuity against disasters - the role of the
electrical supply

2020

ITU-D

IEC SyC에는 싱가포르가 P멤버로 말레이시아, 태국이 O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4) ISO/IEC JTC 1/WG 11(스마트시티)

ISO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기술위원회인 ISO/IEC JTC 1은
2016년 스마트시티의 정보기술관련 국제표준 개발을 위해 WG 11을 신설하였다. 스마트시티
관련 그룹으로 IEC SyC Smart Cities와 ISO TC 268이 있어 표준화 중복 방지와 상호협력
이 주요 논의 사항 중에 하나이다. 별도의 하부 그룹을 두지 않고 WG 11 내에서 표준을 개발
중이다.

IEC

<표 17> JTC1/WG11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
번호

표준명

제정년

1

ISO/IEC 30182

Smart city concept model - Guidance for establishing a
model for data interoperability

2017

2

ISO/IEC 30145-3

Smart City ICT reference framework - Part 3: Smart city
engineering framework

2020

3

ISO/IEC 30146

Smart city ICT indicators

2019

4

ISO/IEC 21972

An upper level ontology for smart city indicators

2020

ISO/IEC JTC1

표준번호

아세안 10개국

ISO/IEC JTC 1/WG 1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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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브루나이
회원 자격

ITU

담당 기관

참여위원회

주관기관

회원국
(Member States)

교통통신부
(Ministry of Transport and
Infocommunications)

정보통신기술산업관리청
(AITI, Authority for Infocommunications
Technology Industry)

없음

APT

회원
(Member)

-

정보통신기술산업관리청
(AITI)

-

ISO

준회원
(Correspondent
Member)

에너지인적자원산업부
(Ministry of Energy,
Manpower and Industry)

국가표준센터
(NSC, National Standards
Centre)

기술: 2개/3개(참관)
정책: 4개(참관)

비회원
빌딩제어및건축산업청 (ABCi,
개발부
*Affiliate Country(제
Authority Building Control
(Ministry of Development)
휴국가)로 참여
and Construction Industry)

기술위원회: 3개

ITU-T

IEC

ITU-R

부처

ITU 일반

표준화
관련기구

에너지인적자원산업부
(Ministry of Energy, Manpower and Industry)

ASEAN(아세안) ACCSQ 위원회

ITU-D

가. 국가표준화 법∙추진체계 및 전략
1) 국가표준화 체계 요약
브루나이의 표준화 관련 법률은 별도로 없다. 브루나이의 국가표준화 정책을 관장하는 조직
은 국가표준위원회(MSK, MAJLIS STANDARD KEBANGSAAN)로, 2009년 설립되어 브루나이

ISO

기업의 국제표준과 인증 도입 및 취득을 진흥하기 위한 전략기획 및 실행 정책을 총괄한다. 국
가표준위원회 산하에 각 부문별 표준위원회(Standards Committee)가 설립되어 표준화 과정이
진행된다. 이 같은 부문별 표준위원회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표준개발 절차를 지원하고, 표
준도입 및 보급 지원을 지원하는 국가표준화기구는 국가표준센터(National Standards Centre,

IEC

NSC)12)다.

브루나이 국가표준(Piawai Brunei Darussalam, PBD)은 산업자원부(Ministry of Industry & Primary
Resources)

산하 국가표준센터(National Standard Centre)에서 운영하는 국가표준위원회(MSK,
ISO/IEC JTC1

National Standards Council)에서

개발하고 있다. 국가표준은 재료, 제품, 절차, 서비스 및 시스템

의 디자인, 활용, 성능에 대한 국가 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산업계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중심으로 개발된다. 제조업 기반이 없어 자체적인 국가표준화 활동 보다는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SO)

및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등 주요 국제 표준 도입 수준이 높다.

브루나이

12) https://www.mofe.gov.bn/SitePages/National%20Standards%20Centr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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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PBD)의 개발에 있어 기후, 지리적 환경이나 인프라, 기술, 보호 수준 등의 이유로 국
제표준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자체적으로 국가표준(PBD)을 개발한다.
개정을 포함한 새로운 표준개발 프로젝트 시작은 수정유무와 관계없이 채택 가능한 초안단계
의 표준을 포함한 국제표준의 조사도 함께 포함된다. 채택 가능성이 있는 표준의 표준위원회는
국제표준위원회에 최소한‘관찰자’입장에서 채택된 표준개발을 위해 참석해야 한다. 표준이
국가표준(PBD)으로 채택되면 담당 표준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국제수준에서의 개정, 수정 및 철
회를 검토해야하며, 이에 따라 국가표준의 개정, 수정 및 철회도 검토되어야 한다. 모든 브루나
이 국가표준은 관련 자발적으로 정부기관의 채택된 기술규정을 따라야 한다.
2) 주 요 기 구

[그림 16] 국가표준위원회 조직도(2013년)

① 국가표준위원회(National Standard Council, MSK)
국가표준위원회(MSK)는 2009년 보안 및 소비자보호와 표준 업무, 인증, 품질 및 생산성 관리를
위한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산업자원부 산하의 국가표준센터(NSC)에 의해 지원된다. 국제표
준 및 품질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익, 소비자 보호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국제표
준에 따른 브루나이 국가표준 개발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개발 초기단계에서 본 위원회는 국제적 지침 및 실무에 근거한 표준 및 적합성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4개의 주요 위원회가 운영된다. 국가표준위원회(National Standards
Committee, SC),

국가계측위원회(National Metrology Committee), 국가인정위원회(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국가생산품질위원회(National Productivity and Quality Committe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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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가표준 개발과 관련된 문제는 8개의 국가표준위원회(National Standards Committee, SC)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표준위원회(SC)는 NSC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활동과 개발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SC는 국가표준 개발, 산업부문의 표준화 기술지침 안내 및 NSC와 연계하여 기술
위원회(TC)를 임명한다. SC는 국가표준 승인을 위한 관련 부처 제출 전, 국가표준 초안을 승

ITU 일반

인하고 개정을 위해 NSC에 추천한다.
기술위원회(TC)는 국가표준이 반영된 일반 또는 특정 제품, 프로세스 및 지침에 대한 국가표준
의 개발, 준비 및 검토를 담당하며, 대중의 의견수렴을 요청하기 위하여 국가표준 초안 공개를
승인한다. 접수된 의견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며 표준 초안을 표준위원회(SC)에 제출하여 최종

ITU-R

승인을 받아야 한다. TC는 착수된 특정 작업 목적에 따라 WG를 개설한다. TC의 절차 및 임
명 원칙은 NSC의 관련 절차를 따른다.
워킹그룹(WC)은 SC/TC가 승인한 특정 프로젝트를 담당한다. 대중의견수렴을 위한 초안 또
는 SC 승인을 위한 초안 준비를 진행하여 SC/TC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WG 설립, 운

ITU-T

영 및 작업 절차는 NSC에서 진행한다.

ITU-D
ISO
IEC

[그림 17] 브루나이 참여 레벨(2013년)

ISO/IEC JTC1

② 국가표준센터(National Standard Centre, PSK)
국가표준센터(NSC)는 2008년 당시 산업자원부(Ministry of Industry and Primary Resources,
MIPR)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다.13) 2016년 조직개편을 통해 당시 산업자원부 내 에너지산업

국(Energy and Industry Department)으로

편입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에너지인적자원산업부

(Ministry of Energy, Manpower and Industry) 산하 기관으로 변경되었다.

브루나이

13) 브루나이 국가표준센터
:http://www.me.gov.bn/Shared%20Documents/HSSE/Information%20Sharing/NSC%20SLIDE.HS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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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는 브루나이의 국가표준 개발, 적합성평가 부문의 조정 및 관리기관으로, 측정 분야 정밀
성 서비스 수행기관이자 규제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14) NSC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계측
(2), 인증(1), 표준(1), 공공 및 해외(1), 행정(1) 총 6부서로 나뉜다. 그중 표준부는 산하 표
준개발부가 있으며 국제, 지역표준 요구사항 개발의 촉진과 국가표준 개발 및 제정을 위한 민
관분야를 통한 국가표준 사용 강화를 위한 표준화 프로그램 발표, 국가표준위원회(MSK) 산하
국가기술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표준 촉진 및 연구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인증부는
2010년 4월 국가표준위원회(MSK)에 의해 법률적 기틀이 마련되어 산업자원부의 국가표준센
터 산하에 인증부가 설립되었고 브루나이의 인증활동 및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3) 표준개발 절차
표준개발 절차는 아래와 같다(그림 18). 먼저 PBD 신규 개발 프로젝트 제안서가 NSC에 접수
되면, MSK의 승인을 거쳐 관련 표준위원회 및 기술위원회에 배정된다. 해당 기술위원회가 존
재하지 않을 경우 NSC의 협조로 신규 기술위원회 설립도 가능하다. 담당 기술위원회에서는
표준 초안을 검토하여 NSC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의견 수렴
과정을 마쳐 더 이상 수정 의견이 없는 상태의 표준 최종안은 표준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NSC는 최종 승인 전의 표준초안을 확인한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친 표준은 해당 부처의 승인을
받아 NSC에서 브루나이 관보에 게재되며 공포되게 된다.

[그림 18] 국가표준센터(NSC) 조직도(2015)
* 출처:
http://www.agriculture.gov.bn/sitecollectionimages/forms/allitems.aspx?rootfolder=/sitecollectionimages/
sitepages/national+standards+centre&folderctid=0x01200052769e79cfdabc4b8282ce007893c854&view
=%7B07f24a40-9fa1-4581-8d43-6721d857bb4b%7D

14) ISO 브루나이 : https://www.iso.org/member/15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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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ITU 일반
ITU-R
ITU-T
ITU-D

2018년을 기준으로 건설 기술위원회에서 57개, 품질경영시스템 기술위원회에서 7개, 관광 기
술위원회에서 1개, 할랄 기술위원회에서 13개, 식품 기술위원회에서 3개의 표준이 개발, 판매
되고 있다.

ISO

나. ICT 표준화 추진체계
ICT 분야 국가표준화를 관장하는 것은 ICT 분야 규제기관인 정보통신기술산업관리청
(Authority for Info-communications Technology Industry, AITI)다.15)

IEC

AITI는 2001년 AITI령(AITI order)에 의해 2003년 통신부(Ministry of Communcations) 산하 법
정단체(statutory body)로 설립되었다. AITI는 통신 및 무선통신 규정,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계
획 및 관리, ICT 산업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ISO/IEC JTC1

AITI에서 직접 강제표준인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인증 기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발적 표
준은 브루나이 국가표준 중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산업체에서 국제표준을 참조할 수 있는 정도
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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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ITI 웹사이트: https://www.aiti.gov.bn/SitePages/Index.aspx
16) AITI Standardization Activities in brunei Darussalam: :https://www.itu.int/en/ITU-T/Workshopsand-Seminars/bsg/082014/Documents/Presentations/S3P1-Norshahrul-Nizam-bin-OthmanV2.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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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브루나이 ICT 분야 강제표준화 활동 절차
출처: AITI (2014) : https://www.itu.int/en/ITU-T/Workshops-andSeminars/bsg/082014/Documents/Presentations/S3P1-Norshahrul-Nizam-bin-Othman-V2.pptx

적합성과 호환성 준수(C&I) 관련 법적 기반이 되는 것은 2001년 공포된 전기통신령
(Telecommunications Order)으로,

AITI에게 규제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전기통신령의 제34

조에서는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및 전기통신 기기 판매자가 반드시 AITI로부터 수출/수입, 제
조, 재판매를 위한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AITI가 기기
의 판매 및 사용 전에 소비자 안전 및 공공의 안전, 국가 안보 등의 목적으로 기기 승인을 할 것
을 명시하고 있다.
적합성평가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전기통신 장비는 기술표준 미 준수 시 발생되는 위험도에 따
라 3개 수준으로 구분된다. 1수준에 해당하는 것은 기술표준 미 준수 시 라디오 주파수 스펙트
럼과 전기통신 네트워크에 낮은 수준의 방해를 발생시키는 제품군이며, 2수준은 중간 수준의
방해 위험도, 3수준은 높은 방해 위험도 뿐 아니라 개인 안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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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 캄보디아
표준화
관련기구

회원 자격

담당 기관

참여위원회

ITU

회원국
(Member States)

우정사업국
(MPTC, 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of
Cambodia)

전기통신규제국
(TRC,
Telecommunication
Regulator of
Cambodia)

ITU-R: 1개
ITU-D: 1개

APT

회원
(Member)

우정사업국
(MPTC)

-

-

ISO

준회원
(Correspondent
Member)

비회원
*Affiliate
Country(제휴국
가)로 참여

기술: 5개/7개(참관)
정책: 1개(참관)
산업공예부
(Ministry of Industry
and Handicraft)

캄보디아 표준연구소
(ISC, Institute of
Standards of
Cambodia)

ITU-T

IEC

ITU-R

주관기관

ITU 일반

부처

기술위원회: 5개

ASEAN(아세안) 표준 및 품질
자문 위원회(ACCSQ)

캄보디아 표준연구소(ISC)

ITU-D

가. 국가표준화 법∙추진체계 및 전략
1) 국가표준화 체계 요약
ISO

캄보디아 국가표준화를 관장하는 핵심 법은 2007년 6월 제정된‘캄보디아 표준법(Law on
Standards of Cambodia)’
이다.17)

캄보디아 표준법은 캄보디아 국내 표준화 및 품질관리 관련 모

든 활동을 규정하며, 상품, 서비스 및 경영품질 향상, 상품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 소비자 보호
및 공익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IEC

이 법은 표준 개발, 적합성평가, 시험인증을 포함해 국가의 표준화 활동을 총괄로써 캄보디아
표준연구소(ISC, THE INSTITUTE OF STANDARDS OF CAMBODIA) 설립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
으며, 국가표준을 제정∙개정∙철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표준화위원회(NSC, National

ISO/IEC JTC1

Standards Council)의

설립, 구성과 그 운영을 규정한다. 또한 캄보디아 표준, 표시제도, 제품 인

증, 시스템 인증, 인정 및 등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캄보디아

17) 캄보디아 표준법 영문본 : https://cambodiantr.gov.kh/index.php?r=site/display&id=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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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요 기 구
① 캄보디아 표준연구소(ISC, THE INSTITUTE OF STANDARDS OF CAMBODIA)
캄보디아 표준연구소(ISC, THE INSTITUTE OF STANDARDS OF CAMBODIA)는 캄보디아 표준
화법(Law on Standards of Cambodia)에 의해 산업광산에너지부(Minist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캄보디아 국가표준 제정 및 표준화, 인증, 검증 활동을 목적

으로 한다.18) ISC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IEC(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표준품질자문위원회(ACCSQ, ASEAN Consultative Committee on Standards and Quality)

회원으로, 2004년 10월 캄보디아의 WTO 가입으로, ISC는 WTO/TBT의 질의처 및 통지처 역
할을 수행한다. 2003년부터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19)와 공동으로 표준 개발, 측정, 품질 및 시험 분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표준 품

질 인프라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SC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WTO TBT 대응을 위한 정보국(Department of Information), 제품, 시스
템 및 인증 마크를 담당하는 인증국(Department of Certification), 기술규정 담당하는 규제국
(Department of Regulatory),
Development)으로

표준 개발을 담당하는 표준개발국(Department of Standards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시험소센터(Industrial Laboratory Center)가 별도 기구로

포함된다.

[그림 20] ISC 조직도(2016년)
* 출처: http://pubweb2.iec.ch/affiliates/pdf/forum/2016_cambodia.pdf

18) 캄보디아 표준연구소(ISC) 웹사이트: http://www.isc.gov.kh/en/category/view/50?ctype=article
19)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 유엔공업개발기구.1967년 1월에 발족한
기구이며 본부를 빈에 두고 개발도상국의 공업개발을 위한 조사, 계획작성, 기술원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출처: 매일경제용어사전)

316

2020 ICT 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서

ICT표준화추진체계분석서1-2-3부 2021.03.195:16PM 페이지317

개요

ISC의 기능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제품, 상품, 재료, 서비스 등의 국가표준 개발 및 채택 촉진
2) 캄보디아 표준법에 따라 적합성 평가 체제 운영

ITU 일반

3) 표준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실험실, 도서관, 시설 및 기타 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4) 지역 소비 및 수출용 제품, 상품, 물질, 재료 및 장비의 적합성 인증
5) 생산 및 서비스 관리 시스템 적합성 인증
6) 표준화 및 품질 관련 연구 수행
7) 표준화 및 품질 증진 위한 교육, 훈련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ITU-R

8) 정부기관 목적에 따른 현지 또는 외국기관의 실험실, 시설 및 기타 장비 사용의 승인
9) 캄보디아 외부와 관련되거나 국제기구 또는 협회의 협력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부처와 유사한
역할 수행
10) 국가경제 향상과 국민의 건강, 안전, 복지 증진을 위한 표준 및 표준화 구현 촉진
11)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소비자를 지원하고 보호

ITU-T

12) 표준 구현 확보를 위한 지방당국, 산업, 상업 및 무역 부문과 기타조직과의 협력
캄보디아는 ISC 정보국에서 표준을 관리하며, 캄보디아 국가표준(CS, Cambodian Standards),
국제표준, 해외 국가표준 3가지로 분류하여 관리된다.20) 캄보디아 국가표준은 1) 산업계 및 소

ITU-D

비자 수요에 부응하고 제품,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고, 2) 자원 낭비 감소 및 불필요
한 다양성 감소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3) 시장에서 요구되는 최적화된 제품 품질 수준
을 확보하며, 4) 만장일치 원칙하에 최대한 국제표준과의 조화를 통해 개발되며, 5) WTO
TBT 협약의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

ISO

② 국가표준화위원회(NSC, National Standards Council)
국가표준화위원회(NSC, National Standards Council)는 캄보디아 국가표준 및 표준 표시제도의
승인, 개정 및 취소를 담당하며, ISC의 표준 준비, 승인 등 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21)
국가 표준화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산업광산에너지부(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대표가 위원장을, ISC 원장,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농업산림어업부(Ministry of
IEC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대표가 각각 부위원장을 담당하고, 기타 환경, 국토관리, 관광

등 유관부처 대표자, 기업, 생산자, 소비자 대표기관 및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 대표자가 연임이
가능한 3년 임기의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SC가 국가표준화위원회 사무국의
ISO/IEC JTC1

역할을 수행하며, 산하에 11개 부문별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s)를 운영한다. 현재 926
개22)의 캄보디아 표준이 국가표준화위원회에 의해 활용이 규정되어 있다.

캄보디아

20) http://www.isc.gov.kh/en/detail/view/110?ctype=article
21) 캄보디아 국가표준위원회의 구성 : http://www.isc.gov.kh/en/detail/view/119?ctype=article
22) 캄보디아 국제표준 리스트: http://www.isc.gov.kh/en/detail/view/52?ctype=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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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ISC 및 NSC 기술위원회
* 출처: http://pubweb2.iec.ch/affiliates/pdf/forum/2016_cambodia.pdf

나. ICT 표준화 추진체계 및 전략
캄보디아는 2004년 WTO/TBT 협정 체결로 인해 국제무역 수행과 효율적 생산 개선에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ICT 및 ICT 표준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현재 ICT 분야 총괄기관은 우정사업국(MPTC, 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이며, 산
하의 독립기구(autonomous unit)로 전기통신규제국(TRC, Telecommunication Regulator of
Cambodia)이 전기통신기기의 규제,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3)

캄보디아는 ICT 표준 체계 내 ICT 표준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표준화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4년 ICT 발전전략인‘캄보디아 ICT 마스터플랜 2020(Cambodia ICT Masterplan 2020)’
을
발표하고, 지적(Intelligent)이고 편안한 국가(Comfortable Nation)를 비전으로 이를 위해 권한부여
(Empowering People),

비스

연계성 보장(Ensuring Connectivity), 능력함양(Enhancing Capabilities), e-서

강화(Enriching e-Service)

등 4대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였고, 능력함양(Enhancing

Capabilities) 부문에 ICT 표준개발 관련 전략을 수립하였다.

현재, 캄보디아는 2007년 캄보디아 표준화법 제정으로 국가표준화기구 설립이 시작되었고 산
업화는 초기단계로, JTC1(ISO)와 IEC 위주의 표준화가 진행중이며, 표준화인력을 위한 표준
인력개발 시스템과 ITU 활동을 위한 인력개발 전략이 추진 중이다.

23) 캄보디아 전기통신규제국 웹사이트 : https://www.trc.gov.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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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ITU 일반
ITU-R

[그림 22] 캄보디아 ICTopia 2020 비전 및 4대 전략적 목표

ITU-T

캄보디아 ICT 마스터플랜 2020(Cambodia ICT Masterplan 2020)24)

ITU-D

-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KOICA) 원조를 통해 수립한 ICT 마스터플랜으로, 지적이고 편안한 국가를 비전으로 이를
위해 권한부여(Empowering People), 연계성 보장(Ensuring Connectivity), 능력함양(Enhancing Capabilities),
e-서비스 강화(Enriching e-Service) 등 4대 전략적 목표를 수립
- 전략적 목표별 실행 목표
1) 권한부여(Empowering People) : ICT 인적자원개발(국가 ICT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구축, 우정사업국(MPTC)/
국립우정통신대학교(NIPTICT)의 정부 및 산업계 종사자 교육, ICT 교육 강화), e-Awareness(디지털 마인드
함양,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 함양, 손쉬운 접근의 연결성) 수립
2) 연계성 보장(Ensuring Connectivity) : 국가 ICT 인프라 구축(국가적 백본망 구축, 국가 정보네트워크 가속
화, 전국 인터넷 서비스 기반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TV 강화,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구축), 법률적 프레임워크(규제적 ICT 법률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 사이버보안(사이버보안 강화)
추진
3) 능력함양(Enhancing Capabilities) : ICT 산업(ICT 생태계 토대 마련, ICT 생태계의 선별적, 점진적 산업화),
ICT 표준(국가표준화기구 개발), ICT 연구개발(ICT R&D의 거버넌스 및 정책 구축) 추진
4) e-서비스 강화(Enriching e-Service) : 전자정부 서비스, e-공공서비스의 확대, 전자상거래 환경 개선, e뱅킹 및 금융 네트워크 강화, e-관광 서비스 개선, e-러닝 서비스 구현 추진

ISO
IEC
ISO/IEC JTC1

TRC는 2015년 12월 15일 공포된‘전기통신법(Law on Telecommunications)’
에 따라 설립되었
고, 2016년 3월 16일 제정된 하위조항에 따라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TRC는 전기통신 부문 정책 및 법 제도와 기타 법률 관련 규제, 전기통신 서비스가 규제에 맞
추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 전기통신 분야 법 제도 개정을 위한 제안 및

캄보디아

24) 캄보디아 ICT 마스터플랜 요약본(by KOICA) :
https://data.opendevelopmentmekong.net/dataset/summary-on-cambodian-ict-masterplan2020/resource/bf12527f-255e-4f2a-bb14-3ba433408e52/view/e7c7e4ca-20f6-4557-93ec-83e72744b6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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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전기통신법 5조 f항에서 정의하는 항목 중, 특히 전기통신 네트워크 인프라의 사용, 전기
통신 서비스 및 기기 관련 표준 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즉, TRC에서 강제표준, 기술규정
의 제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ICT 부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자발적 표준화기구 혹
은 표준개발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TRC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규제국 의장 아래 행정인력국제협력국, 기획재정국, 전기통신규제
국, 라디오주파수규제국, 경쟁 및 소비자보호국의 5개국과, 공공조달처와 내부감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3).

[그림 23] 캄보디아 전기통신규제국(TRC) 조직도
출처: TR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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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격

ITU

담당 기관

참여위원회

주관기관

회원국
(Member States)

정보통신부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cs)

-

ITU-R: 1개
ITU-T: 1개
ITU-D: 1개

APT

회원
(Member)

정보통신부

-

-

ISO

정회원
(Member Body)
-

IEC

정회원
(Full Member)

인도네시아국가표준화기구
(BSN,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of Indonesia)

기술: 100개/182개(참관)
정책: 4개(참관)
기술: 25개/41개(참관)

ITU-T

ASEAN(아세안) 표준 및 품질 자문
위원회(ACCSQ)

ITU-R

부처

ITU 일반

표준화
관련기구

개요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국가표준화기구(BSN)

가. 국가표준화 법∙추진체계
ITU-D

1) 국가표준화 체계 요약
인도네시아의 표준화는 식민경제활동 지원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928년 표준화 활동 공식기
관이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시작되었으며, 네덜란드 인디에 Stichting Fonds voor de
Normalisatie(네덜란드 동인도의 정규화재단)와 반둥에 기반을 둔 Normalisatie Road

ISO

(Normalization Council)가 설립되었다. 네덜란드 엔지니어는 대부분 토목 엔지니어로 건축 자재,

운송 수단에 대한 표준 작성을 시작으로, 전기 설치 표준 및 실외 라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작성
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이후 일제 강점기(1942~1945년) 동안 공식 표준화 활동이 중단되
었다.25)

IEC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선언과 함께 즉시 정부를 구성하였다. 1951년‘Normalisasi
Raad’정관이 수정되었고 인도네시아 정상화 기금재단(YDNI, Yayasan Dana Normalisasi
Indonesia)이 설립되었다. YDNI는 1955년

ISO 회원으로, 1966년 IEC 회원이 되었다. 1961년
ISO/IEC JTC1

‘상품법’
에서 표준화 관련 법률이 처음 제정되었다.26) 하지만 표준화 활동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각 부처의 한부분이였다.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발전을 지원하는 전략적 기능으로 표준화
를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국가표준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제
정되었고, 1976년 국가표준화시스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84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
통령령에 따라 표준화정책수립, 국가표준화분야 조정 및 협력 촉진이라는 주된 임무로 국가표준

인도네시아

화위원회(DSN, Dewan Standardisasi Nasional)가 구성되었다.
25) https://bsn.go.id/main/berita/detail/11517/tentang-bsn
26) 2019년 연간보고서: https://bsn.go.id/uploads/download/laptah_bsn_2019_ttd1.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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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대통령령 제13호에 의해 그해 3월 27일 국가표준위원회(DSN)를 해체하고, 국가표준
화기구(BSN)로 변경하였다. BSN은 비부처정부기관(LPIK, Lembaga Pemerintah Non
Kementerian)으로

인도네시아의 모든 표준화 및 평가 활동을 촉진하고 조정하기 위한 기관이

되었으며, 2000년 제166호에 따라 직위, 직무, 기능, 권한, 조직구조 등이 완성되었다. 몇번의
개정을 거쳐 2018년 대통령령 제4호에 국가표준화기구로서 기반이 완성되었다.
인도네시아의 국가표준화는 2000년 제정된 국가표준화에 대한 정부 규정 제102호
(Government Regulation No. 102/2000 concerning National Standardization)27)에

의해 관리되어 오다
가 2014년 9월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법(Law No. 20 of 2014 concerning Standardiz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의

제정과 함께 그 체계가 개편되었다. 이 법의 제정과 함께 표준의 개

발,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인도네시아 국민의 경쟁력 개발이라는 맥락 하에서 국가표준화기구
로서 BSN(Badan Standardisasi Nasional)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tandar Nasional Indonesia, SNI)은 각부처 기술위원회에서 개발되며 BSN에
서 제정된다. BSN에서 기술위원회는 170개, 기술소위원회는 31개이다.28) 국가인증위원회는
KAN(Komite Akreditasi Nasional)으로 BSN의 제안 및 고려사항을 수용하여 인증을 진행한다.
198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SNI은 총 13,363건으로, 전자 및 정보통신기술은 549건,
공학부문은 1,988건, 기술재료는 1,124건, 과학기술은 3,677건, 농업부문은 2,830건으로
과학기술 관련 표준이 가장 많다.29)
2) 주 요 기 구
BSN은 1997년 대통령령 13/1997에 의해 설립되고 대통령령 166/2000에 의해 강화된 인도
네시아 국가표준화기구 정부기구로30), 표준화, 적합성평가, 인정 및 측정을 관장한다.31) 특히,
특정 부처 산하기구가 아니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BSN은 2014년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법 제
정 이후 2018년 국가표준측정부(Deputy for the National Standard Measuring Unit, SNSU)를 신설
하여 기존의 표준화와 적합성평가 분야 업무에 측정 부문을 더한 종합적인 표준 인프라 관리기
관으로 자리잡았다.
BSN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표준개발국(Standards Development), 표준적용∙적합성평가
국(Standards Applic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인정국(Accrediation), 국가표준측정부
(National standards measurement)와

사무국, 감사국, 인력R&D센터, 정보데이터센터로 나뉜다.

특히 표준개발국은 1)농업, 화학, 보건 및 할랄(Halal) 표준개발부, 2) 기계, 에너지, 전기공학,
운송 및 정보기술 표준개발부, 3) 인프라 관련 표준개발, 규정준수 평가, 개인 및 창조경제부
로 구성된다.32)

27) http://www.puntofocal.gov.ar/notific_otros_miembros/idn45a1_t.pdf
28) SNI 정보: https://www.bsn.go.id/main/sni/isi_sni/5
29) SNI 통계: https://bsn.go.id/uploads/download/statistik_sni_oktober_2020.pdf
30) https://is.smiic.org/files/PDF/1578049624-indonesia-bsn.pdf
31) 인도네시아 표준화기구(BSN) 웹사이트 https://www.bsn.go.id/
32) https://bsn.go.id/main/berita/detail/11204/struktur-organis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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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ITU 일반
ITU-R
ITU-T
ITU-D

[그림 24] 인도네시아 BSN 조직도
* 출처: https://bsn.go.id/main/berita/detail/11204/struktur-organisasi

BSN의 임무는 1) 국가표준(SNI)의 준비, 제정 및 유지관리 2)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분야의
국가 정책의 이행 지원을 신뢰할 수 있는 표준응용시스템, 적합성 평가 및 측정 추적을 개발하
ISO

과 관리 3)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시스템과 표준화의 효과적 구현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분야의 문화, 역량 및 정보시스템의 개발 4)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분야의 국가
정책, 시스템, 가이드라인의 규정화, 조정 및 평가 이행으로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33)

IEC

3) 표준개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은 BSN 및 각 관련 부처(Ministry) 산하에 속한 기술위원회(TC, Technical

ISO/IEC JTC1

Committee)에 의해서 개발되며 각 TC의 위원장은 관련 산하기관(Directorate)이, 가장 많은 표준

을 관할하고 있는 산업부의 경우 각 TC의 간사(Secretariate) 역할을 산업표준화센터(Center for
Industrial Standardiza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147개의 기술위원회와 10여개의 기술소위

원회가 존재한다.
표준 개발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표준 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인도네시아

33) https://bsn.go.id/uploads/download/laptah_bsn_2019_ttd1.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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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결정하는 접근과, 표준 초안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의하는 접근이다. BSN은
표준 개발 원칙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방성, 표준 기획, 개발 및 공포의
단계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표준 개발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획득, 확인할 수 있도
록 하는 투명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해를 반영하고 공정히 대우받도록 하는 만장일치와 비
편향성, 무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성과 적절성,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제 시장 변화
에서 고립되지 않고 국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일관성, 국가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익과
국익을 고려하는 개발 측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원칙들을 반영한 표준 개발을 위해, BSN의 비상설 조직으로서 전문가 및 부문별 대표
자들이 참여하는 표준개발 관리 자문기구인 MTPS(Technical Management Board for Standards
Development)의

기능을 강화하고, 비정부기구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표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네시아 표준회의(Indonesian Standardization Society, MASTAN)의 역할을 강화하
고 있다.
SNI의 개발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34). BSN이 운영하는 개별 기술위원회에
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표준 개발 혹은 개장 제안을 BSN에 제출한다. BSN에
서는 이를 검토하여 MTPS의 승인을 구한다. 제안이 승인되면 각 기술위원회에서 SNI 초안을
작성하여 BSN으로 제출하고, BSN은 제출된 표준 초안을 BSN 웹사이트에 공지해 그 내용에
대해 MASTAN을 포함한 전문가 및 일반의 의견을 수합한다. 이를 반영한 표준 최종안은
BSN에서 승인을 위한 가부 투표에 부쳐지게 되며, 최종 승인되면 공표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그림 25] 인도네시아 SNI 표준개발절차(2016)
출처: https://www.tpsaproject.com/wp-content/uploads/2016-05-16-Presentation-1-1221.01.pdf
https://indonesia.trade.gov.pl/pl/f/view/fobject_id:371841

34) https://www.tpsaproject.com/wp-content/uploads/2016-05-16-Presentation-1-122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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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CT 표준화 추진체계 및 전략
1) 전기통신 관련 법률
인도네시아의 전기통신기기 분야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는 1999년 제정된‘전기통신법 제36호

ITU 일반

(Telecommunication Law, N.36, 1999)35)’
의 제32조 1항에 의거하여 관리된다. 이 법은‘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거래, 제조, 조립, 수입, 사용되는 모든 전기통신기기는 관련 법 및 법령의 기술규정
을 준수해야 함’
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전기통신기기 대상 표준화의 목적은 1) 전기통신 네
트워크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2) 전기통신기기 간 간섭을 막으며, 3)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4)
국가 전기통신 산업, 혁신, 공업을 지원하는 것이다.(전기통신운영규정 52번 제72조)

ITU-R
ITU-T
ITU-D
ISO

[그림 26] 법률에 근거한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시스템 조직도

IEC

출처: https://www.tpsaproject.com/wp-content/uploads/2016-05-16-Presentation-1-1221.01.pdf

전기통신기기 대상 표준은 이행 강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규정으로 분류된다. 2000년
제정된‘전기통신제공에 관한 규정’52번 제73조36)에 따르면 기술규정은 국제표준 또는 지역
ISO/IEC JTC1

표준 채택과 개정, 국가적 전기통신 산업에 의한 국가표준 채택,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제정되며,
통신정보기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CIT) 장관이 산업계,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 서비스 사업자, 연구기관, 소비자 단체,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이루어
진 기술위원회(TC) 의견을 수렴해 이를 확정한다.

인도네시아

35) 인도네시아 전기통신법(영문):https://www.postel.go.id/content/EN/regulasi/telecommunication/uu/ law361999.pdf
36) 인도네시아 전기통신법(영문):https://jdih.kominfo.go.id/storage/files/1574059049-_JDIH_4_GR_No_52_of_
2000_on_Telecommunications_Opera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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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통신 관련 조직

[그림 27] MCIT 조직도 및 ICT 관련 인도네시아 표준화 체계도
* 출처: 인도네시아 프레임워크 2015

표준화 관련 핵심조직은 통신정보기술부(Kementerian Komunikasi dan Informatika,
KOMINFO/MCIT)이다.

라디오주파수, 우편, ICT 기기관리를 총괄하는 ICT 장비 및 라디오 주
파수국(DG SDPPI, Directorate General of Resources and Equipment of Post and Information
Technology)

산하의 표준화부(Directorate of Standardization)에서 실무를 담당한다(그림27). 표준화

부는 다시 기술규정소국(Sub Directorates in charge of Technical Regulation)과 인증소국(Sub
Directorate in charge of Certification)으로

나뉜다. 기술규정소국에서는 BSN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규정화 되는 표준들을 관리한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표준을 제정하는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표준 개발 관련 실무적인 운영을
정부부처(기술규정소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형태이다(KOMINFO, 2018)37). BSN에서 ICT 관련
표준화를 담당하는 기술위원회는 33-02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 기술위원회38) 및 35-01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기술위원회39)로, ICT 장비 및 라디오 주파수국(DG SDPPI)이
간사기관이며, 국장이 각 기술위원회 의장(chair)을 맡고 있다.

37) 인도네시아 전기통신정보기술부의 ICT 표준화 계획(2018.9): https://www.itu.int/en/ITU-D/RegionalPresence/AsiaPacific/SiteAssets/Pages/ConformityandInteroperability2018/Country%20Report%20In
donesia%20on%20CI%20ITU%20CAICT%20Training%20Shenzhen%2010%20Sep%202018.pdf
38) BSN 33-02번 전기통신기술위원회 웹페이지 (http://sispk.bsn.go.id/PanitiaTeknis/Detailkomtek/71)
39) BSN 35-01번 정보통신기술위원회 웹페이지 (http://sispk.bsn.go.id/PanitiaTeknis/Detailkomtek/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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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4. 라오스
회원 자격

ITU

담당 기관

참여위원회

주관기관

회원국
(Member States)

우정통신부
(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

-

없음

APT

회원
(Member)

우정통신부

-

-

ISO

준회원
(Correspondent
member)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표준화 및 계측부
(DOSM, Department
of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IEC

비회원
*제휴국가(Affiliate
country)로 참여

기술위원회: 5개

없음

ITU-T

ASEAN(아세안) 표준 및 품질 자문
위원회(ACCSQ)

ITU-R

부처

ITU 일반

표준화
관련기구

표준화 및 계측부(DOSM)

가. 국가표준화 법∙추진체계 및 전략
ITU-D

1) 국가표준화 체계 요약
라오스는 2007년 12월 표준법(Standards Law)을 제정하고, 2014년 9월 10일 과학기술부에 의해
표준법(Law on Standards)으로 개정하였다. 라오스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전
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바 있다.40) 라오스 표준은 국가표준(Laos National Standards, LS)과 기술

ISO

규정(Technical Regulation), 실천 강령(Codes of Practice)으로 구분된다.
라오스 국가표준은 국가표준위원회(National Standards Council)가 제정하고, 과학기술부
(National Author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가 공표하며 관련 국제, 지역 및 해외 표준, 과학,

기

술 및 선진 기법에 대한 연구, 라오스의 현 상황 및 경험, 평가 결과 및 유관 부처의 효율성 등
IEC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토록 언급하고 있다. 라오스 국가표준은 자발적 표준이나, 안전, 위
생, 보건,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강제표준으로 지정될 수 있다.

ISO/IEC JTC1

기술규정은 제품, 상품, 서비스, 과정 및 환경에 대하여 기술적 우선순위, 범위, 특정 기술적 특징,
기술적 용어, 포장 및 제작과 라벨링에 지정하고 있다. 기술규정은 표준과 법률 조항에 따라 생산,
무역 및 서비스의 기술적 측면을 통제 및 검사하는데 사용된다.

라오스

40) 라오스 표준법 (Law on standards, 2014) 영어본 :
http://laoservicesportal.com/index.php?r=site%2Fdisplaylegal&id=116#m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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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강령(Codes of practice)은 디자인, 제품, 설치, 유지관리 또는 장치구조, 제품, 상품의 사용
에 관하여 품질 및 안전 보증을 위하여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이는 실제 생산 어
플리케이션, 상업 및 서비스에 관한 방법, 표준 응용절차, 기술규정에 대한 권장사항으로 구
성된다. 실행규범은 공식적으로 표준, 기술규정 및 관련 법률과 라오스와 협약한 국제조약 및
협약과 일치해야 한다.
2) 주 요 기 관
라오스는 현재 독립적인 국가표준화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USITA, 2019). 라오스 정부는
과학기술부에 표준화 활동의 직접 책임을 부여하여 중앙 집중화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과
학기술부에서는 표준화 활동에 관한 전략, 정책계획, 법률 및 입법, 계획 등을 연구하여 심의를
위해 정부에 제출하며, 표준화활동 관련 규정, 결정,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발행한다.
국가표준화 체계를 총괄하는 것은 과학기술부(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산하 표
준화 및 계측과(DOSM, Department of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이다.41)
2011년 12월 21일 과학기술부령(Ministerial Decree #0836/MS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표준화,
계량, 인정, 적합성평가 및 유관 활동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라오스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라오스의 혁신 및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신뢰성 높은 기술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 활성화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역량, 인식 제고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라오스 국가표준의 개발을 책임지는 기관은 국가표준위원회(National Standards Council)와 국가
기술위원회(National Technical Committee)다.
① 국가표준위원회(National Standards Council)
국가표준위원회는 과학기술부 장관에 의해 설치되며, 정부부처, 교육기관, 전문가단체, 전국상
공회의소, 공급업체 및 소비자들로 구성된다. 국가표준위원회는 위원장, 많은 부위원장, 위원,
지원 기술자가 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행정적 자격 및 경험을 소지해야 하며 위
원회 결의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제안대로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국가표준위원회의 역할 및 임무>
1. 표준화 활동 관련 정책조사, 입법, 계획, 사업 및 활동 심의를 위한 과학기술부 장관에 제출
2. 라오스 국가표준 제정 및 채택을 위한 방법, 절차의 연구와 공표
3. 라오스 국가표준 공표를 위한 제품, 상품, 서비스 및 환경의 우선순위 설정
4. 관련 국가기술위원회에서 보고하는 표준화 활동 평가
5. 관련 국가기술위원회가 제출한 라오스 국가표준의 채택, 개정, 철회의 연구와 국가표준 마크,
국가표준 인증서에 대한 연구와 이의 심의를 위한 과학기술부장관에 제출
4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라오스 웹페이지 https://www.iso.org/member/5374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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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준화 활동과 관련된 사항과 인증 마크 초안에 대한 의견 제공
7. 과학기술부 제안으로 할당된 부처, 부문 당국이 임명된 국내외 표준화 활동에 대한 회의 및
운영에 참여

ITU 일반

② 국가기술위원회(National Technical Committee)
국가기술위원회는 표준화 활동과 관련한 역할, 권리 및 의무를 수행하는데 지원을 하기 위한
곳으로 국가표준위원회에 의해 설립된다. 국가기술위원회는 관련 단체가 제안한 다양한 부처,
조직, 교육기관, 전문협회, 전국상공회의소, 공급업체 및 소비자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

ITU-R

가기술위원회는 국가표준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 의장, 부의장,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련 부처
는 해당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가 제안한 국가표준위원회 또는 국가
기술위원회에 참여할 대표 또는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국가기술위원회 역할과 의무>

ITU-T

1. 연구, 의견 제공과 표준 및 기술적 매뉴얼의 초안 작성
2. 각종 인증문제에 대한 조사 및 평가에 참여
3. 부처 또는 부문 당국이 할당한 국내외 표준화활동에 대한 회의 및 운영에 참여
4. 다른 기관과의 협력

ITU-D

5. 국가표준위원회에 정기적으로 표준화 활동에 대한 요약 및 보고
6. 법률 및 규정 또는 할당된 역할 및 의무 수행

3) 국가표준 개발 절차
ISO

① 국가표준 제안(Law on Standards, 2014, 제20조)
표준 제정을 원하는 개인, 법적 기관 및 조직, 국가표준위원회(National Standards Council)는 과
학기술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과학기술부(MOST)는 표준화 원칙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된 경우, 관련 국가기술위원회(National Technical Committee)를 지정하여 표준초안을 작성
한다.

IEC

② 국가표준 초안
관련 국가기술위원회는 신청자, 공급자 및 소비자와 함께 국가표준을 조사하고 초안을 작성한
ISO/IEC JTC1

다. 필요시, 국가기술위원회는 외국 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국가기술위원회는 국가
표준 초안을 대중의 의견수렴을 위해 과학기술부 웹사이트에 최소 60일간 게제한다. 국가기술
위원회는 합리적인 기술적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표준 초안을 조사 및 개선해야 하며, 이후 승
인을 위해 국가표준위원회(National Standards Council)에 국가표준 초안을 제출한다.

라오스

③ 국가표준 승인
국가표준은 참석한 국가표준위원회 위원의 최소 3분의 2의 다수결 투표를 통해 국가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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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절차에 따라 승인된다. 국가표준위원회는 승인 및 공표를 위해 과학기술부에 제출한다.
국가표준은 과학기술부 공표일로부터 60일 후부터 시행되며, 과학기술부 사이트에 게제되어
대중매체를 통해 발표된다. 라오스는 5년마다 필요시 더 일찍 국가기술위원회와 협력하여
국가표준의 개정 및 폐지를 검토한다.

4) 기술규정 개발
기술규정은 제품 및 상품, 서비스, 프로세스, 환경과 관리, 점검, 안전보장, 위생, 국민건강 등
의 이슈에 관한 특정 기술적 문서를 말한다. 기술규정 작성 조직은 관련 부처, 지방, 시 행정당
국과 협력하여 기술규정 초안을 연구할 기술위원회를 임명하여 기술규정의 수립을 담당한다.
기술위원회의 예비 기술규정을 작성한 후, 이를 공급자 및 소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60일의
기간동안 웹사이트 및 미디어에 게제한다. 동시에 기술규정 초안은 라오스가 협약한 국제조약
및 협약에 따라 WTO 및 다른 국제기구에 제출되어야 한다.

나. ICT 표준화 추진체계
라오스 ICT 표준화 정책 및 추진 체계는 큰 틀에서 아세안, APT 및 ITU 표준화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으며, 우정통신부(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 산하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가

통신 표준을 관장한다(APT, 2016). 표준화의 목표로는 통신장비 수입 관

련 행정, 표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인증 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 및 이를 수행하기 위
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기구 협력,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과의 협업, 라디오 주파수 관련 세금 부과, EMC, SAR 및 품질 관리 등이 있다. 적합성평가
시스템은 취약하며, 현재 라오스에서 시행 중인 적합성평가 상호인증협약 (MRA-CA)은 없는
상태이다(APT, 2016).
1) 라오스의 표준화 정책(표준법, 2014)
라오스는 제품, 상품, 서비스, 프로세스 및 환경에 대한 표준의 광범위한 사용과 표준화에 대한
연구 및 과학기술 적용을 포함한 기술규정 구현의 촉진을 강조한다. 라오스 국가와 사회는 표
준화 관리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시험센터 또는 실험실, 훈련센터와 같은 기술 인프라 구축을
강조한다. 라오스는 제품, 상품,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및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국제표준, 지역표준, 외국(foreign)표준 및 지역표준의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중소 중
견기업을 장려한다. 라오스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 보장을 위해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경제적이고 적절하며 수시로 실제상황에 맞게 관리 및 활용하는 능력을 강화함으로
써 표준화 활동을 촉진한다. 라오스는 라오스에 투자하는 국내외 공공 및 민간조직이 표준의
제정 및 활용과 같은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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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오스의 표준화 기본 원칙
1. 사회경제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 상품, 서비스 및 환경보호의
품질을 통해 경쟁을 촉진한다.

ITU 일반

2. 위생 보장, 소비자 건강 및 안전, 국가안보-사회질서, 권리와 이익, 소비자 및 관련분야의
삶의 질 욕구를 충족한다.
3. 감시받거나 차별을 금하며, 생산, 사업, 상품 및 서비스 장벽생성을 피하기 위한 개방성, 정의,
평등 및 투명성을 보장한다.
4. 국제표준, 실제상황 및 구현능력 준수를 보장한다.

ITU-R

5. 제조업체, 유통업체, 판매자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결정된 표준에 따라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ITU-T
ITU-D
ISO
IEC
ISO/IEC JTC1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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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말레이시아
가. 국가표준화 법∙추진체계 및 전략

ITU 일반

1) 국가표준화 체계 요약
말레이시아 국가 표준화 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은 1996년 제정된 말레이시아 표준법(Act 549,
1996)이다.42) 또한, 민간의 표준화 활동참여 촉진을 위해 소득세법(Act 53, 1967)43)의
‘Section 34.(6)(m)’
을 2014년 개정하여 민간에서 국제 표준화 활동 참여로 인해 발생한

ITU-R

비용에 대해 세금 감면을 제공44)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ITU-T
ITU-D
ISO

[그림 28] 말레이시아 표준화 시스템
(출처 : MTSFB 홈페이지, https://mtsfb.org.my/standards/), 일부 편집- SIRIM 추가)
※박스내 번호표시 : 아래‘2) 주요 기관’참조

IEC

표준의 개발은 말레이시아 표준부(Standards Malaysia)가 각 분야별 전문기관을 표준개발기관
(Standards Development Agency, SDA)로

지정하여 개발토록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표준부는
ISO/IEC JTC1

말레이시아 표준법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표준 개발 업무를 조율하는 국가기관이며, 국가인증
기관이다.

제3부 아세안 10개국 표준화기구 추진체계

말레이시아

42) 말레이시아 표준법(Standards of Malaysia Act 1996) : http://www.agc.gov.my/agcportal/uploads/
files/Publications/LOM/EN/Act%20549%20-%20Standards%20of%20Malaysia%20Act%201996.pdf
43) 말레이시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7) : http://www.agc.gov.my/agcportal/uploads/files/
Publications/LOM/EN/Act-53-Muktamad.pdf
44) 사업체 수입 조정에 적용되는 특별조항 : 34.(6)다음에 해당하는 지출은 총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음 (m)말레이
시아 표준부(Standards Malaysia)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근거로, 해당 기간 내 실험실 또는 인증 기관에서 인증
을 획득하기 위해 기업에서 발생한 자본 지출이 아닌 지출 금액 (해당 기간은 인증서가 발급된 평가 연도 기준)
(o) 말레이시아 표준부가 승인한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기간 내 기업이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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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및 방송 산업, 온라인 분야는 통합적인 규제 및 관리를 위해 통신및멀티미디어위원회법
(Act 589, 1998)45)에

따라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MCMC)를
(Act 588, 1998)46)을

두고 있다. MCMC는 말레이시아 통신및멀티미디어법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기술표준포럼Bhd(MTSFB)을 두어 제품, 서비스 및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코드(Technical Code)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국가경제발전계획인‘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ETP)’
을 통해
2020년까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12개 국가핵심경제영역(National Key Economic Areas,
NKEAs)과 6개 전략적 개혁(Strategic Reform Initiatives, SRIs)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중에서 표준
은 SRI의 첫 번째 항목인‘경쟁 표준과 자유화(Competition Standards & Leberalisation, SRICSL)’
에서 다루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의 활용

47)

과 준수에 집중하고 있다.
2) 주 요 기 관

① 말레이시아 표준부(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Standards Malaysia’)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 산하 기관으로, 말레이시아 표
준법령에 의해 국가표준화기구 및 국가인정기구로 설립되었다. 말레이시아의 무역 이익을 보
호하고 말레이시아 산 제품 및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국내 표준과 국제 표준 간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역 및 국
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표준부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 및 국
제 표준화 조직은 다음과 같다.
� 국제표준화기구(ISO)
� 국제전기전자표준위원회(IEC)
� 아세안 표준품질자문위원회(ACCSQ)
� 아태경제협력기구 산하 표준적합성소위원회(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 태평양지역표준의회(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
� 아시아-유렵 표준적합성무역원활화시행계획(Asian Europe Meeting/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국가 표준화 활동과 관련해서는 표준법의‘Section 10.(2)(aa)’
에 따라, 표준 개발과 국제 활
동을 조율하는 표준개발기관(Standards Development Agency, SDA)을 승인하는 임무를 맡고 있
다. SDA는 관심있는 어느 기관이나 신청할 수 있으며, SDA로 승인되면 말레이시아 국가표준
(Malaysian Standards, MS)

개발과 홍보,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국제 표준화에서 말레이시아의

45) 말레이시아 통신및멀티미디어위원회법(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Act
1998) : http://www.agc.gov.my/agcportal/uploads/files/Publications/LOM/EN/Act%20589.pdf
46) 말레이시아 통신및멀티미디어법(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160;1998) : http://www.
agc.gov.my/agcportal/uploads/files/Publications/LOM/EN/Act%20588.pdf
47) ERP 2013년 연 차 보 고 서 (https://www.pmo.gov.my/dokumenattached/NTP-Report2013/ETP_2013_E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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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입장을 조율한다. 대표적인 SDA로는 18개의 산업분야의 표준 개발을 담당하는 SIRIM
Berhad가 있다.

ITU 일반
말레이시아

또한, 말레이시아 표준부는 표준 이행과 관련된 모든 관련 활동과 정보를 중계하는 것을 목적
으로 국가표준적합성프로그램 (National Standards Compliance Programme)을 시행 중이다. 이 프
로그램은 산업체의 표준 도입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말레이시아 제품과 서비스의 수용
도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표준 이행과 관련된 지
식, 각종 프로그램 및 지원 활동에 대한 원스톱 정보 창구를 재공하며, 표준 이행 관련 정부 기
구인 말레이시아 중소기업공사(SME Corp, Malaysia) 등에 기술 지원을 제공해 표준 준수와 관

ITU-R

련된 인식 제고, 정보 및 기술 노하우 전수를 꾀하고 있다. 특히 표준화 관련 정부 기구의 기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이들 기구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산업계의 표준 준수 활동 참여에 대한
준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U-T

②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위원회(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MCMC)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위원회(MCMC)48)는 통신멀티미디어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Malaysia)

산하 위원회로 통신및멀티미디어위원회법(Act 589,

49)

1998)

에 따라 설립되었다. 융합화되고 있는 통신 및 방송 산업, 온라인 활동에 대한 통합적인
ITU-D

규제 체계 관리를 맡는다. 2001년에는 법 개정과 함께 우편 서비스 및 인증기구의 허가 업무
까지 포함하는 활동을 관장하게 되었다. MCMC는 글로벌 경쟁력과 효율을 제고하고 말레이
시아의 경제사회 수요에 맞추어 통신 및 멀티미디어 산업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고 저비용의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산업
내 공정 경쟁과 효율성을 촉진하는 투명한 규제 절차를 확립하고, 주파수 자원의 최선의 활용

ISO

이 확보되도록 하고, 산업 내 협업 촉진을 위해 소비자 및 생산자 간 정기적 자문을 추진한다.
표준 개발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역할을 맡고 있다.50)
� 경제적 규제 - 경쟁 촉진 및 반경쟁 행위 금지, 액세스 코드와 표준 개발 및 시행 또한 라이
센스,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공급자에 대한 라이센스 조건 시행, 규칙 및 성능/서비스

IEC

품질 준수 보장
� 기술 규정 - 효율적인 주파수 스펙트럼 할당, 기술 코드 및 표준의 개발 및 시행, 번호 지정
및 전자 주소 지정 관리

ISO/IEC JTC1

또한, 통신멀티미디어부의 통신기술과(Communications Technology Division)는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한다. 국가와 참가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제 포럼에서의 말레이시아 참여를 조율한다.
말레이시아가 참석하는 국제 기구는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

48) 말레이시아 통신및멀티미디어위원회(MCMC 혹은 SKMM) 웹사이트 https://www.mcmc.gov.my/
49) 말레이시아 통신및멀티미디어위원회법(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Act
1998) : http://www.agc.gov.my/agcportal/uploads/files/Publications/LOM/EN/Act%20589.pdf
50) https://www.mcmc.gov.my/en/about-us/our-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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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
� Asia-Pacific Telecommunity (APT)
� Commonwealth Telecommunications Organisation (CTO)
� Trade Liberalisation
� ASEAN TELSOM / TELMIN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Meetings (APEC TEL)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atellite Organisation (ITSO)
�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sation (IMSO)
③ 말레이시아 표준 및 인증위원회(Malaysian Standards and Accreditation Council, MSAC)와 말레
이시아 국가표준위원회(Malaysian National Standards Committees, MyNSC)
MSAC는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m MITI) 직속 기구로, 표준
법(Act 549) 제13조 3항에 근거해 표준화와 인정과 관련하여 장관(Ministry)에 자문을 제공한
다. MSAC 산하 위원회 중 말레이시아 국가표준위원회(MyNSC)는 말레이시아 표준인증위원
회에 표준화를 통한 산업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략,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안하
고, 표준화 활동의 우선순위, 표준 개발 절차 및 관련 기준을 제시한다. MyNSC는 전기기술을
제외한 각 산업 분야별로 산업표준위원회(Industry Standards Committee, ISC)의 구성하고, ISC
의 의장 임명, 업무 범위를 결정한다.51)
④ SIRIM Berhad(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SIRIM)
1966년 SIM(Standards Institution of Malaysia)의 명칭으로 당시 산업부 산하 국가표준기구로 설
립되었다52). 현재는‘SIRIM Berhad53)’명칭으로 산업 연계를 위한 과학기술연구 및 기술 이
전을 담당하는 말레이시아 정부 소유의 공기업(Corporate Organization)이며, 기업법(Companies
Act)에 따르는 법인이다. 2018년에는 과학기술환경부(MOSTE→MOSTI(
‘04)로 분리 개편) 산하에

서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 산하로 이전되었다. MITI
하에서 SIRIM은 기술 채택과 개발, 적합성 평가, 산업표준(Industry Standard)54) 개발, 교정 및
측정, 교육 및 자문 등 기업 지원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인더스트리4.0 국가
정책인‘Industry4WRD
‘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 부문의 MITI 산하 부서 및 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51) ISC는 기술 분야에 따라 A부터 Z까지 구성되어 있으며(E, S, T, X 제외), 이중 ISC G는‘Information
Technology,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분야임 (참고 : 말레이시아 국가표준위원회 웹페이지,
http://www.jsm.gov.my/malaysian-national-standards-committees-mynsc-#.XbWjH-gzZPY)
52) SIRIM 웹사이트 : http://www.sirim.my/
53) Berhad(Bhd)는 공공유한회사(Public limited company)를 의미. 주로 은행, 통신회사, 건설회사, 부동산개발
회사 등이 있음. 참고로, 민간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는 Sendirian Berhad(Sdn Bhd)로 표기
54) SIRIM 산업표준은 국가표준의 하위 수준으로서, 국가 및 국제표준을 보완하여 특정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제정.
산업표준에는 SIRIM 표준, 협회(Association) 표준, 기관(Organisation) 표준의 3가지로 구분됨 ‘SIRIM
(
Industry Standards’
, https://www.sirimsts.my/wp-content/uploads/2019/03/About_SI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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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ITU 일반
ITU-R
ITU-T

[그림 29] 말레이시아 표준 정책과 기술 개발 부문 관련 기관
(출처: 말레이시아 화학연구소(IKM), 일부 편집: MOSTI를 MITI로, IKM을 SIRIM으로 교체)

말레이시아 표준부가 표준 정책을 담당한다면, SIRIM은 각 분야별로 표준 개발을 담당하는
ITU-D

기관 및 협회를 조율하는 실제적 표준화를 담당한다. SIRIM의 자회사 중 하나인‘SIRIM
STS Sdn Bhd’
은 SIRIM의 산업표준 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며, 말레이시아 표준부
로부터 표준개발기구(SDA)로 지정받아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말레이시아
국가표준(MS) 개발 및 관리, ISO과 IEC 등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세미나 및 워크숍과 표준
판매 등이 포함된다. 2019년 SIRIM은 17건의 산업표준을 개발하였다.55)

ISO

⑤ 말레이시아 기술표준포럼Bhd (Malaysian Technical Standards Forum Bhd, MTSFB)
말레이시아 기술표준포럼Bhd(MTSFB)56)는 2004년 6월 8일에 설립되어, 2004년 10월 27일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위원회(MCMC)로부터 말레이시아통신및멀티미디어법

IEC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CMA 1998)에 따라 기술표준포럼(Technical Standards Forum)

으로 지정되었다.
MTSFB는 자체적으로 또는 MCMC의 요청에 따라 CMA 1998법에서 규정하는 기술코드
(Technical Code, TC)를 작성한다. 기술코드는 제품, 서비스 및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
ISO/IEC JTC1

격, 절차, 지침으로 이해관계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작성된다. 기술코드는 필요시 MCMC에서
준수를 명령할 수 있는 규범적인 성격이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MTSFB는 기술코드 개
발을 위해 기술분야별로 10개의 워킹그룹을 두고 있으며,‘19년 24건의 기술코드를 개발하였
다. 또한, MCMC로부터 산업진흥및개발보조금(Industry Promotion and Development Grant) 관리

말레이시아

55) SIRIM Berhad, Annual Report 2019 (https://www.sirim.my/AnnualReport/SIRIMAnnualReport_
2019.pdf)
56) 말레이시아 기술표준포럼(MTSFB) 웹사이트 (https://www.mtsfb.org.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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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임받아 프로젝트 감독을 맡고 있다. 회원사는 96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협력회원
(Associates members)으로 LG전자, 삼성전자가 참여하고 있다.

3) 표 준 개 발 절 차
말레이시아의 표준 개발은 표준개발기관(Standards Development Agencies, SDA)을 통해 이루어
진다. 각 표준개발기관에서 제안하는 표준 아이템은 각 산업 분야별로 설치되는 ISC에서
평가, 그 승인 여부가 결정되게 되며, ISC의 승인을 받은 신규 표준 개발 제안은 말레이시아
표준부의 말레이시아 국가표준위원회(MyNSC)에 배정되어, 말레이시아 국가표준으로서 개발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2012년에는 자금지원 및 우선순위 결정 절차를 추가하고, 초안 개발
시간을 단축하여 표준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5년~3년에서 1년~1.5년으로 줄인 바
있다.57)

[그림 30] 말레이시아 표준 개발 절차 및 소요기간
(출처:‘New Standards Development Approach’
, 말레이시아 표준부 웹사이트,
http://www.jsm.gov.my/ms-development-process)

4) 국가 표준 건수 (출처: 말레이시아 표준부 연차보고서 201958))
� 국가표준(말레이시아 표준, MS) : 총 5,117건 (25개 분야)
- 이중‘Information Technology,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분야 : 201건
� 국제표준과의 부합 : 59.57%
� 표준화 활동 전문가 : 3,809명 (6,021개의 기술위원회, 워킹그룹 활동)
� 강제표준(mandatory standard) 건수 : 504건, 표준판매 건수 : 14,221건

57) 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
‘New Standards Development Approach’
(http://www.jsm.gov.my/ms-development-process)
58) 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Annual Report 2019’
(http://www.jsm.gov.my/documents/10180/2524471/2020.2.11._Annual+Reporth12a4+%28JSM
%29%20%281%29.pdf/06bba240-4232-4a94-ad42-e490b8ed7c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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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나. ICT 표준화 추진체계 및 전략
1)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MCMC)와 말레이시아 기술표준포럼(MTSFB)
ICT 관련 표준과 기술기준은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MCMC)가 관장한다. ICT
분야에서 표준화를 담당하는 SDA는 MCMC로부터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말레이시아 기술표

ITU 일반

준포럼(MTSFB)이다.59) MTSFB는 기술코드(Technical Code) 등의 개발 및 정보 보급을 목적으
로 한다. 민간 부문에서 포럼 참여가 가능하며, 이 포럼을 통해 개발된 통신 장비 대상 강제 표
준과 기술코드를 준수해야 한다. 기술 코드는 제품, 서비스 및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격, 절차, 지침을 정의하고, 표준의 일부로서 역할을 한다. MCMC는 기술코드와 함께 관련

ITU-R

국가표준을 등록하여, SIRIM를 거쳐 말레이시아 표준부의 관보를 통해 유무선 네트워크 제공
자에게 공지한다. MTSFB는 기술코드 개발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 제조사, 벤더, 유통업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대상 기술 분야는 MTSFB의 조직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과 같다.

ITU-T
ITU-D
ISO

[그림 31] 말레이시아 기술표준포럼(MTSFB) 조직도

IEC

(MTSFB 웹페이지를 바탕으로 구성)

2) 기술코드 등 표준 개발 절차
ISO/IEC JTC1

표준 개발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MCMC 혹은 포럼에서 신규 작업 아이템(new work item,
NWIP)이

제시되며, 참조 패널 혹은 이사회의 승인을 위한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절차를

거친 신규 아이템은 이사회에 의해 작업반에 배정되어 위원회 초안이 개발된다. 이 초안은
MCMC 혹은 포럼 웹사이트 및 영어와 말레이어로 된 주요 일간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공지되
어 공공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충분한 코멘트가 수집된 경우, 작업반에서는 코멘트

말레이시아

의 내용을 반영한 최종안을 개발하게 된다. 최종안은 포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회로
59) 근거법(CMA 1998)의 Part V, Chapter 9 - Voluntary Industry Codes, Section 94 Industry Forum and
Part VII, Chapter 3 - Technical Standards, Section 184 Technical Standards Foru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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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되게 된다. 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이를 등록 혹은 거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고지가
없는 한 최종안은 거부된 것으로 본다. 총 표준 개발 과정은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약 1-3년 소요
된다. 표준화 우선 영역으로는 EMC, 전기 안전, SAR, 녹색 ICT, 네트워크 호환성, 무선,
Light-wave Apparatus, Cabling and Accessories with Propagation Methods 등이 있다.
대부분의 표준 내용이 국제표준에 부합하여 개발된다.
적합성평가는 Section 186 and Regulation 10에 의해 규정되며, 위원회(Commission)는 이 법
에서 규정하는 표준 준수여부 인증을 목적으로 해외 기관을 포함한 인증 기관의 등록 및 분류
를 담당한다. 등록된 인증기관의 승인은 위원회의 승인과 같은 것으로 인정된다. 등록된 인증
기관에서 시행 혹은 운영하는 인증서 프로그램은 인증 마크, 라벨, 인증서 혹은 다른 표준 준수
지표로서의 증빙을 제공해야 하며, 장비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검사, 품질관리 및 품질 확보
요구 사항, 표준/정책/절차 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 인증 여부를 재검토 및 재승인하기 위한
절차, 절차 이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레코딩 혹은 보고 체계, 등록된 인증기관과 인증 신청
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산업 진흥 및 개발 보조금(Industry Promotion and Development Grant)
MTSFB는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위원회(MCMC)의 위임을 받아 산업 진흥 및 개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MTSFB 프로젝트 보조금(MTSFB Project Grant)라고도 불리는 본 보
조금은 통신 및 멀티미디어 산업 분야의 PoC(Proof-of-Concept)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연구
개발과 기술 혁신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통신네트워크,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기술, 표준개발,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촉진 등을 위한 프로제트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 표준 사용에 대한 말레이시아 경제적 효과
2016년 7월 말레이시아 표준부는 말레이시아 경제에 크게 기여한 부문인 전기전자(E&E), 식
음료(F&B), 농업 부문에서의 표준 사용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60)는 GDP 성장 기여율,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등 거시경제적 지표로
다음과 같다.

60) 말레이시아 표준부 기사(Article) -‘Standards contributes positively to Malaysia's economy’
(http://www.jsm.gov.my/documents/10180/2158105/Article+1_2016+08082016.pdf/d88d0a26b2c7-466f-ba7c-e69cfec110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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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ITU 일반
ITU-R
ITU-T

[그림 32] 말레이시아의 산업 부문별 표준의 GDP 성장 기여율
(출처: 말레이시아 표준부 기사(Article) -‘Standards contributes positively to Malaysia's economy’
)

ITU-D
ISO
IEC
ISO/IEC JTC1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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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얀마
회원 자격

ITU

담당 기관

참여위원회

주관기관

회원국
(Member States)

교통통신부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우편통신국
(PTD,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Department)

없음

APT

회원
(Member)

교통통신부

-

-

ISO

준회원
(Correspondent
Member)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연구혁신부
(DRI, Department of
Research and
Innovation)

IEC

비회원
*제휴국가(Affiliate
Country)로 참여

기술: 5개/4개(참관)
정책: 3개(참관)

없음

ITU-T

ASEAN(아세안) 표준 및 품질 자문
위원회(ACCSQ)

ITU-R

부처

ITU 일반

표준화
관련기구

연구혁신부(DRI)

가. 국가표준화 법∙추진체계 및 전략
ITU-D

1) 국가표준화 체계 요약
미얀마는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국가표준화를 추진하는 공공 중심 모델을 취한다. 국가표준화
체계를 규정하는 법으로는 2014년 제정된 표준화법(Law on Standardization, No.28/ 2014)이
있다.61) 이 법의 목적으로는 1) 미얀마 국가표준 결정, 2) 생산기관의 제품, 제조 과정, 서비스

ISO

품질 제고를 통한 수출 활성화 지원, 3) 수입품 및 제조품의 품질, 안전 보장을 통해 소비자와
사용자를 보호, 4) 제품, 제조 과정, 서비스 영향으로부터 환경 보호 및 자연자원 보전, 5)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품질 제품, 안전이나 환경 위해적인 제품의 제조, 유통, 수입 제한 지원,
6)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을 지원하고 무역기술장벽 감소에 기여, 7) 국가개발계획에 따른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표준을 활용해 기술이전과 혁신을 촉진 등을 명시하고 있다.

IEC

2) 주요기관
미얀마표준화법의 실행을 위한 최고 심의기구는 국가표준심의위원회(National Standards
2014년 12월 연방정부령 161/2014에 의해 최초로 구성되었다. 과학기술부

ISO/IEC JTC1

Council, NSC)로,

연방장관이 의장을 맡으며, 당, 정부부처, 민간 대표 30명으로 구성되어 미얀마 표준 개발 및
표준 정책, 전략 전반에 대한 심의 의결을 담당한다. 과학기술부와 교육부가 통합됨에 따라,
2018년 6월 연방정부령(73/2018)에 의해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62) 연방장관이 의장을 맡
는 21명 규모의 위원회로 재편되었다. 교육부 산하 연구혁신부(Department of Research and
Innovation, DRI)는

기술지원 부처로, 국가표준품질국(National Standards and Quality Department,
미얀마

61) 미얀마 표준화법 (Law on Standardization) 영문본 (https://www.myanmarstandards.org.mm/law/)
62) 미얀마 교육부 웹페이지 (http://www.moe.gov.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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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QD),

정보통신기술연구국(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Research Department)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3] 미얀마 교육부 산하 연구혁신부(Department of Research and Innovation) 조직도
(출처: 국가표준품질국 웹사이트,
https://www.myanmarstandards.org.mm/department-of-research-and-innovation-dri/)

표준 개발을 담당하는 실무 조직으로 표준작업위원회(Standard Working Committee, SWC)가 있으
며, 연구혁신부(DRI)의 Director General이 의장을 맡는다. 실제로 각 분야별 표준 문서를 개발
하는 것은 분야별로 나누어진 표준기술소위원회(Standardization Technical Sub-Committee)다. 각
각의 표준기술소위원회는 NSC가 승인하고 SWC에서 구성하며, 유관 정부부처, 학계, 민간 및
NGO 등이 참여한다. 표준기술소위원회에서 개발된 표준 초안은 NSC의 최종 승인을 통해 미
얀마 표준(Myanmar Standard, MMS)으로 제정되게 된다. NSC는 2018년 첫 번째로 50건의 미
얀마 표준을 승인했으며, 무역 촉진을 위해 대부분의 표준이 국제표준과 동일하다. 2019년 10
월 현재 총 23개의 표준기술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표준기술소위원회의 12번 통
신정보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TC 12)에서
ICT 분야 표준 개발을 담당한다.

[그림 34] 미얀마 표준화 관련 기관
(출처: 국가표준품질국 웹사이트,
https://www.myanmarstandards.org.mm/national-standards-quality-department의 N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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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품질국(National Standards and Quality Department, NSQD)는 미얀마 국가표준화를 관장
하는 기구로, NSQD의 전신은 2015년, 표준화법 발효와 함께 이루어진 조직 개편 이전까지
표준화를 담당해왔던 DRI 산하 표준국(Standardization Department)이다. NSQD는 1) 국내 제
조업 역량 강화 및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표준 개발, 2) 국제 및 지

ITU 일반

역 무역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 개발, 3) 국민 건강, 환경 보전 및 식품 안전을 위한 강
제 표준 제정, 4) 무역 원활화를 위한 시험결과, 검사성적표, 적합성평가 인증서의 국제 인증
을 지원하기 위한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서비스 제공, 5) 국가 기초 측정 표준 및 국제 SI 유닛
의 소급성(traceability) 유지, 6) 기업, 산업체, 시험소 등을 대상으로 한 교정(calibration) 제공,

ITU-R

7) 법정 계량 검정 절차에서 활용되는 계측기의 소급성 제공 등의 활동을 한다. 2015년,
NSQD는 표준개발과(Standards Development Division), 인정과(Accreditation Division), 계량과
(Metrology Division)으로 개편되어, 표준, 인정, 계량의 세 개 영역을 모두 관장하는 종합 표준품

질인프라 관리 기관으로 재편되었다. 특히 표준개발과는 미얀마 표준의 도입 및 관리를 관장한
다.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표준 인식 제고 연수, 국제 및 지역 기구와의 협력, WTO TBT 질의
ITU-T

처, 미얀마표준 개발을 위한 설문 연구 수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NSC에서 구성한 23
개 표준개발소위원회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63) 산하의 우편통신국(Posts and
Telecommunications Department, PTD)64)은 통신 분야 규제와 라이선스 발급을

담당하며 주요 역할

은 다음과 같다.65)
ITU-D

� 우편, 통신, 전신, 라디오 시장 감독
� ITU, UPU, APT, APPU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
� 무선 통신, 주파수, TV 및 라디오, 위성 TV 라이선스 발급
� 라디오 주파수 사용 감시

ISO

� 현대화된 통신, 기술 개발 및 정부에 정책 건의
� 통신 장비 인증 및 통제
특히, 우편통신국 내‘무선주파수모니터링 및 표준과
‘에서 다음의 역할을 담당한다.
� 통신장비 표준, 통신인프라 표준 개발

IEC

� 국제 표준 조정
� 국제 표준에 따른 국가 통신 장비 및 네트워크 사용 개선
� 통신 규격 인증 발급

ISO/IEC JTC1

� 최신 통신 장비 및 네트워킹 기술 연구, 보급

미얀마

63) 미얀마 교통통신부 웹페이지 (https://www.motc.gov.mm/)
64) 미얀마 교통통신부 산하의 통신국 웹페이지 (https://www.ptd.gov.mm/)
65) 미얀마 방송통신 정책 보고서 (KISA, 2012.11.21., https://www.itfi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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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 준 개 발
표준 개발 절차는 크게 1) 제안, 2) 준비, 3) 위원회, 4) 승인, 5) 출판의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그림 35] 미얀마 표준 개발 절차
(출처 : 국가표준품질국 홈페이지
(https://www.myanmarstandards.org.mm/standards-development-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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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리핀
표준화
관련기구

회원 자격

담당 기관

참여위원회

ITU

회원국
(Member States)

정보통신기술부 (DICT,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ITU-T: 2개
ITU-D: 1개

APT

회원
(Member)

정보통신기술부 (DICT)

-

-

ISO

정회원
(Member Body)

표준국
(BPS, Bureau of
Philippine Standards)

IEC

정회원
(Full Member)

통상산업부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기술: 55개/110개(참관)
정책: 3개(참관)
기술: 9개/28개(참관)

ITU-T

ASEAN(아세안) 표준 및 품질 자문
위원회(ACCSQ)

ITU-R

주관기관

ITU 일반

부처

표준국(BPS)

ITU-D

가. 국가표준화 법∙추진체계 및 전략
1) 국가표준화 체계 및 주요 기구
필리핀 국가 표준화의 중심이 되는 기구는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산
하의 표준국(Bureau of Philippine Standards, BPS)으로, 법률상 필리핀 내 모든 제품에 대한 표준

ISO

의 개발, 공포, 시행을 담당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품질 높은 제품 제조, 생산, 유통을 확립
하도록 되어 있다.66) 표준국은 1964년 제정된 표준법(Standards Law, Republic Act 4109)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소비자보호법(RA 7394)에서 표준 및 검사를 포함해 소비재의 안전 및 품질
표준을 개발,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IEC

표준국은 DTI 산하 소비자보호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표준국은 크게 4개 핵심 기능을 수행하
는 부서들로 구분되는데, 1)표준개발부(Standards Development Division, SDD), 2)표준적합성부
(Standards Conformity Division, SCD), 3)표준주류화부(Standards Mainstreaming Division, SMD), 4)

ISO/IEC JTC1

제품시험부(Product Testing Division, PTD)다.

필리핀

66) 필리핀 표준국 웹페이지(http://www.bps.dti.gov.ph/index.php/about-us/about-the-bureau-ofphilippine-standards-dti-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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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필리핀 통상산업부 산하 표준국 조직도
(출처: 표준국 웹사이트, http://www.bps.dti.gov.ph/index.php/about-us/)

표준개발부는 여타 법, 행정령이나 규정 등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거나 다른 정부기관의 표준화
활동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제품에 대한 필리핀 국가표준(Philippine National Standards, PNS)을 제
정한다. 국제표준을 필리핀 국가표준으로 도입하고, 필리핀을 대표하여 ISO, IEC 등 국제표준
화기구에 참가하며, 필리핀 표준화활동 조정을 위해 개별 표준개발기구(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에

지침 등을 제공한다. 전기전자제품, 빌딩/건설/기계/교통, 화학/식품, 소비자

제품 및 서비스의 네 개 제품군으로 나누어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표준적합성부는 필리핀 국가표준에 근거한 소비자 제품 품질 및 안전 관련 기술규정을 제정하
고, 제품 품질과 안전 규제를 위한 표준국(PBS) 제품인증체계를 운영한다. 제품인증체계는 제
조사를 대상으로 한 필리핀 표준(PS) 품질 및 안전 인증 마크 라이센스 체계와 수입 제품을 대
상으로 한 수입제품인증(Import Commodity Clearance, ICC)로 구분된다. 그밖에 표준국 제품인증
체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 공포하고, DTI의 시장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
한다.
표준주류화부는 표준데이터센터, 국제협력, 정보 및 홍보 업무로 크게 구분된다. 필리핀 국가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며,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WTO TBT 질의처, 아세안 ACCSQ와
APEC SCSC(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및 기타 다자 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밖의 대내외적 다양한 표준화 활동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마지
막으로, 제품시험부는 표준국(BPS) 인증 제품 시험소로, 특히 ICC를 위한 수입제품 검사 등을
담당한다. 그밖에 표준 개발을 위한 각종 제품 개발 테스트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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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 표 준 개 발
필리핀 국가표준(Philippine National Standard, PNS) 개발은 표준국의 표준개발부를 통해 1)
기술위원회 방식 혹은 2) 패스트트랙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기술위원회는 표

ITU 일반

준화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며, 다양한 섹터가 균형있게 대표되도록 구성되고, 만
장일치, 산업 전체(industry-wide), 자발성의 원칙을 통해 표준이 개발된다.
기술위원회 방식의 표준 개발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신규 표준개발 프로젝트가 표준국의
표준개발부에 접수되면, 표준개발부가 기존 필리핀 국가표준 존재 여부 등을 거쳐 적합한 기술
위원회에 배정한다. 배정된 표준 개발 프로젝트는 각 기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표준

ITU-R

초안(Draft PNS)으로 개발되게 된다. 기술위원회에서 개발한 표준 초안은 최소 60일 이상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안인 FDPNS(Final Draft PNS)로 개발된다. 이후 표준국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필리핀 국가표준(PNS)으로 제정된다.

ITU-T

프로젝트 단계

관련 문서
새로운 작업 항목 제안서

NWIP

위원회 단계 *

위원회 초안
(Committee Draft PNS)

CDPNS

회람 또는 검토 단계

표준 초안
(Draft PNS)

DPNS

승인 단계

필리핀국가표준 최종안
(Final Draft PNS)

FDPNS

출판 단계

필리핀 국가표준
(Philippine National
Standard)

PNS

ISO

약어

제안 단계

ITU-D

명칭

* 패스트트랙 방식에서 생략 가능

IEC

[그림 37] 필리핀국가표준(PNS) 개발 절차(기술위원회 방식)
(출처: 표준국 웹페이지, http://www.bps.dti.gov.ph/index.php/standards/standards-development)

ISO/IEC JTC1

패스트트랙 방식은 시장 적합도가 높은 표준을 적시에 개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긴급한 시장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추진된다. 패스트트랙
방식의 경우 기술위원회 단위의 논의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
2020년 10월 현재 총 90개의 기술위원회가 표준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49개가 표준 개발
활동 중이다67).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기술위원은 학계, 소비자단체, 산업 전문가, 정부 기관,

필리핀

67) 필리핀 표준국 웹페이지 (http://www.bps.dti.gov.ph/index.php/standards/bps-technical-committees)

제3부 아세안 10개국 표준화기구 추진체계

359

ICT표준화추진체계분석서1-2-3부 2021.03.195:17PM 페이지360

연구 기관 및 시험인증기관 출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소속 기관의 추천을 거쳐 표준국에서
최종 임명한다.

나. ICT 표준화 추진체계 및 전략
1) ICT 표준화 관련 기관
ICT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는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Department of ICT, DICT)이다. DICT의
임무는 정보통신기술부법(Republic Act No. 10844)68)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ICT를 관장하
는 법률, 표준, 규칙, 규정의 시행 및 관리 지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정부 기관을 지원하고 기술
(ICT Policy and
전문 지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DICT는 별도의‘ICT 정책 및 계획’
Planning)69)

문서를 통해, ICT 분야의 필리핀 국가표준(PNS) 제정과 홍보를 위해 통상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산하 표준국(Bureau of Philippine Standards, BPS)과 협력

하여 ICT 제품 및 ICT 관련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지원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ICT 분야 표준화는 주로 표준국(BPS)의 정보기술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Information Technology, TC 60)에서 수행한다. TC 60은 다시 3개의 소위원회(Sub Committee, SC)

로 나뉘는데, 2017년 3월 30일 IT 보안 기술을 다루는 SC 1, 학습,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정보
기술을 다루는 SC 2,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스템 엔지니어링, IT 서비스 관리 및 IT 거버넌스
를 다루는 SC 3이 설립되었다. 그밖에도 전자파 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을
다루는 TC 74, 건강정보시스템 (Health Informatics)을 다루는 TC 80, 스마트시티를 다루는 TC
82 등이 있다.
<표 25> 정보기술 기술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및 ISO/IEC JTC 1 대응
정보기술 기술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ISO/IEC JTC 1 대응

TC 60 /
SC 1

IT 보안 기술
(IT Security techniques)

• ISO/IEC JTC 1 / SC 27 대응 국가미러위원회
• 표준국은 ISO/IEC JTC 1 / SC 27의 P-Member로 참여
• DICT 부속 국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NPC)는 2017년부터 ISO/IEC
JTC 1 / SC 27과 산하의 WG 5에 참여

TC 60 /
SC 2

학습,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정보기술
(IT for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

• ISO/IEC JTC 1 / SC 36 대응 국가미러위원회
• 표준국은 ISO/IEC JTC 1 / SC 36의 O-Member로 참여

TC 60 /
SC 3

소프트웨어, 시스템 엔지니어링, IT
서비스 관리 및 IT 거버넌스
(Software and system
engineering and IT Service
management and IT)

• ISO/IEC JTC 1 / SC 7과 SC 40 대응 국가미러위원회
• 표준국은 ISO/IEC JTC 1 / SC 7의 O-Member로 참여

68)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ct of 2015 (https://dict.gov.ph/wpcontent/uploads/2016/05/RA10844_DICT.pdf)
69) ICT Policy and Planning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 2014.06.20., https://dict.gov.ph/ict-policy-and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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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제표준화 활동에 있어, 통상산업부(DTI) 산하 표준국(BPS)은 필리핀의 국가표준기구로서,
ISO/IEC JTC 1의 O-Member이며, BPS의 TC 60은 ISO/IEC JTC 1의 국가미러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TC 60 산하의 소위원회도 각각의 미러위원회를 맡고 있다.

ITU 일반

정보통신기술부(DICT)는 통상산업부(DTI)와 긴밀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부속위원회인
국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National Privacy Commission, NPC)와 함께 ISO/IEC JTC 1의 SG
27(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산하 WG 5(ID관리 및 개인정보보호기술)에 참여하고 있
다.70) 정보통신기술부(DICT)의 또 다른 부속위원회로 통신 및 ICT 부문 규제를 담당하는 국
가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NTC)는 무선주파수 관련 국제

ITU-R

협력을 위해 APT, ASEAN의 지역기구와 ITU에 참여하고 있다.
2) ICT 분야 관련 정책
� 국가 ICT 에코시스템 프레임워크 (National ICT Ecosystem Framework, NICTEF, 2019.3월)71)

ITU-T

정보통신기술부(DICT)는 정보통신기술부법(Republic Act No. 10844)에 근거하여 국가 ICT 계획
및 추진 활동의 조율을 위해‘국가 ICT 에코시스템 프레임워크’
를 수립하였다. ICT 에코시스
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정의하고, 갭 분석을 통해 필요한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프레
임워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중 하나로‘표준, 규제, 정책’
이 있으며, 생태계 내의 플레이어

ITU-D

들이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상호연결하여 운용할 수 있는 울타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ISO
IEC
ISO/IEC JTC1

[그림 38] 정보통신기술부(DICT)의‘국가 ICT 에코시스템 프레임워크’
의 5가지 구성 요소
(출처: ICTecosystem 웹페이지, https://ictecosystem.org.ph/)

필리핀

70) TECHNICAL COMMITTEE Profiles (필리핀 표준국, 2020.10.,
http://www.bps.dti.gov.ph/images/SDD_Files/BPS_TC_Profile_as_of_October_14.pdf
71) https://ictecosystem.org.ph/wp-content/uploads/2019/03/NICTEF-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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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중기개발 계획 2017-2022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7-2022, PDP, 2017년)72)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NEDA)는 2017년 향후 6년
간 필리핀 중기개발 계획인‘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7-2022’
를 수립하였다. 성장
잠재력 증대 전략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꼽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허취득 확대, 지적재산권 보
호 강화, R&D 예산 확대, 농업 관련 과학 및 기술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속
발전을 위한 ICT 인프라 개발, 전자정부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72) https://www.neda.gov.ph/wp-content/uploads/2018/01/Abridged-PDP-2017-2022_Updated-as-of0105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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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8. 싱가포르
회원 자격

ITU

담당 기관

참여위원회

주관기관

회원국
(Member States)

정보통신부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인포컴미디어개발청
(IMDA, Infoco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TU-T: 2개
ITU-D: 1개

APT

회원
(Member)

-

인포컴미디어개발청
(IMDA)

-

ISO

정회원
(Member Body)

IEC

정회원
(Full Member)

Enterprise Singapore
*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산
하 기관

싱가포르표준위원회
(Singapore Standards
Council, SSC)

기술: 79개/94개(참관)
정책: 3개
기술: 21개/56개(참관)

Enterprise Singapore

ITU-T

ASEAN(아세안) 표준 및 품질 자문
위원회(ACCSQ)

ITU-R

부처

ITU 일반

표준화
관련기구

가. 국가표준화 추진체계 및 전략
ITU-D

1) 국가표준화 체계 및 주요기관
싱가포르의 국가표준화를 관장하는 기구는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 Industry) 산하 기관
인 Enterprise Singapore이다.73) 표준화를 담당하던 SPRING Singapore74)와 기업진흥 담당
기관인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가 2018년 4월‘Enterprise Singapore’
의 단일
기관으로 합병되었다. Enterprise Singapore는 싱가포르 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진흥 정책을

ISO

추진함과 동시에 싱가포르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표준을 관리하는 국가 표준화 및 인정기구
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싱가포르 및 국제 표준의 채택을 개발하고 촉진하기 위해 표준개발
기구(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SDO) 지정을 맡고 있다. ICT 분야(주로 ISO/IEC JTC 1
관련)는 정보통신부(MCI)

산하의 인포컴미디어개발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SDO로 지정하고, IT표준위원회의 표준화 작업을 관리하고 있다. 인포컴미디어개발

IEC

IMDA)을

청은 IT표준위원회 외에도 전기통신표준자문위원회(TSAC)를 두어 ITU 표준화 활동에 대응하
고 있다.

ISO/IEC JTC1

제3부 아세안 10개국 표준화기구 추진체계

싱가포르

73)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웹사이트 www.enterprisesg.gov.sg
74) SPRING singapore(Standards,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oard)는 2002년 4월 싱가포르생산성표준위원
회(Singapore Productivity and Standards Board, PSB)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설립됨. PSB는 1996년 4월
싱가포르 국가생산성위원회(National Productivity Board)와 싱가포르 표준산업연구소(Singapore Institute of
Standard and Industrial Rearch, SISIR)가 통합하여 설립되었음

365

ICT표준화추진체계분석서1-2-3부 2021.03.195:18PM 페이지366

[그림 39] 싱가포르 표준화 추진체계

1) Enterprise Singapore
Enterprise Singapore는 싱가포르 표준화 프로그램(Singapore Standardization Programme)을 통
해 싱가포르 국가표준을 개발한다. 표준 개발은 산업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싱가포르표준위원
회(Singapore Standards Council, SSC)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SSC의 구성을 살펴보면, 현재 11
개의 분야별 표준위원회(Standards Committee)와 3개의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분야별 표준위원회 산하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및 작업반
(Working Groups)에서 표준 초안의 개발과 검토가 이루어진다. 싱가포르표준위원회는 1) 바이오

메디컬 및 보건, 2) 건축 건설, 3) 화학, 4) 전기전자, 5) 환경 자원, 6) 식품, 7) IT(정보기술)75),
8) 제조, 9) 품질 안전, 10) 서비스 부문 11) 무역 물류의 11개의 분야별 표준위원회와 1)
사이버 보안, 2) 스마트네이션(스마트시티), 3) 실버 산업의 세 개 부문에 대한 조정위원회로 구
성된다. ICT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IT표준위원회에서 ISO/IEC JTC 1에서 추진하는 인공지
능, 블록체인, IoT, 금융 서비스, IT 보안 등을 담당하고, 스마트네이션 조정위원회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인“스마트네이션”사업 관련 제품,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호환성, 보안, 안전성 및 기능 부문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75)‘나. ICT 표준화 추진체계 및 관련 정책’
의 IT표준위원회(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
ITS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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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 표 준 개 발
표준은 만장일치 기반으로 개발되는 싱가포르 국가표준(Singapore Standards, SS)과, 산업계의
긴급한 수요가 있음에도 기존 참조 표준이 부재한 경우 숙의 과정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개발되

ITU 일반

는 기술참조문서(Technical References, TR)로 구분된다. 싱가포르표준위원회(SSC)는 싱가포르
국가표준 및 기술참조문서의 개발, 검토, 폐지를 승인하며, 표준의 개발과 활용 촉진을 위한
전략, 정책 등을 Enterprise Singapore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SC는 산업계, 분야별
전문가기구, 노동 및 소비자 단체, 학계 및 정부 기관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만장일치 방식으로
표준을 개발한다. 특히 신산업분야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며, 국제 표준화와 지역 표준화 활동

ITU-R

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ITU-T
ITU-D
ISO

[그림 40] 싱가포르 국가표준(Singapore Standards, SS) 개발 절차

IEC

(출처: Enterprise Singapore 웹페이지
https://www.enterprisesg.gov.sg/quality-standards/standards/for-partners/standards-development)

ISO/IEC JTC1

3) 기 업 지 원 제 도
Enterprise Singapore에서는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역량을 확장하고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을
76)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Enterprise Singapore Enterprise Development Grant(EDG)’
라는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은 프로젝트 비용으로서 컨설팅 비용, 소프트웨어 및 장비,

제3부 아세안 10개국 표준화기구 추진체계

싱가포르

76) Enterprise Singapore 웹페이지 - Financial Assistance - Grants - For Local companies - Enterprise
Development Grant (EDG) - Market Access - Standards Adoption (https://www.enterprisesg.gov.sg
/financial-assistance/grants/for-local-companies/enterprise-development-grant/marketaccess/standards-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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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력 비용 등이 해당한다.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핵심 능력, 혁신과 생산성, 시장
접근으로 구성된다. 특히 시장 접근 범주의‘표준 채택(Standards Adoption)’보조금으로 기
업이 표준을 채택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 컨설팅, 교육, 인증
및 장비 비용과 같은 적격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77) 이를 통해 국내
외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 시장 접근성 향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신뢰 증대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나. ICT 표준화 추진체계 및 관련 정책
1) ICT 표준화 관련 기관
인포컴미디어개발청(Infoco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은 빠른 속도로 융합이 이루어
지고 있는 정보통신 및 미디어 분야의 일원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규제 마련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다.78) 또한, Enterprise Singapore가 지정한 IT표준위원회의 표준 개발을 수행하는 표준
개발기구(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이다. 이를 위해 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며, ITU
분야는 전기통신표준자문위원회(Telecommunications Standards Advisory Committee, TSAC),
ISO/IEC JTC 1 분야는 IT표준위원회(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 ITSC)에서
담당한다.
인포컴미디어개발청(IMDA)은 직접 제정한 기술 규격(Technical Specification)에 따라 통신 장비
의 사용을 규제한다. 기술 규격은 싱가포르에서 판매 및 사용 목적의 통신 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기술한 일종의 표준(Standard)으로 간주된다. IMDA는 또한,
참조 규격(Reference Specification)과 네트워크간 인터페이스 표준(싱가포르 사업자들이 이미 사용하거
나 또는 채택하지 않은)에

대한 설명 문서를 발간하고 있다. 전기통신표준자문위원회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Advisory Committee, TSAC)은
(recommendation)를

IMDA의 표준79) 제정에 대한 권고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80) TSAC은 네트워크 및 서비스 운영자, 장비

공급 업체 및 제조업체, 학계 및 연구자 등으로 구성되며, 통신 관련 규범적 표준을 제안한다.
TSAC의 표준 제정 프레임워크와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IMDA에서는 TSAC의 자문을 받
아 통신 분야 표준 개발 전반을 관장한다. TSAC은 표준화 우선 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산업계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표준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TSAC의 중
점분야 (Focus Areas)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실제 표준의 개발을 추진한다. TSAC 중점분야
태스크포스는 각 분야별로 표준 초안을 준비하여 필요한 검증 절차를 거치며, 개발된 표준 초
안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를 반영한 최종 표준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만들

77) https://www.enterprisesg.gov.sg/quality-standards/standards/for-companies/adopt-standards
78) 싱가포르 인포컴미디어개발청(IMDA) 웹사이트 https://www.imda.gov.sg/
79) IMDA의 표준은 기술규격, 참조규격, 기타 표준 설명 문서를 통칭하는 것으로 간주함 (작성자주)
80) 인포컴미디어개발청(IMDA) 웹페이지- Compliance to IMDA Standards
(https://www.imda.gov.sg/regulations-and-licensing-listing/dealer-and-equipment-registrationframework/compliance-to-imda-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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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표준 초안은 TSAC의 평가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IMDA 승인에 의해 통신 분야
표준 및 기술규제로 제정, 배포 된다.81)

ITU 일반
ITU-R
ITU-T
ITU-D

[그림 41] 전기통신표준자문위원회(TSAC)의 표준 제정 프레임워크 및 절차
(출처: 인포컴미디어개발청(IMDA) 웹페이지)

ISO

TSAC는 ITU 표준화 분야별로 매칭되는 5개의 중심 분야로 구성되는데, 미래 네트워크, 네트
워크 액세스, 멀티미디어, 무선 시스템, 통신 보안 분야로 나뉘어 있다. 현재 TSAC은 20182021년의 3년 임기로 정부기관, 대학, 기업 대표로 구성된 총 15명의 위원과 해외 ICT 기업
및 국제기구 대표인 7명의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IEC
ISO/IEC JTC1
싱가포르

81) 인포컴미디어개발청(IMDA) 웹페이지-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Advisory Committee(TSAC)
(https://www.imda.gov.sg/regulations-and-licensing-listing/ict-standards-and-quality-ofservice/industry-committees-and-working-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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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전기통신표준자문위원회(TSAC) 조직 구성
(출처: 인포컴미디어개발청(IMDA) 웹페이지)

정보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인 IT표준위원회(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
ITSC)은 주로 ISO/IEC JTC 1을 대상으로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한다.82)

ITSC는 싱가포르표준위원회(Singapore Standards Council) 산하 위원회 중 하나로, 인포컴미디어
개발청(IMDA)에서 공동 지원한다. ITSC는 산업체 소속의 300명 이상의 자발적 참여자로 구성
되며, 기술 표준 합의를 위해 관련 업계와 정부 당사자들에게 중립적이고 개방된 플랫폼을 제공
한다. ITSC는 싱가포르 국가표준 개발과 지역 및 국제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와

작업그룹(Working Group)을 두고 있다. 국제 또는 산업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표준을 개발하고 싱가포르표준의 국제 표준 채택을 추진한다. 2020년 10월 기준 IT
표준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술위원회와 작업그룹은 다음과 같다.

[그림 43] IT표준위원회(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 ITSC) 조직 구성
(출처: 인포컴미디어개발청(IMDA) 웹페이지)
82) 인포컴미디어개발청(IMDA) 웹페이지- IT Standards Committee(ITSC)
(https://www.imda.gov.sg/regulations-and-licensing-listing/ict-standards-and-quality-ofservice/industry-committees-and-working-groups/IT-Standards-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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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분야 관련 정책
싱가포르는 디지털 기술 발전을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ITU 일반
싱가포르

있다.
� 싱가포르 디지털 산업청(Digital Industry Singapore, DISG) 신설(2019.6월)83)
싱가포르의 3개 정부기관인 통상사업부(MTI) 산하의 경제개발청(EDB)과 Enterprise
Singapore, 정보통신부(MCI) 산하의 인포컴미디어개발청(IMDA)은 디지털 기술 산업 분야 발
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싱가포르 디지털산업청(Digital Industry Singapore, DISG)을‘19

ITU-R

년 6월 합동 신설하였다. DISG는 각 기관의 네트워크, 자원,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상호보완적
으로 운영함으로써 ’
글로벌 아시아 기술 허브
‘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 스마트네이션 싱가포르(Smart Nation Singapore) 이니셔티브
디지털 싱가포르를 향한 로드맵으로는‘서비스 4.0’
,‘디지털정부 블루프린트’
,‘스마트네이션’

ITU-T

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스마트네이션’
은 사회의 모든 부문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혜택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디지털 신원(National Digital Identity), e-지불, 스마
트네이션 센서 플랫폼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네이션 목표를 지원하는 3개의 핵심 축으로 1) 디지털 경제, 2) 디지털 정부, 3) 디지털 사회를

ITU-D

꼽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 기업, 공공기관의 모두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 디지털경제 실행 프레임워크 (Digital Economy Framework for Action, 인포컴미디어개발청(IMDA),
2018.5월)84)

인포컴미디어개발청(IMDA)은 스마트네이션 싱가포르의 한 축인‘디지털 경제’
에 대한 가이드
ISO

를 제시하고,‘Singapore Digital(SG :D)85)’
이라는 캠페인을 위해‘디지털경제 실행 프레임워
(이하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크’

IEC
ISO/IEC JTC1

제3부 아세안 10개국 표준화기구 추진체계

싱가포르

83) https://www.imda.gov.sg/disg/who-we-are#roadmap
84) https://www.imda.gov.sg/-/media/Imda/Files/SG-Digital/SGD-Framework-For-Action.pdf
85) Singapore Digital(SG :D) : 싱가포르의 디지털화 통합 캠페인. 로고의 :D는 웃는 얼굴 아이콘을 나타내며
디지털 혁신에 대한 낙관적인 미래를 표현 (https://www.imda.gov.sg/infocomm-media-landscape/
SG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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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싱가포르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실행 프레임워크
(출처 : 디지털경제 실행 프레임워크 (Digital Economy Framework for Action))

본 프레임워크에서는 4가지의 지원요소(Enablers)로 1) 인재 양성, 2) 연구 및 혁신, 3) 정책,
규정 및 표준 4) 물리적 및 디지털 인프라를 꼽고 있다. 특히,‘정책, 규정 및 표준’
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정책 및 규
제 측면의 경쟁력을 가지고 인재, 자본, 아이디어의 허브가 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서비스와 디지털경제 기술 로드맵86)(Services and Digital Economy(SDE) Technology Roadmap,
인포컴미디어개발청(IMDA), 2018)

본 로드맵은 향후 3~5년에 대한 디지털 경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싱가포르 경제 성장의 기회는
서비스 부문에 있음을 확인하고,‘서비스 4.0’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 4.0
을 위해 정보통신과 미디어(Infocomm and Media, ICM) 생태계의 핵심으로‘클라우드 네이티브 아
키텍처(Cloud Native Architecture)’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는 ICM 생
태계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증강된 근로자(Augmented Worker)87)들이 이머징 기술을 사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또한, 부록에서는 5가지 주요 기술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미래통신과
사물인터넷(IoT), 몰입형미디어와 고급인터페이스(IMAI),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와

86) https://www.imda.gov.sg/programme-listing/technology-roadmap
87) (참고)‘왓츠 더 퓨처: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미래(팀 오라일리, 2017)’
에서는 스마트폰과 응용프로그램을 통
해 숙련된 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근로자를‘증강된 근로자(Augmented Worker)’
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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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블록체인, 미래시스템의 5가지 주요 기술에 대해 각각의 현황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를 구성하는 요소기술, 그리고 SWOT 분석을 통해 싱가포르 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권고사항
을 제시하고 있다.

ITU 일반
ITU-R
ITU-T
ITU-D

[그림 45]‘서비스와 디지털경제 기술 로드맵’
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구조
(출처: https://www.imda.gov.sg/programme-listing/technology-roadmap)

ISO
IEC
ISO/IEC JTC1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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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9. 태국
표준화
관련기구

회원 자격

담당 기관

참여위원회

ITU

회원국
(Member States)

디지털경제사회부
(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

국가방송통신위원회
(NBTC, 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ITU-D: 4개

APT

회원
(Member)

디지털경제사회부

-

-

ISO

정회원
(Member Body)

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태국산업표준연구소
(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IEC

정회원
(Full Member)

기술: 88개/227개(참관)
정책: 4개
기술: 28개/56개(참관)

ITU-T

ASEAN(아세안) 표준 및 품질 자문
위원회(ACCSQ)

ITU-R

주관기관

ITU 일반

부처

태국산업표준연구소(TISI)

ITU-D

가. 국가표준화 법∙추진체계 및 전략
1) 국가표준화 체계 요약
태국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는 체계는 1968년 제정된 산업제품표준법(Industrial Product
Standards Act, B.E.2511)에

의해 규정된다.88) 이 법 15조는 산업부 장관이 산업제품표준위원회
의견에 따라 산업표준의 이행을 부과하거나, 표준을 개

ISO

(Industrial Product Standards Council)의

정,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 표준의 부과, 개정, 철회에 대한 공지는 국왕령에 따라
Royal Government Gazette 에 공표된다. 이 법의 제정과 함께 표준 및 적합성평가 부문 책
임 기관으로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산하의 태국산업표준연구소(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TISI)가 설립되었다.89)

태국 표준화 체계의 개편은 2008년 국가표준화법 B.E.
IEC

2551의 제정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 법은 새롭게 총리 혹은 부총리가 의장이 되고 산업부 장관이
부의장이 되는 최고의결기구로서 국가표준위원회(National Standardization Council, NSC)의 설립 및
적합성평가 기관, 적합성평가 마크 제도의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표준화위원회

ISO/IEC JTC1

(NSC)는 국가 표준화 활동 촉진 및 이행, 국제 협력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태국

88) 태국 산업제품표준법 B.E. 2511(1968) 영문본
89) 태국산업표준연구소(TISI) 웹사이트 https://www.tisi.go.th/hom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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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요 기 관
TISI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비전으로,
국제 관행에 맞춘 표준 개발, 제품 및 적합성평가의 관리, 국가표준화 활동의 장려 및 개발을
추진한다. TISI의 권한에 대해 살펴보면, 1) 산업제품표준법과 국가표준화법 및 기타 규정에 따
른 활동의 수행, 2) 국가표준화 및 유관 표준화 인프라를 촉진, 개발하기 위한 정책, 지침 및 방
안 제안, 3) 국가표준화 정보 제공을 위한 활동 수행, 4) 인정 서비스의 촉진, 관리감독 및 제공
뿐 아니라 국가 인정 체계 통일을 위한 활동, 5) 표준화 관련 공공, 민간 기구와 전문 인력의 양
성 및 촉진, 6) 표준화 및 기술협력협약 체결 관련 국내, 해외 및 국제 기구와 협력 및 조율, 7)
기타 법률이 규정하거나 혹은 산업부 장관이나 내각 지시사항에 대한 수행을 들 수 있다.
TISI의 세부 업무는 크게 표준개발, 제품 인증, 정보제공, WTO 대응, 국제표준화 참여, 표준
화 촉진, 인적자원 개발, 표준 정보 서비스 및 판매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표준 개발과
관련해서는 강제 표준 및 자발적 태국산업표준(Thai Industrial Standards, TIS)을 개발하는 책무
를 수행한다. 표준의 개발은 태국 산업, 무역 및 경제 성장과 시장 수요에 맞추되, 소비자 보호,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활성화, 자연 보호 및 자연자원 보존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의거하여 개발된다.
TISI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국가표준화위원회실(Office of NSC) 산하에 표준부와 표준화기구
부로 나뉜다. 이밖에 표준과 관련된 기획, 국제협력, 활용 촉진 및 정보 전파의 역할을 종합적
으로 수행하는 부서들로 국제업무부, 전략 및 계획부, 표준화 촉진 및 개발부, 정보통신기술센
터, 또한 시장 감시를 중점 수행하는 감시부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46] 태국산업표준연구소(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TISI) 조직도
(출처: TISI 홈페이지, https://www.tisi.go.th/data/pdf/organizationchart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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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TISI는 아세안 활동을 포함해 WTO TBT(기술장벽), WTO SPS(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협약상 포
컬포인트이며, 이밖에도 ISO, IEC,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식물보호위원회, 국제동물건강
기구 등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 표준과의 부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
준 및 적합성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준화 활동을 위해 산업제품표준법(Act

ITU 일반

B.E. 2511)

7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제품표준위원회(Industrial Product Standards Council, 이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제품표준위원회는 필요한 표준의 우선순위 수립, 장관에 TISI 기술

위원회 참여자 추천, 인증 제도에 따라 라이센스 중재 및 부여한다. 위원회는 산업상임비서관
(Permanent Secretary for Industry)이

의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산업활동국 국장, 산업진흥국 국

장, 농업조합부 대표, 내무부 대표, 상업부 대표, 과학기술에너지부 대표, 보건부 대표, 관세청
ITU-R

대표, 태국과학기술연구소(Thailand Institut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대표, 투자위
원회 사무국 대표와 최대 6명을 넘지 않는 민간 혹은 학계의 자격을 갖춘 개인이 포함된다. 또
한, 위원회는 산업제품표준법 13장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발, 초안 작성, 수정 혹은 철회할 수
있는 기술위원회를 구성, 관장할 권한을 갖는다. 기술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위원회의 승인을

ITU-T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각 기술위원회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
원회는 민간 및 학계 출신의 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나. ICT 표준화 추진체계 및 전략
ITU-D

1) ICT 분야 관련 기관
태국의 ICT 표준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자발적 표준의 개발 보다는 정부기관이 주
도하는 강제표준 개발이 중심이 되는 형태다. 디지털경제사회부(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90)는‘태국

4.0로의 변화를 위한 기술과 디지털 혁신’
을 비전으로, 디지털 개발 정책,

국가 계획 등을 제안하고,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 2002년 10월 3일 설
ISO

립된 정보통신기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CT)에서 2016년 9월 16일 현
재의 디지털경제사회부로 개편되었다. 디지털경제사회부는 국제기구인 ITU, APT을 대응하
며, 국가방송통신위원회(The 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NBTC)가
통신장비 기술표준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ICT 표준화를 관장한다. NBTC는 라디오 주파수 배

IEC

정 및 방송통신 서비스 규제 기관에 관한 법(B.E. 2553,2010)에 의해 2011넌 설립된 규제기관
이다91). 관련 법 체계로는 1968년 제정된 산업제품표준법(Industrial Product Standards Act,
B.E.2511), 국가표준화법 (National Standardization Act, B.E.2551, 2008, 2015),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이 있다. ICT 제품 인증에는

ISO/IEC JTC1

(Electronic Transaction Act B.E.2544 Amendment (No.2) B.E.255.1)

ISO, IEC 회원국으로서 국제 표준을 활용한다. 품질 관리, 호환성, 네트워크 무결성, 건강 및
안전을 목적으로 EMC, 전기안전, SAR, 라디오주파수 특성, 전자상거래 표준 등을 중심으로
한다.

태국

90) 디지털경제사회부(MDES) 웹사이트 http://www.mdes.go.th/home
91)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 웹사이트 https://www.nbtc.go.th/Hom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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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태국 ICT 표준화 추진체계

2) ICT 분야 관련 정책
�‘20년 국가 전략’
과‘국가 디지털 경제 및 사회 개발과 정책’
태국의 20년 국가 전략은 6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과 관련해서는‘국가 경쟁력 개
발 및 역량 강화’전략에서는 농업, 디지털 산업, 물류 서비스 분야에서의 국제 표준 획득과 인
증을 제시하고 있으며,‘공공부문 재균형과 개발’
에서는 공공서비스 제공시 국제표준 충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림 48] 태국의‘20년 국가 전략’
과‘국가 디지털 경제 및 사회 개발과 정책’
(출처: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 2019년 연차보고서,
https://www.nbtc.go.th/Information/AnnualReport/48373.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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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러한 국가 전략과 함께 디지털경제사회부는 2016년‘Thailand Digital Economy and
92)
Society Development Plan’
를 수립하고, 다음 6가지 핵심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1) 전국 고효율 디지털 인프라 개발
ITU 일반

(2) 디지털 기술로 경제 주도
(3) 디지털 기술을 통해 공평하고 포용적인 사회 구축
(4) 정부를 디지털 정부로 전환
(5)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시대를 위한 인력 개발
(6) 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한 신뢰 구축

ITU-R

특히, (6) 디지털 기술 사용의 신뢰 구축과 관련하여, 비즈니스 수행의 용이성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 규칙, 규정, 법률 및 촉진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 Roadmap for Thaiand's Implementation under the ASEAN ICT Masterplan 202093)
(디지털경제사회부 상임비서실, 2016.12)

ITU-T

2015년 11월 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ASEAN TELMIN)에서는 2016~2020년의 실행기간으
로 아세안 마스터플랜(ASEAN ICT Masterplan 2020)을 발표한바 있다. 본 로드맵은 태국과 아세
안 회원국 간의 협력 가능한 프로젝트 및 활동과 함께 6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았다. 표준화 활
동과 관련하여 (전략1)에서는 국제표준을 통한 ICT 인프라 역량 강화, (전략 4)에서는 전자

ITU-D

정부 서비스에 필요한 표준화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 전략 1 : 향후 내수 성장을 수용하고 CLMV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동남아국가)
그룹의 인터넷 교류 중심지가 되기 위한 준비로서 국내 ICT 인프라 역량 강화
� 전략 2 :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찾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위한 기술을 채택하도록 지원
하고 새로운 기업가를 육성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

ISO

� 전략 3 : 시민이 기술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평한 사회 조성
� 전략 4 : 시민 중심의 디지털 정부를 개발하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오픈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
� 전략 5 : 아세안 커뮤니티의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여 국내 인력 대상 ICT 기술 제공
� 전략 6 : 안전하고 안전한 온라인 사용 촉진

IEC

이밖에도 태국은‘아세안 디지털 허브’
로서 국제 인터넷 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 트래픽 증가율이 높은 상위 ASEAN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

ISO/IEC JTC1

마)의 통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통해 디지털 정보 교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태국

92) (원문) https://www.onde.go.th/assets/portals//files/Digital_Thailand_pocket_book_EN.pdf
93) (원문) https://www.onde.go.th/assets/portals//files/AIM_2020%20_Thai_E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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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0. 베트남
회원 자격

ITU

회원국
(Member States)

ISO

정회원
(Member Body)

IEC

준회원
(Associate
Member)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기술표준총국(Directorat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STAMEQ)

ITU-R: 1개
ITU-T: 1개
ITU-D: 1개

-

기술: 20개/72개(참관)
정책: 2개

기술: 3개/0개(참관)

ITU-D

ASEAN(아세안) 표준 및 품질 자문
위원회(ACCSQ)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IC)

베트남통신청(Vietnam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VNTA),
라디오주파수관리청
(Authority of Radio
Frequency
Management, ARFM)

참여위원회

ITU-T

회원
(Member)

주관기관

ITU-R

APT

담당 기관
부처

ITU 일반

표준화
관련기구

기술표준총국(Directorat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STAMEQ)

가. 국가표준화 법∙추진체계 및 전략
ISO

1) 국가표준화 체계 요약
베트남의 표준 체계는 국가표준화기관(National Standardization Body)가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산하 공공기관인 기술표준총국(Directorat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STAMEQ)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형 (public-led model) 성격을 띤다.94)
IEC

2012년을 기준으로 STAMEQ 운영 예산의 80% 이상이 정부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STAMEQ의 전신은 1962년 설립된 계량표준원(Institute for Metrology and Standards, IMS)으로,
1984년 법정 계량, 적합성평가 분야를 총괄하는 현재 STAMEQ의 형태로 개편되었다.

ISO/IEC JTC1

STAMEQ은 베트남의 표준, 법정 계량,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획, 법률 제정 뿐 아니라 표준
및 기술 규정의 개발 및 시행령(decree) 개발, 생산성 및 품질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전통적으로 국가 표준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전통에 따라 베트남의 국가표준화기구는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

베트남

94) 베트남 표준기술총국 웹사이트 https://tcvn.gov.vn/?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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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표준 체제는 WTO 가입을 기점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WTO TBT 협정에서 요
구하는“국제표준에 기반을 둔 기술규정의 제정”
을 이행하기 위한 표준 관련 법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2006년 제정, 2007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표준 및 기술규정에 관한 법(Law on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Decree 127/2007/ND-CP)은“국가표준”및“국가표준화”업무

의 범위를 정의하였다. 이 법은 베트남의 표준을 국가가 주도하여 개발하는 국가표준인
TCVN(National Technical Standards)과 그 밖의 기업표준(TCCS)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두
표준 공히 자발적(voluntary)임을 명시하였다. 국가표준화 업무는 자발적 표준인 TCVN의 개
발, 강제성을 띤 국가기술규정인 QCVN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Product certification to
Technical Regulation)의 개발, 승인 및 적용을 포함한다. 기술규정은 국가 단위의 QCVN과 지방

단위의 기술규정인 QCDP의 두 가지로 구분되나, QCDP의 개발 또한 TCVN에 근거하여 수
행되어야 한다. 또한, TCVN 및 QCVN의 이행과 관련된 적합성 평가 업무를 포함하는데, 적
합성 평가 절차는 인증서 및 자가적합성 선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WTO TBT 협정에서
제시하는 바 대로, 베트남의 국가 안보에 반하거나 혹은 지역 특성에 적합치 않는 경우를 제외
하고, TCVN 및 QCVN은 국제 표준 및 지역 표준을 기반으로 개발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
다. 실제로 2007년 이후 TCVN에서 국제표준 부합화 비율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 QCVN은
기술기준의 최상위 규정으로서 그 외의 관련 규정들이 준거해야할 기본요건을 규정하고 있으
며, TCVN은 참고사항으로 반드시 준거해야 할 필요는 없다.
QCVN은 강제인증제도로 품질, 안전,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베트남 STAMEQ에 의해
규정되며, 전기전자제품, PVC전선과 전기가전제품, 휘발유, 식품 등 강제대상 품목이 정해져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사후관리가 있다. 인정기구는 BoA(Bureau of
Accreditation)이며 인증기관은 QUAERT(Vietnam Certification Center) 이다.

베트남의 국가표준은 품질 인증서의 기술 기준, 제품 자가적합성 선언 기준, 수출 및 수입 제품
의 품질 검사 기준으로 활용된다(STAMEQ, 2015). 현재 베트남에서 국가표준화 전반을 다루는
전략 문서가 별도로 개발되지는 않은 상태다.“국가표준화 전략”
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 및
산업 정책 전반에서 국가표준화의 전략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의 확
보, 기관 및 인적 역량 개발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문서로, 경제산업 정책의 일환으로서 표준의
위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개별 문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베트남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기술표준의 역할을 강조한 문서로, 2010년 총리령으로 발효된“2020 베트남
산업 제품 생산성 및 품질 제고 프로그램 the national programme on improving
productivity and quality of products and goods of Vietnam's enterprises in 2020
(Decision No. 712 in 2010)”
을

꼽을 수 있다. 이 문서는 2010-2015, 2016-2020년까지 두 차례

의 5개년 계획 수행을 통한 국가 표준화 전략을 제시한다. 이 문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0년
까지 자국 주요 산업 생산품과 관련해 6,000여개의 신규 TCVN을 개발하고, 그 중 60% 이상
을 국제표준 및 ASEAN 등 지역표준과 조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전, 보건 위생 및 환경 보호 등과 관련된 표준 개발을 우선순위로 강조한다. 또한, 표준
의 개발과 더불어 제품 품질 관리 및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지방의 시험인증 역량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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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가 차원에서 표준인증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기업의 기술 혁신 및 제품 품질 제고의
일환으로 자발적 표준 도입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2) 주요기구

ITU 일반

표준의 개발은 소관 부처에서 기획하되 MoST 산하의 STAMEQ이 전체 표준 개발 계획에 대
한 총괄적인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각 부처에서 기획한 연간 표준 개발 계획
은 MoST에서 수합, 중복에 대한 조정 및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MoST는 연간 표준 개발
계획의 개발을 위해 각 부처 대표, 유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및 산업협회와의 대화 포럼을 운

ITU-R

영한다. 연간 표준 개발 계획은 개발이 예정된 표준의 제목 및 담당 위원회명, 개발 기간 및 비
용, 개발 방식 등을 기술한다. 실제 표준의 개발은 STAMEQ 산하 기관인 VSQI (Vietnam
Standards and Quality Institute)에서 구성하는 기술표준위원회 (Technical Committees)에서 이루어

진다. TBT협약 annex 3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기술표준위원회를 통한 개발된 표준
은 60일간 일반에 공개되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STAMEQ은 의견 수렴의 과정까지 완
ITU-T

료된 표준을 MoST 승인을 위해 제출하게 되며, MoST의 승인을 받은 표준은 자발적 국가표
준 TCVN으로 등록되게 된다. TCVN은 추가적인 시행령 혹은 법률 제정을 통해 기술 규정으
로서 이행에 강제성을 띠는 QCVN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각 소관부처에서 이를 담당한다. 마
지막으로, TCVN/QCVN의 이행 모니터링은 매 3년에 한 번씩 설문을 통해 점검된다. 이 설문

ITU-D

은 각 소관 부처의 협조를 얻어 수행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특정 표준의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
하게 된다.
VSQI는 표준 개발을 위한 TCVN/TC들을 구성,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TCVN의 보급을 촉진
하기 위한 교육, 홍보 활동, 그리고 베트남 산업 생산품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ISO
9001, ISO 14001, ISO 22000 등 국제표준의 보급을 총괄하는 수행기관이다. TCVN/TC 각

ISO

위원회의 구성은 정부 기관, 대학이나 연구소 등 과학기술 및 교육 분야 전문 기관, 산업 협회,
기업, 소비자협회, 기타 전문가 등 해당 표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TCVN/TC는 1) 기술 표준 개발을 위한 프로젝
트 및 개발 계획의 제안, 2) 국제 표준이나 개별 기관에서 제출한 표준 제안을 바탕으로 한 기

IEC

술표준 초안의 개발 및 평가, 3) 국가 표준에 대한 컨설팅, 4) 의뢰 받은 기술 규정 초안의 개
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각 TCVN/TC의 요청에 따라, STAMEQ이 그 필요를 인정하여 승
인하는 경우, 각 위원회는 소위원회(Sub-Committees, SCs)를 구성할 수 있다. 각각의

ISO/IEC JTC1

TCVN/TC는 일반적으로 기술위원장(Chair) 및 간사(Secretary)를 포함해 약 10~15명의 기술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술위원장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는 인사가 추대되며, 간사
직은 VSQI 직원이 수행한다. 2018년 현재, 분야별 120개의 TCVN/TC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기술위원들의 수는 약 900여명에 이른다. 각 기술위원회 내에서 의사결정은
합의 기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약 7,000건
의 TCVN, 400여건의 QCVN이 제정되었다.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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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베트남 기술표준총국(STAMEQ) 조직구조

나. ICT 표준화 추진체계 및 전략
1) ICT 표준화 추진체계
ICT 표준화와 관련된 법 체계를 살펴보면 2007년 제정된 제품 및 상품 품질에 관한 법률(Law
on Quality of Products and Goods)과

그 시행령인 No. 132/2008/ND-CP, 그리고 2009년 제정

된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Law)과 그 시행령인 No. 25/2011/ND-CP를 살펴볼 수 있
다. 이 법은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IC)가 전자, 우편, 전기통신
및 IT 제품을 포함하는 ICT 제품의 품질 관리 활동을 총괄하는 기관이며, ICT 제품, 서비스
와 설치에 관련된 표준 및 기술규정을 전기통신 및 무선 주파수 표준 체계 하에 관리한다는 점
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MIC는 ICT 부문 적합성평가를 위해 기술규정을 제정하며, 전기통신,
IT, 무선 주파수 부문에서 적합성평가 기관의 지정 및 인정은 정보통신부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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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베트남의 ICT 표준화는 표준 개발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IC)의 개발 절차에 따라 표준화 활동을 추진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4). MIC

내의 과학기술국(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은 표준 개발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게 되는 기
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를 구성하고, 표준 개발 아이템의 제안, 표준 개발을 위한 R&D
ITU 일반

프로젝트 지원, 기술위원회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한다. 기술위원회는 규제기구 뿐 아니라 제조사,
통신사업자, 시험소,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며, 실제로 표준 초안을 제안하는 방
식으로 참여한다. MIC 산하의 규제기구인 베트남통신청(Vietnam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VNTA)과

라디오주파수관리청(Authority of Radiofrequency Management)가 TC에 참여하여 실질적
ITU-R

으로 ICT 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개발된 ICT 분야 기술표준은 VSQI를
통해 국가표준 TCVN으로 제정된다.
현재, 베트남은 ICT 부문의 표준화를 위한 역량 부족(인적 자원, 국제 표준), ICT 부문의 표준/기술
규정 준수를 위한 시험 역량 부족, (자체 표준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 사업자의 기본 표준에 대한

ITU-T

참여 부족 등과 같이 ICT에 대한 표준화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ITU-D
ISO
IEC
ISO/IEC JTC1

[그림 50] 베트남의 ICT 표준화기구
※ 출처:AP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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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분야 관련 정책
베트남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한 GDP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GDP 성장률은
7.07%를 기록하였고, 2018년 ITU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유선통신(4.5%)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였고 유선 브로드밴드(13.6%)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광대역 유
치, 인터넷 서비스 사업(ISP)의 규제 완화, 전자상거래의 보편화로 인해 시장이 성장하며 지난
5년간 보급률이 상승하였다.
ICT 활용 강화, 인터넷과 통신네트워크 개발, ICT 산업 발전, 인력개발, ICT R&D 가속화,
ICT 이용 및 발전을 위한 법체계 수립, ICT 부문에서의 국가관리 체계 수립, 정책결정자들의
ICT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베트남은 정보통신 개발 마스터플랜 2005 (Master Plan for Information
Technology use and development in Vietnam by 2005)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2005년 Kahi 베트남 총리는‘베트남 2010년 우정통신 발전 전략과 2020년 비전(Vietnam’
s Posts an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Strategy until 2010 and Orientation until 2020)’
을 승인했으

며 정보통신부(MIC) 전신인 우정통신부(MIP)가 2007년 6월부터 공식 추진하였다. 남부 경제개
발지구를 국제 경제 및 금융, 무역의 허브로 육성하고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
기 위해서는 지식 기반 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정보사회로의 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 국가 전체
의 ICT 정책 및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산업화와 근대화, 국가 경제 인프라 구축을 촉
진한다는 방침이다. 동 전략은 통신 부문, 정보기술 부문, 정보기술 애플리케이션 부문으로 나눠
2020년까지의 장기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의 정보통신 및 방송 분야 정책 개발과 통합 규제를 주관하는 부서는 정보통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IC)이며, 통신 및 인터넷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및

전략 수립, 서비스 품질, 요금규제, 통신 면허 인허가, 주파수 관리,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중
앙 정부 차원의 정책프로그램 개발, 기술 표준 수립, 요금 규제, 방송국 인허가, 우편 서비스
관련 정책 및 전략 개발, 보편적 서비스차원에서 우편요금규제, 서비스 품질 관리, 우편번호 시
스템 규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담당한다. 산하에 통신부문 자문 및 규제 담당기구인
통신청(Viet Nam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VNTA)은 통신 사업자와 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
자를 감독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통신 관세, 통신 서비스와 품질 조절, 통신 번호 할당 등에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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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표 00] 베트남 2010년 우정통신 발전 전략과 2020년 비전
산업부문별 목표 및 방향

통신

• 광대역폭, 초고속, 양질의 품질 서비스 제공
이 가능한 현대적인 통신네트워크의 구축
• 2010년까지 전국 전화보급률 60%이상,
도시지역 100% 달성
• 규제 완화를 통한 해외투자 유치

• 통합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 3G 및 4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 2020년까지 통신 서비스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정보기술

• 인터넷 상용망 구축
• 정보기술 산업 매출액을 베트남 전체산업
매출액의 10%수준인 34~37억 달러 규모
로 확대

• 2015년까지 정보기술 산업을 주요 산업
부문으로 성장시켜 베트남 산업화 및 현대
화에 기여
• 2020년까지 정보기술 시장규모 비중을
전체 산업의 20%수준으로 끌어올림

정보기술 관련 애플리케이션

• 정부 기관 간 정보 교환과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 정부, 민간기업, 개인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웹사이트와 정보 인프라구축

• 2015년까지 남부 주요 경제 지역을 연결하
는 대규모 정보 인프라 구축완료
• 정보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정보통신 기술
개발
•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등을 포함한
‘e-Vietnam’구축

ISO

• 2015년까지 전자정부, e-비즈니스 전자상
거래 활성화를 통한‘e-Vietnam’구축 및
정보통신 선진국가 진입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정책과 함께
베트남 남부 주요 경제 도시의 집중적인
ICT 개발을 전개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

ITU-D

목표

• ICT 인프라를 전국가적으로 확대하여 초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제공
• 201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0-25%를
유지하여 ICT기반 시장 규모를 60~7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림
• 주요 대학 연구진의 ICT기반 능력을 아시
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림

ITU-T

2020년

ITU-R

2010년

ITU 일반

구분

� 국가 ICT 전략 2021~2030(Nation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Development Strategy for
2021~2030)

IEC

베트남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디지털 국가로서의 진화 촉진, 디지털사회 건설, 디지털
경제 발전을 목표로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국민과 기업을 위한 효과적인 전자정부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견고한 디지털 인프라와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며, 기업들의

ISO/IEC JTC1

기술 연구∙적용∙이전 중심 활동과 같은 국내 IT분야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2020 통신 발전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National master plan on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to 2020)

베트남

2012년에 발표한 2020년 통신 발전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은 인터넷 보급률을 2015년까지
전 인구의 50% 이상, 2020년까지 7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며, 또한 2015년까지 이동통신

제3부 아세안 10개국 표준화기구 추진체계

391

ICT표준화추진체계분석서1-2-3부 2021.03.195:18PM 페이지392

보급률 90% 달성 및 2020년까지 보급률 9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은 인프
라와 통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3~4개의 기업 중심으로 통신 시장
을 재편하겠다는 계획도 담고 있으며, VNPT와 Viettel Group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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