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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일본의 국제 표준화 활동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일본의 기본적 표준화 정책방향을 검토한 후, NTT와 KDD 등 통신사업자와 NEC 등 통신제조업자의
국제 표준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표준화 정책의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I. 서 론

도권 확보가 그 나라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게 되는 시대에 처하게 됨에 따라 표준화에

최근 정보통신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대한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민간기업 주도의 포

인하여 이의 사회경제 활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럼과 단독기업에 의한 사실상(de facto) 표준이

증대됨에 따라 그것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

국제 표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또한 세계를 무대로 기업이 최적의 생산지와

다. 이미 미국은 사실상 표준을 중심으로 한 표준

시장을 구해 지구 차원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글로

화 활동을 통하여 컴퓨터 관련 기술 등에서 국제

벌화(globalization)가 더욱 가속화되었고, 유럽연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유럽은 EU, 즉

합(European Union: EU)과 같은 지역연합의 발

국가 연합체를 통하여 유럽표준의 세계화를 강력

전은 경제활동과 정보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아

국경개념의 변화, 즉 무국경화(borderless)를 초

시아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국제 표준화 활동을 수

래했다. 한편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기

행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다. 일본은 국제시장에

술혁신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교환의 전자화

서 경쟁력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단순

가 가속되어 사회경제활동의 네트워크화가 발전

히 상호운용성 확보의 수단으로써만이 아니라 국

되었다. 이러한 “ 글로벌화, 무국경화, 네트워크

제경쟁시대에 있어서의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국

화”로 대표되는 통신환경변화로 정보통신에 관한

제경쟁력 확보를 꾀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간주하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고 정보통신분야에서의 세계적인 표준화 활동에

이와 같이 정보통신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

표준화가 더없이 중요해졌으며, 국제 표준화의 주

서는 먼저 최근 발표된 일본우정성의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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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을 검토한 후,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인 NTT
와 KDD, 그리고 최대 통신제조업체인 NEC의 국
제 표준화 활동과 기본전략을 분석하고 마지막으
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표준화 활동에 대한 기본적 사고
구체적인 표준화 추진시책을 결정하는 데 바탕
이 되는 기본적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는 상호운용성 확

II. 일본의 국제 표준화 정책 기본방향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근 표준화 활동을
둘러싼 세계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미국을
발상지로 하는 컴퓨터 관련 기술과 위성통신기술
등의 기술표준이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으며, 사
실상 표준화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러한 활동의 중
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에
서는 다수 국가의 연합체인 유럽전기통신표준화
기구(ETSI)를 중심으로 관(官)민(民)일체에 의해
연구개발부터 표준화까지를 일체화해서 유럽표준
의 세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위와 같은 환경 하에서 일본은 효과적으로 대
응하는 표준화 정책 및 전략을 마련한다는 취지

보를 위한 중요 정책수단이지만, 상호운용성 확보
를 위한 표준화뿐만 아니라 시장확보, 사업전략의
수단으로서 표준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실상
의 표준화를 보다 염두에 두고 전략적인 표준화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경쟁력
의 확보, 새로운 산업의 창출, 공정경쟁의 확보 등
의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특정기술에 대한 표
준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확
한 정책적 의도를 갖고 해당 기술분야의 표준화에
관한 기본방침 제정과 관련 시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당 표준화 활동을
지원한다. 즉 전기통신기술심의회를 통한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표준
화 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국제포럼 등 ITU 이외

하에 1996 년 우정성 산하 전기통신기술심의회에

의 민간단체의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이고 유

서는 「국제경쟁시대에 있어서의 정보통신표준화

연하게 대처해 가야 할 것이다.

추진방침」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 중 향후 표준화

둘째, 정보통신서비스의 고도화에 따라 표준화

정책의 기본방침에서는 산업경쟁력 확보의 수단

해야 할 기술항목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표준화

으로써 외국과의 제휴와 민간 주도로 개최되는 국

추진에 허용되는 시간적 여유가 아주 짧아지고 있

제 표준화 활동을 염두에 둔 연구개발과 표준화의

으므로 종래와 같은 문서심의를 기본으로 한 표준

통합적 추진, 신속한 표준화를 위한 환경정비, 표

화 활동만으로는 사회의 요구에 맞은 표준화 활동

준화 활동에 관한 아시아에 있어서의 협력체제의

이 곤란하다. 따라서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할 것을 제언하였다. 우정

는 참신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표준화 활동과 직접

성은 이러한 심의내용에 입각한 사실상 표준에 대

연계하여 신속한 표준화 활동을 도모하고 개방된

한 대응책과 구체적인 표준화 시책의 추진을 꾀하

환경 하에서 검증실험의 실시 등을 통하여 표준

고 있다. 여기서는 일본의 정보통신표준화에 대한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고 명확한 기술규격의 원활

기본적 사고에 대해 살펴본 후 우정성의 시책에

한 작성을 촉진하는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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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표준화는 법령 등으로 사용이 의무화된
강제규격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민간
에서 다수의 관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공개된 경쟁환경을 유지하도록

향 후 표 준 화 정 책 추 진 기본사고
•

•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표준의 작성에 있어서는
원활한 상호접속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한 상세하
고 명확한 기술규격의 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표준화 추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독자

•

•

표준화를 새로운 산업 창출과 산업경쟁력 유지
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간주
외국과의 제휴 및 협력을 강조하는 국제 표준
화 활동 추진
민간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개방된 표준화 활동
추진
연구개발과 표준화, 검증실험을 일체로 한 포
괄적인 표준화 활동 촉진

의 규격으로만 되지 않도록 연구개발 또는 표준화
민간단체가 추진해 나가야 할 시책

의 초기단계부터 될 수 있는 대로 외국과 제휴를
도모하여 국제적으로 수용되기 쉬운 표준작성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2. 표준화 추진방안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환경을 실현한다
는 취지 하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표준화 조직의 기능을 강화
•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인적자원 개발 강화
• 국내표준화 활동에 있어서 영어사용 강화
• 관련기업과 단체간 의견교환과 협력체계
를 강화
•

앞에서 서술한 기본적 사고를 토대로 국제경쟁
시대에 대응한 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민ㆍ관의 역할분담에 입각하여 정부와 민
간단체가 추진해 나가야 할 시책을 살펴보면 (그

정 부 가 추 진 해 나 가 야 할 시책
•

•

림 1)과 같다.
우선 민간단체에서 조치하여야 할 시책에 대해

•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연계하여 통합한 형
태로 추진
신속한 표준화를 추진하는 환경조성을 지
원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제협력 노력
촉진

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표준화 활동은 인재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므로 민간단체에서는 표준화
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국제 표준화 활동을

민ㆍ 관 협 력 을 통해 추 진 해 나 가 야 할 시책
•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세계적 전문가 육성에 노력
해야 하며, 지속적인 국제 표준화 활동참가를 고

•

아시아지역에 있어서 협력과 공조체제를
강화
ITU의 개혁을 통한 공식적인 국제 표준
화 활동 촉진

려한 인사제도의 채용, 혹은 표준화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처우개선 등을 추진한다. 둘째, 표준화
활동의 진정한 개방화와 정보제공의 확대를 도모

(그림 1) 일본의 정보통신 표준화 추진시책

하기 위해서는 국내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영어와 같은 국제공용어의 사용을

험이 있으므로 표준화 단체 등에서 계속 검토해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영

갈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 표준화 단체의 활동활

어 사용의 확대는 표준화 단체에 대한 재정적 부

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참가하는 표

담과 전문가에 대한 작업부담의 증가를 초래할 위

준화 포럼을 설치하는 등 외국기업을 포함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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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널리 참가하는 표준화 환경을 정비하여야

킨 표준화 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표준화를 촉진하는 유효한

넷째, 공정한 시장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

검증실험의 실시를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독려

호접속에 필요한 사업자간의 사양표준을 개방된

하고 필요에 따라 표준화에 관련되는 검증실험용

환경 하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의 요구

공개시험대(test bed)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에 부합되는 사양표준을 빠르게 작성, 보급하기

마지막으로 민ㆍ관의 협력 하에 추진하여야 할

위해서 종래형식의 문서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 활

시책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민간기업의 ITU

동과 함께 상세한 사양규격을 효율적으로 작성할

표준화 활동에의 참가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수 있도록 관계기업/조직간의 제휴ㆍ협력 하에

ITU 각 부문의 자문반에서 검토되고 있는 표준화

개방된 환경에서 검증실험을 추진하는 체제정비

체제와·작업방법 개선에 관한 심의, 그리고 민간

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문의 관리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안

다음으로 정부에서 조치해야 할 시책에 대해서

에 관한 검토를 하고 있는 ITU-2000 심의에 적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에도 기

판단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시/지원한

술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의 제공을 확대

연구개발의 성과를 널리 공개하거나 사전에 표준

함이 절실하며 연구반(SGs)의 의장단 등 요직에

화 활동에의 기여를 전제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의 피선과 ITU 사무국 파견 등을 적극적으로 추

등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보다 일괄적으로 추진함

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

으로써 그 활동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

는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여건에 비해 ITU 등의 국

부로서도 중요 기술분야의 표준화에 직결되는 연

제 표준화 활동 참여가 아직 미흡하고, 게다가 국

구개발에 관련되는 프로젝트를 민간으로부터 공

내의 표준화 활동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아 상호

모하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표준창조형

접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 그

연구개발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조기검토를 추진

러나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각국이 단독으로 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통신기기의 상호접속

준화를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

성/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고도통신시

각되므로 먼저 각 국이 협력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스템(HATS)추진회의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필요가 있다. 향후 아시아ㆍ태평양의 제 국가와

실제의 상호접속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준

협력하여 표준화를 추진하고 “일본”으로서 뿐만

화 활동에 피드백(feedback)시키는 것이 대단히

아니라 “ 아시아ㆍ태평양지역”으로서 세계표준화

중요하므로 HATS 추진회의와 같은 활동은 계속

에 공헌하고 그 위상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적으로 강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

이를 위해 민관의 협력 하에 인터넷 등을 활용하

요한 일이다. 셋째, 통신망간 접속을 위한 기술규

여 표준화 관련 정보의 공유ㆍ활용을 촉진하기 위

격의 작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수 이해관계자

한 데이터베이스(예컨대 아시아ㆍ태평양 표준화

의 자유로운 참여 하에 연구개발과 검증실험, 공

Web site)를 구축하고 표준화에 관한 연수와 세

적 표준화 활동과 포럼활동을 유기적으로 조화시

미나 개최로 인재육성, 혹은 편람의 작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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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로 결정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업전략 수단으로

그리고 지역적인 조직적 표준화 체계의 도입에 관

간주하고 이것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각 기업에

해 검토하고 있는 APT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통신사업자인

선도하여 일본과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 가장 적

NTT로서는 국제 표준화 활동의 중요성을 더욱

합한 표준화 체제가 조기 확립되도록 관계되는 각

더 강조하고 있다.

국 및 국내 관련기관과의 연대 및 조정을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

나. 국제 표준화 활동 형태의 다양화 추구
공적 표준화 활동을 중요시 해 가는 분야와 포

III. NTT 의 국제 표준화 활동 동향 및
대응전략
1. 국제 표준화 활동의 기본방향
가. 국제 표준화 활동의 목적설정

럼활동과 사실상 표준화를 중요시해 가는 분야,
또 그 양쪽을 하나로 묶어서 추진해 가는 분야의
진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서
는 지금까지의 전화서비스 이상으로 네트워크 또

전기통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는 멀티미디어 단말기간의 상호접속성/상호운용

서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간, 네트워크와 단말기

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 분야에서는 포럼활동을

간, 그리고 단말기와 단말기간 등 다양한 인터페

통한 표준과 사실상 표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이스에 대해 국제적인 수준에서 하드웨어와 소프

에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면서 전기통신사업

트웨어의 양면에 걸쳐 그 규격의 통일을 꾀하는

자는 사실상 표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

것이 필요하다. 세계의 주요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다. 또한 멀티미디어분야에서는 다른 미디어간의

이 규격통일을 위한 일련의 작업, 즉 국제 표준화

정보유통을 꾀하려면 미들웨어기술의 표준화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NTT 도 그

중요한데, 이러한 연유에서 NTT 가 MPEG 의 표

예외는 아니다. NTT는 다음과 같은 국제 표준화

준화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활동의 주된 목적을 설정해 두고 있다.
• 네트워크의 개방화를 촉진
•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다. 연구개발과 병행한 표준화 활동 전개
지금까지도 각각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연구개

• 네트워크설비, 단말기기, 관련부품 등의 공통화

발과 표준화 활동을 병행해 왔지만 최근의 급격한

에 따라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절감을 꾀하고 통

기술의 진보와 정보통신환경의 변화를 생각하면

신기기의 경제성을 향상

지금 이상으로 처음부터 표준화를 노린 연구개발

• 국제적인 자원조달과 활동을 촉진

특히 최근 전기통신사업의 글로벌화에 따라 표
준화 활동을 단순히 인터페이스 규격을 기술적으

및 서비스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NTT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 표준화 활동
이 일체가 된 형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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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제 표준화 활동의 유형
국제표준

구분
주 활동자와 특징

넓은 의미에서의 사실상 표준

공적 표준화 활동
•

정부와 기업의 연대

포럼활동
•
•

비정부기관과 기업
개발도상국도 참가

사실상 표준화 활동
•

선진국 기업들의 연합 및 전략제휴

표준위상 및 위험 • 세계기준으로 간주
• 위험이 작음
정도

•

참가자들의 기준
시장경쟁에 질 위험이 존재

•

•

•

참가자들의 기준
시장경쟁에 질 위험이 존재

활동속도

•

늦음

•

중간정도

•

빠름

기술분야

•

인프라스트럭처기술 중심

•

중간분야

•

응용기술 중심

표준의 수명

•

비교적 장기임

•

중간정도

•

비교적 단기임

성과의 취급

•

공개

•

공개

•

비공개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공개

ISO, IEC, ITU 등의 국제표준화
기관
• ETSI 등의 지역표준화기관
• ANSI의 T1위원회, TTA 등의
국내 표준화 기관
•

대표적인 예

ATM 포럼, FR 포럼, DAVIC
등
• ISOC, IEEE 등 학회에 부수
되는 활동
•

<표 2> NTT가 참여하고 있는 주된 공적 표준화 기관
구분

국제
표준화 기관

•

활동으로 가장 역사가 오래된 표준화 활동이다.

표준화 기관 명칭

NTT가 참가하고 있는 주된 공적 표준화 기관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
(ITU-T)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NTT는 ITU 의 경우 전

국제전기통신연합 무선통신부문
(ITU-R)
국제전기표준회의(IEC)
국제 표준화 기구(ISO)
IEC/ISO 제 1 합동기술위원회
(ISO/IEC JTC I)

국내
표준화 기관

미국 IBM의 SNA
미국 MS사의 Windows 95
• 미국 인텔의 마이크로프로세서
• VTR의 VHS 규격
• IBM-PC 호환기 등
•

(사) 전신전화기술위원회(TTC)
(사) 전파산업회(ARIB)

기통신부문에 대한 표준화 활동에 가장 활발하며
최근 무선통신부문에도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ISO와 IEC 또는 이들의 합
동위원회에서도 비중 있는 참여를 하고 있다.
또한 NTT는 사업자로서 컨소시엄이나 국제포
럼이라 불리는 민간단체에 의한 표준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시장경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표준화에 관심을

2. 국제 표준화 활동과 대응전략

가진 기업이 모여 규격을 통일하려는 것이다. 현

가. 국제 표준화 기 관 에 의 참가

재 NTT가 참여하고 있는 주된 포럼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이 중 DAVIC(Digital Audio

국제 표준화 활동의 형태로는 <표 1 > 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크게 공적 표준화 활동(De jure

Video Council)에서는 디지털 화상과 디지털 음
성을 이용한 각종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기술분야

standard), 포럼활동, 사실상 표준화 활동 등 3가

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여 개의 기업들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공적 표준화 활동은 ISO

이 참가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포럼
활동은 같은 종류의 기술에 대해서 복수의 포럼이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sion),
ITU 등의 공적 표준화 기관에서 표준을 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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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NTT가 참여하고 있는 주요 국제포럼
ATM 포럼(ATM Forum)
DAVIC

NMF
5%
DAVIC
7%

FR 포럼(Frame Relay Forum)
FSAN 회의(Full Service Access Networks)
ISOC/IETF(Internet Society/Internet Engineer ing Task Force)

기타
6%

ITU-T
45%

ATMF
14%

NM 포럼(Network Management Forum)
PHS-MoU 그룹(PHS Memorandom of Understanding Group)

JTC/ICO
8%

TINA 컨소시엄(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Networking A rchitecture Consortium)

JTCI
10%

ITU-R
5%

위험이 높은 활동이라 할 수 있으나 신속한 표준
(그 림 2) NTT의 국 제 표 준 화 활동 현 황

결정에 의해 현재 기업체들이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표준화 활동이다.
최근까지 NTT가 주요 국제 표준화 기관에 참
여하고 있는 약 490 명의 국제 표준화 활동자를
대상으로 참가기관별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2)와

<표 4> NTT 가 차지하고 있는 주요 표준화 기관의
임원진(1997년 11 월 현재)
조직명

대상분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그림은 1996년 실적을

NTT 사원의 위치

TTC

전기통신

표준화회의의장 1명, 부
문위원장 3명, 부부문위
원장 2명

ARIB

무선통신

표준화회의의장 1명

ITU-T

전기통신

연구위원회의장 1명, 연
구위원회부의장 4명

ITU-R

무선통신

연구위원회의장 1명

IEC

전기ㆍ전자기술

국제부간사 1명

JTC 1

정보처리기술

시스템기술위원회의장
1명

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표준화 활동에 공헌해야

ATMF

B-ISDN

아시아ㆍ태평양 보급개
발위원회의장 1명

하고 활동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리더로서의 신뢰

DAVIC

멀티미디어통신

회장 1명, 의장 1명

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NTT는 그동안 표준화

NMF

전기통신망 운용

회장 1명

활동에서의 임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기

PHS-MoU

PHS 기술

의장 1명

TINA-C

소프트웨어 아키
텍처

운영위원회부회장 1명,
기술위원회위원장 1명

토대로 구분하였으며, 이것에 따르면 ITU-T 및
ITU-R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이어서 ISO, IEC,
및 JTC 1이 약 20% 정도이고 나머지 약 30% 정
도가 포럼활동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많은 NTT 직원들이 국내외 주요 표준화
기관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표준화
기관에서 임원으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그 표준화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주요 표준화 기관에 참여하
고 있는 표준화 활동자를 그 표준화 기관의 주요
활동자로 지명하고 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오
고 있다. 지금까지 주요 표준화 기관/단체에서 활
약하고 있는 임원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나. 표준화 회의 적극 유치
표준화 회의를 일본에 유치하는 것은 국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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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도 관점에서 크게 기여함은 물론 일본기업의

으로써 2GHz 대의 주파수를 할당받았는데, IN-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된

MARSAT가 설립한 중궤도 이동위성시스템 ICO

다. 이러한 관점에서 NTT는 우정성 및 통신 관련

가 동 주파수대를 이용해 2000 년부터 운용개시

기업과 협력하여 표준화 회의를 적극 유치해 나가

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WRC-95는 그 이용개

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

시 시기를 2000년으로 앞당겼다. KDD는 ICO의

획이다.

출자자로서 일본의 대응방침 설정단계부터 기여
해서 일본대표단의 일원으로써 이 결의의 채택을

IV. KDD 의 국제 표준화 활동 동향 및
대응전략

지원했다. 또한 작년에 개최된 WRC-97에서는
KDD 직원이 고정, 이동위성업무 WG 의장으로서
스카이브리지시스템 등의 주회위성과 정지위성간

1. ITU 활동에 적극 참여
가. ITU-R 표준화 활동
KDD는 국내에 마이크로파 전송로를 포함한
각종 무선설비를 소유, 운용함과 동시에 일본에서
의 INTELSAT 및 INMARSAT의 서명 당사자이

의 주파수 조정 등에 관계된 의사진행과 결정에
기여하였다.
나. 해저광케이블과 광측정기술 관련 표준화 활동
KDD는 1964년에 운용개시한 제1태평양횡단
케이블(TPC-1) 이후, 다수의 동축해저케이블 건

면서 출자자로서 국제위성통신시스템의 운영에

설을 추진해 왔다. 1989년에는 태평양지역에 있

관여해 왔다. 고정위성통신업무 및 이동위성통신

어서의 첫 해저 광케이블인 제3태평양횡단케이블

을 각각 취급하는 ITU-R SG4 및 SG8에서는

(TPC-3)이 완성되고 이후 일본을 아시아ㆍ태평

KDD 직원이 S G ㆍWP의 의장, 부의장직을 오래

양지역에서의 실질적인 통신허브로 만들기 위해

역임해 왔고 1997년 10월에 개최된 무선통신총

적극적으로 해저광케이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

회(RA97)에서도 1997 ~ 1999년 연구회기의 S

러한 건설에는 해저광케이블 기술을 항상 선도적

G4 의장, SG8 부의장에 KDD 사원이 선출되었다.

으로 이끌어 온 KDD의 연구개발 성과가 크게 영

또한 무선통신분야의 표준화는 주파수의 할당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주파수를 할당하는

지금까지 해저케이블 관련 표준화에 있어서는

것은 국가정책이지만 ITU-R에 있어서의 활동을

광섬유의 재료와 측정기술 등의 요소기술이 중심

통해 민간기업도 이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적인 테마였으나 최근에는 ITU-T 에서 해저케이

최근에는 새로운 주파수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블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SG15의 과

자 하는 민간기업이 국가를 움직여 WRC 등의 주

제 18에서는 현재 전세계에서 건설중이거나 혹은

관청간 회의에서 주파수를 적극적으로 확보한다

계획중인 파장다중( Wavelength Division Mu-

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2년의

liplex: WDM) 해저광케이블시스템의 특성을 취

세계무선주관청회의(WARC-92)에서 2005년부

급하는 권고안 G.OASS(Characteristics of Op-

터의 이용개시를 전제로 이동위성시스템(MSS)용

tical Amplifier Submarine cable Systems)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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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심의가 이루어고 있으며 KDD는 본 시스
템의 확장성, 운용감시 등에 관해 NTT와 공동으

벌리고 있는 주요 국제포럼에 대해서 살펴보면 <
표 5>와 같다.

로 기고서를 제출하여 2000년 권고화할 계획을

<표 5 > 에서의 국제포럼 중 특히 KDD 는 GV

가지고 있다.

NS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다. GVNS 포럼은 국제간 가상전용망

다. 교환서비스 관련 표준화 활동

(VPN)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최근 10여 년 동안 교환서비스에 큰 변화를 초

조직으로서 다른 포럼과는 달리 국제 VPN 서비

래한 ISDN 과 프레임릴레이, ATM 등의 기술이

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모여 형성된 사업자간

개발되어 왔다. KDD는 ITU 에 있어서 이러한 권

협조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본 포럼에는 마케팅,

고의 작성에 관계함과 동시에 병행해서 상용서비

운용보수, 기술 등 3가지의 WG를 두고 사업자간

스의 도입준비를 추진하고, 권고 성립 후 권고에

서비스판매기획, 사용자 정보교환절차, 기술적인

준거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예외적으

문제점 해결 등의 과제에 대해서 연 2회 정도의

로 가상전용망(VPN)서비스는 사업자간 서비스

회의를 순번제로 개최하고 있다. 본 포럼에서 검

도입이 권고작성에 선행한 경우이며 서비스 제공

토된 결과는 간사 사업자가 ITU-T 관련 S G 에

으로부터 얻은 정보가 피드백되는 형태로 ITU 권

기고하여 권고화되는 경우도 있다. KDD는 1991

고가 작성되고 있다.

년에 Virnet라는 명칭으로 AT&T와의 사이에서
VPN 서비스를 개시하여 현재 30 개를 넘는 국가

라. 국제요금정산 관련 표준화 활동
(ITU SG3 관련)
ITU에서 유일하게 비기술적인 측면인 요금정
책 등을 연구과제로 삼고 있는 ITU-T SG3 에서

와 지역간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DD는
1992년 본 포럼이 설립된 이후 VPN 서비스의 운
용과 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속적이며 적극
적으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는 다른 국가간 통신을 했을 경우 요구되는 통신

또한 GVNS 이외 KDD가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요금에 관해서 관련 국가간에 어떻게 수입을 서로

있는 국제포럼으로서 WIN(Worldwide Intelligent

나누고 결제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Network) 포럼이 있다. 이는 KDD 및 구미의 주

이는 국제전기통신사업의 경영성과에 결정적인

요 사업자들이 참가해 제3국 경유의 중계전화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KDD 는 오랫동안 이 분야

의 원활한 소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에서의 활동에 깊이 관계해 왔으며 금번 회기
(1996년 ~ 2000년)동안에도 KDD 직원이 의장

<표 5> KDD가 참가하고 있는 주요 국제포럼

으로 선출되어 중요한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포럼 명
• ATM

포럼, DAVIC, FR 포럼, GVNS 포럼
IMTC
• NM 포럼(NMF)
• PHS-MoU, TINA-C
• 일본전자메일협의회(JEMA)
• 일본멀티미디어포럼(JMF)
• ISOC/IETF,

2. 국제포럼을 통한 표준화 활동 확 대
지금까지 KDD가 중점적으로 표준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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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NEC 의 국제 표준화 활동 동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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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연평균 30명 정도의 기술자를 참여시키고
있다. 특히 SC29에 있어서의 MPEG의 표준화에
는 다수의 기고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표

종래의 표준화 활동은 통신기기간, 단말기기간,
통신기기와 단말기기간의 원활한 상호운용성 확
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주로 정부 또는
통신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활동을 수행해

준화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NEC의 사업영역측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왔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의 사업활동이 글로벌화

IEC나 ISO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특
히 IEC의 국제회의에는 연평균 40명 정도가 참가

됨에 따라 자사제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수단으로

하고 있다.

서 표준화 활동이 이용됨으로써 제조업체들이 표
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NEC 가 국제 표준화
활동에 관심을 표명하고 적극 추진하는 것은 현재
통신환경에 적극 부응하는 태도로 보여진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ITU 나 ISO/IEC JTC
1 등 국제 표준화 기관에서의 표준화 활동 이외에
ETSI나 T1 위원회 등 해외의 지역표준화 활동과
글로벌한 국제포럼 활동으로의 참가가 사업전개
상 매우 중요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조업체인
NEC의 표준화 활동 동향과 대응전략을 살펴보기
로 한다.

1. 국제 표준화 기 관 을 통 한 표 준 화 활 동
전개

2. 지역표준화 활동에의 참가
NEC는 지금까지 특히 유럽과 북미지역에서의
표준화 활동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다. 유럽과 북
미의 표준은 단순히 그 지역시장으로의 영향에 머
물지 않고 널리 아시아나 중남미지역으로까지 넓
어졌으며 통신환경의 글로벌화에 따라 더욱 중요
해졌다. 지역표준 중 중요한 표준은 ITU나 JTC 1
에 제안되어 국제표준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는 유럽의 ETSI와 미국의 T1 위원회에서의 활동
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988년 3월에 ETSI가 설립되었으며 NEC 는
1989년 영국현지법인이 가입해서 ETSI 의 표준
화 활동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후 ETSI 의 표준
화 활동은 눈부시게 활발하였으며 특히 ETSI 이

NEC는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는 ITU-T,

동통신표준 GSM은 단순히 유럽지역에 머물지 않

ITU-R의 국제회의에 연평균 40 명 정도를 참가

고 세계 110개국으로까지 퍼졌다. 1998년 1월에

시키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기술적인 공헌뿐만

는 일본이 제안한 W-CDMA 가 타 진영이 추진하

아니라 사업자간 협력관계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는 TD-CDMA와 함께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

현재 ITU-T의 SG11 에서 1명의 라포터를 배출

일본안의 채택은 일본의 ETSI 회원인 NEC, 富士

하였다.

通, 松下, 三菱가 노키아와 에릭슨사와 함께

ISO/IEC JTC 1의 경우에는 정보기술을 중심

W-CDMA를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으로 그것과 관계되는 네트워크(LAN, PBX 등)의

또한 1984년 2월에 설립된 T1 위원회의 경우

표준을 취급하고 있는데, NEC는 JTC 1의 국제회

NEC는 처음부터 미국현지법인이 가입하여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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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활동에 공헌해 오고 있다. 특히 T1 BBS(T1전

<표 6> NEC 가 참여하고 있는 주요 국제포럼
국제포럼 명

자게시판)의 구축에는 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큰
공헌을 하였다. 현재에는 이동통신 관련(T1P1)이
나 xDSL(T1E1) 관련의 표준화 활동을 중심으로
T1 위원회에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북미에서의
정보통신에 관한 표준화 기관으로서는 T1 위원
회 이외에 TIA, IEEE 등이 있으며 이러한 표준화
활동에도 NEC 가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표준화 추진을
위해 APT 내에 새로이 조직된 「ASTAP」에는 향
적극적으로 참가해 나갈 예정이다.

3. 국제포럼 활 동 에 의 참가

ATM 포럼(ATMF)
1394TA(The 1394 High Performance Serial Bus
Trade Association)
ADSLF(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Forum)
DAVIC
ECTF(Enterprise Computer Telephony Forum)
NM 포럼(NMF)
ISOC/IETF(Internet Society/O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본의 전회원들을 조정하며 활동방침안 등을 결정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활동과 연동한 NMF에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업입장에 있어서는

서의 활동이 중요하며 일본의 NEC 본부가 NMF

국제표준화기관에서의 활동이나 지역표준화 활동

회원으로 되어 있다. 1998 년 4월부터는 NEC 가

도 중요하지만 특히 포럼활동은 매우 중요해지고

투표권이 있는 NMF 이사진이 되어 직접 NMF 의

있다. 최근 4년간 전기통신 관련 포럼활동에 대한

운영에도 관여하게 되었다.

TTC 의 조사에 따르면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1998년초 현재 79단체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정

4. 향후 추진전략

보기술과 가전 관련 포럼까지 포함하면 포럼의 수
는 이것의 2배나 3배가 될 것이므로 NEC 입장에

기술뿐만 아니라 시장법칙, 개인의 기호와 생

서는 어느 포럼에 참가하느냐가 사업전략의 중요

활양식에 이르기까지 격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

한 수단이 되었다.

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NEC는 기술개발ㆍ제품

NEC가 참여하고 있는 주요 포럼단체를 살펴
보면 <표 6>과 같다.

개발과 표준화를 동일한 위치에 두고 표준화 활동
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표준화의 역할을 기술

ATMF에는 14개의 WG(Working Group)가

개발의 방향키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사후의 성과

있는데, 이 중 WATM(Wireless ATM)은 무선액

만을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활동에 참가해

세스의 고속화 및 멀티미디어화로의 대응을 목적

서 표준의 성립과정을 아는 것은 제품을 개발할

으로 NEC와 모토롤라가 제안해서 1996년 8월부

때 서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중요한 정보라 할 수

터 활동을 개시한 WG이며 NEC 의 미국 현지 기

있다.

술자가 WG 부의장을 맡고 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의 국제 표준화 활동은 시장

NMF에 관해서는 일본 내에 있는 NMF-JMT

경쟁력 강화수단으로의 역할이 중시되므로 표준

(NMF Japan Management Team) 를 통하여 일

화 활동에 인재를 등용해서 정당하게 평가하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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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적 교육의 필요성을

좌우하게 되는 시대에 처하게 되었다. 이미 미국

재평가해서 구체적인 교과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은 사실상 표준을 중심으로 한 표준화 활동을 통

젊은 기술자 육성프로그램에 표준화 활동을 포함

하여 컴퓨터 관련 기술 등에서 국제경쟁력 우위를

시키는 순환근무(job rotation)와 함께 운영하는

확보하고 있으며, 유럽은 EU, 즉 국가연합체를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

통하여 유럽표준의 세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내 제조업체에서 외국문화를 이해하고 외국어(영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아시아지역에서

어)에 능통하며 국제회의 등에 대한 규칙에 정통

가장 활발한 국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 표준화 전문가(global expert)의 양성이 우선

국가가 일본이다. 일본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를 이끌어갈 수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단순히 상호접속

있는 표준화 인재의 육성은 이미 한 제조업자 내에

성 확보의 수단으로써만이 아니라 국제경쟁시대

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에 있어서의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국제경쟁력 확

또한 글로벌한 표준화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보를 꾀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정보통신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외국의 표준화 자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지역표준화 활동

대응해 나가고 있다.

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완수하게 한다. 이러한

지금까지 일본의 국제 표준화 정책 추진방향과

해외 주요지역의 표준화 자원을 연결하고 정보유

주요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의 국제 표준화 전략

통을 꾀하기 위해 ‘표준화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축이 시급하며 사업전략에 기초한 표준화 활동의

있다.

관리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 표준화 활동과
전략에 대한 관심이 미약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Ⅵ. 시사점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국제 표준화 정책 수립
이 요구된다. 국제 표준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합

통신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글로벌화, 무국경화,

리적이며 투명하게 설정하고 표준화 활동을 적극

네트워크화의 급진전으로 표준화 활동에 대한 중

적으로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내표준

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사업자

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들의 시장경쟁력 강화수단으로서의 표준화 역할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각되면서 종래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와 공기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TU 등 공식

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표준화 활동이 최근 개

적인 표준화 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표준화 활동이

인기업 특히 제조업체들에 의한 표준화 활동으로

대부분이며 포럼활동, 사실상 표준화 활동은 미비

변모해 가고 있다.

한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표준

이와 같이 정보통신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

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표준화가 더없이 중요해졌으며, 국제 표준화의 주

인 표준화 활동 이외에 포럼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도권 확보가 그 나라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야 할 것이다. 포럼활동과 사실상 표준화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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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은 이미 표준화 환경의 변화에서 충분히 강

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조되고 있다. 표준화의 역할이 단순히 상호운용성

국제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려 해도 그이전에 이미

확보차원에서 기업이나 국가의 시장경쟁력 확보

다른 유력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진행시켰거나 표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포럼활

준으로 채택이 안되어 비용을 소모할 위험성 있다.

동과 사실상 표준화 활동의 강화는 매우 긴요한

따라서 민간기업들은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해

사안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는 표준화

외 유력기업과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

기반이 약한 산업체로 하여금 적극적인 포럼활동

는 것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는 국제 공동연구나

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측면과 정보제공 측면 등

관련된 실험프로젝트가 이루어지도록 충분하고

표준화 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 주 표준화 활동의 수단인 ITU

다섯째, 국제 표준화의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지역 표준화 기관에도 적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국제 표준화 기관 내

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제 표준

각 기술작업반의 의장단이나 해당기술분야에 대

화 기관이나 지역 표준화 기관, 각종 국제포럼에

한 표준화 WG 의 실무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우리

서 기술공유의 중요성과 표준개발에 요구되는 인

나라의 입장을 반영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적ㆍ시간적 노력의 중복을 줄이기 위한 타 표준화

또한 국제적인 표준화 정보동향을 정확히 파악하

기관과의 협력 또는 공동작업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여 국내 표준화 활동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표준의 개발 보급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국내의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유도하여 그 성과를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현재 예를 들면 ASTAP

국제 표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우리

(Asia Pacific Standardization Program) 등 지역

나라에서는 표준화 관련 정부연구단체를 중심으

단위로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는 국제 표준화 활동

로 표준연구반 활동을 확대해 오는 것을 통해 즉,

에 적극 참여하여 파트너쉽을 유지함으로써 국제

국제 표준화 전문가 육성과 기고문 발표를 통해

표준화 기관에서의 공동보조를 도모하고, 지역단

위상 제고를 도모해 왔다. 그러나 주로 연구기관

위에서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표준을 국제 표준화

을 중심으로 육성되어 온 측면이 강하고, 민간사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업자 측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국제 표준화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향후 특히 시장중심의 표준화 활동이 더욱 주류를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활용하거나 외국 기

이룬다고 할 때 민간사업자로부터의 국제 표준화

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어

활동 전문가 양성과 배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국제 표준화 및 지적

러한 측면에서 판단할 때 기업들이 속해 있는 각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의의가 있지만

분야마다 국제 표준화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

더 나아가서는 국제 표준화 활동에 대한 이해를

해 그 분야 표준화의 전문가가 되도록 정부에서는

공유함으로써 공동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속도

할 것이다.

가 매우 빠르고, 관련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개

위와 같이 일본의 국제 표준화 전략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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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살펴보았는데, 기본적으로 국제 표준화
활동을 단순한 상호운용성 확보수단으로 보다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적극
적이며 체계적인 국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여야

VIEW, 1998. 5., pp. 22 −26.
[4] Kenji Nakashima, “Standardization Activities by
TTC,” NTT REVIEW, 1998. 5., pp. 34 −39.
[5] Terry Curtis, “Japanese Telecommunication Reform and the Standards-Setting Process,” Tele-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국가와 민간부문이 협력

communications Policy, Vol. 21, No. 2, 1997, pp.

하여 급변하는 국제 표준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

165 −176.

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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