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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화는 정보통신 관점에서 ITU-T 

SG17, 원천기술 관점에서 ISO/IEC JTC1/SC27, 인터넷 서

비스 보안 관점에서 IETF Security Area에서 국제표준을 개

발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 협력을 위해 ASTAP, RAISE 

Forum, CJK Security WG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표

준화기구에 대한 아시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활동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4년 1월, ITU-T SG17 국제회의 주요 결과와 

향후 추진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Ⅰ. 서 론

정보보호기술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 활동은 과거 자국 내에 

독립적인 규격 형태로 개발하여 독자적인 시스템을 통해 정보

자산을 보호하였으나, 현대는 자국 영역을 벗어난 국제 사이버

범죄와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독자적인 대응

체계 보다는 국가 간, 기관 간, 시스템 간에 공동 대응체계가 요

구되고 있다. 따라서, 통신 주체들 간에 정보교환 프레임워크, 

상호운용성 확보 및 메시지 전달 포맷 등의 표준 개발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활동이다. 또한, 국내 정보보호 산업체에서도 

정보보호 제품에 탑재는 규격 준수 및 선점적 우위 확보를 위해 

국내외 표준화 활동에 대한 정보입수 및 고유기술에 대한 표준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로열티 확보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본고에서는 정보보호 분야 표준화기구들 중에 정보통신 시스

템에 적용되는 응용서비스 보안을 중심으로 국제표준을 개발하

고 있는 ITU-T SG17 국제표준화 동향을 소개하여, 향후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

고자 한다. 

Ⅱ. ITU-T SG17 개요

ITU 국제표준화기구는 1865년 5월에 UN 산하에 신설된 국

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기구로 전파규칙, 주파수 할당 등의 이슈를 다루고 있

는 전파통신(Radiocommunication), 정보통신기술, 운용 및 

요금 등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 

개발도상국의 통신망 현대화를 위한 정책, 기술적 지원 등을 다

루고 있는 정보통신개발(Development) 부문으로 크게 3가지 

부문으로 구분된다. 현재, 정보보호 국제표준화는 ITU-T 산하 

10개 연구반(SG: Study Group) 중에 SG17에서 전담하고 있으

며, 한국에서 해당 연구반에 SG17 부의장(순천향대, 염흥열 교

수) 등 총 8명의 의장단과 에디터 다수가 국제표준을 주도적으

로 개발하고 있다. 

SG17 구조는 5개의 작업반(WP: Working Party)과 산하 12

개 연구과제(Question)로 구성되어 있다. 

•WP 1: 기초 보안(Q.1, 2, 3/17 구성)

•WP 2: 네트워크 보안(Q.4, 5/17 구성)

•WP 3: ID관리 및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Q.8, Q.10/17 구성)

•WP 4: 응용 보안(Q.6, 7, 9/17 구성)

•WP 5: 형식 언어(Q.11, 12/17 구성)

1. 정보통신/ICT 보안 조정(Q.1)

연구과제 1에서는 ITU-T 내에 전체적인 보안 요약물, 전략, 

비전, 계획, 로드맵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표준화 정

보공유를 위한 워크숍 및 타 표준화기구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보안 표준들 간에 이해격차 분석 작업들을 담당하고 있다. 또

한, Q.1은 연구반 내 또는 연구반 간의 정보보호 표준화 활동 

영역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보안구조 및 프레임워크(Q.2)

연구과제 2에서는 보안시스템의 구조, 모델, 개념,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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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나리오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X.800(OSI 모델) 시리즈 표준들이 가장 대표적이다. 또한, 개

발도상국들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다.

3. 정보통신 정보보호 관리(Q.3)

연구과제 3에서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위한 보안관리 표준들

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ISO/IEC JTC1/SC27/WG1 그룹과 

협력해서 ISMS, 개인정보보호 관리 표준들을 중점적으로 개발

하고 있다.

4. 사이버보안(Q.4)

연구과제 4에서는 인터넷 및 네트워크 시스템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대응방법, 사이버공격 대응기술, 보안솔루션, 사

이버보안 취약점들에 대한 해결방법 및 정보공유 방법 등에 대

해 연구하고 있다.

5. 기술적인 방법에 의한 스팸대응(Q.5)

연구과제 5에서는 기술적인 방법에 의한 스팸대응을 위한 표

준화를 연구하고 있으며, 크게 e-mail에 의한 스팸과 IP 멀티

미디어 서비스에 의한 스팸, 단문서비스(SMS) 스팸, 음성 스팸

을 분리하여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다. 

6. 유비쿼터스 통신서비스 보안(Q.6)

연구과제 6에서는 통신서비스 관점에서 IPTV 보안, USN 보

안, 모바일 보안, 멀티캐스트 보안, 홈네트워크 보안, RFID 보

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새로운 연구회기 맞아 사물

통신(Internet of Things), M2M, ITS, 스마트그리드, NFC 응

용서비스 등을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다. 

7. 안전한 응용서비스 보안(Q.7)

연구과제 7에서는 P2P 보안, 웹서비스 보안, 응용프로토콜 

보안, 제3의 신뢰기관(Trusted Third Party) 기반 인증 기술들

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8.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Q.8)

연구과제 8에서는 이기종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을 다루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사용

자 관점과 서비스 제공자 관점에서 보안 위협과 요구사항을 충

족시키기 위해 보안구조, 보안관리, 비즈니스 연속성 및 재해복

구, 스토리지, 프라이버시, ID관리,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침해

대응, 상호운용성, 가상화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9. 텔레-바이오인식(Q.9)

연구과제 9에서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바이오정보를 응용하

기 위한 표준초안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e-

헬스, CCTV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스마트폰에서 바이오

정보 응용 및 바이오 하드웨어 보안 등에 대한 표준들을 다루고 

있다.

10. ID관리 및 메커니즘(Q.10)

연구과제 10에서는 아이덴티티(Identity)에 대한 관리 기술과 

이들을 기반한 인증 및 서비스들에 대한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

다. 즉,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각 엔티티(서비스 제

공자, 사용자, 소셜네트워크 사업자, 기관, 디바이스, 응용프로

그램, 서비스 등)를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한 크리덴셜, 식별자, 

속성정보, 패턴 양식 등의 전반적인 생명주기(Life-cycle)를 관

리하는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

서는 각 사용자 및 디바이스들에 대한 식별 및 인증, 속성 정보 

관리는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국제표준 개

발이 증가하고 있다. 

11. 응용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반적인 기술(Q.11)

연구과제 11에서는 안전한 응용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술들에 대한 표준을 다루고 있다. 즉, 디렉토리 서

비스(X.500 series), 공개키 기반구조(PKI), 권한 관리 기반

구조(PMI), ITU 공식 언어 ASN.1(추상구문기법 1), 객체식별

자등록(OID), OSI 참조 표준들에 대한 유지보수를 주로 다루

고 있다.

12.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및 시험 형식 언어(Q.12)

연구과제 12에서는 정보통신 시스템 설계 및 시험을 위해 사

용되는 다양한 형식 언어에 대한 표준을 다루고 있다. ITU에서 

다루고 있는 설계 언어는 ASN.1, 기술 언어, 메시지 연속 도표 

언어, 사용자 요구사항 표기 언어, 시험 및 테스트 통제 표기 언

어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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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TU-T SG17 국제회의 결과 

새로운 연구회기(2013~2016)를 맞이하여, 세 번째 개최되는 

ITU-T SG17 국제회의는 2014년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ITU 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국제회의 전체 규

모는 회원국 26개국(섹터멤버 포함) 총 145명의 국제표준화 전

문가들이 참석하였다. 

1. 정보보호 국제표준 채택

약 2주간의 열띤 논의 결과, SG17 총회에서 사이버보안, 클라

우드 컴퓨팅 보안, 웹서비스 보안에 대한 국제표준이 <표 1>과 

같이 최종 채택되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은 ITU-T 

내에 최초로 채택된 보안 표준으로 향후 이를 근거로 한, 상

세 표준들이 다수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X.1208, 

X.1210, X.Sup10, X.Sup21, X.Sup22 국제표준에 대한 에디

터로 표준초안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표 1. 신규 정보보호 국제표준 채택(2014.01)

표준번호 표준제목 주요내용

X.1520

(개정)

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본	표준은	ICT	시스템,	사용자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장비들	

내에	공통으로	존재하고	있는	

취약점	및	노출	정보를	교환하

기	위한	구조화된	수단을	제공

한다.	즉,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들과	다른	기능들이	함께	사용

되도록	하고,	보안	툴들과	서비

스들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정

의한다.	

X.1526

(개정)

Language	for	the	open	

definition	of	vulnerabilities	

and	for	the	assessment	of	

a	system	state

본	표준은	OVAL(오픈	취약

점	평가	언어)	언어를	채택

하는	제품,	서비스	및	저장소

(storage)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상위레

벨	요구사항	및	특정	기능별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X.1546

(제정)

Malware	attribute	

enumeration	and	

characterization

본	표준은	말웨어에	대한	속성	

및	특징들을	열거하고	공통으

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한

다.	또한,	말웨어	특징을	기반

으로	‘상중하’	3개	등급으로	분

리한다.	

X.1582

(제정)

Transport	protocols	

supporting	cybersecurity	

information	exchange

본	표준은	사이버보안	정보	교

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송	프로

토콜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토콜에	대한	특징	및	보안	

고려사항을	함께	정의한다.	

표준번호 표준제목 주요내용

X.1208

(제정)

A	cybersecurity	indicator	of	

risk	to	enhance	confidence	

and	security	in	the	use	

of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본	표준은	조직	및	국가의	정

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지수를	정의하고	

있으며,	각	지표를	기반으로	최

종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의한다.	특히,	

본	표준은	한국	정보보호	지수

를	기반으로	개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X.1210

(제정)

Overview	of	source-based	

security	troubleshooting	

mechanisms	for	Internet	

protocol-based	networks

본	표준은	중앙	집중	방식의	

역추적	메커니즘과	분산형	메

커니즘의	모든	동작을	정의하

고,	이들	역추적	메커니즘이	가

져야	할	기본	요구사항과	메커

니즘	선정	기준을	정의한다.	

X.Sup10	to	

X.1205

(개정)

Usability	of	network	

traceback

본	부속서는	IP	기반	역추적	메

커니즘에	대한	활용사례를	정

의한다.	

X.1601

(제정)

Security	framework	for	

cloud	computing

본	표준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

경에서	사용자	관점과	서비스	

제공자	관점을	고려하여,	각각

에	존재하는	보안	위협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	

및	보안	기능들을	정의한다.	

X.Sup21	to	

X.1143

(제정)

Security	framework	for	web	

mashup	services

본	부속서는	웹	매쉬업	서비스

의	안전을	위한	웹	구조와	위

협요인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정의한다.	현재	웹	

매쉬업	기술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웹	서비스	제공자들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X.Sup22	to	

X.1144

(제정)

Enhancements	and	new	

features	in	XACML	3.0

본	부속서는	XML	기반	정보	

접근	정책을	기술하는	XACML	

3.0	규격이	새롭게	개정되어	

이전	버전과의	차이점을	규정

한다.	

2. 정보보호 국제표준 채택 후보 승인

이번 SG17 국제회의에서는 사이버보안 분야 중에 <표 2>에 

대한 표준초안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 ITU 회원국들에게 의견수

렴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차기 국제회의(2014.09월)에

서 최종 국제표준 채택 유무를 논의할 예정이다. 

표 2. 정보보호 국제표준 채택 후보

표준번호 표준제목 주요내용

X.1303	bis	

(개정)

Common	Alerting	Protocol	

(CAP	1.2)

본	표준은	재난사건	발생	시,	

네트워크를	기반하고	있는	시

스템	및	디바이스들에게	비상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	

포맷	및	프로토콜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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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표준제목 주요내용

X.1211

(제정)

Capability	requirements	for	

preventing	web-based	

attacks

본	표준은	웹	기반	공격	취약

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

기	위한	기능	요구사항	및	시

나리오들을	정의한다.	

3. 신규 표준화 아이템 발굴

이번 SG17 국제회의에서 회원국들로부터 신규 표준화 아이템 

발굴을 위해 <표 3>과 같이 총 10건의 아이템이 제안되어 논의

되었다. 

표 3. 신규 표준화 아이템 제안 현황

제안국가 제목 주요내용 및 결과

일본

Supplement	on	

cryptographic	

protocols	and	its	

verification

본	제안	ITU-T	국제표준에서	다양한	

암호	프로토콜들이	사용되고	있어,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	및	평가	

툴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

만,	다른	표준화	기구(ISO/IEC	JTC1/

SC27,	ETSI	등)들과	중복성이	제기

되어	미채택되었다.	

중국

Technical	

Requirements	for	

Countering	Instant	

Messaging	Spam

본	제안은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가	증가됨에	

따라	광고,	악성코드	유포	등의	인스

턴트	메시징	스팸을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관점의	요구사항들을	정의

하자는	제안이다.	본	제안은	필요성

이	인정되어	X.cspim	아이템으로	채

택되었다.	

중국

The	security	

requirement	

framework	for	

smartphones-based	

botnet

본	제안은	스마트폰	기반	부가서비

스가	점차	증가되고	PC를	대신하는	

추세에	있어,	현재의	봇넷	대응	기

술만으로	부족하여,	스마트폰	환경

에	적합한	표준을	개발하자는	제안

이다.	본	제안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X.sbb	아이템으로	채택되었다.	

중국

Security	Guidelines	

for	Virtual	Network	

Operator	(VNO)

본	제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

워크를	임대하여	사업하고	있는	별

정통신사업자를	위한	보안	지침을	

개발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표준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표준은	불필요하

다고	논의되어	미채택되었다.	

중국

Guideline	for	

virtualization	security	

in	cloud

본	제안은	X.1601	국제표준이	채택

됨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

상화(서버,	네트워크,	저장소,	운영	

관리	등)	보안에	대한	기술적인	지

침을	개발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본	제안은	너무	산업체	기술에	중심

을	두고	있어,	ITU	표준화	범위를	벗

어난다는	의견을	개진되어,	산업체	

기술을	다루고	있는	CSA	의견을	듣

고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

였다.	

제안국가 제목 주요내용 및 결과

중국

Guideline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loud	

Computing

본	제안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

스	제공자가	사용자가	서비스	요청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각	

단계별	보안	지침을	개발하자는	제

안이다.	하지만,	본	제안은	ISO/IEC	

27018,	X.gpim	표준들과	중복성이	

제기되어	미채택되었다.	

중국

Guidelines	for	using	

object	identifiers	(OID)	

for	the	Internet	of	

Things

본	제안은	사물통신을	위해	객체	식

별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개발하자는	제안이다.	논의	

결과,	독립적인	표준이	아닌	부속서	

형태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한국

Security	implication	

on	Software-Defined	

Networking	(SDN)

본	제안은	SDN	보안을	SG17에

서	추진하자는	제안이며,	회의

결과	Q.2/17(Security	of	SDN),	

Q.6/17(Security	by	SDN)	구분하여	

추진하기로	합의되었다.	실제	SDN	

보안에	대한	세부	표준화	아이템	신

설	및	범위	설정	등의	논의는	차기	

국제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한국

The	security	

guidelines	for	the	

V2X	communication	

system

본	제안은	ITU-T	내에	처음으로	ITS	

보안	표준을	개발하자는	제안으로	

일본,	미국,	독일	등의	관심	속에	표

준화	작업을	착수하기로	합의되었

다.	실제	ITS	보안에	대한	세부	표준

화	아이템	신설	및	범위	설정	등의	

논의는	차기	국제회의에서	다루어

질	예정이다.	

한국

The	attribute	binding	

based	enhanced	

user	authentication

본	제안은	사용자	속성	정보를	기반

으로	향상된	인증	메커니즘을	정의

하자는	제안으로	지난	국제회의에

서	X.atag	표준초안과	중복성	문제	

등의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이번	회

의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	

차기	회의에서	실제	표준화	아이템	

채택이	진행될	예정이다.	

4. 한국 대표단 주요 성과

한국은 SG17 국제회의에 국가대표단 염흥열 교수 등 총 16명, 

ETRI 섹터 멤버 2명이 참석하여, 총 19건의 기고서 발표 및 다

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다. 

•사이버보안지수 국제표준(X.1208) 최종 채택

• IP 기반 역추적을 위한 트러블슈팅 메커니즘 국제표준

(X.1210) 최종 채택

•사이버보안 역추적 사례(X.1205/Sup10) 부속서 승인

•매쉬업 보안(X.1143/Sup21) 부속서 승인

•XACML 3.0 개선사항(X.1144/Sup22) 부속서 승인

• 신규 표준화 아이템 발굴 : ITS 보안, SDN 보안, 사용자 속

성 바인딩 인증기술

• 그 외 한국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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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보안관리 개정 표준, OTP 기반 인증기술, 텔레바이

오인식 및 스마트 그리드 보안, OID 기반 기술 등 표준초안

을 업데이트 함

Ⅳ. 결 론

본고에서는 정보통신 분야 정보보호기술 국제표준을 개발하

고 있는 ITU-T SG17 국제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

고 있는 현황 및 향후 다루어질 신규 표준화 아이템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였다. 

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은 국가 간에 법/제도, 규제 등의 차

이로 신규 표준화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고 있지

만, 현대 사회는 단일 조직, 단일 국가 대응만으로 사이버범죄, 

개인정보보호 침해사고를 신속히 대응할 수 없어, 유관 기관 간

에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안전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는 게 우

선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시작하는 ITS 보안, 

SDN 보안 등 국제표준 개발에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국내 고유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는 방송통신표준기술

력향상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참 고 문 헌

[1] ITU-T SG17 Homepage. (http://www.itu.int)

[2] ITU-T SG17 TD 0721, Report of Working Party 1/17, 

Fundamental security, Geneva, 15-24 January 2014. 

[3] ITU-T SG17 TD 0722, Report of Working Party 2/17,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Geneva, 15-24 

January 2014.

[4] ITU-T SG17 TD 0723, Report of Working Party 3/17, 

Identity management and cloud computing security, 

Geneva, 15-24 January 2014. 

[5] ITU-T SG17 TD 0724, Report of Working Party 4/17, 

Application security, Geneva, 15-24 January 2014. 

[6] ITU-T SG17 TD 0725, Report for WP 5/17 plenary, 

Geneva, 15-24 January 2014. 

약   력

2002년 순천향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2004년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석사

2007년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박사 수료

2004년~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화

본부 정보기술부

관심분야: 암호프로토콜, 정보보호표준

1986년 전북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1988년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

2006년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2013년~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화

본부 정보기술부 부장

관심분야: 정보보호 및 기반 소프트웨어 표준화

1981년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1983년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

1990년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1990년~현재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정교수

2009년~현재 (현) ITU-T SG17 부의장

2011년 (역)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관심분야:   인터넷보안, USN 보안, IPTV 보안,  

암호프로토콜

오�흥�룡

김�영�화

염�흥�열

38 | 정보와 통신

주제 | 정보보호기술(ITU-T SG17 중심) 국제표준화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