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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블록체인 보안 표준화 주도권 확보

□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유대선)은 지난 9월 6일 폐막된 ITU-T SG17
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 보안 표준 연구
과제의 신설이 합의되고, 라포처로 한국 오경희 대표(티씨에이서
비스)를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 ITU-T SG17(의장: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
기통신표준화 부문 산하 연구반으로, 보안 관련 기술 표준화를 전담한
다.
□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과제의 신설과 함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
한 전자지불서비스의 보안 요구사항”등 총 7건의 신규 표준화 작
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한국은 그 가운데 3건의 표준화 작업의 에
디터 직을 수임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 본 연구과제 신설의 최종 승인은 내년 2월 ITU-T 전기통신표준화
자문그룹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본 회의의 성과로 분산원장기술 보안 표
준 개발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정보보호 분야 국내 고유

기술을 국제표준화에 반영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삼영 연구관(☎ 061-338-44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ITU-T SG17 Q14/17 설명

□ 연구 범위
- DLT 기반 응용 및 서비스를 위한 보안 솔루션 정의
- DLT 기반 응용 및 서비스를 위한 보안 메커니즘 및 프로토콜,
보안기술 정의
- DLT 기반 응용 및 서비스를 위한 보안위협 및 보안 이슈 연구
- DLT 기반 응용 및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연구
□ 관할 표준화 아이템 및 에디터 소속 국가
- 분산원장기술을 위한 보안 구조 (중국, 러시아)
- 분산원장기술을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 (중국)
-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보안서비스 (중국)
-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프라이버시 및 보안 고려사항 (미국)
-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온라인투표에 관한 보안위협 (한국)
-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전자지불서비스 보안위협 및 요구사항 (한국)
- 분산원장기술을 위한 보안 보증 (한국)
□ 관련 타 그룹과의 관계
- 분산원장기술 포커스그룹(FG DLT)에서는 다양한 유즈케이스 분석
을 통한 범용적인 모범사례 정의가 목적
- Q14/17에서는 분산원장기술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보안위
협에 대한 보안기술 표준 개발을 목적으로 함
- 향후 두 그룹 간 업무연락문서 등을 통해 원활한 상호 협력 관계
를 구축할 계획이며, SG17 표준 개발 과정에서 발굴되는 보안 관
련 유즈케이스 및 용어 정의는 포커스그룹으로 전달하고, FG 활동
결과물 중 보안 이슈는 SG17로 전달하여 표준으로 개발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