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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G 의 표준:  
오늘의 시큐리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줍니다

인증 AUTHENTICATION

클라우드 시큐리티

데이터 보호

사물 인터넷 (IoT)

모바일 시큐리티

네트워크 액세스와 ID

연락처:

Trusted Computing Group Administration
3855 SW 153rd Drive
Beaverton, Oregon 97003 USA

Phone: +1.503.619.0562
Email: admin@trustedcomputinggroup.org
Web: www.trustedcomputinggroup.org

믿음의

시작입니다

개방되고 완전한 (END-TO-END) 표준을 기반으로, 

TCG 는 PC, 서버, 반도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서비스 및 기기 제조 부문의 글로벌 회원들과 

함께 국제 표준을 만들어 개발자, 생산업체 및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TCG 회원이

되면 여러분은 업계를 리드하는 핵심 관계자들과 

함께 IoT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시스템, 데이터 

및 네트워크의 안전을 가능하게 하는 트러스티드 

컴퓨팅 기술의 개발 및 촉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게 됩니다. TCG 의 회원이 됨으로써 

여러분은 트러스티드 컴퓨팅기술을 사용하는 

개발자 및 기업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기업과 사업 파트너들이 사용하게 될 

신생 표준에 중요한 인풋을 제공하는 것을 돕게 

됩니다.

추가 정보

www.trustedcomputinggroup.org/join_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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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종류 u CONTRIBUTOR ASSOCIATE ADOPTER
연회비 (USD) u $15,000 $10,000 $7,500*

회원 혜택

의결권  – Solution WGs Only

Working Group 의장 후보 자격  – Solution WGs Only

기관 대표를 이사회의 Contributor Advisor 로 추천 

TCG Working Group 과 Committees 참석  – Solution WGs Only

참석자 수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지적재산 RAND RAND 라이선스 혜택/의무를 
모든 회원간 주거나/받음

RAND 라이선스 혜택/의무를 
모든 회원간 주거나/받음

RAND 라이선스 혜택/의무를 
모든 회원간 주거나/받음

멤버 미팅 참석 (연 3회) 참석 제한적 참석 제한적 참석

상호운용성 및 컴플라이언스  Plugfest 참석 

인증 프로그램 이용 

진행 중인 작업의 Specifications 열람 

진행 중인 작업의 Best Practices, Reference Documents 열람  – Solution WGs Only

Specs 및 Reference Documents 검토 및 의견 제시

Specs 및 Reference Documents 의 보조 자료 열람  – Solution WGs Only

Work Group 통해 업계/정부 기술전문가들과 접촉

중국 및 일본 지역포럼 참석 제한적 참석 제한적 참석

발표된 Specifications 열람

Marketing Programs 이용  

회원전용 및 공개 웹사이트 접근 권한

이메일 전송 리스트에 포함

TCG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재

* 직원 100명 미만인 기업은 $2,500

트러스티드 컴퓨팅그룹 멤버십의 특성

트러스티드 컴퓨팅그룹 (TCG)에서는 기업, 전문

단체, 교육기관을 위한 다양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 멤버의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접근 권한 및 영향력을 기준으로 차등화 된 

등급이 제공됩니다.

산업협력 프로그램

TCG 의 산업협력 프로그램 ( INDUSTRY LIAISON 

PROGRAM)이란 교육기관, 산업표준기구, 

정부기관, 이익단체 등 컴퓨터 보안을 중시하는 

기관들에게 의결권 없는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TCG WORK GROUP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회비는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TCG는 주요 기관들의

연구, 표준 및 보안 관련 관심사에 대하여 

현안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 정보

http://www.trustedcomputinggroup.org/about_

tcg/industry_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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