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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전기통신연합)NTERNATIONAL 4ELECOMMUNICATION 5NION )45 은 급변하는 정보통신표준화 환경과 변화에
대처하기 해 년 )45 4의 전략담당 자문반인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4ELECOMMUNICATION 3TANDARDIZATION
!DVISORY 'ROUP 43!' 을 설립하였다 본 고에서는 i년 연구회기 동안 수행될 )45 443!'의 변
화된 새로운 조직과 책임사항 그리고 이번 연구회기중 제차 회의인 지난 월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
항을 중심으로 43!'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배경 및 개요
)45 443!'4ELECOMMUNICATION

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구조로의
3TANDARD

IZATION !DVISORY 'ROUP 은 년 멜버른에서 개
최된 ##)44 제차 총회 결의 제호에 따른 특
별그룹의 제안을 고려하여 년 추가전권위
원회 결의 제호로서 )45의 각 부문별)45 4
)45 2 )45 $ 자문반 신설권고에 따라 제차
743# 에서 )45 4의 전략기획 및 자문기
능을 수행하도록 신설되었다
이번 월에 개최된 43!'회의는 743# 이
후 i연구회기 중 처음 개최되는 제차 회
의로서 새로운 조직구성 및 향후 활동방향 정립

출범과 동시에 각 작업반7ORKING 0ARTY 70 별
업무할당과 책임사항TERMS OF REFERENCE 그에 따
른 각각의 2APPORTUER 'ROUP2' 구성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년 )45이사회에 보고될 )45 
보고서에 대한 기여를 위해 )45 그룹에서 제
안한 결의안에 대해 상세검토가 전체회의 및 각
70별로 할당되어 활발히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
하여 년 초기 관리그룹내에서 특별그룹으로
제안되었던 )45 4 전략STRATEGY 그룹이 새로운
작업반7ORKING 0ARTY 70 으로 조정된 바 있

등이 확정되는 주요한 회의였다 특히 이번 회의

다 43!'은 지난 743# 에서 )45 4 뿐만 아

에서는 43!'이 기존의 )45 4의 <4HINK 4ANK의

니라 )45 전체에서 중요한 업무들을 담당토록 그

역할보다 )45 4의 <3TRATEGIC 5NIT으로서의 기능

역할이 강화된 바 있으며 43!'의 존재가 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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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의 새로운 구조

위원회의 승인여부에 달려있는 등 그 제도적 기

었으며 향후 전자문서처리%LECTRONIC $OCUMENT

반이 취약하다고 제안되어 43!'을 보다 강화된

(ANDLING %$( 의 활성화를 주도하게 될 70의

영구기구로서 헌장CONVENTION 에 적절한 조항을

활약이 돋보였다고 할 수 있다

신설할 것을 차기 전권위원회에 권고하도록 결의
제호를 제정한 바 있다

)) 43!'의 새로운 구조

본 고에서는 )45 443!'의 변화된 새로운
조직 및 월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과 향후
i 연구회기 동안 43!'의 역할 등을 고
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월 회의는 새로운 연구

 43!'의 새로운 구조
43!'의 지난 연구회기 동안 )45 4의 작업

회기의 시작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향후 수행해야

방법에 대한 실시간 자문 전권위원회0LENI

하는 작업할당과 책임사항 결정 등이 주요 내용이

POTENTIARY #ONFERENCE 00 에 대비한 )45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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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표 I 743# 에서의 43!'관련 결의2ESOLUTIONS
결의번호

결 의 제 목

현황



2ULES OF PROCEDURE OF THE )45 4ELECOMMUNICATION 3TANDARDIZATION 3ECTOR)45 4

개정



#ONTINUED DEVELOPMENT OF %LECTRONIC $OCUMENT (ANDLING

개정



%LECTRONIC $OCUMENT (ANDLING 'ROUP WITHIN THE 4ELECOMMUNICATION 3TANDARDIZATION !DVISORY 'ROUP

개정



4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IN RELATION TO THE INTERESTS OF DEVELOPING COUNTRIES

개정



!UTHORIZATION FOR 43!' TO ACT BETWEEN 743#S

신규제정



4HE USE OF &OCUS 'ROUPS

신규제정



3TABILITY OF THE 4ELECOMMUNICATION 3TANDARDIZATION !DVISORY 'ROUP

신규제정



!CTION PLAN TO ENCOURAGE THE USE OF %LECTRONIC $OCUMENT (ANDLING

신규제정



!UTHORITY FOR 43!' TO ESTABLISH NEW 3TUDY 'ROUPS

신규제정



0ROCESS FOR CARRYING FORWARD WORK ASSOCIATED WITH RE`NEMENT

신규제정

계획의 검토 )45 4작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문

사회 이전에 )45 년 중반에 개최 보고

서화 )45 4 외부그룹과의 대응에 있어서 효율

서에 반영할 43!'의 신속한 검토의견 준비가 월

성 제고 )45 및 )45 4에의 전자문서처리시스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으며 특별히 년

템%$( 도입에 있어서 강력하고 선도적인 지도

개최될 전권위원회를 위한 )45 4전략수립에 대

력 743# 에 제출한 각종 제안 등을 통하여

한 43!'의 기여준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수행

신뢰를 구축하여 왔다 향후 43!'의 과제는 지

되었다

난 743# 에서 결의된 신속한 표준제정 움직

상기와 같은 43!'의 중요한 역할 인식에 따

임에 대응하여 년동안의 단기간에 특정 항목을

라 지난 년 월에 개최된 743# 에서 향

검토하는 &OCUS 'ROUP의 시험적 운용 권고품질

후 43!'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기능을 넘

의 향상 외부 기구)45 $)45 2과의 협력관계

어선 집행권한 부여가 이루어졌는데 첫째 연구

증진 개의 선도연구반,EAD 3' 운영지원 등 새

회기중의 집행권한으로서 최신의 효과적인 작업

롭게 부여된 연구회기 중의 집행권한의 효율적인

가이드라인 유지 !시리즈 권고)45 4의 작업조

이용 권고승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효율성제고를

직 에 대한 책임 조정그룹의 제안 및 합의된 제안

위한 권고개발 절차의 검토 표준화의 고품질저

의 실현 신속한 조치를 위한 단기간의 그룹 신설

비용기간단축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및 %$(의 이

등이 주어졌으며결의 제호 이와 함께 연구회

용추구 등을 들 수 있다

기 중 일부 새로운 연구반의 신설 및 의장단의 구

한편 년 월 )45이사회에서 교토전권위
원회의 결의 제호 및 제호와 관련된 두 보고서

성에 대한 집행권한이 주어졌다결의 제호 
H표 I은743# 에서 제q개정된 43!'관련

를 검토한 결과 이들 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45

결의권고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이번 회기

그룹을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년 )45이

에 향후 43!'활동의 기반 문서로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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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표 I 금번 회기 43!' 책임사항
책임사항TERMS OF REFERENCE

43!' 70

의장

70 

)45 4 7ORK -ETHODS INCLUDE #OORDINATION METHODS

-R - 3ULLIVAN "ELLCORE 53!

70 

)45 4 7ORK PROGRAMME AND PROGRESS OF 3'S

-R * &ANJUL 3PAIN

70 

%$( $OCUMENTATION AND 0UBLICATION INCL )02

$R +ISHIK 0ARK %42) +OREA

70 

)45 4 3TRATEGY INCL )45   0REPARATION OF  00

-RS ) +REINGUEL 2USSIA

!D (OC 'ROUP ON
#OOPERATION AND
#OORDINATION

#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ORGANIZATIONS OUTSIDE THE )45

-R 2 "RETT .ORTEL OF #ANADA

,IAISON WITH )45 $

,IAISON WITH )45 $

$R . +ISRAWI 3YRIA

그림  및 H표 I는 743#결의에 근거하

의 제호)45각 부문의 모든 회원의 권리 q 의무

여 금번 연구회기  동안 새롭게 구성된

의 재검토 및 결의 )45의 재정기반 확충 에서

43!' 조직 담당의장 및 책임사항 등을 나타내

언급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년 총회에서

고 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43!'산하의 중요한

의 결정DECISION 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 발족

70중 하나인 70의 의장을 43!' 부의장6ICE

된 작업그룹7' 이다 )45 의 회원은 결의

CHAIRMAN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기식 책임

제호에 관한 사무총장 및 2EV#OMTHE 2EVIEW

연구원이 맡게됨으로써 향후 )45표준화 장에서
한국의 입장대변 및 의견반영에 대한 실질적인 기
틀을 마련했다; =
43!'의  회기 동안의 잠정 회의일정
은 다음과 같다;=
차

년 월 일 일

차

년 월 일 일

#OMMITTEE년 이래 현재까지 결의 를 다루
어 왔음 의 권고에 따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회원국MEMBER STATE 또는 부문회원SECTOR
MEMBER 들은 누구나 이 작업반에 참가할 수 있으
며 의장은 !BDERRAZAK "ERRADA-OROCCO 이고 총
개의 2APPORTUER그룹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70 년 월  일 오전
차

년 월

{ 2' &INANCIAL FOUNDATION OF THE 5NION

차

년 월

{ 2' -EMBERSHIP

차

년 월 혹은 년 월

{ 2' 2IGHT AND /BLIGATION

차

년 월월

{ 2' 7ORKING -ETHODS
{ 2' )MPACTS OF THE EXPECTED REFORMS ON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S IN GEN

 )45 그룹의 결의안 검토; =
)45 그룹은 년 교토전권위원회의 결

ERAL AND ON THE DEVELOPING COUNTRIES IN PAR
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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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TRUCTUAL CHANGES AND RELATED MODI`

고안 중 표준권고 승인;=에 있어 <4YPE !와

CATIONS TO THE #ONSTITUTION AND #ONVENTION

<4YPE " 처리PROCESS 기준에 대한 최종안을 마

43!'은 )45 과 관련하여 이번 회의에서

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45 의 개의 결의안;=에 대한 검토가 있
었으며 이에 대한 상세 검토는 각 43!' 70별
로 할당되어 수행되었고 문구 및 전체조정 작업
은 관련 전략을 다루는 70에서 논의되어 졌다
이와 관련하여 )45 의 권고안은 회원들
에게 오해를 불러일어키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
에 대한 수정 q 검토 작업이 대부분이었으며 이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은 표준승인에 대한 4YPE
! 및 4YPE "에 대한 기준결정이었다 상세한 사
항은 다음 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OCUS 'ROUP의 작업절차;   =
지난 743# 에서 &OCUS 'ROUP의 운용절차
에 관한 사항을 43!'이 수립하도록 요청함으로
그 작업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OCUS 'ROUP의
근본 목적은 각 연구반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사
항에 관한 표준화 작업이 시장 수요에 의하여 제
기될 경우 각 연구반별로 해당 항목에 대한 표
준화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i개월 미만의 기
간 내에 해당작업을 종료한다는 것이다 이번 회
의에서는 &OCUS 'ROUP의 INPUT과 OUTPUT을 명확

))) )45 4의 작업방법  70
7ORK -ETHODS ; =

히 할 것과 &OCUS 'ROUP이 하나의 연구반에 의
하여 수행될 때 소요경비와 이에 따른 전기통신
표준화국4ELECOMMUNICATION 3TANDARDIZATION "U

43!'70은 )45 4의 표준화 작업방법 및

REAU 43" 의 협조를 분명히 할 것을 쟁점사항으

절차를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연구하는 그룹으로

로 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OCUS 'ROUP은 포

서 )45 내 q 외부의 거시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보

럼과 같이 협력단체의 성격이 짙으나 해당 연구

다 효율적인 표준화 추진을 위한 총체적인 자문

반3TUDY 'ROUP 3' 의 특정 작업을 빨리 수행할

을 한다 70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수 있도록 보조하여 작업결과는 권고안이나 혹은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장요구는 물론 사용

개정안이 될 수 있다

자 요구에 대응하여 )45 4의 표준승인절차를 가

이번 회의에서는 H표 I과 같은 &OCUS 'ROUP의

속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45 4가 선 q 후

작업방법과 절차를 수립하였으며 3'에서 제안

진국이 모두 동등하게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한 파장분할 다중방식7AVELENGTH $IVISION -ULTI

수 있는 정부간 기구라는 점을 인식하여 각 회원

PLEXING 에 대한 새로운 &OCUS 'ROUP을 시험적으

국들의 의견을 절충하고 타협하는 방안을 모색한

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와 더불어 &OCUS 'ROUP 설립 여부를

다
이번 회의에서 70은 743# 에서 승인된
&OCUS 'ROUP의 작업절차와 )45 그룹의 권



결정할 때 사용될 체크리스트 기준은 다음과 같
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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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표 I &OCUS 'ROUP의 작업방법과 절차
구분

세 부 내 용

 A 설립
%STABLISHMENT

{ 특정 주제에 대한 &OCUS GROUP 설립을 위한 제안은 연구반)45 4회원에 의해 제시 또는 43!'에서 할 수 있다
{ )45 4 연구반은 &OCUS 'ROUP설립에 대한 필요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해당 연구반은 &OCUS 'ROUP의 모0ARENT
연구반3' 이 된다

B 책임사항
4ERMS OF 2EFERENCE

{ &OCUS 'ROUP의 주제는 승인전에 정의가 잘되어야 하며 예상되는 결과물과 완료 시간계획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있는 활동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해당 작업과 모 연구반과 관계 다른 )45 연구반 표준화기구 및 포럼 컨소시엄 등과 관계 특정 주제에 대한
긴급성을 반드시 표시하어야 한다

C 리더십
,EADERSHIP

{ 의장과 부의장은 초기에 모 3'에 의해 지명되며 필요하다면 &OCUS 'ROUP 결성후 다음 운영회의가 &OCUS 'ROUP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참여자격
0ARTICIPATION

{ 작업에 대한 참여는 해당 작업분야에 기여를 원하는 )45회원국에 속한 모든 개인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국제 지역 그리고 국가기구의 회원인 개인을 포함한다
{ &OCUS 'ROUP의 참여는 )45회원에만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일반 재정
'ENERAL &INANCING
OF &OCUS 'ROUP

{ 각 &OCUS 'ROUP은 재원조달 방법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4)%3 사용 결과물 및 진행보고서가 )45 4에 제공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45 4에서 지원자원 및 재원 을 받지않는다
{ )45의 비회원은 4)%3 사용을 위해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회의개최 및 준비에 소요되는 재정문제는 라포트그룹회의와 비슷하게 자원자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향후 결정
될 재정관련 협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행정 지원
!DMINISTRATIVE
3UPPORT

{ &OCUS 'ROUP은 회의 사이에 행정 지원 제공과 재정에 대한 자체 방법을 만들 수 있으며 43"로 부터 요청된 행정
서비스와 관련된 4)%3 사용을 제외한 비용은 &OCUS 'ROUP이 부담하여야 한다

 회의 로지스틱스
-EETING ,OGISTICS

{ 회의 주기와 장소는 각 &OCUS 'ROUP에서 결정하며 전자문서 처리방법%$( 이 가능한 많이 사용되어 작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자회의 777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작업 언어
7ORKING ,ANGUAGE

{ 사용될 언어는 &OCUS 'ROUP 참가자 상호간에 동의되어야 한다

 기술적 기고서
4ECHNICAL
#ONTRIBUTION

{ 모든 참가자 는 채택된 일정표에 따라 기술 기고서를 &OCUS 'ROUP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전자문서
전달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특허 정책
0ATENT 0OLICY

{ 43" 특허 정책이 적용된다

 결과물
$ELIVERABLE

{ 결과물은 기술규격 보고서 등의 형태일 수 있으며 이는 모 연구반 작업에 입력정보로 될 수 있다

 결과물의 승인
!PPROVAL OF DELIVERABLE

{ &OCUS 'ROUP은 자체의 승인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승인은 합의에 의해 얻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결과물의 인쇄와 배
포 0RINTING AND $ISTRI
BUTION OF DELIVERABLE

{ &OCUS 'ROUP은 결과물의 인쇄 및 배포방법과 대상을 포함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모 연구반에 제출하는 결과물은
기고서 형태이여야 한다
{ 777의 사용을 권장한다
{ 모든 비용은 &OCUS 'ROUP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45 4는 다음 조에 따라 제출된 진행보고서와 연구반에 대한
결과물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인쇄 또는 배포 서비스 제공을 하지않는다

 진행보고
0ROGRESS REPORT

{ &OCUS 'ROUP의 진행보고는 모연구반 회의에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해당 모 연구반에 대한 보고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p 최신 작업계획 계획된 회의일정
p 작업계획에 대한 작업 상태 결과 리스트와 관련 연구반
p &OCUS 'ROUP에 의해 제안된 모든 기고서 요약
p 지난 최종 진행보고이래 개최된 모든 회의 참석자 명단

 회의 공고
-EETING ANNOUNCEMENT

{ &OCUS 'ROUP 결성은 모연구반 및 43!'과 협조하여 )45 출판물과 다른 방법타 조직 전문가 기술잡지 777를
포함 을 통하여 공고될 것이다
{ 차기 회의 공고 절차는 &OCUS 'ROUP에서 결정될 수 있다

 작업 지침

{ &OCUS 'ROUP은 필요한 내부 작업 지침을 추가로 개발할 수도 있다

[ &OCUS 'ROUP의 결과가 )45 4 연구반의 현재
또는 계획된 작업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
[ 모PARENT 연구반이 결정되어 있을 것

[ &OCUS 'ROUP에 대한 명확한 결과물과 일정계
획을 가질 것
[ 결과물이 다음 모PARENT 연구반 회의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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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i개월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계

정도 분류가 가능하게 보이나 4YPE "에 있어서

획될 것

는 비기술부문NON TECHNICAL PARTS 으로 분류가 매

[ &OCUS 'ROUP은 그 활동의 재정조달후원자

우 애매하여 4YPE "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다양

특별재정 또는 이들 결합 에 대한 현실적 계

한 논란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45의

획을 가질 것

각 부문별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표준승
인을 수행한다는 것도 하나의 쟁점으로 부각되었
으며 이 역시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상당한 문제

 )45  결의안 제호의 최종검토
;   =

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4YPE ! 및 4YPE "의 분

현재까지의 표준화작업은 회원 국가를 중심

나 명확한 분류 방법이 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으로 이에 속한 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체들이 함

4YPE !에 관하여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께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권고의 승

정의하여 )45 에 송부하고 4YPE "에 관하여

인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시장동향의 반영 모

는 )45 에 43!'에서 논의된 사항들만을 참

든 회원의 참여 강화등을 위하여  4YPE ! 승

고로 송부토록 결정하였다

류에 관한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벌였으

인절차 통신사업자들과 제조업체와 같은 실질적

결론적으로 4YPE !와 4YPE " 권고의 분류에

인 표준작성과 이용을 수행하는 회원SECTOR

대한 임시적인 가이드라인을 43!'에서 마련하

MEMBERS 들이 기술적인 표준화TECHNICAL STAN

였다

DARDIZATION 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다음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잠정적인 4YPE

으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거나  4YPE " 승인

! 및 4YPE "에 적용될 수 있는 권고의 특성을 나

절차 향후 국가회원STATE MEMBER 은 규제적인
사항REGULATORY AREA 에 관한 표준화 관련 작업
NON TECHNICAL

STNANDARDIZAION 을

수행하겠다

는 것이 )45 권고안 2)45  결의안
제호 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는 통신사업자들과 제조업체들은 <M으로
국가회원은 <-으로 표기하고 각각 4YPE ! 및
4YPE "에 해당하는 권고개발 작업을 별도로 수행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여기에는 해결하여
야 할 상당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 표준
의 성격분류에 있어 4YPE !는 순수 산업 및 제조
업자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언급하고 있어서 어느



타낸 것이며 이는 모든 특성을 나열한 것은 아니
다
4YPE ! 하에 채택될 수 있는 권고의 일반적 특성
{ 제조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요 관심이 되
며 일차적으로 개발된다
{ 수많은 포럼이나 컨소시엄을 포함한 환경에
서 개발된다
{ 시장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단기간에 종종 개
발되어 승인되어야 한다
{ 규제적인 내용을 내포하지 않아야 한다
4YPE " 하에 채택될 수 있는 권고의 일반적 특성

)45 4의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43!'

{ 서비스 제공자와 제조사 뿐만 아니라 국가회
원에게 주요 관심이 된다
{ 포럼이나 컨소시엄과 같은 기구과 관련이 적
은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개발된다
{ 전형적으로 규제를 함축하는 문제를 포함한
다

H표 I 3'별 조사 항목과 )45 4작업계획의 $"내용
작업계획
$" 필드
2ECOMMENDATION
34

s

70는 )45 4의 표준화 작업계획7ORK PRO

은 모든 연구반의 과제를 기초로 $"화되어 있
으며 개념적으로는 매트릭스형태로 구현되어 있
다 즉 가로열은 연구반에서 유용한 여러 종류의
개의 표준화 전문기술분야STANDARDIZATION DO

권고초안 부가서 핸드북 등

권고안과 관련된 해당 과제명
s

743# 결의 제호에 따라 승인
절차가 적용되는 회의시점

0RI

연구반이 응답한 표준개발의 상대적
중요도(IGH -EDIUM ,OW

0AG

권고의 예상쪽수

,IASION

표준화 추진에 있어서 )45 4내부 및
외부연계

!REA

해당권고안이 속하는 -ATRIX표에서의
표준화 분야

$OMAIN

해당권고안이 속하는 -ARIX표에서의
표준화 영역

GRAMME 과 )45 4 3' 및 기타그룹의 업무개선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현재 )45 4의 작업계획

내용

!채택 2개정 .신규 $폐기

1UES
4IMING

)6 )45 4의 작업계획  707ORK
0ROGRAMME ; =

활동 분석

2EFERENCE

내용의 최종 버전이 포함되는 문서

3UBJECT

권고안에 대한 일반적 정보 및 기술
간략한 요약 핵심어

s 내용에 대한 정의가 변경됨

MAIN 를 나타내며 세로열 개 분야는 광의의 표
준화 영역STANDARDIZATION AREA 및 서비스를 의미
하는 스키마로 구축되어 있다
매트릭스의 각 셀에는 H표 I와 같이 )45 4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연구과제별
로 잠정 권고번호2ECOMMENDATION NUMBER 진행
상황34 3TATUS
TION

해당 연구과제명1UES 1UES

표준화 시기4IMING

우선순위0RI 0RIOR

ITY 표준문서 분량0AG .O OF PAGE 연구반과의
연계성,IAISON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월 회의에서는 전반적으로 )45 그룹

 )45 4 작업계획
)45 4의 작업계획은 이번 연구회기 동안 대부
분의 연구반이 차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
에 관련 $"가 완전히 갱신되어 제출되지 않았으
나 차기 회의에서는 각 연구반의 협력하에 새로
운 작업계획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업계획 $"의 필드중 표준
화 시기를 나타내는 <TIMING필드가 당초 @743#
결의 제호 승인절차가 적용되는 회의로 정의되

의 결의안 검토와 )45 4 작업계획WORK PRO

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정의가 애매하고 오해

GRAMME 의 표준화 상태를 나타내는 <34 필드의

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에 따라 이를 @743# 결의

용도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제호 승인절차가 적용되어 해당권고가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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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로 다시 정의를 하였다

운용 측면에 대한 신규 연구과제를 구성하여 연

또한 기존의 진행상황34 필드와 관련하여

구하자는3' 에서 수행 4ELECOM &INLAND의 제

)45 4 작업계획은 )45 4의 지속적인 표준화 활

안에 대해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차

동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제공하기 때문에 권고

기 3' 회의에서 향후 검토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의 상태를 표시하는 현재 개! !DOPTED 2 2E
VISED . .EW $ $ROPPED 중 ! $는 사용할 필요
가 없다고 제안되었으며 이에 기존 권고관련 필
드에 수정AMENDMENT 혹은 신규 부가서ANNEX
가 추가되었을 때에도 <.을 사용하자고 제안하
여 다음과 같이 개로 결정하였다;=
{ .  .EWTIMING COLUMN에 표시된 일정에 신규
권고 승인 계획
{ 2  2EVISEDTIMING COLUMN에 표시된 일정에
개정된 권고 승인 계획
{ 8  0ROPOSED FOR DELETIONTIMING COLUMN에 표
시된 일정에 권고 폐지 계획
{ !  !DOPTED승인될 권고
{ 3  3TOPPED권고에 대한 작업의 중지
{ $  $ELETED권고폐지가 승인
주

!MENDMENT !DDENDUM 3UPPLEMENT가 각각 승인
!PPROVED 이나 혹은 발간0UBLISHED 으로 분리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권고 COLUMN에 예시 8 !MEND  와
같이 표시함
주 $ATABASE에는 위의 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나 배포될
43!' 회의에 배포될 )45 4 7ORK PROGRAMME 버전에는
. 2 8만 언급토록 하였음

 연구과제1UESTION 의 변경 및 승인

6 )45 4의 전자문서처리시스템
및 출판 70%$( AND
0UBLICATION ; =
)45 4 %$( 활동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
술개발 흐름에 대응한 신속한 표준화를 위해 전자
적 표준문서 유통환경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743# 에서 가장 중요한 논제 중
의 하나였다 이는 )45 4의 지난 연구회기 동안
참여자들 간의 쉽고 신속한 문서 정보 아이디어
등을 교환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결과를 탄생시켰
기 때문이다
%$(관련 활동은 년 43!'70로 처음
조직화되어 지난 회기 중 총 회의 회의를 가졌
으며 효과적인 표준화 활동을 위해 COPYRIGHT 정
책 지적재산권)NTELLECTUAL 0ROPERTY 2IGHT )02
)45 출판정책 과금정책 및 전자문서 교환에 대
한 방법 등을 다루어 왔다
이번 월 회의에서의 주요의제는 이번 연구회
기의 %$( 시스템 및 작업방법의 개발을 위한 새
로운 70구조 확정 및 책임사항 결정 743# 

70에서는 743# 에서 요청한 3').

및 )45  그룹 결의안에 의한 연구방향 및 과

AND &0,-43 의 연구과제 변경에 대해 지난 월

제 확정 전기통신표준화국43" 국장으로부터

에 개최된 3'회의의 연구과제 변경 검토결과를

의 %$( 실천계획!CTION PLAN 검토 및 743#

H표 I와 같이 승인하였다

의 결의안 상세검토 )45 4외부의 국제 및 지

그 외 지난 회기 부터 계속하여 토의하여 오던
부정수단 방지FRAUD PREVENTION 에 대한 기술 및



역 표준개발기구와의 계속적인 협력 등이었다
70의 각 2'별 책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45 4의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43!'

활동 분석

H표 I 3'관련 연구과제의 변경 및 승인
변경후의
연구과제
번호

당초 연구
과제 번호

제

목

1

1!

!CCESS SIGNALLING TO SUPPORT NARROW BAND )3$. SERVICES AND ITS APPLICATION TO &0,-43

1

1"

!CCESS SIGNALLING TO SUPPORT BROAD BAND )3$. SERVICES AND ITS APPLICATION TO &0,-43

1

1 2EVISED

)NTELLIGENT NETWORK CAPABILITY SETS

1

1).!0

)NTELLIGENT .ETWORK !PPLICATION 0ROTOCOL).!0

1

1 2EVISED

#OMMON UPPER LAYER PROTOCOLS TO SUPPORT SIGNALLING APPLICATIONS

1

1 2EVISED

4HE 5NI`ED FUNCTIONAL METHODOLOGY FOR THE SPECI`CATION OF PROTOCOL REQUIREMENTS FOR SERVICES
AND NETWORK CAPABILITIES

1

1

SIGNALLING REQUIREMENTS FOR NARROW BAND )3$. SERVICES

1

1 2EVISED

3IGNALLING CALL HANDLING AND MANAGEMENT REQUIREMENTS FOR UNIVERSAL PERSONAL TELECOMMUNI
CATIONS AND FOR USER MOBILITY IN FUTURE PUBLIC LAND MOBILE SYSTEMS

1

1 2EVISED

3IGNALLING REQUIREMENTS FOR EMERGING LAND MOBILE AND SATELLITE MOBILE NETWORKS &UNCTIONAL
!RCHITECTURE AND )NFORMATION &LOW3TAGE 

1

1 2EVISED

3IGNALLING REQUIREMENTS FOR EMERGING LAND MOBILE AND SATELLITE MOBILE NETWORKS 2ADIO AND
!CCESS 3IGNALLING 2EQUIREMENTS

1

1 2EVISED

3IGNALLING REQUIREMENTS FOR EMERGING LAND MOBILE AND SATELLITE MOBILE NETWORKS .ETWORK AND
)NTERNETWORK SIGNALLING 2EQUIREMENTS

1

1 2EVISED

3IGNALLING 3YSTEM .O -ANAGEMENT/-!0

① 2'  )45 출판 및 과금정책PUBLICATION AND
CHARGING POLICY
p 출판 및 전자구매에 대한 요금구조
p 문서화 및 출판정책의 가이드
/N DEMAND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출판
p %$( 관련결의의수정을 포함한작업방법
② 2'  %$( 구현IMPLEMENTATION
p %$( 실천계획 추진
p 실천계획에 따른 43" %$(구현 자문 및

TION ON %$(
p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p 효율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45 외부 기간
과의 협력 환경 구현
그림  는 이번 연구회기i 동안의
70의 새로운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그
외 향후 70의 수행작업과 관련하여 H표 I H표
I과 같이 업무가 할당되었다

모니터링
p 시스템 기능확장을 위한 각 3'의 요구사
항도출 및 43"로의 요구
p 2APPORTEUR -ANUAL 작성
③ 2'  외부 기관과의 협력EXTERNAL COOPERA

 2'  )45 출판 및 과금정책
2'은 )45 4의 권고 등에 대한 출판과 이
에 대한 과금정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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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3 Chairman
Dr. Kishik Park (Korea)

RGI (ITU Publication
and charging Policy)

RG 2 (EDH
Implementation)

RG 3 (External
cooperation on EDH)

John MAGILL (U.K.)

Roger LYLE (Australia)

Tatsuo SHIBATA (Japan)

WSSN Liasion (잠정)
Hyoungjun Kim (Korea)

그림   회기동안의 70의 구조

4에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월
회의에서는 새로운 책임사항 아래 )45 4의 출
판비용의 현실화 과금정책PRICING POLICY

비회

원에 대한 4)%34ELECOM )NFORMATION %XCHANGE

한 검토
② 비용측면에서의 4)%3접근수준ACCESS LEVEL
에 대한 권한 및 접근방법 연구
③ 상기 두 과제의 해결을 위해 각 3'별 2AP

3ERVICES 접근특히 743# 에서 논의된 &OCUS

PORTUER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이를

'ROUP의 4)%3사용에 대한 요금정책 등이 논의

위해 70 및 각 3'별 %$( 2APPORTUER를 포

되었다

함한 전자메일링리스트E MAIL REaECTOR 적극

특히 권고 출판과 관련하여 새로운 과정인

활용하기로 함

<1UICKPUP에 대해 43"에서는 출판납기 기간

그 외 2'의 작업방법론은 향후 전자적 수

을 일에서 일로 줄이는 출판과정을 시험

단전화회의 E MAIL REaECTOR &40 등 을 이용한

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각 3'와 권고

원격회의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LABORATION AND PRESENTATION OF TEXTS AND DE
VELOPMENT OF TECHNOLOGY AND OTHER MEANS OF EX
PRESSION 에 따라 각 3'들과 상호협조하에 추진되
고 있음을 공지하였다
2'의 향후 활동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권고의 분배 및 비용보상COST RECOVERY 에 대



 2'  %$( 구현
2'의 역할은 )45 4의 %$( 구현에 대한 사
항을 담당하며 43"와 각 3'의 긴밀한 협조가 요
청되는 그룹으로서 70의 핵심그룹으로 볼 수 있

)45 4의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43!'

활동 분석

H표 I )45 4 743#  결의에 대한 70작업할당
2ES
결의

3ECTION
절

향후 논의해야 할 토의항목

43!'70

702'
할당





{ IDENTIFY CHANGING REQUIREMENTS  ADVICE ON FURTHER IMPROVEMENT TO )45 4
WORKING METHODS
p %STABLISHING AN INFORMATION EXCHANGE SYSTEM WITH VARIOUS 3$/S 5SERS ORGA
NIZATIONS INCL &ORA AND #ONSORTIA TO GET THE INFORMATION ON CHANGING
REQUIREMENTS ; 2ES RESOLVE=

!





!NNEX #

{ ! 3ERIES
p !PDX )) TO 2EC ! 'UIDE ON ELECTRONIC SUBMISSION OF DOCUMENTS
p !PDX ))) TO 2EC ! 3AMPLE 3UBMISSION BY E MAIL  &40
p !NNEX ! TO 2EC ! 4REATMENT OF MACHINE READABLE TEXT

  #





REQUESTS 

{ 43" $IRECTOR REPORTS TO 43!' ANY DIbCULTIES ENCOUNTERED IN THE TIMELY
PUBLICATION OF TEXTS WITH PROPOSALS FOR REMEDIAL ACTION







{ CONTINUED DEVELOPMENT OF %$(







{ %$( WORKING GROUP WITHIN 43!'







RESOLVES B

{ ASSUME RESPONSIBILITY INCLUDING THE DEVELOPMENT AND SUBMISSION FOR APPROVAL
UNDER 2ES  PROCEDURES FOR THE ! 3ERIES OF 2ECOMMENDATIONS

  #





RESOLVES C

{ CONSIDER APPROPRIATE PROPOSALS MADE BY COORDINATION GROUPS AND IMPLEMENT
THOSE THAT ARE AGREED

!





RESOLVES 

{ PROVIDE LIAISON ON ITS ACTIVITIES TO ORGANIZATIONS OUTSIDE THE )45

# !





RESOLVES 

{ A REPORT ON 43!' ACTIVITIES INCLUDED IN 2ESOLU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4 INPUTS
NEXT 743#
FROM !LL





REQUESTS A

{ COOPERATE WITH $IRECTOR TO DEVELOP A 43" PLAN OF ACTION FOR %$( ENHANCEMENT







./4%

{ 43" 43!' 3'S JOINTLY IMPLEMENT ACTIONS PROPOSED IN A AS SOON AS FEASIBLE
ON A TRIAL BASIS AND REPORT TO 43!' ON THE RESULTS OF SUCH TRIALS

4





REQUESTS E

{ $IRECTOR REPORT TO 43!' ON PLAN OF ACTION

4 REPORT
TO 



다

{ %$( 구현 가이드
2'의 이번 회의에서는 2'의 목적달성 절

{ @,IVING ,IST

차 수립을 수립하고 전자적으로 활용가능한 기

{ 비회원의 4)%3접근 정책

고서 및 관련 보고서 발간POSTING 에 관한 43"의

{ 컴퓨터 바이러스

실천계획ACTION PLAN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도출
%$( 활용에 대한 3' 및 3' 사용결과 및 활
용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토의되었다
그 외 다음 항목은 시간관계상 추후 전자메일

{ 원시파일SOURCE `LE 의 제어
한편 743#  결의 제호에 따른 70
43!' 실천계획 제출과 관련하여 43"에서 아래
와 같이 총 개의 실천계획이 작성되어 향후 이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링 리스트를 통해 토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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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표 I 743#  관련 문서에 대한 작업할당
문서
번호

관련 절







관련
위원회

향후 논의되어야할 토의 항목

43!'70

70 2'
할당

3UMMARY
RECORD OF
#OMM 

43!' IS TO BE <INFORMED OF THE VIEWS EXPRESSED ;OF SUPPORT= FOR !US
TRALIAS CONTRIBUTION ON APPROACHES TO ALLOW FOR MORE E_ECTIVE PAR
TICIPATION BY DISTANT COUNTRIES 43!' IS REQUESTED TO CONTINUE ITS
CONSIDERATION OF THE MATTER SEE 43!' 2  !NNEX 

 





3UMMARY
RECORD OF
#OMM 

43!' MIGHT `ND IT USEFUL TO LOOK AT SOLUTIONS ADOPTED BY THE 2A
DIO !SSEMBLY BASE ON PROPOSALS FROM 2!' AND THE SAME !USTRALIAN
CONTRIBUTION IE $OC 

 





 

3UMMARY
RECORD OF
#OMM 

43!' CONSIDER 2EV#OMS RECOMMENDATIONS AND CONTRIBUTE ON BEHALF
OF THE 3ECTOR IN ORDER TO SEE WHICH ONES IT COULD SUPPORT OR EVEN TAKE
FURTHER

!



!NN 

#OMM
 REPORT

)45 4 SHOULD IMPLEMENT AS A MATTER OF PRIORITY THE 2EV#OM REC
OMMENDATIONS WITHIN ITS MANDATE

!

;예시=  70  70  70 0 0LENARY $ LIAISON WITH )45 $ #H #HAIR ! !LL 4 43" 3 3TRATEGY # #OOP#OORD

① 전자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고서#ONTRIBU
TIONS 및 보고서2EPORTS 의 포스팅POSTING

종적인 의견수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
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전자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연기고서$ELAYED
#ONTRIBUTION 의 포스팅
③ 전자적으로

활용

가능한

임시문서4EM

PORARY $OCUMENTS 의 포스팅
④ 전자적 문서제출에 대한 새롭고 단순한 서식
파일 제공
⑤ 3$,3YMBOLIC $ESCRIPTION ,ANGUAGE 그림작
성에 대한 자동생성기
⑥ 기고서 및 지연기고서 번호의 사전배정
⑦ 회의 관련 %$( 사용 시설 확장
2'도 역시 그 운영 방법에 있어 3' 및 기

 2'  %$( 관련 외부협력
2'은 70내에서 현재까지는 가장 역할이
미약하지만 향후 )45외부와의 협력 %$(시스템
간의 연동 활성화방안 수립 등에 대한 활발한 활
동이 기대되고 있다
주요 토의내용으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
관련 활동 및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
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추후 계속 토의하

타 관심있는 모든 참여자의 전자메일링 리스트E

기로 하였으며

MAIL REaECTOR 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의 733.7ORLD 3TANDARDS 3ERVICE .ETWORK 에

토의를 하며 미국의 -R 2 "RANDT가 -ODERA

대한 차 회의 보고 및 간략한 소개가 있

TOR를 맡기로 하였다 참고로 E MAIL REaECTOR에 대

었다 733.구현은 ).&#/)3/ #OMMITTEE ON

한 -ODERATOR 역할은 각 그룹의 책임사항 및 연구

)NFORMATION

과제에 대한 전자메일 토의결과를 정리하고 최

어 지난 월에 제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특히 )45 정보서비스)3 부서

!('I733.

그룹으로 발족되

)45 4의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43!'

활동 분석

이는 !&./2!SSOCIATION &RANAISE DE ./2

p %$(구현 진보에 대한 43"와의 협의 검토

MALIZATIONS

p 3'들로 부터의 의견수렴

!.3)!MERICAN

.ATIONAL

3TAN

DARDS )NSTITUTE "3)"RITISH 3TANDARDS )NSTITUTES
%,/4(ELLENIC /RGANIZATION FOR 3TANDARDIZATION
그리스어의 약어임
3TANDARDS #OMMITTEE

*)3#*APANESE )NDUSTRIAL
)%#)NTERNATIONAL %LEC

TROTECHNICAL #OMMISSION )3/)NTERNATIONAL /RGA
NIZATION FOR 3TANDARDIZATION

)45 등 개 표준화

기관이 참가하여 ).&#/)3/ #OMMITTEE ON )NFOR

{ 2' 
p 표준개발기구3$/ 들간의 공통 문서교환형
식 마련
p 733. 및 '3#에 대한 보고
p &ORA#ONSOTIA %$( 시스템 현황 및 사용현황
비교검토

MATION 회원들의 보다 효율적인 표준화활동을 위
하여 표준화 관련 777 홈 페이지를 구축하기 위
해 구성된 것이다 이에 )45 4가 자발적으로 월

6) )45 4의 전략  70
)45 3TRATEGY ; =

말 경에 폐쇄운영 형태로 시험시스템을 구축하기
로 잠정합의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잠정적으로
한국의 김형준 선임연구원%42) 이 733.의 진
척사항 및 ,IAISON을 담당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외 '3#  경주회의 결과발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7EB 3ITEHTTPWWWTTAORKR 를 공고
하였다

70는 43!' 구조 및 책임사항을 결정하
는 43!'관리그룹내에서 당초 특별그룹으로 제
안되었다 하지만 

년 )45이사회에 보

고될 )45 보고서에 대한 기여를 위해 )45
그룹의 결의안 상세검토가 이번 월 회의
에서 43!'의 주요과제이며  743#  결

한편 각 그룹의 책임사항에 대한 업무진척을

의 제호 <3TABILITY OF 43!'에 따라 차기

충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70는 년 월에 임

전권위원회에 43!'의 영구조직화에 대한 헌

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책임사항

장#ONVENTION 의 개정안 작성이 중요하다고 판

이 할당되었다

단되어 )45전략3TRATEGY 그룹이 새로운 작업
반70 으로 추가로 구성되었다

{ 2' 
p 권고보급 강화에 대한 제안
p 출판비용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 q 분석
p 권고출판시기에 대한 과정의 갱신
p 2'에 대한 실천계획 합의
{ 2' 

70는 이번회의에서 )45 관련하여 전술
한 바와 같이 주로 전략 관련된 권고안 중 )45
4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 새롭게 문구를 수정하거나 재정의하는 작업
을 주로 하였다
한편

70의 전략수행방법론과 관련하여

p %$(구현에 관련된 실천계획 합의 및 갱신

70 는 전략을 <)45 4 정책$OCTRINE 의 단

p %$(구현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계별 실현방법이라 정의하고

)45관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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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관련 회의 결과 즉
이슈743# $

743# 의 정책적

및 세계전기통신정책포

럼 7ORLD 4ELECOMMUNICATION 0OLICY &ORUM
740& 의 결과와 '))'LOBAL )NFORMATION )NFRAS
TRUCTURE 구축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전략계획안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이는 현재 추진안으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보완

상기 작업은 )45 작업그룹의 결과를 반드
시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년 전권위원회 이후AFTER 00  의 책임
사항
 00 의 결과에 따라 )45 4의 작업 전략 및
우선순위를 수정 제안한다
 전략적 이슈에 대한 43!'의 연구보고서를

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년 전권위원회 전BEFORE 00

초안을 제출한다
 743# 에 상정할

 의 70 전략추진방법과 전권위원회 후!FTER

p 전략수립에 대한 43!'의 활동보고서를

00  의 전략실현방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세

작성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p  연구회기동안의 전략적 활동 제
안서를 작성한다

{ 년 전권위원회 전BEFORE 00  의 책임

 전략계획안을 수립하는 동안 )45 4외 다른

사항

부문과 3053TRATEGIC 0LANNING 5NIT 와의 상

 연구회기  및 이번 연구회기

호교류 절차를 마련한다

 의 각 3'활동 결과분석에 따른 )45의

한편

  전략계획교토 전권위원회 결의

70의 작업방법은 서신그룹#ORRES

제호 이행과정의 최종 분석을 수행하며 이

PONDENCE GROUP 을 구성하여 향후 지속적인 활동

를 위해 각 3'에 대해 다음을 결정한다

을 하며 이러한 서신그룹은 전략계획에 관련되는

p 전략계획의 규정에 정해진 바 이에 의한

모든 연구반 및 관심있는 참여자로 이루어 지며

계획이 수행되었는지 또한 3'활동의 주

우리나라에서는 %42)의 박기식 책임연구원과 최

요 임무가 이에 따라 정확히 수행되었는

영한 선임연구원이 동 그룹에 속하여 활동하고 있

지 확인하고

다

p 전략계획의 규정에 정해진 바 3'활동의
우선도와 전략계획상에서의 우선도와 일
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상기  에 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년도
전권위원회에서 검토할   동안의 전
략계획수립 수정안을 작성한다
 또한 전략계획중  동안의 )45 4와
관련된 중장기 전략계획안을 도출한다



6)) )45 4의 내외부 표준화관련
기관간의 협력 및 조정 #OOP
ERATION AND COORDINATION !D (OC
GROUP; =
이번 회의에서 표준화 활동관련 대내외 협
력 및 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협력 및 조

)45 4의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43!'

활동 분석

정#OOPERATION AND COORDINATION !D HOC그룹은

그 외 )45 4와 )NTERNET 3OCIETY 와의 협력에 있

의장인 -R "RETT의 주재하에 지난 연구회기 동

어서는 현재까지 )45 4의 기술적인 표준화 활동

안 성취한 )3/ )%# )3/)%# *4# 및 )NTERNET

에 )%4&)NTERNET %NGINEERING 4ASK &ORCE 가 직접

3OCIETY와 )45 4와의 협력관계 절차 등 전반적인

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아

협력관계에 대한 토의와 관련 )45  그룹의 결

직까지 뚜렷한 토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의안에 대해 상세검토가 수행되었다
본 특별그룹의 지난 회기 최대 성과는 포럼
및 컨소시움과의 협력절차 수립이었으며 이는
표준화 활동을 위한 제반 협력절차 및 방법등에
대한 전략등이 지난 743# 회의에서 승인되어
!#OMMUNICATION PROCESS BETWEEN )45 4 AND
FORUMS AND CONSORTIA 로 권고되었으며 현재 의견
수렴과정에 들어가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의 최대 이슈인 )45 4 회

본 특별그룹의 이번 회기 주요 활동계획은 다
음과 같다
p ')) 멀티미디어와 관련하여 )3/ )%# 및
)3/)%# *4#과의 협력강화 방안의 지속적
추진
p '3#'LOBAL 3TANDARDS #OLLABORATION 를 통한
지역간 표준화기구와의 협력 유지
p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NTERNET 3OCIETY와의 협
력관계 정립 등

원이 아닌 국가 및 지역표준화기구들과의 협력절
차수립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국가 및 지역표
준화기구%43) 4 등 등과의 보다 돈독한 협력

6))) 맺음말

관계 유지를 위한 상호관심 사항에 대한 협력절

이상에서 )45 443!'의 변화된 새로운 조

차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였

직 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및 향후 i

으나 방법 세부절차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연구회기동안 43!'의 역할 등을 고찰하였다 특

못하였다 이에 잠제적으로 권고 !로 분류될 협

히 이번 월 회의는 새로운 연구회기의 시작이라

력 절차초안70 $RAFTING GROUP에서 작성 이 작

는 점이 강조되어 70S 및 !D (OC 'ROUP등에서

성되었다 주요내용은 과거부터 국가 및 지역표

향후 수행해야 할 작업할당과 책임사항 결정 등이

준화기구3$/  3TANDARDS $EVELOPMENT /RGANI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 졌다

ZATION 와의 묵시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되어 왔으

43!'회의는 년에 i회 정규적으로 개최되

며 또한 )45 헌장에 따라 이러한 협력관계가 필

며 여기에는 )45 4 개 연구반 의장 또는 부의

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협력절차를 비

장이 반드시 참여하여 향후 업무진척 사항 및 계

공식적인 회의등에의 3$/의 기고는 3$/ 이름으

획을 논의하며 표준화활동상의 제반 문제점을 논

로 제공가능하게 하고 공식적인 회의에의 3$/의

의하고 구체적인 조정 및 결정기능을 가진 회의라

기고는 해당 )45의 회원국-EMBER STATE 들의 규

고 할 수 있다

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잠정 결정하였다

이러한 43!'의 성격에 비추어 우리의 대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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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몇가지 제시하고 본 고를 마무리하고자 한

무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인 만큼 우리나라도

다

43!'을 통하여 )45 4장에서 펼쳐지는 총체적인
첫째 43!'회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개

표준화정보를 입수 q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의 표준화활동 전반에 걸친 )45 4의 전략 정책

표준화연구 및 활동의 도약을 시도해야 할 것이

작업계획 및 방법 %$(관련 활동 등을 검토하고

다

기획하는 전략전담조직이라 할 수 있다 즉 )45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역 및 국가의 표준화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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