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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공공성과 사회기반적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전기통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럽은
역내 전기통신 시장의 단일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유럽은 전기통신 장
비 및 서비스에 대한 유럽 단일표준의 제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43)를 설립하여 유
럽 역내 회원국들의 공동 이익을 모범적으로 반영 또는 선도하고 있다 전기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최근 시장지향적 표준개발 등 표준화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43)는 년 조직의 작업구조 등 표준화
절차를 개선하였다 여기에서는 개선된 %43)의 조직 및 표준화 작업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 개 요
유럽의 시장단일화로 산업 및 생활 전분야
에 걸쳐 전기통신 장비나 서비스의 유통이 자
유로워지게 되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들은 통합
된 통신망INTEGRATED COMMUNICATIONS NETWORK 의
개발에 전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43)%UROPEAN 4ELECOMMUNICATIONS 3TANDARDS )N
STITUTE 는 여타 표준화단체 관련 방송분야 및 사
무정보 기술과의 상호작용 등 전기통신 전영역의
기술적 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년 월 설립

되었다 %43)는 망과 서비스의 연계를 통하여 유

럽 전역에 걸친 장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

 %# 위원회#OMMISSION OF THE %UROPEAN #OMMUNITIES 가
발행한 <전기통신서비스 및 기기를 위한 공동시장 형성에
관한 녹서에 따라 설립되었다



한 유럽의 자발적 표준을 수립하고 세계 표준의
제안 및 촉진에 기여하며 나아가 세계표준의 사전
구축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표준
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43)는 표준화작업을
가속화하고 시장수요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년 월 제차 총
회'ENERAL !SSEMBLY '! 에서 4!4ECHNICAL !S
SEMBLY  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로 이관하고
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OARD를 설치하여 총
회의 권한을 위임하는 등 최고 의사결정 과정
을 단순화하였다 그리고 표준화 기술에 관련된

 4!는 %43) 표준제정에 관한 기술활동의 최고 의사결정기
관으로 년 월 제회 4!프랑스 칸느 이후 년간 계
속 개최되었으나 %43) 조직개편과 더불어 제회 4!로
그 임무를 마감하게 되었다

유럽의 전기통신 표준화절차 분석

기술조직4ECHNICAL /RGANIZATION 4/ 이 새로이

게 개방되어 있다 즉 유럽 전기통신표준의 수립

구성됨으로써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마무리되었

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조직은 누구나 %43)에

다 한편 표준화 작업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일부

가입할 수 있다

4#4ECHNICAL #OMMITTEE 를 통폐합하여 기술지향

일반적으로 %43)의 회원자격은 정회원 준회

적 표준화 작업과 시장지향적 작업을 명확히 하였

원 업저버로 구분되며 정회원 및 업저버는 유럽

다그림  

우전주관청회의#ONFERENCE OF %UROPEAN 0OSTAL

이같은 조직개편과 더불어 년 %43)는 표

AND 4ELECOMMUNICATIONS !DMINISTRATIONS #%04

준 제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술적 작업절

지역적 범위내 국가 소속이어야 한다 정회원은


차4ECHNICAL 7ORKING 0ROCEDURE 470 를 새로

법인만이 취득할 수 있으며 협회 ASSOCIATION q 기

이 채택함으로써 %43)의 표준화 절차 관련 규칙

업COMPANY q 단체GROUPING q 조직ORGANIZATION

의 개정· 내부조직 구성· 발행물 시스템 및 승인

공공기관PUBLIC AUTHORITY 이어야 한다 정회원은

방법에 대한 개선을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43) 정관 및 2O0 '!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

표준채택 절차에 있어 회원의 영향력 확대 %43)

며 '! q 특별위원회 및 4/ 산하의 각종 회의에

조직구조의 강화 정보통신 기술의 향후 경쟁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있어 %43)의 지위향상 등 %43)에 커다란 이점을
가져오리라 기대되고 있다

준회원은 정회원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이 취
득하며

투표권 없이 '!에 참여한다 그리고

"OARD가 정한 조건에 따라 4/의 관련 기구에 전

)) %43)의 신규 조직
 회원자격
%43)는 독자적인 자기 자본으로 운영되는 기
구로서 당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유럽내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그 업무와 회원자격은 사용
자 공중망 사업자0UBLIC .ETWORK /PERATORS 제

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업저버는 정회원이 될 자
격이 있는 법인이 되며 투표권 없이 총회에 참여
할 수 있다
한편 %&4!%UROPEAN &REE 4RADE !SSOCIATION
사무국장은 카운셀러로서 총회에 참여할 수 있
으며 투표권 없이 위원회q특별위원회q기술조직에
참여할 수 있다 %43)의 년 현재 정회원은
개국 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조업자 민간 서비스제공자 및 연구기관 주관청
및 국가 표준화기구 등 모든 관련 이해 당사자에
 이전에는 4!의 작업절차를 4!704ECHNICAL !SSEMBLY
7ORKING 0ROCEDURE 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조직
개편에 따라 년 월 일부터 열린 470 7ORKSHOP에
서 4# 및 0ROJECT 의장이 참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조직의
작업절차를 규정한 470초안이 검토되었고 그 결과에 따
라 "OARD에서 작성된 470안이 제회 '!에서 의결되어
년 월 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43)의 조직 개요
%43)는 다음으로 구성되며 그 조직은 그
림  과 같다
{ '!'ENERAL !SSEMBLY
{ "OARD
{ 4/4ECHNICAL /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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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ssembly)
ETSI Board

Technical Committee
TC ERM
TC EE
TC ICC
TC HF
TC NA
TC MTS
TC SES
TC SEC
TC STQ
TC SPS
TC TMN
TC TM
ECMA TC32
EBU/CENELEC/ETSI JTC

Special Committee

ETSI Project
EP ATA
EP CN
EP DECT
EP MTA
SMG
EP TIPHON

EP BRAN
EP CTM
EP DTA
EP PTS
EP TETRA
EP EASI

EE(Environmental Engineering)
ERM(EMC and Radio spectrum Matters)
ICC(Integrated Circuit Card)
MTS(Methods for Testing &Specification)
SEC(SECuity)
SES(Satellite Earth stations & System)
STQ(Speech processing, Transmission &
TM(Transmission and Multiplexing)
Quality)
ECMA TC32(Communication, Networks & Systems Interconnection)
ATA(Analogue Terminals and Access)

Finance Committee
ETSAG
JEEC
GMM CG
*INCUBATOR OCG
User group
SAGE

HF(Human Factors)
NA(Network Aspects)
SPS(Signalling Protocols & Switching)
TMN(Telecommunications Management
Networks)
EBU/CENELEC/ETSI JTC (Joint
Technical Committee)
CN(Corporate Networks)

BRAN(Broadband Radio and Access
Networks)
CTM(Cordless Terminal Mobility)
DECT(Digital Enhanced Cordless
DTA(Digital Terminals and Access)
Telecommunication)
MTA(Multimedia Terminals & Applications) PTS(Pay Terminals and Systems)
SMG(Special Mobile Group)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
TIPHON(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Protocol Harmonization Over Networks)
EASI(ETSI Project ATM Services Interoperability)
ETSAG(European Telecommunications Awareness Group)
GMM CG(Global Multimedia Mobility Co-ordination Group)
JEEC(Joint ETSI/ECMA Committee)
INCUBATOR(New Ideas Incubator Group)*
OCG(Operational Co-ordination Group)
SAGE(Security Algorithms Group of Experts)

* INCUBATOR는 제11회 Board 회의에서 1) 전기통신에 대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새로운 표준화분야의
인식, 2) 6개월의 단기간, 3) 경력 2년내 30세 미만의 신참 참가자, 4) Board 에의 보고 등을 요건으로 사전표준화
(pre-standardization)를 위해 새로이 조직되었음

그림  %43) 및 4/의 조직도

{ 특별위원회3PECIAL #OMMITTEES

한을 가진 기구로서 표준화의 광범위한 전략과제

{ 사무국 3ECRETARIAT 총장과 부총장으로 구성

방침 및 재무조직에 대한 책임을 진다

%43)는 그림  과 같이 크게 '! "OARD 4/

"OARD는 '!의 회기 사이에 '!가 부여한 권

특별위원회로 구성되는데 먼저 '!는 %43) 기본

한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를 위하여 활동하

정책 수립과 그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하는 최고권

는 조직이다 4/의 원활한 운영 및 %43)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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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일상적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43)

업무가 발생한 경우 설치되며 운영자금은 유상작

작업항목 유상작업 항목 4# 및 %43) 프로젝트

업 항목의 예산에서 조달한다

표준화 정책에 대한 조언을 담당한다
4/는 기술전문가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

나 %0%43) 0ROJECT

로 작업할 수 있도록 구성된 조직으로 %43)의 표

%0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재원으로 일련

준 및 관련 문서의 준비를 그 임무로 한다 시장의

의 %43) 작업항목의 명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변화에 대하여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한 활동체이며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위하여 이전보다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4/ 산하에는 다시 4#4ECHNICAL #OMMIT
TEES

%0%43) 0ROJECTS %00%43) 0ARTNERSHIP

0ROJECTS 를 두며 일정기간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

{ 기술부문이 아니라 시장부문의 요구에 근
거하여 설치되며 제한된 기간을 갖는다 즉
%0는 시장요구가 있는 한 지속된다
{ 프로젝트 요구정의0ROJECT 2EQUIREMENTS $EF

기 위하여 34&3PECIALIST 4ASK &ORCE 를 둘 수 있

INITION 에 기술된 결과를 목표로 하며 시장의

도록 하였다

요구필요에 따라 정당화된다
{ 독자적인 사업개발 활동을 하며 주어진 기간

 기술조직 4/

이내에 시장 개발에 따른 프로젝트 요구정의
의 조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가 4"4ECHNICAL "ODY
4/4ECHNICAL /RGANIZATION 는 세가지 유형의

{ 독자적인 프로젝트 프로그램 관리 및 시의적
절한 성과물을 갖는다

4" 즉 4# %0 %00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기

{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범위내에서

술적 토론을 위한 포럼을 제공하고 작업프로그

상세 작업항목의 정의창설정지에 대하여 책

램7ORKING 0ROGRAMS 및 %43) 문서의 준비를 그

임을 진다

주된 임무로 한다 그리고 그 권한에 속하는 문제
에 대한 주된 결정 중심지이다
한편 이들 4"간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4"가

{ 고유 %43)성과물의 적극적인 준비와 더불어
기타 4" 작업항목의 관리기능을 적절히 결합
한다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컨대 중복된 기술

{ %43) 성과물의 유효성예컨대 성과물이 완전

적 작업의 영역 에 대하여 그 해결을 위하여

히 실행되고 프로젝트 요구정의에 따라 최소

/#'/PERATIONAL #O ORDINATION 'ROUP 를 두고

비용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기능과 수행을 제

있다 /#'는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에 대하여 책임

또한 34&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진다

종래 프로젝트팀0ROJECT 4EAM 04 을 대체한 것
으로 04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기간동안 특정한

다 4#4ECHNICAL #OMMITTEE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q비상근의 전문가로 구성된

4#는 하나 이상의 4"에 기여하고 또한 계속

소규모 팀이다 4# %0 %00에서 처리할 수 없는

성을 가지는 특정 기술분야에 관한 일련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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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항목에 관하여 조직된 활동체이며 다음의 특
징을 갖는다
{ 시장부문의 요구 보다는 기술적 분야에 대하

{ 책임 및 저작권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 독립재정을 수행한다

여 수립되며 반영구적이다
{ 기술중심의 작업에 관여하는 준상설기관이

))) 표준 개발 절차

다
{ 주로 하나 이상의 %0 또는 %00에 관한 작업
과 기타 4"의 작업형태로 취급될 수 없는 작
업에 대하여 관여한다
라 %00%43) 0ARTNERSHIP 0ROJECT

 유럽표준%UROPEAN 3TANDARD %. 의 개발
일반적으로 표준이란 제품의 질적 수준 성능
안정성 또는 크기 등 제품에 대하여 요구되는 특성
을 규정한 기술적 사양에 관한 문서로 예컨대 용
어 시험 및 시험방법 패키징 상표부착MARKING

%00는 외부단체와의 상호운용이 필요한 때
그리고 그러한 상호운용이 %00나 4#내에서는 적
당하지 않을 때에 수립되는 활동체이며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 기술기반보다는 시장부문의 요구에 근거하여
수립되며 기간의 제한이 있다
{ 프로젝트 요구정의에 기술된 프로젝트 결과
에 대한 시장부문요구가 있다 프로젝트 요구

또는 LABELING 을 포함한다 한편 표준은 반복적이
고 계속적인 적용을 위하여 공인된 표준화단체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유럽의 전기통신표준안은 개인 회사 표준
화단체 등이 제안할 수 있으나 그것은 %43)
"OARD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3) 작업계획에
있어 대부분의 기술적 작업은 다양한 전기통신분
야를 취급하는 4"가 수행한다

정의에 대한 조정을 제안하기 위하여 계획된

종래 표준 제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표준을

결과에 대한 시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재확인

승인· 공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었다 이전까지

하기 위한 독자적인 사업개발 활동을 갖는다

%43)의 모든 표준은 각 국가표준화기관.3/S 의

{ 자신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시

의견수렴 및 투표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4#가 표

의적절한 성과물을 제시한다
{ %43) 정준 회원의 대표 및 외부단체의 협력
및 참여로 이루어진다
{ %43)와 상대방간의 협정이나 계약에 정의된
작업절차 및 정책을 가지며 %43) 사무국의 지
원을 받는다 이는 470에 규정된 절차와 다
를 수 있다
{ 적절한 %43) 성과물을 제안하여야 하지만 그
성과물의 특성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다



준안을 작성한 후 의견수렴 및 투표절차에 년 이
상이 소요되어 최근의 신속한 표준화 요청에 부응
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43)는 표준개발에 걸
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도
입하게 되었다
새로운 표준제정 절차의 도입을 위하여 새로
운 투표 및 승인절차 새로운 번호부여 계획 표
준화작업 추진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소
프트웨어 갱신과 대체를 위한 새로운 방침 등 관

유럽의 전기통신 표준화절차 분석

련사항이 검토되었고 이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문

H표 I %43) 표준 승인절차 및 종류의 문서형태

서양식의 개선 문서번호의 간소화 투표 및 승인

표준승인절차

에의 전자방법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년 월

%43) 공개승인 절차에 의
한 승인 /!04!0

유럽표준
%UROPEAN 3TANDARD %.

%43)회원별 승인절차에
의한 승인-!0

%43)표준
%43) 3TANDARD %3
%43)가이드
%43) 'UIDE %'

일 이후 4"에서 승인하는 모든 표준안에 대하여
신규 표준 제정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이미 공표
된 표준의 개정과 이에 대한 새로운 부분의 추가
는 문서의 변경이 없는 한 신규 방법에 의한다

%43) 4# 또는
%0%00에 의한 승인

 표준승인절차
일단 표준 초안이 4"에서 승인되면 해당 표준
안을 %43) 사무국에 제출하고 %43) 표준안 승인
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다 표준승인 절차는 일반
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 .3/S 배포를 위한 사무국의 기술적인 편집
{ 각 .3/에 대한 0%0UBLIC %NQUIRY
{ 0%결과 수집된 의견을 관련 4"에서 검토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43) 표준안
준비이 경우 4"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서의 종류

%43)기술사양
%43) 4ECHNICAL 3PEC %3
%43)기술보고서
%43) 4ECHNICAL 2EPORT %3



그러나 표준의 유형 에 따라 구체적인 승
인절차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승인절차에는
 %.%UROPEAN 3TANDARD 의 채택을 위한 공개승
인절차0UBLIC !PPROVAL 0ROCEDURE

 %3%43)

3TANDARD 와 %'%43) 'UIDE 의 채택을 위한 회
원별 승인절차-EMBERSHIP !PPROVAL 0ROCEDURE
-!0

 424ECHNICAL 2EPORT 와 434ECHNICAL

3PECI`CATION 의 채택시 사용되는 4#나 %0%00

에서의 승인절차가 있다

경우 재차 0%를 거칠 수 있다
{ 가중투표7EIGHTED 6OTING 경우에 따라 '!
에서 투표할 수 있음

 %43)의 표준화작업방법 절차 번호계획 등에 대한 세부
적인 사항은 4704ECHNICAL 7ORKING 0ROCEDURE 에서 다
루고 있으며 4/ 운영 /PERATION OF THE 4ECHNICAL /RGA
NIZATION 과 %43) 성과물 처리 (ANDLING OF %43) DELIV
ERABLES 개 항목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470 이전
의 4!704ECHNICAL !SSEMBLY 7ORKING 0ROCEDURE 에서는
!기술총회 4ECHNICAL !SSEMBLY "기술위원회 4ECHNI
CAL #OMMITTEE #프로젝트팀 0ROJECT 4EAMS $%43)
사무국과의 협력 %4ECHNICAL #HAIRMEN #OORDINATION
&%70의 개발 및 구현절차 '%43) 표준 및 기술보고
서의 작성승인 절차 (외부기구와의 협력 절차 *기
술작업에 사용되는 문서의 종류 등 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다

 새로 개정된 470에서는 %43) 표준을 %.%UROPEAN
3TANDARD %3%43) 3TANDARD %'%43) 'UIDE 42
4ECHNICAL 2EPORT 434ECHNICAL 3PECI`CATION 을 %43)
표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전의 4!70에서는 %43)표
준%43) %43 4"24ECHNICAL "ASES FOR 2EGULATION
%42%43) 4ECHNICAL 2EPORT '3- 43'3- 4ECHNICAL
3PECI`CATION 4#2 424ECHNICAL #OMMITTEE 2EFERENCE
4ECHNICAL 2EPORT 4# 424ECHNICAL #OMMITTEE 4ECHNICAL
2EPORT 가 있었다 이들 문서는 470 !NNEX #(ANDLING OF
DELIVERABLES FROM THE PREVIOUS REGIME 에 따라 신규문서 유
형으로 유지· 보수된다 새로이 개정된 문서의 유형에 대
해서는 )6장에서 언급한다
 4!70하에서의 표준승인절차는  %43 ) %43 4"2의
채택을 위한 단계0% 및 &ORMAL 6OTING 의 .!0.ORMAL
!PPROVAL 0ROCEDURE  %43와 ) %43의 채택 시 긴급한 경
우 0%와 &ORMAL 6OTE를 결합한 단계의 5!05NI`ED !P
PROVAL 0ROCEDURE  %43와 ) %43의 채택시 매우 긴급한
경우의 !5!0!CCELERATED 5NI`ED !PPROVAL 0ROCEDURE 의
가지 방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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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개승인절차에는 일반적으로 0%와 투
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단계 승인절차/NE
3TEP !PPROVAL 0ROCEDURE /!0 와 0%와 투표가

는 4" 의장은 다시 0%를 실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0%을 거친 표준안은 다음 단계로 국가별 투표

두 단계로 나뉘는 단계 승인절차4WO STEP !P

를 거쳐야 한다 4"가 사무국에 제출한 수정된 표

PROVAL 0ROCEDURE 4!0 가 있다 이러한 절차를

준안이 %43) 표준안 작성규칙에 합치되면 사무국

거쳐 승인된 표준안은 %.으로 공표된다 %3나

은 일 이내에 .3/에 대하여 투표를 위한 배포

%'도 공개승인절차를 거친 후 %.으로 전환될 수

를 준비한다

있다 43나 42은 해당 4"에서 승인되면 된다

.3/S는 일 이내에월월인 경우에는

현재의 %3에서 편집상의 것 이외에 수정 없이

일 국가적 합의를 구하고 그 결과 자국의 입

%.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나 %43) 문서가 고

장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정당

도의 성숙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 /!0가

한 요구가 있는 경우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

사용될 수 있다

다 .3/의 투표 유형은 <예아니오이거나 기권

가 4!0

이다

4!0의 첫 단계가 0%이다 일단 표준안이 해당
4"에서 승인되면 승인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표준안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표
준안이 %43) 표준안 작성규칙$RAFTING 2ULES 에
합치되면 일 이내에 0%를 위해 각 .3/에 배포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3/는 이를 다시 %43) 회
원 여부와 관계 없이 자국내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배포한다 이는 /!0의 경우와 같으나 4!0에서
.3/에 대한 배포는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투
표의 사전절차이다
.3/는 일 이내에월월에 배포된 경우
에는 일 %43) 사무국에 표준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고 수정제안을 한다 적어도 .3/
과반수 이상이 답변하여야 0% 절차가 유효하다

사무국은 투표결과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
련 4" 및 .3/에 송부한다 투표는 적어도 .3/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여야 유효하며 최종결과는


총회가 각국에 부여한 국가별 가중치 에 따라 합
산하며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승인된다
표준안이 승인되면 %43)는 %.으로 공고한다
만약 당해 표준안이 승인을 얻지 못하면 %5협정
제조에 따라 %5 국가들만의 독자적 투표가치
의 합계가 이루어진다 이 때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5내 표준으로 채택되고 %5국에서 채택
된 당해 표준안을 승인한 기타 국가에도 적용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H표 I와 같다
나 /!0

사무국은 .3/의 의견을 종합하여 일 이내

일단 표준안이 해당 4"의 승인을 얻으면

에 관련 4" 의장과 .3/에 송부한다 4"는 일

4"가 승인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사무국에 제

이내에 의견수렴 결과를 분석하여 수정안을 마련
하고 4"내 승인을 거쳐 사무국에 제출한다 이
때 표준안에 대하여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43) 회원국의 국가별 가중치는 해당 국가의 '$0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되며 2O02ULES OF 0ROCEDURE 에서 각 국가
별로 할당을 정해두고 있다

유럽의 전기통신 표준화절차 분석

H표 I %.의 공개승인절차4!0
단계

내용

만약 당해 표준이 승인을 얻지 못하면 %5협
기간

관할

정 제조에 따라 %5 국가들만의 독자적인 투표

!

0% 준비

일

사무국

가치의 합계가 이루어지며 이 때  이상의 찬

"

0% 실시

일일

.3/S

성이 있으면 %5내 표준으로 채택되고 당해 표준

#

0% 사후조치

일

사무국

$

0% 결과 검토

일

4"

%

7EIGHTED 6OTING 준비

일

사무국

&

7EIGHTED 6OTING 실시

일일

.3/S

'

7EIGHTED 6OTING
보고서 작성

일

사무국

(

%. 공표

일

사무국

관련 4"에서 0%결과를 검토한 후 다시 0%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다시 0%를 실시할 수 있다

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표준안이 %43) 표준안

을 승인한 기타 국가에도 적용된다 이를 정리하
면 H표 I과 같다
H표 I 유럽표준%. 의 공개승인절차/!0
단계

내용

기간

관할

일

사무국

0% 및 7EIGHTED
6OTING 실시

일일

.3/S

#O

0% 및 7EIGHTED
6OTING 사후조치

일

사무국

$O

%. 공표

일

사무국

!O

/!0 준비

"O

작성규칙$RAFTING 2ULES 에 합치되면 일 이내
에 .3/에 배포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다 -!0

.3/에 당해 표준안이 배포되면 .3/는 다시
%43) 회원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국가내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배포하여 의견수렴을 하여 배포한 지
일 이내에월월에 배포된 경우에는 일
%43) 사무국에 표준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표명
하고 또한 수정제안을 한다 사무국은 .3/의 정
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투표의 유형은 <예아니오이거나 기권이
며 적어도 과반수 이상이 답변하여야 /!0가 유
효하다
사무국은 일 이내에 .3/로부터 수집한 의
견을 종합하여 관련 4" .3/ 회원 및 카운셀
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결과는
총회가 각국에 대하여 부여한 국가별 가중치에 따
라 합산하여 결정한다 표준안은  이상의 찬성
을 얻어야 승인되며 표준안이 승인되면 %.으로
공고한다

해당 4"가 승인한 표준안%3%'의 경우 은
-!0를 위하여 4"가 승인한 날로부터 일 이내
에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표준안이
%43) 표준안 작성규칙에 합치되면 일 이내에
각 회원에게 배포할 준비를 한다
투표는 일 동안 수행되며 정회원 및 준회원
은 사무국에 투표하여야 한다 각 회원에 의한 투
표의 유형은 <예아니오이거나 기권이다 이 경
우에도 회원 과반수 이상이 답변하여야 하며 최


종 투표결과는 회원별 가중치 에 따라 합산하여
결정한다 표준안이 채택되면 사무국은 일 이내
에 수정 없이 %3%'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정
리하면 H표 I와 같다
 회원별 가중치는 그들의 연간 정보통신관련 매출액
ANNUAL 4ELECOMMUNICATIONS RELATED 4URN/VER 44/ 에
따라 기여등급이 결정되며 기여등급에 따라 가중치를
2O0에서 정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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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표 I %3%'의 회원별 승인절차-!0
단계

내용


일부를 구속하는 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다

기간

관할

!M

-!0 준비

일

사무국

"M

7EIGHTED 6OTING 준비

일

각 회원

#M

7EIGHTED 6OTING 사후조치

일

사무국

$M

%3%' 공표

일

사무국

42은 기타 문서에서 참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경우에 인정되며 전형적으로 해당 4"의
기술적 분야에만 효과가 발생한다 42에 적합한
것으로는 표준적용을 위한 가이드 4" 운영가이
드 현황보고서 등이 있다
%'는 그 내용이 기술조직의 전체 또는 일부 작
업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43)내에서 일

)6 %43) 문서의 종류

반적으로 관심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 인정된다
그 내용이 소수의 4"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연락

년 "OARD에 의하여 새로이 개정된 %43)
따라

다 %'는 -!0를 거침으로써 %43)내에 폭 넓게

%43)에서 발행하는 문서의 유형이 다음과 같이

수용될 수 있고 합의의 결여로 인하여 장래 발생

변경되었다

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 기

4704ECHNICAL

7ORKING

0ROCEDURE 에

기술서LIAISON STATEMENTS 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

%43)가 발행하는 문서는 크게 정보제공적 성
격을 갖는 문서와 규범적 성격을 갖는 문서로 나

타 4"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4"는
4" 승인 이전에 그 영향을 받는 4"와 연계하여
야 한다

뉜다 이에 대해서는 문서를 제공하는 해당 4"가
결정한다

 규범적 문서

정보제공적 성격의 문서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에 해당하는 문서의 유형으로는 4"에서 승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표준화를 위한 것

인q채택된 43 4"가 승인하고 -!0에 따라 채택

이 아니거나 아직 표준으로 성숙되지 않은 것이

된 43 4"의 승인을 얻어 공개승인절차를 거쳐

다 규범적 성격의 문서는 표준화의 목적이 있으
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계에 직접 사용될 수 있
는 규격이나 조건 규정 등을 포함한다

 정보제공적 문서
이에 해당하는 문서에는 4"가 승인q채택하
는 42과 4"가 승인하고 -!0에 따라 승인되는
%'가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정보제공적 성격
을 가지나 42이나 %'에 기술조직의 전부 또는




채택된 %.이 있다

유럽표준화의 가속이라는 %43)의 목적을 위
하여 일반적으로 43가 기본적인 문서유형으로
 42은 이전의 문서유형인 4# 42이나 %42 등을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이전의 문서유형인 4#2 42이나
%42을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424#2 42은
%43) %43 4"2 %42 등의 준비시 내부 작업 문서로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초안버전 등 %43) 내부에서 사용되는
작업문서이다 한편 %42은 기타 문서유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출판의 가치가 있는 %43) 성과물을 문서화한 것이
다
 이상의 세가지 문서유형은 이전의 문서형태인 %43
) %43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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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다 43는 4"의 승인을 얻으면 곧 이용될
수 있으며 4"가 이를 개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43)는 74/의 <4"44ECHNICAL "ARRIERS TO
4RADE 협정에 따라 -!0를 위하여 일간의 투

H표 I %43)의 문서번호 부여방식
문서번호
방식

사용
기호

DD Lxx xxx-z-w Vm.a.b

DD

문서유형

(TS, TR, ES, EG, EN)

0

Special Reports

표기간을 갖는다 %43)의 %3 채택은 <전략적 중
요성을 갖는 문제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나타내

L

며 이를 )45나 기타 표준화단체에 제출할 수 있
다
규제적 문제 문서유형 승인문제 /.0/PEN

1

TS & TR

2

ES & EG

3

EN

xx xxx

일련번호

(00 001 – 99 999)

z

part 번호(있다면)

(1, 2, ...)

.ETWORK 0ROVISION 관련 문제를 위하여 또는 조

w

sub-part번호(있다면)

(1, 2, ...)

화표준(ARMONIZED 3TANDARD 으로 사용하려고 하

m

주요(major)버전번호

(1, 2, ...)

는 경우에는 %.으로 할 수 있다 %.으로 하기에

a

기술적(technical)
버전 번호

(1, 2, ...)

적합한 주제분야로는 라디오 관련 및 터미널장비

b

편집상(editorial)
버전 번호

(1, 2, ...)

표준RADIO RELATED AND TERMINAL EQUIPMENT STAN
DARDS 이 있다 %.에는 3TANDSTILL 및 .ATIONAL

동일한 일련번호PART 번호 및 SUB PART 번호 는 43가 %3나
%.이 되거나 %3가 %. 또는 42이 %'가 되어도 유지된다

4RANSPOSITION 이 적용된다
이상의 세 가지의 규범적 문서유형 중 둘 이상
이 병행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처음부터
각 문서의 내용이 같아야 하며 여러 단계의 승인
절차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되어야 한다 4"는 단
지 하나의 문서를 제출하는 반면에 사무국은 다
수의 문서를 위한 성과 및 승인절차를 관리한다
43는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고 %3 그리고또는
%.에 의해 보충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O0 제조에서 각 .3/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의무
로서 %43) 각 회원들은 %.의 준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국가표준화 활동이나 %.과 일치하지 않는 표준의 개발 및
개정을 해서는 안 될 의무를 말한다 3TANDSTILL은 '!에서
일정한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개개 작업항목별로 결정하
며 작업분야나 작업계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O0 제조에서 각 .3/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해당
%.의 VISIBILITY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
다 각 .3/는 %.이 채택되면 텍스트의 출판 또는 ENDORSE
MENTENDORSEMENT SHEET의 출판 또는 관보에의 공표 의
방식으로 이를 행한다 .ATIONAL 4RANSPOSITION국가적 대
체 을 통하여 %.은 국가표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된
다

 문서의 번호부여 방식
이전의 문서를 제외한 모든 %43) 문서는
H표 I와 같은 동일한 번호부여 원칙에 따른다
문서형태에 관계없이 신규문서는  로 시
작한다 변환된 ) %43는 본래의 마지막 세자리
숫자를 유지한다
예컨대 변환된 %43   ND EDITION은 %.
  6이 된다 즉 원래의 %43 문서유형
은 %.으로 변환되고 따라서 %.의 ,에 해당하는
번호는 이고 일련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 그대로 사용된다

6 맺음말
지난 년 이래 %43)는 급변하는 정보통신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제정 절차에
있어 신속성과 회원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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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조직개편을 논의한 바 마침내 년 월

의 변화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43)의

제차 총회에서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국가적인 표준화의 효율성 추구라

기타 작업방법 및 지원서비스3UPPORT 3ERVICE 를

는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발하여 새로이 개편된 조직이 그 기능을 제대
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표준화의 달성
을 도모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
서 효율적인 조직개편 및 작업방법의 개선을 도
모하여 %43) 내 표준제정 절차에 있어 신속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출
판 및 위원회의 지원을 담당하는 %#3%DITING AND
#OMMITTEE 3UPPORT 부분을 개 팀으로 재편하여
문서처리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표준제정
절차에 있어 지연시간을 상당히 축소하였다 또한
.3/S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43) 서버를 통하여
FTP나 HTTP 프로토콜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매년 만장의 종이와 그 우편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43) 지원서비스는 표준화 작업방법
을 개선하여 개발시간의 단축과 제비용의 삭감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자문서서비스%LECTRONIC $OCUMENTATION
3ERVICE %$3 를 년 월부터 도입하고 있으
며 %43) 발행물을 매년 회 #$ 2/-으로 제
작q배포하고 %43) 온라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신속한 %43) 표준의 개발
을 위하여 7EB에 3TANDARDS -ONITORING과 회원투
표-EMBER 6OTING 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간 평
균  회일 이상 조회되고 있다
표준화는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신속
성q효율성을 위해 절차적인 문제와 방법적인 문
제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 )45 4의 년
743#의 협의결과에 따른 조직개편 및 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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