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기구의 표준화 과제와 전자적 문서처
리 동향분석

 

구경철 표준기획연구팀 선임연구원

 

김형준 표준기반연구팀 선임연구원

 

박기식 표준기반연구팀 책임연구원 팀장

 

국제 표준화 기구인

 

를 비롯해

 

등 각 지역 표준화 기구들은

급속한 기술개발에 따른 적기의 표준공급 및 전자적 표준화 문서유통을 통한 신속한 표준제정을 위해

 

에 기반을 둔 정보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고서

 

표준관련 문서

 

표

준승인을위한전자투표등표준화진행에관련된각종정보를전자적으로검색하고처리할수있는환경

을 구축하는데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와최근

 

기반전자문서처리를구축한

 

그리고

 

및 국내 민간표준화 단체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대상으로 관련

표준화과제 중심의 조직체계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자적 문서처리 현황을 고찰한다

 

개 요

최근 국제 및 지역 표준화 기구들에서 제정되

는표준을보면 우선표준화대상증가에따른표

준문서의 양적 증가와 대상기술의 복잡성에 기인

한 질적 복잡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에 기술

의 급속한 발전과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단축으로

인하여신속한표준화에대한요구는더욱강하게

일고 있다 즉 표준화 기구들은 더 많은 새롭고

복잡한표준들을보다짧은시간내에개발해야한

다

는문제에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

제표준화기구인

을 비롯해

등 각 지역 표준화기구 등

에서는 각 기구의 특성에 맞는

기반 표준정보유통시스템을

개발하여 기고서 및 표준문서 표준화 일정 전자



 

주요 기구의 표준화 과제와 전자적 문서처리

 

동향분석

투표 등 표준화 진행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자

적으로 검색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마

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표준화

관련 자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및 서비스를

통하여 이러한 자료들을 표준화 관련 집단 및 표

준 이용자에게 적시에 제공하며 또한 이를 통한

표준제정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이다

대부분 표준화기구의 전자문서 처리 방법은

해당 기구의 조직과 연관하여 기고서 회의문서

보고서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본

고에서는 와 최근 기반 시스템

을 구축한 그리고

및 국내 민간표준화 단체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

회 를 대상으로 관련 표준화과제 중심의 조

직체계와현재시행하고있는전자적문서처리정

책현황을살펴본다 의조직체계현황 은

많이다루어진주제이므로 관련사항만고찰

한다

년 월 현재 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는 산하기구로서

의 개 부문으로 나뉘어서 표준화를 진

행하고 있으며 이 중 전기통신 부문의 표준화

는 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는

기존의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를 확대

개편하여 년에 탄생하였으며 세계전기통신

표준총회

전기통신표준화자문

반

및 개의 연구반

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의 관련 공식화 조직은 지난

년 제 차 세계전기통신표준총회

의 결의 에 따라 구성된

연구과제 및 분

야 이며 에 의해 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

용되었다

에서의 관련활동은 년

월 첫 모임을 시작한 에

서전담하고있으며 이를위해 는다시 개의

전문가 그룹 으로 나뉘어

구성되어있다 이들은각각 표준에대한출판

정책 을 협의하는

시스템 구축 을

위한 그리고 표준화 관련한 대외

협력업무 를수행하고있는

으로활동업무를구분하고있다 이들의궁극

적인목적은 표준문서의전자적인유통환경

보급과 의표준문서유통서비스에대한과금

그리고 표준문서에대한저작권리등의정책

결정안 작성등을 통해 원활한 표준문서 유통 및

이를 통한 신속한 표준 개발이 용이하도록 하는

데 있다

표 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각종결의및권고에관한현황 을나타내고있

으며 이는모두 에서제개정되었으며

이중에서 방법론을다루고있는결의제 호

및 권고 가 전폭 수용됨으로써 는 의

전략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권고 의 부록 문서의 전자적 제출에 대

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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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권 제

 

호

 

년

 

월

 

표

 

의

 

관련 결의 및 권고

구분 제목 비고

결의 계속적인 개발

결의
내에서의 그룹

결의
사용 장려를 위한 실천계획

권고 전자적접속
제 절 제 호

권고

권고

에 기술된 권고안 및 기타문서의 전자적

제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을이

용한 새로운 전자적 문서제출방법

전자메일 혹은 디스켓으로 제출되

는 경우의 전자적 제출정보 및 방법

전자적 문서제출에 있어 표준 파일

포맷 변환가능포맷등의정보를담고

있다

에 규정된 영역

의 활용은 각 연구반의 의장에 의해 총괄 관

리되며 개 연구반과 에 관련된

총 개의 디렉토리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의 이번 연구회기

에서는다음과같은사항에중점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출판과 정보서비스에 관련된 정책과 요금에

대한 자문

새로운 전자적 출판과 서비스에 대한 제안서

검토

출판정책에서의 지침 원칙개발

권고의 신속하고 다양한 보급

문서 발간물 등과 같은 모든 표준정보에 대한

회원 등의 완전한 전자적 접속

이용자 입장에서의 회원비 출판 구독비 등과

같은 비용산정

정보정책에 대한 전략적 가치이해

전자적 작업방법의 지속적인 개발

그 외 에서 구현하고 있는 기구간 표준정

보유통망의 한 부류인 세계표준서비스망

은 년 월

에 발족된

그룹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는 세계 각

국의 주요 표준화 기구인



 

주요 기구의 표준화 과제와 전자적 문서처리

 

동향분석

등 개 기관이 모여

구현하기로한합의된협동서비스로서 목적은기

관상호간의 범 세계적 공동표준화 활동을 조화롭

게추진하자는데있다 은 홈페이지

로서 국가 표준화기구

및 지역 표준화기구의 중앙 사무국들의 홈페이지

상호 링크 및 국제 표준화에 대한 범용정보를 제

공하고 구조적정보인덱스를제공함으로써사용

자들에게 표준화기구 회원들의 홈페이지에 보다

효율적 접근가능하게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의 은 에서 개발되어 현재 의

견수렴을 위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

한된 회원 각 회원국 담당위원회 위원 담당

부서 위원 등 만이 접속을 할 수 있

다

년

와

가 정보기술 분야의 표준을 공동 제

정하기위하여설립한

은 정보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주관기관으로서사용자요구에부응하기위한표

준의 제정과 사용의 극대화 실질적으로 구현 가

능한 표준의 시의 적절한 개발 등을 목표로 한 표

준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를비롯한 개의 회

원국과 개국의 회원국을 갖고 있

으며 년 월 제 차 총회에서 확정된바대로

을통한조직의대대적개편을통하

여 차조직개편을한바있으며 지난 년 월

제 차총회에서업무재조정에따라 그림 과같

은 표준화 조직으로 차 재편되었다

주요 차 개편내용은 과 전자 상거래

분야의 임시조직인

을 가지며 적합성 평가

및 표준화의 등록 불일치 해결을 위한

등록부 등의

그룹을 두고 있다

의변경된조직및표준화분야는기존의

및 분야를 해체하

고 및

분야를 추가하

였으며 그외기능표준을담당하던

전략담당

조직인 적합성평

가 특별작업반

을 해체하였다

한편 차 재편에서는 업무재조정을 위해

을 해체하고 관련 업무를 및

로 이관하기로 결의하였다 결의 또한

전자상거래팀의역할완료에따라이를해체 결의

하고 팀의 이름을 변경하였다 결의

한편 표준화관련 모든 문서의 전자적 처

리 방식도입과 관련 하여 년도 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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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권 제

 

호

 

년

 

월

 

그림

 

의 표준화 조직

회에서결의제 호정보기술전략특별위원회

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를 이용한 전자문서에

Cultural and Linguistic
Adaptability and
User Interfaces

Data Capture and
Identification Systems

Data Management
Services

Distributed Application
Services

Document Description
    Languages

      Information
Interchange Media

IT Terminology

Multimedia and
Representation

Networking and
Interconnects

Office Equipment

Programming Languages
& Software Interfaces

Security

Software Engineering

SC2: Coded Character Sets

SC17: Identification Cards & Related Devices
SC31: Automatic Identification & Data Capture Techniques

SC32: Data Management Services and Interchage

SC33: Distributed Application Services

SC34: Document Description Languages

SC11: Flexible Magnetic Media for Digital Data Interchange
SC23: Optical Disk Catridges for Information Interchange

SC1: Vocabulary

SC24: Computer Graphics and Image Processing
SC29: Coding of Audio, Picture, Multimedia and Hypermedia Information
SC6: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SC25: Interconne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SC26: Microprocessor Systems

SC28: Office Equipment

SC22: Programming Languages, Their Environments and
      Systems Software Interface

SC27: IT Security Techniques

SC7: Software Engineering

ISO/IEC JTC1

Imaging and
Graphics

Business Team

Conformity
Assessment and

Interoperability RG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RG

Registration
Authorities RG

SC35: User Interfaces
SC22/WG20: Internationalization

 : 제12차 총회에서 업무조정으로 해산됨.

Technic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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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분석

배포에 관한 의 정책

이 처음으로 승인되었으며

지난 년 월 제 차 총회 일본 에서 각 회

원국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의 절차부분 에 수정된

정책 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모든 표준화관련 문서는 전자

적으로처리하도록하고디스켓에의한배포는점

차 종료할 예정이다 이는기존의 의 디스켓

에 의한 문서배포에서 기반 전자문서배포의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를유도하고 최근의표준화과정의신속화를

적극반영한다는 정책의 일환이다

그 외 년 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 호 전자투표 의 내용은

전자투표에대한시험시스템에대한각국가회원

들의의견을반영하여수정할예정이다

기반전자적문서처리정책중문서의준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전자문서의 권고 포맷 및

편집기

에서는 정책과는 달리

를 최후의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회람문서

나 투표문서는 편집이 불가능한 를 표준안

은 를 기타문서는 파일로작성상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래픽 혹은 비 텍스트

문서는 혹은 포맷을 권고하고 있으며

가능한한 에서권고하는문서편집기에서다

룰 수 있는 포맷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

어업그래이드로인한포맷에대한정책이변경될

시는반드시 개월이상의유효기간을두도록하고

있다

문서의 표현 및 구조

표준이 아닌 모든 문서는 반드시 단

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 규정

은

와

년 월

제 차 총회에서 판이 개정승인되어

에공개될예정임 을참조하도록하

고 있다 그 외 각종 문서의 서식에 대해서는

전자문서서식지침

을 마련하여 이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파일이름 규칙

규칙적용

관련 표준화위원회 확인자

예

의 문서번호

특정 포맷에 대한 파일 확장자

문서의 구분자 있는 경우만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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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서는 새로운 번호 부여하도록 함

구분자 내용 비고

표제

투표형식 만약 하나의 파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는 구분자를 표시하

투표내용
지 않는다

설명문

파일이 목차 인덱스 등과 분
다중파일 지시자 리되어 송부될 경우 최상위

파일을 나타내며 나머지 문서
는 의미있는 파일명을 부여한
다

파일이 여러 개로 분리되어
문서연결 지시자 있을 경우 같은 포맷의 파일

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접근제한 등급

방법으로 거의 모든 정보는 회원

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있다

그외 은 기반전자적문서처리정

책을 새롭게 승인함으로써 각 에서

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체

구조 및 관련 내용을 담은 정책 및 웹

서버 구축에 대한 요령 등을 제공하고 있

다

 

위원회

북미 지역의 표준화 기구인 위원회 공

식명칭

는

의 승인과 사무국 업무를 맡고 있는

의 재정 지원을 받아 표준화 활동을 수

행하고 있으며 년 월 현재 를 비롯한

개 회원사 개 사및기타 개

사로 구성되어 있다

년 월 현재 건 리스트 및 초록위

치 의 승인된

미국 국가 표준과 개 리스트 및 초록위치

의

를 제정하였으며 전통적으로 시장 수요를

토대로 민간 부문이 표준화를 주도하는 상향

식 형태를 띠고있는바 에 대

하여북미지역국가들 주로 미국과캐나다 의입

장을대변하는지역표준화기구로자리하고있다

주 임무는 북미 전기 통신망 일부를 포함하여

미국의 전기 통신망 접속에 관련된 표준과 기술

보고서를 개발하고 여러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검토 중인 관련 주제에 대한 의견을 작성한다 사

용자시스템 사업자 정보및향상된서비스제공

자의 인터페이스에서 전기 통신망의 상호 접속성

과 상호 운용성에 관련된 기능 및 특성 즉 교환

신호 방식 전송 성능 운용 관리및유지보수 측

면에서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위원회의 표준화 활동은 효율화 문제 국

내외 관련 기구와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활

용 기업체와의 협력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으며 자율적인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구체

적인 절차에 의해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최근 최신 기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등 분야별 포

럼 활동과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하여 표준화 활동

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기구의 표준화 과제와 전자적 문서처리

 

동향분석

위원회산하의각기술소위원회

및 작업반

에서 추진 중인 표준화 분야의 활동 체계는

그림 와 같고 개의 와 특별 위원

회를 두고 소위원회 산하에 작업반을 두어 정보

통신 전분야에 걸쳐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

으며 의 해당 분야에 각각 참여함으로써

국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에

서는 년 단위로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 에서 년의 전략 계획을

수정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사용자 요구

산업계의 요구 기술 진

보 국제 및 지역 표준화 기구들의 동향 등에

따라 선정된

통신망의 신뢰성 및 생존성

개인 통신

및

상호 접속 등을 중점

연구 및 표준화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소

위원회에서는 및 를 비롯한

및

등무선분야의표준화활동을활발하

게 전개하고 있다

각 별 연구 과제 내용은 표 와 같다

은 년 전략계획에 따라 진보적이고 효

과적인전자문서처리 구축계획과관련하여

의 시스템인 기능 향상 및 제안된

 

그림

 

의 조직

기능을수용하며 최종적인목표로보다경쟁력있

는표준개발을위한문서의전자적배포의최적화

및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서는 각종 전자문서의

처리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생존가이드

를 수립해놓고 있

으며 이는 의 모든 기술소위원회들이 참조하

고 있는 지침이다 의 문서허용에 대한 정책은

다른 표준화기구에 비해 개방적이기 때문에 투표

의권한만제외하고모든문서를일반사용자가입

수할수있도록하고있다 생존가이드는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의 전자적 문서 기술소위원회 및 하위

의 회의문서 회의공고 관련 비정규문서

등 검색 및 추출

에 의한 관련 문서

의 전자적 입수방법 제공

ATIS

T1AG
T1 Advisory Group

T1EDH
T1 EDH Handling

Standing Committee

T1 Secretariat

T1A1.2
T1A1.3
T1A1.5
T1A1.7

T1E1.1
T1E1.2
T1E1.4
T1E1.5
T1E1.7
T1E1.8

T1M1.3
T1M1.5

T1P1.1
T1P1.2
T1P1.3
T1P1.5
T1P1.6
T1P1.7

T1S1.1
T1S1.3
T1S1.5

T1X1.3
T1X1.4
T1X1.5

T1A1 T1E1 T1M1 T1P1 T1S1 T1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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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연구 과제

작업반
연구 과제연구 분야

해체

파일명 규칙 규칙적용

문서 포스팅 연도

각 기술소위원회 지시자

산하 구분자

문서의 번호로 에 포스팅하기

전상위 위원회혹은 로부터 승인된번

호 부여

파일확장자

상에 올라오는 모든 파일은 분마다

자동검토되어실제관련회의디렉토리로이동하

게 되며 문서정보는 의 확인 후

에 의한 저자가 공지하게 된다 특히

에대한공지와관련하여 에서는 표

준양식을 채택하고 있다 상세한 예는 가이

드 참조

② 문서처리 포맷에 대한 일반지침

특정한 포맷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상에서 문서를 하여 읽기 및 출



 

주요 기구의 표준화 과제와 전자적 문서처리

 

동향분석

력이 가능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가능한한 형식의포맷과 형식을

권장하고 있다 파일은 자동으로 형

식으로 변환함

③ 메일링 리스트가입 및 로 포스

팅하는 방법

통상적인 가입

절차와 동일하며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기반 가입 인터페이스

를 부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④ 에 포스팅할 문서의 작성 및 공지

에상정할문서의파일명규칙 ①참조

요약파일의 작성법과 에 의한 공지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다

⑤ 시스템 향상을 위한 고려사항

현재 에서 시스템 향상을 위한 고려사

항은 다음과 같다

가이드라인 개발

회의전문서포스팅기간에 대한가이드

라인 경우 회의 주일전 까지 관련 지연

기고서를 해야 함

각 기술소위원회의 그룹구성

새로운 의 개발

문서번호 자동 부여 시스템 개

발

기반 기능 확장

의 유지

보수방법

의 개발

된 파일에 관한 요약문

관리

그외 산하모든기술위원회에제출되는표

준화활동관련모든정보 기고서 보고서 회람문

서 회의공고 등 는 각 위원회별 세부분야 메일링

리스트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분야별 메일링 리

스트는 총 개이며 기반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는 년 설립

되어 최근 기술의 융합화 추세에 따라 그 명칭

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로 개칭하였으며 표

준화대상 분야별 과제는 그림 과 같다 표준화

추진내역은 년까지 약 건의 한국정보통신

표준 를

제정한바있으며 국내고유의표준은 개가제

정되어있으며무료로받을수있다 그외산업표

준은 한국산업표준원 에서 추진하

고 있으며 에 대하여 을 구축해놓고

있다

의 경우 관련 사항은 기획전략특별

위원회산하 전문위원회에서자문및전략수

립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표준화 활동에 관

련된 모든 전자 문서를 인터넷 웹을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취급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규정하

는 전자문서취급 방법 잠정안 을 공지하였다

하지만 아직 문서에 대한 표현 및 구조 서식파일

의 제공 등은 하지 않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자율

에 맡기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으며 현재 위원회

별로 구성되어 있는 전자게시판에 문서를 상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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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표준화위원회 조직

는 규칙과 파일명 체계를 기술하고 향후 보다 세

부적인 지침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다

표준화 관련 제안 각 위원회의 위원 및 일반사

용자로부터의표준화관련한모든제안사항은

(1) 통신망운용 연구위원회(TSG2)
(2) 요금정책 연구위원회(TSG3)
(3) 유지보수 연구위원회(TSG4)
(4) 전자기장애 연구위원회(TSG5)
(5) 옥외설비 연구위원회(TSG6)
(6) 구내통신 선로설비 연구위원회(LAN)
(1) 전기통신 S/W언어 연구위원회(TSG10)
(2) 신호방식 연구위원회(TSG11)
(3) 망측면 연구위원회(TSG13)
(4) 망간상호접속 합동 연구위원회(TMG)

서비스 및 통신망
운용 분과위원회

(SC1)

신호방식 및
망간 접속 분과위원회

(SC2)

(1) CMTT 연구위원회(TSG9)
(2) 전송품질 연구위원회(TSG12)
(3) 전송시스템 연구위원회(TSG15)
(4) 인터넷 텔레폰 연구위원회
(5) CATV 연구위원회

표준총회

운영위원회

기획/전략 특별위원회

- 전략 및 계획 전문위원회
- 작업방법 전문위원회
- EDH 전문위원회
- 국제협력 전문위원회
- Ad Hoc 그룹

전송기술 분과위원회
(SC3)

(1) 데이터통신 연구위원회(TSG7)
(2) 텔레마틱 연구위원회(TSG8)
(3) 멀티미디어 연구위원회(TSG16)
(4) 전화기자판 한글배열 연구위원회(TH)

데이터통신 및
텔레마틱 분과위원회(SC4)

(1) 전파 연구위원회(RSG 1+3)
(2) 방송 연구위원회(RSG 10+11)
(3) 과학업무 연구위원회(RSG7)
(1) 위성통신 연구위원회(RSG4)   
(2) 이동통신 연구위원회(RSG8)   
(3) 고정무선 연구위원회(RSG9)   
(4) 무선호출 연구위원회   
(5) 무선가입자 연구위원회
(6) ITS통신 연구위원회
(1) IMT-2000 망 연구위원회
(2) IMT-2000 무선프로토콜 연구위원회
(3) IMT-2000 스펙트럼 연구위원회
(4) IMT-2000 무선전송기술 연구위원회
(5) IMT-2000 위성부문 연구위원회
(1) 기반기술 연구위원회
(2) 응용기술 연구위원회
(3) 안전관리기술 연구위원회
(4) NGIS기술 연구위원회
(1) S/W 개발기술 연구위원회
(2) S/W 응용기술 연구위원회
(3) 데이터공학 연구위원회

(1) 정보보호관리 연구위원회
(2) 정보보호기술 연구위원회
(3) 정보보호평가 연구위원회

(1) 적합성시험기술 연구위원회   
(2) 적합성시험표준 연구위원회   
(3) 적합성시험인증제도 연구위원회

전파 및 방송
분과위원회(SC5)

전파통신 분과위원회
(SC6)

차세대이동통신
분과위원회

(SC7)

전산망 분과위원회
(SC8)

정보통신 S/W
분과위원회

(SC9)

정보보호 분과위원회
(SC10)

적합성시험기술
분과위원회

(SC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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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의 메뉴 중 표준화제안 신설 준

비중 을 통하여 수행될 예정이다

권고 문서작성기

아래아 한글 이상

한글판 이상

문서의종류문서의종류는크게 가지로구분

하고 있다

정규문서 표준화위원회 회의문서로 의장

이 문서번호를 부여한 등록문서

일반문서 일반문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

고로 제출되는 문서로 등록되지 않은 문서

를말하며 위원회의결정에따라등록이되

는 경우에는 정규문서로 재분류할 수 있다

파일명 규칙

정규문서 파일명 체계

ⓨⓨ□ □ ∼□ ⓧⓧⓧ

ⓨⓨ 작성년도의 마지막 두자리 숫자

예 년의 경우

□ □ ∼□ 해당 위원회 코드 예 방송연구

위원회의 경우

ⓧⓧⓧ 해당 위원회 문서번호 자리 일련

번호

문서작성기 고유의 확장명 또는 압축

파일 확장명

일반문서 파일명 체계

ⓨⓨ□ □ ∼□ ⓧⓧ

ⓨⓨ 작성년도의 마지막 두자리 숫자

예 년의 경우

□ □ ∼□ 해당 위원회 코드 예 방송연구

위원회의 경우

ⓧⓧ 해당 위원회 문서번호 자리 일련

번호

문서작성기 고유의 확장명 또는 압축

파일 확장명

특징적으로 는 타 기구와 달리 파일

명 규칙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 게시판에 문서종류에 대한 분류기호

다음 분류기호는 전자 문서를 위원회 게시

판등에 상정할 시 문서의 종류를 구분하는

확인자로 사용되며 아직 관련 이용자에게

통보되는 자동 메일링 리스트는 구축하지

않고 있다

회의개최안내문서 회의순서위원

회회의록 회의결과문서 검토될회의

문서 표준화과제에대한기고문서 표준

화 활동에 관한 정보 위원회간의 협력

문서

접근제한 등급

위원회에 관련된 전자문서는 각 분과위원

회 산하 연구위원회 포함 별로 등록된 위

원중에서 자신의 를 획득하여야만 가능

하며 표준에 대해서는 무료로 배포하고 있

다

 

결 론

이상에서 관련 현황과

의표준화과제및

정책동향을 살펴보았다 실제 거의 모든 기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화관련 전자적 문서처

리 기반 표준정보유통망은 정보통신표준에

관련된 표준정보 표준화 과정에서의 행위 정보

등을 컴퓨터 및 통신망을 통해 실 시간으로 수집

기능을제공하고 사용자를등급별로분류하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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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문서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지침의 구성 및 내용

구 분 지침의 내용

전자처리를 위한 기본 통신 프로토콜 및 방법

문서의 배포 및 활용을 위한 전자적 교환수단 정의 예 등

문서의 제출 등록 검색 추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바이러스 제어

전자문서에 대한 바이러스 제어에 대한 경고 및 대처방안

전자문서의 준비 및 배포

전자적 문서처리를 위한 기본정보 전자문서의기본정보 등록문서의요약정보 에대한형식및작성에관

한 지침

전자문서의 포맷 표준 문서편집기의 권고 및 변환형식에 대한 지침

전자적 형태의 파일형식 에 대한 일반지침

그래픽 및 비 문서 표준 그래픽 편집기의 권고 및 변환형식에 대한 지침

문서의 구조 및 양식 표준안 작성을 위한 표현방법 및 구성형식에 관한 지침

표준 안 작성 지침 표준 안 을 위한 작성 발표 용어개발 및 기타 표

준수단에 대한 지침

표준개발을위한표준화위원회에서다루는전자적기고서처리및작

성방법에 대한 지침

임시문서 회의록 보고서등에 대한 일반 처리 및 작성지침

문서의 표준양식 에 관한 지침

문서탐색 구조 및 배포 를 통한 문서의 배포에 있어 문서 위치에 관한 지침

문서 저장소에서의 문서탐색구조에 관한 지침 디렉토리구조 포함

파일명 구조 파일이름 규칙 및 스키마 에 관한 지침

문서의 보존기간 및 저장방법 전자문서의 보관기관 및 저장형태에 관한 사항

파일의 압축방법 전자문서의 파일 압축에 대한 형식 및 유틸리티 권고에 관한 지침

부호화 방법 문서제출에 따른 표준개발기관의 권고 부호화방법에 관한 지침

전자적 배포 및 전자투표

문서의 가용성에 관한 공지방법 문서제출 및 상정에 따른 문서의 요약정보 및 공지방법에 관한 지침
예

전자투표 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승인을 위한 전자적 투표에 관한 지침

전자문서의 접근제어

전자적 문서 및 공동작업공간에 대한 접근 분류

접근제어를 위한 방법에 관한 지침 예 방식 등

급에따라수집된정보를가공하는기능과이를분

배하는기능을기본적으로제공한다 또한이를통

해 국내외 표준 기관을 인덱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기능및표준화과정관리기능을제공한다 이

는 정보통신표준화 활동에 있어 표준의 연구개발

단계에서 표준의 완성 제정 에 이르는 표준화 순

기 전과정과 완성된표준 정보의수집

가공 분배 기능을 컴퓨터 및 인터넷을 통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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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표준화 기구 및 포럼의 정보유통망 관련

표준화 기구 명 칭 제공기능 문서접근허용등급

공개

유럽

미국 공개

한국 표준정보망
표준 공개

회의문서

일본 공개

캐나다

호주 공개

산하기관

공개

잠정

한국산업표준원

산업표준

표준관련 정보제공기능 표준 권고 제공기능 표준개발지원 전자투표 토의게시판 기능등 제공 기능중 일

부지원

등급 기준은 표준화 과정에 관련된 전자문서 기고서 회의록 보고서 표준 등 에 대한 접근을 의미하며 일반 공지사항

등은 모든 기구에서 접근제한이 없다

화한 종합 표준정보유통시스템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부분의전자적문서처리를위한표준정보유

통망은 엑스트라넷 의 개념은 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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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분류상 엑스트라넷에 기반

을 둔 가상망이라 할 수 있다 즉 표준정보유통

망은 개념적으로 인터넷의 제 물결이라 할 수 있

는 엑스트라넷기반 가상 표준화기구

의구축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엑스트라넷의개념은정보통신표준

안개발시여러기업및관련연구소등표준화와

관련된 여러 조직간에 표준화 관련 정보 표준안

의 공동연구 개발 프로젝트관리 표준안의 의견

수렴 등을 공유처리하기 위해 엑스트라넷으로 묶

어진 가상 표준화기구에 적용될 수 있다

다음은 정보통신 표준정보유통망에서 제공되

어야 하는 필수 서비스기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⑤의 기능은 표준화순기에 따른 공동작업환

경에 필수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① 대용량 표준 관련 정보 구축 국내 외 표준

및 권고 표준화동향 표준화 회의정보 표준

관련 인력정보 등

② 표준 정보에 대한 접근 구축된 정보에 대한

표준 인덱스 제공

③ 국내외 표준화 기관에 대한 연결 인덱스

④ 표준 정보에 대한 검색 검색 엔진

⑤ 표준화 공동작업 표준안심의 표준안 작성

도구 투표기능 의견수렴도구 등

끝으로 표 은전자적문서처리를위해주요

표준화기구에서마련하고있는 전자적문서처리

에관한지침의구성및내용 에있어공통적인사

항을 정리한 것이며 각 구분에 따른 관련 기능구

현 처리절차 방법등은해당기구의규정및정책

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참고로 주요 표준화기구 및 국내 표준화 관

련 기관의 전자문서처리를 위한 는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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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자문서취급 방법 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