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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기구인 )45 )3/)%#*4#를 비롯해 %43) #OMMITTEE 4 44! 등 각 지역 표준화 기구들은
급속한 기술개발에 따른 적기의 표준공급 및 전자적 표준화 문서유통을 통한 신속한 표준제정을 위해
%$(%LECTRONIC $OCUMENT (ANDLING 에 기반을 둔 정보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고서 표준관련 문서 표
준승인을 위한 전자투표 등 표준화진행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자적으로 검색하고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45[4와 최근 7EB 기반 전자문서처리를 구축한
)3/)%#*4# 그리고#OMMITTEE 4 및 국내 민간표준화 단체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대상으로 관련
표준화과제 중심의 조직체계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자적 문서처리 현황을 고찰한다

) 개 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
제 표준화 기구인 )45)NTERNATIONAL 4ELECOMMUNI

최근 국제 및 지역 표준화 기구들에서 제정되
는 표준을 보면 우선 표준화 대상 증가에 따른 표
준문서의 양적 증가와 대상기술의 복잡성에 기인
한 질적 복잡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에 기술

CATION 5NION

)3/)%#*4#을 비롯해 %43)

%UROPEAN 4ELECOMMUNICATIONS 3TANDARDS )NSTI
TUTE

#OMMITTEE 4

4ECHNOLOGY

44!4ELECOMMUNICATION

!SSOCIATION

44#4ELECOMMUNI

의 급속한 발전과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단축으로

CATION 4ECHNOLOGY #OMMITTEE

인하여 신속한 표준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하게

4ELECOMMUNICATIONS

일고 있다 즉 표준화 기구들은 <더 많은 새롭고

43!##4ELECOMMUNICATIONS 3TANDARDS !DVISORY

복잡한 표준들을 보다 짧은 시간내에 개발해야 한

#OUNCIL OF #ANADA 등 각 지역 표준화기구 등

다-ORE NEW AND MORE COMPLEX STANDARDS SHOULD

에서는 각 기구의 특성에 맞는 %$(%LECTRONIC

BE DEVELOPED IN SHORTER TIME 는 문제에 직면하고

$OCUMENT (ANDLING 기반 표준정보유통시스템을

있다

개발하여 기고서 및 표준문서 표준화 일정 전자



!43#!USTRALIAN

3TANDARDS

#OMMITTEE

주요 기구의 표준화 과제와 전자적 문서처리%$( 동향분석

투표 등 표준화 진행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자

'ROUP 43!' 및 개의 연구반3TUDY 'ROUP

적으로 검색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마

3' 들로 구성되어 있다; =

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표준화

한편 )45[4의 %$(관련 공식화 조직은 지난

관련 자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년 제차 세계전기통신표준총회743#

777 및 ""3"ULLETIN "OARD 3YSTEM 서비스를

의 결의2ESOLUTION   에 따라 구성된 )45[

통하여 이러한 자료들을 표준화 관련 집단 및 표

443!'70연구과제 %$( 및 0UBLICATION분

준 이용자에게 적시에 제공하며 또한 이를 통한

야 이며 )45에 의해 %$(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

표준제정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이다

용되었다

대부분 표준화기구의 전자문서 처리 방법은

)45[443!'에서의 %$( 관련활동은 년

해당 기구의 조직과 연관하여 기고서 회의문서

월 첫 모임을 시작한 70$EVELOPING %$( 에

보고서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본

서 전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70는 다시 개의

고에서는 )45[4와 최근 7EB 기반 %$(시스템

전문가 그룹2APPORTEUR 'ROUP 2' 으로 나뉘어

을 구축한 )3/)%#*4# 그리고 #OMMITTEE 4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45 표준에 대한 출판

및 국내 민간표준화 단체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

정책)45[4 0UBLICATION 을 협의하는 2' %$(

회44! 를 대상으로 관련 표준화과제 중심의 조

시스템 구축)MPLEMENTATION OF %$( 3YSTEM 을

직체계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자적 문서처리 정

위한 2' 그리고 %$( 표준화 관련한 )45 대외

책 현황을 살펴본다 )45의 조직체계 현황; =은

협력업무%XTERNAL #OOPERATION 를 수행하고 있는

많이 다루어진 주제이므로 %$(관련 사항만 고찰

2'으로 활동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이들의 궁극

한다

적인 목적은 )45 표준문서의 전자적인 유통 환경
보급과 )45의 표준문서 유통 서비스에 대한 과금
그리고 )45 표준문서에 대한 저작권리 등의 정책

)) )45[4

결정안 작성등을 통해 원활한 표준문서 유통 및

년 월 현재 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45는 5. 산하기구로서 )45[4 )45[2

이를 통한 신속한 표준 개발이 용이하도록 하는
데 있다

)45[$의 개 부문으로 나뉘어서 표준화를 진

H표 I은 )45[4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행하고 있으며 이 중 전기통신 부문의 표준화

각종 결의 및 권고에 관한 현황; =을 나타내고 있

는 )45[4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45[4는

으며 이는 모두 743#[에서 제q개정 되었으며

기존의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44 를 확대

이중에서 %$(방법론을 다루고 있는 결의 제호

개편하여 년에 탄생하였으며 세계전기통신

및 권고!가 전폭 수용됨으로써 %$(는 )45의

표준총회7ORLD 4ELECOMMUNICATION 3TANDARDIZA

전략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TION #ONFERENCE

743#

전기통신표준화자문

반4ELECOMMUNICATION 3TANDARDIZATION !DVISORY

권고 !의 부록 <문서의 전자적 제출에 대
한 지침'UIDE ON %LECTRONIC 3UBMISSION OF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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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표 I )45[4의 %$( 관련 결의 및 권고
구분

제목

비고

결의 

#ONTINUED $EVELOPMENT OF %LECTRONIC $OCUMENT (ANDLING

{ 계속적인 %$( 개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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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내에서의 %$( 그룹

결의 

!CTION 0LAN 4O %NCOURAGE THE 5SE OF %LECTRONIC $OCUMENT
(ANDLING

{ %$(사용 장려를 위한 실천계획
{ 743# $OC 

권고 !

전자적접속%LECTRONIC !CCESS

{ 제절 제호
{ 2EC! 7ORK -ETHODS FOR 3' OF )45[4

권고 !

0RESENTATION OF #ONTRIBUTION 2ELATIVE TO THE 3TUDY OF 1UES
TIONS !SSIGNED TO THE )45[4

{ !PPENDIX )) 'UIDE ON %LECTRONIC 3UBMISSION
OF
$OCUMENTS

권고 !

%LABORATION AND 0RESENTATION OF 4EXTS FOR 2ECOMMENDATIONS
OF THE )45 4ELECOMMUNICATION 3TANDARDIZATION 3ECTOR

{ !PPENDIX ) !NNEX ! 4REATMENT OF -ACHINE
2EADABLE 4EXT

UMENTS 에 기술된 권고안 및 기타문서의 전자적
제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의 부분으로

{ 새로운 전자적 출판과 서비스에 대한 제안서
검토
{ )45출판정책에서의 지침 원칙개발

구성되어 있다
{ 0ART ))  )NFORMAL &40 <DROP BOX AREAS을 이

{ )45권고의 신속하고 다양한 보급
{ 문서 발간물 등과 같은 모든 표준정보에 대한

용한 새로운 전자적 문서제출방법
{ 0ART ))  전자메일 혹은 디스켓으로 제출되

)45[4회원 등의 완전한 전자적 접속
{ 이용자 입장에서의 회원비 출판 구독비 등과

는 경우의 전자적 제출정보 및 방법
{ 0ART ))  전자적 문서제출에 있어 표준 파일

같은 비용산정

포맷FORMAT 변환가능포맷 등의 정보를 담고

{ 정보정책에 대한 전략적 가치이해

있다

{ 전자적 작업방법의 지속적인 개발
&40

그 외 )45에서 구현하고 있는 기구간 표준정

AREA 의 활용은 각 연구반의 의장에 의해 총괄 관

보유통망의 한 부류인 세계표준서비스망7ORLD

리되며 )45[4 개 연구반과 43!'에 관련된

3TANDARDS 3ERVICE .ETWORK 733. 은 년 월

총 개의 디렉토리를 마련해 놓고 있다

에 발족된 ).&#/)3/ #OMMITTEE ON )NFORMA

0ART

))에

규정된

&40영역INFORMAL

한편 )45[443!'%$(의 이번 연구회기

TION !('I7ORLD 3TANDARDS 3ERVICE .ETWORK

i 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적인

733. 그룹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는 세계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의 주요 표준화 기구인 !&./2!SSOCIATION

{ 출판과 정보서비스에 관련된 정책과 요금에
대한 자문



&RANAISE DE ./2MALIZATIONS !.3)!MERICAN .A
TIONAL 3TANDARDS )NSTITUTE "3)"RITISH 3TANDARDS

주요 기구의 표준화 과제와 전자적 문서처리%$( 동향분석

)NSTITUTES %,/4(ELLENIC /RGANIZATION FOR 3TAN

2E ENGINEERING을 통한 조직의 대대적 개편을 통하

DARDIZATION

*)3#*APANESE )NDUSTRIAL 3TANDARDS

여 차 조직개편을 한 바 있으며 지난 년 월

#OMMITTEE

)%# )3/ )45 등 개 기관이 모여

제차 총회에서 업무재조정에 따라그림  과 같

구현하기로 한 합의된 협동서비스로서 목적은 기
관상호간의 범 세계적 공동표준화 활동을 조화롭

은 표준화 조직으로 차 재편되었다; =
주요 차 개편내용은 )MAGING과 전자 상거래

게 추진하자는데 있다 733.은 777 홈페이지

%LECTRONIC #OMMERCE 분야의 임시조직인 "USI

로서 )3/ )%# )45 )3/)%# 국가 표준화기구

NESS 4EAM을 가지며

및 지역 표준화기구의 중앙 사무국들의 홈페이지

!SSESSMENT

상호 링크 및 국제 표준화에 대한 범용정보를 제

TURE

공하고 구조적 정보 인덱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

등록부2EGISTRATION !UTHORITY 등의 2APPORTEUR

자들에게 표준화기구 회원들의 홈페이지에 보다

그룹을 두고 있다

효율적 접근가능하게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733.의 0ROTOTYPE은 )45에서 개발되어 현재 의
견수렴을 위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
한된 회원각 회원국 담당위원회 위원 )45담당
부서 43!' 70위원 등 만이 접속을 할 수 있
다HTTPWWWITUINT733. 

적합성 평가#ONFORMITY

'))'LOBAL )NFORMATION )NFRASTRUC

및 표준화의 등록 불일치 해결을 위한

*4#의 변경된 조직 및 표준화 분야는 기존의
3#$ATA %LEMENT 0RINCIPLE

3#$OCUMENT

0ROCESSING AND 2ELATED #OMMUNICATION

3#

/3) $ATA -ANAGEMENT AND /PEN $ISTRIBUTED
0ROCESSING 및 3#/PEN %$) 분야를 해체하
고 3#$ATA -ANAGEMENT 3ERVICES 및 3#
$ISTRIBUTED !PPLICATION 3ERVICES 분야를 추가하

))) )3/)%# *4#

였으며 그 외 기능표준을 담당하던 3'&33PECIAL
'ROUP ON &UNCTIONAL 3TANDARDIZATION

전략담당

GANIZATION 와 )%#)NTERNATIONAL %LECTROTECHNICAL

조직인 37'[303TRATEGIC 0LANNING

적합성평

#OMMISSION 가 정보기술 분야의 표준을 공동 제

가 특별작업반3PECIAL 7ORKING 'ROUP ON #ONFOR

정하기 위하여 설립한 )3/)%# *4#*OINT 4ECH

MANCE !UTHORITIES 을 해체하였다

년 )3/)NTERNATIONAL 3TANDARDIZATION /R

NICAL #OMMITTEE  은 정보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한편 차 재편에서는 업무재조정을 위해 3#

주관 기관으로서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표

을 해체하고 관련 업무를 3# 3# 및 )45[4

준의 제정과 사용의 극대화 실질적으로 구현 가

로 이관하기로 결의하였다결의   

능한 표준의 시의 적절한 개발 등을 목표로 한 표

전자상거래팀의 역할완료에 따라 이를 해체결의

준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고 )MAGING팀의 이름을 변경하였다결의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개의 00ARTICIPATING 회
원국과 개국의 //BSERVING 회원국을 갖고 있
으며 년 월 제차 총회에서 확정된 바대로

또한

 ;=
한편

표준화관련 모든 문서의 전자적 처

리%$( 방식도입과 관련 하여 년도 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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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 JTC1

Imaging and
Graphics
Business Team

Conformity
Assessment and
Interoperability RG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RG

Registration
Authorities RG

Technical Direction
Cultural and Linguistic
Adaptability and
User Interfaces

SC22/WG20: Internationalization
SC35: User Interfaces
SC2: Coded Character Sets

Data Capture and
Identifi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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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Management
Services

SC32: Data Management Services and Interchage

Distributed Application SC33: Distributed Application Services
Services
Document Description
Languages

SC34: Document Description Languages
SC1: Vocabulary

IT Terminology
Information
Interchang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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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media and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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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ing and
Interconnects
Office Equipment

SC28: Office Equipment

Programming Languages
& Software Interfaces

SC22: Programming Languages, Their Environments and
Systems Software Interface
SC27: IT Security Techniques

Security
Software Engineering

SC7: Software Engineering

: 제12차 총회에서 업무조정으로 해산됨.

그림  )3/)%# *4#의 표준화 조직

회에서 결의 제호 정보기술전략 특별위원회!D
(OC ON 3TRATEGY FOR )MPLEMENTATION OF )4 의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777를 이용한 전자문서에

주요 기구의 표준화 과제와 전자적 문서처리%$( 동향분석

배포에 관한 *4#의 정책*4#  0OLICY ON

2ICH 4EXT &ORMAT24&

%LECTRONIC $OCUMENT $ISTRIBUTION 5SING THE

*4#에서는 )45[4 %$(정책과는 달리 24&

7ORLD 7IDE 7EB ;=이 처음으로 승인되었으며

를 최후의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회람문서

지난 년 월 제차 총회일본 에서 각 회

나 투표문서는 편집이 불가능한 0$&를 표준안

원국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4# 7EB 3EVER

은 -3 WORD를 기타 문서는 !3#))파일로 작성 상

WWWJTCORG 의 절차부분PROCEDURE 에 수정된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래픽 혹은 비 텍스트

정책; =이 상정될 예정이다

문서는 ')& 혹은 *0%' 포맷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모든 표준화관련 문서는 전자

가능한 한 *4#에서 권고하는 문서편집기에서 다

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디스켓에 의한 배포는 점

룰 수 있는 포맷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

차 종료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4#의 디스켓

어 업그래이드로 인한 포맷에 대한 정책이 변경될

에 의한 문서배포에서 7EB기반 전자문서배포의

시는 반드시 개월이상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고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보다 능동적인

있다

참여를 유도하고 최근의 표준화 과정의 신속화를

{ 문서의 표현 및 구조

적극반영한다는 정책의 일환이다

*4# 표준이 아닌 모든 문서는 반드시 단

년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 규정

제호 전자투표%LECTRONIC "ALLOTING 의 내용은

은 )3/)%# $IRECTIVES 0ART  [ 2ULES FOR THE

전자투표에 대한 시험시스템에 대한 각 국가 회원

STRUCTURE AND DRAFTING OF )NTERNATIONAL 3TANDARDS 와

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할 예정이다;= *4#

)3/)%#*4#  $IRECTIVES !NNEX +['UIDE FOR

777기반 전자적 문서처리 정책 중 문서의 준비

)45[4 AND )3/)%# *4#  #OOPERATION 년 월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

제차 총회에서 판이 개정q승인되어 WWWJTC

다; =

ORG PROCEDURES에 공개될 예정임 을 참조하도록 하

그 외

{ 전자문서의 권고 포맷$OCUMENT &ORMATS 및
편집기
(YPERTEXT -ARKUP ,ANGUAGE (4-, VER
SION  OR 
0ORTABLE $OCUMENT &ORMAT 0$& VERSION

0LAIN $/3 4EXT `LE ENCODED IN )3/)%#
 

고 있다 그 외 각종 문서의 서식에 대해서는
전자문서서식지침%LECTRONIC $OCUMENT 4EMPLATE
'UIDE 을 마련하여 이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 파일이름 규칙
99N8888ASSS 규칙적용
99 *4#관련 표준화위원회 확인자
예 J *4#   3# 
N8888 *4#의 문서번호

-ICROSOFT 7ORD 6ERSION  

SSS 특정 포맷에 대한 파일 확장자

7ORD0ERFECT 6ERSION  

A 문서의 구분자있는 경우만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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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서는 새로운 번호 부여하도록 함

행하고 있으며 년 월 현재 !44를 비롯한
개 6OTING 회원사 개 /BSERVER 사 및 기타 개

구분자

내용

C

표제
#OVER 3HEET

B

투표형식
"ALLOT &ORM

T

투표내용
"ALLOT 4EXT

E

설명문
%XPLANATORY 4EXT

M

비고

사로 구성되어 있다;=
년 월 현재 건리스트 및 초록위

만약 하나의 파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는 구분자를 표시하
지 않는다

치 HTTPWWWTORGHTMLSTDHTM 의 승인된
미국 국가 표준과 개리스트 및 초록위치
HTTPWWWTORGHTMLTRSHTM 의 4ECHNICAL 2E
PORT를 제정하였으며 전통적으로 시장 수요를

다중파일 지시자
-ULTIPLE &ILE
$ESIGNATOR

파일이 목차 인덱스 등과 분
리되어 송부될 경우 최상위
파일을 나타내며 나머지 문서
는 의미있는 파일명을 부여한
다

문서연결 지시자

파일이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같은 포맷의 파일
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토대로 민간 부문이 표준화를 주도하는 상향
식BOTTOM[UP 형태를 띠고 있는 바 )45[4에 대
하여 북미 지역 국가들주로 미국과 캐나다 의 입
장을 대변하는 지역 표준화 기구로 자리하고 있다
주 임무는 북미 전기 통신망 일부를 포함하여
미국의 전기 통신망 접속에 관련된 표준과 기술

{ 접근제한 등급

보고서를 개발하고 여러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0ASSWORD방법으로 거의 모든 정보는 회원

검토 중인 관련 주제에 대한 의견을 작성한다 사

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있다
그 외 *4#은 777기반 전자적 문서처리 정
책을 새롭게 승인함으로써 각 3#에서 7EB (OME
0AGE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체
구조 및 관련 내용을 담은 7EB 3ERVER정책 및 웹

용자 시스템 사업자 정보 및 향상된 서비스 제공
자의 인터페이스에서 전기 통신망의 상호 접속성
과 상호 운용성에 관련된 기능 및 특성 즉 교환
신호 방식 전송 성능 운용 관리 및 유지보수 측
면에서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4 위원회의 표준화 활동은 효율화 문제 국

서버 구축에 대한 요령; = 등을 제공하고 있

내외 관련 기구와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활

다

용 기업체와의 협력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으며 자율적인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구체

)6 4 위원회#OMMITTEE 4

적인 절차에 의해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4 위원회는 최근 최신 기술의 중심에 위치하고

북미 지역의 표준화 기구인 4 위원회공
식명칭

3TANDARDS #OMMITTEE 4 4ELECOMMU

있는 !4-!SYNCHRONOUS 4RANSFER -ODE &ORUM
&2&RAME 2ELAY &ORUM )%4&)NTERNET %NGINEER

NICATIONS 는 !.3)!MERICAN .ATIONAL 3TANDARDS

ING 4ASK &ORCE

)NSTITUTE 의 승인과 사무국 업무를 맡고 있는

RUM .ORTH !MERICAN )3$. &ORUM 등 분야별 포

!4)3!LLIANCE FOR 4ELECOMMUNICATIONS )NDUSTRY

럼 활동과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하여 표준화 활동

3OLUTIONS 의 재정 지원을 받아 표준화 활동을 수

을 추진하고 있다



.-.ETWORK -ANAGEMENT &O

주요 기구의 표준화 과제와 전자적 문서처리%$( 동향분석

4 위원회 산하의 각 기술 소위원회4ECHNICAL
3UB #OMMITTEE 43# 및 작업반7ORKING 'ROUP
7' 에서 추진 중인 표준화 분야의 활동 체계는
그림  와 같고 개의 43#와 4%$( 특별 위원
회를 두고 소위원회 산하에 작업반을 두어 정보

ATIS

T1 Secretariat

T1EDH

T1AG

T1 EDH Handling
Standing Committee

T1 Advisory Group

통신 전분야에 걸쳐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
으며 )453'의 해당 분야에 각각 참여함으로써
국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4에
서는 년 단위로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 4!' 에서 년의 전략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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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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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M1.3
T1M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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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S1
T1S1.1
T1S1.3
T1S1.5

T1X1
T1X1.3
T1X1.4
T1X1.5

수정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사용자 요구5SER
.EEDS

산업계의 요구)NDUSTRY .EEDS

기술 진

그림 

4 #OMMITTEE의 조직

보 국제 및 지역 표준화 기구들의 동향 등에
따라 선정된 

" )3$."ROADBAND )NTEGRATED

3ERVICES $IGITAL .ETWORK
.ETWORKS
TIONS





-#-ULTIMEDIA

).)NTELLIGENT
#OMMUNICA

 통신망의 신뢰성 및 생존성 2ELIABIL

ITY3URVIVABILITY
)NFRASTRUCTURE
MUNICATIONS
.%4WORK




.)).ATIONAL )NFORMATION
개인 통신0ERSONAL #OM

기능을 수용하며 최종적인 목표로 보다 경쟁력있
는 표준개발을 위한 문서의 전자적 배포의 최적화
및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4!에서는 각종 전자문서의
처리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 생존가이드
4! %$( SURVIVAL GUIDE FTPFTPTORGPUB

3/.%43YNCHRONOUS /PTICAL

TAMISCTATA EDHTXT ;=를 수립해놓고 있

 333IGNALING 3YSTEM .O  및

으며 이는 4의 모든 기술소위원회들이 참조하



 4-. 등을 중점

고 있는 지침이다 4의 문서허용에 대한 정책은

연구 및 표준화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40 소

다른 표준화기구에 비해 개방적이기 때문에 투표

위원회에서는 .)) 및 '))를 비롯한 0#30ERSONAL

의 권한만 제외하고 모든 문서를 일반사용자가 입

#OMMUNICATION 3ERVICES

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존가이드는 개

상호 접속)NTERCONNECTION

#$-!#ODE $IVISION

-ULTIPLE !CCESS 및 4$-!4IME $IVISION -ULTI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PLE !CCESS 등 무선 분야의 표준화 활동을 활발하

다음과 같다

게 전개하고 있다

① 4""3의 전자적 문서기술소위원회 및 하위

각 43# 별 연구 과제 내용은 H표 I와 같다

7'의 회의문서 회의공고 관련 비정규문서

4은 년 전략계획에 따라 진보적이고 효

등 검색 및 추출

과적인 전자문서처리%$( 구축계획과 관련하여
4의 %$(시스템인 4""3 기능 향상 및 제안된

{ !NONYMOUS &40FTPTORG 에 의한 관련 문서
의 전자적 입수방법 제공



전자통신동향분석 제권 제호 년 월

H표 I 4 #OMMITTEE의 43# 별 연구 과제
43#4ECHNICAL 3UB #OMMITTEE
연구 분야

작업반
7'S

4!
0ERFORMANCE AND 3IGNAL 0ROCESSING

4!
4!
4!
4!

.ETWORK 3URVIVABILITY 0ERFORMANCE
0ERFORMANCE OF $IGITAL .ETWORKS AND 3ERVICES
-ULTIMEDIA #OMMUNICATIONS #ODING AND 0ERFORMANCE
3IGNAL 0ROCESSING AND .ETWORK 0ERFORMANCE FOR 6OICEBAND 3ERVICES

4%
4%
4%
4%
4%
4%

0HYSICAL )NTERFACE AND !NALOG !CCESS
7IDEBAND !CCESS
$3,$IGITAL 3UBSCRIBER ,INE !CCESS
0OWER 3YSTEMS
%LECTRICAL 0ROTECTION
0HYSICAL 0ROTECTION AND $ESIGN

4-
4-

)NTERNETWORK /PERATIONS 4ESTING /PERATIONS 3YSTEMS AND 0ROTOCOLS
/!-0 !RCHITECTURES )NTERFACES AND 0ROTOCOLS

40
40
40
40
40
40

0ROGRAM -ANAGEMENT AND .))'))
0ERSONAL #OMMUNICATIONS 3ERVICE $ESCRIPTIONS AND .ETWORK !RCHITEC
TURES
0ERSONAL !DVANCED #OMMUNICATIONS 3YSTEMS0!#3
0#3 
#$-!4$-!
7IDEBAND #$-!

43
43
43

)3$. !RCHITECTURE AND 3ERVICES
#OMMON #HANNEL 3IGNALING
"ROADBAND )3$.

48
48
48

3YNCHRONIZATION AND 4RIBUTARY !NALYSIS )NTERFACE
-ETALLIC (IERARCHICAL )NTERFACES
/PTICAL (IERARCHICAL )NTERFACES

4%
)NTERFACES 0OWER AND
0ROTECTION FOR .ETWORKS

4-
)NTERNETWORK /PERATIONS !DMINIS
TRATION -AINTENANCE AND 0ROVISION
ING
40
7IRELESS-OBILE 3ERVICES
AND 3YSTEMS

43
3ERVICES !RCHITECTURE AND
3IGNALING
48
$IGITAL (IERARCHY
AND 3YNCHRONIZATION

연구 과제

4% 0OWER 3YSTEMS[(UMAN AND -ACHINE )NTERFACES  해체

{ 파일명 규칙 YXXGNNNR35& 규칙적용

자동 검토되어 실제 관련 회의 디렉토리로 이동하

Y 문서 포스팅 연도     

게 되며 문서정보는 UPLOAD `LE의 확인 후 E MAIL

XX 각 기술소위원회 지시자!  4!

EXPLODER에 의한 저자가 공지하게 된다 특히 E

G 산하 7'구분자  7'

MAIL에 대한 공지와 관련하여 4에서는 E MAIL 표

NNNR 문서의 번호로 4""3에 포스팅하기

준양식을 채택하고 있다상세한 예는 %$( 가이

전 상위 위원회 혹은 7'로부터 승인된 번

드 참조 

호 부여

② 문서처리 포맷에 대한 일반지침

35& 파일확장자
4""3상에 올라오는 모든 파일은 분마다



특정한 포맷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NTERNET상에서 문서를 DOWNLOAD하여 읽기 및 출

주요 기구의 표준화 과제와 전자적 문서처리%$( 동향분석

력이 가능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

그 외 4 산하 모든 기술위원회에 제출되는 표

여 가능한 한 !3#)) RTF형식의 포맷과 PDF형식을

준화 활동 관련 모든 정보기고서 보고서 회람문

권장하고 있다POSTSCRIPT 파일은 자동으로 PDF형

서 회의공고 등 는 각 위원회별 세부분야 메일링

식으로 변환함 

리스트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나 가입이

③ 메일링 리스트가입 및 E MAIL EXPLODER로 포스

가능하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분야별 메일링 리

팅하는 방법
{ 통상적인 MAILING LISTMAJORDOMO TORG 가입

스트는 총 개이며 7EB기반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고 있다HTTPWWWTORGCGI BINMAKEMAIL 

절차와 동일하며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7EB
기반 가입 인터페이스HTTPWWW TORGCGI
BINMAKEMAIL 를 부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④ 4""3에 포스팅할 문서의 작성 및 공지
{ 4""3에 상정할 문서의 파일명 규칙①참조
요약파일의 작성법과 E MAIL에 의한 공지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다
⑤ %$(시스템 향상을 위한 고려사항
{ 현재 4에서 %$(시스템 향상을 위한 고려사
항은 다음과 같다

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44!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44! 는 년 설립
되어 최근 기술의 융합화 추세에 따라 그 명칭
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개칭하였으며 표
준화대상 분야별 과제는 그림  과 같다 표준화
추진내역은년까지 약 건의 한국정보통신
표준+OREAN #OMMUNICATION 3TANDARD +)#3 를
제정한 바 있으며 국내 고유의 표준은 개가 제
정되어 있으며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 외 산업표

! % MAIL ETIQUETTE 가이드라인 개발

준은 한국산업표준원WWWKISIORKR 에서 추진하

! 회의전 문서포스팅 기간에 대한 가이드

고 있으며 733.에 대하여 +33.을 구축해놓고

라인)45경우 회의주일전 까지 관련 지연

있다

기고서를 UPLOAD해야 함

44!의 경우 %$(관련 사항은 기획전략특별

! 각 기술소위원회의 %$(그룹구성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자문 및 전략수

! 새로운 EMAIL EXPLODERS의 개발

립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표준화 활동에 관

! 문서번호 자동 부여 시스템4$/#3 개

련된 모든 전자 문서를 인터넷 웹을 이용하여 전

발

자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 7EB기반 CAPABILITY기능 확장

는 전자문서취급 방법잠정안 을 공지하였다;=

! 0ROJECT 4RACKING 2EPORT042 의 유지

하지만 아직 문서에 대한 표현 및 구조 서식파일

보수방법

의 제공 등은 하지 않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자율

! READNEWS GROUPS의 개발

에 맡기고 있다

! 5PLOAD된 파일에 관한 !3#)) 요약문
관리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으며 현재 위원회
별로 구성되어 있는 전자게시판에 문서를 상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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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총회

서비스 및 통신망
운용 분과위원회
(SC1)

운영위원회

신호방식 및
망간 접속 분과위원회
(SC2)

기획/전략 특별위원회

전송기술 분과위원회
(S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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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통신 및
텔레마틱 분과위원회(SC4)
전파 및 방송
분과위원회(SC5)

전파통신 분과위원회
(SC6)

차세대이동통신
분과위원회
(SC7)

전산망 분과위원회
(SC8)

(1)
(2)
(3)
(4)
(5)
(6)
(1)
(2)
(3)
(4)
(1)
(2)
(3)
(4)
(5)
(1)
(2)
(3)
(4)

통신망운용 연구위원회(TSG2)
요금정책 연구위원회(TSG3)
유지보수 연구위원회(TSG4)
전자기장애 연구위원회(TSG5)
옥외설비 연구위원회(TSG6)
구내통신 선로설비 연구위원회(LAN)
전기통신 S/W 언어 연구위원회(TSG10)
신호방식 연구위원회(TSG11)
망측면 연구위원회(TSG13)
망간상호접속 합동 연구위원회(TMG)
CMTT 연구위원회(TSG9)
전송품질 연구위원회(TSG12)
전송시스템 연구위원회(TSG15)
인터넷 텔레폰 연구위원회
CATV 연구위원회
데이터통신 연구위원회(TSG7)
텔레마틱 연구위원회(TSG8)
멀티미디어 연구위원회(TSG16)
전화기자판 한글배열 연구위원회(TH)

(1)
(2)
(3)
(1)
(2)
(3)
(4)
(5)
(6)
(1)
(2)
(3)
(4)
(5)
(1)
(2)
(3)
(4)

전파 연구위원회(RSG 1+3)
방송 연구위원회(RSG 10+11)
과학업무 연구위원회(RSG7)
위성통신 연구위원회(RSG4)
이동통신 연구위원회(RSG8)
고정무선 연구위원회(RSG9)
무선호출 연구위원회
무선가입자 연구위원회
ITS 통신 연구위원회
IMT-2000 망 연구위원회
IMT-2000 무선프로토콜 연구위원회
IMT-2000 스펙트럼 연구위원회
IMT-2000 무선전송기술 연구위원회
IMT-2000 위성부문 연구위원회
기반기술 연구위원회
응용기술 연구위원회
안전관리기술 연구위원회
NGIS 기술 연구위원회

정보통신 S/W
분과위원회
(SC9)

(1) S/W 개발기술 연구위원회
(2) S/W 응용기술 연구위원회
(3) 데이터공학 연구위원회

정보보호 분과위원회
(S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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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시험기술
분과위원회
(SC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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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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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자로부터의 표준화 관련한 모든 제안사항은

주요 기구의 표준화 과제와 전자적 문서처리%$( 동향분석

44! 홈페이지의 메뉴 중 표준화제안신설 준

문서작성기 고유의 확장명 또는 압축

비중 을 통하여 수행될 예정이다
{ 권고 문서작성기
아래아 한글  이상
-3 7ORD 한글판 이상
{ 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는 크게 가지로 구분
하고 있다

파일 확장명
특징적으로 4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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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문서 표준화위원회 회의문서로 의장

확인자로 사용되며 아직 관련 이용자에게

이 문서번호를 부여한 등록문서

통보되는 자동 메일링 리스트는 구축하지

일반문서 일반문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

않고 있다

고로 제출되는 문서로 등록되지 않은 문서

.O 회의개최 안내문서 !G 회의 순서 위원

를 말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등록이 되

회 회의록회의결과 문서 $C 검토될 회의

는 경우에는 정규문서로 재분류할 수 있다

문서 표준화과제에 대한 기고문서 )F 표준

{ 파일명 규칙
정규문서 파일명 체계
ⓨⓨ□ □ ∼□ ⓧⓧⓧEXT
ⓨⓨ 작성년도의 마지막 두자리 숫자
예 년의 경우 
□ □ ∼□  해당 위원회 코드예  방송연구
위원회의 경우 23'
ⓧⓧⓧ 해당 위원회 문서번호자리 일련

화 활동에 관한 정보 ,S 위원회간의 협력
문서
{ 접근제한 등급
위원회에 관련된 전자문서는 각 분과위원
회산하 연구위원회 포함 별로 등록된 위
원중에서 자신의 )$를 획득하여야만 가능
하며 표준에 대해서는 무료로 배포하고 있
다

번호
EXT 문서작성기 고유의 확장명 또는 압축
파일 확장명
일반문서 파일명 체계

6) 결 론
이상에서 )45[4 %$( 관련 현황과 )3/

ⓨⓨ□ □ ∼□ )ⓧⓧEXT

)%#*4# #OMMITTEE 4 44!의 표준화과제 및

ⓨⓨ 작성년도의 마지막 두자리 숫자

%$(정책동향을 살펴보았다 실제 거의 모든 기

예 년의 경우 
□ □ ∼□  해당 위원회 코드예 방송연구
위원회의 경우 23'
)ⓧⓧ 해당 위원회 문서번호) 자리 일련
번호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화관련 전자적 문서처
리%$( 기반 표준정보유통망은 정보통신표준에
관련된 표준정보 표준화 과정에서의 행위 정보
등을 컴퓨터 및 통신망을 통해 실 시간으로 수집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를 등급별로 분류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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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표 I 전자적 문서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지침의 구성 및 내용
구분

지침의 내용

 전자처리를 위한 기본 통신 프로토콜 및 방법
{ 문서의 배포 및 활용을 위한 전자적 교환수단 정의예 777 &40 E MAIL DISKETTE 등
{ 문서의 제출등록검색추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바이러스 제어6IRUS #ONTROL
{ 전자문서에 대한 바이러스 제어에 대한 경고 및 대처방안
 전자문서의 준비 및 배포%LECTRONIC $OCUMENTS 0REPARATION AND $ISTRIBUTION
전자적 문서처리를 위한 기본정보

{전자문서의 기본 정보등록문서의 요약정보 에 대한 형식 및 작성에 관
한 지침

전자문서의 포맷&ORMAT

{ 표준 문서편집기의 권고 및 변환형식에 대한 지침
{ 전자적 형태의 파일형식FORMAT 에 대한 일반지침

그래픽 및 비!3#)) 문서

{ 표준 그래픽 편집기의 권고 및 변환형식에 대한 지침

문서의 구조$OCUMENT STRUCTURE 및 양식

{ 표준안 작성을 위한 표현방법 및 구성형식에 관한 지침
{ 표준안 작성 지침 표준안 을 위한 작성발표용어개발 및 기타 표
준수단에 대한 지침
{ 표준개발을 위한 표준화 위원회에서 다루는 전자적 기고서 처리 및 작
성방법에 대한 지침
{ 임시문서 회의록 보고서등에 대한 일반 처리 및 작성지침
{ 문서의 표준양식TEMPLATE 에 관한 지침

문서탐색 구조 및 배포

{ 777를 통한 문서의 배포에 있어 문서 위치에 관한 지침
{ 문서 저장소에서의 문서탐색구조에 관한 지침디렉토리구조 포함

파일명 구조

{ 파일이름 규칙#ONVENTION 및 스키마3C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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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ENCODING METHOD

{ 문서제출에 따른 표준개발기관의 권고 부호화방법에 관한 지침

 전자적 배포%LECTRONIC $ISTRIBUTION 및 전자투표
문서의 가용성에 관한 공지방법
.OTI`CATION

{문서제출 및 상정에 따른 문서의 요약정보 및 공지방법에 관한 지침
예 E MAIL LIST

전자투표ELECTRONIC BALLOTING

{ 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승인을 위한 전자적 투표에 관한 지침

 전자문서의 접근제어!CCESS #ONTROL
{ 전자적 문서 및 공동작업공간에 대한 접근 분류!CCESS #LASSI`CATION
{ 접근제어를 위한 방법에 관한 지침예 0ASSWORD)$방식 등

급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가공하는 기능과 이를 분

는 정보통신표준화 활동에 있어 표준의 연구개발

배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이를 통

단계에서 표준의 완성제정 에 이르는 표준화 순

해 국내q외 표준 기관을 인덱스를 통해 접근할 수

기LIFE CYCLE 전 과정과 완성된 표준 정보의 수집

있는 기능 및 표준화과정 관리기능을 제공한다 이

가공 분배 기능을 컴퓨터 및 인터넷을 통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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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표 I 주요 표준화 기구 및 포럼의 정보유통망 관련 52,
표준화 기구

명칭

제공기능

문서접근허용등급

)45[4)%3

) 3 P$ "

{ 3TATE -EMBER
{ 3ECTOR -EMBER

733.7ORLD 3TANDARDS
3ERVICES .ETWORK

)

)3/ /NLINE)3/.%4

) 3 P$

{ -EMBER

) 3 $

{ -EMBER

)%%%30!SYSTEM
30!""3

) 3 $

{ -EMBER

.33.

) 3

{ -EMBER

'3# 3ERVER

)

52,
HTTPWWWITUCH

)45
HTTPWWWITUINT
)3/
)3/)%#*4#

HTTPWWWISOCH
HTTPWWWJTCORG

)%%%

HTTPWWWIEEEORG
HTTPSTANDARDSIEEEORG
RESOURCESSPASYSTEMINDEXHTML
TELNETSTDBBSIEEEORG

!.3)

HTTPWWWANSIORG
HTTPWWWNSSNORG

'3#'LOBAL 3TANDARDS
HTTPWWWGSCETSIORG
#OLLABORATION

{ ).&#/)3/ #OMMITTEE
ON )NFORMATION !('I
{ )45[443!'70

{ 공개

%43)유럽

HTTPWWWETSIFR

%/,%43) /N[,INE

) 3 $ "

{ -EMBER

#OMMITTEE 4미국

HTTPWWWTORG

4""3

) 3 $ "

{ 공개

44!표준정보망

) P3 "

{ 표준 공개
{ 회의문서 -EMBER

44!한국

HTTP WWWTTAORKR

44#일본

HTTPWWWTTCORJP

)

{ 공개

433!#캐나다

HTTPWWWTSACCICGC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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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관련 정보제공기능 3 표준권고 제공기능 $ 표준개발지원전자투표 토의게시판 기능등 제공 P 8 기능중 일
부지원 " ""3
 등급 기준은 표준화 과정에 관련된 전자문서기고서 회의록 보고서 표준 등 에 대한 접근을 의미하며 일반 공지사항
등은 모든 기구에서 접근제한이 없다

화한 <종합 표준정보유통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자적 문서처리를 위한 표준정보유
통망은 엑스트라넷EXTRANET 의 개념은 정식으로



전자통신동향분석 제권 제호 년 월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분류상 엑스트라넷에 기반

련 기관의 전자문서처리를 위한 777 3ITE는

을 둔 가상망이라 할 수 있다 즉 표준정보유통

H표 I와 같다

망은 개념적으로 인터넷의 제물결이라 할 수 있
는 엑스트라넷기반 가상 표준화기구&UTURE 6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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