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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기구인 ITU, ISO, ISO/IEC/JTC1을 비롯해 지역표준화 기구인 ETSI, 국가기관인 Committee
T1, TTA, TTC 등은 적기의 표준공급 및 전자적인 표준화 문서유통을 통한 신속한 표준보급 및 제정을 위해
EDH(Electronic Document Handling) 라는 전자정보유통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다. 즉, 각자의 표준화
Workflow 에 맞는 전자적 문서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표준화 진행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ITU-T
의 최근 새롭게 구현된 ITU Web에서의 정보제공형태와 웹기반 EDH 활용지침 그리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ITU-T/TSAG/ WP3 관련 활동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소개한다.

I. 개 요

plex standards should be developed in shorter
time).”는 문제[1]와 점점 더 대용량으로 산출되

최근 국제 및 지역 표준화 기구들에서 제정되
는 표준을 보면, 우선 표준화 대상 증가에 따른 표

고 있는 표준화 관련문서의 축소 및 비용절감이라
는 문제[2]에 직면하고 있다.

준문서의 양적 증가와 대상기술의 복잡성에 기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ITU,

한 질적 복잡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에, 기술

ISO, ISO/IEC JTC1 등을 비롯해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Com-

의 급속한 발전과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단축, 시
장요구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신속한 표준화에 대
한 요구는 더욱 강하게 일고 있다. 즉, 표준화 기
구들은 표준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mittee T1, TTC(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TTA(Telecommunication Technol-

“더 많은 새롭고 복잡한 표준들을 보다 짧은 시간

ogy Association) 등 각 지역 및 국가 표준화 기
구들은 EDH(Electronic Document Handling)라

내에 개발해야 한다(More new and more com-

는 일명 전자적 표준정보유통시스템을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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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 회의문서 및 표준화 일정 등 표준화 진행
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자적으로 검색하고 처리

<표 1> WTSC-96 EDH 관련 결의 및 권고[1, 3, 4]
구분

비고

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표준화 관련자료들에 대한 데

결의 9

계속적인 EDH 개발

결의 10

TSAG 내에서의 EDH 그룹

결의 25

EDH 사용 장려를 위한 실천계획

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Internet 기반의 WWW
서비스를 통하여 이러한 자료들을 표준화 관련 집

권고A.1

Rec. A.1: Work Methods for SG of ITU-T, 제
3절 제4호

권고A.2

Appendix II: Guide on electronic submission of documents

권고A.3

Appendix Ⅰ, Annex A: Treatment of machine readable text

단 및 표준 이용자에게 적시에 제공하며, 또한 이
를 통한 표준제정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이다.
EDH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지
난 1993 년 제1차 세계전기통신표준총회(WTSC
-93)의 결의(Resolution 9, 10)에 따라 시작된
ITU-T/TSAG/WP3 그룹과 GSC(Global Sta ndards Collaboration)/EWG(Electronic Working
Group) 그룹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작업그룹에서
는 EDH 방법론을 통한 표준화 문서의 신속한 전

특히, 이 중 새로이 제정된 결의 25 (EDH 사용
장려를 위한 실천계획)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물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ITU
EDH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활동지침
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EDH 향상을 위한

송을 통해 효과적인 표준화 작업이 진행될 수 있
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TU-T/TSB(Telecommunication Standardiza-

본 고에서는 EDH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
을 담당하고 있는 ITU-T의 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으로서 다음 측면을 기술하고 있다.

갱신된 ITU Web에서의 정보제공형태와 표준화 활
동을 위한 EDH 활용지침 그리고, 이를 주도하고 있
는 ITU-T/TSAG/WP3 관련활동 현황을 소개한다.

tion Bureau, 전기통신표준화사무국)의 실행계획

• TSB는 회의 전에 전자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규

기고서(White Contribution)와 지연기고서(Delayed Contribution) 등을 회의 직전에 전용장소
에서 입수 가능하도록 함.

II. ITU-T 의 W W W 서비스

• ITU-T 회의문서인 TD(Temporary

1. 개 요

• TSB는 회의기간 동안 회의보고서의 작성을 도

ITU-T EDH의 공식 명칭은 TIES(Telecommunications Information Exchange Service)로
불리며, 이는 WTSC-93(Helsinki, 1993) 결
의 9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많은 발전을 거

Docu-

ment)를 전자적 형태로 입수 및 보급 해야 함.
와 회의 종료 시 사용자가 전체적인 회의보고서
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함.
• 회의 종료 시 회의보고서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2주 내에 전자적 수단으로 입수 가능하도록 함.

듭해 왔다. 최근에는 이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제2절에서는 이러한 결의에 대한 시행결과로

<표 1> 과 같이 WTSC-96(Geneva, 1996)에서
EDH와 관련한 결의 3개(Resolution 9, 10, 25)

서 최근 ITU 에서 제공하는 각종 갱신된 표준화
정보서비스와 보다 진보된 EDH 방법을 중심으로

와 권고 3개가 수정 채택되었다.

ITU의 WWW 서비스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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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U-T 의 W W W 서비스

나. ITU-T 연구반 및 관련 활동 정 보

ITU-T/TSB는 WTSC-96 결의 25에 따라

ITU-T 회원(국가회원 및 부문위원)들의 요구

ITU-T/TSAG/WP3 및 각 S G 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ITU-T/EDH 시스템 서비스 현황 및 문서

사항을 반영하여 완전히 새롭게 단장된 각 연구반
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처리를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지난 회람문서

• 연구반 책임사항

(Circulars 4[5] 및 107[6])를 대체한 TSB Cir-

• 수행 연구과제(Questions)

cular 182[7]를 발표하였다.

• 작업계획(Work Programme)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현재 ITU-T 웹사이
트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최신 정보 및 문서 제출

• 해당 SG의 관리팀 및 라포트 연락처
• 문서 서식(Contributions, Delayed Contribu-

tions , Reports, Temporary Documents, Li-

정보 등을 담고 있다.
•ITU-T Website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및 접

근 권한에 따른 가용정보내용
•ITU-T Website에서 가용한 SG별 정보 및 ITU-

T 활동 내역
• ITU-T Website에서 입수할 수 있는 출판물 및

aison Statement)
• 해당 연구반에서 책임지고 있는 권고 리스트

그 외, ITU 내의 연락문서(Liaison Statement)
에 대한 IFA 직접접속서비스와 관련 회람문서, 기
고서, 보고서 등을 TIES 사용자가 받아 갈 수 있
도록 구성해 놓고 있다.

관련 정보

한편, 전자적 문서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각 연

• FTP 혹은 Web-based 문서제출 방법

여기에는 기능 및 서비스 측면에서 지난 번 회

구반의 EDH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비스함으로써 TIES 등록사용자에게 기

람문서에 기술된 EDH보다 많은 변화된 사항을

존의 명령어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다 편리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의 접근권한에 대한

한 웹인터페이스로 제공하고 있다.

구조화된 WWW 서비스 분류, ITU-T 연구반 및
관련 활동 정보, Web 상에서의 ITU-T 출판물
내용 및 입수방법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 웹기반의 IFA 접속
•IFA의 구조 및 관련 e-mail 메일링 리스트

(mailing lists)
• IFA 접속권한 및 메일링 리스트의 가입신청 및

가. 구 조 화 된 W W W 서비스 분 류

방법

<표 2>는 현재 ITU-T Websit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접근권한별로 분류한 것이다. 사용 및
접근 권한은 크게 공개, TIES 등록사용자, TIES
등록사용자이면서

연구반 IFA(Informal

FTP

Area)에 등록된 사용자, 유료 온라인 서비스로 구
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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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으로의 웹기반 전자문서(기고서 등) 제출
• EDH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8]

제공
• TIES 등록사용자의 계정 관리

주목할 사항은 TIES 사용자가 적어도 하나의
IFA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IFA에 접속하여 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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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ITU-T Website 접근권한별 정보제공 분류
접근제어

정보분류

내용

위치

ITU-T 회의일정
ITU-T 부문회원(Sector Members) 리스트
사무국 회람문서(TSB Circulars)
Universal Freephone Number–UIFN
Alternative Calling Procedures – Call Back
ITU-T
일반정보

Year 2000 “Millenium Compliance”
ITU-T 권고 Database의 카탈로그

ITU -T homepage:
www.itu.int/ITU -T

ITU-T 권고요약 및 목차
ITU-T TSB 특허기술 DB
ITU-T 용어 및 정의 DB

일반사용자
(공개)

ITU-T 작업계획(Work Progamme) DB
ITU-T의 통신절차를 위한 평가 및 인정된 포럼/컨소시엄
책임분야(Area of responsibility)
연구반 관리팀(Management Team)
라포트 리스트(List of Rapporteurs)
연구반 및
ITU-T의
표준화 활
동정보

진행중인 연구과제(Questions)리스트
SG 작업계획(Work Programme)
문서서식(Document Templates )

연구반(SG) homepage:
www.itu.int/ITU -T/comXX
(XX: SG 번호)

회의참가요청문서(Collective Letters)
구현자 지침(Implementor’s Guides)
각 연구반 EDH homepage
기고서(Contributions )
지연기고서(Delayed contributions)

TIES 사용자

연구반 및
ITU-T 표
준화 활동
정보

회의보고서(Reports)
연구반(SG) homepage:
1996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96: World Telewww.itu.int/ITU -T/com XX
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Conference) 문서
(XX: SG 번호)
TSAG(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부문간 조정그룹(ICG : Interscetoral Coordination Group)

TIES 사용자
+SG IFA 에
등록된 사용
자

연구반 및
ITU-T 표
준화 활동
정보

연락문서(Liaison Statements)
문서서식(Temporary Documents)
전자우편 메일링 리스트(E-mail Mailing Lists)

SG별 EDH homepage 및
IFA: www.itu.int/ITU-T/
comXX/edh(XX: SG 번호)

Informal FTP Areas(IFA)
출판된 ITU -T 권고 및 관련

유료서비스

판매중인
ITU-T 출
판물

ITU-T 권고의 부속서(Supplements)
사전 출판된(Pre-published ) ITU-T 권고
폐기 혹은 신규판으로 대체된 ITU -T 권고

ITU -T homepage: www.
itu.int/ITU-T 혹은 ITU
publications homepage:
www.itu.int/publications

ITU 운영관련 문서(Operational 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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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내의 모든 연구반에서 발행하는 지난 회의문서
(Contributions, Delayed Contributions, Reports,
Temporary Documents, Liaison Statement)를

는 점차적으로 이를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서는 현재 시행중인 Web 기반의 문서제
출방법과 인터페이스 등을 간략히 소개한다.

직접 받아 갈 수 있도록 허용(read only)하고 있으

Web을 통한 전자적 문서제출은 모든 다른 방

며, 이는 ITU-T/TSAG/WP3에서 지속적으로 추

식과 같이 ITU Web 상에서 제공하는 서식파일을

진하여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각 연구반의 EDH 홈
페이지에서 “Submit a document to the TSB”를

III. 전자적 문서제출에 대한 가이드
라인

선택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다.
Web을 통한 문서제출은 통상적인 양식기반
(form-based) 정보제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본 장에서는 ITU-T/TSB 회람문서 182(TSB
Circular Letter 108)에 따른 전자적 문서처리방
법에 대한 사항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회람문서
108에서 소개되고 있는 방법은 원래 WTSC-96
에서 새로이 개정된 권고 A.2 의 부록(Guide on
electronic submission of documents)인 “문서
(권고안 및 기타 문서)의 전자적 제출에 대한 가

있으며, 작성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것
을 권고하고 있다.
• 표준 ITU 문서서식 파일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

성하였는가?
• 작성된 문서는 재번호 매김을 피하기 위해 A4

크기로 지정되어 있는가?

이드라인”의 일부와 최근 WWW 관련 기술 및

• 문서 내의 참고 및 북마크(bookmark)는 정확하

TSAG/WP3 참석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구현된
EDH 방법을 수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게 정의되어 있는가?(Word 97 변환 시 연결오
류발생 방지)

참고로 A.2의 부록은 다음과 같이 3개의 부분

전자문서인 파일을 제출하는 사람은 반드시

으로 구성되어 있다.

Web 기반의 양식(Envelope 정보, 빨간색 “*”는

• Part II.1: FTP “drop box areas”을 이용한 새로

의무 기입란 임)에 따라 관련 정보를 기입하여 제

운 전자적 문서제출 방법
• Part II.2: 전자메일 혹은 디스켓으로 제출되는

출해야 한다.

경우의 전자적 제출정보
• Part II.3: 전자적 문서제출에 있어 표준파일형

식(format), 변환가능형식 등

이에 대한 요약절차는 “Create Envelope →
Choose a File to Upload → File Format →
Browse → Submit File”로 수행하면 된다.
하나의 문서에 대한 전자적 파일제출이 끝나면
다음과 같이 3가지 버튼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1. Web 을 통한 전자적 문서제출

있도록 되어 있다.

Web을 통한 전자적 문서제출은 현재 시험단

• File Upload Button: 앞서 제출한 파일 외에 같

계에 있으며, 지난 1998 년 10 월 SG10을 통하여

은 문서정보(Envelope Information)를 가진 다

성공적으로 수행된 바 있다. 이에 현재 ITU 에서

른 파일(파일포맷 혹은 전혀 다른 내용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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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파일)을 송부할 경우
• Report Button: 파일송부를 완료한 경우 선택

여 문서를 받아갈 수 있도록 접근권한이 설정되어

하며, 이 경우 제출완료보고서(확인번호, Envelope 정보 및 Uploaded File 정보)를 ASCII 형

전송된 문서 외에 동시에 문서에 대한 상세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제출양식(Document Submission

태로 출력함.

Form)”을 작성하여 반드시 전기통신표준화사무

• New Submission Button: 앞서 제출된 Enve-

lope 정보 중 문서제목 및 개정표시를 제외한

있다. IFA를 통한 문서제출의 경우에도 전송자는

국(TSB) EDH 담당 부서에 전자메일(e-mail address: tsbedh@itu.int)로 알려야 한다.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며, 새로운 문서 제출 시
사용함.
최종적으로 작성된 모든 메시지는 TSB-EDH

<표 3> ITU-T 연구반 및 기타 그룹들의 Informal
FTP Drop Box 영역
연구반/TSAG

FTP “drop box 영역”

(tsbedh@itu.int)로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도록 구

2

/u/itu-t/edh/sg2

현되어 있다.

3

/u/itu-t/edh/sg3

4

/u/itu-t/edh/sg4

5

/u/itu-t/edh/sg5

6

/u/itu-t/edh/sg6

ITU-T에서는 지난 95 년 6월 WTSC에서 결

7

/u/itu-t/edh/sg7

의한 내용을 토대로 현재 가장 대중화되어 있고,

8

/u/itu-t/edh/sg8

9

/u/itu-t/edh/sg9

10

/u/itu-t/edh/sg10

2. FTP 를 통한 전자적 문서제출

속도 및 이용환경이 편리한 프로토콜인 FTP(File
Transfer Protocol)서비스를 전자적 문서송수신

11

/u/itu-t/edh/sg11

수단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는 비교적 용량이 큰

12

/u/itu-t/edh/sg12

파일 뿐만 아니라 전송 시 부호화가 필요치 않음

13

/u/itu-t/edh/sg13

으로 문서 송신자나 사무국에서 문서 처리과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은 이러한

15

/u/itu-t/edh/sg15

16

/u/itu-t/edh/sg16

FTP를 이용한 송수신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TSAG

/u/itu-t/edh/tsag

한다.
ITU-T에서는 연구반 및 기타 특별그룹(TS
AG, ICG)에 의해 문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ITU
FTP 서버에 특별 “drop box 영역”(ITU에서는
이를 Informal FTP Area 라 명명함)을 구축하였
고, <표 3>은 각 그룹별 해당 FTP drop box 영
역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표 4>는 TIES 사용자
가 접근할 수 있는 Informal FTP Area 및 e-mail
mailing lists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TIES 등록사용자는 모든 IFA에 접속하

주 1) 만약 여러 개의 문서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관련 연구반에
연관되는 경우는 선도연구반(Lead Study Group)의 FTP
drop box에 문서를 송부해야 한다.
2) ITU TIES의 FTP 클라언트를 이용한 문서송부 방법은 일
반적인 FTP 명령들과 최근에는 PC용 FTP S/W를 이용한
방법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보다 상세한 이
용법 등은 ITU TIES 등록사용자 지침서(Registered Users Guide)를 참고하기 바란다.
3) ITU FTPSever: ftp.itu.ch 혹은 ftp.itu.int[9]

3. E-mail 을 통한 전자적 문서제출
전자메일 혹은 디스켓을 통한 전자적 문서제출
의 경우는 다음의 주소로 송부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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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ITU-T IFA(Informal FTP Area) 및 E mail Mailing Lists 의 구조
IFA(informal FTP area)의 구조
/u/tsg##/sg##

Email Mailing Lists의 명칭

Email Mailing Lists의 Email 주소

tsg##edh
tsg##gen

tsg##edh@itu.int
tsg##gen@itu.int

gen
q1

tsg##wp1
tsg##q1

tsg##wp1@itu.int
tsg##q1@itu.int

gen

tsg##wp2

tsg##wp2@itu.int

q2

tsg##q2

tsg##q2@itu.int

gen
q3

tsg##wp3
tsg##q3

tsg##wp3@itu.int
tsg##q3@itu.int

edh
gen
ls
incoming
outgoing
td
wp1

wp2

wp3

주 1) ##: Study Group Number(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혹은 tsg ## = tsag)
2) 소문자로 기술된 것은 Unix 기반의 시스템이기 때문임.
3) 약어
• edh: EDH 관련 문서
• td: Temporary Document
• gen: General로서 해당 연구반의 일반문서
• wp: Working Party
• ls: Liaison Statement
• q#: Question #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
TSB EDH Service
ITU
Place des Nations
1211 Geneva 20
Switzerland
* Internet address: tsbedh@itu.int
X.400: S=tsbedh; A=400net; P=itu; C=ch
TIES e-mail: tsbedh
Tel.: +41 22 730 5857/5859
Fax: +41 22 730 5853

이 경우에 있어서도 반드시 문서와 관련된 “부
가정보(Envelope Information)” 혹은 “문서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첨부하여 TSB EDH
담당부서에 전자메일로 알려야 한다. 기타 디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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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인쇄된 문서제출양식을 제
출하여야 한다.

4. 전자문서처리를 위한 기타 정보1)
통신망 혹은 디스켓으로 제출되는 모든 전자적
문서제출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송신자는 TSB
에서 제출문서가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문서에 대한 다음의 부가정보 혹은
문서제출정보를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주 1) 권고 A.2 의 부록(Guide on electronic submission
of documents)에서 기술되고 있는 방법을 WWW를
포함한 최근 기술에 맞게 처리절차를 수정하였으며,
더욱 간소화하였다.

ITU-T의 전자적 문서처리(EDH) 지침 및 관련 활동분석

• 문서처리를 위한 부가정보

sion 7)으로 규정되어 있다.2)
• 그래픽 표준(Graphic Standards )

Sender

성명(full name), 소속 주관청/조직,
직위,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문서제
출자의 전자우편주소

Contact

성명, 직위, 직위,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 저자의 전자우편주소(문서제
출자와 다른 경우)

SG/WP/...

송부문서가 수신되는 연구반 혹은
작업그룹을 기술

Meeting Date

만약 제출된 문서가 특정 회의에 제출
되는 경우 회의날짜를 기술

Question(s)

관련 연구과제

- Graphics Image Format(.gif)

Source

문서의 출처(국가, 회사 등)

- JPEG(.jpg)

Document Title:

문서제목

Filename(s)

제출문서의 파일명 및 용량(byte)을
기술

File Format

사용문서 편집기에 대한 정보로서 편
집기명 및 버전정보기술(예; WinWord 2.0, RTF 등)

Revision Marks

문서가 갱신된 정보

(style) 및 마크로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

Comments

관련 파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부
가정보가 있는 경우 기술

장하고 있다.

• 문서제출양식

ITU의 표준 그림편집기는 Designer 7.0(.drw)
이며, 아래의 선호도 순으로 나열된 그래픽 편집
소프트웨어도 변환 가능하다.
- Windows Metafile(.wmf)
- Windows Bitmaps(.bmp)
- Tag Image Format(.tif)

• 문서서식(Document Templates)

ITU-T 권고안에 대한 서식파일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윈도우용 MS Word 95 서식파일로서 각
ITU-T SG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전자문
서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문서 내의 유형

• 기타

ITU-T의 현재 표준문서 편집기는 윈도우용 MS

윈도우용 Word 95(version 7)(예; Word 97)로

Word 95이만 전세계적으로 윈도우용 Word 97

작성된 양식으로 각 SG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이 사용됨에 따라 문서에 그림이 들어가거나 rtf

할 수 있다. Web 기반 제출을 포함한 모든 전자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과의 비교를

적 문서제출에는 반드시 본 양식에 따라 작성된

위해 인쇄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문서정보(envelope)가 제출되어야 한다.
그 외 전자문서제출에 따른 조치 및 주의사항
은 다음과 같다.
• 문서수신에 대한 확인 공지

IV. TSAG/WP3 의 최근 활동
본 장에서는 앞서 기술된 모든 EDH 방법에 대
해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TSB EDH 담당부서에는 문서에 대한 처리가 되
었을 경우 제출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문서수
신에 대한 회답을 한다.
• 표준문서편집기

현재 ITU의 표준문서편집기는 Word 95(ver-

2) 지난 1999년 4월 ITU-T/TSAG/WP3 회의에서 ITU의
표준문서편집기를 MS Word 97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
에 대해, ITU 측은 금년에 공식 발표될 Word 2000을
ITU IS(Information Services Dept.)에서 실험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WP3 e-mail reflector 를 이
용하여 최종 검토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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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TSB에 반영하고 있는 ITU-T/TSAG/

Volume and Cost of Documentation for ITU

WP3의 지난 1999년 4월 회의 결과를 소개한다.

Conferences)에 대한 EDH 활동방안 및 이사회

ITU-T EDH 관련 활동은 1993년 TSAG/
WP3으로 처음 조직화되어 이번 회기(1997 ~

보고를 위한 공동 보고서 작성이 주된 내용이었다
[10].

2000)중 총 5회 회의(라포트 회의 포함)를 가졌으

그 외, WP3 고유 업무인 ITU–T EDH 시스템

며, 전자적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ITU 출

및 구현현황에 대한 중간 점검 및 결의 25에 따른

판정책, 과금정책 및 전자문서 교환에 대한 방법,

Action Items List를 갱신하였다. 전술한 TSB 회

ITU 외부와의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람문서 108의 내용은 실제 WP3에서 도출된

현재 WP3는 RG1: ITU 출판 및 과금정책

Action Items 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

(Publication and charging policy) , RG2: EDH

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구현(Implementation), RG3: 외부기관과의 협력

현재 ITU에서는 종합적인 전자문서 관리를 위하

(External cooperation on EDH) 등 총 3개의 라

여 e-mail 공지서비스를 포함한 진보된 문서관리

포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Document Management System: DMS)

이러한 ITU-T/TSAG/EDH의 이번 연구회기

을 개발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공개될 예정이다.

에서는 ITU-T EDH 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출판과 정보서비스에 관련된 정책과 요금에 대

한 자문
• 새로운 전자적 출판과 서비스에 대한 제안서 검토
•ITU 출판정책에서의 지침 원칙 개발
•ITU 권고의 신속하고 다양한 보급
•ITU-T 문서 및 발간물과 같은 모든 표준정보에

대한 ITU -T 회원 등의 완전한 전자적 접속
• 이용자 입장에서의 회원비, 출판 구독비 등과 같

은 비용산정
• 정보정책에 대한 전략적 가치 이해
• 전자적 작업방법의 지속적인 개발

V. 결론 및 향후 TSAG/WP3 의 활동
이상에서 ITU-T의 전자유통시스템인 EDH
시스템 현황 및 결의, 그리고 표준화 활동을 위한
ITU-T EDH 활용지침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EDH 시스템의 출현동기는 최근 정보
통신표준화 대상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성, 그
리고 기술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
율적인 표준화 추진과 이에 따른 표준화 연구의
적시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ITU 의 노력의 일환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적극적
인 국내 표준화 활성화 도모, 신속한 정보입수 및

한편, 지난 4월 회의에서의 주요 활동사항은

한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

TSAG과 관련된 ITU PP-98(Plenipotentiary

인 EDH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전략적 표준화

Conference, 전권위원회) 결과 중 EDH 관련 결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인적, 물적자원의 확보에 집

의 COM7/12( Documents and Publications of

중적인 노력과 적절한 배분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the Union), 결의 COM7/13( Reduction of the

환경에 대처하고, 시장수요에 따른 중요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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