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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표준번호

표준명

제·개정일

1

KICS.AF-Emul

ATM-LAN 에뮬레이션 표준

1996-06-28

2

KICS.AW-N060

문서 파일화 및 검색 기능표준 ; 읽기전용 규약군 제1부 : DFR 서비스 지원

1996-01-06

3

KICS.AW-N061

4

KICS.AW-N062

문서 파일화 및 검색 기능표준 ; 읽기전용 규약군 제3부 : DFR 접근 규약

5

KICS.IE-1003.1

개방형 운영체제 인터페이스(POSIX.1) 표준

1993-11-11

6

KICS.IF-RFC1001

망기본입출력 규약 표준

1996-01-09

문서 파일화 및 검색 기능표준 ; 읽기전용 규약군 제2부 : DFR에서의 사용을 위한 ROSE, RTSE, ACSE,
표현, 세션 규약 사양

1996-01-06
1996-01-06

7

KICS.IF-RFC1006

TCP상에서의 ISO 전송 서비스 표준

1996-01-09

8

KICS.IF-RFC1009

게이트웨이 요구사항 표준

1994-05-28
1994-05-28

9

KICS.IF-RFC1034

정의영역 이름 규약(DNS) 표준

10

KICS.IF-RFC1042

IEEE 802 네트워크에서의 IP 데이터그램 전송 표준

1996-01-09

11

KICS.IF-RFC1056

인터네트 메시지를 위한 내용 - 유형헤더 필드 표준

1996-06-28

12

KICS.IF-RFC1058

경로설정정보 규약 표준

1996-01-09

13

KICS.IF-RFC1112

인터네트그룹 다중전송 규약(IGMP) 표준

1994-05-28

14

KICS.IF-RFC1122

인터네트 호스트 요구사항 - 통신 계층 표준

1996-01-09

15

KICS.IF-RFC1123

인터네트 호스트 요구사항 - 응용 및 지원 표준

1996-01-09

16

KICS.IF-RFC1157

단순 망 관리 규약(SNMP) 표준

1993-11-11

17

KICS.IF-RFC1267

경계 게이트웨이 규약 표준

1996-01-09

18

KICS.IF-RFC1305

망 시간 규약 표준

1996-01-09

19

KICS.IF-RFC1350

단순 파일전송 규약(TFTP) 표준

1994-05-28

20

KICS.IF-RFC1356

패킷모드 ISDN과 X.25상의 다중규약 상호연결 표준

1996-01-09

21

KICS.IF-RFC1390

FDDI망에서의 IP와 ARP의 전송표준

1996-01-09

22

KICS.IF-RFC1441

단순 망 관리 규약 버전2 표준

1996-01-09

23

KICS.IF-RFC1521

다목적 인터네트 우편확장 규약 표준

1996-01-09

24

KICS.IF-RFC1548

종단대 종단 규약 표준

1996-01-09

25

KICS.IF-RFC3031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교환(MPLS)구조

2004-07-31

26

KICS.IF-RFC3032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교환(MPLS)에서 레이블 스택 인코딩

2004-07-31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LDP)과 비동기 전송 모드(ATM) 기반 가상 채널 스위칭을 사용하는 멀티프로토콜 레이

2004-07-31

27

KICS.IF-RFC3035

28

KICS.IF-RFC3036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LDP) 규격

2004-07-31

29

KICS.IF-RFC3212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LDP)을 사용한 명시적 레이블 교환 경로(LSP) 설정

2004-07-31

30

KICS.IF-RFC3215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LDP) 상태머신

2004-07-31

31

KICS.IF-RFC3761

전화번호를 이용한 인터넷식별체계 변환

2005-12-21

32

KICS.IF-RFC768

사용자 데이터 그램 규약(UDP) 표준

1994-05-28

33

KICS.IF-RFC791

인터네트 규약(IP) 표준

34

KICS.IF-RFC792

인터네트 제어메시지 규약(ICMP) 표준

블 교환(MPLS) 규격

1993-11-11
199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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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KICS.IF-RFC793

전송제어 규약(TCP) 표준

1993-11-11

36

KICS.IF-RFC821

단순 우편 전송 규약(SMTP) 표준

1993-11-11

37

KICS.IF-RFC822

전자우편 메시지 형식(MAIL) 표준

1994-05-28

38

KICS.IF-RFC826

주소해결 규약(ARP) 표준

1994-05-28

39

KICS.IF-RFC854

가상단말(TELNET) 규약 표준

1993-11-11

40

KICS.IF-RFC894

이더넷 망에서의 IP 데이터그램 전송 표준

1996-01-09

41

KICS.IF-RFC903

역주소해결 규약(RARP) 표준

1994-05-28

42

KICS.IF-RFC904

외부 게이트웨이 요구사항 표준

1994-05-28

43

KICS.IF-RFC919

인터네트 데이터그램 동보 표준

1996-01-09

44

KICS.IF-RFC922

부분망이 존재시의 인터네트 데이터그램 동보 표준

1996-01-09

45

KICS.IF-RFC958

인터네트 표준 부분망 분할 절차 표준

1996-01-09

46

KICS.IF-RFC959

파일 전송 규약(FTP) 표준

1993-11-11

47

KICS.IF-RFC974

메일 경로 지정과 영역 시스템 표준

1996-01-09

48

KICS.IR-BT500.6

TV 영상화질의 주관적 평가 방법 표준

1997-03-21

49

KICS.IS-10031.1

분산사무응용 모델 표준 제1부 : 일반모델

1995-01-09

50

KICS.IS-10031.2

분산사무응용 모델 표준 제2부 : 고유모델

1995-01-09

51

KICS.IS-10032

데이터관리참조모형(RMDM) 표준

1996-01-09

52

KICS.IS-10038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MAC 브리지 기본표준

1995-01-09

53

KICS.IS-10166.1

문서 및 사무시스템 - 문서 파일화 및 검색(DFR) 표준 제1부 : 추상서비스 정의 및 절차

1996-01-06

54

KICS.IS-10166.2

문서 및 사무시스템 - 문서 파일화 및 검색(DFR) 표준 제2부 : 규약사항

1996-01-06

55

KICS.IS-10170.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FTAM 기본표준 ; 적합성 시험 스위트 구조 및 시험 목적

1996-06-28

56

KICS.IS-10183.1

개방문서체계 및 상호교환형식 구현시험지침서 ; 제1부 : 시험방법

1997-03-21

57

KICS.IS-10183.2

개방문서체계 및 상호교환형식 구현시험지침서 ; 제2부 : 추상시험 항목을 위한 프레임워크

1997-03-21

58

KICS.IS-10183.3

개방문서체계 및 상호교환형식 구현시험지침서 ; 제3부 : 시험절차

1997-03-21

59

KICS.IS-10607

화일전송, 접근 및 관리 기능 표준

1992-05-15

60

KICS.IS-10607.2A1

FTAM 기능표준 ; 문서서식, 제약집합 및 구문정의 부속서 1 : 부가정의

1992-12-10

61

KICS.IS-10607.4

FTAM 기능표준 ; 위치화일전송서비스(평면구조)

1992-12-10

62

KICS.IS-10607.5

FTAM 기능표준 ; 위치화일접근서비스(평면구조)

1992-12-10

63

KICS.IS-10607.6

FTAM 기능표준 ; 화일관리서비스(평면구조)

1992-12-10

64

KICS.IS-10608.1

LAN접속 기능표준 ; 개관 및 종속망 독립적 요구사항

1992-12-10

KICS.IS-10608.1/R1

개방시스템상호접속-비접속형 망서비스상에서 접속형 수송서비스제공 기능표준 제1부 : 개관 및 종속망 독립

1996-01-06

적 요구사항
65

KICS.IS-10608.2

LAN접속 기능표준 ; CSMA/CD 근거리망 의존적 요구사항

1992-12-10

KICS.IS-10608.2/R1

개방시스템상호접속-비접속형 망서비스상에서 접속형 수송서비스 제공 기능 표준 제2부 : CSMA/CD 구내

1996-01-06

정보통신망에 대한 종속망 의존적 요구사항
66

KICS.IS-10608.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비접속형 망서비스 상에서 접속형 수송 서비스 제공 기능표준 제5부:가상호를 이용

1995-01-09

한 X.25종속망 의존적 요구사항 규약군
67

KICS.IS-10608.6

FDDI 기능표준

1994-02-18

KICS.IS-10608.6/R1

개방시스템상호접속-비접속형 망서비스상에서 접속형 수송서비스 제공 기능 표준 제6부 : FDDI구내정보통

1996-01-06

신망에 대한 종속망 의존적 요구사항
68

KICS.IS-10609

공중패켓교환망접속 기능표준

1992-05-15

69

KICS.IS-10609.3

개방시스템상호접속-접속형 망서비스상에서 접속형 수송서비스 제공 기능표준 제3부 : 그룹 TD에 대한 종속

1996-01-06

70

KICS.IS-10609.7

망 독립적 요구사항
개방시스템상호접속-접속형 망서비스상에서 접속형 수송서비스 제공 기능표준 제7부 : 규약군 TD1111/TD1121

1996-01-06

의 정의
71

KICS.IS-10609.9

개방시스템상호접속-접속형 망서비스상에서 접속형 수송서비스 제공 기능표준- 제9부 : 패킷교환데이터망에

1996-01-06

가상호를 사용한 영구접속에 관련되는 망계층, 데이터연결계층 및 물리계층에서 종 속망 의존적 요구사항
72

KICS.IS-10610.1

ODA/ODIF 기능표준(레벨 1)

1994-11-03

73

KICS.IS-10611.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메시지처리시스템 기능표준 ; 공통 메시 지표준 ; 제1부 : 메시지처리시스템 서비스 지원

1997-03-21

74

KICS.IS-10611.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메시지처리시스템 기능표준 ; 공통 메시 지표준 ; 제2부 : 메시지처리시스템에 의해

1997-03-21

사용되는 원격동작서비스요소, 신뢰전송서비스요소, 결합제어서비스요소, 표현 및 세션 규약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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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KICS.IS-10611.3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메시지처리시스템 기능표준 ; 공통 메시 지표준 ; 제3부 : AMH11 - 메시지 전송(P1)

1997-03-21

76

KICS.IS-10611.4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메시지처리시스템 기능표준 ; 공통 메시 지표준 ; 제4부 : AMH12 - MTS 접근(P3)

1997-03-21

77

KICS.IS-10611.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메시지처리시스템 기능표준 ; 공통 메시 지표준 ; 제5부 : AMH13 - MS 접근(P7)

1997-03-21

78

KICS.IS-10612.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투명브리지를 사용한 MAC 서비스 중계기 기능표준 제1부 : 종속망 독립적 요구사항

1995-01-09

79

KICS.IS-10612.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투명브리지를 사용한 MAC 서비스 중계기 기능표준 제2부 : 근거리통신망 매체의존적

1995-01-09

요구사항
80

KICS.IS-10612.4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투명브리지를 사용한 MAC 서비스 중계기 기능표준 제4부 : CSMA/CD-CSMA/CD

1995-01-09

브리지 규약군
81

KICS.IS-10612.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투명브리지를 사용한 MAC 서비스 중계기 기능표준 제5부 : CSMA/CD-FDDI 브리지

1995-01-09

규약군
1995-01-09

82

KICS.IS-10612.6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투명브리지를 사용한 MAC 서비스 중계기 기능표준 제6부 : FDDI-FDDI 브리지 규약군

83

KICS.IS-10613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비접속형 망서비스 중계 기능표준

1994-11-03

84

KICS.IS-10613.4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망서비스 중계기능 표준 제4부 : FDDI 종속망 의존적 매체의존적 요구사항

1995-01-09
1995-01-09

85

KICS.IS-10613.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망서비스 중계기능 표준 제5부 : CSMA/CD-CSMA/CD 경로설정기 규약군

86

KICS.IS-10613.6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망서비스 중계기능 표준 제6부 : CSMA/CD-FDDI 경로설정기 규약군

1995-01-09

87

KICS.IS-10728

정보자원사전 시스템(IRDS) 서비스 인터페이스 표준

1996-01-09

88

KICS.IS-10733

OSI 망계층 표준에 관계된 관리정보 요소 표준 - ISO/IEC 10733

1996-12-14

89

KICS.IS-10742

OSI 데이터링크계층 표준에 관계된 관리정보 요소 표준 - ISO/IEC 10742

1996-12-14

90

KICS.IS-10747

ISO 8473 PDU의 전달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 시스템 사이의 도메 인간 경로 설정 정보교환 규약 표준 -

1996-12-14

ISO/IEC 10747
91

KICS.IS-11179.3

데이터 요소의 명세 및 표준화 : 데이터 요소의 기본 속성

1996-01-09

92

KICS.IS-11179.4

데이터 요소의 명세 및 표준화 : 데이터 정의 작성을 위한 규칙 및 지침

1996-01-09

93

KICS.IS-11181.1

ODA/ODIF 기능표준(레벨 2)

1994-11-03

94

KICS.IS-11183.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OSI 관리기능표준 관리통신 제1부 : ROSE/CMISE에 사용을 위한 ACSE, 표준규약과

1995-01-09

95

KICS.IS-11183.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관리기능 표준 관리통신 제2부 : 고급관리통신 규약군을 위한 CMISE/ROSE

96

KICS.IS-11183.3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OSI 관리기능표준 관리통신 제3부 : 기본관리통신 규약군을 위한 CMISE/ROSE

1995-01-09

97

KICS.IS-11184.2

가상단말(VT) 기본등급 기능표준 ; 가상단말 환경(VTE) 규약군의등록 제2부 : A-방식 일반 Telnet VTE 규약군

1996-01-06

98

KICS.IS-11185.11

개방시스템상호접속-가상단말 기본등급 기능표준 ; 제어객체유형정의의 등록 제11부 : 페이지필드 입력 표시

1995-07-07

제어 객체 NO.1

1995-07-07

99

KICS.IS-11185.18

개방시스템상호접속-가상단말 기본등급 기능표준; 제어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제18부 : 일반 TELNET 제어객체

1995-07-07

100

KICS.IS-11185.9

개방시스템상호접속-가상단말 기본등급 기능표준; 제어객체유형 정의의 등록 제9부 : 페이지필드 입력 명령

1995-07-07

세션규약의 명세
1996-01-06

제어 객체 NO.1

440

101

KICS.IS-11187.2

개방시스템상호접속-가상단말 기본등급 ; 응용규약군 제2부 : 동기 모드 페이지 규약군 기능표준

1995-07-07

102

KICS.IS-11187.5

개방시스템상호접속-가상단말 기본등급 ;응용규약군 제5부 : A-모드일반 Telnet 응용 규약군 기능표준

1996-12-14

103

KICS.IS-1141

소프트웨어 상태 전환의 인간 의사소통 표현표준 - ISO/IEC 1141

1996-12-14

104

KICS.IS-11571

사설종합서비스망(PISN)에서의 번호 및 부주소 부여 표준 - ISO/IEC 11571

1996-12-14

105

KICS.IS-11571.1

사설종합서비스망(PISN) - 1부 : PISN 교환기(PINX)를 위한 참조구조 표준 - ISO/IEC 11579-1

1996-12-14

106

KICS.IS-11575

OSI 데이터링크 서비스를 위한 규약 매핑 표준 - ISO/IEC 11575

1996-12-14

107

KICS.IS-11577

ISO 망계층 보안 규약 표준 - ISO/IEC 11577

1997-03-21

108

KICS.IS-12061.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 제1부 : 분산트랜잭션처리 규약군의 분류

1997-03-21

109

KICS.IS-12061.10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 제10부 : 제공자 지원 사슬 트랜잭션 - 공유 제어(ATP32)

1997-03-21

110

KICS.IS-12061.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 제2부 : OSI TP APDU들의 지원

1997-03-21

111

KICS.IS-12061.3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 제3부 : 실행, 동시성 및 회복제어 규약군의 지원

1997-03-21

112

KICS.IS-12061.4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 제4부 : 세션, 표현 및 결합제어서비스요소 규약군들의 지원

1997-03-21

113

KICS.IS-12061.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 제5부 : 응용 지원 트랜잭션 - 편향성 제어(ATP11)

1997-03-21

114

KICS.IS-12061.6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 제6부 : 응용 지원 트랜잭션 - 공유 제어(ATP12)

1997-03-21

115

KICS.IS-12061.7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 제7부 : 제공자 지원 비사슬 트랜잭션 - 편향성 제어(ATP21)

1997-03-21

116

KICS.IS-12061.8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 제8부 : 제공자 지원 비사슬 트랜잭션 - 공유 제어(ATP22)

1997-03-21

117

KICS.IS-12061.9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 제9부 : 제공자 지원 비사슬 트랜잭션 - 편향성 제어(ATP31)

1997-03-21

118

KICS.IS-12062.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메시지처리시스템 기능표준 ; 개인간 메 시지통신 ; 제1부 : IPM MHS 서비스 지원

199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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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KICS.IS-12062.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메시지처리시스템 기능표준 ; 개인간 메시지통신 ; 제2부 : AMH21 - IPM 내용

1997-03-21

120

KICS.IS-12062.3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메시지처리시스템 기능표준 ; 개인간 메시지통신 ; 제3부 : AMH22 - 메시지전송(P1)

1997-03-21

121

KICS.IS-12062.4

을 위한 IPM 요구사항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메시지처리시스템 기능표준 ; 개인간 메시지통신 ; 제4부 : AMH23 - MTS 접근(P3)

1997-03-21

을 위한 IPM 요구사항
122

KICS.IS-12062.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메시지처리시스템 기능표준 ; 개인간 메시지통신 ; 제5부 : AMH24 - MS 접근(P7)을

1997-03-21

위한 IPM 요구사항
1996-12-14

123

KICS.IS-12207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 표준 - ISO/IEC 12207

124

KICS.IS-14102

CASE 도구의 평가 및 선정 지침서 - ISO/IEC 14102

1996-12-14

125

KICS.IS-6709

위도, 경도 및 고도의 표현을 위한 표준

1994-05-28

126

KICS.IS-8327.2

개방시스템상호접속 - 기본 접속형 세션규약 표준 제2부 : 규약구현 적합성명세(PICS) 양식

1996-01-06

127

KICS.IS-8402

소프트웨어 품질의 측정, 평점 및 심사를 위한 기술지원서

1994-12-29

128

KICS.IS-8471

하이레벨 데이터링크 제어 평형 절차 등급 - 교환환경에서의 데이터링크 계층 주소 결정/협상 표준 - ISO 8471

1996-12-14

129

KICS.IS-8473.2

비연결형망서비스(CLNS) 제공을 위한 규약 - 2부 ISO/IEC 8802 종속망을 기반으로 하는 규약 표준 - ISO/IEC

1996-12-14

8473-2
130

KICS.IS-8473.3

비연결형망서비스(CLNS) 제공을 위한 규약 - 3부 X.25 종속망에 의한 기본서비스 규정 표준 - ISO/IEC 8473-3

1996-12-14

131

KICS.IS-8473.4

비연결형망서비스(CLNS) 제공을 위한 규약 : OSI 데이터링크 서 비스를 제공하는 종속망의 기본 서비스 규정

1996-12-14

표준 - ISO/IEC 8473-4
1992-05-15

132

KICS.IS-8571

화일전송, 접근 및 관리 기본 표준

133

KICS.IS-8571.5

FTAM 기본표준 ; 규약구현 적합성 명세서 양식

1992-12-10

134

KICS.IS-8571.A1

FTAM 기본표준-부가서 1 ; 화일저장소 관리

1994-02-18
1992-12-10

135

KICS.IS-8802.2

LAN-논리연결 제어표준

136

KICS.IS-8802.3

LAN-CSMA/CD 접근법 및 물리계층 표준

1992-12-10

137

KICS.IS-8802.4

TOKEN-BUS 기본표준

1994-02-18

138

KICS.IS-8802.5

TOKEN-RING 기본표준

1994-02-18

139

KICS.IS-8805

3차원 그래픽 커널 시스템의 기본정의 표준 - GKS-3D - ISO/IEC 8805

1996-12-14

140

KICS.IS-8806.4

3차원 그래픽 커널 시스템(GKS-3D)의 언어 바인딩 표준 - PART 4 : C - ISO/IEC 8806-4

1996-12-14

141

KICS.IS-8878

X.25를 이용한 OSI 접속방식 망서비스 기본 표준

1992-12-10

142

KICS.IS-9040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기본등급 가상터미널 표준 제1부 : 서비스

1995-01-09

143

KICS.IS-904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기본등급 가상터미널 표준 제2부 : 프로토콜

1995-01-09

144

KICS.IS-9075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언어 표준

1994-12-29

145

KICS.IS-9126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품질요구사항과 시험에 관한 기술지원서

1994-05-28

146

KICS.IS-9314.1

FDDI 기본표준 ; 토큰링 물리계층 프로토콜(PHY)

1994-02-18

147

KICS.IS-9314.2

FDDI 기본표준 ; 토큰링 매체 접속 제어(MAC)

1994-02-18

148

KICS.IS-9314.3

FDDI 기본표준 ; 물리계층 매체 종속(PMD)

1994-02-18

149

KICS.IS-9314.6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FDDI 근거리망 표준 제6부 : 국관리

1995-01-09

150

KICS.IS-954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비접속형 망서비스 제공규약(ISO 8473)과 함께 사용될 중간 시스템 경로설정 정보

1994-11-03

교환규약
151

KICS.IS-9579.2

개방시스템상호접속 - 원격데이터베이스 접근(RDA) 표준 제2부 : 구조적 질의어 특수화

1996-01-06
1996-12-14

152

KICS.IS-9593.1

계층적 대화형 그래픽스 시스템(PHIGS)의 언어 바인딩 표준 - PART 1 : FORTRAN - ISO/IEC 9593-1

153

KICS.IS-9593.4

계층적 대화형 그래픽스 시스템(PHIGS)의 언어 바인딩 표준 - PART 4 : C - ISO/IEC 9593-4

1996-12-14

154

KICS.IS-959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공통관리정보 서비스 표준

1994-11-03

155

KICS.IS-9596.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공통관리정보 규약 표준

1994-11-03

156

KICS.IS-9636.1

컴퓨터 그래픽 인터페이스 표준 : 개요, 프로파일, 적합성

1996-01-09

157

KICS.IS-9636.2

컴퓨터 그래픽 인터페이스 표준 : 제어

1996-01-09

158

KICS.IS-9636.3

컴퓨터 그래픽 인터페이스 표준 : 출력

1996-01-09

159

KICS.IS-9636.4

컴퓨터 그래픽 인터페이스 표준 : 세그먼트

1996-01-09

160

KICS.IS-9636.5

컴퓨터 그래픽 인터페이스 표준 : 입력 및 반향

1996-01-09

161

KICS.IS-9636.6

컴퓨터 그래픽 인터페이스 표준 : 래스터

1996-01-09

162

KICS.IS-9679.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원격데이터베이스 접근 표준 제1부 : 일반모델 서비스 및 규약

1995-01-09

163

KICS.IS-9804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응용의 원자성 제공을 위한 완료, 동시성 및 회복 서비스 표준

1994-11-03

441

부록

No.

442

표준번호

표준명

제·개정일

164

KICS.IS-980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응용의 원자성 제공을 위한 완료, 동시성 및 회복 규약 표준

1994-11-03

165

KICS.IS-9805.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완료, 동시성 및 회복(CCR) 규약 표준 제2부 : 규약구현 적합성명세(PICS) 양식

1996-01-06

166

KICS.IS-9945.1

POSIX - PART 1 : C 언어를 위한 시스템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표준 - ISO/IEC 9945-1

1996-12-14

167

KICS.IS-9945.2

POSIX - PART 2 : 쉘과 유틸리티 표준 - ISO/IEC 9945-2

1996-12-14

168

KICS.IS-GUIDE2

표준화와 관련 활동에 관한 일반용어 및 정의에 관한 표준

1994-05-28

169

KICS.IS-GUIDE22

제조자의 적합성 선언에 관한 표준

1994-05-28

170

KICS.IS-GUIDE25

시험소 등의 자격을 위한 일반요건

1994-05-28

171

KICS.IS-GUIDE43

시험소 등의 능력시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표준

1994-05-28

172

KICS.IS-GUIDE45

시험결과의 제시를 위한 표준

1994-05-28

173

KICS.IT-G711

음성주파수(300-3400Hz)의 변조방식 표준

1993-05-07

174

KICS.IT-G722

고품질 음성주파수(50-7000Hz)의 부호화 표준

1993-05-07

175

KICS.IT-G725

pX64kbit/s 내의 7kHz 음성부호화기의 사용에 대한 시스템 측면 표준

1993-05-07

176

KICS.IT-G774A

동기식 전송장치의 MIB 표준 ; 모델 I

1996-01-06

177

KICS.IT-G992.1

ADSL 기술표준

2004-03-18

178

KICS.IT-H221

시청각 텔리서비스에서 64-1920kbit/s 채널에 대한 프레임구조 표준

1994-11-03

KICS.IT-H221/R1

시청각 텔리서비스에서 64-1920kbit/s 채널에 대한 프레임워크 구조

2005-10-19

179

KICS.IT-H230

시청각 시스템에 대한 프레임 동기식 제어 및 표시신호 표준

1994-11-03

180

KICS.IT-H242

2Mbit/s까지의 디지털 채널을 이용하는 시청각 단말기간의 통신 설정을 위한 시스템 표준

1994-11-03

181

KICS.IT-H261

pX64kbit/s 에서의 시청각서비스를 위한 영상부호화 표준

1993-05-07

182

KICS.IT-H310

광대역 음성 및 영상 통신시스템 단말장치 표준

1996-01-06

KICS.IT-H310/R1

광대역 음성 및 영상 통신시스템 단말장치

2005-10-19

183

KICS.IT-H320

협대역 영상전화시스템 및 단말장치 표준

1994-11-03

184

KICS.IT-H321

KCS 115“영상전화단말의 B-ISDN 환경으로의 적응" 표준

1996-01-06

185

KICS.IT-H322

구내정보통신망에서의 단말에 대한 표준

1996-01-06

186

KICS.IT-I361

ATM 계층 규격

1997-03-21

187

KICS.IT-I363.1

B-ISDN ATM 적응계층 - 형태1과 형태2

1997-03-21

188

KICS.IT-I363.3

B-ISDN ATM 적응계층 - 형태3/4

1997-03-21

189

KICS.IT-I363.5

B-ISDN ATM 적응계층 - 형태5

1997-03-21

190

KICS.IT-I411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 기준 규격

1992-05-15

191

KICS.IT-I412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 구조 및 액세스 능력

1992-05-15

192

KICS.IT-I430

기본 사용자-망 인터페이스; 계층 1 규격

1992-05-15

193

KICS.IT-I431

일차군 속도 사용자-망 인터페이스 ; 계층 1 규격

1992-05-15

194

KICS.IT-I432.1

B-ISDN 사용자망 접면 물리계층 규격 - 155,520 kbit/s 및 622,080 kbit/s

1997-03-21

195

KICS.IT-P34

핸드프리전화기 전송특성 표준

1996-01-06

196

KICS.IT-P50

의사음성 표준

1996-01-06

197

KICS.IT-P51

의사입 표준

1996-01-06

198

KICS.IT-P57

의사귀 표준

1996-01-06

199

KICS.IT-Q2100

신호 ATM 적응 계층(SAAL) 개요 설명

1997-03-21

200

KICS.IT-Q2110

B-ISDN ATM 적응계층 - 서비스 관련 연결형 프로토콜(SSCOP)

1997-03-21

201

KICS.IT-Q2130

B-ISDN 신호 ATM 적응계층 - 사용자망 접면에서의 신호방식을 위한 서비스 관련 조정 기능(SSCF at UNI)

1997-03-21

202

KICS.IT-Q2140

B-ISDN 신호 ATM 적응계층 - 망노드접면에서 신호방식을 위한 서비스관련 조정기능(SSCF at NNI)

1997-03-21

203

KICS.IT-Q2144

B-ISDN 신호 ATM 적응계층 - 망노드접면에서의 SAAL을 위한 계층관리

1997-03-21

204

KICS.IT-Q2610

B-ISDN DSS2와 B-ISUP에서 원인과 위치 사용법

1997-03-21

205

KICS.IT-Q2650

B-ISDN DSS2와 B-ISUP의 연동

1997-03-21

206

KICS.IT-Q2722.1

B-ISDN 사용자부 점대다중점 호/연결 제어

1997-03-21

207

KICS.IT-Q2730

B-ISDN 사용자부 부가서비스

1997-03-21

208

KICS.IT-Q2761

B-ISDN 신호시스템 NO.7 B-ISDN 사용자부 기능 설명

1997-03-21

209

KICS.IT-Q2762

B-ISDN 신호시스템 NO.7 B-ISDN 사용자부 메시지와 신호에 대한 일반적인 기능

1997-03-21

210

KICS.IT-Q2763

B-ISDN 신호시스템 NO.7 B-ISDN 사용자부 포맷과 코드

1997-03-21

211

KICS.IT-Q2764

B-ISDN 신호시스템 NO.7 B-ISDN 사용자부 기본호 절차

1997-03-21

212

KICS.IT-Q2931

B-ISDN DSS2 기본 호/연결 제어를 위한 사용자 망 접면에서의 계층3 규격

199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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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표준번호

표준명

제·개정일

213

KICS.IT-Q2961.1

DSS2 추가 트래픽 매개변수의 표시

1997-03-21

214

KICS.IT-Q2962

B-ISDN DSS2 호/연결 설정단계에서 연결 특성의 협상

1997-03-21
1997-03-21

215

KICS.IT-Q2963.1

B-ISDN DSS2 연결변경 - 연결소유자에 의한 최고셀률 변경

216

KICS.IT-Q2971

B-ISDN DSS2 점대다중점 호/연결 제어를 위한 사용자망 접면 계층3 규격

1997-03-21

217

KICS.IT-Q701

No.7 신호방식 메시지 전달부 표준 : 기능레벨 및 인터페이스 프리미티브

1994-02-18

218

KICS.IT-Q702

No.7 신호방식 메시지전달부 표준 ; 신호데이터 링크

1994-02-18

219

KICS.IT-Q703

No.7 신호방식 메시지전달부 표준 ; 신호 링크

1994-02-18

220

KICS.IT-Q704

No.7 신호방식 메시지전달부 표준 ; 신호망기능 및 메시지

1994-02-18

221

KICS.IT-Q706

No.7 신호방식 메시지전달부 표준 ; 신호전송 성능

1994-02-18

222

KICS.IT-Q707

No.7 신호방식 메시지전달부 표준 ; 시험 및 유지보수

1994-02-18

223

KICS.IT-Q711

No.7 신호방식 신호연결제어부 표준 ; 서비스 개요

1994-11-03

224

KICS.IT-Q712

No.7 신호방식 신호연결제어부 표준 ; 용어의 정의

1994-11-03

225

KICS.IT-Q713

No.7 신호방식 신호연결제어부 표준 ; 포맷 및 부호

1994-11-03

226

KICS.IT-Q714

No.7 신호방식 신호연결제어부 표준 ; 신호처리절차

1994-11-03

227

KICS.IT-Q716

No.7 신호방식 신호연결제어부 표준 ; 신호연결제어부 성능

1994-11-03

228

KICS.IT-Q761

No.7 신호방식 ISDN 사용자부 표준 ; 기본기능

1994-02-18

229

KICS.IT-Q762

No.7 신호방식 ISDN 사용자부 표준 ; 신호메시지 및 신호정보의 정의

1994-02-18

230

KICS.IT-Q763

No.7 신호방식 ISDN 사용자부 표준 ; 포맷 및 부호화

1994-02-18

231

KICS.IT-Q764

No.7 신호방식 ISDN 사용자부 표준 ; 신호 절차

1994-02-18

232

KICS.IT-Q766

No.7 신호방식 ISDN 사용자부 표준 ; 성능평가 기준

1994-02-18

233

KICS.IT-Q771

No.7 신호방식 문답처리기능부 표준 ; 기능적 설명

1994-11-03

234

KICS.IT-Q772

No.7 신호방식 문답처리기능부 표준 ; 정보 요소의 정의

1994-11-03

235

KICS.IT-Q773

No.7 신호방식 문답처리기능부 표준 ; 포맷 및 부호화

1994-11-03

236

KICS.IT-Q774

No.7 신호방식 문답처리기능부 표준 ; 절차

1994-11-03
1992-05-15

237

KICS.IT-Q920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데이터 링크 계층 일반사항

238

KICS.IT-Q921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데이터 링크 계층

1992-05-15

239

KICS.IT-Q921bis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ISDN D 채널 계층 2 프로토콜 적합성 시험 표준

1996-06-28

240

KICS.IT-Q922

프레임릴레이 이용자-망 접속 표준

1995-07-07

241

KICS.IT-Q930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계층 3 일반사항

1992-05-15

242

KICS.IT-Q931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계층 3 규격

1992-05-15

243

KICS.IT-Q931bis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ISDN D 채널 계층 3 프로토콜 적합성 시험 표준

1996-06-28

244

KICS.IT-T122

멀티미디어회의를 위한 다자간 통신서비스; 서비스정의

1997-03-21

KICS.IT-T122/R1

멀티미디어회의를 위한 다자간 통신서비스: 서비스정의

2005-10-19

245

KICS.IT-T124

멀티미디어 회의서비스를 위한 회의제어 표준(1995)

1996-06-28

246

KICS.IT-V34

전화망 및 2선식 전용회선용 28,800bps급 모뎀

1997-03-21

247

KICS.IT-V8

일반교환 전화망상의 데이터전송 세션의 시작과 종료 절차 표준 (1994)

1996-06-28

248

KICS.IT-X207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응용계층 구조

1997-03-21

249

KICS.IT-X21(1988)

공중데이터망에서 동작하는 데이터 단말 장치와 회선종단 장치간접속 표준

1995-01-09

KICS.IT-X21(1992)/R1

공중데이터망에서 동작하는 데이터단말장치(DTE)와 데이터회선종단장치(DCE)간 접속 표준(1992)

1996-01-06

KICS.IT-X216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표현계층 서비스 표준

1994-11-03

KICS.IT-X216/R1

개방시스템 상호 접속 - 표현 서비스 정의

2005-10-19

250
251

KICS.IT-X217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연계제어 서비스 표준

1994-11-03

252

KICS.IT-X218

신뢰전송표준(1988) ; 모델 및 서비스 정의

1996-01-06

253

KICS.IT-X21bis[1988]

공중패킷교환망접속 기본표준, 동기식 V-계열 모뎀과의 접속용으로 설계된 데이터 단말장치의(DTE)의 공중

1995-01-09

데이터망에서의 사용
KICS.IT-X226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표현계층 규약 표준

1994-11-03

KICS.IT-X226/R1

개방시스템 상호 접속 - 접속-모드 프로토콜 규격

2005-10-19

KICS.IT-X227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연계제어 규약 표준

1994-11-03

KICS.IT-X227/R1

정보기술 - 개방 시스템 상호접속연계제어서비스요소를 위한 접속지향 규약 : 규약 규격

2005-10-19

256

KICS.IT-X228

신뢰전송표준(1988) ; 규약규격

1996-01-06

257

KICS.IT-X233

비접속형 망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약

1992-12-10

KICS.IT-X233/R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비 접속형 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약 표준

1997-03-21

254
255

443

부록

No.
258

표준번호
KICS.IT-X25(1988)

표준명
전용선에 의해 공중데이터망에 연결되고 패켓형으로 동작하는 단말장치에대한 데이터 단말장치와 데이터

제·개정일
1995-01-09

회선종단 장치간 접속부 표준
KICS.IT-X25(1992)/R1

패킷형으로 동작하며 전용선에 의해 공중데이터망에 연결된 단말장치에 대한 데이터단말장치(DTE)와 데이터

1996-01-06

회선종단장치(DCE)간 접속 표준(1993)
259

KICS.IT-X264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수송규약 식별 방식

1997-03-21

260

KICS.IT-X274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수송계층 보안규약 표준

1997-03-21

261

KICS.IT-X290

개방시스템 상호접속-적합성시험방법론 및 체계 제1부 : 일반 개념 표준

1994-11-03

KICS.IT-X290/R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적합성시험방법론 및 체계 제1부 : 일반 개념 표준

1996-06-28

KICS.IT-X29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적합성시험방법론 및 체계 제2부 : 추상 시험스위트 표준

1994-11-03

KICS.IT-X291/R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적합성 시험 방법론 및 체계 ; 제2부 : 추상시험스위트 명세

1997-03-21

263

KICS.IT-X292

개방시스템상호접속-적합성 시험방법론 및 체계 제3부 : 계통도와 표결합 표기법 표준

1995-07-07

264

KICS.IT-X293

개방시스템 상호접속-적합성시험방법론 및 체계 제4부 : 시험실현표준

1994-11-03

KICS.IT-X293/R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적합성시험방법론 및 체계 제4부 : 시험실현표준

1996-06-28

KICS.IT-X294

개방시스템 상호접속-적합성시험방법론 및 체계 제5부 : 적합성 성능평가절차를 위한 시험소와 고객에 대한

1994-11-03

262

265

요구사항
KICS.IT-X294/R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적합성시험방법론 및 체계 제5부 : 적합성 성능 평가 절차를 위한 시험소와 고객에

1996-06-28

대한 요구 사항
266

KICS.IT-X29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적합성 시험 방법론 및 체계 ; 제6부 : 프로토콜 규약군 시험 규격

1996-06-28

267

KICS.IT-X296

개방시스템 상호접속-적합성 시험 방법론 및 체계 ; 제7부 : 구현 적합성 명세

1996-06-28

268

KICS.IT-X400[1992]

메시지처리시스템 표준 ; 상호운용성 시험

1996-01-06

269

KICS.IT-X401[1984]

MHS 기본표준 ; 기본서비스 요소 및 사용자 선택적 기능

1992-05-15

270

KICS.IT-X402[1988]

MHS 기본표준; 전체구조

1992-12-10

KICS.IT-X402/R1

메시지 처리시스템(MHS) - 전체구조

2005-10-19

271

KICS.IT-X408[1988]

MHS 기본표준; 부호화정보 유형변환 규칙

1992-12-10

272

KICS.IT-X413[1988]

MHS 기본표준; 메시지전송 시스템 ; 추상서비스 정의

1992-12-10

KICS.IT-X413/R1

메시지 처리 시스템(MHS) - 메시지 저장기 ; 추상서비스 정의

2005-10-19
1996-01-06

273

KICS.IT-X421[1992]

메시지처리시스템 표준(1994) : 메시지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축적전달 팩시밀리 서비스

274

KICS.IT-X435

MHS/EDI 메시지통신시스템 기본표준

1994-11-03

KICS.IT-X435/R1

MHS/EDI/EDI 메시지통신시스템 기본표준(X.435)

2005-10-19

275

KICS.IT-X500[199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등록부(1992) ; 개념, 모델 및 서비스 개관 기본표준

1995-07-07

276

KICS.IT-X501[199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등록부(1992) ; 모델 기본표준

1995-07-07

KICS.IT-X501/R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등록부;모델

2005-10-19

KICS.IT-X509

디렉토리 기본표준 ; 인증골격

1994-02-18

KICS.IT-X509/R1

개방시스템상호접속-등록부 표준(1993) ; 인증골격

1996-01-06

KICS.IT-X511

디렉토리 기본표준 ; 추상서비스 정의

1994-02-18

KICS.IT-X511/R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등록부 표준 ; 추상서비스 정의

1997-03-21

KICS.IT-X511/R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등록부; 추상서비스 정의

2005-10-19

KICS.IT-X518

디렉토리 기본표준 ; 분산 동작 절차

1994-02-18

KICS.IT-X518/R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등록부 표준 ; 분산 동작 절차

1997-03-21

KICS.IT-X518/R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등록부 ; 분산동작 절차

2005-10-19

KICS.IT-X519

디렉토리 기본표준 ; 규약사항

1994-02-18

KICS.IT-X519/R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등록부 표준 ; 규약 사항

1997-03-21

KICS.IT-X519/R2

개방시스템 상호 접속 - 등록부 ; 규약사항

2005-10-19

KICS.IT-X520

디렉토리 기본표준 ; 선정 속성 유형

1994-02-18

KICS.IT-X520/R1

개방시스템상호접속-등록부 표준(1993) ; 선정 속성 유형

1996-01-06

KICS.IT-X520/R2

개방시스템 상호 접속 -등록부 ; 선택 속성 유형

2005-10-19

KICS.IT-X521

디렉토리 기본표준 ; 선정 객체 부류

1994-02-18

KICS.IT-X521/R1

개방시스템상호접속-등록부 표준(1993) ; 선정 객체 부류

1996-01-06

KICS.IT-X52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등록부 표준 ; 복제

1997-03-21

KICS.IT-X525/R1

개방시스템 상호 접속 - 등록부 ; 복제

2005-10-19

284

KICS.IT-X712

개방시스템상호접속 - 공통관리정보규약(CMIP) 표준 제2부 : 규약구현 적합성명세(PICS) 양식

1996-01-06

285

KICS.IT-X720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관리정보의 구조표준 관리정보모형

1995-01-09

277
278

279

280

281

282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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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KICS.IT-X72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관리 정보의 구조 표준;관리정보의 정의

1995-01-09

287

KICS.IT-X72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관리정보의 구조표준 ; 관리객체의 정의에 대한 지침

1995-01-09

288

KICS.IT-X730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시스템관리 ; 객체 관리기능

1997-03-21

289

KICS.IT-X73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시스템관리 ; 상태 관리기능

1997-03-21

290

KICS.IT-X75

데이터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통신망간의 패킷교환방식 표준

1994-02-18
1992-05-15

291

KICS.KO-01.0001

2048kbit/s 신호규격

292

KICS.KO-01.0002

R2 신호방식 표준

1992-12-10

293

KICS.KO-01.0003

패킷교환공중데이터망의 비동기형 단말장치 접속 표준

1993-05-07

294

KICS.KO-01.0004

1544kbit/s 신호의 규격 표준

1994-11-03

295

KICS.KO-01.0005

전용선에 의해 공중 데이터망에 연결되고 패킷형으로 동작하는 단말장치(DTE)와 데이터회선 종단장치(DCE)

1994-11-03

간 접속 적합성 시험 표준(KCS25, KCS145)
296

KICS.KO-01.0006

공중교환망을 통한 패킷교환망과 패킷형 단말장치간 접속 기술표준

1995-01-09

297

KICS.KO-01.0010

종합정보통신망에서의 연성디스크 통신방식 표준

1995-07-07

298

KICS.KO-01.0011

No.7 신호방식-착신과금 응용서비스 요소 표준

1995-07-07

299

KICS.KO-01.0012

No.7 신호방식-신용통화 응용서비스 요소 표준

1995-07-07

300

KICS.KO-01.0054

SIP기반 인터넷 텔레포니 프로파일: 제안-응답 모델

2005-12-21

301

KICS.KO-01.0055

SIP기반 인터넷 텔레포니 프로파일 : 보안

2005-12-21

302

KICS.KO-01.0056

SIP 기반 인터넷 텔레포니 상호운용성 시험 시나리오

2005-12-21

303

KICS.KO-03.0001

동기식 디지털 계위 표준

1996-01-06

304

KICS.KO-03.0002

디지털 네트워크 동기 표준

1994-02-18

305

KICS.KO-03.0003

비동기식 디지털 계위 표준

1994-02-18

306

KICS.KO-03.0004

ISDN 기본속도에서의 가입자선로 디지털 전송시스템 표준

1995-01-09

307

KICS.KO-03.0005

ISDN 1차속도에서의 가입자선로 디지털 전송시스템 표준

1995-01-09

308

KICS.KO-03.0006

44,736kbit/s 신호전송 기술표준

1995-01-09

309

KICS.KO-03.0007

564,992kbit/s 신호전송 기술표준

1995-01-09

310

KICS.KO-03.0008

ISDN 전화기의 전송특성 및 측정법 표준

1995-07-07

311

KICS.KO-03.0009

155,520kbit/s 동기식 광전송기술 표준

1995-07-07

312

KICS.KO-03.0010

622,080kbit/s 동기식 광전송기술 표준

1995-07-07

313

KICS.KO-03.0011

2,488,320kbit/s 동기식 광전송기술 표준

1995-07-07

314

KICS.KO-03.0012

155,520kbit/s 동기식 다중장치 일반기능 표준

1996-01-06

315

KICS.KO-03.0013

622,080kbit/s 동기식 다중장치 일반기능 표준

1996-01-06

316

KICS.KO-03.0014

2,488,320kbit/s 동기식 다중장치 일반기능 표준

1996-01-06

317

KICS.KO-03.0015

9,953,280kbit/s 동기식 광전송기능 표준

1996-01-06

318

KICS.KO-03.0016

전광통신망을 위한 광감시채널장치의 특성

2005-10-19

319

KICS.KO-04.0001

원격자동검침시스템 통신절차 표준

1992-05-15

320

KICS.KO-05.0002

퍼스널컴퓨터 통신절차 표준

1992-05-15

321

KICS.KO-05.0003

코드없는 전화기 표준

1992-05-15

KICS.KO-05.0003/R1

코드없는 전화기 표준(개정)

1993-05-07

322

KICS.KO-05.0004

키폰 표준

1992-05-15

323

KICS.KO-05.0005

구내교환기 표준

1992-05-15

324

KICS.KO-05.0006

장거리자동전화 발신제어장치 표준

1992-05-15

325

KICS.KO-05.0007

이동가입무선전화 가입자장치 표준

1992-05-15

KICS.KO-05.0007/R1

이동가입무선전화 가입자장치 표준(개정)

1994-11-03

326

KICS.KO-05.0008

일반전화기 표준

1992-05-15

327

KICS.KO-05.0009

인쇄전신기 표준

1992-05-15

328

KICS.KO-05.0010

팩시밀리 표준

1992-05-15

329

KICS.KO-05.0011

텔리텍스 표준

1992-05-15

330

KICS.KO-05.0012

국선접속용 인터폰장치 표준

1992-05-15

331

KICS.KO-05.0013

가입자보호기 표준

1992-05-15

332

KICS.KO-05.0014

모뎀 표준

1992-05-15

KICS.KO-05.0014/R1

모뎀 표준(개정)

1994-11-03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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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KICS.KO-05.0015

신용카드 조회기 표준

1992-05-15

334

KICS.KO-05.0016

비디오텍스 단말기 통신절차 표준

1992-05-15
1992-12-10

335

KICS.KO-05.0017

데이터 다중화 방식 표준

336

KICS.KO-05.0018

전자식전화기를 이용한 문자입력코드

1992-12-10

337

KICS.KO-05.0019

ISDN 전화기 표준

1994-11-03

338

KICS.KO-05.0020

ISDN 단말기 정합장치(TA) 표준

1994-11-03

339

KICS.KO-05.0021

개인용 컴퓨터의 ISDN 기본속도 접속카드 표준

1994-11-03

KICS.KO-05.0021/R1

개인용 컴퓨터의 종합정보통신망 S점 접속카드 표준

1996-06-28

340

KICS.KO-05.0022

그룹4 팩시밀리 기능표준 (등급1)

1993-05-07

341

KICS.KO-05.0023

데이터서비스장치 표준

1994-11-03

342

KICS.KO-05.0024

필담통신(Telewriting) 단말 표준

1994-11-03

343

KICS.KO-05.0025

무선호출용 전송부호구성 표준

1994-11-03

344

KICS.KO-05.0027

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기본속도 접속용 영상회의 단말기 표준 (1995)

1996-06-28
2005-12-21

345

KICS.KO-05.0028/R1

전기통신 단말장치 시험방법

346

KICS.KO-06.0001

800MHz대 주파수공용통신표준

1994-11-03

347

KICS.KO-06.0002

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 표준

1995-01-09

348

KICS.KO-06.0004

제2세대 코드없는 전화기(CT-2) 표준

1997-03-21

349

KICS.KO-06.0005

제2형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표준

1997-03-21

350

KICS.KO-06.0006

800MHz 대역 디지털 이동전화 인증 알고리즘 정합표준

1997-03-21

351

KICS.KO-06.0007

고속 무선호출 통신규약

1997-03-21

352

KICS.KO-06.0028

휴대전화단말기의 입출력단자 접속표준

2004-03-18

353

KICS.KO-06.0048/R2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무선규격

2004-10-27

354

KICS.KO-07.0001

고스트제거 기준신호 송신방식 표준

1995-01-09

355

KICS.KO-07.0002

텔레비전영상신호의 표준조정레벨

1995-07-07

356

KICS.KO-07.0004

음성신호 표준조정 레벨 표준

1997-03-21

357

KICS.KO-07.0005

마이크로폰 시험 표준

1997-03-21

358

KICS.KO-07.0006

영상조정장치 시험 표준

1997-03-21

359

KICS.KO-07.0007

영상모니터 시험방법 표준

1997-03-21

360

KICS.KO-07.0008

11.7GHZ~12.2GHZ 주파수 대역의 위성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1997-03-21

361

KICS.KO-07.0019

초단파(FM) 자동경보방송 표준

2005-12-21

362

KICS.KO-07.0024

초단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송수신 정합표준

2005-12-21

363

KICS.KO-07.0026

초단파 디지털라디오방송(지상파 DMB) 비디오 송수신 정합표준

2005-12-21

364

KICS.KO-08.0001

MHS 기능표준(1.0)

1992-05-15

365

KICS.KO-08.0004

MHS(2.0) 기능표준

1992-12-10

366

KICS.KO-08.0005

TOKEN-BUS 기능표준

1994-02-18

367

KICS.KO-08.0006

TOKEN-RING 기능표준

1994-02-18

368

KICS.KO-08.0007

MHS 기능표준(버젼 2.1)

1994-11-03

369

KICS.KO-08.0008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디렉토리 기능표준

1995-01-09

370

KICS.KO-08.0009

광섬유분산데이터 접속부-꼬임선을 사용한 물리매체 부계층 표준

1995-07-07

371

KICS.KO-08.0010

개방시스템상호접속 환경에서 이름주소체계 등록 표준

1996-01-06

372

KICS.KO-08.001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FTAM 기능표준 ; 적합성 시험 표준

1996-06-28

373

KICS.KO-09.0003

부가형 디지털 서명방식 표준

1996-01-06

374

KICS.KO-09.0004

NO.7 메시지전달부 계층2 프로토콜(MTP L2) 시험표준

1997-03-21

375

KICS.KO-09.0005

NO.7 메시지전달부 계층3 프로토콜(MTP L3) 시험표준

1997-03-21

376

KICS.KO-09.0006

추상구문 표기법1

1997-03-21

377

KICS.KO-09.0007

NO.7 신호방식 신호연결제어부 프로토콜(SCCP) 시험표준

1997-03-21

378

KICS.KO-09.0018/R1

정보통신기기의 전기안전 시험방법

2005-12-21

379

KICS.KO-10.0001

정부개방형시스템 상호접속규약(GOSIP-K) 표준

1993-02-08

380

KICS.KO-10.0002

국가기간전산망 다기능사무기기용 워드프로세서 데이터 파일 호환표준

1993-02-08

381

KICS.KO-10.0003

국가기간전산망 패스워드 활용 표준

1993-02-08

382

KICS.KO-10.0004

데이터 표현의 표준개발, 구현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원서

199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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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KICS.KO-10.0005

전산망 보안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서(총론)

1993-02-08

384

KICS.KO-10.0006

전산망 보안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서(전산센터의 물리적 보안)

1993-02-08
1993-02-08

385

KICS.KO-10.0007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핸드북

386

KICS.KO-10.0008

정부개방시스템 상호접속규약(GOSIP-K) -주소체계 표준(주소체계 사용자 기술지원서)

1993-11-11

387

KICS.KO-10.0009

영상표시단말기(VDT) 사용자를 위한 기술지원서

1993-11-11

388

KICS.KO-10.0010

영상표시단말기(VDT) 관리자를 위한 기술지원서

389

KICS.KO-10.0011

종교 코드 표준

1994-05-28

390

KICS.KO-10.0012

화폐단위 코드 표준

1994-05-28

1993-11-11

391

KICS.KO-10.0013

다기능사무기기용 워드프로세서 기능 표준

1994-05-28

392

KICS.KO-10.0014

주전산기 통신규약 표준

1994-05-28

393

KICS.KO-10.0015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표준 : 라이브러리

1994-05-28

394

KICS.KO-10.0016

주전산기 파일 시스템 표준 : C-ISAM

1994-05-28

395

KICS.KO-10.0017

응용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원서

1994-05-28

396

KICS.KO-10.0018

주전산기시스템 프로파일 기술지원서

1994-05-28

397

KICS.KO-10.0019

관계형 자료관리시스템(RDBMS) 선정 기술지원서 : 독립된 개인용컴퓨터 DOS용

1994-12-29

398

KICS.KO-10.0020

워드프로세서 선정 기술지원서 : 독립된 개인용 컴퓨터 DOS용

1994-12-29

399

KICS.KO-10.0021

스프레드시트 선정 기술지원서 : 독립된 개인용 컴퓨터 DOS용

1994-12-29

400

KICS.KO-10.0022

정부기관 OSI 규약 - 상위 및 하위계층 기능 표준

1994-12-29

401

KICS.KO-10.0023

OSI와 TCP/IP망간 응용 서비스 프로토콜 변환 기술지원서

1994-12-29

402

KICS.KO-10.0024

주전산기II 구매규격

1995-12-06

403

KICS.KO-10.0025

워크스테이션 구매규격

1995-12-06

404

KICS.KO-10.0026

워크스테이션 구매규격 문서이미지 관리시스템 구매규격

1995-12-06

405

KICS.KO-10.0027

스캐너 구매규격

1995-12-06

406

KICS.KO-10.0028

잉크젯 프린터 구매규격

1995-12-06

407

KICS.KO-10.0029

PC 프린터 구매규격

1995-12-06

408

KICS.KO-10.0030

레이저 프린터 구매규격

1995-12-06

409

KICS.KO-10.0031

충격식 프린터 구매규격

1995-12-06

410

KICS.KO-10.0032

다기능사무기기 구매규격

1995-12-06

411

KICS.KO-10.0033

데이터베이스 접속표준

1995-12-06

412

KICS.KO-10.0034

PC용 SQL 표준

1995-12-06

413

KICS.KO-10.0035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접근 : C-ISAM 표준

1995-12-06

414

KICS.KO-10.0036

윈도우용 워드프로세서 파일 교환용 포맷 표준

1995-12-06

415

KICS.KO-10.0037

윈도우용 워드프로세서 기능 표준

1995-12-06

416

KICS.KO-10.0038

전자우편 소프트웨어 기능 표준

1995-12-06

417

KICS.KO-10.0039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기능 표준

1995-12-06

418

KICS.KO-10.0040

X 윈도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글 입력 설계를 위한 지침서

1995-12-06

419

KICS.KO-10.0041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글 처리 표준 : X 라이브러리 API

1995-12-06

420

KICS.KO-10.0042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글 처리 표준 : XIM 프로토콜

1995-12-06

421

KICS.KO-10.0043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글 처리 표준 : 한글 입력기 API

1995-12-06

422

KICS.KO-10.0044

음운규칙 등에 따른 한국인 성명변환 처리 지침서

1995-12-06

423

KICS.KO-10.0045

전자우편 소프트웨어 평가지침서

1995-12-06

424

KICS.KO-10.0046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평가지침서

1995-12-06

425

KICS.KO-10.0047

전산망 보안관리를 위한 위험관리 지침서

1995-12-06

426

KICS.KO-10.0048

정부 EDI 문서개발 지침서

1995-12-06

427

KICS.KO-10.0049

서버 관계형 DBMS 구매규격

1996-01-09

428

KICS.KO-10.0050

교육기관 코드 표준

1996-01-09

429

KICS.KO-10.0051

학과.전공 코드 표준

1996-01-09

430

KICS.KO-10.0052

윈도우용 워드프로세서 평가지침서

1996-06-28

431

KICS.KO-10.0053

윈도우용 워드프로세서 기능키 정의 표준

1996-06-28

432

KICS.KO-10.0054

SGML 응용을 위한 지침서

1996-06-28

433

KICS.KO-10.0055

SGML 문법에 따른 편집시스템 지침서

1996-06-28

447

부록

No.

448

표준번호

표준명

제·개정일

434

KICS.KO-10.0056

PC-LAN 구축 지침서

1996-06-28

435

KICS.KO-10.0057

인터네트 국내 도메인명 표준

1996-06-28

436

KICS.KO-10.0058

정부개방시스템 통신망 구조 표준

1996-06-28

437

KICS.KO-10.0059

4세대 언어 선택을 위한 지침서

1996-06-28

438

KICS.KO-10.0060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한 지침서

1996-06-28

439

KICS.KO-10.0061

윈도우용 DBMS 구매규격

1996-06-28

440

KICS.KO-10.0062

온라인 정보검색 명령어 표준

1996-06-28

441

KICS.KO-10.0063

국가전산망용 멀티미디어 PC 구매규격

1996-06-28

442

KICS.KO-10.0064

국가전산망용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 구매규격

1996-06-28

443

KICS.KO-10.0065

국가전산망용 노트북 PC 구매규격

1996-06-28

444

KICS.KO-10.0066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공통데이터교환 포맷 교환

1996-06-28

445

KICS.KO-10.0067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국가기본도 표준 - 지형지물 및 속성부호 - 버전 1.0(잠정표준)

1996-06-28

446

KICS.KO-10.0068

PC 영상회의 시스템 구매규격

1996-06-28

447

KICS.KO-10.0069

웹 브라우저 기능 및 용어 표준

1996-06-28

448

KICS.KO-10.0070

개방형 공공응용서비스 구현을 위한 지침서(버전 1.0)

1996-06-28

449

KICS.KO-10.0071

무인정보단말기(KIOSK) 시스템 구현 지침서

1996-06-28

450

KICS.KO-10.0072

네트워크 보안관리 지침서

1996-06-28

451

KICS.KO-10.0073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지침서

1996-12-14

452

KICS.KO-10.0074

자료 보안관리 지침서

1996-12-14

453

KICS.KO-10.0075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변경에 관한 보안관리 지침서

1996-12-14

454

KICS.KO-10.0076

해쉬함수표준 - 제1부 : 기본구조

1996-12-14

455

KICS.KO-10.0161/R1

SIP기반 인터넷 텔레포니 프로파일 : 등록 및 호 관리

2005-12-21

456

KICS.OT-10.0003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05-12-21

457

KICS.X3-131

소형컴퓨터시스템 인터페이스(SCSI-1) 표준

1993-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