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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로 언택트(비대면) 기술
확산과 함께 산업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ICT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ICT 표준은 R&D와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수단으로, ICT 분야의
기술적 상용화와 사용자 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위한 ICT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
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ICT 국제표준화전문가 활동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체의
ICT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표준화기구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IEEE는 국제표준화기구 중 국내 의장단 참여가 활발한 시장중심 사실
표준화기구로써, IEEE 802는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전략대응을 위한 ICT 표준화 미
러포럼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IEEE-SA와 TTA 간 체결된 MOU에 따라 TTA는 IEEE 발간물에 대한
번역 저작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이에, IEEE에서 발간된 영문 규정집은 신규 표준
전문가의 IEEE 표준화기구 활동 시 운영매뉴얼이나 정관, 정책 및 절차 등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IEEE 표준화활동을 위한 최신 실무적 지침을 제공
하고자 한글로 번역 및 정리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정집은 국내 산업체 및 ICT 국제표준전문가의 IEEE 표준화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IEEE 소개, 표준화절차 설명, IEEE-SA 운영 매뉴얼, IEEE-SA 표준심의회 정
관, IEEE802 LMSC 정책 및 절차, IEEE802 LMSC 운영 매뉴얼, IEEE802 LMSC 의
장 지침과 집행위원회(EC) 정책 결정, IEEE 필수특허 선언서(LOA)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IEEE 규정집 발간에 참여해주신 사실표준화기구 표준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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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EEE 소개와
표준화 절차

1. IEEE 기구 소개
1.1 IEEE 개요
1.1.1 설립 배경 및 목적

o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는 미국전기전자학회로서 전기전
자공학 전문가들의 국제조직이다. IEEE는 ‘I-Triple-E’(아이 트리플 이)라고 발음하며, 미국 뉴
욕에 위치하고 있다.
o IEEE는 전신인 AIEE(Americ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1884년 설립)와 IRE
(Institute of Radio Engineers, 1912년 설립)를 합병하여 1963년에 설립되었다.
o IEEE는 컴퓨터 엔지니어링, 생체 기술 및 전자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권위있는 선두 기구로서
전자, 정보, 과학 관련 지식을 개발, 통합, 공유하여 인류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전 세계 160여
개국 41만 9천여 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기술 전문기구이다. IEEE 회원들은 전기공
학, 전자공학, 컴퓨터 과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수학 같은 기초과학 전공자들도 있다.
o IEEE는 인용 빈도가 높은 출판물의 간행, 컨퍼런스 개최, 기술 표준 개발, 전문 및 교육 활동을
통해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혁신적이고 우수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1.1.2 IEEE 관리 및 운영 조직

o IEEE는 아래와 같은 2개의 최상위 관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 IEEE 총회(Assembly)
- IEEE 이사회(Board of Directors)
o IEEE는 IEEE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산하에 IEEE 주요 관심 분야를 관리하는 아래와 같
은 6개의 하급 임원회(boards)를 가지고 있다. 각각은 선거로 선출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둔다.
- IEEE-USA 임원회(IEEE-USA Board)
- 교육활동 임원회(EAB: Educational Activities Board)
- 출판서비스및제품 임원회(PSPB: Publication Services and Products Board)
- 회원및지역활동 임원회(MGA Board: Member and Geographic Activities Board)
- 표준협회 임원회(IEEE-SA BOG: Standards Association Board of Governors)
- 기술활동 임원회(TAB: Technical Activities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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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EEE 상위 조직도
o 또한 IEEE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산하에 20여개의 위원회(Committee)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들은 IEEE 이사회에 의해 설립되고, IEEE 이사회에 보고한다.
o 기술활동 임원회(TAB: Technical Activities Board) 산하에는 전문 기술 분야를 다루는 소사이
어티(Society)와 넓은 전문 영역에서 소사이어티들이 함께 일하는 소사이어티들의 그룹인 기술
카운슬(Council)이 있다. IEEE에는 2020년 현재 39개의 소사이어티와 7개의 카운슬이 있다.

1.1.3 IEEE 회원

o 개인은 학생 회원, 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IEEE에 가입 할 수 있다. 회원자격을 얻으려면 개인
은 특정 학문적 또는 직업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조직 윤리 및 정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IEEE 회원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 범주 및 레벨이 있다.
- 학생 회원(Student Member), 대학원 학생 회원(Graduate Student member)
- 회원(Member), 시니어 회원(Senior Member), 펠로우 회원(Fellow Member), 평생 회원
(Life Member)
- 소사이어티 제휴회원(Society Affiliates): 일부 IEEE 소사이어티에서는 IEEE 회원이 아닌 사
람이 특정 IEEE 소사이어티의 작업에 제한된 형태의 참여를 허용하는 IEEE 내 특정 소사이어
티의 제휴회원이 될 수도 있다.

1.1.4 IEEE 소재지 및 URL

o 사무국 소재지 : IEEE Operations Center, 445 Hoes Lane, Piscataway, NJ 08854-4141,
U.S.A.
o URL : www.iee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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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EEE-SA 개요
1.2.1 설립 배경 및 목적

o IEEE 표준협회(IEEE-SA, IEEE Standards Association)는 IEEE 운영규정에 의해 1998년에
설립된 기구로서, 전기전자통신 분야 기술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기구이다.
o IEEE는 전기전자통신 분야에 대한 산업 표준 회의를 통하여 표준을 정하고 이것을 공표하여, 산
업기기 간 표준화를 구현한다. IEEE 표준화 활동은 IEEE 소사이어티 및 카운슬과 IEEE-SA 산
하의 표준조정위원회(SCC, Standard Coordinating Committees)를 중심으로 수행된다.
o IEEE-SA는 필요한 표준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고, 표준 개발 프로그램을 제정하
여 규격화, 개방성, 적법 절차와 합의를 거쳐서 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o IEEE-SA는 표준 문제와 관련하여 외부 기구들을 상대로 IEEE를 대표하고, 표준 문제와 관련하
여 외부 기구에 참여할 외부 대표자들을 지명한다.

1.2.2 IEEE-SA 관리 및 운영 조직

o IEEE-SA의 전체적인 정책 수립, 재정 감독 및 전략적 방향 제시 등을 수행하는 IEEE-SA 임원
회(BOG, Board of Governors) 산하에 표준화 프로젝트의 승인 및 표준화 절차의 관리를 수
행하는 표준심의회(SB, Standard Board)를 비롯한 다양한 위원회들로 구성된다.
o IEEE-SA 임원회(BOG, Board of Governors)
- IEEE-SA의 중추기관으로서,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 Board)의 정관을 승인,
재정을 감독, 전략적 정책을 승인, IEEE-SA를 유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체한다.
IEEE-SA의 회원을 추천/승인한다.
IEEE-SA BOG
(Board of Governor)

IEEE-SA SB
(Standard
Board)

ProCom

NesCom

(Procedures
Comm.)

(New Standard
Comm.)

ArCom

CAG

(Award &
Recognition
Comm.)

(Corporate
Advisory
Group)

RevCom
(Review
Standard
Comm.)

NaCom

FinCom

(Nominations
&
Appointments
Comm.)

AudCom
(Audit Comm.)

(Finance
Comm.)

PatCom
(Patent
Comm.)

SPCC
(Strategic
Planning
Coordination
Comm.)

RAC

SEC

(Registration
Authority
Comm.)

(Standard
Education
Comm.)

ICCom
(Industry
Connections
Comm.)

[그림 2] IEEE-SA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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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 Board)
- 표준개발을 장려하고, 표준 개정작업을 조정하며, 표준화 과제를 승인하고 관련 표준이 출판
되기 직전에 최종 승인을 허가한다. 또한, 제안된 모든 표준초안에 대하여, 규정에 적합한지
또는 제안된 표준의 최종 승인을 위한 의견수렴에 부합되는 표준인지를 검토하며, 세부 조직
은 다음과 같다.
- 신규표준위원회(NesCom, New Standards Committee): 제안된 새로운 표준화 과제가 IEEE
의 범위와 목적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부합되면 IEEE 내의 적절한 소사이어티에 할당한다.
연구그룹(SG, Study Group)에서 제안한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 Project Authorization
Request)를 검토하며, 표준화 과제의 승인을 위해 IEEE-SA에 추천한다.
- 표준검토위원회(RevCom, Standards Review Committee): 새로운 표준 및 개정된 표준
의 승인을 위한 신청을 검토하고, 표준협회 투표그룹(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의 투표를 통하여 현존하는 표준에 대한 재승인 및 취소를 수행한다.
- 절차위원회(ProCom, Procedures Committee): IEEE-SA 표준심의회(SB)의 개선점을 제시
하고, IEEE-SA SB와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표준심의회의 정관 및 표준화 절차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 감사위원회(AudCom, Audit Committee): IEEE 표준후원회(Standards Sponsors)의 표준
개발 활동과 표준조정위원회(SCC, 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s) 활동을 관리 감
독한다
- 특허위원회(PatCom, Patent Committee): IEEE 표준의 모든 특허권과 특허 정보를 관리한
다. 즉, IEEE에 제출된 문서의 특허 정보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산업연결위원회(ICCom, Industry Connections Committee): 기술 표준화를 위해 산업체
들과의 합의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효율적 관계를 유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o 표준조정위원회(SCC, 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s)
- 제안된 표준 활동이 너무 넓어 표준화 작업을 실행할 수 없을 경우, IEEE-SA 표준심의회(SB)
는 제안된 표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결성한다.

1.2.3 IEEE-SA 회원

o IEEE-SA 회원자격(Membership)에는 개인회원자격(Individual Membership)과 기업회원
자격(Corporate Membership)이 있다.
o IEEE-SA 개인회원에는 모든 등급의 IEEE 회원들과 비회원들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별
(Individual) 표준 프로젝트에 투표 참가가 가능하다.
o IEEE-SA 기업회원에는 기업, 정부기관, 무역협회, 사용자 단체, 대학 및 기타 표준 개발에 적극적으
로 참여를 원하는 단체가 가입할 수 있으며, 기업(Corporate) 표준을 개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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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회원의 가입 특전에 차등을 둔다.

1.2.4 IEEE-SA 소재지 및 URL

o 사무국 우편주소 : IEEE Operations Center, 445 Hoes Lane, Piscataway, NJ 088544141, U.S.A.
o 사무국 방문주소 : IEEE Standards Association, 501 Hoes Lane, 3rd Floor Piscataway,
NJ 08855, U.S.A.
o URL : standards.iee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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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EEE 소개와
표준화 절차

o IEEE-SA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를 매년 납부해야 하고, 회원비의 납부 금액에

1.3 IEEE 802 LMSC 개요
1.3.1 설립배경 및 목적

o IEEE 802 LMSC는 IEEE 프로젝트 802 LAN/MAN(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s)
표준위원회(SC, Standards Committee)로서 IEEE 내의 컴퓨터 소사이어티(Computer Society)의
표준활동심의회(Standard Activity Board)의 하위조직이며 IEEE 컴퓨터 소사이어티의 스폰
서쉽(Sponsorship)에 의해 운영된다.
o 개방적, 신뢰적인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LAN/MAN, 즉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참조 모델의 하위 2계층(Physical Layer, MAC Layer)에 대한 표준 및 권고실용서(Recommended Practice)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o 설립일 : 1980.02

1.3.2 IEEE 802 주요 역할

o IEEE 802 LMSC(LAN/MAN Standards Committee)는 개방적이며 신뢰 있는 프로세스로
local, metropolitan 규모의 망을 위한 표준 및 권고안을 개발/유지 한다.
o 개발된 표준 및 권고안을 널리 사용하도록 도모한다.
o 대표적인 표준은 Ethernet, Bridging 및 Virtual Bridged LANs, Wireless LAN, Wireless
PAN, Wireless MAN, Wireless Coexistence, Media Independent Handover Services,
Wireless RAN 등이 있다.
o 여러 작업그룹(WG, Working Group)이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한다.

1.3.3 IEEE 802 조직 구성

o IEEE 802 LMSC는 크게 작업그룹(WG, Working Group)들이 속해있는 표준개발 작업그
룹(Standard Development WG)과 표준협회 투표그룹(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으로 구성되며, 이들 그룹 상위에 집행위원회(EC, Executive Committe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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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절차

IEEE 이사회

IEEE 기술 활동 위원회
(IEEE TAB)

IEEE 컴퓨터 소사이어티(IEEE CS)
IEEE CS 표준 활동 위원회(SAB)

프로젝트 802 LAN/MAN 표준 위원회

표준협회(SA) 투표그룹

작업그룹(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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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그룹(TAG)

투표그룹 2

다른 하위 작업그룹

투표그룹 N

표준 위원회 PAR 연구그룹

[그림 3] IEEE 802 LMSC 보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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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
그룹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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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표준
위원회
PAR
연구그룹

[그림 4] IEEE 802 LMSC 표준개발그룹

o IEEE 802 LMCS 회의
- 총회(Plenary Session)는 1년에 3번(3, 7, 11월) 열리며 중간에 각 WG별로 임시회의(Interim
Session)를 개최한다.
- 총회는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적으로 1,000여명 내외로 참여하는 대규모 표
준화 회의이다. 임시회의는 WG의 상황에 따라 장소 및 참석 규모가 상이하다.
- LAN/MAN 표준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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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Opening Plenary 회의, 집행위원회(EC) 회의, 작업그룹(WG) 회의로 구성되며, 주요
역할로는 작업그룹(WG) 및 연구그룹(SG, Study Group)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기술표준 주
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회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차기 회의 스케줄을 관리하며 기존에 진행
된 표준화 작업에 대한 표준 교정작업을 수행한다.
- 총회와 임시회의는 통상적으로 주중 5일 동안 개최된다.
o LMSC 집행위원회(EC)
- IEEE 프로젝트 그룹인 LMSC의 모든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작업그룹 및 기술자문그룹(TAG,
Technical Advisory Group)에서 발생되는 분쟁 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 집행위원회(EC) 산하에 표준협회 투표그룹(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과 표
준개발그룹(Standards Development Group)을 구성한다.
o 표준개발그룹(Standards Development Group)
- 표준개발그룹은 표준초안을 개발하고 권고실용서 및 표준지침을 관련 그룹에 제공하기 위해
조직 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작업그룹, 기술자문그룹, 연구그룹으로 구성된다.
- 작업그룹(WG, Working Group) : 작업그룹은 LMSC의 기술범위에 맞고 각 WG의 설립목적
에 맞는 표준초안을 작성하고 권고안 작성 및 WG의 활동 지침을 작성한다. 이런 문서들이 승
인되면 WG 회원에 의해 문서의 서신투표(Letter Balloting) 과정을 통해 검토, 개정, 재확인
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작업그룹의 의장 및 부의장은 WG 구성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임
기는 짝수 해에 열리는 첫 번째 총회와 함께 종료(임기 2년) 된다. WG 회원 권리로는 WG 서
신투표(Letter Ballot) 및 회의 안건에 대한 투표권이 있다.
- 기술자문그룹(TAG, Technical Advisory Group) : 새로운 표준 기술 영역에 대하여 하나 이
상의 WG의 요청을 통해 집행위원회(EC)에 의해 구성된다. 주요 활동은 WG의 활동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하고 권고실용서나 WG 지침을 제시하지만 표준초안을 작성하지는 않는다.
- 연구그룹(SG, Study Group) : 연구그룹은 새로운 표준기술 주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의
개발이나 기존 접근방법의 변경과 같이 특정한 연구 분야의 관심이 집중될 경우에 형성되고
형성되는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다.
• 집행위원회 연구그룹(ECSG, Executive Committee Study Group) : 집행위원회(EC)의
의결에 의해서 형성되고 ECSG의 의장은 집행위원회(EC)에 의해 임명된다.
• 작업그룹 연구그룹(WGSG, Working Group Study Group) : WG 및 TAG의 의결에 의해
서 결성되고 WGSG의 의장은 집행위원회(EC)에 의해 임명된다.
연구그룹의 주요임무는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 Project Authorization Request) 문서의
작성이며, 연구주제를 포함한 개발일정표와 연구결과물을 상위조직에 보고하며, 보고 후 상위
조직이 연구결과물을 수용할 경우,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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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절차 중 개발과정을 거쳐 새로운 표준초안이 제안될 때 또는 기존의 표준이 개정될 때
에 일시적으로 형성되며, IEEE 데이터센터가 관리하는 특정분야의 Balloting Pool(전문가그
룹)을 활용한다.
- Balloting이란 제안된 표준초안 또는 개정될 표준안이 의결기구인 IEEE 표준협회(SA,
Standards Association)로 전달되기 전에 표준협회 투표그룹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1.3.4 IEEE 802 작업그룹 및 기술자문그룹

o IEEE 802 작업그룹(WG, Working Group)
- 802.1 WG(Higher Layer LAN Protocols Working Group) : 주로 LAN/MAN망의 구조 또
는 다른 망과의 연동, 망 관리 등 계층 2 이상에 대한 표준화 추진
- 802.3 WG(Ethernet Working Group) :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Collision
Detect(CSMA/CD) 프로토콜에 근거한 물리계층과 부계층의 표준화 추진
- 802.11 WG(Wireless Local Area Network Working Group) : 물리계층과 부계층에서의
무선 LAN 기술에 대한 표준화 추진
- 802.15 WG(Wireless Specialty Networks Working Group) : 개인 영역 네트워크 또는 근
거리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화 추진
- 802.19 WG(Wireless Coexistence Working Group) : 이미 개발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표준의 공존에 대한 표준 개발자의 책임을 정의하는 정책을 개발. 또한, 다른 802 기술 조직에
의해 중요시되는 관심사에 대한 공동 문서를 개발
- 802.21 WG(Media Independent Handover Services Working Group) : 이종 802 네트
워크 간 혹은 802와 Non-802 네트워크 간에 수행되는 핸드오버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들
의 최적화가 가능하게 하는 확장된 미디어 독립 서비스 프레임워크(기능과 프로토콜 포함)의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2019년 7월 회의 이후부터 Hibernation 상태로 활동이 중단됨)
- 802.22 WG(Wireless Regional Area Network Working Group) : 무선 국지 영역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 (2019년 7월 회의 이후부터 Hibernation 상태로 활동이 중단됨)
o IEEE 802 기술자문그룹(TAG, Technical Advisory Groups)
- 802.18 TAG(Radio Regulatory Technical Advisory Group) : IEEE 802 기술들의 적용에
관련하여 각국의 전파규제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전파규제 문제에 참여
- 802.24 TAG(Vertical Application Technical Advisory Group) : IEEE 802 표준을 사용
하고 다수의 IEEE 802 WG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직적 응용(예 :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
관련된 문제나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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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EEE 소개와
표준화 절차

o 표준협회 투표그룹(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1.3.5 관련 표준화 기구(공식, 포럼/컨소시엄, 오픈소스 진영)와의 협력활동

o 공식표준화기구
- ITU-R : 주파수 사용 관련 논의
- ISO/IEC JTC1 SC6 : IEEE 802 표준의 공식표준 제정 등 표준 제정 협력
o 사실표준화기구
- 3GPP : ISM 밴드에서의 coexistence에 대한 논의
- WiFi Alliance : ISM 밴드에서의 coexistence 시험에 대한 논의
- IETF : 네크워크 계층 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논의

1.3.6 IEEE 802 참가자격 및 현황

o 참가자격: 업체가 아니고 개인 단위로 부여한다.
o 회원구분 : 참석 빈도에 따라 non-voter, aspirant member, potential voter, voter로 구분한다.
o 참여 기업 현황 : 100여 ㅈ34개
- 주요 참여 국외 기업 명 : 화웨이, 인텔, 퀄럼, 마벨, 브로드컴
- 주요 참여 국내 기업 명 : LG전자, 삼성전자, ETRI, 뉴라컴, 윌러스, 현대자동차

1.3.7 IEEE 802 사무국

o 사무국 주요 역할
- 총회 및 표준화 회의 주관 및 소집
- IEEE 802 홈페이지 관리
- 기고서 관리
- 회원관리 등의 역할 수행
o 사무국 소재지 : IEEE-SA 소재지와 동일
o URL : www.ieee802.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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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EEE 표준화 절차
2.1 IEEE-SA 표준화 절차 개요
2.1.1 IEEE 표준개발 수명주기(Lifecycle)

o IEEE 표준은 아래 그림의 6단계 수명주기 다이어그램에서와 같이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개발된다.

[그림 5] IEEE 표준개발 수명주기
o 6단계는 프로젝트 시작 단계, 작업그룹(WG, Working Group) 구성 및 가동 단계, 표준 초안
작성 단계, 표준 투표 단계, 최종 승인 단계, 표준 유지 관리 단계로 이루어진다.
2.1.2 IEEE 표준개발 및 관리 절차

가. 표준 개발 및 관리 절차 개요
o IEEE 표준 개발 및 관리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6] IEEE 표준 개발 및 관리 절차
1. IEEE 소개와 표준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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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젝트 시작 및 작업그룹 가동 단계
o 새로운 표준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한 적절한 위원회나 연구그룹(SG, Study Group)은 없는
가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표준 아이디어에 대한 스폰서(Sponsor)를 찾아야 한다.
- 스폰서(Sponsor)란 IEEE 내부에서 표준 아이디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직으로 표준 개
발에 대한 기술적 감독을 수행하고 표준의 기술적인 내용의 범위와 특성을 결정한다. 이러
한 스폰서(Sponsor) 유형에는 IEEE 소사이어티(Societies)/위원회(Committees), 표준조
정위원회(SCCs, 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s), 기업자문그룹(CAG, Corporate
Advisory Group) 등이 있다.
o 다음 단계로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 Project Authorization Request) 문서를 작성해야 한
다.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는 IEEE-SA에서 표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수단, 제목, 범
위와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그룹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아웃라인과 최소 시스템
파라미터, 데이터 전송률 등을 정의한다.
- 예비 작업그룹(WG, Working Group) 구성원들이 PAR 작업과 예비 스폰서(Sponsor)의 지
원을 받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연구그룹(SG, study Group)을 구성할
수 있다(PAR 승인 전, 6개월간).
- 기존 작업그룹(WG)은 추가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서 PAR를 작업할 수 있다.
o 제출되는 모든 PAR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스폰서(Sponsor)가 있어야 하고, 작성된 PAR는 신
규표준위원회(NesCom)에 제출하고, IEEE-SA 표준심의회(Standards Board)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작업그룹(WG, Working Group)이 구성된다.
- PAR 승인 후에 표준 프로젝트(Standard Project)가 공시적으로 진행된다.
o PAR는 IEEE에서 공식적으로 표준과제에 대해 인증을 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표준의 목
적 및 범위 등 작업그룹(WG)에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정의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프
로젝트인가요청서(PAR)가 승인되고 나면 표준개발을 준비하기 위해 작업그룹(WG)을 구성한
다. 작업그룹(WG)은 작업 참여를 원하는 모든 전문가에게 개방된다(참여자의 요건은 IEEE-SA
스폰서의 정책 및 규정을 따름).

다. 표준초안 작성 단계
o 작업그룹(WG)은 표준개발절차(초안작성, WG 투표 등)에 따라 표준초안(Draft document)을
작성하고 완성한다. 표준초안의 범위와 목적은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를 토대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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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Maker 템플릿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초안 작성 시에 초안의 버전, 문서 속의 표와 그림,
부속서(Annex)에 대해 반드시 순서를 표시하고, 참고 자료 및 참고 문헌과 저작권, 권한, 특허
및 상표를 명기한다.
o 작업그룹(WG)은 IEEE SA에서 제공하는 멘토(Mentor, mentor.ieee.org), IEEE 출석 도구
(IEEE Attendance Tool, imat.ieee.org), Listserv(listserv.ieee.org), Webex(ieee-sa.
imeetcentral.com/webex)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문서의 관리, 회의 참석자의 출석 체크
및 기록, 이메일 리스트 관리, 원격회의 등을 수행한다.

라. 표준 투표 및 최종 승인 단계
o 표준초안이 작업그룹(WG)에서 완료되면 IEEE 표준협회 투표(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를 실시하며, 75%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최종 표준안으로 승인된다. 이 투표 과정이
끝난 후, 스폰서(Sponsor)는 표준안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표준검토위원회(RevCom)에 제출
하고, RevCom의 최종 검토를 거쳐 IEEE-SA 표준심의회(Standard Board)에 의해 승인된다.
모든 단계가 통과되면, IEEE-SA 직원에 의해 표준으로 출판하게 된다. PAR의 승인부터 표준안
의 최종 승인까지 허용된 기간은 최대 4년이다.
o IEEE 표준협회 투표는 myProject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여 투표 그룹을 구성하고, 투표 그
룹 구성이 완료된 후 투표를 개시한다. 투표 참여자는 투표에 포함된 문서를 검토하고, 투표하
고, 의견을 제시한다. 이전 투표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 의견 있거나 문서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다면, 재회람(Recirculation) 투표를 실시한다.

마. 표준 관리 단계
o 승인된 표준은 전문 IEEE 에디터에 의해 세밀한 수정작업 실시한 후 표준을 출판하게 된다.
- IEEE 에디터의 역할은 표준을 문법적으로나 구문적으로 정확한 영어 표현으로 교정하는 것이다.
- 기술적인 용어나 의미들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서 양식이나 포맷을 변경할 수 있다.
- 또한 IEEE 에디터는 IEEE 표준 스타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o 출판된 표준에 기술 또는 편집 수정이 필요할 경우, IEEE는 기술적 정정(Corrigenda) 또는 문
법적 정정(Errata) 문서를 발행할 수 있다.
- 기술적 정정(Corrigenda)은 기술적 오류와 의미 오류를 수정하고, PAR를 요구하고 합의 투
표를 통과해야 한다.
- 문법적 정정(Errata)은 인쇄상의 오류나 편집 오류를 수정하고, PAR 및/또는 합의 투표가 필
요없다.
1. IEEE 소개와 표준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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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표준초안은 MS Word 혹은 FrameMaker 워드 프로세서로 정해진 MS Word 템플릿 혹은

o 표준의 유효기간은 IEEE-SA 표준심의회(Standard Board) 승인일로부터 10년이다. 이 기간이
끝나면 개정(Revision) 또는 철회(Withdrawal) 중 하나가 발생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
지 않으면 표준이 비활성 예약 상태로 이동된다.
- 표준에 대한 사소한 수정 또는 확장을 제공하는 수정(Amendment)과 표준의 기술적 오류를
수정하는 기술적 정정(Corrigenda)의 생성은 10년 유효성 규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1.3 IEEE 표준화 작업 결과물과 IPR 정책

가. 표준화 작업 결과물
o IEEE 표준에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 IEEE의 범위 내에서 모든 분야의 과학 또는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용어, 정의 또는 기호의 목록
- IEEE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분야의 예술, 과학 또는 기술과 관련된 모든 장치, 기구, 시스템
및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방법 또는 매개변수나 성능 테스트에 관한 설명
- 공학 설비가 있는 시스템, 장비, 그리고 장치와 관련된 특성, 성능 및 안전 요구사항
- IEEE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분야에 공학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최첨단 기술
을 반영하는 권고사항
o IEEE 표준은 표준(Standards), 권고실용서(Recommended practices), 안내서(Guides), 시
험사용문서(Trial-Use documents)와 같이 분류된다.
- 표준(Standards) : 의무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문서
- 권고실용서(Recommended Practices) : IEEE가 선호하는 절차 및 입장이 제시되는 문서
- 안내서(Guides) : 모범 사례에 대한 대체 접근법을 제안하지만 명확한 권고사항이 없는 문서
- 시험사용문서(Trial-Use documents): 3년 이상 유효하지 않은 간행물. 시험사용문서는 위
에 나열된 어떤 범주의 표준 간행물도 될 수 있다.

나. IPR 정책
o 특허 정책 : IEEE 표준은 필수특허가 포함된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필수
특허기술이나 필수특허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표준으로 승인하기 전에 IEEE는 제출자
(Submitter)에게 IEEE가 지정한 양식에 따르는 확약서(LoA, Letter of Assurance)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확약서(LoA)에는 다음 중의 하나가 명시되어야 한다.
a) 표준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아무런 조건없이 해당 표준에 포함된 제출자
(Submitter)의 현재 혹은 미래의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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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자(Submitter)는 자신이 원하면 라이센스 비용의
최대한도나 라이센스 견본 혹은 다른 구체적인 라이선스 조건들을 명시할 수 있다.
o 저작권 정책 : IEEE는 모든 작업물(Work Product)의 저작권을 소유한다. 모든 IEEE 작업물
(Work Product)은 승인된 IEEE 양식에 의해 작성되어야만 한다. 또한, 이미 출판됐으나 공
개되지 않은 기고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소유자의 저작권 허용 양식(Copyright Permission
Form)을 제출하여 해당 기고물이 표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판되지 않은 기고물
에 대해서는 IEEE는 해당 기고물을 해당 표준과 관련하여 로열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표준으로 승인되면 IEEE는 해당 저작권이 포함된 표준을 어떠한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원래 기고물의 저작권이 IEEE로 전환되거나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2.2 IEEE 802 LMSC 표준화 절차
2.2.1 IEEE 802 표준화 절차

가. 개요
o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LMSC, LAN/MAN Standards Committee)는 IEEE 내 컴
퓨터 소사이어티(Computer Society)의 스폰서쉽(Sponsorship)에 의해 운영되며, 이 명칭에
있는 802는 프로젝트가 1980년 2월에 결성된 것에서 유래한다.
o IEEE 802 LMSC는 IEEE 802 프로젝트를 모체로 시작하였으나, 그 근원과 개발된 많은 표준
규격들로 인해서 크게 성장하였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는 또한 “IEEE 802”로 널
리 알려져 있다.
o IEEE 802 LMSC는 IEEE-SA에서 규정한 모든 IEEE 표준화 절차를 따른다. 또한, IEEE-SA에
서 규정한 바에 따라, IEEE 802 LMSC 내부의 표준화 절차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한다.

나. IEEE 802 표준화 절차
o IEEE 802는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에 따라 표준화 작업을 진행한다.

1. IEEE 소개와 표준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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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무료 혹은 적정한 가격과 조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제한의 사용자에게 공평하게 사용권을

[그림 7] IEEE 802 표준화 절차도
o 표준개발에 관심이 있는 연구그룹(SG, Study Group)에 모여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 Project
Authorization Request)와 표준개발을 위한 기준(CSD, Criteria for Standards Development)
명세서를 작성하고, IEEE 802 LMSC 집행위원회(EC, Executive Committee)에 제출한다.
PAR에는 liaison 관계를 맺을 관련 국제표준기구를 열거해야 한다.
- PAR 문서가 승인되기 전에 어떠한 연구를 하겠다고 의견이 모아진 그룹을 연구그룹(SG)이라
고 하며, 연구그룹에는 집행위원회 연구그룹(ECSG)과 작업그룹 연구그룹(WGSG)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 개발을 위한 작업은 ECSG 또는 WGSG에서 착수한다.
- 표준개발을 위한 기준(CSD, Criteria for Standards Development) 명세서에는 5가지
기준 요구사항(5C Requirements)인 폭넓은 시장 잠재력(Broad market potential), 호
환성(Compatibility), 뚜렷한 정체성(Distinct Identity), 기술적 실현 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 경제적 실현 가능성(Economic Feasibility)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언급해
야 한다.
- 표준, 권고실용서 또는 안내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갖는 모든 표준 활동에 대해서는 작업
을 시작하고 나서 6개월 내에 IEEE-SA 표준심의회(SB)에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를 제출
해야만 한다.
- 연구그룹(SG)에서 작성된 PAR와 CSD 문서는 해당 작업그룹(WG)에 의해 IEEE 802 집행위
원회(EC)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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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면, 해당 PAR를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신규표준위원회(NesCom,
New Standards Committee)로 제출한다. 신규표준위원회(NesCom)가 제출된 PAR를 검토
하고 인가(Authorization)를 추천하면 IEEE-SA 표준심의회(SB)는 해당 작업그룹(WG)의 지
정과 함께 PAR를 인가한다.
o PAR가 인가되면, 인가된 표준화 과제를 작업그룹(WG)이 직접 수행하거나, 작업그룹 산하에 전
담그룹(TG, Task Group)을 생성하여 수행한다.
- 작업그룹(WG) 내에서 연구 내용을 나누어 특성화하기 위해 결성되는 그룹을 전담그룹(TG,
Task Group)이라고 한다.
o 작업그룹(WG) 혹은 작업그룹 산하의 전담그룹(TG)은 기고서로서 제출된 기술 제안들을 평가
하고, 투표 과정을 통해서 표준 초안(Draft)을 만들어간다.
o 표준 초안(Draft)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면, 작업그룹(WG) 서신투표(Letter Ballot)를 실
시한다.
- 표준 초안(Draft)은 해당 작업그룹(WG)의 투표인원 중 최소 75%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WG
의

Draft로 인정이 되고 , 해당

작업그룹(WG) 의장은 IEEE 표준협회(SA, Standards

Association) 투표(Balloting)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집행위원회(EC)의 승인을 요청한다.
o 집행위원회(EC)는 표준 초안(Draft)의 해당 PAR와 CSD를 고려하여 이 요청을 승인하고, IEEE
표준협회(SA) 투표를 실시한다.
- 투표 결과 접수된 의견 제안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표준 초안을 변경한 후 재회람 투표를 실시
한다. 투표 결과 승인 비율은 75% 이상이고, 유효한 새로운 승인 반대(Disapprove) 표가 없
고, 표준 초안(Draft)에 변경사항이 없을 때까지 반복해서 재회람 투표를 실시한다.
- 상기 조건을 만족하면 투표 과정을 끝낸 후, 작업그룹(WG) 의장은 표준 초안(Draft)을 포함
한 관련 서류들을 IEEE-SA 표준심의회(SB)의 표준검토위원회(RevCom, Standards Review
Committee)에 제출하기 위한 집행위원회(EC)의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 표준검토위
원회(RevCom)에 제출한다.
o 표준검토위원회(RevCom)는 제출된 표준 초안에 대해 검토를 거쳐 IEEE-SA 표준심의회(SB)
에 승인을 추천하고, IEEE-SA 표준심의회(SB)는 표준검토위원회(RevCom)의 추천을 받아 승
인하고 IEEE 표준으로 확정한다.
o 대부분의 표준 초안은 IEEE 표준협회(SA) 투표를 수행할 때 ISO로 보내져 ISO/IEC JTC1/
SC6(Joint Technical Committee 1, Subcommittee 6 ― responsible for LANs)의 승인을
받아 ISO 표준으로 동시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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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EEE 소개와
표준화 절차

o 제출된 PAR와 CSD는 다른 작업 그룹들과 집행위원회에 의해 검토된다. 집행위원회가 이를 승

2.2.2 IEEE 802 기고서 작성 및 제안 방법

가. 기고서 작성 방법
o 기고서 작성 방법
- 기고서 양식 : 일반적으로 IEEE 802 LMSC의 작업그룹(WG) 또는 기술자문그룹(TAG)은 파
워포인트, MS 워드 등의 기고서 양식을 사용하며, 각 양식은 프로젝트 그룹에서 제공한다.
- 기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 제안 기술과 관련된 특허는 IEEE-SA 및 IEEE 802 LMSC의 IPR 정
책을 준수해야 한다.
o 문서번호 체계
- 표준문서의 번호 체계는 IEEE 802 LMSC 내의 모든 작업그룹(WG) 또는 기술자문그룹(TAG)
의 문서에 적용되며, 번호 양식은 다음과 같다.
802.na/Di-yy/m (정식 표준초안) 또는 802.n{tg}-yy/m (기타문서 및 통신문) 여기서, 각 파
라미터들은 다음과 같다.
n= WG/TAG 번호
a= PAR 식별자
I= 초안 개정번호
yy= 연도
m= 일련번호
tg= 추가번호

[그림 8] 기고서 파워포인트 양식(첫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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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기고서 MS 워드 양식(첫장) 예

나. 기고서 제안 방법 및 절차
o 기고서 제안 방법
- 기고서의 제안 방법은 기고서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청(Call)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며, 요청(Call)에는 기고서 제출 요청(Call for Contribution)과 작업그룹(WG)에서 운용하
는 방식에 따른 의견(Comment) 제출 요청(Call for Comment)이 있다.
o 기고서 제안 절차
- 기고서 제출 요청 또는 의견 제출 요청 확인 : 작업그룹(WG)에서는 기고서 제출 요청 또는 의
견 제출 요청을 알리는 문서를 통해 기고서 및 의견의 제출을 독려한다. 해당 문서에는 기고서
및 의견 제출 마감 날짜, 제출해야 하는 URL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기고서 및 의견 작성 : 각자 기고서 및 의견을 작성한다. 특히 주의할 것은 기고서에 대한 처리
를 해당 그룹의 의장에게 요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고서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주
의해야 한다.
- 기고서 번호 획득 및 기고서 업로드 : 기고서 제출 요청 문서 또는 의견 제출 요청 문서에 명시
된 기고서 제출 URL에서 가장 최근 기고서 번호를 확인하여 바로 다음 번호를 본인의 기고서
번호로 할당하여 기고서를 업로드 한다. 기고서를 IEEE 멘토(Mentor) 문서 서버에 업로드할
경우는 멘토(Mentor) 사용법을 숙지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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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서의 저장 및 활용 방법
o 멘토(Mentor) 문서 서버
- 멘토(Mentor) 문서 서버는 집행위원회(EC)와 대부분의 작업그룹(WG) 및 기술자문그룹
(TAG)가 입력 기고서 및 그룹 문서에 대한 주요 저장소이다.
- 멘토 문서 서버에 문서를 업로드하려면 멘토에 등록 및 승인이 필요하다.
- 멘토 URL : https://mentor.ieee.org/mentor/bp/StartPage
o 출판된 IEEE 802 표준
- 출판된 IEEE 802 표준은 출판후 6개월 후부터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 URL : https://ieeexplore.ieee.org/browse/standards/get-program/page/series?id=68
o IEEE 802 표준 초안(Draft)
- IEEE 802 표준 초안(Draft)은 IEEE에 저작권이 있으며, 무료로 공개되지 않는다.
- 하지만, 무료로 작업그룹(WG)의 회원 및 참가자에게 무료로 공유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해당 작업그룹(WG)에 문의해야 한다.
- 일반인에게는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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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1. Introduction
1.1 Scope and purpose
IEEE Bylaw I-303.6 establishes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is
represented on the IEEE Board of Directors and major Boards as specified in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IEEE Bylaws and IEEE Policies. Its organization beyond that specified in the IEEE Bylaws and IEEE
Policies is governed by this operations manual.

1.2 Mission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provides a globally open, inclusive, and transparent environment for
market relevant, voluntary consensus standardization and other consensus activities that serve the global
needs of industry, government, and the public. It also works to assure the effectiveness and high visibility
of this program both within the IEEE and throughout the global community.
When appropriate, the IEEE-SA will cooperate with standardizing groups throughout the world in the
preparation of standards involving an area of interest within the scope of the IEEE. Approval of a standard
by the IEEE-SA signifies that the IEEE believes the document to be consistent with good engineering
practice and that it represents a consensus of representatives from materially affected industries,
governments, or public interests.
The IEEE-SA is assigned authority for the standardization activities of the IEEE by the IEEE Board of
Directors. The IEEE-SA fulfills this assignment by activities such as but not limited to:
a)

Encouraging active development of needed standards. This involves, for example, promotion of
open and innovative deliberations that result in broad consensus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procedures detailed in the bylaws and operations manuals of the subsidiary boards and committees
of the IEEE-SA BOG.

b)

Building upon the strengths of the standards developing community by involving appropriate
interests and outside organizations.

c)

Representing IEEE to external bodies on standards matters. This includes providing for
cooperation with, and IEEE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of other organizations consistent with
its scope and responsibilities.

d)

Appointing External Representatives to participate in external bodies on standards matters (see
7.1). The IEEE-SA also provides speakers to make presentations at meetings and conferences on
subjects related to IEEE’s standards interests and to participate in panels on standards-related
subjects.

1.3 Conformance of products or systems to IEEE standards
1.3.1 Conformance
With the approval of the IEEE Board of Directors and as authorized, the IEEE-SA BOG may establish
groups
a)

To act for the IEEE in product testing or in certification of products or systems to comply wit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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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SA 운영 매뉴얼
1. 소개
1.1 범위 및 목적

1.2 임무
IEEE-SA는 산업, 정부, 그리고 공공의 국제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시장 관련 자발적 합의의 표준화 및 기타 합의
적 활동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투명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IEEE-SA는 IEEE 내에서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에 걸쳐서 이 표준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높은 가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IEEE-SA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EEE의 범위 내의 관심 분야와 연관된 표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세계
의 표준화 그룹과 협력할 것이다. IEEE-SA가 어떤 표준을 승인한다는 것은 IEEE가 해당 문서가 모범적인 공학
적 실용서(Good Engineering Practice)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과 이 표준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
는 산업계, 정부, 또는 공익 단체의 대표들의 합의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IEEE-SA는 IEEE 이사회로부터 IEEE의 표준화 활동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임무를 만족
시키기 위해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a)

필요한 표준의 적극적인 개발을 장려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IEEE-SA 임원회의 하위 임원회(board) 및 위
원회(committee)의 정관 및 운영 매뉴얼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광범위한 합의를 도
출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혁신적인 심의를 촉진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b)

적절한 이해관계와 외부 조직을 연관시켜 표준 개발 공동체의 역량을 확대시킨다.

c)

표준 문제와 관련하여 외부 기관에 IEEE를 대표한다. 여기에는 IEEE-SA의 범위와 책임에 부합하는 다른
조직의 활동과의 협력 및 IEEE 참여가 포함된다.

d)

표준 문제와 관련하여 외부 기관에 참여할 IEEE 외부대표(External Representatives)를 임명한다(7.1 참
조). 또한 IEEE-SA는 IEEE의 표준 관심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회의 및 학회에서 발표하고 표준 관련 주
제에 대한 패널로 참여할 연사를 추천한다.

1.3 IEEE 표준에 대한 제품 또는 시스템의 적합성
1.3.1 적합성
IEEE-SA 임원회(IEEE-SA BOG)는 IEEE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인가 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룹들을
설립할 수 있다.
a)

IEEE 표준을 따르는지에 대한 제품 시험에서, 혹은 제품 또는 시스템의 인증에서 IEEE를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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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정관 I-303.6에 의해 IEEE-SA(IEEE 표준협회)는 설립된다. IEEE-SA는 IEEE 정관과 IEEE 정책(IEEE
Policies)의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IEEE 이사회(IEEE Board of Directors)와 주요 임원회(Boards)에서 대
표된다. IEEE 정관과 IEEE 정책의 범주를 벗어나는 본 -SA의 조직구성은 본 운영 매뉴얼에 의해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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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standards, or
b)

To offer opinion in the name of the IEEE on the conformance of products or systems to the
requirements of IEEE standards for their intended use and safe operation.

1.3.2 IEEE standard designations
The unauthorized use of IEEE standards numbers to convey conformance with a corresponding IEEE
standard shall constitute a declaration of conformance solely by the party using the number, and such party
shall indicate that the IEEE has not certified, endorsed, or approved any such product.

2
034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034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또는
b)

목적한 용도 및 안전한 운영에 대한 IEEE 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제품 또는 시스템이 적합한지 IEEE 명
의로 의견을 제시

1.3.2 IEEE 표준 지정

2. IEEE-SA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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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IEEE 표준과의 적합성을 알리기 위해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IEEE 표준 번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번호를 사용한 당사자에 의한 적합성임을 선언(Declaration of conformance)해야만 하며, 당사자는 IEEE가
이러한 제품을 인증하거나, 보증하거나,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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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ferences
IEEE Bylaws (current edition).
IEEE Policies (current edition).
Robert’s Rules of Order, Perseus Publishing (current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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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 자료
IEEE 정관 (최신판)
IEEE 정책 (최신판)
로버트의 의사규칙 (최신판)
2. IEE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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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breviations and acronyms
This list offers only those acronyms and abbreviations used in this Operations Manual.
ArCom: IEEE Standards Association Awards and Recognition Committee
BOG: Board of Governors
CAG: Corporate Advisory Group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SASB: IEEE-SA Standards Board
SCC: 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
SMDC: Strategic Management and Delivery Committee
SPCC: Strategic Planning Coordination Committee
TAB: Technical Activities Board of the IEE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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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어 및 두문자어
이 목록에는 이 운영 매뉴얼에서 사용되는 두문자어와 약어만 나와 있다.
ArCom: IEEE-SA수상및표창위원회
BOG: 임원회
2. IEEE-SA
운영 매뉴얼

CAG: 기업자문그룹
IEEE: 미국전기전자학회
SASB: IEEE-SA 표준심의회
SCC: 표준조정위원회
SMDC: 전략적관리 및 전달위원회
SPCC: 전략기획조정위원회
TAB: IEEE 기술활동위원회

2. IEEE-SA 운영 매뉴얼

039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039

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2020

4. Procedures for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Board of Governors
(IEEE-SA BOG)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IEEE-SA) shall be directed by a Board of Governors (BOG). The IEEESA BOG shall establish policy, provide for financial oversight, and conduct standards-related activities
within the technological fields of the IEEE. The IEEE-SA BOG may establish and appoint boards,
committees, and other organizational units as required to carry on the work of IEEE-SA and promote its
purposes.

4.1 IEEE-SA BOG position description
The IEEE-SA Board of Governors is accountable to the IEEE Board of Directors and the public at large to
provide a broad spectrum of standards and standards-related products and services to meet the worldwide
needs of industry, government, and the general public.
4.1.1 IEEE-SA BOG responsibilitie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IEEE-SA BOG and each Board member to uphold the reputation of the IEEE
as a worldwide professional technical society and the IEEE-SA as a world leader in the development and
promulgation of standards. To carry out these responsibilities, the IEEE-SA BOG will, at a minimum,
a)

Develop, pursue, and oversee programs to meet the global needs of standards developers and
users

b)

Approve policy additions/changes with significant financial/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IEEESA

c)

Approve IEEE-SA position statements

d)

Monitor developments in government and industry that demonstrate the need for standards-related
activities and propose appropriate action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e)

Make recommendations to the IEEE Board of Directors on standards-related issues

f)

Maintain a current 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in concert with IEEE Bylaws
and IEEE Policies

g)

Hold meetings to accomplish the work of the IEEE-SA BOG

h)

Establish, manage, and disband committees, as appropriate, to perform the work of the IEEE-SA
BOG

i)

Itself and through the President, appoint BOG Members and other governance volunteers to serve
in various roles on committees, boards, and ad hocs supporting the goals of the IEEE-SA

j)

Strive to establish and maintain a constituency of IEEE-SA members representative of all basic
interests, including:
1)

Technical societies and councils

2)

Member and Geographic organizational units

3)

Industry

4)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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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EEE-SA 임원회를 위한 절차
IEEE-SA(IEEE-SA)는 임원회(BOG: Board of Governors)의 지시를 받아야만 한다. IEEE-SA 임원회는 IEEE
의 기술 분야 내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재무 감독을 수행하며 표준 관련 활동을 수행해야만 한다. IEEE-SA 임원
회는 IEEE-SA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하위 임원회(boards), 위원회
(committees), 그리고 그 밖의 조직 단위를 설립하고 지명할 수 있다.

IEEE-SA 임원회는 산업, 정부 및 일반 대중의 전세계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IEEE 이사회 및 일반 대중
에게 광범위한 표준과 표준 관련 생산물 및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4.1.1 IEEE-SA 임원회 책임
IEEE-SA 임원회와 임원회(Board)의 각 회원은 전세계적인 전문기술학회로서 IEEE의 명성을 유지하고 표준을
개발 및 공표하는 데 있어 세계적 리더로서 IEEE-SA의 명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
하여 IEEE-SA 임원회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a)

표준 개발자 및 사용자의 세계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추구 및 감독한다.

b)

IEEE-SA에 중대한 재무적/전략적 영향을 주는 정책의 추가/변경을 승인한다.

c)

IEEE-SA 입장설명서(position statements)를 승인한다.

d)

표준 관련 활동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IEEE-SA 표준심의회에 적절한 조치를 제안하는 정부 및 산업의 전
개 상황을 관찰한다.

e)

표준 관련 문제에 대하여 IEEE 이사회에 권고한다.

f)

IEEE 정관 및 정책에 맞게 현행 IEEE-SA 운영 매뉴얼을 유지관리한다.

g)

IEEE-SA 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h)

IEEE-SA 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적절히 설립, 관리 및 폐지한다.

i)

자체적으로 그리고 협회장을 통해 IEEE-SA의 목표를 지원하는 위원회(committees), 하위 임원회
(boards) 및 특별위원회(ad hocs)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임원회(BOG) 회원 및 기타 운영 지원자를
임명한다.

j)

아래와 같은 모든 기본 이익단체를 대표하는 IEEE-SA 회원 대표자로 구성된 유권자 단체를 설립하고 유
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1)

기술 소사이어티(societies) 및 카운슬(councils)

2)

회원 및 지역 조직 단위

3)

산업

4)

정부
2. IEEE-SA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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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general public

k)

Provide financial oversight for the overall operation of the IEEE-SA

l)

Recommend candidates to stand for election by the IEEE-SA constituency for the positions of
IEEE-SA President-Elect in alternating years, and two IEEE-SA BOG members-at-large annually

m)

Appoint two IEEE-SA BOG members-at-large annually

n)

Appoint the chai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

Appoint the membership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p)

Provide an awards program for recognition of exceptional service

q)

Participate in or lead one or more of the Strategic Management and Delivery Committees
(SMDCs)

4.1.2 IEEE-SA BOG functions
The IEEE-SA BOG will perform the following basic functions:
a)

Establish and maintain a constituency of a wide range of basic interests among industry,
government, and public areas

b)

Address the global standardization interests of the technical societies and geographic
organizational units of the IEEE

c)

Establish and achieve strategic, long-range goals and objectives, typically every 3-5 years, to
better serve the constituency and customer base with appropriate standards-related products and
services

d)

Review all policy additions and/or changes with significant financial or strategic implications

e)

Set policy for new methods of standards development as needed

f)

In conjunction with staff, be responsible for the delivery of the various components of the IEEE-SA
strategy

4.2 IEEE-SA BOG membership
4.2.1 IEEE-SA BOG member qualifications
All members of the IEEE-SA BOG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IEEE Standards policies and procedures,
IEEE Polic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ection 9.8 on Conflict of Interest, and the IEEE Code of
Ethics. Members of the IEEE-SA BOG shall reflect the technical and global standards interests of the
IEEE. No individual IEEE Society or council, or government, or industry should be over-represented in the
structure of the IEEE-SA BOG.
Members-at-large shall have demonstrated involvement in standards activities within the IEEE, interest in
and commitment to global standards, and IEEE regional representation. Members-at-large of the IEEE-SA
BOG shall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given in 4.1.1.
All candidates shall have had recent experience within industry or government. “Recent” experience is
defined as association, within the past three years, with industry or government as an employee, consultan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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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 대중

IEEE-SA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재무적 감독을 수행한다.

l)

2년마다 IEEE-SA 유권자들이 선출하는 IEEE-SA 협회장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며, 매년 2명의 IEEE-SA
임원회 일반회원 후보도 추천한다.

m)

매년 2명의 IEEE-SA 임원회 일반회원을 임명한다.

n)

IEEE-SA 표준심의회의 의장을 임명한다.

o)

IEEE-SA 표준심의회의 회원을 임명한다.

p)

우수한 서비스를 표창하기 위한 수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q)

하나 이상의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trategic Management and Delivery Committees; SMDCs)에
참여하거나 이끈다.

2. IEEE-SA
운영 매뉴얼

k)

4.1.2 IEEE-SA 임원회 기능
IEEE-SA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본 기능을 수행한다:
a)

산업, 정부 및 공공 분야의 광범위한 기본적인 이익 단체들로 구성된 유권자 단체를 설립하고 유지한
다.

b)

IEEE의 기술 소사이어티(societies) 및 지역 조직 단위의 국제적 표준 관심사를 다룬다.

c)

적절한 표준 관련 생산물 및 서비스를 통해 유권자 및 고객을 더욱 잘 만족시키기 위한 전략적이고 장기적
인 목표 및 목적을 일반적으로 3-5년마다 수립하고 달성한다.

d)

중대한 재무적 또는 전략적 영향을 갖는 모든 정책 추가 및/또는 변경을 검토한다.

e)

필요에 따라 새로운 표준 개발 방법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

f)

직원과 함께 IEEE-SA 전략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4.2 IEEE-SA 임원회 회원
4.2.1 IEEE-SA 임원회 회원 자격요건
IEEE-SA 임원회의 모든 회원들은 IEEE 표준 정책 및 절차, 이해 상충에 관한 섹션 9.8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IEEE 정책, 그리고 IEEE 윤리강령에 따라 행동해야만 한다. IEEE-SA 임원회의 회원들은 IEEE의 기술적이며
국제적인 관심사를 잘 반영해야 한다. IEEE-SA 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떠한 개별 IEEE 소사이어티(Society) 또
는 카운슬(council), 또는 정부, 또는 산업계가 과도하게 대표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회원들은 IEEE 내에서의 표준 활동참여,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행, 그리고 IEEE 내 지역적 대표성을 입
증해야만 한다. IEEE-SA 임원회의 회원들은 4.1.1에 나와 있는 책임을 수행해야만 한다.
모든 후보는 산업 또는 정부 내에서 최근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최근의" 경험이란 지난 3년 내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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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another demonstrable relationship that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the standards needs of industry or
government.
4.2.2 IEEE-SA President
4.2.2.1. Duties
The term of office for the IEEE-SA President shall be two years. The IEEE-SA President shall not serve
consecutive terms. The IEEE-SA President shall serve as a member of the IEEE Board of Directors.
Duties of the IEEE-SA President sha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

Commitment to IEEE’s goals and strategic directions

—

The efficient organization of committees and work programs to assure achievement of IEEE-SA
objectives

—

Serving as the IEEE contact on standards

—

Establishing contacts with government and industry leaders to assure IEEE-SA responsiveness to
standards needs

—

Chairing the IEEE-SA BOG

—

Appointing the chairs of the SMDCs

—

Appointing members and liaisons to IEEE committees, boards, and other groups

Duties of the IEEE-SA President-Elect and IEEE-SA Past President, during their terms of office, sha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

Serving as Vice-Chair of the IEEE-SA BOG.

—

Assisting the IEEE-SA President in IEEE-SA, IEEE, and other activities as may be requested.

4.2.2.2 Election process
Every other year, there shall be an election to fill the position of IEEE-SA President-Elect, with service
beginning the following year. Following a term of one year as IEEE-SA President-Elect, the holder of that
office shall serve as IEEE-SA President for the subsequent two-year term and shall serve as IEEE-SA Past
President for a subsequent one-year term.
The IEEE–SA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shall formally solicit candidates for IEEE-SA
President from 1 March to 1 June of the year preceding an IEEE-SA President election. By 15 November,
the IEEE-SA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shall finalize the proposed slate. At least two
nominees for IEEE-SA President-Elect shall be proposed and submitted to the IEEE-SA BOG for its
endorsement or modification at the scheduled final meeting of the year preceding the election. All
candidates shall be members of IEEE-SA and of IEEE Senior Member or IEEE Fellow grade.
When selecting candidates for IEEE-SA President, the IEEE-SA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shall examine the candidates’ industry or government experience; knowledge of, and
involvement in, standards development activities; and proven leadership in their professions.
Upon endorsement by the IEEE-SA BOG, the list of candidates for IEEE-SA President-Elect shall be sent
to IEEE Corporate Activities to be put forward for election by the members of the IEEE-SA who are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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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컨설턴트, 또는 산업 또는 정부의 표준 요구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등의 입증 가능한 관계로서 산업 또는
정부와의 연관성으로 정의된다.

4.2.2 IEEE-SA 협회장
4.2.2.1 의무

IEEE-SA 협회장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IEEE의 목표 및 전략적 방향에 대한 헌신

―

IEEE-SA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효율적인 위원회 및 작업 프로그램 구성

―

표준에 대한 IEEE 연락책으로 활동

―

표준 요구에 대해 IEEE-SA가 잘 대응하도록 정부 및 산업 리더들과의 접촉

―

IEEE-SA 임원회 의장 역할 수행

―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의 의장 임명

―

IEEE 위원회(committees), 하위 임원회(boards) 및 기타 그룹에 회원 및 연락 담당자 임명

IEEE-SA 협회장 당선자와 IEEE-SA 임원회의 전 협회장의 의무는 그들의 임기 동안 다음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
에 국한되지 않는다.
―

IEEE-SA 임원회의 부의장 역할을 수행

―

IEEE-SA. IEEE, 그리고 요구될 수 있는 그 밖의 활동에서 IEEE-SA 임원회 협회장을 지원

4.2.2.2 선거 과정
격년에 한 번씩 IEEE-SA 협회장 당선자 자리를 채우기 위한 선거가 있으며 다음해부터 업무가 시작된다. IEEESA 협회장 당선자로서 1년의 임기를 마친 후, 이후의 2년 동안 IEEE-SA 협회장으로 활동해야 하며, 이후의 1년
동안에는 IEEE-SA 전 협회장 역할을 해야만 한다.
IEEE-SA 지명및임명위원회(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는 IEEE-SA 협회장 선거가 있기
전년도 3월 1일에서 6월 1일 사이에 IEEE-SA 협회장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그 해 11월 15일까
지 IEEE 지명및임명위원회는 제안 후보자 명부를 완료해야만 한다. 선거 전년도에 예정된 마지막 회의에서의 승
인 또는 수정을 위해서 IEEE-SA 협회장 당선자에 대한 최소 2명의 후보자(nominees)를 제안하여 IEEE-SA 임
원회에 제출해야만 한다. 모든 후보자(candidates)는 IEEE-SA 회원이어야만 하고 IEEE 시니어(Senior) 회원이
거나 IEEE 펠로우(Fellow) 등급이어야만 한다.
IEEE-SA 협회장에 대한 후보자를 선정 시, IEEE-SA 지명및임명위원회는 후보자의 산업 또는 정부에서의 경험,
즉 표준 개발 활동에 관한 지식 및 참여, 그리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증명된 리더십 등을 심사해야만 한다.
IEEE-SA 임원회의 승인 후, IEEE-SA 협회장 당선자 후보 목록은 IEEE 회원이고 또한 IEEE-SA 회원인 회원들

2. IEEE-SA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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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SA 협회장의 임기는 2년이어야만 한다. IEEE-SA 협회장은 연임하지 않아야만 한다. IEEE-SA 협회장은
IEEE 이사회의 회원으로 활동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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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of the IEEE. By 1 May, the candidate slate shall be made public. Voting members of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may propose, by petition, names to be added to the ballot for the offices of IEEE-SA
President-Elect, using the processes in accordance with IEEE Bylaw I-307. IEEE Corporate Activities shall
distribute ballots no later than the first working day following 14 August. Noon of the first working day
following 30 September is the deadline for the return of ballots. Within eight working days of the return
ballot deadline, the election results shall be announced. The IEEE-SA President-Elect shall be elected by a
plurality of the votes cast by the eligible members of the IEEE-SA who are also members of the IEEE.
4.2.2.3 Election tellers
The counting of the tally of votes will be a part of the IEEE annual election process and shall follow the
applicable procedures specified in IEEE Bylaw I-307.
4.2.2.4 Credentials and disputes
Any dispute or appeal connected with the election of the IEEE-SA President-Elect shall be submitted to the
IEEE for a review of the complaint and for action in accordance with IEEE Bylaw I-307.

4.2.3 IEEE-SA BOG Members-at-Large
The term of office of the IEEE-SA BOG members-at-large shall be two years. Members-at-large may serve
an unlimited number of terms but not more than three terms consecutively. The members-at-large of the
IEEE-SA BOG shall serve alternating terms, with four members elected/appointed each year. Two
members-at-large shall be elected by the eligible members of the IEEE-SA and two members shall be
appointed by the IEEE-SA BOG.
4.2.3.1 Election process for IEEE-SA BOG members-at-large elected by the eligible
members of IEEE-SA
The IEEE–SA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shall formally solicit candidates for the
upcoming year’s IEEE-SA elections from 1 February to 1 May. By 15 November, the IEEE-SA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shall finalize the proposed slate for the following year’s
election. At least two nominees for each vacancy shall be proposed and submitted to the IEEE-SA BOG for
its endorsement or modification at the scheduled final meeting of the year preceding the election. All
candidates shall be members of the IEEE-SA and of IEEE Member, Senior Member, or Fellow grade.
Upon endorsement by the IEEE-SA BOG, the list of candidates shall be sent to IEEE Corporate Activities
to be put forward for election by the members of the IEEE-SA. By 1 May, the candidate slate shall be
made public. Voting members of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may propose, by petition, names to be
added to the ballot, using the processes in accordance with IEEE Bylaw I-307. IEEE Corporate Activities
shall distribute ballots no later than the first working day following 14 August. Noon of the first working
day following 30 September is the deadline for the return of ballots. Within eight working days of the
return ballot deadline, the election results shall be announced. Those members-at-large shall be elected by a
plurality of the votes cast by the eligible members of IEEE-SA.
4.2.3.2 Appointment process for IEEE-SA BOG members-at-large appointed by the eligible
members of the IEEE-SA BOG
The IEEE–SA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shall formally solicit candidates for open
positions from 1 February to 1 May of the appointment year. A minimum of three candidates for two
positions shall be submitted to the IEEE-SA BOG for its endorsement or modification at its second
scheduled meeting of the appointment year. All candidates shall be members of the IEEE-SA and of IEEE
Member, Senior Member, or Fellow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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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선거를 위해, IEEE 기업활동부문(IEEE Corporate Activities)으로 송부되어야만 한다. 후보자 명부는
5월 1일까지 공개되어야만 한다. IEEE-SA의 투표 회원들은 IEEE 정관 I-307에 의거한 절차를 사용해서, 청원
을 통해 IEEE-SA 협회장 당선자 직책에 대한 투표용지에 추가할 이름을 제안할 수 있다. IEEE 기업활동부문은
8월 14일 이후 첫 번째 근무일까지 투표용지를 배포해야만 한다. 투표용지 반환의 마감시한은 9월 30일 이후의
첫 번째 근무일 정오이다. 투표용지 반환 마감시한 이후 근무일로 8일 내에 선거 결과가 공표되어야만 한다. IEEESA 협회장 당선자는 IEEE의 회원 중 자격 있는 IEEE-SA 회원들의 투표에서 다수결에 의해 선출되어야만 한다.
2. IEEE-SA
운영 매뉴얼

4.2.2.3 투표 개표원
투표 집계는 IEEE 연례 선거과정의 일부로, IEEE 정관 I-307에 명시된 해당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4.2.2.4 자격심사와 분쟁
IEEE-SA 협회장 당선자 선출과 관련된 모든 분쟁 또는 이의제기는 불만 검토 및 IEEE 정관 I-307에 따른 조치
를 위해 IEEE에 제출해야만 한다.

4.2.3 IEEE-SA 임원회 일반회원
IEEE-SA 임원회 일반회원의 임기는 2년이어야만 한다. 일반회원은 임기를 무제한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연속적
으로 3회의 임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IEEE-SA 임원회의 일반회원들은 매년 선출/임명된 4명의 회원들과
번갈아 임기를 수행한다. 2명의 일반회원은 자격이 있는 IEEE-SA의 회원들이 선출해야만 하며, 2명의 회원은
IEEE-SA 임원회의에서 임명되어야 한다.
4.2.3.1 자격 있는 IEEE-SA 회원들에 의한 IEEE-SA 임원회의 일반회원 선거 과정
IEEE-SA 지명및임명위원회는 차년도 IEEE-SA 선거에 대한 후보자를 2월 1일에서 5월 1일 사이에
모집해야만 한다. IEEE-SA 지명및임명위원회는 11월 15일까지 다음해 선거의 제안 후보자 명부를
한다. 선거 전년도에 예정된 마지막 회의에서의 승인 또는 수정을 위해서 각 공석(vacancy)에 대해
의 후보자(nominees)를 제안하고 IEEE-SA 임원회로 제출해야만 한다. 모든 후보자는 IEEE-SA
IEEE의 회원, 시니어 회원 또는 펠로우 등급이어야만 한다.

공식적으로
완료해야만
적어도 2명
회원이면서

IEEE-SA 임원회의 승인 후, 후보자 목록은 IEEE-SA 회원들에 의한 선거를 위해 IEEE 기업활동부분에 송부되어
야만 한다. 후보자 명부는 5월 1일까지 공개되어야만 한다. IEEE-SA의 투표 회원들은 IEEE 정관 I-307에 의거
한 절차를 사용해서, 청원을 통해 투표용지에 추가할 이름을 제안할 수 있다. IEEE 기업활동부문은 8월 14일 이
후 첫 번째 근무일까지 투표용지를 배포해야만 한다. 투표용지 반환의 마감 시한은 9월 30일 이후의 첫 번째 근
무일 정오이다. 투표용지 반환 마감 시한 이후 근무일로 8일 내에 선거 결과가 공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일반
회원들은 자격 있는 IEEE-SA 회원들의 투표에서 다수결에 의해 선출되어야만 한다.
4.2.3.2 자격 있는 IEEE-SA 임원회의 회원들에 의한 IEEE-SA 임원회의 일반회원 임명 과정
IEEE-SA 지명및임명위원회는 임명연도의 2월 1일에서 5월 1일 사이에 공석에 대한 후보를 공식적으로 모집해
야만 한다. 임명연도의 두 번째 예정된 회의에서 승인 또는 수정하기 위하여, 2개의 직위에 대해 적어도 3명의 후
보가 IEEE-SA 임원회에 제출되어야만 한다. 모든 후보는 IEEE-SA 회원이면서, IEEE 회원, 시니어(Senior) 회
원 또는 펠로우(Fellow) 등급의 회원이어야 한다.

2. IEEE-SA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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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members-at-large shall be appointed by a plurality of the votes cast by the eligible members of the
IEEE-SA BOG at a meeting, normally held by teleconference, scheduled prior to the last regularly
scheduled meeting of the IEEE Board of Directors in the year of appointment. IEEE-SA BOG members
vote for no more than two candidates. If the top two candidates cannot readily be determined due to a tie, a
runoff ballot will be held. Any candidates already appointed or eliminated by the initial ballot are excluded
from the runoff ballot.
The results of the appointment shall be confirmed by majority approval at a meeting of the IEEE-SA BOG
at which those results are reported. The appointment results will be submitted to the IEEE Board of
Directors for its ratification at or before its last regularly scheduled meeting of the year of appointment.
The appointment results shall be announced after action by the IEEE Board of Directors. Those selected to
serve on the IEEE-SA BOG will begin their term of service in the year immediately following the
appointment.
4.2.3.3 Election tellers
For those members-at-large that are elected by the eligible voting members of the IEEE-SA, the counting
of the tally of votes will be a part of the IEEE annual election process and shall follow the applicable
procedures specified in IEEE Bylaw I-307.
4.2.3.4 Credentials and disputes
Any dispute or appeal connected with the election of the IEEE-SA BOG members-at-large shall be
submitted to the IEEE for a review of the complaint and for action in accordance with IEEE Bylaw I-307.
4.2.4 Vacancies
If the IEEE-SA President is unable to complete his or her term of office, the Past President of the IEEE-SA
or the IEEE-SA President Elect, whoever is serving on the IEEE-SA BOG at that time, shall serve out the
term. If the Past President of the IEEE-SA is unable to complete his or her term of office, the most recent
Past President of the IEEE-SA willing to serve shall fill the position. If the IEEE-SA President Elect is
unable to complete his or her term of office, a special election shall be held to fill the position. If a
member-at-large is unable to complete his or her term of office, the IEEE-SA President shall have the
discretion of deciding whether to hold a special election/appointment process or to appoint a person to
serve out the term. If the IEEE-SA Standards Board Chair is unable to complete his or her term of office,
the Vice-Chai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serve out the term.

4.3 Transaction of business
Except as specified in the IEEE Bylaws and this manual, meetings wi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latest edition of Robert’s Rules of Order.
4.3.1 Agenda
A preliminary agenda for each meeting shall be prepared by the Secretary and distributed to the members
of the IEEE-SA BOG at least two weeks prior to a scheduled meeting.
A final agenda shall be presented at the time of the IEEE-SA BOG meeting. Recommendations to the
IEEE-SA BOG from the committees of the IEEE-SA BOG shall be contained in an agenda item known as
a “consent agenda.” Prior to approval of the agenda, any member may request that an item on the consent
agenda be removed and considered separately as part of the agenda. Adoption of the consent agenda as
modified constitutes approval of all included items by unanimous consent. The balance of the agenda
normally includes, in the order shown, the President’s report, the Secretary’s report, action items,
information and discussion items, committee reports, and new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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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들은 보통 원격회의(teleconference)로 개최되는, IEEE 이사회의 임명연도 마지막 정기회의에 앞서 예
정된 회의에서 자격이 있는 IEEE-SA 임원회 회원들의 투표로 다수결에 의해 임명되어야만 한다. IEEE-SA 임원
회의 회원들은 최대 2명의 후보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다. 동점으로 인하여 최상위 두 명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선 투표가 열린다. 최초 투표에 의해 이미 임명되거나 탈락한 후보는 결선 투표에서 배제된다.
임명 결과는 해당 결과가 보고되는 IEEE-SA 임원회 회의에서의 과반수 승인에 의해 확정되어야만 한다. 임명 결
과는 임명연도의 마지막 정기 회의 또는 그 전에 IEEE 이사회에게 제출되어 인가된다.

4.2.3.3 투표 개표원
IEEE-SA의 자격 있는 투표 회원에 의해 선출되는 일반회원들 대상의 투표 집계는 IEEE 연례 선거 과정의 일부
로서, IEEE 정관 I-307에 명시된 해당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4.2.3.4 자격 심사 및 분쟁
IEEE-SA 임원회의 일반회원의 선출과 관련된 모든 분쟁 또는 이의 제기는 불만 검토 및 IEEE 정관 I-307에 따
른 조치를 위해 IEEE에 제출해야만 한다.

4.2.4 공석
IEEE-SA 협회장이 자신의 임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IEEE-SA의 전 협회장이나 IEEE-SA 협회장 당선자 중
에서 그 당시에 IEEE-SA 임원회에서 활동 중인 사람이 그 임기를 채워야만 한다. IEEE-SA의 전 협회장이 자신
의 임기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활동할 의사가 있는 가장 최근의 IEEE-SA 전 협회장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만 한
다. IEEE-SA 협회장 당선자가 자신의 임기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특별 선거가 열려
야만 한다. 일반회원이 자신의 임기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IEEE-SA 협회장은 특별 선거/임명 과정을 열 것인
지, 아니면 임기를 채울 사람을 임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가져야만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
의장이 자신의 임기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IEEE-SA 표준심의회의 부의장이 그 임기를 채워야만 한다.

4.3 업무 처리
IEEE 정관과 이 매뉴얼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는 로버트의 의사규칙 (Robert's Rules of Order)의 최
신판에 따라 수행된다.

4.3.1 의제
각 회의를 위한 예비 의제는 간사에 의해 준비되어 적어도 예정된 회의 2주 전에 IEEE-SA 임원회 회원들에게 배
포되어야만 한다.
최종 의제는 IEEE-SA 임원회 회의가 열릴 때 제시되어야만 한다. IEEE-SA 임원회 위원회가 IEEE-SA 임원회에
게 보내는 권고 사항은 “합의 의제(consent agenda)”라고 알려져 있는 의제 항목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의제가
승인되기 전에 모든 회원은 합의 의제 내 항목을 제거하거나, 이를 별도 의제로 고려하자고 요청할 수 있다. 수정
된 합의 의제의 채택은 만장일치에 의해 포함된 모든 항목의 승인을 의미한다. 의제 목록에는 통상, 협회장의 보
고서, 간사의 보고서, 실행 항목(action items), 정보 및 논의 항목, 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신규 업무가 순서대로
포함된다.
2. IEEE-SA 운영 매뉴얼

049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049

2. IEEE-SA
운영 매뉴얼

임명 결과는 IEEE 이사회 인가 후에 공표되어야만 한다. IEEE-SA 임원회에서 활동하도록 선출된 사람들은 임명
바로 다음 해에 임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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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Minutes
The minutes of each meeting of the IEEE-SA BOG shall be sent by the Secretary to IEEE-SA BOG
members, those present at the meeting, and anyone involved in an action of the IEEE-SA BOG within four
weeks following the meeting. In reporting an official action of the IEEE-SA BOG, the minutes shall, on
request of dissenters, contain a record of the dissenting votes. In addition, a listing of resolutions of each
meeting of the IEEE-SA BOG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y the Secretary within four weeks
following the meeting.
4.3.3 Meetings
Dates for regular meetings shall be approved by the IEEE-SA BOG. Special meetings of the IEEE-SA
BOG may be called by the IEEE-SA President if necessary.
Meetings may be held in person, by telephone, or by videoconference, or by any combination of these three
means. Members of the IEEE-SA BOG are responsible for the costs of attending meetings.
4.3.3.1 Meeting venues
Proposals for meeting venues for the IEEE-SA BOG shall be made by staff according to the following
criteria:
a)

Location selection shall be based on accessibility, cost, and availability of appropriate meeting
space

b)

Date and location selection shall be made with consideration for special IEEE events and
opportunity for local interactions

Consideration of a venue near the New Jersey Operations Center for at least one meeting each year is
encouraged.
While unforeseen circumstances may require a change of meeting dates or locations, a proposal for such an
alteration shall be accompanied by the expected financial impact of such a chang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xisting contractual obligations, pre-arranged travel, and projected expense of the new dates and
location.
4.3.4 Action between meetings
4.3.4.1 Ad-Hoc council
If action needs to be taken between meetings, an ad-hoc council consisting of the IEEE-SA President; the
IEEE-SA President Elect or the most recent IEEE-SA Past President willing to serve; the Chai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Managing Director, IEEE Standards Activities; and one member-at-large
shall have the authority to take such action. Use of the ad-hoc council shall not be made unless
unavoidable. The Managing Director, IEEE Standards Activities, shall serve as an ex-officio member of
the council without vote.
The member-at-large on the ad-hoc council shall be selected from among the eight members-at-large on the
IEEE-SA BOG. The member-at-large on the ad-hoc council shall be determined at the final meeting of the
IEEE-SA BOG during the calendar year. The term of service shall be for the following year.
Meetings of the ad-hoc council may be held in person, by telephone, or by videoconference, or by any
combination of these three means.
4.3.4.2 Functions of the ad-hoc counci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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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 4주 내에 IEEE-SA 임원회 회원, 회의 참석자 그리고 IEEE-SA 임원회의 조치에 관여
된 모든 사람들에게 IEEE-SA 임원회의 각 회의의 회의록을 전달해야만 한다. IEEE-SA 임원회의 공식적인 조치
보고 시, 회의록에는 반대자의 요청에 따라 반대표의 기록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또한 간사는 IEEE-SA 임원회의
각 회의 후 4주 내에 각 회의의 결의 목록을 공개해야만 한다.

정기회의 일자는 IEEE-SA 임원회에서 승인해야만 한다. IEEE-SA 협회장은 필요한 경우 IEEE-SA 임원회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직접 참여하거나, 전화를 이용하거나, 화상 회의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 3가지 수단을 조합하는 방식에 의
해 개최될 수 있다. IEEE-SA 임원회 회원은 회의 참석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4.3.3.1 회의 장소
IEEE-SA 임원회에 대한 회의 장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직원이 제안해야만 한다.
a)

장소 선정은 접근성, 비용 및 적절한 회의 공간의 이용 가능성에 근거해야만 한다.

b)

일시 및 장소는 특별한 IEEE 행사 및 지역 상호 교류 기회를 고려하여 선정되어야만 한다.

매년 최소한 한 차례의 회의는 뉴저지운영센터(New Jersey Operations Center) 주변의 장소를 고려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회의 일자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지만, 그러한 변경 제안에는 기존 계약 의무, 미
리 준비해둔 여행, 그리고 새로운 일자 및 장소에서의 예상 비용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그러한 변
경의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4.3.4 회의 간 조치(Action between meetings)
4.3.4.1 임시협의회(Ad-Hoc council)
회의간(between meetings)에 조치가 필요한 경우, IEEE-SA 협회장, IEEE-SA 협회장 당선자 또는 활동할 의
사가 있는 가장 최근의 IEEE-SA 전 협회장, IEEE-SA 표준심의회 의장, IEEE 표준활동부문(IEEE Standards
Activities)의 상무이사(Managing Director), 그리고 한 명의 일반회원으로 구성된 임시협의회가 이러한 회의
간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져야만 한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시협의회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IEEE
표준활동부문의 상무이사(Managing Director)는 투표권 없이 이 협의회의 직무상의 회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임시협의회의 일반회원은 IEEE-SA 임원회의 8명의 일반회원 중에서 선정되어야만 한다. 임시협의회의 일반회
원은 해당 연도(calendar year) 중에 IEEE-SA 임원회의 마지막 회의에서 결정되어야만 한다. 임기는 차년도 동
안이 되어야만 한다.
임시협의회 회의는 직접 참석하거나, 전화를 이용하거나, 화상 회의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 3가지 수단을 조합하
는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4.3.4.2 임시협의회의 기능
2. IEEE-SA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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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hoc council shall have all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IEEE-SA BOG except for such matters not
permitted to be delegated to the ad-hoc council pursuant to Section 712(a) of the New York Not-for-Profit
Corporation Law and for other matters that the BOG has, by resolution, expressly reserved to itself. All
such powers and duties of the IEEE-SA BOG that the ad-hoc council is authorized to exercise pursuant to
this subclause, and all other powers and duties that the ad-hoc council is authorized to exercise pursuant to
other provisions of the IEEE Bylaws,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limitations:
a)

Except if and to the extent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other provisions of the IEEE Bylaws,
that the BOG may by majority vote of those present and eligible to vote at any meeting overrule
any act or decision of the ad-hoc council.

b)

The IEEE-SA BOG may direct any action or plan of the ad-hoc council.

4.3.4.3 Ballots
The IEEE-SA BOG may use ballots to take action between meetings. Such ballots shall be sent via mail,
electronic mail, or fax to each IEEE-SA BOG member. No confirmation of receipt of the ballots will be
requested. Unanimous written consent of those members of the IEEE-SA BOG eligible to vote shall be
received by the date specified on the ballot in order for the action to be taken between meetings. If all
ballots are not returned by the date specified on the ballot, the IEEE-SA President may elect to extend the
ballot two times to receive the returned ballots. Notification of such extensions shall be sent to all IEEE-SA
BOG members by mail, electronic mail, or fax.

4.4 Appeals
Persons who have directly and materially affected interests and who have been, or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adversely affected by a decision of the IEEE-SA BOG, or by the lack thereof, shall have
the right to appeal actions or inaction of the IEEE-SA BOG. In addition, pursuant to section 5.8.9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an appellant may appeal an IEEE-SA Standards Board
Appeal Panel’s final decision to the IEEE-SA BOG.
The IEEE-SA BOG shall not consider appeals of technical decisions based on technical grounds or make
findings with respect to ethical rules. All technical decisions shall be made at or below the Standards
Committee level. Any person dissatisfied with an ethical decision shall be advised to bring such claim to
the attention of the IEEE Ethics and Member Conduct Committee or the IEEE-SA Standards Conduct
Committee, as appropriate.
4.4.1 BOG Appeal Officers
The BOG Appeal Officers shall be the IEEE-SA President and the IEEE-SA BOG Vice Chair for Appeals.
At the first IEEE-SA BOG meeting of the year, the IEEE-SA President shall appoint, subject to ratification
by the IEEE-SA BOG, one of its voting members to serve as the IEEE-SA BOG Vice Chair for Appeals.
The IEEE-SA BOG Vice Chair for Appeals shall form BOG Appeal Panels to hear specific appeals. If the
IEEE-SA BOG Vice Chair for Appeals has a conflict regarding the subject matter of an appeal, the IEEESA President shall appoint another member of the IEEE-SA BOG to serve as the IEEE-SA BOG Vice Chair
for Appeals for that particular appeal.
If the IEEE-SA President has a conflict regarding the subject matter of an appeal, the IEEE-SA President
shall appoint a non-conflicted member of the BOG to serve as the second BOG Appeal Officer for that
particular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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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비영리법인법(New York Not-for-Profit Corporation Law)의 섹션 712(a)에 따라 임시협의회로 위임
이 허용되지 않은 문제와 결의에 따라 임원회(BOG)가 명시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문제를 제외하고, 임시협
의회는 IEEE-SA 임원회의 모든 권한 및 의무를 가져야만 한다. 임시협의회가 이 하위 조항에 따라 행사하도록
허가된 IEEE-SA 임원회의 모든 권한 및 의무, 그리고 IEEE 정관의 다른 조항에 따라 임시협의회가 행사하도록
허가된 그 밖의 모든 권한 및 의무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IEEE 정관의 다른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회(BOG)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에
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과반수 투표로 임시협의회의 모든 조치 또는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b)

IEEE-SA 임원회는 임시협의회의 모든 조치 또는 계획을 지시할 수 있다.

4.3.4.3 투표
IEEE-SA 임원회는 회의간 조치를 위해 투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투표용지는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각 IEEE-SA 임원회 회원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확인은 요청되지 않는다. 회의간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서는 투표할 자격이 있는 IEEE-SA 임원회 회원들의 문서화된 만장일치 동의서가 투표용지
에 명시된 날짜까지 접수되어야만 한다. 투표용지에 명시된 날짜까지 모든 투표용지가 반환되지 않는다면 IEEESA 협회장은 반환된 투표용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투표기간을 2회까지 연장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
장에 대한 통보는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모든 IEEE-SA 임원회 회원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

4.4 이의제기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IEEE-SA 임원회의 결정이나 결정의 결여에 의
해 불리하게 영향을 받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될 수 있는 사람은 IEEE-SA 임원회의 조치 또
는 비조치에 대해 이의제기 할 권리가 있다. 또한,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의 섹션 5.8.9에 따라, 제소
인은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의 최종 결정에 대해 IEEE-SA 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IEEE-SA 임원회는 기술적 근거에 기반한 기술적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고려하거나 윤리적 규칙과 관련하여
판결을 하지 않아야만 한다. 모든 기술적 결정은 표준 위원회 수준이나 그 이하에서 내려져야만 한다. 윤리적 결
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해당 주장을 IEEE 윤리및회원품행위원회(Ethics and Member Conduct Committee)
또는 IEEE-SA 표준행동위원회(Standards Conduct Committee)에 적절하게 제출하도록 권고해야만 한다.

4.4.1 임원회(BOG) 이의제기 담당관
임원회(BOG) 이의제기 담당관은 IEEE-SA 협회장과 IEEE-SA 임원회 이의제기 부의장이 해야만 한다.
해당연도 첫 번째 IEEE-SA 임원회 회의에서 IEEE-SA 협회장은 IEEE-SA 임원회의인가를 받아 투표 회원 중 한
명을 IEEE-SA 임원회 이의제기 부의장으로 임명해야만 한다. IEEE-SA 임원회 이의제기 부의장은 특정 이의제
기를 듣기 위해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을 구성해야만 한다. IEEE-SA 임원회 이의제기 부의장이 이의제기
의 주제와 관련하여 상충이 있는 경우, IEEE-SA 협회장은 해당 이의제기에 대해 IEEE-SA 임원회의 이의제기 부
의장으로 활동할 IEEE-SA 임원회의 다른 회원을 임명해야만 한다.
IEEE-SA 협회장이 이의제기의 주제와 관련하여 상충이 있는 경우, IEEE-SA 협회장은 해당 이의제기에 대해 두
번째 임원회(BOG) 이의제기 담당관으로 일할 임원회(BOG)의 상충이 없는 회원을 임명해야만 한다.

2. IEEE-SA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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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Appeal brief
The appellant shall file a written appeal brief with the Secretary of the IEEE-SA BOG within (i) 30 days
after the date of notification of action of the IEEE-SA BOG; (ii) within 30 days after an IEEE-SA
Standards Board Appeal Panel’s decision becomes final; or (iii) after 30 days and within 60 days with
respect to inaction of the BOG. The appeal brief shall state the nature of the objection(s) including any
adverse effects, the clause(s) of the procedures or the standard(s) that are at issue, actions or inaction that
are at issue, and the specific remedial action(s) that would satisfy the appellant’s concerns. Previous
efforts, including all subordinate appeals, to resolve the objection(s) and the statement of outcome/decision
of each, including a sequence of events of these efforts, shall be provided. The appellant shall include
documentation supporting all statements in the appeal brief. All issues regarding the subject action or
inaction shall be filed together in one appeal brief.
The Secretary shall send the appellant a written acknowledgment of receipt of the appeal brief within five
working days of such receipt. The BOG Appeal Officers shall review the appeal brief and determine within
20 days of receipt of the appeal brief if the appeal shall be heard by an IEEE-SA BOG Appeal Panel. The
BOG Appeal Officers shall review whether the appellant has established a prima facie case, especially in
reviewing whether any previous SASB Appeal Panel decision appealed from was adjudic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Ps. If it is determined that a prima facie case has not been established, the
Secretary shall notify the appellant in writing that the appeal will be dismissed.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ould hear the appeal, the appeal shall be referred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adjudicated according to IEEE-SA Standards Board processes (see subclause 5.4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and subclause 5.8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If
the IEEE-SA Standards Board considers an appeal from a referral from the IEEE-SA BOG, any results of
that appeal shall be reported to the Secretary of the IEEE-SA BOG within ten day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final decision.
If the BOG Appeal Officers determine that an IEEE-SA BOG Appeal Panel should hear the appeal, the
Secretary shall, within 30 days of receipt of the appeal brief, send the appellee a copy of the appeal brief
and acknowledgement, and shall send the appellant and the appellee a written notice of the date, time, and
location for an in-person hearing (“hearing notice”) with the BOG Appeal Panel (see 4.4.4). The in-person
hearing with the BOG Appeal Panel shall be scheduled at the location set for, and during the period of, the
first IEEE-SA BOG meeting that is at least 60 days after mailing of the hearing notice by the Secretary.
Upon agreement of the appellant, the appellee, and all of the BOG Appeal Panel members, (i) one or more
of the participants in an in-person hearing may participate by telephone; or (ii) the hearing may be held
solely by telephone at a date/time prior to the scheduled in-person hearing. The Chair of the BOG Appeal
Panel will facilitate such agreements.
New evidence meeting the requirements of 4.4.5 shall be provided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date of the
BOG Appeal Panel hearing.
4.4.3 Reply brief
Within 45 days of receipt of the hearing notice, the appellee may send the appellant and Secretary a written
reply brief, which specifically and explicitly addresses each allegation of fact in the appeal brief to the
extent of the appellee’s knowledge. If the appellee furnishes a reply brief, the brief shall include
documentation supporting all statements contained in the reply brief.
4.4.4 BOG Appeal Panel
Except as noted below, the BOG Appeal Panel shall consist of three voting members of the IEEE-SA BOG
who have not been directly involved in the matter in dispute, and who will not be materially or directly
affected by any decision made or to be made concerning the dispute (“BOG Appeal Panel”). In the event
that it is not possible to find three such disinterested voting members of the IEEE-SA BOG to serve on 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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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이의제기 요약서

간사는 이의제기 요약서를 접수하고 나서 근무일 기준 5일 내에 이의제기 요약서를 접수했다는 서면 접수증을 제
소인에게 보내야 한다. 임원회(BOG) 이의제기 담당관은 이의제기 요약서를 검토하고 이의제기 요약서를 접수한
지 20일 내에 해당 이의제기를 IEEE-SA 임원회 이의제기 패널에서 청문할지 결정해야만 한다. 임원회(BOG) 이
의제기 담당관은 특히 이의제기 된 이전 IEEE-SA 표준심의회(SASB) 이의제기 패널 결정이 관련 정책 및 절차
(P&P)에 따라 판결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제소인이 자명한 사건(prima facie case)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자명한 사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간사는 이의제기가 기각될 것임을 서면으로 제소인
에게 통지해야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가 이의제기를 청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이의제기는
IEEE-SA 표준심의회에 회부되며, IEEE-SA 표준심의회의 절차에 따라 판결되어야만 한다(IEEE-SA 표준심의회
정관의 하위 조항 5.4와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의 하위 조항 5.8을 참조한다). IEEE-SA 표준심의회
가 IEEE-SA 임원회로부터 위임에 따라 해당 이의제기를 검토한다면, 해당 이의제기의 모든 결과는 IEEE-SA 표
준심의회 최종 결정 이후, 10일 내에 IEEE-SA 임원회 간사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임원회(BOG) 이의제기 담당관이 IEEE-SA 임원회 이의제기 패널이 해당 이의제기를 청문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간사는 이의제기 요약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피제소인에게 이의제기 요약서 사본과 접수증을 보내야
만 하며, 제소인과 피제소인에게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과의 대면 청문회("청문 통지")를 위한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보내야만 한다(4.4.4 참조).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과의 대면 청문회는 간사가
청문회 통지를 발송한 후 최소 60일 후인 첫 번째 IEEE-SA 임원회 회의 기간 동안 설정된 장소에서 일정을 잡아
야만 한다.
제소인, 피제소인 및 모든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 구성원의 동의에 따라, (i) 대면 청문회에 참여하는 한 명
이상의 참가자가 전화로 참여할 수 있거나, 또는 (ii) 청문회는 예정된 대면 청문회 날짜/시간 전에 전화로만 개
최될 수 있다.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의 의장은 그러한 합의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4.4.5의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증거는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 청문회 날짜로부터 최소 2주 전에 제공되
어야만 한다.

4.4.3 답변 요약서
청문회 통지서를 접수하고 나서 45일 내에 피제소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의제기 요약서에 있는 사
실에 관한 각 주장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다루는 서면 답변 요약서를 제소인과 간사에게 보낼 수 있다. 피제
소인이 답변 요약서를 제공하는 경우, 답변 요약서는 그 답변 요약서에 포함된 모든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
서를 포함해야만 한다.

4.4.4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
아래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제기 패널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해당 분
쟁과 관련하여 결정되었거나 결정될 모든 사항에 의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IEEE-SA 임원회
의 3명의 투표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에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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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인은 (i) IEEE-SA 임원회 조치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i)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의 결정이
최종이 되고 난 후 30일 이내, 또는 (iii) 임원회(BOG)의 비조치에 대하여 30일 후 60일 이내에 명문화된 이의제
기 요약서를 IEEE-SA 간사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이의제기 요약서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 문제가 되는 절차 또
는 표준의 조항,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비조치, 그리고 제소인의 우려를 충족시킬 특정 교정 조치를 포함하여 반
대(Objection)의 본질을 진술해야만 한다. 모든 하위 이의제기를 포함한 반대를 해결하기 위한 이전의 노력과
이러한 노력의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 각각의 결과/결정에 대한 진술을 제공해야만 한다. 제소인은 이의제기 요약
서에 모든 진술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포함해야만 한다. 대상 조치 또는 비조치에 관한 모든 문제는 하나의 이의
제기 요약서에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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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G Appeal Panel, the IEEE-SA BOG Vice Chair for Appeals may appoint any disinterested IEEE-SA
member to serve as a member of the BOG Appeal Panel. At least two members of the BOG Appeal Panel
shall be acceptable to the appellant and at least two shall be acceptable to the appellee. If the parties to the
appeal cannot agree on a BOG Appeal Panel within a reasonable amount of time, the IEEE-SA BOG Vice
Chair for Appeals shall unilaterally appoint members of the BOG Appeal Panel. If a BOG Appeal Panel
member resigns or is removed from the BOG Appeal Panel at any time before the appeal hearing, then the
IEEE-SA BOG Vice Chair for Appeals shall appoint a replacement. The replacement shall be subject to the
acceptability criteria described above.
To ensure continuity of the appeals process, a specific BOG Appeal Panel will remain impaneled until the
publication of the BOG Appeal Panel's final decision(s).
4.4.5 Conduct of the hearing
The number of participating (i.e., speaking) representatives for each of the parties to the appeal is limited to
a maximum of three (3). Other individuals may attend the hearing, but will not be permitted to address, or
be addressed by, the BOG Appeal Panel or either of the parties to the appeal at any time (including during
the question and answer period). No recordings or verbatim transcriptions of the hearing are allowed,
except by the IEEE-SA at its sole discretion.
The BOG Appeal Panel may call an Executive Session before, during the course of, or following an appeal
hearing to consider its action on a specific appeal.
No party to an appeal may communicate with any member of the BOG Appeal Panel regarding the appeal
while the matter is pending (i.e., from the time of filing of the appeal brief to finalization of the BOG
Appeal Panel decision).
The appellant has the burden of demonstrating adverse effects, improper actions or inaction, and the
efficacy of the requested remedial action. Each party may present other pertinent arguments, and members
of the BOG Appeal Panel may address questions to individuals. The BOG Appeal Panel shall only
consider documentation included in the appeal brief and reply brief, unless
a)

Significant new evidence has come to light; and

b)

Such evidence reasonably was not available to the appellant or appellee, as appropriate, at the
time of filing; and

c)

Such evidence was provided by the appellant or appellee, as appropriate, to the other parties as
soon as it became available.

Prior to the hearing, the members of the BOG Appeal Panel may convene to review the ground rules before
the participants appear.
4.4.6 BOG Appeal Panel decision
The BOG Appeal Panel shall render its decision, based upon majority vote of the BOG Appeal Panel
(BOG Appeal Panel members shall vote to find in favor of the appellant or the appellee and shall not
abstain), in writing within 30 days of the hearing, stating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with reasons
therefore, based on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e BOG Appeal Panel shall only address the
concerns raised by the appellant and the appellee. Consideration may be given to the following positions,
among others, in formulating the decision:
a)

Finding for the appellant, with a specific statement of the issues and facts showing that an IEEE
policy or procedure was violated. In formulating its conclusions, the BOG Appeal Panel may
prescribe the remedy proposed by the appellant or may prescribe an alternative rem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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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절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은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의 최
종 결정을 발표할 때까지 패널을 유지한다.

4.4.5 청문회의 수행
이의제기에 대한 각 당사자의 참여(즉, 발언) 대표의 수는 최대 3명으로 제한된다. 다른 개인은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 또는 이의제기 당사자들 중 하나에게 언급하거나 또는 언급되어지는 것
이 허용되지 않는다(질문 및 답변 기간 동안 포함). IEEE-SA의 단독 재량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문회를 녹
음하거나 축어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은 이의제기 청문회 전, 진행 중 또는 후에 집행 세션(Executive Session)을 소집하
여 특정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이의제기 당사자는 문제가 계류 중인 동안(즉, 이의제기 요약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
결정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해당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의 회원과 소통할 수 없다.
제소인은 부정적 영향, 부적절한 조치 또는 비조치, 그리고 요청된 교정 조치의 효력을 입증할 의무를 갖는다. 각
당사자는 다른 관련된 주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의 회원들은 개인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의제기 요약서와 답변 요약서에 포함된
문서만을 가지고 검토해야만 한다.
a)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밝혀졌을 경우, 그리고

b)

제출 시점에 제소인 또는 피제소인 중에서 해당하는 측이 이 증거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을 경우, 그
리고

c)

제소인이나 피제소인 중에서 해당하는 측이 이 증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자마자 다른 당사자에게 이 증거
를 제공하였을 경우

청문회에 앞서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의 회원들은 참가자가 출두하기 전에 기본 규칙을 검토하기 위해 회
합할 수 있다.

4.4.6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의 결정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은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의 과반수 투표(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 회원은
제소인 또는 피제소인을 지지하는 투표를 해야만 하며 기권해서는 안 된다)에 따라 청문회 후 30일 이내에 서면
으로, 증거의 우세에 근거하여 사실 확정과 결론을 진술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은
제소인과 피제소인이 제기한 문제만을 다루어야만 한다. 결정을 내릴 때에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입장을 고려
할 수 있다.
a)

제소인에게 찬성하는 결정을 내릴 때는 IEEE 정책 또는 절차가 위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 및 사실
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동반되어야 한다. 결론을 내릴 때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은 제소인이 제안
한 구제책을 규정하거나 대체 구제책을 규정할 수 있다;
2. IEEE-SA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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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할 3명의 이의제기와 이해 관계가 없는 IEEE-SA 임원회의 투표 회원을 찾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IEEESA 임원회 이의제기 부의장은 임의의 이해 관계가 없는 IEEE-SA 회원을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의 회원으
로 임명할 수 있다. 이의제기 패널에서 최소한 2명의 회원을 제소인이 수용 가능해야만 하고, 최소한 2명을 피제
소인이 수용 가능해야만 한다. 해당 이의제기에 대한 당사자들이 적절한 시간 내에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
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IEEE-SA 이의제기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이의제기 패널회원을 임명해야만 한다. 임
원회(BOG) 이의제기 패널 구성원이 이의제기 청문회 전에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에서 사임하거나 제명되
면 IEEE-SA 임원회 이의제기 부의장이 후임자를 임명해야만 한다. 후임자는 위에 설명된 허용 기준에 따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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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nding against the appellant, with a specific statement of the issues and facts showing that
appellant failed to meet its burden to demonstrate that an IEEE policy or procedure had been
violated; or

c)

Finding that new, substantive evidence has been introduced, and remanding the entire action to
the appropriate committee for reconsideration.

If the appeal has been previously heard by an SASB Appeal Panel, the appellant does not have the right to
retry appellant’s case before the BOG Appeal Panel. Rather, appellant must show by a preponderance of
evidence that the SASB Appeal Panel made an error by failing to follow its own policies and procedures.
The appellant shall be barred from bringing new evidence before the BOG Appeal Panel unless such
evidence reasonably was not available to the appellant at the time of the SASB appeal hearing. In such a
case, the BOG Appeal Panel will determine whether such new evidence could change the outcome of the
proceeding and, if so, shall remand the entire action back to the SASB Appeal Panel for its reconsideration.
Where the appeal was previously heard by an SASB Appeal Panel, the BOG Appeal Panel may give
consideration to the following positions, among others, in formulating the decision:
1)

Finding for the appellant with a specific statement of how the SASB Appeal Panel failed to follow
its own policies and procedures and remanding the action to SASB Appeal Panel with instructions
that the SASB Appeal Panel issue a ruling on the subject of the appeal correctly following its own
policies and procedures;

2)

Finding against the appellant, with a specific statement of the facts that demonstrate that appellant
failed to meet its burden to demonstrate that the SASB Appeal Panel did not follow its own
policies and procedures; or

3)

Finding that new evidence has been introduced which (i) was not reasonably available to the
appellant at the time of the SASB appeal hearing; and (ii) could change the outcome of the
proceeding, and remanding the entire action to the SASB Appeal Panel for reconsideration.

The BOG Appeal Panel Chair, through the Secretary, shall notify the appellant, the appellee, and members
of the IEEE-SA BOG in writing of the decision of the BOG Appeal Panel.
If a BOG Appeal Panel member resigns or is removed after a hearing, then the remaining two members of
the BOG Appeal Panel may issue a decision if their decision is unanimous. If it is not unanimous, then the
IEEE-SA BOG Vice Chair for Appeals shall appoint a replacement BOG Appeal Panel member and a
rehearing shall be conducted during the next IEEE-SA BOG meeting series.
4.4.7 Request for re-hearing of the BOG Appeal Panel decision
If the appeal relates to a decision of the IEEE-SA BOG or lack thereof, the decision of the BOG Appeal
Panel shall become final 30 days after it is issued, unless one of the parties files a written notice of request
for re-hearing prior to that date with the Secretary, based on new evidence, provided such new evidence
existed at the time of the hearing, but was not reasonably available to either the appellant or appellee, as
appropriate, at the time of the hearing. In such case, the decision of the BOG Appeal Panel shall be stayed
pending review by the IEEE-SA President and the IEEE-SA BOG Vice Chair for Appeals within 20 days
of receipt of the written request. The review shall decide
a)

To adopt the report of the BOG Appeal Panel, and thereby deny the request for re-hearing; or

b)

To direct the BOG Appeal Panel to conduct a re-hearing.

If the appeal relates to an appeal of an IEEE-SA Standards Board Appeal Panel’s final decis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 5.8.9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neither party may
request a rehearing and the decision of the BOG Appeal Panel shall become final 30 days after it is issued.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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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소인에게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때는 제소인이 IEEE 정책 또는 절차가 위반되었음을 입증할 자신의 의
무를 충족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문제 및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는

c)

새로운 중대한 증거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전체 조치를 다시 검토하도록 해당 위원회에 반송한다.

1)

제소인에게 찬성하는 결정을 내릴 때는 IEEE-SA 표준심의회(SASB) 이의제기 패널이 어떻게 자체 정책 및
절차를 따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IEEE-SA 표준심의회(SASB) 이의제기 패널이 자신의 정
책과 절차를 올바르게 따라 해당 이의제기의 주제에 대한 판결을 내리라는 지시와 함께 IEEE-SA 표준심
의회(SASB) 이의제기 패널에 조치를 반송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

2)

제소인에게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때는 제소인이 IEEE-SA 표준심의회(SASB) 이의제기 패널이 자체 정책
및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신의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
술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는

3)

(i) IEEE-SA 표준심의회(SASB) 이의제기 청문회 당시 제소인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고 (ii) 진행의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재심을 위해 전체 조치를 IEEE-SA 표준심의
회(SASB) 이의제기 패널에 반송한다.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 의장은 간사를 통해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의 결정을 서면으로 제소인, 피제
소인 및 IEEE-SA 임원회 회원에게 통지해야만 한다.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 회원 한 명이 청문회 후 사임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의
나머지 두 회원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 IEEE-SA 임원회 이의제기 부의장이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의 대체 회원을 임명해야 하고 다음 IEEE-SA 임원회 회의 시리즈에서 재청문회를
수행해야 한다.

4.4.7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 결정에 대한 재청문회 요청
이의제기가 IEEE-SA 임원회의 결정이나 결정 없음과 관련된 경우,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임원회(BOG) 이의제
기 패널의 결정은 발표 후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증거가 청문회 당시에 존재했으나 청문
회 당시 제소인이나 피제소인 중에서 해당하는 측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증거에 근거하
여 당사자 중 한 쪽이 최종 결정일 이전에 재청문회를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간사에게 제출한 경우,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의 결정은 서면 요청 접수 후 20일 이내에 IEEE-SA 협회장 및 IEEE-SA 임원회 이의제기 부의장
의 검토 중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검토는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a)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럼으로써 재청문회에 대한 요청을 거부한다; 또는

b)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에게 재청문회를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

이의제기가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의 섹션 5.8.9에 따라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의 최종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된 경우, 어느 당사자도 재청문회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
의 결정은 발행 후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이 된다.
2. IEEE-SA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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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IEEE-SA 표준심의회(SASB) 이의제기 패널에 의해 이의제기가 청취 된 경우, 제소인은 임원회(BOG) 이
의제기 패널에 제소인의 케이스(case)를 재시도 할 권리가 없다. 오히려 제소인은 IEEE-SA 표준심의회(SASB)
이의제기 패널이 자체 정책 및 절차를 따르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는 증거의 우세를 보여야 한다. 제소인이 IEEESA 표준심의회(SASB) 이의제기 청문회 당시 해당 증거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제소인이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한 경우,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
널은 그러한 새로운 증거가 절차의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그렇다면 재심을 위해 전체
조치를 IEEE-SA 표준심의회(SASB) 이의제기 패널로 반송해야만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SASB) 이의제기 패
널이 이전에 해당 이의제기를 청취한 경우, 임원회(BOG) 이의제기 패널은 결정을 내릴 때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
은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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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Informal settlement
The IEEE-SA encourages settlement of disputes at any time if the settlement is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 IEEE-SA Policies and Procedures. Any settlement (to which the parties agree in writing)
that is consistent with these policies and procedures, or an agreement to withdraw the appeal, will
terminate the appe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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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비공식 합의
IEEE-SA는 합의가 IEEE-SA 정책 및 절차의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 언제든지 분쟁 해결을 권장한다. 이러한 정
책 및 절차와 일치하는 모든 합의(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이의제기 철회에 대한 합의는 이의제기
절차를 종료한다.

2. IEE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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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nding committees of the IEEE-SA

1

All members of the standing committees of the IEEE-SA, as well as the members of any ad hoc committees
appointed by the BOG or the IEEE-SA President,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EEE Standards
policies and procedures, IEEE Polic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ection 9.8 on Conflict of Interest,
and the IEEE Code of Ethics.

5.1 IEEE-SA Standards Board
The BOG shall establish and appoint a Standards Board to encourage and coordinate the development and
revision of IEEE standards; to approve the initiation of IEEE standards projects; and to review them for
consensus, due process, openness, and balance.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give final approval to
IEEE standards prior to publication and shall process all necessary appeals.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approve the initiation and termination of Industry Connections activities, and review their progress
(see subclause 4.2.7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The Standards and Standards Innovations
SMDC shall provide guidance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on matters of strategy.
The rules and procedures for the IEEE-SA Standards Board are contained in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and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The BOG shall approve proposed changes
to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unless there is a conflict with its governing documents. Any conflict
shall be resolved by a task force appointed by the IEEE-SA President.
5.1.1 Chai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Chai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be appointed by the IEEE-SA BOG. This individual shall
be chosen for management skills, a strong industrial background, leadership abilities, and experience with
standards. The chair is responsible for moving the IEEE-SA standards program forwar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e chair shall ensure that the IEEE-SA standards program work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IEEE.
The chair or a past chai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serve as an IEEE-SA Vice President and
the chair of the Standards and Standards Innovations SMDC (see 5.9.3).
5.1.2 Membership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consist of no fewer than 18 or more than 26 voting members, who
shall be of Member or higher grade of the IEEE and who are members of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Included in the membership are the following:

1

a)

Chair: The Chai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be appointed for a term of one year by
the IEEE-SA BOG. Subject to IEEE Bylaw I-304.6, the Chair is eligible for re-appointment for up
to two additional consecutive one-year terms.

b)

Vice-Chair: The Vice-Chai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be appoint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from among the voting members for a term of one year. Subject to IEEE Bylaw
I-304.6, the Vice-Chair is eligible for re-appointment for up to two additional consecutive oneyear terms. This appointment shall be made by the Standards Board at its first meeting of the year.

c)

Past Chair: The most recent Past Chai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willing to serve shall
serve as a member of the Standards Board.

Note that not all committee operations are detailed in this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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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EEE-SA 상설위원회1
IEEE-SA 상설위원회의 모든 구성원과 BOG 또는 IEEE-SA 협회장이 임명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원은 해당 IEEE
표준 정책 및 절차, 이해 상충에 관한 섹션 9.8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IEEE 정책 및 IEEE 윤리 강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임원회(BOG)는 IEEE 표준의 개발 및 개정을 독려 및 조정하고, IEEE 표준 프로젝트의 개시를 승인하고, 합의,
적정한 절차, 개방성 및 균형에 대하여 이러한 프로젝트를 검토할 목적으로 표준심의회를 설립 및 임명해야만 한
다. IEEE-SA 표준심의회는 간행 전에 IEEE 표준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필요한 모든 이의제기를 처리해야만 한
다. IEEE-SA 표준심의회는 산업 연결 활동의 시작 및 종료를 승인하고 진행 상황을 검토해야만 한다(IEEE-SA
표준심의회 정관의 하위 조항 4.2.7 참조). 표준 및 표준 혁신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는 전략 문제에 대
해 IEEE-SA 표준심의회에 지침을 제공해야만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에 대한 규칙 및 절차는 표준심의회 정관과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다. 임원회(BOG)는 임원회(BOG)가 관리하는 문서와 상충되지 않는 한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에 대하여
제안된 수정 사항을 승인해야만 한다. 모든 상충되는 부분은 IEEE-SA 협회장에 의해 임명된 작업반(Task Force)
에 의해 해결되어야만 한다.

5.1.1 IEEE-SA 표준심의회 의장
IEEE-SA 표준 위원회의 의장은 IEEE-SA 임원회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의장은 관리 능력, 강한 산업적 배경,
리더십 능력, 그리고 표준에 대한 경험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의장은 IEEE-SA 표준 프로그램을 효과적이고 효율
적으로 진행할 책임이 있다. 의장은 IEEE-SA 표준 프로그램이 IEEE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도록 보증해야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의 의장 또는 전 의장은 IEEE-SA 부회장 및 표준 및 표준 혁신(Standards and Standards
Innovations)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의장 역할을 해야 한다(5.9.3 참조).

5.1.2 IEEE-SA 표준심의회 회원
IEEE-SA 표준심의회는 최소 18명에서 최대 26명 이하의 투표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만 하며, 이들 투표 회원은
IEEE의 회원 또는 더 높은 등급이어야 하며 IEEE-SA의 회원이어야 한다. 포함되는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a)

의장: IEEE-SA 표준심의회의 의장은 IEEE-SA 임원회 의하여 1년 임기로 임명되어야만 한다. IEEE 정관
I-304.6에 따라 의장은 1년 임기로 연속 2회까지 더 추가로 재임명될 수 있다.

b)

부의장: IEEE-SA 표준심의회의 부의장은 1년 임기로 투표 회원 중에서 IEEE-SA 표준심의회에 의해 임명
되어야만 한다. IEEE 정관 I-304.6에 따라 부의장은 1년 임기로 연속 2회까지 더 추가로 재임명될 수 있
다. 이 임명은 표준심의회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첫 번째 회의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c)

전 의장: 활동할 의사가 있는 IEEE-SA 표준심의회의 가장 최근의 전 의장은 표준심의회의 회원으로 활동
해야만 한다.

모든 위원회 운영이 이 항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한다.

2. IEEE-SA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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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IEEE-SA 표준심의회(IEEE-SA Standards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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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ary: The Managing Director of Standards, or another member of the IEEE staff as
designated by the IEEE Executive Director, shall serve as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Secretary shall serve ex officio without vote.

Other voting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be appointed by the IEEE-SA BOG. The
membership shall reflect the current standards needs of societies that are developing standards, industry
sectors, international interests, and selected organizations (e.g., government, consumer). The representative
of the IEEE Technical Activities Board (TAB), who is appointed by TAB, shall be a voting member. In
addition, the IEEE-SA Standards Board may include nonvoting participants as described below:
1)

Liaison representatives to provide 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other IEEE organizational units, as well as other organizations involved in
standards activities.

2)

Members emeriti elected for life by the IEEE-SA BOG, based on long years of prior distinguished
service on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its committees. Only those members emeriti
currently named to this position as of 31 December 1997 shall serve on the IEEE-SA Standards
Board.

3)

Observers from invited national governments.

5.1.2.1 Liaison representatives
The following persons serve as nonvoting (unless already voting members) liaison representatives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its standing committees to assist in coordinating standardization work with
their respective organizations:
a)

The chair of each IEEE 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 (SCC) appoint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b)

Representatives of IEEE Societies and Councils (and their Technical Committees), appointed by
the Presidents or Chairs of these bodies. Standards Committees may also designate liaison
representatives where committee standards activity indicates the need for representation.

c)

Liaison representatives designated by other major IEEE Boards.

d)

Such other liaison representatives as the IEEE-SA Standards Board may authoriz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liaison representatives are given in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5.1.2.2 Tenure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may serve up to three consecutive one-year terms, except that
chairs of standing committees or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may be appointed to additional
terms to provide experience and continuity.
5.1.3 IEEE Standards meetings
Policies concerning IEEE standards development meetings shall be specified in subclause 5.3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This subclause contains special considerations for annual
financial reporting and quarterly entry of financial transactions; for meetings with expenses for the IEEE of
more than US $25,000; and for income or expenses for the IEEE that cumulatively exceed US $250,000
per year. No change in these monetary figures may be made in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the IEEE-SA B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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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간사: 표준의 상무이사(The Managing Director of Standards), 또는 IEEE 전무이사(IEEE Executive
Director)가 지정한 IEEE 상근 직원 중의 다른 회원은 IEEE-SA 표준심의회의 간사로 활동해야만 한다. 간
사는 투표권 없이 직무로서 활동해야만 한다.

1)

IEEE-SA 표준심의회와 다른 IEEE 조직 단위, 그리고 표준 활동에 관여하는 그 밖의 조직 사이에서 조
정과 의사 소통을 제공하는 연락 대표

2)

IEEE-SA 표준심의회와 그 위원회에서의 오랜 기간의 훌륭한 업적에 근거하여 IEEE-SA 임원회가 선
출한 평생 명예 회원. 1997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이 지위에 임명된 현재의 명예 회원만이 IEEESA 표준심의회에서 활동해야 한다.

3) 초청된 국가정부의 참관자
5.1.2.1 연락 대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들과 관련된 각 조직과 표준화 작업을 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IEEE-SA 표준심
의회와 그 상설위원회들에 대한 비투표(이미 투표 회원이 아닌 경우) 연락 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a)

IEEE-SA 표준심의회에 의해 임명된 각 IEEE 표준조정위원회(SCC: 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
의 의장

b)

해당 단체들의 회장 또는 의장에 의해서 임명된 IEEE 소사이어티(Society) 및 카운슬(Council) (그리고 이
들의 기술위원회)의 대표자. 위원회 표준 활동에서 의견을 대변할 필요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표준 위원
회도 연락 대표를 지정할 수 있다.

c)

다른 주요 IEEE 임원회(Boards)에 의해 지정된 연락 대표들.

d)

IEEE-SA 표준심의회에서 인가하는 등에 의한 그 밖의 연락 대표들.

연락 대표의 책임은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에 나와 있다.
5.1.2.2 재임기간
경험 및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의 의장들이나 관리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의 회원
들을 추가 임기로 임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IEEE-SA 표준심의회의 회원은 1년 임기를 최대 3회 연속으
로 연임하여 활동할 수 있다.

5.1.3 IEEE 표준회의
IEEE 표준 개발 회의와 관련된 정책은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의 하위조항 5.3에 규정되어야만 한다.
이 하위 조항은 연간 재무 보고 및 분기별 금융거래 항목, IEEE의 비용이 US $25,000 소요되는 회의, 연간 누적
액수가 US $250,000를 초과하는 IEEE의 수입 또는 비용에 대한 특별한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IEEE-SA
BOG의 사전 승인이 없이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의 이러한 금전상의 수치를 변경할 수 없다.

2. IEEE-SA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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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SA 표준심의회의 다른 투표회원들은 IEEE-SA 임원회에 의해 임명되어야만 한다. 회원들은 표준을 개발
하는 소사이어티, 산업계, 국제 이해 단체, 그리고 특정 단체(예: 정부, 소비자)의 현시 표준에 대한 요구를 반영
해야 한다. 기술활동위원회(TAB: Technical Activities Board)에 의해 임명되는 기술활동위원회(IEEE TAB)
의 대표는 투표 회원이어야만 한다. 또한 IEEE-SA 표준심의회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비투표 참가자도 포함할 수
있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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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Standards Committees shall ensure the annual certification of detailed financial activity via the IEEESA online financial reporting tool. This financial information shall include the operation of the Standards
Committee and all of its standards development subgroups (e.g., working groups, task groups) and is due
by 15 February of each year for the previous fiscal year’s activity. In addition, quarterly entry of financial
transactions shall be completed in the online financial reporting tool within 45 days of the end of each
fiscal quarter (March, June, September, and December) and shall be considered delinquent if not submitted
by that time.
All Standards Committees with actual income or expenses for the IEEE of US $250,000 or more per year
shall be audited by a fully qualified, independent professional auditor. The Standards Committee may
select an outside accounting firm, another fully qualified resource, or the IEEE Internal Audit Department
to arrange for and perform the audit. The selection of such auditors should avoid any conflict of interest
with members of the relevant Standards Committees. Audit fees, as determined by the outside accounting
firm or the IEEE Internal Audit Department shall be budgeted by all Standards Committees requiring an
audit. If the IEEE Internal Audit Department is selected to provide the auditing service, all required
documentation is due no later than 15 March. If prepared by an independent auditor, the contract/MOU for
their services is due to the IEEE Internal Audit Department by 15 March; the final and complete audit
report shall be submitted to the IEEE Internal Audit Department by 30 April.

5.2 Awards and Recognition Committee (ArCom)
This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the IEEE-SA awards program. Awards in this program
include: IEEE-SA level awards, IEEE-SA Standards Board level awards, and other standards-related
awards. It shall act on behalf of the IEEE-SA BOG to receive nominations and recommend candidates for
IEEE-SA BOG approval, as appropriate, for IEEE standards awards. It shall submit nominations for
standards awards sponsored by other organizations.
The nomination period for IEEE-SA awards (exclusive of the Working Group awards, the IEEE Charles
Proteus Steinmetz Award, and the IEEE Educational Activities Board (EAB)/IEEE-SA Board of
Governors Standards Education Award) shall be 1 February to 31 July of each calendar year. If necessary,
an extension (no later than 31 August) may be granted at the discretion of ArCom.
This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five members, including a chair. Two of the committee members
shall be voting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two of the members shall be members of the
IEEE-SA BOG, and one member shall be a member of IEEE-SA. The chair and the other members shall be
appointed for a term of one year by the IEEE-SA President. The chair shall serve as the IEEE-SA
representative on the IEEE Awards Board.
5.2.1 IEEE-SA sponsored awards
5.2.1.1 IEEE-SA Corporate Award
This award may be presented annually to an IEEE-SA member organization for providing outstanding
leadership and contributions to the IEEE-SA.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those nominees who have
worked to achieve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vision and mission.
Further information on the award, including eligibility and the nominations process, is provided at the
IEEE Standards website.
5.2.1.2 IEEE-SA International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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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표준 위원회는 IEEE-SA 온라인 재무보고 도구를 통해 상세한 재무 활동에 대한 연차 인증을 보장해야만 한
다. 이 재무 정보에는 표준위원회 및 모든 표준개발 하위 그룹(예: 작업그룹, 태스크 그룹)의 운영이 포함되어야
만 하며 이전 회계 연도의 활동에 대해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분기별 재무 거래 입력은 각 회
계 분기 (3월, 6월, 9월 및 12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온라인 재무보고 도구에서 완료해야 하며, 그 시간까지 제
출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만 한다. 표준 위원회는 감사를 주선하고 수행하기 위해 외부 회계 회사, 자격을 갖춘 다
른 자원, 또는 IEEE 내부감사부(Internal Audit Department)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감사인의 선정은 관련
이 있는 표준 위원회의 회원과의 이해 상충을 피해야 한다. 외부 회계 회사 또는 IEEE 내부감사부에서 결정한 감
사 비용은 감사가 필요한 모든 표준 위원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야만 한다.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EEE 내
부감사부가 선택된 경우, 필요한 모든 문서는 늦어도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독립 감사자가 준비하는 경
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계약/MOU는 3월 15일까지 IEEE 내부감사부에 제출해야 하며, 최종 및 완성된 감사 보
고서는 4월 30 일까지 IEEE 내부감사부에 제출해야 한다.

5.2 수상및표창위원회(ArCom: Awards and Recognition Committee)
이 위원회는 IEEE-SA 수상 프로그램의 관리를 책임진다.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시상에는 IEEE-SA급 시상,
IEEE-SA 표준심의회급 시상, 그리고 그 밖의 표준 관련 시상이 있다. 이 위원회는 IEEE-SA 임원회를 대신하여
IEEE 표준 관련 수상에 대해 지명을 받고, IEEE-SA 임원회 승인을 위해 후보자를 적절하게 추천해야만 한다. 이
위원회는 다른 조직에서 후원하는 표준 관련 수상에 대한 후보자 지명을 제출해야만 한다.
IEEE-SA 시상 (작업그룹 상, IEEE Charles Proteus Steinmetz 상 및 IEEE 교육활동위원회(EAB)/IEEE-SA 임
원회 표준 교육 상 제외)의 지명 기간은 각 해당 년의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여야만 한다. 필요한 경우 IEEESA 수상및표창위원회(ArCom)의 재량에 따라 (늦어도 8월 31일까지) 연장이 허용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2명의 위원회 회원은 IEEE-SA 표준심의회의
투표 회원이어야 하고, 2명의 회원은 IEEE-SA 임원회 회원이어야 하며, 1명의 회원은 IEEE-SA 회원이어야만
한다. 의장과 그 밖의 회원들은 IEEE-SA 협회장에 의하여 1년 임기로 임명되어야만 한다. 의장은 IEEE 수상위
원회(Awards Board)에서 IEEE-SA 대표로 활동해야만 한다.

5.2.1 IEEE-SA가 후원하는 상
5.2.1.1 IEEE-SA 기업상
이 상은 뛰어난 리더십 및 IEEE-SA에의 공헌에 대해 IEEE-SA 회원사(member organization)에게 매년 수여
될 수 있다.
자격 및 지명 절차를 포함한 수상에 대한 추가 정보는 IEEE 표준(Standards)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5.2.1.2 IEEE-SA 국제상

2. IEEE-SA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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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에 대한 실제 수입 또는 지출이 연간 US $250,000 이상인 모든 표준 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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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ward may be presented annually to an IEEE-SA individual member (who is also an IEEE member)
who has made an extraordinary contribution to establishing the IEEE-SA as a world-class leader in
standardization.
Achieving acceptance of an IEEE-SA standard for worldwide implementation, harmonizing an IEEE-SA
standard with international market requirements, and interacting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bodies to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f the breadth and strength of the IEEE-SA standards program are examples
of promoting the goals of this award.
Further information on the award, including eligibility and the nominations process, is provided at the
IEEE Standards website.
5.2.1.3 IEEE-SA Emerging Technology Award
This award may be presented annually to an individual, working group, or company that has initiated or
advanced a new technology within the IEEE-SA standards development process and has produced a
balloted standards document (e.g., standard, recommended practice, or guide) that has market relevance. It
is not necessary for the final document to be approved, but substantial progress beyond the PAR is
necessary.
Further information on the award, including eligibility and the nominations process, is provided at the
IEEE Standards website.
5.2.1.4 IEEE-SA Lifetime Achievement Award
This award may be presented annually to an individual whose achievements include:
—

Significant technical contributions to, and an extraordinary career in, their field of interest;

—

Outstanding service to the IEEE-SA, enabling achievement of its objectives; and

—

Demonstrated commitment to standards development of at least 15 years.

Further information on the award, including eligibility and the nominations process, is provided at the
IEEE Standards website.
5.2.1.5 IEEE-SA Standards Medallion
This is an award for major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Recipients need not be members
of the IEEE, and their contributions may be to standards of oth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izing
bodies, provided such standards are in the IEEE fields of interest and constitut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profession.
Further information on the award, including eligibility and the nominations process, is provided at the
IEEE Standards website.
5.2.1.6 IEEE-SA Standards Committee Award for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Corporate
Standards Development
This award may be presented annually to Standards Committees that have shown exceptional support of
the entity standards development process. Candidates for this award are determined by ArCom and
approved by the IEEE-SA BOG.
Further information on the award, including eligibility and the nominations process, is provided at the
IEEE Standards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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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은 표준화 분야에서 IEEE-SA를 세계적 수준의 리더로 확립하는 데 특별한 공헌을 한 (IEEE 회원이기도 한)
IEEE-SA의 개인 회원에게 매년 수여될 수 있다.
전 세계적 구현을 위한 IEEE-SA 표준의 수용을 달성하거나, IEEE-SA 표준을 국제 시장 요구 사항과 조화시키
거나, 그리고 IEEE-SA 표준 프로그램의 폭넓음과 강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가 및 국제 기구들과 상호
작용하는 것 등이 이 상의 목적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2. IEEE-SA
운영 매뉴얼

자격 및 지명 절차를 포함한 수상에 대한 추가 정보는 IEEE 표준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5.2.1.3 IEEE-SA 신흥 기술상
이 상은 IEEE-SA 표준 개발 프로세스 내에서 새로운 기술을 시작하거나 발전시켰으며 시장 관련성이 있는 투표
된 표준 문서(예: 표준, 권고실용서 또는 가이드)를 생산한 개인, 작업 그룹 또는 회사에 매년 수여될 수 있다. 최
종 문서가 승인될 필요는 없지만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를 넘어서는 상당한 진전이 필요하다.
자격 및 지명 절차를 포함한 수상에 대한 추가 정보는 IEEE 표준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5.2.1.4 IEEE-SA 평생 공로상
이 상은 다음과 같은 업적을 가진 개인에게 매년 수여될 수 있다:
―

관심 분야에 대한 상당한 기술적 공헌과 탁월한 경력;

―

IEEE-SA에 대한 뛰어난 서비스로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함; 그리고

―

최소 15년 동안 표준 개발에 대한 헌신을 입증함.

자격 및 지명 절차를 포함한 수상에 대한 추가 정보는 IEEE 표준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5.2.1.5 IEEE-SA 표준 메달
이 상은 표준 개발에 크게 기여한 데 대해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는 IEEE의 회원일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기
여 활동은 해당 표준이 IEEE의 관심 분야에 있고, 동 분야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 조건 하에 다른 국가 및 국제
표준화 단체의 표준에 대한 것일 수 있다.
자격 및 지명 절차를 포함한 수상에 대한 추가 정보는 IEEE 표준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5.2.1.6 기업 표준 개발의 뛰어난 공헌에 대한 IEEE-SA 표준심의회상
이 상은 엔티티(entity) 표준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탁월한 지원을 보여준 표준위원회에 매년 수여될 수 있다. 이
상의 후보자는 IEEE-SA 수상및표창위원회(ArCom)에 의해 결정되고 IEEE-SA 임원회에 의해 승인된다.
자격 및 지명 절차를 포함한 수상에 대한 추가 정보는 IEEE 표준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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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IEEE-SA Conformity Assessment Award
This award may be presented annually to an individual or entity to recognize major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IEEE standards products through conformity assessment activities.
Further information on the award, including eligibility and the nominations process, is provided at the
IEEE Standards website.
5.2.2 IEEE-SA Standards Board sponsored awards
5.2.2.1 Distinguished Service Award
This award is given to present and past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for meritorious and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its programs. ArCom develops a list of
nominees and conducts a ballot within the committee to determine the recipient(s).
Further information on the award, including eligibility and the nominations process, is provided at the
IEEE Standards website.
5.2.2.2 IEEE-SA Standards Board Working Group Chair Award
This award may be presented, at the discretion of the Working Group Chair, to the officers of the working
group and to technical editors, in recognition of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approved IEEE standard. For standards developed jointly with other organizations, this award may also be
presented to the Working Group Chair, to the officers of the working group, and to the technical editors of
the standard.
Processing of a request for awards shall occur after IEEE-SA Standards Board approval of the standard has
been received.
Further information on the award is provided at the IEEE Standards website.
5.2.2.2.1 IEEE-SA Standards Board Working Group Certificate of Appreciation
This certificate may be presented, at the discretion of the Working Group Chair, to working group
participants, in recognition of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approved IEEE standard.
Processing of a request for certificates shall occur after IEEE-SA Standards Board approval of the standard
has been received.
Further information is provided at the IEEE Standards website.
5.2.3 Other standards-related awards
5.2.3.1 IEEE Charles Proteus Steinmetz Award
This award was established by the IEEE Board of Directors in 1979. As discussed in IEEE Policy 4.8, it is
administered by the IEEE Awards Board through its Technical Field Awards Council. It may be presented
annually to an individual only “for exceptional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and/or advancement of
standard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Further information on the nominations process is given at the IEEE Standards website.
Nomination forms may be obtained from the Staff Secretary, IEEE Awards Board, 445 Hoes Lane,
Piscataway, NJ, 08854, US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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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IEEE-SA 적합성 평가상
이 상은 적합성 평가 활동을 통한 IEEE 표준 제품의 개발 및 홍보에 대한 주요 공헌을 인정하기 위해 매년 개인
또는 엔티티(entity)에 수여될 수 있다.
자격 및 지명 절차를 포함한 수상에 대한 추가 정보는 IEEE 표준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2. IEEE-SA
운영 매뉴얼

5.2.2 IEEE-SA 표준심의회가 후원하는 상
5.2.2.1 우수 서비스상
이 상은 IEEE-SA 표준심의회와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공로와 탁월한 서비스를 인정받아 IEEE-SA 표준심의회의
현재 및 과거 회원에게 수여된다. IEEE-SA 수상및표창위원회(ArCom)는 후보자 목록을 만들고 수상자를 결정
하기 위해 위원회 내부에서 투표를 수행한다.
자격 및 지명 절차에 대한 추가정보는 IEEE 표준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5.2.2.2 IEEE-SA 표준심의회 작업그룹 의장상
이 상은 승인된 IEEE 표준의 개발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작업그룹 의장의 재량에 따라 작업그룹의 담
당관 및 기술적 편집자(Editor)에게 수여될 수 있다. 다른 조직과 공동으로 개발된 표준의 경우 이 상은 작업그룹
의장, 작업그룹의 담당관 및 표준의 기술적 편집자에게도 수여될 수 있다.
수상 요청 처리는 IEEE-SA 표준심의회의 표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수상에 대한 추가 정보는 IEEE 표준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5.2.2.2.1 IEEE-SA 표준심의회 작업그룹 감사장
이 감사장은 승인된 IEEE 표준의 개발에 대한 중요한 공헌을 인정하여 작업그룹 의장의 재량에 따라 작업그룹 참
가자에게 수여될 수 있다.
감사장 요청 처리는 IEEE-SA 표준심의회의 표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추가 정보는 IEEE 표준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5.2.3 그 밖의 표준 관련 상
5.2.3.1 IEEE 스타인메츠 상(Charles Proteus Steinmetz Award)
이 상은 IEEE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의해 1979년에 설립되었다. IEEE 정책 4.8에 언급된 바에 따라,
이 상은 산하 기술 분야 수상 카운슬(Technical Field Awards Council)을 통하여 IEEE 수상 위원회(Awards
Board)에 의해 관리된다. 이 상은 "전기 및 전자 공학의 표준 개발 및/또는 발전에 우수한 기여를 한 경우"에 대
해서만 개인에게 매년 수여될 수 있다.
지명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는 IEEE 표준 웹사이트에 제공된다.
지명 양식은 다음 주소로부터 수령 가능하다; Staff Secretary, IEEE Awards Board, 445 Hoes Lane,
Piscataway, NJ, 08854, USA.
2. IEEE-SA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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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IEEE Educational Activities Board (EAB)/IEEE-SA Board of Governors Standards
Education Award
The Standards Education Award is jointly sponsored by the IEEE Educational Activities Board and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These two organizational units work together through the Standards
Education Committee, which is a joint standing committee of the EAB and the IEEE-SA.
The award is given to individuals, companies, or organizations that have don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

Actively promoted the integration of standards, including IEEE standards, into academic and
corporate internal development programs;

—

Provided support for education about standards needed in the design and development phases of
professional practice (e.g., lectures, speaking engagements, tutorials, case studies, articles, etc.)

—

Promoted the importance of standards in meeting technical, economic, environmental, political,
and societal challenges

—

Made significant and/or regular contributions of standards education materials (e.g., tutorials, case
studies, articles, etc.)

—

Provided content or materials to support education about the standards setting process

Further information on the award, including eligibility and the nominations process, is provided at the
IEEE Standards website.

5.3 Corporate Advisory Group
This group shall be responsible for procuring industry input concerning the IEEE standards process and
strategic direction and for recommending appropriate action to the IEEE-SA BOG.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CAG) may also serve as an IEEE-SA Standards Committee (as defined in clause 5.2.2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If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chooses to serve in this capacity,
any of its activities as a Standards Committee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subject to its rules of standards development. The CAG shall report to the Industry Engagement
and Sector Strategies SMDC.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Chair shall report to the IEEE-SA BOG at
least annually on the activities of the group.
This group shall be comprised of a minimum of six up to a maximum of eleven voting members. All
members shall serve two-year terms with the exception of the Strategic Outreach position. The chair of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shall be a member of the IEEE-SA BOG, shall represent an entity in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see 6.1), and shall be appointed by the IEEE-SA BOG. The chair of the CAG may
serve an unlimited number of terms but not more than three terms consecutively. The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shall propose nominee(s) for the chair of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The
IEEE-SA President may appoint up to two members, serving in alternating two-year terms, who should be
either present or past members of the IEEE-SA BOG and shall represent entities in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The IEEE-SA Standards Board Chair may appoint one membe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r its committees, who shall represent an entity in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to be a member
of this group. There may be two members on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serving in alternating twoyear terms, who are appointed by the chair of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and shall represent entities in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There may be one member of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whose position represents broadening
strategic global participation (“Strategic Outreach position”). The member in this position shall be a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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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IEEE 교육활동위원회/IEEE-SA 임원회 표준 교육상
표준 교육상은 IEEE 교육활동위원회와 IEEE-SA가 공동으로 후원한다. 이 두 조직 단위는 교육활동위원회와 IEEESA의 공동 상설위원회인 표준교육위원회(Standards Education Committee)를 통해 협력한다.
이상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한 개인, 회사 또는 조직에 수여된다.
IEEE 표준을 포함한 표준을 학술 및 기업 내부 개발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

전문 실무의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표준에 대한 교육 지원(예: 강의, 연설, 튜토리얼, 사례 연구,
기사 등)을 제공

―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표준의 중요성을 홍보

―

표준 교육 자료(예: 튜토리얼, 사례 연구, 기사 등)에 중대한 그리고/또는 정기적인 기여

―

표준 설정 절차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또는 자료 제공

자격 및 지명 절차를 포함한 수상에 대한 추가 정보는 IEEE 표준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5.3 기업자문그룹(Corporate Advisory Group)
이 그룹은 IEEE 표준 과정과 전략적 방향과 관련된 산업 지원(input)을 조달해야 할 책임과 IEEE-SA 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기업자문그룹(CAG: Corporate Advisory Group)은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의 조항 5.2.2에 정의된 바와 같이) IEEE 표준위원회로 활동할 수도 있다. 기업자문그룹이 이 자
격으로 활동하기로 한다면, IEEE 표준위원회로서의 모든 활동이 IEEE-SA 표준심의회의 관할 대상이 되고
IEEE-SA 표준심의회의 표준 개발 규칙을 따라야 한다. 기업자문그룹(CAG)은 산업 참여 및 부문 전략(Industry
Engagement and Sector Strategies)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에 보고 해야만 한다. 기업자문그룹의
의장은 최소한 1년 단위로 그룹의 활동을 IEEE-SA 임원회에 보고 해야만 한다.
이 그룹은 최소 6명에서 최대 11명의 투표 회원으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모든 회원들은 전략적 아웃리치
(Strategic Outreach) 지위를 제외하고, 2년 임기 동안 활동해야만 한다. 기업자문그룹의 의장은 IEEE-SA 임원
회 회원이어야 만 하고, IEEE-SA에서 엔티티(entity)를 대표해야만 하며 (6.1 참조), IEEE-SA 임원회에 의해 임
명되어야만 한다. 기업자문그룹(CAG) 의장은 무제한의 임기 횟수를 활동할 수 있지만 연속해서는 3회까지만 임
기를 수행할 수 있다. 지명및임명위원회(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는 기업자문그룹의 의
장 지명자(들)을 제안해야만 한다. IEEE-SA 협회장은 2년 임기를 교대로 수행하도록 최대 2명의 회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은 IEEE-SA 임원회의 현재 또는 과거 회원이어야 하며 IEEE-SA에서 엔티티(entity)를 대표해야
만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 의장은 IEEE-SA에서 엔티티(entity)를 대표해야 하는 IEEE-SA 표준심의회 또는
산하 위원회의 회원 1명을 본 그룹의 회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IEEE-SA 표준심의회의 의장은 IEEE-SA를 대표
해야 하는 IEEE-SA 표준심의회 또는 산하 위원회의 회원 1명을 본 그룹의 회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기업자문그
룹에는 기업자문그룹의 의장에 의해 임명되는 2년 임기를 교대로 수행하는 2명의 회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
은 IEEE-SA에서 엔티티(entity)를 대표해야만 한다.
기업자문그룹에는 전략적으로 국제적 참여를 확대할 책임을 가지는 지위("전략적 아웃리치 지위")를 가진 1명의
회원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위에 있는 회원은 현재 IEEE-SA의 엔티티(entity) 회원이어야만 한다. 이 지위에 있
2. IEEE-SA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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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 of an entity member in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The member in this position shall be
appointed to a one-year term by the BOG, which shall receive recommendations from the CAG.
The eligible entities in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shall elect up to four members-at-large of this
group. These members-at-large should represent a breadth of key industry interests of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The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shall propose nominees for each vacancy in
an eligible member-at-large position. Those positions shall be elected by a plurality of the votes cast by the
eligible entities of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The CAG shall appoint a Vice-Chair from among its voting members for a term of one year. This
appointment shall be made by the CAG at its first meeting of the year. If the Vice-Chair is unable to
complete the one-year term, the chair of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shall appoint an alternate voting
member of the CAG to complete the unfinished term. The chair of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may
appoint a nonvoting individual to the group to serve as secretary.
Members serving in any Corporate Advisory Group positions are eligible for re-election or reappointment.
Members serving in the Strategic Outreach position may be appointed up to two consecutive terms. If the
member serving in this position is interested in continued CAG participation, he or she can be
recommended for any position other than the Strategic Outreach position.
5.3.1 Corporate Advisory Group agenda
A preliminary agenda for each Corporate Advisory Group meeting shall be prepared by the Secretary of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or a designated person and distributed to Corporate Advisory Group
members at least two weeks prior to a scheduled meeting of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At the same
time the agenda, without supporting documentation, shall be sent to all members of the IEEE-SA BOG.
5.3.2 Vacancies
If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chair is unable to complete his or her term of office, the IEEE-SA
President shall have the discretion of deciding whether to hold a special appointment process of the IEEESA BOG or to appoint a person to serve out the term. If a person in an appointed position on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is unable to complete his or her term of office, the appointer shall fill the position. If a
Corporate Advisory Group member-at-large is unable to complete his or her term of office,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chair shall have the discretion of deciding whether to hold a special election of the eligible
entities in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or to appoint a person to serve out the term.
Any replacement appointment shall be ratified by the IEEE-SA Board of Governors.
5.3.3 Change in entity affiliation
If a Corporate Advisory Group member’s entity affiliation changes, he or she shall be subject to re-election
or re-appointment. If the position is an appointed position, the appointer shall determine if the reappointment is acceptable. If the position is an elected position,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chair shall
have the discretion of deciding whether to hold a special election of the corporate members in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or to appoint a person to serve out the term.
If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chair’s entity affiliation changes, the IEEE-SA President shall have the
discretion of deciding whether to hold a special appointment process of the IEEE-SA BOG or to re-appoint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chair to serve out the term.
If a Corporate Advisory Group member’s affiliation changes to that of an IEEE-SA entity member not
already represented on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eligibility to remain on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for the remainder of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member’s term is automatic.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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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원은 임원회(BOG)에 의해 1년로 임기 임명되어야만 하며, 임원회(BOG)는 기업자문그룹(CAG)으로부터 추
천을 받아야만 한다.
IEEE-SA의 자격 있는 엔티티(entity)들은 이 그룹의 최대 4명의 일반회원을 선출해야만 한다. 이러한 일반회원
들은 IEEE-SA의 광범위한 주요 산업 이해 관계를 대표해야 한다. 지명및임명위원회는 자격 있는 일반회원 자리
의 각 공석에 대하여 지명자를 제안해야만 한다. 이러한 자리는 IEEE-SA의 자격 있는 엔티티(entity)들에 의한

기업자문그룹(CAG)는 자신의 투표 회원 중에서 1년의 임기 동안 활동할 부의장을 임명해야만 한다. 이 임명은
기업자문그룹(CAG)가 그 해의 첫 번째 회의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부의장이 1년의 임기를 완료할 수 없을 경
우에는 남은 임기를 대신하기 위해 기업자문그룹(CAG)의 투표 회원 중 대체할 사람을 기업자문그룹의 의장이 임
명해야만 한다. 기업자문그룹의 의장은 비투표 개인(nonvoting individual)을 이 그룹의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기업자문그룹에서 지위를 맡고 있는 회원은 재선 또는 재임명될 자격이 있다. 전략적 아웃리치 지위를 맡고 있는
회원은 연속으로 최대 2회 연속의 임기로 임명될 수 있다. 이 지위를 맡고 있는 회원이 지속적인 기업자문그룹
(CAG) 참여에 관심이 있는 경우 전략적 아웃리치 지위 이외의 지위에 추천될 수 있다.

5.3.1 기업자문그룹의 의제
각 기업자문그룹 회의에 대한 예비 의제는 기업자문그룹의 간사나 지정된 사람에 의해 준비되어야만 하며, 기업
자문그룹의 예정된 회의보다 최소한 2주 전에 기업자문그룹의 회원들에게 배포되어야만 한다. 동시에 해당 의제
는, 증빙 서류 없이, IEEE-SA 임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

5.3.2 공석
기업자문그룹의 의장이 자신의 임기를 완료할 수 없다면, IEEE-SA 협회장은 IEEE-SA 임원회의 특별 임명 과정
을 열 것인지, 아니면 임기를 다할 사람을 임명할 것인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져야만 한다. 기업자문그룹에서 임
명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임기를 다할 수 없다면, 임명자가 해당 공석을 채워야만 한다. 기업자문그룹의
일반회원이 자신의 임기를 다할 수 없다면, 기업자문그룹의 의장은 IEEE-SA의 자격 있는 엔티티(entity)들에 의
한 특별 선거를 열 것인지, 아니면 임기를 다할 사람을 지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져야만 한다.

5.3.3 엔티티(entity) 소속의 변경
기업자문그룹 회원의 엔티티(entity) 소속이 변경된다면, 해당 회원은 재선출이나 재임명되어야만 한다. 지위가
임명된 지위라면, 임명자가 재임명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지위가 선출된 지위라면, 기업자문그룹
의 의장이 IEEE-SA의 기업 회원들의 특별 선거를 열지, 아니면 임기를 다할 사람을 지명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
량권을 가져야만 한다.
기업자문그룹 의장의 엔티티(entity) 소속이 변경되면, IEEE-SA IEEE-SA 협회장이 IEEE-SA 임원회의 특별 임
명 과정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임기를 다하도록 기업자문그룹 의장을 재임명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
져야만 한다.
기업자문그룹 회원의 소속이 아직 기업자문그룹에서 대표되지 않는 IEEE-SA 엔티티(entity) 회원의 소속으로 변
경되는 경우, 기업자문그룹 회원의 남은 임기 동안 기업자문그룹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자격은 자동으로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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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Corporate Advisory Group member’s affiliation changes to an entity that is not a current IEEE-SA
entity member, that entity is expected to become an IEEE-SA entity member. If such IEEE-SA entity
membership is not attained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member’s change of
affiliation,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member is subject to removal from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at the discretion of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Chair.
If a Corporate Advisory Group member’s affiliation changes to self, eligibility to remain on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is at the discretion of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Chair. Such a member shall be an
IEEE-SA individual member in order to maintain their position on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In instances where it is impractical for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Chair to render a decision,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Vice-Chair shall make a ruling.
Any removal from the Corporate Advisory Group and the resulting replacement appointment shall be
ratified by the IEEE-SA Board of Governors.
If a nominee for a Corporate Advisory Group elected position has his or her entity affiliation change during
the election process, or if public disclosure of an intention to change affiliation of an entity is made, the
entity members of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shall be informed of the change in affiliation.
CAG members and nominees for CAG positions have a duty to disclose a change of affiliation to the
IEEE-SA as soon as it can be made public.
The IEEE-SA does not allow multiple Corporate Advisory Group members with the same entity affiliation
to serve concurrently.

5.4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This committee shall submit lists of candidates to the IEEE-SA BOG for
—

The office of IEEE-SA President-Elect as stated in IEEE Bylaw I-303.6

—

The eligible member-at-large positions on the IEEE-SA BOG

—

The IEEE-SA Standards Board Chair

—

The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

The IEEE-SA Corporate Advisory Group Chair

—

The eligible member-at-large positions on the IEEE-SA Corporate Advisory Group

—

With the advice of the IEEE-SA President and the IEEE-SA Standards Board Chair, the members
of the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for the following year

Members of the IEEE-SA BOG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shall not be eligible for
positions for which the IEEE-SA BOG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making nominations. This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five voting members and additional nonvoting
experts selected by the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Chair, who shall be
—

The chair, who shall be the past President of the IEEE-SA, the past past President of the IEEESA, or the President Elect of the IEEE-SA. In the event of the unavailability or conflict of interest
of the past President, the past past President shall be the chair of the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In the event of the unavailability or conflict of interest of the past past
President, the President Elect shall be the chair of the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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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그룹 회원의 소속이 현재 IEEE-SA 엔티티(entity) 회원이 아닌 엔티티(entity)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엔
티티(entity)는 IEEE-SA 엔티티(entity) 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IEEE-SA 엔티티(entity) 회원 자격
이 기업자문그룹 회원의 소속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획득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자문그룹 회원은 기업자문그
룹 의장의 재량에 따라 기업자문그룹에서 제명될 수 있다.
기업자문그룹 회원의 소속이 본인(self)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업자문그룹에 남을 수 있는 자격은 기업자문그룹
한다.
기업자문그룹 위원장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 기업자문그룹 부의장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모든 기업자문그룹으로부터의 해임과 그에 따른 교체 임명은 IEEE-SA 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
기업자문그룹의 선출직에 대한 지명자의 엔티티(entity) 소속이 선거 과정 중에 변경되거나 엔티티(entity)의 소
속을 변경하기 위한 의도가 공표된다면, IEEE-SA의 엔티티(entity) 회원에게 소속의 변경을 통보해야만 한다.
기업자문그룹(CAG) 회원과 기업자문그룹(CAG) 지위에 대한 지명자는 소속의 변경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지
면 바로 IEEE-SA에 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
IEEE-SA는 동일한 엔티티(entity) 소속의 복수의 기업자문그룹 회원이 동시에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5.4 지명및임명위원회(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이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IEEE-SA 임원회에게 후보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

IEEE 정관 I-303.6에 언급된 IEEE-SA 협회장 당선자의 지위

―

IEEE-SA 임원회의 자격있는 일반회원 지위

―

IEEE-SA 표준심의회 의장

―

IEEE-SA 표준심의회의 회원

―

IEEE-SA 기업자문그룹의 의장

―

IEEE-SA 기업자문그룹의 자격 있는 일반회원 지위

IEEE-SA 협회장과 IEEE-SA 표준심의회 의장의 조언과 함께 IEEE-SA 임원회 지명및임명위원회의 회원들은
IEEE-SA 임원회 지명및임명위원회가 지명을 할 책임을 갖는 지위에 대한 자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위원회는
5명의 투표 회원과 지명및임명위원회의 의장이 선정한 다음과 같은 비투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

의장은 IEEE-SA의 전 협회장, IEEE-SA의 전 전 협회장, 또는 IEEE-SA 협회장 당선자가 되어야만 한
다. 전 협회장이 불가능하거나 이해 관계가 상충될 경우에는 전 전 협회장이 지명및임명위원회의 의장
이 되어야만 한다. 전 전 협회장이 불가능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에는 협회장 당선자가 지명및
임명위원회의 의장이 되어야만 한다. IEEE 정관 I-307에 기술된 바와 같이, 지명및임명위원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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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tated in IEEE Bylaw I-307, the chair of the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shall
not be eligible to be elected to the IEEE Board of Directors during his or her term of service.
—

One current or past membe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appointed by the BOG

—

Two current or past members of the IEEE-SA BOG, appointed by the BOG

—

One current IEEE-SA corporate member representative, appointed by the BOG

Vacancies on the IEEE-SA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may, at the discretion of the IEEESA President, be filled either by appointment by the IEEE-SA President or by nomination by the IEEE-SA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and appointment by the IEEE-SA BOG.
5.4.1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guidelines
The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will solicit nominations from IEEE Societies and councils,
government, and industry to determine candidates for IEEE-SA President-Elect and to develop slates of
members-at-large candidates for the IEEE-SA BOG. General qualifications for these positions are given in
4.2.1.
Any candidate for election or appointment to any position under the purview of the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shall disclose to the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

Any other offices he/she holds within the IEEE

—

Any role he/she has outside the IEEE that places him/her in a position of doing business with the
IEEE

—

Any other possible source of conflict of interest

5.4.2 Appointment process for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shall develop a slate of candidates for Chai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for the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In selecting nominees, due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the degree of interest and standards activities within the various IEEE
Societies, interests of government regulatory bodies and industry, and requirements for balance. The
IEEE–SA BOG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shall formally solicit candidates for both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for the IEEE-SA Standards Board Chair from 1 March to 1
June of the appointment year. The IEEE-SA BOG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shall
finalize the proposed slate for action by the IEEE-SA BOG at the scheduled final IEEE-SA BOG meeting
of the year.
5.4.3 Election/appointment process for the IEEE-SA Corporate Advisory Group
The IEEE–SA BOG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shall formally solicit candidates for both
members of the IEEE-SA Corporate Advisory Group and for the IEEE-SA Corporate Advisory Group
Chair from 1 February to 1 May of the election/appointment year. The IEEE-SA BOG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shall finalize the proposed slate for action by the IEEE-SA BOG at its second
scheduled meeting of the year.
At the second scheduled IEEE-SA BOG meeting of the year, the IEEE-SA BOG shall appoint the IEEESA Corporate Advisory Group Chair for the following term. The IEEE-SA corporate membership elects
the members-at-large of the IEEE-SA Corporate Advisory Group according to the procedure in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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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임기 중에 IEEE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선출될 자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
―

임원회(BOG)에서 임명한 IEEE-SA 표준심의회의 1명의 현재 또는 전 회원

―

임원회(BOG)에서 임명한 IEEE-SA 임원회의 2명의 현재 또는 전 회원

―

임원회(BOG)에서 임명한 1명의 현재 IEEE-SA 기업 회원 대표

5.4.1 지명 및 임명 지침
지명및임명위원회는 IEEE-SA 협회장 당선자에 대한 후보를 결정하고 IEEE-SA 임원회에 대한 일반회원 후보자
명부를 만들기 위해 IEEE 소사이어티(Societies) 및 카운슬(council), 정부 및 산업체로부터 지명을 요청한다.
이러한 지위에 대한 일반 자격 요건은 4.2.1에 나와 있다.
지명및임명위원회의 범위에 있는 모든 지위에 대한 선거 또는 임명을 위한 모든 후보는 지명및임명위원회에게 다
음을 밝혀야 한다.
―

IEEE 내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지위

―

IEEE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지위를 부여한 IEEE 외부에서 가지는 모든 역할

―

그 밖에 발생 가능한 모든 이해의 상충 근원

5.4.2 IEEE-SA 표준심의회에 대한 임명 과정
지명및임명위원회는 IEEE-SA 표준심의회의 의장과 IEEE-SA 표준심의회의 회원들에 대한 후보자 명부를 만들
어야만 한다. 후보자를 선택할 때는 다양한 IEEE 소사이어티 내부에서의 표준 활동과 관심의 정도, 정부 규제 기
구 및 산업계의 관심, 그리고 형평성을 적절히 고려해야만 한다. IEEE-SA 임원회 지명및임명위원회는 임명연도
의 3월 1일에서 6월 1일 사이에 IEEE-SA 표준심의회 회원과 의장 후보자들을 공식적으로 모집해야만 한다.
IEEE-SA 임원회 지명및임명위원회는 해당 년도에 예정된 최종 IEEE-SA 임원회 회의에서 IEEE-SA 임원회가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후보 제안 명부를 완료해야만 한다.

5.4.3 IEEE-SA 기업자문그룹에 대한 선거/임명 과정
IEEE-SA 임원회 지명및임명위원회는 선거/임명연도의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IEEE-SA 기업자문그룹 의장
및 IEEE-SA 기업자문그룹의 회원에 대한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모집해야만 한다. IEEE-SA 임원회 지명및임명
위원회는 당해연도의 두 번째 예정된 IEEE-SA 임원회 회의에서 IEEE-SA 임원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후보
제안 명부를 완료해야만 한다.
당해연도의 두 번째 예정된 IEEE-SA 임원회 회의에서 IEEE-SA 임원회는 다음 임기를 위한 IEEE-SA 기업자문
그룹의 의장을 임명해야만 한다. IEEE-SA 기업 회원들은 5.3의 절차에 따라 IEEE-SA 기업자문그룹의 일반회원
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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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SA 지명및임명위원회의 공석은 IEEE-SA 협회장의 재량에 따라 IEEE-SA 협회장에 의한 임명이나 IEEESA 지명및임명위원회에 의한 지명과 IEEE-SA 임원회에 의한 임명에 의해 채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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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Electioneering
Electioneering activities that provide information to IEEE-SA voting members on all candidates and issues
in an IEEE-SA election are encouraged. All IEEE-SA members eligible to ballot in a particular election
should be informed of the views of all candidates for that election; equal opportunity to express views shall
be provided to all candidates for the same elective position. Election campaign activities proposed to be
held during any official meeting of the IEEE-SA or its subgroups shall take place only if all candidates for
a given post are present, agree to be represented by someone else, or agree to the activity in their absence.
IEEE-SA email lists, newsletters, and reflectors shall not be used to send out messages related to the
support or nonsupport of candidates for election (including elections at the IEEE level and outside of the
IEEE). See IEEE Policies 13.3 for further information.

5.5 Budget Committee
This committee shall report to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SMDC and shall provide the budgetary
oversight for the IEEE-SA. It shall report its information to, and seek approvals from, the IEEE-SA BOG
through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SMDC.
This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four members, the IEEE-SA President; the IEEE-SA President-Elect
or the most recent IEEE-SA Past President willing to serve; the IEEE-SA Treasurer, who shall be
appointed by the IEEE-SA President; and the Managing Director, IEEE Standards Activities, who shall
serve as an ex-officio member without vote.
The IEEE-SA Treasurer shall serve a two-year term. The IEEE-SA Treasurer may serve an unlimited
number of terms but not more than three terms consecutively.
The IEEE-SA is intended to be operated on an expense-neutral basis to the IEEE. It shall be financed by
the revenue from the sale of documents, royalties from intellectual property, contracts, fundraising, and
participatory fees for standards-related products and services. Fees for services shall be subject to periodic
adjustment.

5.6 Strategic Planning Coordination Committee (SPCC)
This committee shall

—

Identify and evaluate matters of a strategic nature

—

Report to the BOG the status of the strategic plan and other strategic issues

—

Monitor the execution of the strategic plan

—

Recommend revisions to the strategic plan

—

Provide oversight of the preparations of IEEE-SA external position statements prior to BOG
approval

—

Ensure strong partnership between volunteers and professional staff

—

Invite participation by subject matter experts as needed to address topics of interest

This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IEEE-SA President (BOG Chair) who will serve as Conveyor, the
IEEE-SA Past President/IEEE-SA President Elect, the CAG Chair, the SASB Chair, and the Managing
Director; and will be supported by a staff lia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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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선거 운동

(IEEE 수준의 선거와 IEEE 외부에서의 선거를 포함하여) 선거에 대한 후보의 지지 또는 지지하지 않음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IEEE-SA 전자우편 목록, 뉴스레터 및 리플렉터(reflector)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IEEE 정책 13.3을 참조한다.

5.5 재정위원회(Budget Committee)
이 위원회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Financial Sustainability SMDC)에 보고해야만 하고
IEEE-SA에 대한 예산 감독을 제공해야만 한다. 이 위원회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
(SMDC)를 통해 정보를 IEEE-SA 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 위원회는 IEEE-SA 협회장, IEEE-SA 협회장 당선자 또는 활동하고자 하는 가장 최근의 IEEE-SA 전 협회장,
IEEE-SA 협회장에 의해 임명되어야 하는 IEEE-SA 회계담당자(Treasurer), 그리고 투표권 없이 직무상 회원으
로서 활동할 IEEE 표준 활동 (Standards Activities)의 상무이사(Managing Director)의 4명의 회원으로 구성
되어야만 한다.
IEEE-SA 회계담당자는 2년의 임기 동안 활동을 해야만 한다. IEEE-SA 회계담당자는 임기를 무제한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연속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IEEE-SA는 IEEE에 대하여 비용 중립적 기준으로 운영되도록 의도되었다. IEEE-SA는 문서 판매로 얻은 수익,
지적 재산에서 나온 로열티, 계약, 기금 모금, 그리고 표준 관련 생산물 및 서비스에 대한 참여료(participatory
fees)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만 한다.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주기적으로 조정되어야만 한다.

5.6 전략기획조정위원회(SPCC: Strategic Planning Coordination Committee)
이 위원회는
―

전략적 성격의 문제를 식별 및 평가해야만 한다.

―

전략 기획 및 기타 전략적 문제의 상태를 임원회(BOG)에 보고해야만 한다.

―

전략 기획의 실행을 모니터링해야만 한다.

―

전략 기획에 대한 개정을 권고해야만 한다.

―

임원회(BOG) 승인 이전에 IEEE-SA 외부 입장문의 준비에 대한 감독을 제공해야만 한다.

―

자원 봉사자와 전문직 직원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partnership)을 확실히 해야만 한다.

―

관심 주제를 다루기 위해 필요에 따라 주제 전문가의 참여를 초대해야만 한다.

이 위원회는 전달자(Conveyor) 역할을 할 IEEE-SA 협회장(임원회(BOG) 의장), IEEE-SA 전 협회장/IEEE-SA
협회장 당선자, 기업자문그룹(CAG) 의장, IEEE-SA 표준심의회(SASB) 의장 및 상무이사(Managing Director)
로 구성되어야만 하며, 직원 연락 담당자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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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SA 선거의 모든 후보자 및 이슈에 대한 정보를 IEEE-SA 투표 회원에게 제공하는 선거 운동 활동은 권장
된다. 특정 선거에서 투표를 할 자격을 가진 모든 IEEE-SA 회원들은 해당 선거에 대한 모든 후보자의 견해를 통
보받아야 하며, 동일한 선출직에 대한 모든 후보자에게는 견해를 표현할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IEEE-SA
또는 IEEE-SA의 하위 그룹의 모든 공식 회의 중에 개최하기로 제안된 선거 운동은 주어진 자리(post)에 대한 모
든 후보자가 참석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대표되는 데 동의하거나, 자신의 부재 시에 일어나는 활동에 동의할
경우에만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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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G members who are not part of the SPCC may attend SPCC meetings as observers.
5.6.1 Strategic Planning Coordination Committee agenda
A preliminary agenda for each Strategic Planning Coordination Committee meeting shall be prepared and
made available to Committee members and to the BOG prior to the start of the meeting.
The agenda preparation should be a joint task between the IEEE-SA President and the IEEE-SA Managing
Director, which includes the general coordination of the meetings. The general preparation and
coordination should be done by staff under the Managing Director’s responsibility.
The meeting structure and discussion in the meetings should be facilitated by the IEEE-SA President. It is
also not required that the SPCC meetings align with existing IEEE-SA or IEEE Board meetings.
The IEEE-SA President will function as the Conveyor of the SPCC, where they will serve as the link to the
BOG, regarding both input (e.g., strategic questions posed at BOG level first) and output
(recommendations from SPCC to be communicated to BOG). The Conveyor would receive appropriate
staff liaison support.

5.7 Registration Authority Committee (RAC)
The IEEE Registration Authority Committee (RAC) shall provide oversight of all registration activities
defined or referenced in IEEE standards. The RAC shall report to the Products and Services Innovation
SMDC. Such registration activities include, but are not necessarily limited to, assignment of unique
numbers or identifiers used by implementers of the standard, or listings of products or services defined by
the standard. This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both the registry process and the registration-activityrelated technical content of standards using a RAC administered registry.
This committee performs its registration authority function for approved (or proposed) IEEE standards or
non-IEEE standards relevant to IEEE interests. The IEEE RAC also recommends new registries to the
IEEE-SA BOG.
Each IEEE standard that contains a registration activity shall have such registration activity presented to
the IEEE RAC for consideration as a RAC administered registry. The IEEE maintains the right of first
refusal to be the registration authority for all registries described in an IEEE Standard.
This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representatives of Standards Committees interested in registration.
The RAC may have up to 21 members. The IEEE-SA President shall appoint the chair of the RAC for a
three-year term, renewable at the discretion of the IEEE-SA President. This committee shall have two
members without vote, the RAC Secretary (IEEE staff) and the chair of the Standards Activities Board of
the IEEE Computer Society (or designee). The RAC Chair may appoint additional technical experts to
serve as non-voting members of the RAC. The IEEE-SA BOG shall oversee this committee through its
minutes and agendas.
5.7.1 RAC agenda
A preliminary agenda for each RAC meeting shall be prepared by the IEEE Standards Department staff
(the IEEE OUI Registration Authority Administrator or a designated person) and distributed to RAC
members at least two weeks prior to a scheduled meeting of the RAC. At the same time, the agenda,
without supporting documentation, shall be sent to all members of the IEEE-SA BOG.

5.8 Standards Education Committee
The Standards Education Committee (SEC) is a joint standing committee of the IEEE Educational
Activities Board (EAB) and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In the Standards Association, this committe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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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조정위원회(SPCC)에 속하지 않은 임원회(BOG) 회원은 참관자로 전략기획조정위원회(SPCC)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5.6.1 전략기획조정위원회의 의제
각 전략기획조정위원회 회의에 대한 예비 의제는 준비되어 회의 시작 전에 위원회 회원과 임원회(BOG)에 제공
되어야만 한다.

회의 구조 및 회의 토론은 IEEE-SA 협회장에 의해 촉진되어야 한다. 또한 전략기획조정위원회(SPCC) 회의가 기
존 IEEE-SA 회의 또는 IEEE 임원회(Board) 회의에 맞추어 조정되지 않아도 된다.
IEEE-SA 협회장은 전략기획조정위원회(SPCC)의 전달자(Conveyor) 역할을 하며, 전략기획조정위원회(SPCC)
에서 입력(예: 임원회(BOG) 수준에서 먼저 제시된 전략적 질문) 및 출력(임원회(BOG)에 전달될 전략기획조정위
원회(SPCC)의 권고 사항)에 대해 임원회(BOG)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전달자(Conveyor)는 적절한 직원 연
락 담당자의 지원을 받는다.

5.7 등록권한위원회(RAC: Registration Authority Committee)
IEEE 등록권한위원회(RAC)는 IEEE 표준에 정의되거나 참조된 모든 등록 활동을 감독해야만 한다. 등록권한위
원회(RAC)는 제품 및 서비스 혁신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Products and Services Innovation SMDC)에 보
고해야만 한다. 이러한 등록 활동에는 표준 구현자가 사용하는 고유 번호 또는 식별자의 할당, 또는 표준에 정의
된 제품 또는 서비스 목록이 포함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 위원회는 레지스트리 프로세스와 등
록권한위원회(RAC) 관리 레지스트리를 사용하는 표준의 등록 활동 관련 기술 내용을 모두 책임 진다.
이 위원회는 승인되었거나 (제안된) IEEE 표준 또는 IEEE의 이해와 관련된 비-IEEE 표준에 대해서 등록 권한 기
능을 수행한다. 또한 IEEE 등록권한위원회(RAC)는 IEEE-SA 임원회에게 새로운 등록 권한을 권고한다.
등록 활동을 포함하는 각 IEEE 표준에는 등록권한위원회(RAC) 관리 레지스트리로 고려하기 위해 IEEE 등록권
한위원회(RAC)에 제시된 등록 활동이 있어야만 한다. IEEE는 IEEE 표준에 설명된 모든 레지스트리에 대한 등록
기관이 되는 것에 대한 첫 거부권을 유지한다.
이 위원회는 등록에 관심 있는 표준 위원회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등록 권한 위원회(RAC)는 최대 21명
의 회원을 가질 수 있다. IEEE-SA 협회장은 3년 임기의 등록권한위원회(RAC)의 의장을 임명해야만 하며, 임기
는 IEEE-SA 협회장의 재량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다. 이 위원회는 등록권한위원회(RAC) 간사 (IEEE 직원)와
IEEE 컴퓨터 소사이어티의 표준 활동 위원회(Standards Activities Board) 의장(또는 피지명인)을 투표권이 없
는 2명의 회원으로 가져야만 한다. 등록권한위원회(RAC) 의장은 비투표 회원으로서 활동할 추가적인 기술 전문
가를 임명할 수 있다. IEEE-SA 임원회는 이 위원회의 의사록과 의제를 통하여 이 위원회를 감독해야 한다.

5.7.1 등록권한위원회(RAC) 의제
각 등록권한위원회(RAC) 회의에 대한 예비 의제는 IEEE 표준부(Standards Department)의 직원(IEEE OUI 등
록 권한 관리자 또는 지정된 사람)에 의해 준비되어야만 하고, 등록권한위원회(RAC)의 예정된 회의보다 최소한
2주 전에 앞서 등록권한위원회(RAC) 회원들에게 배포되어야만 한다. 동시에 의제는, 증빙 서류 없이, IEEE-SA
임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송달되어야만 한다.

5.8 표준교육위원회(Standards Education Committee)
표준교육위원회(SEC)는 IEEE 교육 활동 임원회(EAB)와 IEEE-SA의 합동 상설위원회다이다. IEEE-SA에서 이
위원회는 표준 및 표준 혁신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 (Standards and Standards Innovations SMDC)에 보고
2. IEEE-SA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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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준비는 회의의 일반 조정을 포함하는 IEEE-SA 협회장과 IEEE-SA 상무이사(Managing Director) 간의 공
동 작업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준비 및 조정은 관리국장의 책임하에 직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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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report to the Standards and Standards Innovations SMDC. The SEC charter, mission, scope,
functions, composition, membership requirements, etc. are detailed in the IEEE Educational Activities
Board Operations Manual.

5.9 Strategic Management and Delivery Committees
Strategic Management and Delivery Committees (SMDCs) are standing committees of the IEEE-SA and
are established by these procedures or by the IEEE-SA Board of Governors (BOG) to address strategic
focus areas that are necessary and critical for the IEEE-SA to achieve long-term organizational objectives.
The BOG shall periodically review all SMDC charters and activities to ensure that they are in alignment
with the current strategic direction of the IEEE-SA.
At any time, the BOG may create a new SMDC, modify the charter of an SMDC, combine the operations
of SMDCs, or disband an SMDC.
There is no minimum nor maximum number of SMDCs.
5.9.1 SMDC membership
The title of the chair of each SMDC shall be IEEE-SA Vice President. IEEE-SA Vice Presidents shall be
of Member or higher grade of IEEE and shall be individual members of the IEEE-SA.
The IEEE-SA President may appoint an individual to serve as an IEEE-SA Vice President if the individual
is a sitting BOG Member, Past IEEE-SA President, Past IEEE-SA Standards Board (SASB) Chair, Past
IEEE-SA Corporate Advisory Group (CAG) Chair, or Past IEEE-SA Treasurer.
The IEEE-SA Nomination and Appointments Committee or the IEEE-SA President may propose
individuals other than the ones listed above to serve as an IEEE-SA Vice President if they have exceptional
experience that falls within the charter of the particular SMDC. Such individuals must be willing to meet
the IEEE and IEEE-SA membership requirements for IEEE-SA Vice Presidents. The appointment of such
individuals shall be confirmed by the BOG.
An individual may serve as an IEEE-SA Vice President for up to six consecutive years. Sitting BOG
Members with one or more years remaining in their term may be appointed to a two-year term as an IEEESA Vice President. All other individuals appointed as an IEEE-SA Vice President shall serve a one-year
term.
Additional members of each SMDC shall be appointed by the IEEE-SA President for a one-year term.
SMDC members shall be of Member or higher grade of IEEE and shall be individual members of the
IEEE-SA. SMDC members may serve an unlimited number of consecutive terms. The number of members
in each SMDC shall be proportional to the workload of the SMDC. Candidates for membership in an
SMDC may be proposed by that SMDC’s chair or by the IEEE-SA Nominations and Appointments
Committee.
It is expected that all sitting BOG Members will serve as an IEEE-SA Vice President or as a member of at
least one SMDC.
Each IEEE-SA Vice President who is not a sitting BOG Member shall be an ex officio member of the BOG
without vote.
Each SMDC may select a Vice Chair from among its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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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만 한다. 표준교육위원회(SEC)의 헌장, 사명, 범위, 기능, 구성, 회원 요건 등은 IEEE 교육 활동 위원회 운영
매뉴얼(IEEE Educational Activities Board Operations Manual)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5.9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Strategic Management and Delivery Committees)

임원회(BOG)는 모든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헌장 및 활동이 IEEE-SA의 현재 전략 방향과 일치하는
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임원회(BOG)는 언제든지 새로운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를 만들거나,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의 헌장을 수정하거나,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의 운영을 결합하거나,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를 해체할 수 있다.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의 최소 또는 최대 수는 없다.

5.9.1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회원 자격
각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의장의 직함은 IEEE-SA 부회장이어야만 한다. IEEE-SA 부회장은 IEEE 회
원 또는 상위 등급이어야 하며 IEEE-SA의 개인 회원이어야만 한다.
IEEE-SA 협회장은 개인이 현직 임원회(BOG) 회원, 전 IEEE-SA 협회장, 전 IEEE-SA 표준심의회(IEEE-SA 표
준심의회(SASB)) 의장, 전 IEEE-SA 기업자문그룹(CAG) 의장, 또는 전 IEEE-SA 재무 담당관(Treasurer)인 경
우 IEEE-SA 부회장으로 활동할 개인을 임명할 수 있다.
IEEE-SA 지명및임명위원회 또는 IEEE-SA 협회장은 특정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헌장에 해당하는 뛰
어난 경험이 있는 경우 위에 나열된 사람 이외의 개인을 IEEE-SA 부회장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은
IEEE-SA 부회장에 대한 IEEE 및 IEEE-SA 회원 자격 요건을 기꺼이 충족해야 한다. 그러한 개인의 임명은 임원
회(BOG)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
개인은 최대 6년 연속 IEEE-SA 부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현직 임원회(BOG) 회원은
IEEE-SA 부회장으로 2년 임기로 임명될 수 있다. IEEE-SA 부회장으로 임명된 다른 모든 개인은 1년 임기로 활
동해야만 한다.
각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의 추가회원은 1년 임기로 IEEE-SA 협회장에 의해 임명되어야만 한다. 전
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회원은 IEEE 회원 등급 이상이어야만 하며 IEEE-SA의 개인 회원이어야만 한
다.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회원은 무제한 연속 임기로 활동할 수 있다. 각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
(SMDC)의 구성원 수는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의 작업량에 비례해야만 한다.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
회(SMDC) 회원 후보자는 해당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의장 또는 IEEE-SA 지명및임명위원회에서 제
안할 수 있다.
모든 현직 임원회(BOG) 회원은 IEEE-SA 부회장 또는 적어도 하나의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회원으
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직 임원회(BOG) 회원이 아닌 각 IEEE-SA 부회장은 투표권이 없는 임원회(BOG)의 직권 회원이 되어야만 한다.
각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는 회원 중에서 부의장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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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는 IEEE-SA의 상설위원회이며 IEEE-SA가 장기적인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IEEE-SA에 필요하고 중요한 전략적 초점 분야를 다루는 절차 또는 IEEE-SA 임원회(BOG)에 의해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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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Operations, reporting, and documentation
Each SMDC shall meet as often as necessary to accomplish its goals and objectives in a timely manner.
An SMDC may have committee(s) of the BOG organized under it at the discretion of the BOG or as
designated in its charter. With the concurrence of the SMDC’s chair, an SMDC may have an ad hoc
committee(s) of the BOG organized under it at the discretion of the IEEE-SA President or as designated in
the ad hoc’s charter.
In addition, each IEEE-SA Vice President may create subgroups (e.g., task forces, ad hocs) to assist their
SMDC. Should an IEEE-SA Vice President wish to appoint a volunteer who is neither a BOG Member nor
a member of that SMDC as a chair or member of a subgroup, approval of the IEEE-SA President shall be
obtained.
An IEEE-SA Vice President shall be an ex officio member without voting rights in all committees, ad hoc
committees, and subgroups organized under their SMDC for which they are not explicitly assigned as a
member with voting rights.
Each SMDC shall have IEEE Professional Staff participation and support as assigned by the IEEE-SA
Managing Director. Each SMDC shall operate as a partnership between volunteer and Professional Staff
leadership.
SMDCs may be of a dual strategic and operational nature and shall:
—

Propose, develop, refine, and monitor strategic and operational objectives and initiatives

—

Coordinate efforts among volunteers and staff in implementing, reviewing, and recommending
adjustments to initiatives and activities

—

Review and consider new ideas that are within their scope

SMDCs shall provide periodic reports to the BOG. Each SMDC shall be prepared to provide an update at
every scheduled BOG meeting, although a report may not be requested at every BOG meeting. SMDC
documentation (e.g., meeting agendas and minutes) shall be stored in a private web area that is accessible
to all sitting BOG Members.
5.9.3 SMDCs chartered by these procedures
The following SMDCs are established by these procedures:
•

The Standards and Standards Innovations (S&SI) SMDC – This SMDC i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a vibrant consensus standards development environment within the IEEE-SA that
meets the needs of its membership. Through the development of online educational materials and
the fostering of strategic and emerging technology areas, the S&SI SMDC seeks to increase global
engagement within IEEE standards development, improve the quality of the standards
development experience, increase productivity, and facilitate launching, mentoring, and managing
new, strategic, or emerging standards development projects.

•

The Industry Engagement and Sector Strategies SMDC – This SMDC is responsible for a
strategic industry engagement framework that aims to bring companies and industry communities
into the IEEE-SA ecosystem.

•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SMDC – This SMDC is responsible for the IEEE-SA budget and
for ensuring IEEE-SA long-term financial sustainability, financial transparency, and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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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운영, 보고 및 문서화
각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는 적시에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자주 회의를 해야만 한다.

또한 각 IEEE-SA 부회장은 자신의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를 지원하기 위해 하위 그룹(예: 작업반
(Task force), 특별그룹(Ad-hocs)을 만들 수 있다. IEEE-SA 부회장이 임원회(BOG) 회원도 아니고 해당 전략
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회원도 아닌 자원자를 하위 그룹의 의장 또는 회원으로 임명하려면 IEEE-SA 협회
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IEEE-SA 부회장은 투표권이 있는 회원으로 명시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산하에
조직된 모든 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하위 그룹에서 투표권이 없는 직권 회원이어야만 한다.
각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는 IEEE-SA 상무이사(Managing Director)가 할당한 IEEE 전문 직원의 참
여 및 지원을 받아야 한다. 각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는 자원자와 전문 직원 리더십 간의 협력 관계로
운영해야만 한다.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는 전략 및 운영의 이중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다음을 수행해야만 한다.
―

전략 및 운영의 목표와 구상(initiatives)을 제안, 개발, 개선 및 모니터링

―

구상(initiatives) 및 활동에 대한 조정을 구현, 검토 및 권고함에 있어서 자원자와 직원 간의 노력을
조정

―

범위 내에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검토 및 고려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는 임원회(BOG)에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공해야만 한다. 각 전략적관리및전달
위원회(SMDC)는 예정된 모든 임원회(BOG) 회의에서 업데이트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모든 임원
회(BOG) 회의에서 보고서가 요청되지 않을 수 있다.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문서(예: 회의 의제 및 의
사록)는 모든 현재의 임원회(BOG) 회원이 액세스할 수 있는 비공개 웹 영역에 저장되어야만 한다.

5.9.3 이러한 절차에 의해 인가된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이러한 절차에 따라 다음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가 설립되어 있다.
•

표준과 표준 혁신(S&SI)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 이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는
IEEE-SA 내에서 회원의 요구를 충족하는 활발한 합의 표준 개발 환경을 유지하는 일을 담당한다. 표준과
표준 혁신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SI SMDC)는 온라인 교육 자료의 개발과 전략 및 신흥 기술 영역
의 육성을 통해 IEEE 표준 개발 내에서 세계적인 참여를 늘리고, 표준 개발 경험의 품질을 개선하며, 생산
성을 높이고, 새롭고 전략적이거나 신흥의 표준 개발 프로젝트의 착수, 멘토링 및 관리를 촉진하고자 한다.

•

산업 참여 및 부문 전략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 이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는 기업
과 산업 커뮤니티를 IEEE-SA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산업 참여 프레임워크를 담
당한다.

•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 이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는 IEEE-SA
예산과 IEEE-SA의 장기 재정적 지속 가능성, 재정적 투명성 및 적절한 재무 포트폴리오 관리를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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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는 임원회(BOG)의 재량에 따라 또는 헌장에 지정된 대로 산하에 임원회(BOG)
의 위원회(들)를 조직할 수 있다.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의장의 동의로, IEEE-SA 회장의 재량에 따라
또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헌장에 지정된 대로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는 산하에 임원회(BOG)의 특별위
원회(들)을 조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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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the financial portfolio. It creates tools to aid the business and investment plans for
IEEE-SA projects.
•

The Products and Services Innovation SMDC – This SMDC is responsible for creating,
growing, and managing IEEE-SA’s product and services portfolio, with an emphasis on products
and services that complement IEEE-SA’s core consensus businesses.

•

The Marketing, Technology Policy, and Government Engagement Strategies SMDC – This
SMDC is responsible for brand and brand awareness, marketing support, and engagement in
public policy initiatives that enhance the reputation of the IEEE-SA.

•

The Platform Infrastructure Optimization SMDC – This SMDC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software infrastructure tools and platforms provided by the IEEE-SA enable its customers,
volunteers, and staff to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chieve their goals.

•

The IEEE Technical Innovation and Engagement SMDC – This SMDC is responsible for
driving IEEE-SA’s strategic interests through interaction and collaboration with other operational
units within IEEE.

•

The Market Incubation and Business Acceleration SMDC – This SMDC is responsible for
cultivating the growth of a single or of a few strategically important businesses through focused
dedication of resources.

Detailed processes and procedures for each SMDC as well as the structure of boards and committees
reporting to that SMDC are given in this operations manual and in each SMDC’s operation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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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담당한다. 이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는 IEEE-SA 프로젝트에 대한 비즈니스 및 투자 계획을
지원하는 도구를 만든다.
•

제품 및 서비스 혁신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 이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는 IEEESA의 핵심 합의 사업을 보완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IEEE-SA의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
의 생성, 성장 및 관리를 담당한다.

•

 랫폼 인프라 최적화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 이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는 IEEE플
SA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도구 및 플랫폼을 통해 고객, 자원자 및 직원이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IEEE 기술 혁신 및 참여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 이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는 IEEE
내의 다른 운영 단위와의 상호 작용 및 협력을 통해 IEEE-SA의 전략적 이익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시장 인큐베이션 및 비즈니스 가속화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 이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
(SMDC)는 자원의 집중적인 투입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단일 또는 소수의 비즈니스 성장을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각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에 대한 자세한 프로세스 및 절차와 해당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에
보고하는 하위 임원회(boards) 및 위원회(committees)의 구조는 이 운영 매뉴얼과 각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
(SMDC) 운영 매뉴얼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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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기술 정책 및 정부 참여 전략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SMDC) ― 이 전략적관리및전달위원회
(SMDC)는 브랜드 및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지원, 그리고 IEEE-SA의 명성을 높이는 공공 정책 구상
(initiatives)에 대한 참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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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EEE-SA procedures
6.1 Membership qualifications
IEEE-SA membership qualifications are specified in IEEE Bylaw I-403.1 and shall be established by the
IEEE-SA. Revisions to these qualifications shall require review and approval by the IEEE Board of
Directors, using the process in accordance with IEEE Bylaw I-300.4(5).
Membership in the IEEE-SA requires submission of a completed application, acceptance that the
application fulfills the criteria for membership as established by the IEEE-SA BOG, and payment of dues.
The IEEE-SA may charge dues for membership and fees for services appropriate for the efficient operation
and to assure financial stability of the IEEE-SA. Requirements for participation by IEEE Life Members in
IEEE-SA are stipulated in IEEE Bylaw I-108.8.
An entity can be any for-profit or not-for-profit enterprise, as defined in IEEE Bylaw I-403. Controlled
groups of enterprises shall be entitled to a single entity membership in IEEE-S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by the IEEE-SA BOG. No one individual is permitted to serve as the entity member
representative for more than one entity member of the IEEE-SA.

6.2 Membership dues
The IEEE-SA BOG may charge appropriate annual dues for membership and services, according to IEEE
Bylaw I-403. The dues will be determined annually on a calendar basis.
The dues shall be as follows:
IEEE members: US $57
IEEE Society Affiliate members: US $57
Non-IEEE members: US $256
Entity members:
—

Corporations (less than US $5 million annual revenue), academic institutions, associations,
nonprofits, government agencies: US $1500 [Basic]; US $4200 [Advanced]

—

Corporations (US $5 million to US $100 million annual revenue): US $4000 [Basic]; US $8000
[Advanced]

—

Corporations (US $100 million to US $500 million annual revenue): US $5600 [Basic]; US
$12000 [Advanced]

—

Corporations (more than US $500 million annual revenue): US $8800 [Basic]; US $16000
[Advanced]

6.3 Membership privileges
6.3.1 Balloting
IEEE-SA members are permitted to ballot on an unlimited number of proposed IEEE draft standards and
on the withdrawal from active status of existing IEEE standards that have reached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stage (see clause 5.4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Individual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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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EEE-SA 절차
6.1 회원자격 요건

IEEE-SA의 회원이 되려면 모두 기입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신청이 IEEE-SA 임원회에 의해 수립된 회원 자
격 기준을 충족한다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회비를 지불해야 한다.
IEEE-SA는 효율적인 운영과 IEEE-SA의 재무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회비와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IEEE 평생 회원(Life Member)이 IEEE-SA에 참여하기 위한 요구 사항은 IEEE 정관 I-108.8에 규정되어 있다.
엔티티(entity)는 IEEE 정관 I-403에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영리 또는 비영리 기업이 될 수 있다. IEEE-SA 임
원회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통제된 기업 그룹(controlled groups of enterprises)에게는
IEEE-SA 내 단일 엔티티(entity) 회원 자격이 부여되어야만 한다. 어떠한 개인도 IEEE-SA의 둘 이상의 엔티티
(entity) 회원을 대표하는 엔티티(entity) 대표자로서 활동할 수 없다.

6.2 회비
IEEE-SA 임원회는 IEEE 정관 I-403에 따라 회원 자격과 서비스에 대하여 적절한 연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요금은 달력 기준으로 매년 결정될 것이다.
이 요금은 다음과 같아야만 한다.
IEEE 회원: US $57
IEEE 소사이어티 계열(Society Affiliate) 회원: US $57
비 IEEE 회원: US $256
엔티티(entity) 회원:
――

 업(연간 수입 US $5백만 미만), 학술 기관, 협회, 비영리 단체, 정부 기관: US $1,500 [기본]; US
기
$4,200 [고급]

――

기업(연간 수입 US $5백만 ~ US $ 1억): US $4,000 [기본]; US $8,000 [고급]

――

기업(연간 수입 US $1억 ~ US $ 5억): US $5,600 [기본]; US $12,000 [고급]

――

기업(연간 수입 US $5억 이상): US $8,800 [기본]; US $16,000 [고급]

6.3 회원의 특권
6.3.1 투표
IEEE-SA 회원은 제안된 IEEE 표준 초안과 -SA 투표 단계에 도달한 기존 IEEE 표준의 활성 상태의 철회에 대하
여 무제한의 투표를 할 수 있다(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의 조항 5.4 참조). IEEE-SA 개인 회원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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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SA 회원 자격 요건은 IEEE 정관 I-403.1에 상세히 기술되며, IEEE-SA에 의해 수립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개정하려면 IEEE 정관 I-300.4(5)에 따른 과정에 따라 IEEE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검토
및 승인을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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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SA members are permitted to ballot on individual ballots. IEEE-SA entity members are permitted to
ballot on entity ballots.
6.3.2 Indemnification
The IEEE-SA follows the IEEE policies for indemnification as outlined in IEEE Bylaw I-300.3.
6.3.3 IEEE-SA governance voting rights
6.3.3.1 IEEE-SA President
IEEE-SA members who are also members of the IEEE may vote for the position of IEEE-SA President
Elect, whose position becomes that of IEEE-SA President following a one-year term as IEEE-SA President
Elect.
6.3.3.2 IEEE-SA BOG members-at-large
IEEE-SA members may vote for the member-at-large positions on the IEEE-SA BOG that are elected by
the eligible members of the IEEE-SA.
6.3.3.3 IEEE-SA CAG members-at-large
IEEE-SA entity members may vote for the eligible member-at-large positions on the IEEE-SA CAG.
6.3.4 Participant information
The IEEE-SA reserves the right to share the following information with entity member companies about
IEEE-SA standards participants:
—

Name and email address of those who claim employment by the company

—

Name, email address, and project name from those who claim affiliation with the company

This data is made available to current IEEE-SA entity members upon request.

6.4 Suspension or expulsion
Any IEEE-SA member may be suspended or expelled from membership by the IEEE-SA BOG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a)

Failure to conform with the provisions of the IEEE Bylaws or the IEEE-SA Operations Manual

b)

Any unethical or unlawful conduct unbecoming a member of IEEE-SA or calculated to bring the
IEEE or IEEE-SA into disrepute

c)

Failure to continue to meet membership or eligibility requirements

6.4.1 Procedure for suspension or expulsion by membership vote
Upon being informed, through written notice to the IEEE-SA BOG Secretary from an advisor of the event,
that an event has happened that would constitute grounds for suspension or expulsion of any member from
the IEEE-SA, the IEEE-SA BOG may suspend or expel such members upon approval of two-thirds of the
voting members of the IEEE-SA B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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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대하여 투표를 할 수 있다. IEEE-SA 엔티티(entity) 회원은 엔티티(entity) 투표에 대하여 투표를 할 수 있다.

6.3.2 배상
IEEE-SA는 IEEE 정관 I-300.3에 약술된 대로, 배상에 대해 IEEE 정책을 따른다.

6.3.3.1 IEEE-SA 협회장
IEEE의 회원이기도 한 IEEE-SA 회원은 IEEE-SA 협회장 당선자의 지위에 대하여 투표를 할 수 있다. 이 지위는
IEEE-SA 협회장 당선자로서의 1년의 임기 후에 IEEE-SA 협회장의 지위가 된다.
6.3.3.2 IEEE-SA 임원회 일반회원
IEEE-SA 회원은 IEEE-SA의 자격 있는 회원들이 선출하는 IEEE-SA 임원회의 일반회원 지위에 대하여 투표를
할 수 있다.
6.3.3.3 IEEE-SA 기업자문그룹 일반회원
IEEE-SA 엔티티(entity) 회원은 IEEE-SA 기업자문그룹(CAG)의 자격 있는 일반회원 지위에 대하여 투표를 할
수 있다.

6.3.4 참가자 정보
IEEE-SA는 IEEE-SA 표준 참가자에 대해 엔티티(entity) 회원 회사와 다음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

이 회사가 고용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

이 회사의 소속(affiliation)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이메일 주소 및 프로젝트 이름

이 데이터는 요청 시 현 IEEE-SA 엔티티(entity) 회원에게 제공된다.

6.4 정직 또는 제명
IEEE-SA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IEEE-SA 회원을 정직시키거나 제명할 수 있다.
a)
IEEE 정관 또는 IEEE-SA 운영 매뉴얼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
b)	IEEE-SA 회원으로서 부적절 하거나 IEEE 또는 IEEE-SA에 불명예를 주도록 의도된 비윤리적 또는 비합
법적 행위
c)
회원 요건 또는 자격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함

6.4.1 회원투표에 의한 정직 또는 제명 절차
IEEE-SA 임원회 간사에게 보낸 서면 통지를 통해, IEEE-SA 회원을 정직시키거나 제명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해당 사건의 조언자로부터 통보가 되면, IEEE-SA 임원회는 IEEE-SA 임원회의
투표 회원의 2/3의 승인을 얻어 해당 회원을 정직시키거나 제명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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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retary shall assess the notice to determine if the procedure is necessary, if additional material is
needed from either the member or the advisor to aid in considering the matter, or if the notice can be sent
directly to the IEEE-SA BOG. When the IEEE-SA BOG is to make a decision on a member’s status, that
member and the advisor will be informed of the meeting date and given an opportunity to attend that
meeting and speak on their behalves. If the member or advisor desires to make an initial statement to the
IEEE-SA BOG prior to the meeting, they may do so through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 Any
suspended or expelled member may appeal such suspension or expulsion by notifying the IEEE-SA
President within ten days of being advised in writing of such IEEE-SA BOG action. Upon receipt of such
notice, the IEEE-SA BOG President shall schedule a hearing at the next meeting to hear the appeal under
such procedures as it shall determine in advance thereof.
The procedures of the IEEE Ethics and Member Conduct Committee shall be referred to for guidance.
6.4.2 Reason and procedure for suspension or expulsion by the IEEE-SA President
The IEEE-SA President may, at his or her discretion, suspend or expel any member for failure to pay any
dues or any assessments made within the authority of the IEEE Bylaws within 60 days after the payment
thereof shall be due. Such action shall be effective two weeks after the member has received written notice
of the proposed suspension or expulsion from the IEEE-SA by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The procedures of the IEEE Ethics and Member Conduct Committee shall be referred to for guidance.
In cases where a member suspended from the IEEE-SA is also a member of the IEEE, if the IEEE-SA
BOG determines that, because the acts of the member would fall within the IEEE Ethics and Member
Conduct Committee’s (EMCC’s) purview per IEEE Bylaw I-110, the case shall be forwarded to the EMCC
for possible further action. A member of the IEEE SA BOG shall then file a complain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of the EMCC, looking towards the expulsion, suspension, or censure of the IEEE member.
6.4.3 Suspended and expelled members rights
Any member suspended from the IEEE-SA shall have no claim against IEEE or IEEE-SA or vote in the
IEEE-SA. Any member expelled from the IEEE-SA shall have no further interest in the property of, or
claim against, the IEEE-SA, and shall be entitled to reapply only through reconsideration by the IEEE-SA
BOG and upon payment in full of all obligations to the IEEE-SA outstanding at the time of expulsion.

6.5 Position statements
As stated in the IEEE Policies, IEEE recognizes the need for public statements on topics within the scope
and purposes of IEEE. The IEEE-SA BOG shall be the sole organizational unit to approve position
statements representing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The BOG may request that another IEEE
organizational unit (as defined in Section 15 of the IEEE Policies) offer a position statement on a standards
matter. The rules in Section 15 of the IEEE Policies shall be followed in developing position statements. In
addition, the BOG will accept for review and action any position statement presented to it by another body
for issuance as an IEEE-SA position statement.
Any position statements representing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shall be approved by either the
IEEE-SA BOG or the IEEE-SA BOG ad-hoc council. The IEEE-SA President shall determine if usage of
the IEEE-SA BOG ad-hoc council is warranted (see 4.3.4.1). Oversight for the preparation of IEEE-SA
position statements resides in the SPCC. The IEEE-SA BOG may call upon such expertise as may be
required to draft a position statement.
The Secretary of the IEEE-SA BOG shall forward any approved IEEE Standards Association position
statements to the target recipient of the position statement and to appropriate organizational units within
IEEE. A consolidated listing of all such position statements shall be maintained on the IEEE Standards
websit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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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얻기 위해서는 IEEE 윤리 및 회원 품행 위원회(IEEE Ethics and Member Conduct Committee)의 절
차를 참조해야만 한다.

6.4.2 IEEE-SA 협회장에 의한 정직 또는 제명에 대한 이유 및 절차
IEEE-SA 협회장은 재량에 따라, 부여된 회비 또는 부과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입 기일 후 60일 이내
에 IEEE 정관의 권한 내에서 회원을 정직시키거나 제명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회원이 IEEE-SA 임원
회로부터 제안된 정직 또는 제명에 관한 서면 통지를 수신확인이 요구되는 등기 우편으로 수신 후 2주 후부터 유
효해야만 한다.
지침을 얻기 위해서는 IEEE 윤리 및 회원 품행 위원회(Ethics and Member Conduct Committee)의 절차를
참조해야만 한다.
IEEE-SA 임원회로부터 정직된 회원이 IEEE의 회원이기도 한 경우, IEEE 정관 I-110에 따라 해당 회원의 행위
가 IEEE 윤리 및 회원 품행 위원회(EMCC: Ethics and Member Conduct Committee)의 범위에도 속하기 때
문에 IEEE 윤리 및 회원 품행 위원회(EMCC)에 전달해야 한다고 IEEE-SA 임원회가 결정하면, 해당 사건은 가능
한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 IEEE 윤리 및 회원 품행 위원회(EMCC)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 IEEE-SA 임원회의 회
원은 IEEE 윤리 및 회원 품행 위원회(EMCC)의 절차에 따라 해당 IEEE 회원의 제명, 정직 또는 견책을 바라는 고
소를 제출해야만 한다.

6.4.3 정직 및 제명된 회원의 권리
IEEE-SA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회원은 IEEE나 IEEE-SA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IEEE-SA에서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IEEE-SA로부터 제명된 회원은 IEEE-SA의 재산권에 추가적인 이해 관계를 갖거나 IEEE-SA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며, 제명 시에 남아 있는 IEEE-SA에 대한 모든 채무를 완전히 지불했을 때 IEEESA 임원회에 의한 재검토를 통해서만 재신청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6.5 입장설명서
IEEE 정책에서 설명하였듯이, IEEE는 IEEE의 범위와 목적 내의 주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IEEE-SA 임원회는 IEEE-SA를 나타내는 입장 설명서를 승인하는 유일한 조직이 되어야만 한다. 임원회
(BOG)는 (IEEE 정책의 섹션 15에서 정의한 대로) 다른 IEEE 조직 단위가 표준 문제에 대한 입장 설명서를 제공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입장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IEEE 정책 섹션 15의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또한 임원회
(BOG)는 IEEE-SA 입장 설명서로서 발행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서 제출한 모든 입장 설명서를 검토 및 조치를 위
해 수락한다.
IEEE-SA를 대표하는 모든 입장 설명서는 IEEE-SA 임원회 또는 IEEE-SA 임원회 특별위원회(ad-hoc council)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EEE-SA IEEE-SA 협회장은 IEEE-SA 임원회 특별위원회의 사용이 정당한지 결정해야
만 한다(4.3.4.1 참조). IEEE-SA 입장 설명서의 준비에 대한 감독은 전략기획조정위원회(SPCC)에 속한다.
IEEE-SA 임원회는 입장 설명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요청할 수 있다.
IEEE-SA 임원회의 간사는 승인된 모든 IEEE-SA 입장 설명서를 입장 설명서의 대상 수신자와 IEEE 내의 적절한
조직 단위에 전달해야만 한다. 이러한 모든 입장 설명서의 통합된 목록을 IEEE 표준 웹사이트에서 유지 관리해
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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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는 절차가 필요한지, 해당 회원이나 조언자로부터 문제를 심사할 때 도움되는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
는지, 또는 IEEE-SA 임원회에게 바로 그 통지서를 보낼 수 있는지를 결정할 목적으로 통지서를 평가해야만 한
다. IEEE-SA 임원회가 회원의 지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과 조언자에게 회의 일자
가 통보되며 해당 회원과 조언자는 통보받은 회의 일자에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갖는다. 해당 회
원 또는 조언자가 회의에 앞서 IEEE-SA 임원회에서 최초 진술을 원한다면 간사에게 보내는 서면 통지를 통하여
최초 진술을 할 수 있다. 정직 되거나 제명된 회원은 IEEE-SA 임원회의 이러한 조치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보받
은 후 10일 내에 IEEE-SA 협회장에게 자신의 의사를 알림으로써 이러한 정직 또는 제명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지를 수신하게 되면, IEEE-SA 임원회 협회장은 그 전에 결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듣기 위한 청문회를 차기 회의에 계획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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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Suspension or revocation of IEEE-SA participation privileges
Independent of any conduct or action related to IEEE or IEEE-SA membership, any IEEE-SA participant
may have IEEE-SA participation privileges suspended or revoked. A participant includes an individual, an
entity representative, or an entity participat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an individual or entity IEEE-SA
project. This suspension or revocation may occur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a)

Failure to conform with the provisions of the IEEE Bylaws, the IEEE-SA Operations Manual,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or the
specific procedures of the Standards Committee or working group

b)

Any unethical or unlawful conduct unbecoming a participant in IEEE-SA or compromising the
integrity of the IEEE or the IEEE-SA

6.6.1 Standards Conduct Committee
The IEEE-SA President shall appoint a Standards Conduct Committee, consisting of a chair, two members,
and three alternates. The chair and members will review all notices and material as provided in 6.6.2. If a
member is recused, then the chair shall appoint one of the alternates to serve. If the chair is recused, then
the IEEE-SA President shall appoint a chair from the committee members or alternates. Alternates do not
vote unless named to replace a recused member or Chair. References to the Standards Conduct Committee
in the remainder of 6.6 refer to those who will hear and act on the matter.
6.6.2 Procedure for suspension or revocation of IEEE-SA privileges
A person who has observed or otherwise become aware of conduct that would constitute grounds for
suspension or revocation of IEEE-SA participation privileges may provide notice by fax, email, or letter
(Notice) of such conduct to the IEEE-SA BOG Secretary. This Notice cannot be anonymous. Upon being
informed of an event, the Secretary shall assess the information received to determine whether additional
information is needed from either the complainant or the participant who is the subject of the complaint.
When the receipt of satisfactory information is confirmed by the Secretary, the Secretary shall send the
material to the Standards Conduct Committee. Upon receipt of the material, the Standards Conduct
Committee shall determine whether to conduct further proceedings. If further proceedings will not be
conducted, the Secretary shall inform the complainant.
If the Standards Conduct Committee determines that further proceedings are warranted, then the participant
and the complainant will be informed of the hearing date and given an opportunity to attend the hearing. If
the participant or complainant desires to provide a statement and/or to submit supplementary
documentation to the Standards Conduct Committee prior to the hearing, they may do so through the IEEESA BOG Secretary.
After considering information described in the Notice, included in the participant’s response, or presented
at the hearing, the Standards Conduct Committee shall determine whether to recommend discipline. The
Standards Conduct Committee may recommend suspension or revocation of the participant’s IEEE-SA
participation privileges upon an approval vote of two-thirds of the committee. If the Standards Conduct
Committee recommends discipline, then the recommendation shall be forwarded to the IEEE-SA BOG.
Suspension or revocation of participation rights or other disciplinary actions shall require the approval vote
of two-thirds of the BOG members present and voting. Suspension of participation rights shall indicate the
terms of the suspension.
If the person is an IEEE member, the IEEE Ethics and Member Conduct Committee shall be notified of the
Standards Conduct Committee decision (see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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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IEEE-SA 참여 권리의 중지 또는 취소
IEEE 또는 IEEE-SA 회원과 관련된 행위 또는 조치와 무관하게, 모든 IEEE-SA 참여자는 IEEE-SA 참여 권리가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참여자에는 개인별 또는 엔티티(entity) IEEE-SA 프로젝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
여하는 개인, 엔티티(entity) 대표, 또는 엔티티(entity)가 포함된다. 이 중지 또는 취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
생할 수 있다.

b)	IEEE-SA의 참여자에게 부적절 하거나 IEEE 또는 IEEE-SA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비윤리적이거나 비합법
적인 행위

6.6.1 표준품행위원회
IEEE-SA 협회장은 1명의 의장, 2명의 회원, 그리고 3명의 대체자(alternate)로 구성되는 표준품행위원회를 임
명해야만 한다. 의장과 회원은 6.6.2에 기술된 대로 모든 통지 및 자료를 검토한다. 회원이 사퇴(recused) 하면,
의장은 대체자 중의 1명을 대신 임명해야만 한다. 의장이 사퇴(recused) 하면, IEEE-SA 협회장은 이 위원회의
회원이나 대체자 중에서 의장을 임명해야만 한다. 대체자는 사퇴한 회원이나 사퇴한 의장을 대체하도록 지명되
지 않는 한 투표를 하지 않는다. 6.6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표준품행위원회에 대한 참조문은 해당 문제를 청문하
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사람들에게 참조된다.

6.6.2 IEEE-SA 권리의 중단 또는 취소에 대한 절차
IEEE-SA 참여 권리의 중단 또는 취소에 대한 근거가 되는 품행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팩스, 전자우편 또
는 서신(통지서)을 이용하여 이러한 품행을 IEEE-SA 임원회 간사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통지서는 익명이 될 수
없다. 어떤 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간사는 고소의 대상인 참여자나 고소인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접수된 정보를 평가해야만 한다. 간사에 의해 충분한 정보를 받았다고 확인되면, 간
사는 표준품행위원회에 자료를 보내야만 한다. 표준품행위원회는 자료를 받으면 추가 절차를 수행할지 여부를 결
정해야 한다. 추가 절차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 간사는 고소인에게 통보를 해야만 한다.
추가 절차가 타당하다고 표준품행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참여자와 고소인은 청문회 일자를 통보받고, 청문회에
참석할 기회를 부여 받을 것이다. 청문회 전에 참여자 또는 고소인이 표준품행위원회에 진술서의 제공 및/또는 보
충 서류의 제출을 원하는 경우, IEEE-SA 임원회 간사를 통하여 제공 또는 제출할 수 있다.
통지서에 설명된 정보, 참여자의 응답에 포함되거나 청문회에서 제시된 정보를 검토한 후, 표준품행위원회는 징
계를 권고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표준품행위원회는 위원회의 2/3의 승인 투표가 있으면, 참여자의 IEEESA 참여 권한의 중단 또는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표준품행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하는 경우, 이 권고는 IEEE-SA
임원회에 전달되어야만 한다. 참여권의 중단 또는 취소나 그 밖의 징계 조치에는 참석해서 투표하는 임원회
(BOG) 회원의 2/3의 승인 투표가 있어야만 한다. 참여권의 중단은 중단 조건(terms of the suspension)을 표
시해야만 한다.
해당인이 IEEE 회원이라면, IEEE 윤리 및 회원 품행 위원회에게 표준품행위원회 결정을 통보해야만 한다(6.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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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Suspended and revoked participant rights
A participant may appeal suspension or revocation of IEEE-SA privileges by notifying the IEEE-SA BOG
Secretary within ten days of being advised in writing of such action. Upon receipt of such appeal, the
IEEE-SA President shall schedule an appeal hearing at the next meeting of the IEEE-SA BOG to hear the
appeal under such procedures as it shall determine in advance thereof, provided the next IEEE-SA BOG
meeting is at least 30 days after receipt of such appeal. The procedures of the IEEE Ethics and Member
Conduct Committee shall be referred to for guidance.
A participant who is suspended or otherwise disciplined under these procedures shall have no legal claims
against IEEE or IEEE-SA. A participant whose IEEE-SA privileges are revoked shall not be admitted to
membership in the IEEE-SA or permitted to participate in its activities unless granted approval by the
IEEE-SA B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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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중단 및 취소된 참여자 권리
참여자는 IEEE-SA 권한의 중단 또는 취소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후 10일 내에 IEEE-SA BOG 간사에게 통
지하여 이러한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IEEE-SA 협회장은 차기 IEEESA 임원회 회의가 이의제기 접수 후 최소 30일 후인 경우, 그 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듣기 위한 이
의제기 청문회의 일정을 수립해야만 한다. 지침을 얻기 위해서는 IEEE 윤리 및 회원 품행 위원회의 절차를 참조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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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에 따라 자격이 중단되거나 다른 식으로 징계를 받은 참여자는 IEEE 또는 IEEE-SA에 대하여 법적
청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IEEE-SA 권한이 취소된 참여자는 IEEE-SA 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IEEE-SA
에서 회원 자격을 부여받거나 그 활동에 참여하도록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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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lationships with other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IEEE Bylaw I-303.6, the IEEE-SA is the only body authorized to represent IEEE on
matters concerning IEEE standards activity. IEEE-SA’s participation and membership in other standards
organizations shall in no way diminish its independence and authority over its own standards-development
activity.
The positions of other standards organizations in which the IEEE-SA participates are not necessarily those
of the IEEE or of the IEEE-SA.
The IEEE-SA establishes cooperative agreements with other organizations based on its strategic need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emoranda of understanding (MOU), adoption agreements, and joint
development agreements.
The IEEE-SA staff, working with the other organizations involved, is responsible for negotiating any
business and legal agreements with other organizations. The IEEE-SA staff negotiates agreements
consistent with the strategic and financial direction set by the IEEE-SA BOG.
No Standards Committee, working group, or volunteer can develop an agreement for the IEEE-SA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an IEEE-SA staff member. Signing authority on behalf of the IEEE-SA for any
agreement shall rest with the Managing Director, IEEE-SA.

7.1 External Representatives
The policies and procedures stated in this manual apply to External Representatives of IEEE for which the
IEEE-SA has oversight responsibility.
7.1.1 Definition
An External Representative (ER) is a volunteer who has been appointed by the IEEE-SA Board of
Governors (BOG) to represent IEEE on standards matters to an organization, committee, or entity external
to IEEE, and where a voting position on behalf of IEEE is explicitly required.
A volunteer who serves as a liaison between an IEEE-SA committee and an external committee acting only
as an information conduit or expressing opinion as part of consensus building is exempt from policies and
procedures described in this clause.
An Owning Board/Committee (OBC) is an IEEE-SA board, an IEEE-SA committee, or Standards
Committe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positions taken by an ER on technical matters represent the
consensus view of the OBC and all materially interested IEEE Technical Committees that provide timely
input by any deadline established by the OBC. Positions taken by an ER on policy matters are established
by the IEEE-SA BOG.
7.1.2 Requirements and oversight
A request to establish a new ER position shall be reviewed by both the IEEE-SA BOG and the IEEE-SA
Standards Board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ER relationship and to determine the OBC.
The ER shall be an IEEE member of any grade except Student grade and shall be a member of the IEEESA. The ER shall be a member or designee of the OBC.
If an OBC ceases to function as an OBC, the ER shall be responsible to the next higher board/committee
until a replacement OBC is identified. The ER shall supply the next higher board/committee with the
required documentation to enable it to take on thi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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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른 조직과의 관계
IEEE 정관 I-303.6에 따라 IEEE-SA는 IEEE 표준 활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IEEE를 대표하도록 인가된 유
일한 기구이다. 다른 표준 조직에 대한 IEEE-SA의 참여와 회원 활동은 IEEE-SA의 표준 개발 활동의 독립성과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IEEE-SA 양해각서(MOU), 채택 계약 및 공동 개발 계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략적 요구에 따라 다
른 조직과 협력 계약을 체결한다.
관련된 다른 조직과 함께 일하는 IEEE-SA 직원은 다른 조직과의 모든 업무 및 법적 협약을 조정할 책임을 진다.
IEEE-SA 직원은 IEEE-SA 임원회가 정한 전략 및 재무 방향과 부합하는 협약을 협상한다.
IEEE-SA 직원 회원의 참여가 없다면 어떠한 IEEE 표준위원회, 작업그룹 또는 지원자도 IEEE-SA를 위한 협약을
만들 수 없다. 모든 협약에 대해 IEEE-SA를 대신하는 서명 권한은 IEEE-SA 상무이사(Managing Director)에
게 있어야만 한다.

7.1 외부대표자(External Representatives)
이 매뉴얼에 명시된 정책과 절차는 IEEE-SA가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IEEE의 외부대표자에게 적용된다.

7.1.1 정의
외부대표자(ER)는 IEEE-SA 임원회(BOG)에서 IEEE를 대신하는 투표 지위가 명시적으로 필요한 IEEE 외부의
조직, 위원회 또는 엔티티(entity)의 표준 문제에 대해 IEEE를 대표하도록 임명한 자원자이다.
IEEE-SA 위원회와 외부 위원회 사이에서 오직 정보 전달자 역할 또는 합의 구축의 일환으로 의견을 표현을 하는
연락 담당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자는 이 조항에 설명된 정책과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소유 회/위원회(Owning Board/Committee, OBC)는 기술 문제에 대한 외부대표자(ER)의 입장이 해당 소유 회/
위원회(OBC)와 해당 소유 회/위원회(OBC)에서 정한 기한까지 적시에 입력을 제공하는 모든 실질적인 관심 있는
IEEE 기술 위원회들의 합의된 견해를 대표하도록 보증할 책임이 있는 IEEE-SA 임원회(Board), IEEE-SA 위원
회 또는 표준 위원회이다. 외부대표자(ER)가 정책 문제에 대해 취하는 입장은 IEEE-SA 임원회에 의해 설정된다.

7.1.2 요구사항 및 감독
새로운 외부대표자(ER) 직위 설정 요청은 IEEE-SA 임원회 및 IEEE-SA 표준심의회에서 ER 관계의 적합성을 결
정하고 소유 회/위원회(OBC)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되어야만 한다.
외부대표자(ER)는 학생 등급을 제외한 모든 등급의 IEEE 회원이어야만 하며 IEEE-SA 회원이어야만 한다. 외부
대표자(ER)는 소유 회/위원회(OBC)의 회원 또는 피지명인이어야만 한다.
소유 회/위원회(OBC)가 소유 회/위원회(OBC)의 기능을 중단하는 경우, 외부대표자(ER)는 대체 소유 회/위원회
(OBC)가 확인될 때까지 차상위 회/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외부대표자(ER)은 차상위 회/위원회가 이
기능을 맡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를 차상위 회/위원회에 제공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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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ir of an OBC shall not serve as an ER unless an exception is granted by the next higher
board/committee upon the request of the OBC. The next higher board/committee may accept or deny the
request and, at its discretion, may become the Owning Board/Committee for the purposes of this
representation. The next higher board/committee may also grant the exception with such conditions as it
believes are necessary to assure that the ER can adequately represent IEEE while serving as chair of the
OBC. If the next higher board/committee becomes the OBC for the purposes of this representation, then
the ER shall provide the reports described in 7.1.4 to this next higher board/committee.
The ER shall act in the best interest of the IEEE-SA at all times. The ER should refer to documented IEEE
objectives or consensus positions wherever possible and should encourage development and
documentation of relevant objectives or positions where they do not exist.
The ER should not represent another group in the same external organization, committee, or entity to
which that person is serving as an IEEE ER. However, recognizing that an ER might need to represent
another group (such as his/her employer that underwrites travel costs), the ER may be permitted to
represent that group as well as IEEE in the same external organization, committee, or entity. In such
situations, the individual serving as an ER shall recuse himself/herself from voting on issues that would
result in a conflict between his/her duty to IEEE and his/her duty to the other group. The ER shall report
such situations to the OBC at the earliest practical time. Once the OBC is made aware of the situation by
the ER, the OBC shall decide the best course of action to provide the IEEE position on the issue to the
external organization.
7.1.3 Attributes
When appointing an ER, the OBC shall review the following:

—

Scientific and technical expertise (e.g., membership in relevant technical societies) relevant to the
scope of operations and activities of the external organization, committee, or entity.

—

Familiarity with the operations and goals of the specific external organization, committee, or
entity.

—

The ability to articulate IEEE goals, objectives, and activities clearly in the context of the external
organization, committee, or entity.

Before an individual can serve as an ER, the OBC shall determine that the individual does not have a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activities of the specific external organization, committee, or entity to
which the ER would represent IEEE. To enable the OBC to make this determination, the individual shall
a)

File, with the OBC and the Administrator of the IEEE-SA Board of Governors, a letter stating
their affiliation(s). This disclosure of affiliation shall meet the requirements of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sections 5.1.2.3 and 5.1.2.4 and shall be signed by the individual.

b)

File, with the OBC and the Administrator of the IEEE-SA Board of Governors, a letter of
endorsement from each affiliation disclosed. The letter(s) shall document several key factors
relative to the position as the ER and is to be signed by both the individual and by someone who
has management responsibility for the individual for that affiliation. The letter(s) shall contain at
least the following:
1)

Statement of qualification based on expertise in respect to the attributes described above

2)

Statement of support for providing necessary resources (e.g., time, travel expenses to
meeting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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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회/위원회(OBC) 의장은 소유 회/위원회(OBC)의 요청에 따라 차상위 회/위원회에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한 외부대표자(ER)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차상위 회/위원회는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재량에 따
라 이 대표의 목적을 위해 소유 회/위원회가 될 수 있다. 차상위 회/위원회는 또한 외부대표자(ER)는 소유 회/위
원회(OBC) 의장 역할을 하는 동안 이 외부대표자(ER)가 IEEE를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조건으로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차상위 회/위원회가 이 대표의 목적을 위해 소유 회/위원회
(OBC)가 되면, 이 ER은 7.1.4에 설명된 보고서를 이 차상위 회/위원회에 제공해야만 한다.

외부대표자(ER)는 당사자가 IEEE 외부대표자(ER)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일한 외부 조직, 위원회 또는 엔티티
(entity)에서 다른 그룹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외부대표자(ER)가 다른 그룹(예: 출장비를 부담하는 고용
주)을 대표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여, 외부대표자(ER)는 동일한 외부 조직, 위원회 또는 엔티티(entity)에서
해당 그룹과 IEEE를 대표하도록 허락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R 역할을 하는 개인은 IEEE에 대한 자신의
의무와 다른 그룹에 대한 자신의 의무 사이에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투표를 기피해야만 한다. 외부
대표자(ER)는 그러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소유 회/위원회(OBC)에 보고해야만 한다. 소유 회/위원회(OBC)가
외부대표자(ER)에 의해 그 상황을 인식하면, 소유 회/위원회(OBC)는 이 문제에 대한 IEEE 입장을 해당 외부 조
직에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행동 방침을 결정해야만 한다.

7.1.3 속성
외부대표자(ER)를 임명할 때 소유 회/위원회(OBC)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만 한다:
―

외부 조직, 위원회 또는 엔티티(entity)의 운영 및 활동 범위와 관련된 과학 및 기술 전문 지식(예: 관련
기술 소사이어티의 회원).

―

특정 외부 조직, 위원회 또는 엔티티(entity)의 운영 및 목표에 대한 지식.

―

외부 조직, 위원회 또는 엔티티(entity)의 맥락에서 IEEE 목표, 목적 및 활동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
는 능력.

개인이 외부대표자(ER)의 역할을 하기 전에, 소유 회/위원회(OBC)는 외부대표자(ER)가 IEEE를 대표하게 될 특
정 외부 조직, 위원회 또는 엔티티(entity)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 개인이 이해 상충이 없음을 결정해야만 한다. 소
유 회/위원회(OBC)가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개인은
a)

소유 회/위원회(OBC) 파일과 함께 IEEE-SA 임원회 관리자에게 소속(들)을 설명하는 서신을 제출해야만
한다. 이 소속 공개는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 섹션 5.1.2.3 및 5.1.2.4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만 하며 개인이 서명해야만 한다.

b)

공개한 각 소속의 보증서(letter of endorsement)를 소유 회/위원회(OBC) 및 IEEE-SA 임원회 관리자에
게 제출해야만 한다. 이 서신(들)은 외부대표자(ER)로서의 직위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요소를 문서화해야
만 하며, 해당 소속에서 이 개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과 이 개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서신(들)
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에서 설명한 속성들에 대한 전문 지식에 기반한 자격 진술

2)

필요한 자원(예: 회의를 위한 시간, 출장비)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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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대표자(ER)은 항상 IEEE-SA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만 한다. 외부대표자(ER)는 문서화된 IEEE 목
표 또는 합의 입장을 될 수 있는 대로 참조해야 하며, 존재하지 않는 관련 목표 또는 입장의 개발 및 문서화를 장
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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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by the individual and by their affiliation of the expectation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stated in subclause 7.1.2.
Complete the IEEE Conflict of Interest Disclosure Statement.

7.1.4 Reports
The ER shall provide regular written reports to the OBC in a format and frequency that has been prescribed
by the OBC.
7.1.5 Duties of the Owning Board/Committee
7.1.5.1 Appointment
Upon recommendation of the OBC, an ER candidate shall be considered for appointment as an ER by the
IEEE-SA BOG. The OBC shall indicate a desired term of appointment for each recommended ER
candidate.
An ER may be reappointed upon recommendation of the OBC and confirmation by the IEEE-SA BOG.
An ER shall update documentation whenever necessary due to a change in circumstances that would make
the documentation on file with the OBC and/or the IEEE-SA BOG substantively inaccurate, including
changes in affiliation or employment.
7.1.5.2 Annual review
The OBC shall establish the report format and frequency for ERs under its responsibility (see 7.1.4).
The OBC shall provide an annual report to the IEEE-SA BOG on the status of ERs under its responsibility.
7.1.5.3 Liaison relationships with other committees within IEEE
The OBC should attempt to identify IEEE technical communities (e.g., IEEE Societies, Standards
Committees, IEEE-SA 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s, etc.) that are likely to have an interest in
positions represented by ERs under the OBC's responsibility. The OBC shall develop liaison relationships
with those IEEE technical communities that have indicated interest in the activities of the OBC and shall
keep them informed of positions represented by the ERs under the OBC’s responsibility.
7.1.5.4 Provision of information to materially interested individuals
The OBC shall provide information about positions represented by ERs under its responsibility to
materially interested individuals within IEEE upon request.
7.1.6 Public listing of ERs
The IEEE-SA BOG shall maintain a list of all ERs on the IEEE-SA web site. The web site will include a
link to an email alias that will allow any comments about ER activity to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 of
the IEEE-SA Board of Governors, who will then direct their handling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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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하위조항 7.1.2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개인과 소속의 인정

IEEE 이해 상충 공개 성명(Conflict of Interest Disclosure Statement)을 작성해야 한다.

7.1.4 보고서

7.1.5 소유 회/위원회의 의무
7.1.5.1 임명
소유 회/위원회(OBC)의 추천에 따라, 외부대표자(ER) 후보는 IEEE-SA 임원회가 외부대표자(ER)로 임명할 것
을 고려해야만 한다. 소유 회/위원회(OBC)는 각 추천한 외부대표자(ER) 후보에 대해 원하는 임명 기간을 표시해
야만 한다.
외부대표자(ER)는 소유 회/위원회(OBC)의 추천과 IEEE-SA 임원회의 확정에 따라 재임명될 수 있다.
외부대표자(ER)는 소속이나 고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소유 회/위원회(OBC) 및/또는 IEEE-SA 임원회에 파일로
보관된 문서를 상당히 부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 변경으로 인해 필요할 때마다 문서를 업데이트해야만 한다.
7.1.5.2 연례 검토
소유 회/위원회(OBC)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외부대표자(ER)에 대한 보고서 형식과 빈도를 설정해야만 한다
(7.1.4 참조).
소유 회/위원회(OBC)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외부대표자(ER)의 상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IEEE-SA 임원회
에 제공해야만 한다.
7.1.5.3 IEEE 내의 다른 위원회와의 연락 관계
소유 회/위원회(OBC)는 소유 회/위원회(OBC)의 책임하에 외부대표자(ER)가 대표하는 직위에 관심을 가질 가
능성이 있는 IEEE 기술 커뮤니티(예: IEEE 소사이어티, 표준 위원회, IEEE-SA 표준조정위원회 등)를 식별하려
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소유 회/위원회(OBC)는 소유 회/위원회(OBC)의 활동에 관심을 표명한 IEEE 기술 커뮤니
티와 연락 관계를 발전시켜야만 하며, 소유 회/위원회(OBC)의 책임하에 있는 외부대표자(ER)가 대표하는 직위
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야만 한다.
7.1.5.4 실질적인 관심을 가진 개인에게 정보 제공
소유 회/위원회(OBC)는 요청 시 IEEE 내에서 실질적인 관심을 가진 개인에게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외부대표자
(ER)가 대표하는 직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7.1.6 외부대표자(ER)의 공개 목록
IEEE-SA 임원회는 IEEE-SA 웹사이트 상에서 모든 외부대표자(ER)의 목록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 웹사이트에
는 외부대표자(ER) 활동에 대한 모든 의견을 IEEE-SA 임원회 간사에게 제출할 수 있는 이메일 별칭(alias)의 링
크를 포함할 것이고, IEEE-SA 임원회 간사는 적절한 채널을 통해 제출된 의견들의 처리를 지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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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대표자(ER)는 소유 회/위원회(OBC)가 지시한 형식과 빈도로 소유 회/위원회(OBC)에 정기적인 서면 보고
서를 제공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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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8. Maintenance
8.1 Maintenance and modification of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This manual will be maintained by the IEEE Standards Department Staff and reviewed by legal counsel.
Proposed modifications to this manual shall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 of the IEEE-SA BOG.
Any amendments to this manual shall be approved by a majority vote of the IEEE-SA BOG, with advance
notice prior to said vote.
Additionally, the Board of Directors has identified that changes related to specific responsibilities directed
to the Major Organizational Units (OUs) shall be reviewed and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using
the process in accordance with IEEE Bylaw I-300.4(5). The following chart indicates the clauses of this
manual for which IEEE-SA is responsible that shall follow that process and for which review and consent
shall be obtained by additional Major Boards or Committees, as indicated, prior to submission to the IEEE
Board of Directors.
IEEE-SA Operations Manual
clause/activity
6.1 Membership qualifications

Involved OU(s) review/consent
Membership categories
(individuals, not-for-profit and
for-profit enterprises)

Deliberation: SA
Review/Consent: SA
Approval: SA

8.2 Interpretations of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Requests for interpretations of this document shall be directed to the Secretary of the IEEE-SA BOG. The
Secretary of the IEEE-SA BOG shall respond to the request within 30 days of receipt. Such response shall
indicate either an interpretation or a specified time limit when such an interpretation will be forthcoming.
The time limit shall be no longer than is reasonable to allow consideration of and recommendations on the
issue.

8.3 Conflict with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If review of any proposed changes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reveals a conflict with its
governing documents (see IEEE Bylaw I-300.1), the IEEE-SA President shall appoint a task force to
resolve the issue. The task force shall consist of five members. Two of the members shall be selected from
the IEEE-SA BOG or its standing committees. One of the members shall be selected from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chair of the Procedures Committee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IEEE-SA
legal counsel shall be members of this task force. This task force shall use all means at its disposal
(teleconferences, meetings, videoconferences, mail, electronic mail, and fax) to resolve the conflict in a
timely fashion and report its findings to the IEEE-SA B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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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지관리
8.1 IEEE-SA 운영 매뉴얼의 유지관리 및 수정
이 매뉴얼은 IEEE 표준부(Standards Department) 직원에 의해 유지관리되고, 법률 고문에 의해 검토된다. 이
매뉴얼에 대한 수정 사항 제안은 IEEE-SA 임원회 간사에게 제출되어야만 한다.

어야만 한다.
또한 주요 조직 단위(OU: Organizational Unit)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구체적 책임과 관련된 변경 사항은
IEEE 정관 I-300.4(5)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이사회
(Board of Directors)는 확인한 바 있다. 아래의 도표에는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하는 IEEE-SA가 책임을 져야 하
는 이 매뉴얼의 조항과 IEEE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게 제출하기 전에 표시된 대로 추가적인 주요 임원
회(Boards) 또는 위원회(Committees)에 의해 검토 및 동의가 얻어져야 하는 조항이 나와 있다.
IEEE-SA 운영 매뉴얼의
조항/활동
6.1 회원 자격요건

관련된 조직 단위(OU) 검토/동의

회원 범주
(개인, 비영리 및 영리 기업)

심의: SA
검토/동의: SA
승인: SA

8.2 IEEE-SA 운영 매뉴얼의 해석
이 문서의 해석에 대한 요청은 IEEE-SA 임원회 간사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 IEEE-SA 임원회 간사는 요청을 받
고 30일 내에 요청에 응답해야만 한다. 이러한 응답은 해석 내용 또는 해석해 줄 지정된 마감 시한을 밝혀야 한
다. 이 마감 시한은 해당 문제에 대한 고려와 권고를 허용할 정도로 적절한 수준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

8.3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과의 상충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에 대한 변경 사항 제안의 검토에서 관리 문서와의 상충이 드러나는 경우에는(IEEE 정
관 I-300.1 참조), IEEE-SA 협회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작업반(Task Force)을 임명해야만 한다. 작업반(Task
Force)은 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회원 중의 2명은 IEEE-SA 임원회나 산하 상설위원회에서 선택되
어야만 한다. 회원 중의 1명은 IEEE-SA 표준심의회에서 선택되어야만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의 절차 위원
회 의장과 IEEE-SA 법률 고문이 이 작업반(Task Force)의 회원이어야만 한다. 이 작업반(Task Force)은 가능
한 모든 수단(원격회의, 회의, 화상회의,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을 사용하여 시기에 적절하게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사항을 IEEE-SA 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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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매체를 사용하여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및 배포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복제 및 배포를 할 경
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소유권을 적절하게 밝혀야 한다.
이 문서는 주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한다. 최신판은 IEEE 표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IEEE 표준 웹사이트에 올려진 문서를 최종판(definitive version)으로 간주한다. 추가 정보를 얻
으려면 IEEE 표준부에 연락한다(the IEEE Standards Department, 445 Hoes Lane, Piscataway, NJ
08855-4141,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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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1. IEEE-SA Standards Board
The IEEE-SA Standards Board is established by the IEEE-SA Board of Governors according to clause 5.1
of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The details of its responsibilities beyond that
specified in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are stipulated by these bylaws, as
supplement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The IEEE-SA Standards Board is responsible on an Institute-wide basis for
a)

Encouraging and coordinating the development of IEEE standards

b)

Reviewing all proposed IEEE standards to determine whether the proposed standards conform to
the requirements establish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whether consensus has been
achieved for approval of the proposed standards

c)

Overseeing the initiation, review, and termination of Industry Connections activities

Matters of standards policy, financial oversight, new directions in standardization, and other standardsrelated activities in fields of interest to the Institute as stated in the IEEE Constitution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IEEE-SA Board of Governors (B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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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는 협회 전체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IEEE 표준개발을 독려하고 조정한다.

b)

제안된 표준이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가 수립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와 제안
된 표준 승인을 위한 합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안된 모든 IEEE 표준을 검토한다.

c)

산업연결활동(Industry Connections Activity)의 시작, 관리, 종료를 감독한다.

표준 정책, 재무 감독, 표준화에서의 새로운 지침, 그리고 IEEE 헌장(IEEE Constitution)에 기술된 IEEE에 대한
이해의 분야에 있는 그 밖의 표준 관련 활동에 관한 문제들은 IEEE-SA 임원회(BOG: Board of Governors)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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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는 IEEE 표준협회(IEEE SA) 운영 매뉴얼의 5.1 조항에 따라 IEEESA 임원회(IEEE-SA BOG: IEEE-SA Board of Governor)에서 설립한다. IEEE 표준협회(IEEE SA) 운영 매뉴
얼 규정을 넘어서는 책임의 세부사항은 이 정관에서 규정하며,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운영
매뉴얼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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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EEE standards
2.1 Role of IEEE Standards
IEEE-SA develops and publishes standards that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definitions and terminology;
methods of measurement and test; systems; products; technology; ratings structures; temperature limits and
application guides; recommended practices; and safety. Rating and dimensional information included in an
IEEE standard result from technical considerations. Rating information developed by other competent
organizations may be included provided it is consistent with good engineering practice.
The approval and publication of an IEEE standard implies that the document represents a consensus of the
parties who have participated in its development and review. Since every attempt is made to involve all
interests in the activity, it can be presumed that the document represents a consensus of interests concerned
with the scope of the standard. Consensus is established when, in the judgment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ubstantial agreement has been reached by directly and materially affected interest categories.
Substantial agreement means much more than a simple majority, but not necessarily unanimity. Consensus
requires that all views and objections be considered, and that a concerted effort be made toward their
resolution.

2.2 Purpose of IEEE standardization
IEEE standards provide a common ground for communication in some specific area of electrotechnology.
They also provide criteria for measuring the acceptable performance of equipment or materials pertinent to
the field of electrotechnology.
The purpose of the review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is to ensure that IEEE standards represent a
consensus of interests from those that are materially affected by these standards and that proper procedures
have been followed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se standards.
An active IEEE standard gives an authoritative reference that is kept up to date through revision at least
every ten years by the Standards Committee responsible for its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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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EEE 표준
2.1 IEEE 표준의 역할
IEEE 표준협회(IEEE-SA)는 정의 및 용어, 측정 및 시험 방법, 시스템, 제품, 기술, 등급 구조, 온도 한계 및 응용
안내서, 권장 관행 그리고 안전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표준을 개발 및 간행한다. IEEE 표준에 포함
된 등급 및 치수 정보는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모범적인 공학 관행에 일치한다면 다른 관할 조직
에서 개발한 등급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다.
IEEE 표준의 승인 및 제정은 해당 문서가 표준의 개발 및 검토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
범위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나타낸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합의는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가 판단하기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동의에 도달했을 때 이루
어진다. 실질적인 동의란 반드시 만장일치인 것은 아니지만 단순 과반수보다는 훨씬 큰 것을 의미한다. 합의에는
모든 견해와 반대 의견에 대한 고려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2.2 IEEE 표준화의 목적
IEEE 표준은 일부 특정 전기공학 분야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공통 기반을 제공한다. IEEE 표준은 전기 공학 분야
와 관련이 있는 장비나 재료의 적절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도 제공한다.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검토 목적은 IEEE 표준이 이러한 표준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이
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나타내고 이러한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활성 IEEE 표준에서는 준비에 대한 책임이 있는 표준위원회(Standards Committee)가 최소 10년마다 개정을
통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권위있는 참조를 제공한다.

3.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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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해당 활동에 관여시키기 위한 모든 시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문서는 표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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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overnance
The policies, procedures, rules, and regulations by which the IEEE and IEEE-SA Standards Board
activities are governed are embodied in six documents. The IEE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legally
establishes the IEEE. The IEEE Constitution, which can be approved and amended only by the voting
members of the IEEE, contains IEEE’s fundamental objectives and organization. Implement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specific organizational units and their policies, is contained in the IEEE
Bylaws, which are approved and amended by the IEEE Board of Directors. The IEEE Policies contain
more detailed statements of specific policies, objectives, and procedures that may be approved only by the
IEEE Board of Directors.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provides specific
objectives and policies that relate to standards activities in the IEEE.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is created and amended by the IEEE-SA BOG. The sixth document,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is published herewith. Its purpose is to provide specific policies that relate to the
management and creation of approved IEEE standards.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are created
and amend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with final approval by the IEEE-SA BOG.
The precedence of these documents should be remembered by all those engaged in IEEE management
duties. The IEEE Bylaws shall not be in conflict with the New York Not-For-Profit Corporation Law, the
IEE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r the IEEE Constitution. The IEEE Policies must conform to the
provisions of all of these documents. Accordingly,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shall conform to and not conflict with the provisions of the IEEE governing documents cited above.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shall conform to the policies of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Questions of procedure or interpretation shall be addressed to the Managing Director,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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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구조

IEEE 관리 의무와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서들의 우선순위를 기억하는 것이 좋다. IEEE 정관은 뉴욕 비
영리기업법(New York Not-For-Profit Corporation Law), IEEE 법인설립인가증 또는 IEEE 헌장과 상충되어
서는 안 된다. IEEE 정책은 이 모든 문서의 조항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IEEE 표준협회(IEEE SA) 운영 매뉴얼
은 위에서 언급한 IEEE를 지배하는 문서의 조항에 적합해야 하며 이러한 조항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정관은 IEEE 표준협회(IEEE SA) 운영 매뉴얼의 정책에 적합해야만 한다. 절
차나 해석에 관한 질문은 표준의 상무이사(Managing Director, Standards)에게 보내야 한다.

3.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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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와 IEEE-SA 표준심의회(IEEE-SA Standards Board) 활동을 운영하는 정책, 절차, 규칙 및 규제는 6개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IEEE 법인설립인가증(IEE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은 법적으로 IEEE를 설립한
다. IEEE의 투표 회원들만이 승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IEEE 헌장(IEEE Constitution)에는 IEEE의 기본적인 목
표 및 조직이 포함된다. 특정 조직 단위와 이러한 조직 단위의 정책에서 헌장의 조항을 이행하는 것은 IEEE 이사
회(IEEE Board of Directors)에서 승인하고 수정하는 IEEE 정관(IEEE Bylaws)에 포함된다. IEEE 정책(IEEE
Policies)에는 IEEE 이사회만이 승인할 수 있는 특정 정책, 목표 및 절차에 대한 더욱 상세한 진술이 포함된다.
IEEE 표준협회 운영 매뉴얼(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에는 IEEE에서의 표준 활동과
관련이 있는 특정 목표 및 정책이 나와 있다. IEEE 표준협회(IEEE-SA) 운영 매뉴얼은 IEEE-SA 임원회(IEEE-SA
BOG)가 작성 및 수정한다. 6번째 문서인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정관(IEEE-SA
Standards Board Bylaws)은 여기서 함께 간행된다. 이 문서의 목적은 승인된 IEEE 표준의 관리 및 작성과 관
련이 있는 특정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정관은 IEEE-SA 표준심
의회(SB, Standards Board)에서 작성 및 수정하며, 최종 승인은 IEEE-SA 임원회(IEEE-SA BOG)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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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EEE-SA Standards Board organization
4.1 Membership
As stated in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consist of no fewer than 18 nor more than 26 voting members, who shall be of Member or higher grade of
the IEEE and members of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including a chair, vice chair, and the most
recent past chair available to serve. Voting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be appointed
by the IEEE-SA BOG. In addition, a representative appointed by the IEEE Technical Activities Board
(TAB) shall be a voting member. In addition, the IEEE-SA Standards Board may include nonvoting
participants as described below:
—

Liaison representatives to provide 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other IEEE entities, as well as other organizations involved in standards
activities.

—

Members emeriti appointed for life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ratified by the IEEE-SA
BOG based on long years of prior distinguished service on the IEEE Standards Board and its
committees. Only those members emeriti currently named to this position as of 31 December 1997
shall serve on the IEEE-SA Standards Board.

4.1.1 Officers
a)

Chair: The Chai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be appointed for a term of one year by
the IEEE-SA BOG.

b)

Vice Chair: The Vice Chai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be appoint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from among the voting members for a term of one year.

c)

Past Chair: The most recent Past Chai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available to serve shall
be an office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d)

Secretary: The Managing Director of Standards, a member of the IEEE staff as designated by the
IEEE Executive Director, is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Secretary shall
serve ex officio without vote.

4.1.2 Liaison representatives
The following persons serve as nonvoting (unless already voting members) liaison representatives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its standing committees to assist in coordinating standardization work with
their respective organizations:
a)

The chair of each IEEE 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 (SCC) appoint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b)

Representatives of IEEE Societies and Councils (and their Technical Committees), appointed by
the Presidents or Chairs of these bodies. Standards Committees may also designate liaison
representatives where committee standards activity indicates the need for representation.

c)

Liaison representatives designated by other major IEEE Boards.

d)

Such other liaison representatives as the IEEE-SA Standards Board may authoriz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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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조직
4.1 회원
IEEE 표준협회(IEEE SA) 운영 매뉴얼에 기술되어 있듯이,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는 18명
이상 26명 이하의 투표 회원으로 구성되어야만 하며, 이들은 의장, 부의장, 그리고 활동이 가능한 가장 최근의 전
의장을 포함하여 IEEE의 회원 이상의 등급이면서 IEEE 표준협회(IEEE SA)의 회원이어야 한다. IEEE-SA 표준
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투표 회원들은 IEEE-SA BOG에서 임명해야 한다. 또한 IEEE 기술활동위원회
(TAB: Technical Activities Board)에서 임명한 대표도 투표 회원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IEEE-SA 표준심의
회(SB, Standards Board)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비투표 참여자가 포함될 수 있다.: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와 그 밖의 IEEE 단체(entities)들, 그리고 표준 활동에 관
련이 있는 그 밖의 조직 사이에서 조정과 의사소통을 제공할 연락 대표

―

IEEE 표준심의회와 관련 위원회들에 대하여 예전에 수행한 다년간의 훌륭한 봉사를 기준으로 IEEE-SA 표
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에서 평생동안 임명하고 IEEE-SA BOG에서 인가하는 명예회원. 1997년
12월 31일 현재 이 지위에 현재 임명된 명예회원만이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에서 활
동해야만 한다.

4.1.1 담당관(Officers)
a)

의장(Chair):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의장은 1년의 임기로 IEEE-SA BOG에서 임명
해야 한다.

b)

부의장(Vice-Chair):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부의장은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가 1년의 임기로 투표 회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c)

전 의장(Past Chair): 활동할 수 있는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가장 최근의 전 의장
은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담당관이어야 한다.

d)

사무국장(Secretary) : IEEE 전무이사(Executive Director)가 지정한 IEEE 직원인 표준담당 상무이사
(Managing Director of Standards)가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사무국장이다. 사
무국장은 투표를 거치지 않고 직무 상의 자격으로 활동해야 한다.

4.1.2 연락 대표
다음 사람은 각 조직과 표준화 작업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와 그 상설 위원회들에 대한 비투표 연락 대표(이미 투표 회원이 아닌 경우)로서 활동한다.
a)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에서 임명한 각 IEEE 표준조정위원회(SCC: 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의 의장.

b)

해당 단체의 장(Presidents) 또는 의장(Chairs)이 임명한 IEEE 소사이어티(Societies) 및 카운슬(Councils)
(그리고 이들의 기술위원회)의 대표. 위원회 표준 활동에서 대표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표준
위원회도 연락 대표를 지정할 수 있다.

c)

다른 주요 IEEE 위원회에서 지정한 연락 대표.

d)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가 인가할 수 있는 다른 연락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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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ponsibilities of the liaison representatives are given in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4.1.3 SCC Coordinator
The SCC Coordinator shall ensure oversight of the SCCs and shall facilitate the work of the SCCs. The
SCC Coordinator shall be appointed by the Chair of the Standards Board for a term of one year.
4.1.4 Tenure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may serve up to three consecutive one-year terms, except that
chairs of standing committees or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may be appointed to additional
terms to provide experience and continuity.

4.2 Standing committee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All members of the standing committee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be members of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and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IEEE Standards policies and procedures, IEEE
Polic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ection 9.8 on Conflict of Interest, and the IEEE Code of Ethics.
4.2.1 Procedures Committee (ProCom)
4.2.1.1 Scope
This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for recommending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improvements
and changes in its bylaws, procedures, and manuals to promote efficient discharge of responsibilities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its committees.
4.2.1.2 Organization
This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at least six members. The chair and other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shall be appointed by the Chai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for a term of one year.
4.2.2 New Standards Committee (NesCom)
4.2.2.1 Scope
This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proposed standards projects are within the scope and
purpose of the IEEE, that standards projects are assigned to the proper Society or other organizational
body, and that interested parties are appropriately represented in the development of IEEE standards. The
committee shall examine Project Authorization Requests (PARs) and make recommendations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regarding their approval.
4.2.2.2 Organization
This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at least 10 but not more than 15 members, at least four of whom,
including the chair, shall be voting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chair and other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by the Chai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for a term of
one year. In making nominations, the nominations committee shall give consideration to attaining
membership from various IEEE Technical Di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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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대표의 책임은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운영 매뉴얼에 나와 있다.

4.1.3 SCC 조정자
SCC 조정자는 SCC의 감독을 보장 하고 SCC의 업무를 촉진해야만 한다. SCC 조정자는 표준심의회의 의장이 1
년의 임기로 임명해야 한다.

4.1.4 재직권
상설위원회의 의장이나 관리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 회원은 경험과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더
많은 임기로 임명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회원들은 최대 3
번 연속으로 1년의 임기로 활동할 수 있다.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상설위원회의 모든 회원은 IEEE 표준협회(IEEE SA)의 회원이어
야만 하고,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에 관한 섹션 9.8과 IEEE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포함하되 이
에 국한되지 않는 IEEE 정책과 IEEE 표준 정책 및 절차에 따라 행동해야만 한다.

4.2.1 절차위원회(ProCom: Procedures Committee)
4.2.1.1 범위
이 위원회는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와 그 위원회들이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촉
진하기 위하여 정관, 절차 및 매뉴얼의 변경 및 개선을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에게 권고할
책임을 져야만 한다.
4.2.1.2 조직
이 위원회는 최소한 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이 위원회의 의장과 그 밖의 회원은 IEEE-SA 표준심의
회(SB, Standards Board)의 회원이어야만 하며 1년의 임기로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의장에 의해 임명되어야만 한다.

4.2.2 신규표준위원회(NesCom: New Standards Committee)
4.2.2.1 범위
이 위원회는 제안된 표준 프로젝트가 IEEE의 범위 및 목적에 맞고, 표준 프로젝트가 적절한 소사이어티(Society)
또는 다른 조직 단체에 할당되고, IEEE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적절하게 대표되도록 할 책
임을 져야만 한다. 이 위원회는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 Project Authorization Request)를 조사하고 그 승
인과 관련하여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에게 권고를 해야만 한다.
4.2.2.2 조직
이 위원회는 10명에서 1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만 하며, 의장을 포함하여 이들 중 4명 이상이 IEEE-SA 표준
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투표 회원이어야만 한다. 이 위원회의 의장과 그 밖의 회원들은 IEEE-SA 표준
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의장이 1년의 임기로 임명해야만 한다. 지명을 할 때, 지명위원회는 다양한
IEEE 기술 부문(Technical Divisions)에서 회원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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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SA Standards Board members not appointed to NesCom may serve as ex officio members without
voting privileges.
4.2.3 Standards Review Committee (RevCom)
4.2.3.1 Scope
This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for reviewing proposals for the approval of new and revised standards
and for withdrawal from active status (se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9.2) of existing
standards to ensure that the proposals represent a consensus of the members of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The committee shall routinely examine submittals to ensure that all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have been met and make
recommendations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regarding their approval.
4.2.3.2 Organization
This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at least 12 but not more than 15 members, at least three of whom,
including the chair, shall be voting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chair and other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by the Chai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for a term of
one year. In making nominations, the nominations committee shall give consideration to attaining
membership from various IEEE Technical Divisions.
IEEE-SA Standards Board members not appointed to RevCom may serve as ex officio members without
voting privileges.
4.2.4 Audit Committee (AudCom)
4.2.4.1 Scope
This committee shall provide oversight of the procedures used in the standards-development activities of
Standards Committees as defined by 5.2.2.
4.2.4.2 Organization
This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at least five members. Five of the committee members, including the
chair, shall be current or former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chair and other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by the Chai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for a term of one year.
4.2.5 Patent Committee (PatCom)
4.2.5.1 Scope
This committee shall provide oversight for the use of any patents and patent information in IEEE standards.
This committee shall review any patent information submitted to the IEEE Standards Department to
determine conformity with patent procedures and guidelines.
4.2.5.2 Organization
This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at least four but not more than six voting members. A member of the
IEEE Standards staff, as designated by the Managing Director of Standards Activities, shall be an ex
officio, nonvoting member. The chair and additional voting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voting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r the IEEE-SA Board of Governors and shall be appointed by
the Chai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for a term of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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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표준위원회(NesCom)에 임명되지 않은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회원은 투표 권한 없
이 직무상의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4.2.3 표준검토위원회(RevCom: Standards Review Committee)
4.2.3.1 범위
이 위원회는 제안이 표준협회 투표그룹의 회원들의 합의를 대표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규 및 개정된 표준의 승인
과 기존 표준의 활성 상태 철회 제거(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 9.2 참조)의 승인에 대한 제안을 검토할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 위원회는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운영 매뉴얼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구 사항이 만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제출물을 조사해야만 하고 이들의 승인과 관련하여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에게 권고를 해야만 한다.

이 위원회는 12명에서 1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만 하며, 의장을 포함하여 이들 중 3명 이상은 IEEE-SA 표준
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투표 회원이어야만 한다. 이 위원회의 의장과 그 밖의 회원은 IEEE-SA 표준심
의회(SB, Standards Board)의 의장이 1년의 임기로 임명해야만 한다. 지명을 할 때, 지명위원회는 다양한 IEEE
기술 부문(Techinical Divisions)에서 회원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표준검토위원회(RevCom)에 임명되지 않은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회원은 투표 권한 없
이 직무상의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4.2.4 감사위원회(AudCom: Audit Committee)
4.2.4.1 범위
이 위원회는 5.2.2에서 정의된 대로 표준위원회들의 표준 개발 활동에서 사용된 절차를 감독해야만 한다.
4.2.4.2 조직
이 위원회는 최소한 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의장을 포함하여 위원회 회원 중 5명은 IEEE-SA 표준
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현재 또는 이전의 회원이어야만 한다. 이 위원회의 의장과 다른 회원들은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의장이 1년의 임기로 임명해야만 한다.

4.2.5 특허위원회(PatCom: Patent Committee)
4.2.5.1 범위
이 위원회에서는 IEEE 표준에서 모든 특허 및 특허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감독해야만 한다. 이 위원회는 특허 절
차 및 지침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IEEE 표준부(IEEE Standards Department)에 제출된 모든 특허
정보를 검토해야만 한다.
4.2.5.2 조직
이 위원회는 4명에서 6명의 투표 회원으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표준 활동의 상무 이사(Managing Director of
Standards Activities)가 지정한 IEEE 표준 직원의 회원은 직무 상의 비투표 회원이어야만 한다. 이 위원회의 의
장과 그 밖의 투표 회원들은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또는 IEEE-SA 임원회의 투표 회원이
어야만 하며,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의장에 의해 1년의 임기로 임명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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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Administrative Committee (AdCom)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shall act for the IEEE-SA Standards Board between meetings and make
recommendations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for its disposition at regular meetings. AdCom shall
comprise the offic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chairs of each standing committee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the SCC Coordinator. The Chai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be the
chair of AdCom.
4.2.7 Industry Connections Committee (ICCom)
4.2.7.1 Scope
This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proposed Industry Connections activities are within
the scope and purpose of the IEEE, and for reviewing the progress and deliverables of Industry
Connections activities. The committee shall examine 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Initiation Documents
(ICAIDs) and make recommendations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regarding their approval. The
committee shall also make recommendations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regarding the termination of
Industry Connections activities. The committee’s procedures and responsibilities are specified in the IEEESA Industry Connections Committee Operations Manual.
4.2.7.2 Organization
This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at least five members, at least two of whom, including the chair, shall
be voting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chair and other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by the Chai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for a term of one year.

4.3 Other committees and bodies
4.3.1 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s (SCCs)
Proposed standards are normally developed in the technical committees of the IEEE Societies. There are
occasions when the scope of a standards activity is too broad to be encompassed in a single Society, or a
Society may find itself in a position where it is unable to carry out the work needed to meet an identified
need. In such instances,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establish its own committees to perform the
required functions. These committees shall be known as 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s (SCCs) and
shall report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re shall be two types of SCCs. The first (type 1) shall serve as a forum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and among standards-developing activities of the IEEE. (Opportunities for sharing information
about standards projects, trends, and Society directions will serve to minimize duplication among programs
and will enhance the content of standards of interest to more than one Society.)
This type of SCC shall not develop standards. If this type of SCC is to take on a standards-development
role, it shall apply for SCC type 2 status (see subclause 4.3.2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The second type of SCC (type 2) shall act as Standards Committee for standards projects, in addition to
having the coordination responsibilities of a type 1 SCC. It shall meet all the requirements of a Standards
Committee (including clause 5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For information on the formation of SCCs, see 4.3 in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For information on the organization of SCCs, see 4.4 in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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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관리위원회(AdCom: Administrative Committee)
관리위원회는 회의와 회의 사이에서는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를 대신하고 정기 회의에서
는 배치를 위해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에게 권고를 해야만 한다. 관리위원회(AdCom)는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담당관,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각 상설
위원회의 의장들, 그리고 SCC 조정자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의
장이 관리 위원회(AdCom)의 의장이 되어야만 한다.

4.2.7 산업연결위원회(ICCom : Industry Connection Committee)
4.2.7.1 범위

4.2.7.2 조직
이 위원회는 최소 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만 하며, 이 중 의장을 포함해 최소 두 명은 IEEE-SA 표준심의회
(IEEE-SA Standards Board) 투표 회원이어야만 한다. 이 위원회의 의장과 다른 회원들은 IEEE-SA 표준심의회
(IEEE-SA Standards Board)의 의장에 의해 임명되고 1년의 임기를 가져야만 한다.

4.3 그 밖의 위원회와 단체
4.3.1 표준조정위원회(SCC: 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
제안된 표준은 보통 IEEE 소사이어티(Society)의 기술 위원회에서 개발된다. 표준 활동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단
하나의 소사이어티에서 수행할 수 없거나, 소사이어티 스스로 확인된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
하는 것이 불가능한 입장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는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위원회를 설립해야만 한다. 이러한 위원회는 표준조
정위원회(SCC: 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로 알려져야만 하며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에게 보고를 해야만 한다.
두
서
할
을

가지 유형의 표준조정위원회(SCC)가 있어야만 한다. 첫 번째 SCC(유형 1)는 IEEE의 표준 개발 활동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포럼 역할을 해야만 한다(표준 프로젝트, 경향 및 소사이어티 지침에 관한 정보를 공유
기회는 프로그램 사이에 중복을 최소화시킬 것이며 둘 이상의 소사이어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표준의 내용
강화시킬 것이다.).

이 유형의 SCC는 표준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이 유형의 SCC가 표준 개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면, SCC 유형 2의
지위를 신청해야만 한다(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운영 매뉴얼의 하위조항 4.3.2를 참조한다).
두 번째 유형의 SCC(유형 2)는 유형 1 SCC의 조정 책임을 갖는 것에 추가적으로 개별 표준 프로젝트에 대한 표
준위원회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 유형의 SCC는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운영 매뉴얼의 5
항을 포함하여) IEEE 표준위원회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해야만 한다.
SCC의 형성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운영 매뉴얼의 4.3을 참조한다.
SCC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운영 매뉴얼의 4.4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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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는 제안된 산업 연결 활동이 활동 범위 내에서 IEEE의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도록 하고 산업 연결 활
동의 진행상황과 결과물에 대한 검토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 위원회는 산업 연결 활동 설정 문서(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Initiation, ICAID)를 검토하고 IEEE-SA 표준심의회(IEEE-SA Standards Board)에
이 문서의 승인에 관련된 권고를 해야만 한다. 이 위원회는 또한 IEEE-SA 표준심의회(IEEE-SA Standards
Board)에 산업 연결 활동의 종료에 대한 권고를 해야만 한다. 이 위원회의 절차와 책임은 IEEE-SA 산업연결위
원회 운영 매뉴얼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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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EEE-SA Standards Board procedures and responsibilities
5.1 Transaction of business
Regular meeting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be held quarterly, in accordance with a schedule
approved at, or prior to, the last regular meeting of the previous calendar year. Special meetings may be
called with at least five days notice for an electronic meeting or 30 days for an in-person meeting, when
deemed necessary, by the Chair or at the request of five members.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IEE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the IEEE Constitution, the IEEE
Bylaws, or the New York Not-For-Profit Corporation Law, the vote of a majority of the voting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present at the time of the vote, if a quorum is present at such a time, shall be
the act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Approval of proposed IEEE standards, or transfer to inactive status of such standards, shall require
affirmative votes by at least 75% of the voting members present at the time of the vote, if a quorum is
present.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these bylaws, meeting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be
run in accordance with the parliamentary procedures of Robert’s Rules of Order (latest edition).

5.2 Standards-development process
5.2.1 Participation in IEEE standards development
A participant is an individual or entity that engages in Standards Committee/Working Group standards
development activities, e.g., attending meetings, joining one of the Standards Committee/Working Group
email reflectors, or voting in the Working Group, Public Review, or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process.
Participants in the IEEE standards development individual process shall act based on their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Entity representative participants in the IEEE standards development entity process are
appointed by an entity to represent that entity and act on its behalf. Such representatives may participate in
IEEE standards development activities and take action based upon instruction from the entity for which
they have been appointed as an entity representative.
While participating in IEEE standards development activities, all participa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dividuals, entity representatives, entity members, entities participating directly in the entity process, and
entities participating indirectly in the individual process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nation-based and international), the IEEE Code of Ethics, and with IEEE Standards policies and
procedures. Participants in IEEE standards development who are authenticated into any IEEE-SA database
shall acknowledge the Obligations for Participation and Code of Ethics.
Participants on standards committees or working groups with governance authority or the authority to enter
into a financial transaction with another party shall also act in accordance with IEEE Policies Section 9.8
on Conflict of Interest.
All officers of IEEE standards working groups shall indicate acceptance of their roles in an IEEE-SA
database.
Standards Committee Chairs, Vice Chairs, Secretaries, Treasurers, and liaison representatives shall be
members of IEEE-SA and shall also be either IEEE members of any grade, except Student grade, or IEEE
affiliates. All officers of IEEE-SA Standards Board 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s shall be members
of IEEE-SA and shall also be either IEEE members of any grade, except Student grade, or IEEE affil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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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절차 및 책임
5.1 업무 처리(Transaction of Business)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정기 회의는 전년도의 마지막 정기 회의에서 또는 그 이전에 승
인된 일정에 따라 분기마다 열려야만 한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전자 회의의 경우 최소 5일, 대면 회의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의장 또는 5명의 회원의 요청에 의해서 특별 회의가 요청될 수 있다.
IEEE 법인설립인가증, IEEE 헌장, IEEE 정관 또는 뉴욕 비영리기업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투표 당시
에 정족수가 있었을 경우 투표를 할 때 참석한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투표 회원의 과반
수의 투표에 의한 결정 사항이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조례가 되어야만 한다.

투표 회원의 최소한 75%에 의한 찬성표가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정관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는 제외하고,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회의는 Robert's Rules of Order(최신판)의 의사 진행 절차에 따라 운
영되어야만 한다.

5.2 표준 개발 과정
5.2.1 IEEE 표준 개발에의 참여
참가자는 표준위원회(Standards Committee)/작업그룹(Working Group)의 표준 개발 활동 즉, 회의 참석, 표
준 위원회/작업그룹 중 하나의 전자우편 리플렉터(email reflectors)에 가입, 또는 작업그룹, 공개 검토 혹은 표
준협회 투표과정에의 투표에 참가하는 개인(individual) 혹은 단체(entity)이다.
IEEE 표준 개발의 개별(individual) 절차의 참가자는 자신의 자격과 경험을 기반으로 활동해야만 한다. IEEE 표
준 개발 엔티티 절차의 엔티티 대표 참가자는 엔티티에 의해 지정되어 엔티티를 대표하고 이를 대신해 활동한다.
이러한 대표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지정한 엔티티의 지시에 따라 IEEE 표준 개발 활동에 참가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개인, 엔티티 대표자, 엔티티 회원, 엔티티 절차에 직접 참가하는 엔티티, 그리고 개별 절차에 우회적으로 참가하
는 엔티티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참가자는, IEEE 표준 개발 활동에 참가하는 동안에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국가별 및 국제), IEEE 윤리 규정(IEEE Code of Ethics) 그리고 IEEE 표준 정책과 절차에 따라 행
동 하여야만 한다. 모든 IEEE 표준협회(IEEE SA)의 데이터베이스에 인증된 IEEE 표준 개발 참가자는 윤리 규정
(Code of Ethics) 과 참가 의무(Obligations for Participation)를 인정해야만 한다.
관리 지위나 제삼자와 금전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표준위원회나 작업그룹 참가자는 또한 IEEE 정책(IEEE
Policies) 9.8장 의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을 준수하여 행동 하여야만 한다.
모든 IEEE 표준 작업그룹의 담당관은 IEEE 표준협회(IEEE-SA)의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의 직무에 대한 수락을 명
시하여야만 한다.
표준위원회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회계책임자 그리고 연락 대표(liaison representative)는 IEEE 표준협회
(IEEE SA)의 회원이어야만 하며 또한 학생 등급이나 IEEE 제휴가 아닌 어떤 등급의 IEEE 회원이어야만 한다. 모
든 IEEE-SA 표준심의회, 표준조정위원회의 담당관은 IEEE 표준협회(IEEE SA)의 회원이어야만 하며 또한 학생
등급이나 IEEE 제휴가 아닌 어떤 등급의 IEEE 회원이어야만 한다. IEEE 표준협회(IEEE-SA)는 표준 개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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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EEE-SA shall maintain the authoritative database of participants in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Such database shall be maintained by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5.2.1.1 Membership requirements for standards developed under the individual method
Officers of IEEE standards working groups developing standards under the individual method shall be
members of IEEE-SA and shall also be either IEEE members of any grade, except Student grade, or IEEE
affiliates. Designees (those designated to manage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in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individual ballot process shall be members of IEEE-SA and shall also be either IEEE members
of any grade, except Student grade, or IEEE affiliates.
5.2.1.2 Membership requirements for standards developed under the entity method
Officers of IEEE standards working groups developing standards under the entity method shall be
representatives of Advanced Entity Members of the IEEE-SA. Designees (those designated to manage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in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entity ballot process shall be
representatives of Advanced Entity Members.
Every entity observing a project within an IEEE-SA entity standards working group is required to be at
least a Basic Entity Member of IEEE-SA, and only Advanced Entity Members can contribute and hold
voting privileges. Entity nonmembers may observe at one IEEE-SA entity standards working group
meeting per project.
An entity can represent either itself or another entity’s interest in an entity working group. In order to be a
voting member in a particular entity working group, each entity’s representative shall declare that the
interests of that entity are not knowingly represented by another member of the working group and that the
entity is not knowingly funding directly or indirectly the participation of another person in that working
group for the purposes of influencing the outcome of the vote.
Each entity project shall have at least three voting members in good standing to maintain its validity. Each
entity project is required to host its working group email reflector(s) through the IEEE, with designated
IEEE staff serving as administrators. Each Standards Committee responsible for the entity project is
permitted to send a designated Standards Committee Representative (SCR) to meetings of that entity-based
working group in a non-voting role.
The following qualify as entities for standards-development purposes:
Corporation: A for-profit or not-for-profit entity that is not under the control, as defined in 5.2.1.2.1, of
another entity and that is organized under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similar legal structures.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re considered to be Corporations.
Partnership: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of two or more individuals who are co-owners of a business.
Sole proprietorship: An unincorporated business owned by a single individual.
Government agency: An entity that is part of an executive, legislative, or judicial branch of a government
and that has sufficient discretion in the management of its own affairs to distinguish it as separate from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of any other governmental entity.
Academic institution: An educational entity that, in addition to having a controlling body such as a Board
of Regents or a Board of Governors, has sufficient discretion in the management of its own affairs to
distinguish it as separate from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of any other educational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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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최종 권한을 가져야만 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IEEE-SA 표준심의회(IEEE-SA
Standards Board)의 사무국장이 관리해야만 한다.
5.2.1.1 개별 방법에 따라 개발된 표준에 대한 회원 자격 요구사항
개별 방법에 따라 표준을 개발하는 IEEE 표준 작업그룹의 담당관은 IEEE 표준협회(IEEE SA) 회원이어야만 하며
또한 학생 등급이나 IEEE 제휴가 아닌 어떤 등급의 IEEE 회원이어야만 한다. IEEE 표준협회(IEEE SA) 개별 투
표 과정에서의 피지명인(표준협회(SA) 투표를 관리하도록 지명된 사람)은 IEEE-SA의 회원이어야만 하며 또한
학생 등급이나 IEEE 제휴가 아닌 어떤 등급의 IEEE 회원이어야만 한다
5.2.1.2 엔티티 방법에 따라 개발된 표준에 대한 회원 자격 요구사항

IEEE 표준협회(IEEE SA) 엔티티 표준 작업그룹(WG)의 프로젝트에 참관하는 모든 엔티티는 최소한 IEEE 표준
협회의 기본 엔티티 회원(Basic Entity Member of IEEE-SA)이어야 하며 상급 엔티티 회원만이 기고와 투표의
특권을 가질 수 있다 엔티티 비회원은 프로젝트당 하나의 IEEE 표준협회(IEEE SA) 엔티티 표준 작업그룹(WG)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하나의 엔티티는 엔티티 작업그룹(WG)에서 자신이나 다른 단체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다. 특정 엔티티 작업그
룹(WG)의 투표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각 엔티티의 대표는 그 단체의 이익이 몰래 그 작업그룹(WG)의 다른 회원
에 의해 대표되지 않는다는 것과,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몰래 해당 작업그룹(WG)의 다른 사람의 참
가를 위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해야만 한다.
각 엔티티 프로젝트는 이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3명 이상의 정상적인 투표 회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
다. 각 엔티티 프로젝트는 IEEE를 통하여 지정된 IEEE 직원이 관리자로 관리하는 작업그룹(WG) 전자우편 리플렉
터(email reflector)를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엔티티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표준위원회(Standards
Committee)는 지정된 표준 위원회 대표자(Standards Committee Representative, SCR)를 엔티티 기반의 작업
그룹(WG) 회의에 투표권 없는 역할로 보내는 것이 허용된다.
표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엔티티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기업(Corporation): 5.2.1.2.1에 정의된 대로 다른 엔에티티의 통제 하에 있지 않고 법인 규약(Articles of
Incorporation)이나 이와 유사한 법률적 구조 아래서 조직된 영리 혹은 비영리 단체
합자(Partnership): 둘 혹은 그 이상의 사업을 공동 소유하는 법인화되지 않은 협회
단독 소유(Sole proprietorship): 법인화되지 않은 개인 소유 사업
정부 기관(Government agency): 정부 행정, 입법, 또는 사법 분야의 일부인 기관으로서 자신의 업무처리를 관
리하는 충분한 재량권을 가져 다른 정부 조직의 행정 구조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식별되는 엔티티
교육 기관(Academic Institution): 평의회(Board of Regents)나 임원회(Board of Governors) 등의 통제 기
구를 가지고 있는 교육 집단으로서 자신의 업무처리를 관리하는 충분한 재량권을 가져 다른 교육 집단의 행정 구
조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식별되는 엔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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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SA entity standards working groups may employ up to two individuals in non-voting positions for
the purposes of technical editing and other administrative functions that shall not involve technical
contributions. Such individuals will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working group activities as deemed
appropriate and need not represent Entity Members of IEEE-SA.
IEEE-SA entity standards working groups may vote to allow individuals to offer specific technical
expertise in non-voting positions at up to three entity standards working group meetings during the
standards development process for a particular project. Such individuals need not represent Entity
Members of IEEE-SA. However, if an individual’s expenses to attend entity standards development
meetings are sponsored by his or her company, that company must be at least a Basic Entity Member of
IEEE-SA.
When entity standards working group meetings are co-located with IEEE individual standards working
group meetings, the participants in the individual standards working group may observe such co-located
entity working group meetings at up to two meetings per calendar year without having to fulfill any
specific membership requirements.
5.2.1.2.1 Control
For the purposes of IEEE entity standards development, the term “control” (and its linguistic derivatives,
e.g., “controlling,” “controlled”) means:
—

With respect to for-profit entities: the legal, beneficial, or equitable ownership, directly or
indirectly, of more than fifty percent of the capital stock (or other ownership interest, if the entity
does not own capital stock) of the entity; or the power to elect or appoint more than fifty percent
of the governing body (e.g.,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entity.

—

With respect to not-for-profit entities: the power to elect or appoint more than fifty percent of the
governing body (e.g.,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entity.

5.2.1.3 Dominance
The standards development process shall not be dominated by any single interest category,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Dominance is normally defined as the exercise of authority, leadership, or influence by reason of superior
leverage, strength, or representation to the exclusion of fair and equitable consideration of other
viewpoints. Dominance can also be defined as the exercise of authority, leadership, or influence by reason
of sufficient leverage, strength, or representation to hinder the progress of any IEEE-SA activ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tandards development activities. Such dominance is contrary to open and fair
participation by all interested parties and is unacceptable.
Standards Committees shall monitor standards developing committees and duly authorized IEEE-SA
activities for signs of dominance. If dominance is suspected by the Standards Committee,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should recommend
corrective action(s), which may include corrective action(s) listed in the Standards Committee’s official
P&P.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determine whether dominance exists or may exist such that corrective
action is needed and, if so, shall specify any approved corrective action(s).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only implement the specific corrective action(s) that have been approv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continually monitor the efficacy of corrective action(s) taken and may
impose further corrective action(s) if previous corrective action(s) prove to be insufficient. The IEEE-S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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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협회(SA) 엔티티 표준 작업그룹(WG)은 기술적인 기여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기술적인 편집이나 기타 행정
업무를 위해 최대 2명의 개인을 투표권 없는 직위에 고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작업그룹
(WG) 활동에 참가가 허용되며 표준협회(SA)의 단체(Entity) 회원을 대표할 필요가 없다.
표준협회(SA) 엔티티 표준 작업그룹(WG)은 특정 프로젝트의 표준 개발 과정에서 전문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개
인들을 투표권이 없는 자격으로 최대 3번까지의 단체 표준 작업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투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은 표준협회(SA)의 엔티티 회원을 대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개인의 엔티티 표준 개발회
의 참석 비용을 이들의 회사에서 지원한다면 이 회사는 최소한 표준협회의 기본 엔티티 회원(Basic Entity
Member of IEEE-SA)이어야 한다.

는 엔티티 작업그룹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5.2.1.2.1 통제(Control)
IEEE 엔티티 표준 개발을 위하여 “통제(control)”(그리고 이의 파생어 즉 “통제하는(controlling)”, “통제되는
(controlled)”)라는 용어의 의미는
―

영리 엔티티와 관련하여: 엔티티에 대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법적, 실질적 또는 지분 소유권이 자본금
의 50퍼센트 이상(혹은 자본금이 없으면 다른 소유지분이)이거나 엔티티의 지배 조직(예: 이사회)의 50
퍼센트 이상을 선출하거나 선임할 권한

―

비영리 단체와 관련하여: 엔티티의 지배조직(예: 이사회)의 50 퍼센트 이상을 선출하거나 선임할 권한

5.2.1.3 독점
어떤 단 하나의 이해 범주, 개인(들) 또는 조직(들)이 표준 개발 과정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독점은 대개 우세한 영향력, 세력 또는 대표를 이용하여 다른 관점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고려하는 것을 못하도록
권한, 리더십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독점은 또한 표준 개발 활동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
지 않는 모든 IEEE 표준협회(IEEE SA)의 활동의 진행을 방해 하기 위해 영향력, 세력 또는 대표를 이용하여 권
한, 리더십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이러한 독점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 의한 개방되
고 공정한 참여에 반대되는 것이며 부적절한 것이다.
표준위원회는 독점의 징후를 찾기 위해 표준개발위원회와 정당하게 승인된 IEEE-SA의 활동을 감시해야만 한다.
표준위원회에 의해 독점이 의심되면 표준위원회는 즉시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사무국장
에게 통보하고 표준위원회의 공식 P&P에 열거된 교정 조치(들)을 포함한 교정 조치(들)을 권고해야 한다.
표준심의회(IEEE-SA SB)는 독점이 존재하는지 결정하고 독점이 존재한다면 교정 조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모든 승인된 교정 조치(들)을 지정해야만 한다. 표준위원회는 표준심의회(IEEE-SA SB)에서 승인된 구
체적인 교정 조치(들)만을 실행해야 한다
표준심의회(IEEE-SA SB)는 취해진 교정 조치(들)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만 하고 이전의 교정 조치(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증명되면 추가적인 교정 조치(들)을 행사할 수 있다. 표준심의회(IEEE-SA SB)는 재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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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Board may, at its discretion, instruct the Standards Committee to cease specific corrective
action(s) or to implement other corrective action(s).
5.2.1.4 Openness
Openness is defined as the quality of being not restricted to a particular type or category of participants. All
meetings involving standards development shall be open to all interested parties.
5.2.1.5 Disclosure of affiliation
Every participant in a working group,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or other standards development
activity shall disclose his or her affiliation(s), which includes employer(s) and any other affiliation(s). An
individual is deemed “affiliated” with any individual or entity that has been, or will be, financially or
materially supporting that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a particular IEEE standards activity. Thi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his or her employer(s) and any individual or entity that has or will hav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requested, paid for, or otherwise sponsored his or her participation. Failure to disclose every
such affiliation(s) may result in complete or partial loss of rights to participate in IEEE-SA activities. An
individual is not excused from compliance with this policy by reason of any claim of a conflicting
obligation (whether contractual or otherwise) that prohibits disclosure of affiliation(s).
A person who believes that a participant’s disclosure is materially incomplete or incorrect should report
that fact to the appropriate Standards Committee(s).
5.2.1.6 Official statements
A statement, written or oral, that is not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subclause 5.1.3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shall not be considered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or any of its committees an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nor be relied upon as, a formal
position of IEEE. At lectures, symposia, seminars, or educational courses, an individual presenting
information on IEEE standards shall make it clear that his or her views should be considered the personal
views of that individual rather than the formal position of IEEE.
5.2.2 Standards Committee
A Standards Committee shall be made up of any of the categories of membership described in IEEE Bylaw
I-403. This Standards Committee shall have a professed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either by
direct participation or by the process of review) in technological areas that fall under the general scope of
interest to the IEEE.
All IEEE standards development shall be based on projects that have been approv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each project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a Standards Committee. Standards
Committees are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of the standards project and the
maintenance of the standard after approval of the standar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be one of the following:
a)

A Technical Committee within an IEEE Society/Council

b)

A Standards Committee or 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 of an IEEE Society/Council

c)

A 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 establish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d)

A Standards Subcommittee organized by or reporting to one of the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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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위원회에 대해 특정한 교정 조치(들)을 중단하거나 다른 교정 조치(들)를 실행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5.2.1.4 개방성
개방성은 특정 유형 또는 범주의 참여자에게 제한되지 않는 성질로 정의된다. 표준 개발과 관련된 모든 회의는 모
든 이해 당사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5.2.1.5 소속의 공개

어떤 참가자의 공개가 실질적으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해당 표준위원회(들)
에 보고해야 한다.
5.2.1.6 공식 성명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 하위조항 5.1.3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문서 혹은 구두 성명은 IEEE 표
준협회(IEEE SA)나 이에 소속된 모든 위원회의 공식 입장으로 간주되지 않아야만 하며, IEEE의 공식 입장으로
간주되거나 신뢰되지 않아야만 한다. 강의, 심포지엄, 세미나 또는 교육과정에서, IEEE 표준의 정보에 대해 발표
하는 개인은 자신의의 관점이 IEEE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개인적 견해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

5.2.2 표준위원회
표준위원회는 IEEE 정관 I-403(IEEE Bylaw I-403)에서 설명한 회원 자격의 범주들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이 표
준위원회는 IEEE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범위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직접적인 참여나 검토 과정에 의하여) 표
준 개발에 대한 직업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모든 IEEE 표준 개발은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가 승인한 프로젝트에 기초해야만 하며, 각
프로젝트는 표준위원회의 책임이 되어야만 한다. 표준위원회는 표준 프로젝트의 개발과 조정의 책임이 있으며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가 표준을 승인한 이후의 표준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
표준위원회는 다음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a)

IEEE 소사이어티(Society)/카운슬(Council) 내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b)

IEEE 소사이어티(Society)/카운슬(Council)의 표준조정위원회(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 또는 표준위원회

c)

IEEE-SA 표준심의회(IEEE-SA Standards Board)에 의해 설립된 표준조정위원회(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

d)

위에 나열된 위원회 중의 하나에 의해 조직되거나 보고를 하는 표준 분과 위원회(Standards Subcommittee)

3.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정관

135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135

3. IEEE-SA 표준심의회
(SB) 정관

작업그룹(WG), 표준협회(SA) 투표 또는 그 밖의 표준 개발 활동의 모든 회원과 참가자는 자신의 고용주(들)나 모
든 다른 소속(들)을 포함하여 소속을 밝혀야 한다. 개인은 특정 IEEE 표준 활동에서의 해당 개인의 참여를 재무
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지원해왔거나 앞으로 지원할 개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affiliated)" 것으로 간주된
다. 여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인의 참여에 대한 요청, 비용 지불 또는 그 밖의 후원을 해왔거나 앞으로
할 해당인의 고용주와 모든 개인 또는 단체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모든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
IEEE 표준협회(IEEE SA)활동에 참여할 권한을 전부 잃거나 부분적으로 잃게 될 수 있다. 개인은 소속의 공개를
금지하는 상반되는 의무(계약상의 의무이거나 그 밖의 의무)를 주장한다고 해서 이 정책을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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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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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organizations as recommend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approved by the
IEEE-SA BOG

The IEEE-SA Standards Board is not a Standards Committee, but provides oversight and guidance to assist
Standards Committees when necessary.
5.2.2.1 Creation of Standards Committees
Standards Committees formed under rule d) in 5.2.2 shall be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only after a 75% approval by the creating committee. Once formed, Standards
Committees automatically assume duties according to 5.1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5.2.2.2 Standards Committee responsibility/accountability
The Standards Committee accepts responsibility for oversight of any of its assigned standards, including
overseeing coordination and balloting.
When the breadth of interest in a standard is great enough so that more than one technical committee
wishes to have a role in its development and oversight, a joint committee of the two or more interested
committees may be formed. That joint committee, whose membership shall be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shall assume all of the duties of a Standards Committee (see 5.1.2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Changes in responsibility for projects shall be approv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5.2.2.3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Potential dominance in Standards Association ballots as evidenced by an unduly high proportion of
individuals employed by or affiliated with a single entity or from a particular balloting classification is
unacceptable, counter to open and fair participation by all interested parties, and deprecat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All individuals joining a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group shall declare their
employer and affiliation (see subclause 5.1.2.3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review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group for balance and possible
dominance. If it is suspected that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group may be dominated (see 5.2.1.3),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should recommend corrective action(s).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determine whether
dominance exists or may exist such that corrective action is needed and, if so, shall specify any approved
corrective action(s).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only implement the specific corrective action(s) that
have been approv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to ensure a fair and open ballot.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shall consist of persons who are members of the IEEE-SA.
Membership status shall be determined at the time a person completes the process of joining the balloting
group. [Note: A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comprised of individuals may also include nonIEEE-SA members that pay the appropriate per-ballot fee (see subclause 5.4.1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A person is an individual or an entity representative. An entity can be any forprofit or not-for-profit enterprise, as defined in IEEE Bylaw I-403.
A single type of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for a standard shall be established at the time of
PAR approval and officially approved prior to the formation of a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A
statement of the type of balloting membership to be used shall be included in all versions of the draft
standard and the final approved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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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에 의해 권고되고 IEEE-SA 임원회 (BOG)에 의해 승인된
다른 조직들

IEEE-SA 표준심의회(IEEE-SASB)는 표준위원회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 표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감독 및 지
침을 제공한다.
5.2.2.1 표준위원회의 생성
5.2.2의 규칙 d)에 따라 형성된 표준위원회는 생성하는 위원회에 의한 75%의 승인 이후에만 IEEE-SA 표준심의
회(SB, Standards Board)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일단 형성되면, 표준위원회는 IEEE-SA 표준
심의회 운영 매뉴얼의 5.1에 따라 자동적으로 의무 수행을 한다.

표준위원회는 조정 감독, 투표를 포함하여 자신에게 할당된 표준을 감독할 책임을 진다.
하나 이상의 기술 위원회가 개발과 감독에서의 역할을 맡으려고 할 만큼 어떤 표준에 대한 관심의 폭이 크다면, 둘
이상의 관심이 있는 위원회들로 구성된 공동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상호 협약에 의해 그 회원자격을 결정해야
하는 이 공동 위원회는 표준 위원회의 모든 의무를 맡아야만 한다(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의 5.1.2 참조).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의 변화는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5.2.2.3 표준협회(Standards Association) 투표 그룹
특정 투표 부류에서나 단일 엔티티에 소속되거나 단일 엔티티에 고용된 개인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입
증되는 표준협회(Standards Association) 투표의 잠재적인 독점은 부적절한 것이고, 모든 이해 당사자에 의한
개방적이고 공정한 참여에 상반되는 것이며,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는 이에 반대한다. 투
표 그룹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은 자신의 고용주나 소속을 선언해야 한다(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의 하
위조항 5.3.3.1 참조). 표준위원회는 표준협회(Standards Association) 투표 그룹에서 균형과 혹시 있을 수 있
는 독점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표준협회(Standards Association) 투표 그룹에 독점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되면
(5.2.1.3 참조), 표준위원회는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사무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만 하고
교정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표준심의회(IEEE-SA SB)는 독점이 존재하는지 결정하고 독점이 존재한다면 교정
조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모든 승인된 교정 조치(들)를 지정해야만 한다. 표준위원회는 공정하고 공
개된 투표를 위하여 표준심의회(IEEE-SA SB)에서 승인된 구체적인 교정 조치(들)만을 진행해야만 한다.
표준협회(Standards Association) 투표 그룹은 IEEE-SA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회원 자격 상태는 개
인이 투표 그룹에 가입하는 절차를 완료한 시점에 결정되어야만 한다.[주 : 표준협회(Standards Association)
투표 그룹은 적정한 투표당 비용(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 하위조항 5.4.1 참조)을 지불한 IEEE-SA 회
원이 아닌 개인들을 포함할 수 있다]. 사람은 개인 혹은 엔티티를 대표하는 자이다. 엔티티는 IEEE 정관 I-403에
정의된 영리 또는 비영리 기업일 수 있다.
한 표준에 대해서는 단일 유형의 표준협회(Standards Association) 투표 그룹을 프로젝트인 가요청서(PAR) 승인
시에 수립하고 표준협회(Standards Association) 투표 그룹을 형성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승인되어야만 한다. 사
용될 투표 회원 자격의 유형에 관한 서술이 모든 버전의 표준 초안과 최종 승인된 표준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3.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정관

137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137

3. IEEE-SA 표준심의회
(SB) 정관

5.2.2.2 표준위원회의 책임/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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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Project authorization
In order to avoid duplication, provide for effective management of overall efforts, and expedite approval of
final documents, all requests for an initiation of a standards project, in the form of a PAR, shall be
approv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IEEE-SA Standards Board has assigned to NesCom the
preliminary review of PARs and the responsibility for recommending final approval to the Board.
Standards Committees are required to submit a PAR at the earliest opportunity when a standards project is
contemplated or work is started.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submit PARs to
NesCom for approval in accordance with its procedures. Unless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no proposed standard or revision shall be considered by RevCom without prior approval
of the project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lifetime of a PAR shall be four years.
5.2.4 Final review and approval to publish
All IEEE standards shall be approv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prior to publication. The IEEE-SA
Standards Board has assigned to RevCom the review of standards submittals and the responsibility for
recommending final approval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Approval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indicates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and these
bylaws have been satisfied and, specifically, that the final results of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and
statements submitted by other coordinating bodies who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standard
indicate that consensus has been achieved and unresolved negative ballots have been considered together
with reasons why the comments could not be resolved.
5.2.5 Notification of action on standards
Following each meeting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IEEE Standards Department shall issue a
statement, available to all interested parties, which shall detail the actions taken at the last meeting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n approval of, or transfer to inactive status of, standards documents; and
authorization of new standards projects. This may be in the form of the minute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meeting.

5.3 Review cycles
All IEEE standards should be reviewed as often as new information is available. Every year,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notify the standards liaison representative of each Standards
Committee of all active standards assigned to the Standards Committee, the dates that such standards are
scheduled to expire, and a reminder to consider such standards for revision.

5.4 Appeals
Persons who have directly and materially affected interests and who have been, or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adversely affected by a standard within the IEEE’s jurisdiction, or by the lack of action in
any part of the IEEE standardization process, shall have the right to appeal procedural actions or inactions,
provided that the appellant shall have first exhausted the appeals procedures of any relevant subordinate
committee or body before filing the procedural appeal with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shall not provide an appeals process to resolve a disagreement about a
technical decision. All technical decisions shall be made at or below the Standards Committee level. Any
person dissatisfied with a technical decision shall follow the procedures of the body that has made the
decision and that body’s Standards Committee to provide input on the technical decis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aking a technical comment during the applicable comment submission and/or ballot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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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프로젝트 인가
중복을 피하고, 전체적인 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최종 문서를 신속하게 승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
트인가요청서(PAR)의 형태로 된 표준 프로젝트의 개시에 대한 모든 요청은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에서 승인해야만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는 표준심의회에 최종 승인을 권고
할 책임과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의 예비 검토를 신규표준위원회(NesCom)에서 진행하도록 지정하였다.
표준위원회는 표준 프로젝트가 고려되거나 작업이 시작되는 가장 이른 기회에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를 제출
해야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사무국장 은 NesCom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기 위
해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를 NesCom에 제출해야만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가
명확히 인가하지 않았다면, 표준심의회 표준검토위원회(RevCom)은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의 사전 프로젝트 승인 없이 제안된 표준이나 개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의 수명은 4
년이 되어야만 한다.

모든 IEEE 표준은 간행 전에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는 표준 제출물을 검토하는 것과 최종 승인을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에게 권고할 책임을 RevCom에 할당했다.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가 승
인을 했다는 것은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과 이 정관의 요구 사항이 만족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체
적으로 표준협회(Standards Association) 투표의 최종 결과와 함께 합의가 이루어졌고, 해결되지 않은 반대표
에 대해 의견이 고려되었다는 점과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이유를 보여주는 문서가 표준 개발에 참여한 다
른 조정 단체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5.2.5 표준에 대한 조치의 통지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각 회의 후에 IEEE 표준부는 신규 표준 프로젝트의 인가, 그리
고 표준 문서의 승인 또는 비활성화 상태로의 전환에 대하여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마
지막 회의에서 취해진 조치를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성명을 발표해야만 한
다. 이것은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회의의 의사록의 형태가 될 수 있다.

5.3 검토 주기
모든 IEEE 표준은 새로운 정보가 제공될 때마다 검토되어야 한다. 매년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사무국장은 각 표준위원회의 표준 연락 담당관에게 표준위원회에 할당된 모든 활성 상태의 표준, 이러한
표준이 만료되는 일자와 이러한 표준의 개정을 고려할 것을 상기시키는 통지를 해야만 한다.

5.4 이의제기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를 가진 사람, 또는 IEEE의 관할 내에 있는 표준에 의해서나 IEEE 표준화
과정의 어떤 부분에서의 조치의 결여에 의해서 악영향을 받았거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사람은 제소인이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에게 이의제기를 제출하기 전에 관
련된 모든 하위 위원회 또는 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먼저 철저히 따랐다는 조건 하에 절차적 조치 또는 비조치
에 이의제기를 할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IEEE 표준협회는 기술적 결정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모
든 기술적인 결정은 표준위원회 수준 이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적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해당 의
견 제출 기간 중 및/또는 투표기간 중에 기술적 의견 제시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기술적 결정에
대한 입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결정을 한 단체와 해당 단체의 표준위원회의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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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not consider any claim that (i) is based solely on ethical
considerations; (ii) does not seek to amend or reverse a decision of a lower body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r approval of a standard; or (iii) does not recommend remedial action or recommends
remedial action not allowed by current IEEE-SA policies and procedures.
The appellant shall be advised to bring ethical claims to the attention of the IEEE Ethics and Member
Conduct Committee or the IEEE-SA Standards Conduct Committee, as appropriate.
Further instructions concerning appeals procedure can be found in subclause 5.8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5.5 Interpretations
The IEEE does not offer interpretations of its standards.

5.6 Open source software development
IEEE standards development and Industry Connections activities shall comply with all IEEE and IEEE-SA
requirements for development of open source software, including acceptance of the Terms of Use for the
IEEE Open Source Platform. Any IEEE Standards project or 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that intends to
develop or incorporate open source software (either normatively or informatively) in the standard or Industry
Connections deliverable shall indicate this intent on the PAR or ICAID. Approval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of the PAR or ICAID that indicates possible incorporation of open source software, as well
as approval by the IEEE-SA Board of Governors of the use of the IEEE Open Source Platform for these
open source activities, constitutes approval for contribution,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open source
software for the IEEE standard or Industry Connections deliverables. An IEEE Standards project or 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shall not develop open source software without prior approval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All Contributions of open source software for use in IEEE standards development and Industry Connections
activities shall be accompanied by an approved IEEE Contributor License Agreement (CLA) appropriate for
the open source license under which the Work Product will be made available. CLAs, once accepted, are
irrevo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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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는 (i) 단지 윤리적 고려사항에만 근거하거나 (ii) 표준의 개발이나
승인과 관련된 하위 그룹의 결정을 파기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거나, 또는 (iii) 현재의 IEEE-SA 정책
과 절차에서 허용되지 않는 보상 조치를 권하거나 보상 조치를 권하지 않는 모든 주장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
제소인은 IEEE 윤리및회원품행위원회(IEEE Ethics and Member Conduct Committee)나 IEEE-SA 표준품
행위원회(IEEE-SA Standards Conduct Committee) 중에서 해당하는 기관에 윤리적 문제에 대한 주장을 제기
하도록 권고받아야만 한다. .
이의제기 절차와 관련한 추가 지시는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의 하위조항 5.8에서 찾을 수 있다.

5.5 해석

5.6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IEEE 표준 개발과 산업 연결 활동(Industry Connections activities)은 IEEE 오픈소스 플랫폼(Open Source
Platform)의 사용 약관(Terms of Use)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IEEE와 IEEE 표준협회(IEEE SA)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만 한다. 표준이나 산업 연결 결과물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규
범으로나 정보로서)를 개발하거나 통합하려는 의도를 가진 모든 IEEE 표준 프로젝트나 산업 연결 활동은 이러한
의도를 PAR나 ICAID에 명시하여야만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한 PAR나
ICAID에 대한 IEEE-SA 표준심의회의 승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픈소스 활동을 위한 IEEE 오픈소스 플랫폼의
사용에 대한 IEEE-SA 임원회(Board of Governor)의 승인도 IEEE 표준이나 산업 연결 결과물의 오픈소스 소프
트웨어에 대한 기여, 개발 그리고 관리에 대한 승인을 포함한다. IEEE 표준 프로젝트나 산업 연결 활동은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의 사전 승인 없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
IEEE 표준 개발과 산업 연결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모든 기여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적
절한 승인된 IEEE 기여자 라이선스 합의서(IEEE Contributor License Agreement, CLA)를 수반해야만 하고
그 결과물은 이에 따라 공개된다. CLA는 한번 접수되면 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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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atents
6.1 Definitions
The following terms, when capitalized, have the following meanings: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and “Accepted LOA” shall mean a Letter of Assurance that the IEEE-SA
has determined is complete in all material respects and has been posted to the IEEE-SA web site.
“Affiliate” shall mean an entity that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ries, controls the
Submitter or Applicant, is controlled by the Submitter or Applicant,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the
Submitter or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the term “control” and its derivatives, with
respect to for-profit entities, means the legal, beneficial or equitable ownership, directly or indirectly, of
more than fifty percent (50%) of the capital stock (or other ownership interest, if not a corporation) of an
entity ordinarily having voting rights. “Control” and its derivatives, with respect to nonprofit entities,
means the power to elect or appoint more than fifty percent (50%)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n entity.
“Applicant” shall mean any prospective licensee for Essential Patent Claims. “Applicant” shall include all
of its Affiliates.
“Blanket Letter of Assurance” shall mean a Letter of Assurance that applies to all Essential Patent Claims
for which a Submitter may currently or in the futur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se Bylaws and
in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have the ability to license.
“Compliant Implementation” shall mean any product (e.g., component, sub-assembly, or end-product) or
service that conforms to any mandatory or optional portion of a normative clause of an IEEE Standard.
“Enabling Technology” shall mean any technology that may be necessary to make or use any product or
portion thereof that complies with the IEEE Standard but is neither explicitly required by nor expressly set
forth in the IEEE Standard (e.g.,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chnology, compiler technology, objectoriented technology, basic operating system technology, and the like).
“Essential Patent Claim” shall mean any Patent Claim the practice of which was necessary to implement
either a mandatory or optional portion of a normative clause of the IEEE Standard when, at the time of the
IEEE Standard’s approval, there was no commercially and technically feasible non-infringing alternative
implementation method for such mandatory or optional portion of the normative clause. An Essential
Patent Claim does not include any Patent Claim that was essential only for Enabling Technology or any
claim other than that set forth above even if contained in the same patent as the Essential Patent Claim.
“Letter of Assurance” and “LOA” shall mean a document, including any attachments, stating the
Submitter’s position regarding ownership, enforcement, or licensing of Essential Patent Claims for a
specifically referenced IEEE Standard, submitted in a form acceptable to the IEEE-SA.
“Patent Claim(s)” shall mean one or more claims in issued patent(s) or pending patent application(s).
“Prohibitive Order” shall mean an interim or permanent injunction, exclusion order, or similar
adjudicative directive that limits or prevents making, having made, using, selling, offering to sell, or
importing a Compliant Implementation.
“Reasonable and Good Faith Inquiry”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Submitter using reasonable efforts
to identify and contact those individuals who are from, employed by, or otherwise represent the Submitter
and who are known to the Submitter to be current or past participants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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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권
6.1 정의
대문자로 표시된 다음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접수된 선언서(Letter of Assurance)” 및 “접수된 LOA" - IEEE-SA가 모든 내용이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여
IEEE-SA 웹사이트에 게시한 선언서를 말한다.

“신청자(Applicant)” - 필수특허 청구항에 대한 장래의 라이선스 실시자를 의미한다. 신청자는 그 자회사 모두
를 포함하여야 한다.
“포괄 선언서(Blanket Letter of Assurance)” - 제출자가 현재 또는 장래 라이선스 할 수 있는 모든 필수특허 청
구항에 적용되는 선언서를 말한다. (이 규정 또는 IEEE-SA 표준이사회 운영매뉴얼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
“구현품(Compliant Implementation)” - IEEE 표준의 규범적 조항의 강제적 또는 선택적 부분에 적합한 제품
(부품, 조립 또는 최종 제품 등을 포함)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핵심 기술(Enabling Technology)” - IEEE 표준에 따르지만 IEEE 표준에 명시적으로 요구되거나 또는 규정되
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품 또는 제품의 일부를 제조 또는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예, 반도체 제조
기술, 컴파일러 기술, 객체지향기술, 기본운영시스템 기술 등)
“필수특허 청구항(Essentail Patent Claim)” - IEEE 표준(안)의 규범적 사항의 강제적 또는 선택적 부분을 준수
한 구현을 하기 위하여 사용이 필요한 특허 청구항으로, IEEE 표준(안)이 승인된 때에 상업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비침해적 대안이 없는 특허 청구항을 말한다. 필수특허 청구항은 핵심기술에만 필수적인 특허 또는 필수
특허 청구항으로, 동일 특허에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에 기술한 것 이외의 청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선언서(Letter of Assurance)” 및 “LOA" - 구체적으로 명시한 IEEE 표준의 특허 청구항의 소유권, 실행가능성
또는 라이센싱에 대한 제안자의 입장을 기술하여 IEEE-SA에서 인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한 문서를 말하며, 그 첨
부문서를 포함한다.
“특허 청구항(Patent Claim(s))” - 등록 특허 또는 출원중인 특허에 포함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구항을 말한다.
“금지적 명령(Prohibitive Order)” - 구현품을 제조, 완성, 이용, 판매, 판매 목적 제공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임시 또는 영구 판매금지, 수입금지 명령 또는 이와 유사한 사법적 명령을 말한다.
“합리적이고 성실한 조사(Reasonable and Good Faith Inquiry)” - 제출자, 제출자의 고용인 또는 기타 제출
자를 대표하는 자 및 LOA 관련 IEEE 표준(안) 개발 절차(스폰서 투표 또는 작업반 포함)의 현재 또는 과거 참여
자로 제출자에게 알려진 자를 확인하거나 이들과 연락하려고 하는 합리적인 노력(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님)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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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또는 관계사)(Affliliate)” -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제출자 혹은 신청자를 통제하
거나, 제출자 혹은 신청자의 지배를 받고 또는 제출자 혹은 신청자와 공동 지배하는 법인(entity)을 의미한다. 이
러한 정의를 위하여, 영리법인인 경우 “통제” 및 이와 유사한 용어는 투표권을 가진 법인의 주식자본 50% 이상
(또는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법적·호혜적 또는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인 경우, “통제” 및 이와 유사한 용어는 법인의 이사회 50% 이상을 선출 또는 임명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2020

[Proposed] IEEE Standard identified in a Letter of Assuranc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articipation in
a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or Working Group. If the Submitter did not or does not have any
participants, then a Reasonable and Good Faith Inquiry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the Submitter
using reasonable efforts to contact individuals who are from, employed by, or represent the Submitter and
who the Submitter believes are most likely to have knowledge about the technology covered by the
[Proposed] IEEE Standard.
“Reasonable Rate” shall mean appropriate compensation to the patent holder for the practice of an
Essential Patent Claim excluding the value, if any, resulting from the inclusion of that Essential Patent
Claim’s technology in the IEEE Standard. In addition, determination of such Reasonable Rates should
include, but need not be limited to, the consideration of:
•

The value that the functionality of the claimed invention or inventive feature within the Essential
Patent Claim contributes to the value of the relevant functionality of the smallest saleable
Compliant Implementation that practices the Essential Patent Claim.

•

The value that the Essential Patent Claim contributes to the smallest saleable Compliant
Implementation that practices that claim, in light of the value contributed by all Essential Patent
Claims for the same IEEE Standard practiced in that Compliant Implementation.

•

Existing licenses covering use of the Essential Patent Claim, where such licenses were not
obtained under the explicit or implicit threat of a Prohibitive Order, and where the circumstances
and resulting licenses are otherwise sufficiently comparabl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ontemplated license.

“Reciprocal Licensing” shall mean that the Submitter of an LOA has conditioned its granting of a license
for its Essential Patent Claims upon the Applicant’s agreement to grant a license to the Submitter with
Reasonable Rates and other reasonable licensing terms and conditions to the Applicant’s Essential Patent
Claims, if any, for the referenced IEEE Standard, including any amendments, corrigenda, editions, and
revisions. If an LOA references an amendment or corrigendum, the scope of reciprocity includes the base
IEEE Standard and its amendments, corrigenda, editions, and revisions.
“Statement of Encumbrance” shall mean a specific reference to an Accepted LOA or a general statement
in the transfer or assignment agreement that the Patent Claim(s) being transferred or assigned are subject to
any encumbrances that may exist as of the effective date of such agreement. An Accepted LOA is an
encumbrance.
“Submitter” shall mean an individual or an organization that provides a completed Letter of Assurance. A
Submitter may or may not hold Essential Patent Claims. “Submitter” shall include all of its Affiliates
unless specifically and permissibly excluded.

6.2 Policy
IEEE standards may be drafted in terms that include the use of Essential Patent Claims. If the IEEE
receives notice that a [Proposed] IEEE Standard may require the use of a potential Essential Patent Claim,
the IEEE shall request licensing assurance, on the IEEE-SA Standards Board approved Letter of Assurance
form, from the patent holder or patent applicant. The IEEE shall request this assurance without coercion.
The Submitter of a Letter of Assurance may, after Reasonable and Good Faith Inquiry, indicate it is not
aware of any Patent Claims that the Submitter may own, control, or have the ability to license that might be
or become Essential Patent Claims. If the patent holder or patent applicant provides an LOA, it should do
so as soon as reasonably feasible in the standards development process once the PAR is approv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is LOA should be provided prior to the Standards Board’s approval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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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출자에게 참여자가 없었거나 없다는 경우라면, 이때 합리적이고 성실한 조사는 제출자, 제출자의 고용인
또는 제출자를 대표하는 개인 및 제출자가 IEEE 표준(안)에 포함된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와 연
락하는 합리적 노력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요율(Reasonable Rate)” - 필수특허 청구항의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의미하며
IEEE 표준에 필수특허 청구항의 기술을 포함함에 따라 생기는 가치는 제외한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인 요율의
결정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하나, 반드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

필수특허 청구항 내의 청구항에 포함된 발명이나 발명적 요소들이 필수특허 청구항을 구현한 최소한의 판
매단위(the samllest saleable) 구현품의 관련 기능성의 가치에 기여한 가치
해당 구현품이 실시한 동일 IEEE 표준을 위한 모든 필수특허 청구항이 기여한 가치를 고려하여, 해당 필
수특허 청구항이 최소 판매단위 구현품에 기여한 가치

•

필수특허 청구항의 사용과 관련된 기존의 라이선스, 특히 금지적 명령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협으로 해
당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및 상황과 후속 라이선스가 계획된 라이선스의 상황에 충분히 적용 가
능한 경우

“상호 호혜적인 라이센싱(Reciprocal Licensing)” - LOA 제출자는 IEEE 표준(그 개정, 오류정정, 편집 및 개정
포함)에 대하여 신청자의 필수특허 청구항이 있는 경우, 신청자가 제출자에게 합리적인 요율 및 기타 합리적인 라
이선스 조건으로 라이선스 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필수특허 청구항에 대한 라이선스 할 것을 조건으로 함을 의
미하여야 한다. 만약 LOA가 개정 및 오류정정을 참조한다면, 상호 호혜적인 범위는 IEEE 표준의 기본과 그것의
개정, 오류정정, 편집 및 개정을 포함한다.
“조건 제한(Statement of Encumbrance)” - 이전 또는 양도되는 특허 청구항이 이전 또는 양도 약정 발효일까
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에 구속되도록 이전 또는 양도 약정에 승인된 LOA 또는 일반적 내용을 언급하였음을 의
미한다. 승인된 LOA는 일종의 조건이다.
“제출자” - 완성된 LOA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조직을 말한다. 제출자는 필수특허 청구항을 소유하거나 또는 소
유하지 않을 수 있다. “제출자”는 특정적으로 그리고 허가를 얻어 제외하지 않는 한 그 자회사 모두를 포함한다.

6.2 정책
IEEE 표준은 필수특허 청구항의 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다. IEEE는 IEEE-SA 표준(안)이 잠재적
필수특허 청구항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특허 출원인으로부터 IEEE 표
준이사회(Standards Board)가 승인한 선언서 양식에 따라 라이선스 보장을 요구하여야 한다. IEEE는 강요없이
이러한 선언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합리적이고 성실한 조사 후, 선언서 제출자는 필수특허 청구항이 되거나, 필수특허 청구항으로 소유·통제 또는
라이선스할 수 있는 특허 청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이 선언서를 제
출하려고 한다면, PAR(Project Authorization Request)가 IEEE 표준 이사회에서 승인되면 표준개발 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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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An asserted potential Essential Patent Claim for which licensing assurance cannot be obtained
(e.g., an LOA is not provided or the LOA indicates that licensing assurance is not being provided) shall be
referred to the Patent Committee.
The licensing assurance shall be either:
a)

A general disclaimer to the effect that the Submitter without conditions will not enforce any
present or future Essential Patent Claims against any person or entity making, having made, using,
selling, offering to sell, or importing any Compliant Implementation that practices the Essential
Patent Claims for use in conforming with the IEEE Standard; or,

b)

A statement that the Submitter will make available a license for Essential Patent Claims to an
unrestricted number of Applicants on a worldwide basis without compensation or under
Reasonable Rates, with other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demonstrably free of any
unfair discrimination to make, have made, use, sell, offer to sell, or import any Compliant
Implementation that practices the Essential Patent Claims for use in conforming with the IEEE
Standard. An Accepted LOA that contains such a statement signifies that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without compensation or under Reasonable Rates, are sufficient
compensation for a license to use those Essential Patent Claims and precludes seeking, or seeking
to enforce, a Prohibitive Order except as provided in this policy.

At its sole option, the Submitter may provide with its Letter of Assurance any of the following: (i) a not-toexceed license fee or rate commitment, (ii) a sample license agreement, or (iii) one or more material
licensing terms.
An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shall apply to the Submitter, including its Affiliates. The Submitter,
however, may specifically exclude certain Affiliates identified in the Letter of Assurance, except that a
Submitter shall have no ability to exclude Affiliates if the Submitter has indicated Reciprocal Licensing on
an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The Submitter shall not condition a license on the Applicant’s agreeing (a) to grant a license to any of the
Applicant’s Patent Claims that are not Essential Patent Claims for the referenced IEEE standard, or (b) to
take a license for any of the Submitter’s Patent Claims that are not Essential Patent Claims for the
referenced IEEE standard.
On a Letter of Assurance, the Submitter may indicate a condition of Reciprocal Licensing. If an Applicant
requires compensation under Reciprocal Licensing to its Essential Patent Claims, then a Submitter may
require compensation for its Essential Patent Claims from that Applicant even if the Submitter has
otherwise indicated that it would make licenses available without compensation.
The Submitter and all Affiliates (other than those Affiliates excluded in a Letter of Assurance) shall not,
with the intent of circumventing or negating any of the representations and commitments made in the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assign or otherwise transfer any rights in any Essential Patent Claims that
they hold, control, or have the ability to license and for which licensing assurance was provided on the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An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is intended to be binding upon any and all assignees and transferees of
any Essential Patent Claim covered by such LOA. The Submitter agrees (a) to provide notice of an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either through a Statement of Encumbrance or by binding its assignee or
transferee to the terms of such Letter of Assurance; and (b) to require its assignee or transferee to (i) agree
to similarly provide such notice and (ii) to bind its assignees or transferees to agree to provide such notice
as described in (a) and (b).
The Submitter and the Applicant should engage in good faith negotiations (if sought by eith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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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언서는 표준이사회의 표준 승인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선언서를 얻
을 수 없는 경우(예,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언서에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경우 등)의 잠재적
필수특허 청구항은 특허위원회로 전달되어야 한다.
승인된 선언서는 다음 중 하나이어야 한다:
a)

제출자는 IEEE 표준에 따른 사용을 위해 필수특허 청구항을 실시한 구현품을 제조·완성·이용·판매·판매
목적 제공·수입·배포 또는 구현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건없이(without conditions), 현재 또는
장래 필수특허 청구항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 포기(General disclaimer); 또는,

b)

제출자는 모든 신청자에게 필수특허 청구항에 대하여 범세계적으로, 대가 없이 또는 합리적 요율에 따라,
을 제조·완성·이용·판매·판매 목적 제공·수입·배포 또는 구현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할 것이라는 선언. 이
러한 선언을 포함한 승인된 선언서는 대가 없이 또는 합리적인 요율 등 합리적인 조건이 해당 필수특허청
구항을 이용하는 라이선스에 충분한 보상이 되고 이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적 명
령의 청구 또는 집행을 배제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선택에 따라, 제출자는 선언서에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할 수 있다 : (i) 초과하지 않을 라이선스 대가 또는 요율, (ii)
샘플 라이선스 약정, 또는 (iii) 하나 이상의 중대한 라이센싱 조건
승인된 선언서는 제출자 및 그 자회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출자는 선언서에 명시한 특정 자회사를 제
외할 수 있으나, 제출자가 선언서 상의 상호 호혜적인 선언에 따라 자회사를 배제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출자는 신청자가 동의한 라이선스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 (a) 참조한 IEEE 표준에 필수특허 청구항이 아
닌 신청자의 특허 청구항에 대한 라이선스 허여를 동의할 것 또는 (b) 참조한 IEEE 표준에 필수특허 청구항이 아
닌 제출자의 특허 청구항의 라이선스를 받을 것.
선언서에는 제출자가 상호 호혜적인 라이선스를 조건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신청자가 필수특허 청구항에 대하여
상호 호혜적인 라이센싱에 따른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는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있음
을 제시하더라도 신청자로부터 필수특허 청구항에 대한 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출자와 모든 자회사(선언서에서 제외시킨 자회사는 제외)는 승인된 선언서에 이루어진 내용 및 약속을 회피하
거나 위반할 의도로 승인된 선언서에 제시한 라이선스 및 라이선스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 통제 또는 보유하고
있는 필수특허 청구항의 권리를 양도 또는 기타 이전하여서는 안 된다.
승인된 선언서는 선언서가 포함하는 필수특허 청구항의 양수인 및 피이전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속할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출자는 (a) 조건제한(statement of encumbrance)을 통하여 또는 선언서의 조건을 양수인
(assignees) 또는 피이전인(transferees)을 구속함으로써 승인된 선언서를 통지할 것이며, (b) 양수인 또는 피이
전인에게 (i) 마찬가지로 그러한 통지에 동의하고 (ii) 그 양수인 또는 피이전인에게 (a) 및 (b)에 나타낸 통지를 구
속시킬 것을 동의하도록 요청할 것에 동의한다.
제출자와 신청인은 다음에 대하여 지체없이 (양 당사자가 청구하였다면) 신의성실한 협상에 임하여야 하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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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unreasonable delay or may litigate or, with the parties’ mutual agreement, arbitrate: over patent
validity, enforceability, essentiality, or infringement; Reasonable Rates or other reasonable licensing terms
and conditions; compensation for unpaid past royalties or a future royalty rate; any defenses or
counterclaims; or any other related issues.
The Submitter of an Accepted LOA who has committed to make available a license for one or more
Essential Patent Claims agrees that it shall neither seek nor seek to enforce a Prohibitive Order based on
such Essential Patent Claim(s) in a jurisdiction unless the implementer fails to participate in, or to comply
with the outcome of, an adjudication, including an affirming first-level appellate review, if sought by any
party within applicable deadlines, in that jurisdiction by one or more courts that have the authority to:
determine Reasonable Rates and other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adjudicate patent validity,
enforceability, essentiality, and infringement; award monetary damages; and resolve any defenses and
counterclaims. In jurisdictions where the failure to request a Prohibitive Order in a pleading waives the
right to seek a Prohibitive Order at a later time, a Submitter may conditionally plead the right to seek a
Prohibitive Order to preserve its right to do so later, if and when this policy’s conditions for seeking, or
seeking to enforce, a Prohibitive Order are met.
Nothing in this policy shall preclude a Submitter and an implementer from agreeing to arbitrate over patent
validity, enforceability, essentiality, or infringement; Reasonable Rates or other reasonable licensing terms
and conditions; compensation for unpaid past royalties or a future royalty rate; any defenses or
counterclaims; reciprocal obligations; or any other issues that the parties choose to arbitrate.
Nothing in this policy shall preclude a licensor and licensee from voluntarily negotiating any license under
terms mutually agreeable to both parties.
If a Submitter becomes aware of additional Patent Claim(s) that are not already covered by an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that are owned, controlled, or licensable by the Submitter, and that may be or become
Essential Patent Claim(s) for the same IEEE Standard, then such Submitter shall submit a Letter of
Assurance stating its position regarding enforcement or licensing of such Patent Claims. For the purposes
of this commitment, the Submitter is deemed to be aware if any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who are from,
employed by, or otherwise represent the Submitter have personal knowledge of additional potential
Essential Patent Claims, owned or controlled by the Submitter, related to a [Proposed] IEEE Standard and
not already the subject of a previously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a) past or present participants in the
development of the [Proposed] IEEE Standard, or (b) the individual executing the previously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A Letter of Assurance is irrevocable once submitted and accepted and shall apply, at a minimum, from the
date of the standard's approval to the date of the standard's transfer to inactive status.
Copies of an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may be provided to participants in a standards development
meeting. Discussion of essentiality, interpretation, or validity of Patent Claims is prohibited during IEEESA standards-development meetings or other duly authorized IEEE-SA standards-development technical
activities. IEEE-SA shall provide procedures stating when and the extent to which patent licensing terms
may be discussed (see subclause 5.3.10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The IEEE is not responsible for
1. Identifying Essential Patent Claims for which a license may be required;
2. Determining the validity, essentiality, or interpretation of Patent Claims;
3. Determining whether any licensing terms or conditions provided in connection with submission of
a Letter of Assurance, if any, or in any licensing agreements are reasonable or non-discriminatory;
or,
4. Determining whether an implementation is a Compliant Implementation.
Nothing in this policy shall be interpreted as giving rise to a duty to conduct a patent search. No licens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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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나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 특허 유효성, 집행가능성, 필수성 또는 침해; 합리적인 요율
기타 합리적인 라이센싱 조건; 지불하지 않은 과거 로열티 또는 장래 로열티에 대한 보상; 방어 또는 항변; 또는
기타 관련 쟁점
하나 이상의 필수특허 청구항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약속한 승인된 선언서 제출자는 사법부에 필수특허 청구항에
따라 금지적 명령을 청구하거나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구현자가 조정에 참가하지 않거나 그 결과 (일정
한 기한내에 일방 당사자의 신청으로 다음에 대한 권한을 가진 관할권 내 하나 이상의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
심 확정의 1번째 항고심사 : 합리적인 요율 기타 합리적인 조건의 결정, 특허 유효성, 이행가능성, 필수성 및 침
해의 결정, 금전적 손해배상, 방어 및 항변의 해소)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항변(in a pleading)에
서 금지적 명령을 요청하지 않으면 이후에 금지적 명령 청구 권한을 박탈하는 관할권에서, 제출자는 이후에 금지
해당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여 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항변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제출자 및 구현자에게 특허의 유효성, 이행가능성, 필수성 또는 침해; 합리적인 요율 기타 합리적인 라이
선싱 조건; 지불하지 않은 과거 로열티 또는 장래 로열티 요율에 따른 보상; 방어 또는 항변; 상호 호혜적인 의무; 기
타 당사자가 조정을 선택한 이슈에 대하여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책은 라이센서와 라이센스 실시자가 양 당사자에게 상호 동의가능한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라이선스 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제출자가 소유·통제 또는 실시가능하고 동일 IEEE 표준의 필수특허 청구항이거나 필수특허 청구항이 될 수 있는
특허청구항으로 승인된 선언서가 포함하지 않은 추가적인 특허청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허청구항에 대한 집
행 계획 또는 라이센싱을 나타낸 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언의 목적을 위하여, 제출자 소속, 고용인 또는
대표하는 다음과 같은 개인이 추가적으로 IEEE 표준(안)과 관련된 제출자의 소유 또는 통제받는 잠재적 필수특
허 청구항으로 이전에 승인된 선언서에 없는 필수특허 청구항을 추가로 인지하고 있다면 제출자도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간주한다 : (a) 과거 또는 현재 IEEE 표준(안)의 개발에 참여한 자 또는 (b) 이전의 선언서를 작성한 개인
선언서는 한번 제출되어 승인되면 철회할 수 없으며 적어도 표준의 승인일부터 표준이 실효상태로 이전한 날까
지 적용하여야 한다.
선언서 사본은 표준개발 회의 참가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IEEE-SA 표준개발 회의 또는 기타 적절하게 승인을
받은 IEEE-SA 표준개발의 기술적 활동 시에서 특허청구항의 필수성, 해석 또는 유효성의 논의는 금지된다.
IEEE-SA는 특허선언 조건이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 논의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IEEE-SA 표준이사회 운영매뉴얼 제5.3.10조 참조)
IEEE는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라이선스가 요구될 수 있는 필수특허 청구항의 확인;
2. 특허청구항의 유효성, 필수성 또는 해석의 결정;
3. 선언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제출된 라이선스 조건 또는 라이선스 약정이 합리적이거나 비차별적인지의
결정; 또는
4. 구현이 구현품(Compliant Implementation)인지 여부의 결정
이 정책은 특허 검색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선언서 제출로 라이선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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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기 위하여 금지적 명령을 청구하거나 집행하도록 하는 이 정책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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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ed by the submission of a Letter of Assurance.
In order for IEEE’s patent policy to function efficiently, individuals participating in the standards
development process: (a) shall inform the IEEE (or cause the IEEE to be informed) of the holder of any
potential Essential Patent Claims of which they are personally aware and that are not already the subject of
an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that are owned or controlled by the participant or the entity the
participant is from, employed by, or otherwise represents; and (b) should inform the IEEE (or cause the
IEEE to be informed) of any other holders of potential Essential Patent Claims that are not already the
subject of an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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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IEEE 특허 정책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 개발 절차에 참여하는 개인은 : (a) 개인적으로 알
고 있고, 참여자 또는 참여자가 재직 또는 고용된 기타 대표하는 법인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것으로 승인된 선언
서에 의하지 않는 잠재적 필수특허 청구항의 소유자를 IEEE에 알리거나 IEEE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
고 (b) 기존의 선언서에 의하지 않는 기타의 잠재적 필수특허 청구항 소유자를 IEEE에 알리거나 IEEE가 알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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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pyright
All Contributions to IEEE standards development or Industry Connections activities (whether for an
individual or entity group) shall meet the requirements outlined in this clause.

7.1 Definitions
The following terms, when capitalized, have the following meanings:
“Contribution” shall mean material that is presented verbally or in recorded or written form (e.g., text,
drawings, flowcharts, slide presentations, videos) in any IEEE standards development activity or 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Public Domain” shall mean material that is no longer under copyright protection or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copyright protection.
“Published” shall mean material for which a claim of copyright is apparent (e.g., the presence of the
copyright symbol ©; an explicit statement of copyright ownership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tated
permission to use text; a text reference that indicates the insertion of text excerpted from a copyrighted
work; or a visual indication of an excerpt from another work, such as indented text).
“Work Product” shall mean the compilation of or collective work of all participants (e.g., a draft standard;
the final approved standard; draft Industry Connections white paper; Industry Connections web site).

7.2 Policy
IEEE owns the copyright in all Work Products. All IEEE Work Products shall be created in an approved
IEEE template.
Participants are solely responsible for determining whether disclosure of any Contributions that they
submit to IEEE requires the prior consent of other parties and, if so, to obtain it.
7.2.1 Contributions from previously Published sources
At the time of submission, all Contributions from previously Published sources that are not Public Domain
shall be accompanied by a Copyright Permission Form that is completed by the copyright owner, or by a
person with the authority or right to grant copyright permission. The Copyright Permission Form request
shall outline the specific material being used and, where possible, the planned context for its usage in the
Work Product. Contributions that are previously Published shall not be submitted for consideration or
incorporated in a Work Product until copyright permission acceptable to IEEE has been granted.
7.2.2 Contributions not previously Published
For any Contribution that has not been previously Published, and that is not Public Domain:
a)

IEEE has the non-exclusive, irrevocable, royalty-free, worldwide rights (i.e., a license) to use the
Contribution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Work Product for which the Contribution
was made.

b)

Upon (i) approval of the standard; or (ii) final release or publication of a Work Product by an
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IEEE has the right to exploit and grant permission to use the Work
Product’s content derived from the Contribution in any format or media without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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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작권
개인이든 법인단체이든 IEEE 표준개발을 위한 모든 기고서 또는 산업연결활동(Industry Connection
activities)은 이 조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7.1 정의
대문자로 된 경우, 다음의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
“기고서(Contribution)”란 IEEE 표준개발활동 또는 산업연결활동 내에서 구두, 기록 또는 서면 형식(예, 텍스트,
그림, 순서도,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비디오)으로 제공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공표된(Published)”이란 저작권 주장이 분명한 자료를 말한다. (예, 저작권 표현(©) 사용, 저작권 소유자 또는
IPR의 분명한 표시, 문장 사용에 대한 허락, 저작권 있는 문서로부터 삽입하였거나 발췌하였음을 나타내는 참고
문헌 표시, 또는 인용 문구 등 다른 문서에서 발췌한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경우 등)
“작업문서(Work Product)”는 모든 참여자들의 편집물 또는 집합적 작업물을 의미한다. (예, 표준초안, 최종 승
인 표준, 산업연결 백서초안, 산업연결 웹사이트 등)

7.2 정책
IEEE는 모든 작업문서의 저작권을 갖는다. 모든 IEEE 작업문서는 승인된 IEEE 양식에 맞춰 작성되어야 한다.
참여자들은 그들이 IEEE에 제출한 기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할 것인지를 결
정하고, 그렇게 결정한 경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할 권한만을 갖는다.

7.2.1 이전에 공표된 출처로부터의 기고서
공공도메인이 아니지만 이미 공표된 출처로부터 얻은 모든 기고서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허여를 할 수 있는 권
한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작성한 저작권 허여 양식(Copyright Permission Form)을 첨부하여야 한다.
저작권 허여 양식은 작업 결과물에 사용된 특정 참고자료와 가능하면 사용처가 계획된 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한
다. 이전에 게시된 기고서는 IEEE에서 허용하는 저작권 허가가 승인될 때까지 검토를 위해 제출하거나 저작물에
내용이 반영될 수 없다.

7.2.2 이전에 공표되지 않은 기고서
이전에 공표되지 않고 공공도메인에 속하지 않는 기고서에 대해서는 :
a)

IEEE는 해당 권고가 이루어진 작업결과물의 개발과 관련하여 비배타적이고 철회하지 않으며 로열티 없이
전세계 범위에서 해당 기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예, 라이선스)을 갖는다.

b)

(i) 표준의 승인; 또는 (ii) 산업연결활동에 의한 작업결과물의 최종 릴리즈(release)나 공표에 따라, IEEE
는 아무런 제한없이 포맷이나 매체와 상관없이 기고로부터 파생된 작업결과물의 컨텐츠를 활용하고 이용
권을 허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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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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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ownership of the original Contribution is not transferred or assigned to the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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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 원본에 대한 저작권의 소유권은 IEEE에 이전되거나 양도되지 않는다.

3. IEEE-SA 표준심의회
(SB) 정관

3. IEEE-SA 표준심의회(SB, Standards Board) 정관

155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155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2020

8. Modifications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Proposed modifications to these bylaws may be submitted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Procedures
Committee (ProCom) for its consideration. Proposed modifications that have been agreed to by ProCom
shall be submitted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for recommendation to forward to the IEEE-SA BOG
for approval (see clause 5.1 of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Modifications to these bylaws and the reasons therefor shall be mailed to all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at least 30 days before the IEEE-SA Standards Board meeting where the vote on these
modifications shall be taken. Two-thirds of the voting Board members present at the meeting shall be
required to approve any modifications.
These bylaws shall be reviewed by legal counsel.

8.1 Interpretation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Requests for interpretations of this document shall be directed to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Secretary of the Board shall respond to the request within 30 days of receipt. Such response
shall indicate a specified time limit when such an interpretation will be forthcoming. The time limit shall be
no longer than is reasonable to allow consideration of and recommendations on the issue by, for example,
the Procedures Committee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interpretation shall be delivered by the
Chair of the Procedures Committee after committee discussion provided that at least 75% of the committee
agrees.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be notified of these results. If less than 75% of the committee
agrees, or if any single committee member requests, the issue shall be deferred to the next regularly
scheduled IEEE-SA Standards Board meeting for the full Board to de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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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에 대한 수정
이러한 정관에 대한 수정안을 고려하도록 IEEE-SA 표준심의회 절차 위원회(ProCom)에게 제출할 수 있다.
ProCom이 합의한 제안된 수정안은 승인을 위해 IEEE-SA BOG에게 전달하기 위한 권고를 위해 IEEE-SA 표준
심의회에 제출해야만 한다(IEEE 표준협회 운영 매뉴얼의 조항 5.1을 참조).
이러한 정관에 대한 수정과 그에 대한 이유는 이러한 수정에 대한 투표를 수행해야 하는 IEEE-SA 표준심의회 회
의보다 최소한 30일 앞서 IEEE-SA 표준심의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발송되어야만 한다. 수정을 승인하기 위해서
는 투표권을 가진 위원회 회원의 2/3가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요구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정관은 법률 고문이 검토해야만 한다.

이 문서의 해석에 대한 요청은 IEEE-SA 표준심의회의 사무국장에게 보내야만 한다. 심의회의 사무국장은 접수
를 받고 30일 내에 요청에 응답해야만 한다. 이러한 응답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나올 지정된 마감 시한을 표시해
야만 한다. 이 마감 시한은 IEEE-SA 표준심의회의 절차 위원회 등에 의한 이 문제의 고려 및 권고를 허용하기에
적절한 것 이상으로 길어서는 안 된다. 이 해석은 위원회의 75% 이상이 동의한다는 조건하에 ProCom의 논의
이후에 절차 위원회의 의장이 전달해야만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에 이러한 결과를 통보해야만 한다. 동의하
는 위원회의 회원이 75% 미만이거나, 어떤 한 명의 위원회 회원이 요청을 하는 경우, 이 문제는 전체 심의회가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에 정기적으로 예정된 IEEE-SA 표준심의회 회의로 연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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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1 Scope and purpose
The organization and basic procedure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are cover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The following material supplements the provision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which
shall be the prevailing document in the event of conflict. The purpose of this document is to specify the procedures
that shall be followed in the standards-development process in use within the IEEE.

1.2 Types of IEEE standards
IEEE standard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Lists of terms, definitions, or symbols, applicable to any field of science or technology within the scope of
the IEEE.

—

Expositions of scientific methods of measurement or tests of the parameters or performance of any device,
apparatus, system, or phenomenon associated with the art, science, or technology of any field within the
scope of the IEEE.

—

Characteristics, performance, and safety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devices, equipment, and systems
with engineering installations.

—

Recommendations reflecting current state-of-the-art in the application of engineering principles to any field
of technology within the scope of the IEEE.

IEEE standards are classified as:
—

Standards: documents with mandatory requirements. 1

—

Recommended practices: documents in which procedures and positions preferred by the IEEE are
presented.

—

Guides: documents in which alternative approaches to good practice are suggested but no clear-cut
recommendations are made.

—

Trial-Use documents: publications in effec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see 5.7). They can be any of the

Mandatory requirements are generally characterized by use of the verb “shall,” whereas recommended practices normally use the
word “should.” See the IEEE Standards Style Manual for further inform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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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

1. 소개
1.1 범위 및 목적

1.2 IEEE 표준의 유형
IEEE 표준에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

IEEE의 범위 내에서 모든 분야의 과학 또는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용어, 정의 또는 기호의 목록.

―

IEEE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분야의 예술, 과학 또는 기술과 관련된 모든 장치, 기구, 시스템 및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방법 또는 매개변수나 성능 테스트에 관한 설명.

―

공학 설비가 있는 시스템, 장비, 그리고 장치와 관련된 특성, 성능 및 안전 요구사항.

―

IEEE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분야에 공학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최첨단 기술을 반영하
는 권고사항.

IEEE 표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표준(Standards): 의무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문서.1

―

권고실용서(Recommended Practices): IEEE가 선호하는 절차 및 입장이 제시되는 문서.

―

안내서(Guides): 모범 사례에 대한 대체 접근법을 제안하지만 명확한 권고사항이 없는 문서.

―

시험사용문서(Trial-Use documents): 3년 이상 유효하지 않은 간행물(5.7 참조). 시험사용문서는 위

의무적인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해야만 한다(shall)"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에 권고실용서는 대개 "해야 한다(should)”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추가 정보는 IEEE 표준 스타일 매뉴얼(Standards Style Manual)을 참조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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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SA 표준심의회의 조직 및 기본 절차는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에서 다룬다. 본 자료는 논쟁이 발생할 때
우선 기준문서가 되어야 하는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의 조항을 보완한다. 이 문서의 목적은 IEEE 내부에서
사용되는 표준개발 과정에서 따라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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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of standards publications listed above.
The IEEE standards development process may result i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documents:
—

New: A document that does not replace or modify another standard.

—

Revision: A document that updates and replaces (i.e., supersedes) an existing IEEE standard in its entirety.

—

Amendment: A document that adds to, removes from, or alters material in a portion of an existing IEEE
standard and may make editorial or technical corrections to that standard.
NOTE – An amendment to a standard may be prepared to maintain the state-of-the-art within the standard
due to advancing technology or techniques. An amendment facilitates the timely change of an existing
IEEE standard prior to its complete revision.

—

Corrigendum: A document that only corrects editorial errors, technical errors, or ambiguities in an existing
IEEE standard. A corrigendum does not introduce new material.
NOTE –A typical corrigendum may contain:
— Corrections to equations, tables, or figures, or their associated numbering or citations in the text
— Corrections to technically incorrect sentences or paragraphs

—

Erratum: A document that contains only grammatical corrections to, or corrections of errors introduced
during the publishing process of, an existing IEEE standard. An erratum is based on the comparison of the
final balloted version of the standard as compared to the published version.

IEEE Standards Project Editors can assist Standards Committees in determining whether an amendment or revision
is appropriate.
IEEE Standards may be in one of three states of activity:
—

Developing: Standards projects that have not yet been approved as standards.

—

Active: Approved standards that have not been transferred to inactive status.

—

Inactive: Standards that are no longer being reviewed or assessed for accuracy, relevance to current
practices, or further applications; these standards are removed from active status (i.e., these standards are
transferred from active to inactive status). (See 9.2).

1.3 Standards documentation
All IEEE-SA draft standards, meeting minutes,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materials, and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comments shall be in the English language.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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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열된 어떤 범주의 표준 간행물도 될 수 있다.
IEEE 표준개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가 하나 이상 나올 수 있다.
―

신규(New): 다른 표준을 교체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문서.

―

개정(Revision): 기존 IEEE 표준을 전체적으로 갱신하거나 교체(즉, 대체)하는 문서.

―

수정(Amendment): 기존 IEEE 표준에 대한 가감 혹은 부분적인 변경을 포함하고 해당 표준에 대한 편
집 또는 기술적 교정을 포함할 수 있는 문서.
비고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표준 내에서 최첨단을 유지하기 위해 표준에 대한 수정(Amendment)이
준비될 수 있다. 수정(Amendment)은 완전한 개정(Revision) 전에 기존 IEEE 표준을 적시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술적 정정(Corrigendum): 기존 IEEE 표준의 편집 오류, 기술적 오류, 또는 모호성만 수정하는 문서.
기술적 정정(Corrigendum)은 새로운 내용을 도입하지 않는다.
비고 - 전형적인 기술적 정정(Corrigendum)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기술적으로 부정확한 문장 또는 단락 수정
―

문법적 정오표(Erratum): 기존 IEEE 표준의 문법적인 교정 사항만을, 또는 기존 IEEE 표준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수정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 Erratum은 표준의 출판된 버전에 대한 최종 투표 버
전의 비교를 기반으로 한다.

IEEE 표준 프로젝트 에디터는 수정(Amendment) 또는 개정(Revision)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표준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다.
IEEE 표준은 다음 세 가지 활동 상태 중 하나 일 수 있다.
―

개발(Developing): 아직 표준으로 승인되지 않은 표준 프로젝트.

―

활성(Active): 비활성 상태로 이전되지 않은 승인된 표준.

―

비활성(Inactive): 현재의 관행 또는 향후 응용과 관련해서, 더 이상 정확성을 위해 검토 또는 평가되지
않는 표준. 이러한 표준은 활성 상태에서 제거된다(즉, 이러한 표준은 활성 상태에서 비활성 상태로 전
환된다). (9.2 참조)

1.3 표준 문서화
모든 IEEE-SA 초안 표준, 회의록, 표준협회 투표자료 및 표준협회 투표의견(Ballot Comments)은 영어로 작성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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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식, 표, 그림 또는 그와 관련된 번호 매기기 또는 텍스트 인용에 대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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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lated documents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Essential Requirements: Due process requirements for American
National Standards (current edition).
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IEEE-SA Board of Governors Open Source Operations Manual.
PAR Form.
IEEE-SA Standards Board Working Guide for Submittal of Proposed Standards and Form for Submittal of
Proposed Standards. (Known as the IEEE-SA Working Guide for the Submittal of Proposed Standards.)
IEEE Standards Style Manual.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current edition).

3

168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168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2. 관련 문서
미국국가표준협회(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필수 요구사항: 미국 국가 표준에
대한 적법 절차 요구 사항(ANSI Essential Requirements: Due process requirements for American
National Standards) (현행판).
IEEE-SA 표준협회 운영 매뉴얼.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
IEEE-SA 임원회 오픈소스 운영 매뉴얼.
PAR 양식.
제안된 표준의 제출을 위한 양식과 제안된 표준의 제출을 위한 IEEE-SA 표준심의회 실무 안내서(제안된 표준의
제출을 위한 IEEE-SA 실무 안내서로 알려져 있음).
IEEE 표준 스타일 매뉴얼.
4. IEEE-SA 표준심의회
(SB) 운영 매뉴얼

로버트의 의사규칙, 신규 개정(현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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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breviations and acronyms
AdCom: IEEE-SA Standards Board Administrative Committee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SC: ANSI Accredited Standards Committee
AudCom: IEEE-SA Standards Board Audit Committee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NesCom: IEEE-SA Standards Board New Standards Committee
PAR: Project Authorization Request
PatCom: IEEE-SA Standards Board Patent Committee
ProCom: IEEE-SA Standards Board Procedures Committee
RevCom: IEEE-SA Standards Board Standards Review Committee
SASB: IEEE-SA Standards Board
SCC: 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
SDO: Standards-Developing Organization
TC: Technical Committee
WG: Working Grou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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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어 및 두문자어
AdCom: IEEE-SA 표준심의회 관리위원회
ANSI: 미국국가표준협회
ASC: ANSI 공인표준위원회
AudCom: IEEE-SA 표준심의회 감사위원회
IEEE: 미국전기전자학회
NesCom: IEEE-SA 표준심의회 신규표준위원회
PAR: 프로젝트인가요청서
PatCom: IEEE-SA 표준심의회 특허위원회
ProCom: IEEE-SA 표준심의회 절차위원회
4. IEEE-SA 표준심의회
(SB) 운영 매뉴얼

RevCom: IEEE-SA 표준심의회 표준검토위원회
SASB: IEEE-SA 표준심의회
SCC: 표준조정위원회
SDO: 표준개발조직
TC: 기술위원회
WG: 작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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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EEE-SA Standards Board and committee procedures
4.1 IEEE-SA Standards Board
4.1.1 Transaction of business
Except as specified in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and these procedures, busines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meeting wi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latest edition of Robert’s Rules of Order.
4.1.1.1 Agenda
4.1.1.1.1 Regular meetings
A preliminary agenda for each regular meeting shall be prepared by the Secretary and sent to the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including liaison representatives, at least two weeks prior to the meeting date. The
preliminary agenda shall also be sent to the IEEE-SA Board of Governors (BOG).
A final agenda shall be presented at the time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meeting. Recommendations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from the committee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be contained in an agenda
item known as a “consent agenda.” Prior to approval of the agenda, any member may request that an item on the
consent agenda be removed and considered separately as part of the agenda. Adoption of the consent agenda as
modified constitutes approval of all included items by unanimous consent. The balance of the agenda normally
includes the Chair’s report, the Secretary’s report, action items, information and discussion items, committee
reports, and new business.
4.1.1.1.2 Special meetings
An agenda for each special meeting shall be prepared by the Secretary and sent in conjunction with the meeting
notice, to all voting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the IEEE-SA Board of Governors; the IEEE-SA
Standards Board Chair shall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the agenda shall be further distributed.
4.1.1.2 Minutes
The minutes of each meeting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be distributed by the Secretary to voting
members, liaison representatives, the IEEE-SA BOG, those present at the meeting, and anyone involved in an action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within four weeks following the meeting. In reporting an official action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minutes shall, on request of dissenters, contain a record of the dissenting votes. In
addition, a listing of resolutions of each meeting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be publicly distributed by
the Secretary within four weeks following the meeting.
4.1.1.3 Project Authorization Requests (PARs)
PARs that have been submitted by Standards Committees to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 the
established deadline shall be submitted by the Secretary to the New Standards Committee (NesCom) for review.
Notification of this distribution shall be given to all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For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procedures of NesCom, see 4.2.2.)
4.1.1.4 Submittal of proposed standards
Proposed standards, together with the required documentation, that have been submitted by Standards Committees
to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 the established deadline shall be submitted by the Secretary t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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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EEE-SA 표준심의회와 위원회 절차
4.1 IEEE-SA 표준심의회
4.1.1 업무처리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 및 이 절차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IEEE-SA 표준심의회 회의의 업무는 로버트
회의법의 최신판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4.1.1.1 의제
4.1.1.1.1 정기회의
각 정기회의의 예비 의제는 간사(Secretary)가 준비하여 회의 날짜 최소 2주 전에 연락(Liaison) 대표를 포함하
여 IEEE-SA 표준심의회 회원들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이 예비 의제는 IEEE-SA 임원회(BOG: Board of
Governors)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

4.1.1.1.2 특별회의
각 특별 회의의 의제는 간사가 준비하고, 회의 통지와 함께 IEEE-SA 표준심의회 및 IEEE-SA 임원회의 모든 투
표 회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 의장은 의제를 추가로 배포해야 할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4.1.1.2 의사록
IEEE-SA 표준심의회의 각 회의의 의사록은 간사가 회의가 끝나고 4주 내에 투표 회원, 연락 대표, IEEE-SA 임
원회, 회의 참석자, 그리고 IEEE-SA 표준심의회의 조치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배포해야 한다. IEEE-SA 표준
심의회의 공식적인 조치를 보고할 때, 의사록에는 반대자의 요청에 따라 반대표의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가
적으로, IEEE-SA 표준심의회의 각 회의 결의 목록은 회의 후 4주 이내에 간사가 공개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4.1.1.3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 Project Authorization Request)
표준위원회가 IEEE-SA 표준심의회의 간사에게 정해진 마감시한까지 제출한 PAR는 검토를 위해 간사가 신규표준
위원회(NesCom: New Standards Committee)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배포의 공지는 IEEE-SA 표준심의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신규표준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는 4.2.2를 참조한다.)
4.1.1.4 제안된 표준의 제출
표준위원회가 정해진 마감시한까지 IEEE-SA 표준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한 제안된 표준은 필요한 문서와 함께
검토를 위하여 간사가 표준검토위원회(RevCom: Standards Review Committee)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배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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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의제는 IEEE-SA 표준심의회 회의가 열릴 때 제시되어야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의 여러 위원회가
IEEE-SA 표준심의회에 보낸 권고 사항은 "동의 의제(consent agenda)"라고 알려진 의제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
다. 의제를 승인하기 전에, 모든 회원은 동의 의제의 어떤 항목을 제거하고 의제의 일부로서 별도로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수정된 상태의 동의 의제를 채택하는 것은 만장일치로 모든 포함된 항목을 승인하는 것이다. 의
제 목록에는 통상적인 순서대로 의장의 보고서(Chair’s report), 간사의 보고서(Secretary’s report), 실행 항
목, 정보 및 논의 항목, 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신규 업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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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ndards Review Committee (RevCom) for review. Notification of this distribution will be given to all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For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procedures of RevCom, see 4.2.3.)
4.1.1.5 Confidentiality Statements and Copyright Notices on Communications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its committees operate in an open manner. To that end, no material submitted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or its committees will be accepted or considered if it contains any statement that
places any burden on the recipient(s) with respect to confidentiality or copyright. Any communication, including
electronic mail, containing language with such restrictive wording will not be accepted or considered.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policy does not apply to IEEE copyrighted materials, such as draft standards, or to
materials to or from IEEE counsel appropriately classified as attorney-client privileged. In the event that
copyrighted materials are to be incorporated in an IEEE standard, an acceptable copyright release or assignment
must be obtained from the copyright owner prior to approval of the standar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4.1.2 Liaison representatives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circulat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liaison
representatives for review and action:
a)

Each IEEE Project Authorization Request (PAR) submitted for approval. The liaison representative is
expected to review each request to see if his or her organization has a substantial interest in the project.

b)

Agenda for each IEEE-SA Standards Board meeting. This should be reviewed to determine if there is any
item on the agenda of substantial interest to the organization. The liaison member should be present, if
necessary, to support the interests of the organization.

c)

Minutes of meeting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is shall include action taken on PARs and draft
standards.

d)

Notice of assignment of a standards project. When the IEEE-SA Standards Board, on its own initiative,
agrees on the need for a standard, a request to develop the standard shall be sent to the liaison
representative of the Society and/or the 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 (SCC) having primary interest
in the subject. The liaison representative is expected to assign the project to the appropriate technical unit
as a Standards Committee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andards project.

e)

Status Reports. The liaison representative shall review any sections of the project reports that may be
assigned to his or her organization and notify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f any
corrections and revisions. The liaison representative should ensure that action is taken to revise all
standards assigned to the Society within ten years of the date of approval. The liaison representative should
monitor work being done on all standards projects and report any changes in the status of the standards to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4.2 Standing committee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2
4.2.1 Procedures Committee (ProCom)
This committee shall review proposed modifications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and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and submit its recommendations for a vote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It
shall hold meetings as the need requires.
2

Note that not all committee operations are detailed in this sub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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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공지는 IEEE-SA 표준심의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표준검토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
는 4.2.3을 참조한다).
4.1.1.5 통신에 대한 기밀성 진술 및 저작권 공지
IEEE-SA 표준심의회와 소속 위원회들은 개방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하여 IEEE-SA 표준심의회나 소속
위원회들에게 제출된 자료에 기밀성이나 저작권과 관련하여 수신자에게 어떠한 부담이라도 주는 문장이 포함되
어 있다면 해당 자료는 받아들여지거나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전자우편을 포함하여, 이러한 제한적인 어휘를 가
진 표현을 포함하는 모든 통신은 받아들여지거나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정책은 표준 초안과 같은 IEEE가 저작권을 갖는 자료나 변호사-고객 권한(attorney-client privileged)으로
적절히 분류된 IEEE 법률고문과 주고받은 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
를 IEEE 표준에 통합시키려는 경우에는 IEEE-SA 표준심의회가 해당 표준을 승인하기 전에 저작권 소유자로부
터 적절한 저작권 공개나 양도를 얻어야 한다.

4.1.2 연락 대표
IEEE-SA 표준심의회의 간사는 검토 및 조치를 위하여 연락 대표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회람시켜야 한다.
승인을 위해 제출된 각 IEEE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 연락 대표는 자신의 조직이 해당 프로젝트에 중
대한 이해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요청을 검토할 것으로 기대된다.

b)

각 IEEE-SA 표준심의회 회의에 대한 의제. 해당 조직에 중대한 이해 관계가 있는 항목이 의제에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 의제를 검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의 이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락 회원이 참
석해야 한다.

c)

IEEE-SA 표준심의회의 회의록. 여기에는 PAR와 표준 초안에 대해 취해진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d)

표준 프로젝트의 배정에 관한 통지. IEEE-SA 표준심의회가 자발적으로 어떤 표준이 필요하다고 동의한다
면, 해당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요청서를 해당 주제에 주된 관심을 가진 소사이어티(Society) 및/또는 표
준조정위원회(SCC: 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의 연락 대표에게 전달해야 한다. 연락 대표는
표준 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한 표준위원회로서 적절한 기술 단위(Technical Unit) 조직에 해당 프로젝트
를 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e)

상태 보고서. 연락 대표는 자신의 조직에게 배정될 수 있는 프로젝트 보고서의 모든 섹션(Sections)을 검
토해야 하고 교정 및 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어떤 것이라도 IEEE-SA 표준심의회의 간사에게 통보해야 한
다. 연락 대표는 해당 소사이어티에 배정된 모든 표준을 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개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한다. 연락 대표는 모든 표준 프로젝트에서 수행되고 있는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표준의
모든 상태 변화를 IEEE-SA 표준심의회의 간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4.2 IEEE-SA 표준심의회의 상설 위원회2
4.2.1 절차위원회(ProCom: Procedures Committee)
이 위원회는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과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에 대해 제안된 수정 사항을 검토해
야 하고 IEEE-SA 표준심의회의 투표를 위한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열어야
한다.

2

모든 위원회 운영을 이 하위절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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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mmittee shall review proposed modifications to the IEEE Standards Style Manual and submit its comments
to IEEE-SA Staff.
4.2.2 New Standards Committee (NesCom)
This committee shall examine Project Authorization Requests (PARs) and make recommendations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regarding their approval. Such forms shall be reviewed in detail to make certain that all necessary
information has been properly provided.
4.2.3 Standards Review Committee (RevCom)
This committee acts in an advisory capacity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 making recommendations on the
approval or disapproval of standards submitted for IEEE-SA Standards Board approval or adoption.
Approval or adoption of a standard requires a consensus of RevCom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procedures of
RevCom and those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have been satisfied. Specifically, this means that the final
results of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and statements submitted by balloters who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standard indicate that consensus has been achieved and unresolved negative ballots have been
properly considered, together with reasons why the comments could not be resolved.
4.2.3.1 RevCom agenda
A preliminary agenda for each RevCom meeting shall be prepared by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r a designated person and distributed to RevCom members at least 30 days 3 prior to a scheduled meeting of
RevCom. Included with the agenda shall be a list of all proposed standards to be presented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for approval. At the same time the agenda, without supporting documentation, shall be sent to all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liaison representatives, and other organizations and persons. The agenda
is to be sent to all persons and organizations that have expressed an interest in the standards activities of the IEEE.
4.2.3.2 Review of draft standards
The RevCom Administrator shall distribute a copy of each proposed standard to the members of RevCom, together
with the submittal form and any other pertinent information, for review. An IEEE-SA Standards Board member or
the liaison representative may request a copy of the proposed standard from the RevCom Administrator. RevCom
members are responsible for reviewing the documents and submitting comments to the RevCom Administrator. All
comments and objections with reasons shall be distributed by the RevCom Administrator to RevCom members and
the liaison representative of the Standards Committee.
All requests for approval of a standard shall be reviewed by RevCom to ensure that the submittal is complete and
that appropriate IEEE procedures are followed completely and correctly (see the IEEE-SA Working Guide for
Submittal of Proposed Standards).
Examples of some of the points that must be carefully analyzed are given in the following paragraphs:

3

—

Title of Document. The title on the draft document and submittal form shall be within the scope as stated on
the most recently approved PAR, or action(s) shall be taken to ensure this.

—

Coordination. Mandatory coordination comments shall be addressed. If the Standards Committee believes
that satisfying specific mandatory coordination comments will impede the utility of the draft standard,
appropriate documentation of this position shall be presented to RevCom.

Throughout this document, the term ‘days’ shall mean calendar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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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는 IEEE 표준 스타일 매뉴얼에 대해 제안된 수정사항을 검토하고 그 의견을 IEEE-SA 직원에게 제출해
야 한다.

4.2.2 신규표준위원회(NesCom: New Standards Committee)
이 위원회에서는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 Project Authorization Request)를 조사해야 하고 이들의 승인과
관련하여 IEEE-SA 표준심의회에 권고를 해야 한다.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
하여 이러한 양식은 상세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4.2.3 표준검토위원회(RevCom: Standards Review Committee)
이 위원회는 IEEE-SA 표준심의회의 승인 또는 채택을 위해 제출된 표준의 승인 또는 승인 거부에 대한 권고를
하는 IEEE-SA 표준심의회에 대한 고문자격으로 활동한다.
어떤 표준을 승인하거나 채택하기 위해서는 표준검토위원회의 절차 요건과 IEEE-SA 표준심의회의 절차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표준검토위원회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표준협회 투표의 최종결과와 표준개발에 참여
한 투표자들이 제출한 진술이 합의에 도달했으며, 반대 의견을 해결할 수 없었던 이유와 함께 해결되지 않은 반
대표가 적절하게 고려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표준검토위원회 회의에 대한 예비 의제는 IEEE-SA 표준심의회의 간사나 지정된 사람이 준비해야 하고, 표준
검토위원회의 예정된 회의보다 최소한 30일3 전에 표준검토위원회 회원들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승인을 위해
IEEE-SA 표준심의회에게 제시될 모든 제안된 표준의 목록이 의제와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 의제는 신
청 서류 없이 IEEE-SA 표준심의회의 모든 회원, 연락 대표, 그리고 그 밖의 조직 및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
다. 이 의제는 IEEE의 표준 활동에 관심을 표현한 모든 개인 및 조직에게 전달될 것이다.
4.2.3.2 표준 초안의 검토
표준검토위원회 관리자는 검토를 위하여 제출된 양식 및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와 함께 표준검토위원회의 회원
들에게 각각의 제안된 표준의 사본을 배포해야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 회원이나 연락 대표는 표준검토위원
회 관리자에게 제안된 표준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표준검토위원회 회원은 문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표준검토
위원회 관리자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다. 표준검토위원회 관리자는 이유가 있는 모든 반대 및 의견을 표준검토위
원회 회원과 표준위원회의 연락 대표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표준의 승인을 위한 모든 요청은 제출물이 완전하고 적절한 IEEE 절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따른다는 것을 보장
하기 위하여 표준검토위원회가 검토해야 한다(제안된 표준의 제출에 대한 IEEE-SA 실무 안내서[IEEE-SA
Working Guide for Submittal of Proposed Standards] 참조).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하는 사항의 일부의 예가 다음 항에 제시되어 있다.

3

―

문서의 제목. 문서 초안과 제출 양식에 있는 제목은 가장 최근에 승인된 PAR에 기술된 범위 내에 있도
록 만들거나,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조정. 필수적인 조정 의견을 다루어야 한다. 표준위원회가 특정한 필수적인 조정 의견을 만족시키는 것
이 표준 초안의 효용성을 방해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입장에 대한 적절한 문서를 표준검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문서 전반에서 '일(day)'이란 용어는 역일(calendar day)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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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Summary. A ballot summary of the vote of the members of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is required, e.g., showing the classification of members and including
comments accompanying unresolved negative ballots. For complete details, see 5.4.1 and 5.4.3.

—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shall be formulated
according to 5.4.1.

—

Classification of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Classification of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shall be in accordance with 5.4.1.

—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Comment Responses. All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comments shall
receive consideration and response in accordance with 5.4.3.

4.2.3.3 Standards Committee representation at RevCom
At the suggestion of the Secretary, the Standards Committee may send a representative to the RevCom meeting at
which a proposed standard having unresolved negative comments is to be reviewed. The Secretary shall ensure that
the representative receives a copy of all comments, objections, and negative RevCom votes with reasons. The
Standards Committee representative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m at the meeting.
4.2.3.4 Proponents and objectors to actions before RevCom
Proponents and objectors to actions before RevCom may attend meetings to present their views. When negative
comments are received in advance from RevCom members,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be invited to send a
representative(s) to the RevCom meeting to answer questions and help resolve issues.
4.2.3.5 Dissenting opinions
At the request of any member of RevCom, a recommendation may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in disagreement
with the recommendation. While there seldom is a “minority” position,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be
informed of significant controversies.
4.2.4 Audit Committee (AudCom)
This committee shall make routine reviews and inspections to assure that each standards-developing entity, through
its Standards Committee and Working Group policies and procedures (P & P), is adhering to the procedures
described in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and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It will
make recommendations as appropriate to advise the standards-developing entities of changes that are needed. The
committee shall periodically issue reports when request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summarizing its
findings and making recommendations as appropriate for Standards Board action.
The committee shall develop sets of basic Standards Committee and Working Group operating procedures for
standards development and shall use such operating procedures as a baseline when performing audits of P & P.
4.2.4.1 AudCom review of Standards Committee P & P
AudCom recommends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following actions concerning IEEE-SA Standards
Committee P & P:
—

Accepted

—

Not accepted

—

Visibly und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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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협회 투표 요약. 표준협회 투표 그룹의 회원들의 분류를 나타내고, 해결되지 않은 반대표에 수반되
는 의견(comments)을 포함시키는 등, 표준협회 회원들의 투표에 대한 투표 요약이 있어야 한다. 완전
한 세부 사항은 5.4.1과 5.4.3을 참조한다.

―

표준협회 투표 그룹. 표준협회 투표 그룹은 5.4.1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

―

표준협회 투표 그룹의 분류. 표준협회 투표 그룹의 분류는 5.4.1에 따라야 한다.

―

표준협회 투표 의견에 대한 응답. 모든 표준협회 투표 의견은 5.4.3에 따라 심사숙고와 응답을 받아야
한다.

4.2.3.3 표준검토위원회에서의 표준위원회의 대표
간사의 제안에 따라 표준위원회는 해결되지 않은 반대 의견이 있는 제안된 표준이 검토될 표준검토위원회 회의
에 대표를 보낼 수 있다. 간사는 그 대표가 모든 의견, 반대, 그리고 이유가 있는 부정적인 표준검토위원회 표
(votes)의 사본을 받도록 해야 한다. 표준위원회 대표가 회의에서 위의 사항들을 논의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4.2.3.4 표준검토위원회 이전 조치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

토위원회 회원들로부터 미리 반대 의견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질문에 대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대
표(들)를 표준검토위원회 회의에 보내도록 표준위원회를 초청해야 한다.
4.2.3.5 반대 의견
표준검토위원회의 회원의 요청에 따라, 권고에는 해당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 진술이 수반될 수 있다. "소수" 입장
이 드물기는 하지만, 중대한 쟁점은 IEEE-SA 표준심의회에 알려야 한다.

4.2.4 감사위원회(AudCom)
이 위원회는 각각의 표준개발 주체(entity)가 해당 표준위원회와 작업그룹(Working Group)의 정책 및 절차
(P&P)를 통해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과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에 설명된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것
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검토 및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필요한 변경 사항을 표준개발 주체에
게 적절하게 권고를 할 것이다. 이 위원회는 IEEE-SA 표준심의회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표준심의회의 조치를 위해 적절한 권고를 하는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간행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표준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표준위원회와 작업그룹의 운영 절차 세트를 개발해야 하고 이러한 운영
절차를 P&P 감사를 수행하는 기준으로 사용해야 한다.
4.2.4.1 표준위원회 P&P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검토
감사위원회는 IEEE-SA 심의회에 IEEE-SA 표준위원회 P&P에 관한 다음 조치를 권고한다.
―

승인(Accepted)

―

비승인(Not accepted)

―

가시적으로 개발 중(Visibly und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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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ndards Committee's P & P shall be determined by AudCom to be visibly under development or accepted by
AudCom before performance of any standards work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AR actions,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actions, etc.) by that Standards Committee is authoriz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to
commence.
After a Standards Committee's P & P have been submitted to AudCom and an AudCom member is assigned as
mentor to review the document, the P & P may be determined by AudCom to be visibly under development. The P
& P will remain in such a state until AudCom is either satisfied that they are complete and acceptable or that the
Standards Committee is no longer responsive to AudCom and that the P & P are not acceptable.
AudCom will ensure that each standards-developing group has based its P & P on the appropriate baseline
procedures (e.g., individual, entity, SCC Type 1, or SCC Type 2) available from the IEEE-SA.
Standards Committee P & P shall be subject to review by AudCom every five years to ensure currency. However, if
a Standards Committee revises its P & P prior to its next scheduled AudCom review,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immediately submit its revised P & P to AudCom for review and acceptance.
The Standards Committee P & P document accepted by AudCom shall be the official policies of that Standards
Committee and shall reside online on the IEEE-SA Standards Board AudCom website. No other copy shall be
designated as the official copy. Links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AudCom website are encouraged.
4.2.4.2 AudCom review of Working Group P & P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ndards Committee (see 5.1.2) to approve the P & P of its working groups involved
in the technical development work of a standard. However, at any time, AudCom may select a working group on
which to conduct a WG P & P audit, from the various working groups that the Standards Committee has active at
the time. At least one of a Standards Committee’s WG P & P shall be subject to review by AudCom every five years
to ensure currency. AudCom will conduct the review based on comparison to the then-current baseline WG P & P
available from IEEE-SA.
AudCom will review the WG P & P of the selected working group and, if no issues are found, will report this to the
IEEE-SA Standard Board. If issues are identified with the selected WG P & P, AudCom will suggest revisions.
AudCom may also require review of additional WG P & P of other working groups for the Standards Committee. If
issues are not resolved in a reasonable time, or significant issues are found among the WG P & P of several working
groups, AudCom may recommend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at the Standards Committee’s Working
Group P & P be considered “not accepted”, and that the Standards Committee’s standards development activities be
stopped. If issues exist but progress is being made, AudCom may recommend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at
the Standards Committee’s Working Group P & P be considered “visibly under development”.
Stopping of standards development activities includes PAR submissions,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activities, etc.
4.2.5 Patent Committee (PatCom)
This committee reviews patent letters of assurance and other patent information submitted to the IEEE Standards
Department. It examines issues brought to its attention regarding IEEE Standards development and patents, and
makes recommendations as appropriate.
4.2.6 Continuous processing of IEEE-SA Standards Board and committee agenda items
In order to reduce the time involved in standards development,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its committees
may use continuous processing through electronic technologies to consider appropriate agenda items. Each agenda
item to be considered under this methodology shall be carefully appraised as to its suitability for this process.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its committees should establish means for continuous processing according to their
unique needs. These methods are publicly available by contacting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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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어떤 표준 작업(PAR 조치, 표준협회 투표 조치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수행 이전에 표
준위원회의 P&P를 가시적으로 개발 중이나 승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로써 IEEE-SA 심의회가 표준위원회가
시작하도록 승인한다.
표준위원회의 P&P가 감사위원회에 제출되고 감사위원회 회원이 문서 검토를 위한 멘토로 지정되면, 감사위원회
에서 P&P를 가시적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해당 내용이 완전하고 승인 가능한 상
태라고 만족하거나, 혹은 표준위원회가 더 이상 감사위원회에 응답하지 않으며 P&P가 승인될 수 없는 상태라고
결정할 때까지 P&P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한다.
감사위원회는 각 표준개발 그룹이 IEEE-SA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기준 절차(예: 개인, 엔티티, 표준조정위원회
유형 1 또는 표준조정위원회 유형 2)를 기반으로 P&P를 구축했는지 확인할 것이다.
표준위원회 P&P는 통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5년마다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 예정된 감
사위원회 검토 전에 표준위원회가 자신의 P&P를 수정하는 경우, 표준위원회는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수정된 P&P
를 감사위원회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위원회 P&P 문서는 해당 표준위원회의 공식 정책이며 IEEE-SA 표준심의회 감사위원
회 웹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존재해야 한다. 어떤 다른 사본도 공식 사본으로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 IEEE-SA 표
준심의회 감사위원회 웹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표준의 기술적인 개발 작업에 관여하는 작업그룹의 P&P를 승인하는 것은 표준위원회의 책임(5.1.2 참조)이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표준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작업그룹 중에서 작업그룹 P&P 감사를 수행
할 작업그룹을 선택할 수 있다. 표준위원회의 작업그룹 P&P 중 적어도 하나는 통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5년마다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IEEE-SA에서 제공하는 당시 기준 작업그룹 P&P와 비교하는
것에 근거하여 검토를 실시할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선택된 작업그룹의 작업그룹 P&P를 검토하고,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IEEE-SA 표준심의회에 이
를 보고한다. 선택한 작업그룹 P&P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감사위원회에서 수정을 제안한다. 감사위원회는 또한 표
준위원회에게 다른 작업그룹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그룹 P&P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가 합당한 시간 내에 해
결되지 않거나, 여러 작업그룹의 작업그룹 P&P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면, 감사위원회는 IEEE-SA 표준심의회
에 표준위원회의 작업그룹 P&P를 “비승인”으로 간주할 것과 해당 표준위원회의 표준개발 활동을 중지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문제가 있어도 진전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IEEE-SA 표준심의회에 표준위원회의 작업그룹 P&P를
“가시적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간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표준개발 활동의 중지에는 PAR 제출, 표준협회 투표 활동 등이 포함된다.

4.2.5 특허위원회(PatCom)
이 위원회는 특허 선언서와 IEEE 표준부(Standards Department)에 제출된 그 밖의 특허 정보를 검토한다. 이 위
원회는 IEEE 표준개발 및 특허와 관련하여 주의가 요구되는 문제를 조사하고, 적절하게 권고를 한다.

4.2.6 IEEE-SA 표준심의회 및 위원회의 의제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처리
표준개발에 관련된 시간을 줄이기 위해, IEEE-SA 표준심의회와 그 위원회들은 적절한 의제 항목을 고려하기 위
하여 전자 기술을 통한 지속적인 처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에 따라 고려될 각 의제 항목은 이 과정에 대한
적합성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평가되어야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와 그 위원회들은 자신의 고유한 요구에 따
라 지속적인 처리를 위한 수단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IEEE-SA 표준심의회의 간사에게 연락하여 공개
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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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votes taken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during continuous processing are subject to the provisions stated
in subclause 5.1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4.3 Forming a 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 (SCC)
The IEEE-SA Standards Board will consider petitions from persons who outline the desirability of an SCC type 1 or
SCC type 2, defined in subclause 4.3.1 of the IEEE-SA Standard Board Bylaws.
4.3.1 Notification of affected IEEE Societies and Councils
A proposal to create a new SCC type 1 or SCC type 2 or to change the scope of an existing SCC shall first be
submitted to all IEEE Society/Council Presidents whose scopes of activity are related to the program of work to be
covered by the proposed SCC or affected by a proposed change in the scope of an existing SCC.
4.3.1.1 New SCC
For proposed new SCCs, the notification shall include
a)

A scope of work for the SCC.

b)

Supporting material demonstrating the need for and feasibility of the SCC.

c)

A statement explaining why the SCC should undertake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in a particular subject
area rather than the current committees of IEEE Societies or Councils.

d)

A nominee for chair, including a statement of his or her willingness to serve.

e)

A budget that estimates annual resource requirements and identifies sources of revenue to support the
activity.

f)

An opportunity for the IEEE Society/Council to oversee the work.

Notified Presidents shall be requested to respond to the notification indicating whether the IEEE Societies/Councils
they represent would be willing to oversee the work. The response date should be set to be prior to the proposed
submission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A period of at least three months should be given to respond to the
notification.
4.3.1.2 Change in scope of an existing SCC
The notification for changes in the scope of an existing SCC shall include
a)

The proposed scope change.

b)

Supporting material demonstrating the need for and feasibility of the change.

c)

Recommendations for any changes in oversight responsibility for current standards development activities.

d)

Any change in budget and other resource requirements.

Notified IEEE Society/Council Presidents shall be requested to respond to the notification. The response should be
set to be prior to submission of the proposed scope change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A period of at least
three months should be given to respond to the 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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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처리 과정 중에 IEEE-SA 표준심의회가 시행하는 모든 투표는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의 하위조항
5.1에 기술된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4.3 표준조정위원회의 구성(SCC)
IEEE-SA 표준심의회는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의 하위조항 4.3.1에 정의된 표준조정위원회 유형 1 또는 표
준조정위원회 유형 2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사람으로부터의 청원을 고려할 것이다.

4.3.1 영향을 받는 IEEE 소사이어티 및 카운슬(Council)의 통지
새로운 표준조정위원회 유형 1 또는 표준조정위원회 유형 2를 만들거나 기존의 표준조정위원회의 범위를 변경
하기 위한 제안은 제안된 표준조정위원회에 의해 다루어 질 작업의 프로그램과 활동 범위와 관련이 있거나 제안
된 변화에 의해 기존의 표준조정위원회의 범위에 영향을 받는 모든 IEEE 소사이어티/카운슬(Council)의 회장에
게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
4.3.1.1 신규 표준조정위원회
제안된 신규 표준조정위원회에 대하여, 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조정위원회의 작업 범위

b)

표준조정위원회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

c)

IEEE 소사이어티 또는 카운슬의 현재 위원회가 아닌 표준조정위원회가 특정 주제 영역에서 표준의 개발
을 맡는 것이 왜 좋은지를 설명하는 진술

d)

의장 후보자(의장으로서 활동하겠다는 본인의 봉사 의지 진술서 포함)

e)

연간 자원 요구사항을 추정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원을 식별하는 예산

f)

IEEE 소사이어티/카운슬이 작업을 감독할 수 있는 기회

통지를 받은 회장들에게 자신이 대표하는 IEEE 소사이어티/카운슬이 해당 작업을 감독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통지에 응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응답 일자는 IEEE-SA 표준심의회에 제안된 제출 이전으로 설정해
야 한다. 통지에 대한 응답에 최소한 3개월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4.3.1.2 기존 표준조정위원회의 범위의 변경
기존 표준조정위원회의 범위의 변경에 대한 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제안된 범위 변경

b)

변경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

c)

현행 표준개발 활동에 대한 감독 책임의 변경에 대한 권고 사항

d)

예산 및 다른 자원 요구사항의 모든 변경

통지를 받은 IEEE 소사이어티/카운슬의 회장들에게는 통지에 응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응답은 IEEE-SA 표준
심의회에 제안된 범위 변경을 제출하기 전으로 정해야 한다. 통지에 대한 응답에는 최소한 3개월의 기간을 주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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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Proposal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A proposal to create a new SCC type 1 or SCC type 2 or to revise the scope of an existing SCC shall be submitted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proposal shall include all of the information in items a) through f) of 4.3.1.1 for
new SCCs and in items a) through d) of 4.3.1.2 for changes in scope of an existing SCC that was submitted to the
IEEE Society/Council Presidents. It shall also include documentation of any responses or indication of a lack of
response from IEEE Society/Council Presidents.
Consideration of proposals for a new SCC or a change in scope of an existing SCC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take no longer than six months without notification to the submitter.
In considering approval of a new SCC,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evaluate the need for and feasibility of
the proposed SCC. If the IEEE Societies/Councils have indicated a willingness to serve as the Standards
Committee(s), the IEEE-SA Standards Board will evaluate their expertise and breadth of knowledge to oversee the
work.
For changes in an existing SCC scope,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cope
change and the feedback received from the IEEE Society/Council Presidents.
If the formation or revised scope of the SCC is approved, the Chai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formally
notify the IEEE Society/Council Presidents and invite their participation by naming member(s) to the SCC from the
various IEEE Societies/Councils. Notification shall also be sent to the members of the IEEE-SA BOG and
announced in appropriate media.

4.4 Organization of SCCs
4.4.1 Membership
Membership in the IEEE-SA is encouraged for all SCC members.
4.4.2 Officers of an SCC
Each officer shall be an IEEE member of any grade except Student grade and shall be a member of the IEEE-SA.
The IEEE-SA Standards Board Chair shall appoint the chair of each SCC. The appointment shall be for the calendar
year, but the SCC Chair may, at his or her discretion, serve until a successor is appointed.
Other SCC officers (e.g., vice chair and secretary) are chosen as provided in the approved SCC Operating
Procedures.
The IEEE-SA Standards Board Chair has the authority to remove an officer of an SCC.
4.4.3 Membership in an SCC type 2
The members of an SCC type 2 and its subcommittees are appointed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The SCC Type 2 Chair,

b)

An IEEE Society,

c)

The IEEE-SA Standards Board.

4.5 Responsibilities of S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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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IEEE-SA 표준심의회에 대한 제안
신규 표준조정위원회 유형 1 또는 표준조정위원회 유형 2를 만들거나 기존 표준조정위원회의 범위를 개정하려
는 제안은 IEEE-SA 표준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제안은 신규 표준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4.3.1.1의 항목 a)
에서 항목 f)까지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IEEE 소사이어티/카운슬의 회장에게 제출된 기존의 표준조정위
원회의 범위의 변경에 대해서는 4.3.1.2의 항목 a)에서 항목 d)까지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 제안
에는 IEEE 소사이어티/카운슬의 회장이 보낸 응답이나 응답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을 문서화한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에 의한 신규 표준조정위원회에 대한 제안이나 기존 표준조정위원회의 범위의 변경에 대한
고려는 제출자에 대한 통지 없이 6개월 이상 걸려서는 안 된다.
신규 표준조정위원회의 승인을 고려할 때, IEEE-SA 표준심의회는 제안된 표준조정위원회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
성을 평가해야 한다. IEEE 소사이어티/카운슬이 표준위원회로서 역할을 할 의지를 나타낸 경우, IEEE-SA 표준
심의회는 표준위원회의 작업 감독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지식의 폭을 평가할 것이다.
기존 표준조정위원회 범위의 변경인 경우, IEEE-SA 표준심의회는 범위 변경의 적절성과 IEEE 소사이어티/카운
슬 회장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평가해야 한다.

4.4 표준조정위원회의 조직
4.4.1 회원 자격
모든 표준조정위원회 회원은 IEEE-SA의 회원가입이 권장된다.

4.4.2 표준조정위원회의 직책 담당관(Officer)
각 직책 담당관은 학생 등급을 제외한 어떠한 등급의 IEEE 회원이어야 하며 IEEE-SA 회원이어야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 의장은 각 표준조정위원회의 의장을 임명해야 한다. 이 임명은 역년(the calendar year)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표준조정위원회 의장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활동할 수 있다.
기타 표준조정위원회 직책 담당관(예: 부의장과 간사)은 승인된 표준조정위원회 운영 절차에 규정된 대로 선택된다.
IEEE-SA 표준심의회 의장은 표준조정위원회의 직책 담당관을 면직시킬 권한을 가진다.

4.4.3 표준조정위원회 유형 2의 회원 자격
표준조정위원회 유형 2와 그 분과 위원회의 회원은 다음 중에서 하나 이상에 의해 임명된다.
a) 표준조정위원회 유형 2 의장
b) IEEE 소사이어티
c) IEEE-SA 표준심의회

4.5 표준조정위원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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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조정위원회의 형성이나 개정된 범위가 승인되면, IEEE-SA 표준심의회 의장은 IEEE 소사이어티/카운슬 회
장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다양한 IEEE 소사이어티/카운슬로부터 해당 표준조정위원회의 회원으로 지명
하여 이들의 참여를 권유해야 한다. 또한 통지는 IEEE-SA 임원회의 회원들에게도 발송되어야 하고 적절한 매체
를 통해 발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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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ir of an SCC (types 1 and 2) shall submit a written report each year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for
approval. This report should contain the scope, activities, budget and expenses, and meeting schedules, along with
the list of participants in standards projects during the prior year. The list shall indicate the IEEE membership status
and society affiliation of each member of the SCC. The SCC chair may also be asked to give an oral report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every three to four years.
Interested Societies of the IEEE may designate members to an SCC who then function as official representatives of
the Society. The IEEE-SA Standards Board may designate representatives of outside organizations as additional
members.
Each member of an SCC who is an official representative of a Society, technical committee, or outside organization
may have a single designated alternate to act on behalf of the member in his or her absence. Alternates for other
members shall not be permitted.
An SCC may establish subcommittees as necessary to perform its function. The formation of non-technical (e.g.,
administrative) subcommittees requires prior approval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4.6 Disbanding a Standards Coordinating Committee (SCC)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ould consider the disbandment of an SCC if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

The SCC leadership is nonresponsive to requests for annual reports, minutes, or status.

—

The membership or activity of the SCC is no longer representative of its stated scope.

—

The SCC’s P & P are found to be deficient or out of date and the SCC does not initiate corrective action.

—

There is no current SCC chair and a suitable replacement chair cannot be found.

—-

The requirement to submit a written, annual report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is not met.

—

There have been no meetings of the SCC or any of its subcommittees within the last 12 months and none
are scheduled.

—

Coordination is no longer needed and an IEEE Society/Council is willing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CC’s standards.

—

The SCC requests dis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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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조정위원회(유형 1과 유형 2)의 의장은 IEEE-SA 표준심의회에 매년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전년도 표준 프로젝트 참여자 목록과 함께, 범위, 활동, 예산 및 비용, 그리고 회의 일정을 포
함시켜야 한다. 이 목록은 각 표준조정위원회 회원의 IEEE 회원 상태 및 소사이어티 소속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3~4년마다 IEEE-SA 표준심의회에 구두 보고를 하도록 표준조정위원회 의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IEEE의 유관 소사이어티는 해당 소사이어티의 공식적인 대표로 활동하는 회원을 표준조정위원회에 지정할 수 있
다. IEEE-SA 표준심의회는 외부 기관의 대표를 추가 회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소사이어티, 기술위원회 또는 외부 기관의 공식적인 대표인 표준조정위원회의 각 회원은 부재 시에 자신을 대신
해서 활동할 단 한 명의 지정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다른 회원에 대한 대리인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표준조정위원회는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비기술적인(예: 행
정적인) 분과 위원회의 구성은 IEEE-SA 표준심의회의 사전 승인이 요구된다.

4.6 표준조정위원회(SCC)의 해산
다음 중의 하나라도 적용된다면 IEEE-SA 표준심의회는 표준조정위원회의 해산을 고려해야 한다.
표준조정위원회 지도부가 연례 보고서, 의사록 또는 상태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다.

―

표준조정위원회의 회원 자격이나 활동이 더 이상 자신의 명시된 범위를 대표하지 않는다.

―

표준조정위원회의 P&P가 불충분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표준조정위원회는 교정 조
치를 시작하지 않는다.

―

현재 표준조정위원회 의장이 없으며, 적절한 대체 의장을 찾을 수 없다.

―

연례 서면 보고서를 IEEE-SA 표준심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지난 12개월 동안 표준조정위원회 또는 표준조정위원회의 분과 위원회의 회의가 열리지 않았으며 예정
된 회의도 없다.

―

조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IEEE 소사이어티/카운슬이 표준조정위원회의 표준에 대한 책임을 맡
으려고 한다.

―

표준조정위원회가 해산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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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ndards development
5.1 Standards Committee
Standards Committees are defined in subclause 5.2.2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5.1.1 Responsibilities of the Standards Committee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of the standards project, and
for supervising the standards project from inception to completion. The Standards Committee also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standards after their approval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As part of this
responsibility, each Standards Committee shall operate in accordance with a written set of policies and procedures
(P & P) that have been accept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Such P & P shall not be in conflict with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Standards Committees should note that there are model operating
procedures (e.g., individual, entity, SCC Type 1, or SCC Type 2) available for use by the Standards Committee.
If a Standards Committee’s P & P has been in force for five years and the Standards Committee determines that its
standards activities should remain active,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submit its P & P, or an extension request,
to the AudCom Administrator. AudCom will make a recommendation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whether or
not to accept its P & P or the extension. An extension request may be granted for one or more years.
If the Standards Committee does not submit its Standards Committee P & P or an extension request, and the P & P
has reached the deadline authorized in the P & P approval letter or a previous extension approval letter, the
Standards Committee P & P shall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withdrawal.
In the case of a Standards Committee that is a committee of an IEEE Society, the Society may develop a common
set of P & P for standards development that is applicable to all Standards Committees in that Society. Individual
Standards Committees within the Society may have specific P & Ps in addition, but these shall not be in conflict
with the Society P & P. The P & P for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define the process by which the Standards
Committee handles appeals (see subclause 5.4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and 5.8).
5.1.2 Duties of the Standards Committee
5.1.2.1 Mandatory requirements
Supervision of a standards project by the Standards Committee includes the following mandatory requirements:
a)

Submit a properly completed Project Authorization Request (PAR) for IEEE-SA Standards Board approval
within six months of the first decision to initiate the project. Forms and inform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NesCom Administrator (see 5.2).

b)

After approval of the project, work with the IEEE Standards Department Staff to give notice of the project
in appropriate publications and to appropriate entities, for the purpose of soliciting an expression of interest
in the work of the Standards Committee.

c)

Ensure that mandatory coordination requirements are accomplished (see 4.2.3.2 and 5.4.4).

d)

Organize the technical development work on the standard.

e)

Access and use IEEE’s data, including personal data, from IEEE systems for the purposes intended,
including to support the technical development work on the standard, and only in compliance with IEEE or
IEEE-SA Privacy and data privac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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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개발
5.1 표준위원회
표준위원회는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의 하위조항 5.2.2에 정의되어 있다.

5.1.1 표준위원회의 책임
표준위원회는 표준 프로젝트의 개발 및 조정과 표준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감독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표준위원회는 IEEE-SA 표준심의회가 표준을 승인한 이후에 표준을 유지 관리할 책임도 져야 한
다. 이 책임의 일부로서 각 표준위원회는 IEEE-SA 표준심의회가 수락한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P&P)에 따라 운
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P&P는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표준위원회는 표준위
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운영 절차(예, 개인, 엔티티, 표준조정위원회 유형 1 또는 유형 2)가 있다는 점에 유
의해야 한다.

표준위원회가 표준위원회 P&P 또는 연장 요청을 제출하지 않고 P&P가 P&P 승인서 또는 이전 연장 승인서에
인가된 기한에 도달한 경우, 표준위원회 P&P는 행정적 철회(Withdrawal) 대상이 되어야 한다.
IEEE 소사이어티의 위원회인 표준위원회의 경우, 이 소사이어티는 해당 소사이어티의 모든 표준위원회에 적용
할 수 있는 표준개발을 위한 공통 P&P 세트를 개발할 수 있다. 해당 소사이어티 내의 각 표준위원회는 추가로 고
유한 P&P를 가질 수 있지만, 이러한 P&P는 소사이어티의 P&P와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표준위원회를 위한
P&P에서는 표준위원회가 이의를 처리하는 과정을 정의해야 한다(IEEE-SA 표준심의회 정관의 하위조항 5.4와
5.8을 참조한다).

5.1.2 표준위원회의 의무
5.1.2.1 필수 요구사항
a)

표준위원회에 의한 표준 프로젝트의 감독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b)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최초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IEEE-SA 표준심의회의 승인을 위하여 적절하게 작
성된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 Project Authorization Request)를 제출한다. 양식과 정보는 신규표준
위원회 관리자로부터 얻을 수 있다(5.2를 참조한다).

c)

프로젝트가 승인된 후에는 표준위원회의 작업에 대한 관심 표명을 요청할 목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적절한
간행물 및 적절한 엔티티에 통지하기 위하여 IEEE 표준부 직원과 협력한다.

c)

필수적인 조정 요구사항이 달성되도록 한다(4.2.3.2와 5.4.4를 참조한다).

d)

표준에 대한 기술 개발 작업을 조직한다.

e)

오직 IEEE 또는 IEEE-SA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호 정책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한해, 표준에 대한 기술 개
발 작업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의도된 목적으로 IEEE 시스템에서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IEEE의 데이터
에 접근하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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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Notify persons who have expressed interest in the time and the place of meetings as specified in the P & P
of the Standards Committee (see 5.1.1).

g)

Ensure that all meetings involving standards are open to all interested parties.

h)

Conduct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and IEEE Public Review in accordance with these procedures
(see 5.4).

i)

Submit the proposed standard together with the submittal form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j)

Submit annually to IEEE-SA Staff an electronic list of persons participating in standards projects during
the prior year.

k)

Without exception,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ensure the submission of an annual financial report(s)
for the operation of the Standards Committee and all of its standards development subgroups (e.g., working
groups, task groups). Those groups operating without treasury are required to submit an annual declaration
thereof via the report (see 5.3.6).

l)

Monitor standards developing committees and duly authorized IEEE-SA activities (e.g., Industry
Connection activities) for signs of dominance by any single interest category,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If dominance is suspected,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should recommend corrective action(s)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se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Clause 5.2.1.3).

m)

If a Working Group (WG) was created for technical development work on a standard, ensure that a written
set of WG policies and procedures (P & P) is created and approved by the Standards Committee. Such P &
P shall not be in conflict with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Standards Committees
should note that IEEE-SA Standards Board maintains a baseline WG P & P, and may occasionally request
to review a Standards Committee’s WG P & P for alignment.

5.1.2.2 Joint development projects
For projects that are jointly developed by IEEE Standards Committees, a primary Standards Committee and other
Standards Committees shall be indicated on the PAR; project oversight will be performed using the P & P of the
primary Standards Committee.
After a PAR has been approved, the addition/deletion of a Standards Committee or a change of the primary
Standards Committee requires the submission of a Modified PAR. Any Standards Committee may withdraw from
the project at any time without unanimous approval of the project’s other Standards Committees prior to submission
of the Modified PAR. A change to the primary Standards Committee requires the unanimous approval of the
project’s Standards Committees prior to submission of the Modified PAR.
Unanimous approval of the project’s Standards Committees is required in order to withdraw a joint development
project.
Requests to update a jointly developed document via an amendment or corrigendum shall be submitted to the
primary Standards Committee; the primary Standards Committee is required to seek concurrence of all other joint
development Standards Committees in the decision of whether or not to submit a PAR to address a requested
update.
In addition to Working Group members,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AdCom) or the executive committee
(ExCom) of each joint development Standards Committee shall have access to pre-Standards Association-ballot
dr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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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표준위원회의 P&P에 규정된 대로 회의의 시간과 장소에 관심을 표명한 사람들에게 통지한다(5.1.1 참조).

g)

표준과 관련된 모든 회의가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개방되도록 한다.

h)

이러한 절차에 따라 표준협회 투표 및 IEEE 공개 검토(IEEE Public Review)를 수행한다(5.4 참조).

i)

제안된 표준을 제출 양식과 함께 IEEE-SA 표준심의회에 제출한다.

j)

매년 IEEE-SA 직원에게 전년도에 표준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의 전자 목록을 제출한다.

k)

표준위원회는 예외 없이 표준위원회와 표준위원회의 모든 표준개발 하위 그룹(예: 작업그룹, 태스크 그룹)
의 운영에 대한 연례 재무 보고서의 제출을 보장해야 한다. 재무 담당관 없이 운영되는 그룹들은 보고서를
통하여 그에 관한 연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5.3.6 참조).

l)

단일 이해 범주, 개인 또는 조직에 의해 지배되는 징후가 있는지에 대해 표준개발 위원회와 정당하게 승인
된 IEEE-SA 활동(예: 산업연결활동)을 모니터링한다. 우위적 지배가 의심되면, 표준위원회는 즉시 IEEE표준심의회 정관 5.2.1.3조항 참조).

m)

표준에 대한 기술 개발 작업을 위해 작업그룹(WG)이 생성된 경우, 문서화된 작업그룹 정책 및 절차 (P&P)
세트가 만들어지고 표준위원회가 이를 승인하였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P&P는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표준위원회는 IEEE-SA 표준심의회가 기준 작업그룹 P&P를 유지하고 있
으며, 때때로 조정을 위해 표준위원회의 작업그룹 P&P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1.2.2 공동 개발 프로젝트
IEEE 표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1차(Primary) 표준위원회와 기타 표준위원회가 PAR
에 표시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감독은 1차 표준위원회의 P&P를 사용하여 수행될 것이다.
PAR가 승인된 이후에, 표준위원회의 추가/삭제 또는 1차 표준위원회의 변경을 위해서는 수정된 PAR의 제출이
필요하다. 모든 표준위원회는 프로젝트의 다른 표준위원회의 만장일치 승인 없이도 수정된 PAR의 제출 이전에
언제든지 프로젝트에서 탈퇴할 수 있다. 1차 표준위원회를 변경하려면 수정된 PAR 제출 이전에 프로젝트 표준
위원회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철회하려면 프로젝트 표준위원회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수정(Amendment) 또는 기술적 정정(Corrigendum)으로 인한 공동으로 개발된 문서의 업데이트 요청은 1차
표준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1차 표준위원회는 요청된 업데이트를 해결하기 위해 PAR를 제출할지 여부를 결
정할 때 다른 모든 공동 개발 표준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작업그룹 회원 외에도 각 공동 개발 표준위원회의 행정위원회(AdCom) 또는 집행 위원회(ExCom)는 사전 표준
협회 투표(pre-Standards Association-ballot) 초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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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 Disclosure of affiliation
The Standards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participants are notified of their obligation to disclose
their affiliation(s), which includes employer(s) and any other affiliation(s). Each participant’s affiliation(s) shall be
disclosed during any standards development activity (e.g., during meetings and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During standards development meetings, the Working Group Chair or the Chair's delegate shall inform participants
of the definition of, and requirement for, disclosure of affiliation(s) and possible penalties for non-compliance (see
5.2.1.5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This disclosure of affiliation shall be via a sign-in (e.g., sign-in
sheet, electronic sign-in, verbal disclosur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that provides for disclosure of
affiliation(s). The minutes of each Working Group or other subgroup meeting shall record a list of participants in
the meeting, and the disclosed affiliation(s) of each participant.
Whenever an individual is aware that the ownership of his or her affiliation(s) may be material to the process, or
when the Standards Committee or the IEEE-SA Standards Board requests, that individual shall also declare the
"ultimate parent entity" of their affiliation(s). The ultimate parent entity is an entity that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ries, controls the entity identified as the individual's affili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the term "control" and its derivatives, with respect to for-profit entities, means the legal, beneficial or
equitable ownership, directly or indirectly, of more than fifty percent (50%) of the capital stock (or other ownership
interest, if not a corporation) of an entity ordinarily having voting rights. "Control" and its derivatives, with respect
to nonprofit entities, means the power to elect or appoint more than fifty percent (50%)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n entity.
5.1.2.4 Nondisclosure and false or misleading disclosure
A participant who fails to disclose all affiliation(s) shall not accrue any participant rights, including rights of or
towards voting membership or ballot participation, until such disclosures have been made. Failure to disclose
affiliation(s), or materially false or misleading disclosure of affiliation, shall result in loss of membership or
balloting privileges, and may also result in loss of other participation privileges within the IEEE-SA for such
participants and any affiliated entities.
The Working Group should review the adequacy of disclosures. If a Working Group Chair becomes aware of a
participant who provides potentially false or misleading disclosure, the participant shall be notified and requested to clarify
the disputed affiliation. If the participant continues to provide potentially false or misleading disclosure, or fails to
provide the requested clarification, the Working Group Chair shall notify the Standards Committee.
The Standards Committee of the project shall, when notified by the Working Group Chair or when appropriate,
review the adequacy of disclosures. If the Standards Committee deems the disputed affiliation inadequate, then the
participant shall be notified that, unless addressed, the Standards Committee will submit the disputed affiliation and
recommended corrective action(s) to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for review by the IEEE-SA
Standards Conduct Committee.
During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if a potentially false or misleading disclosure of affiliation is identified, the
Standards Committee, Working Group Chair, or ballot designee shall notify the participant in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and request that the participant clarify the disputed affiliation. If the participant continues to
provide potentially false or misleading disclosure, or fails to provide the requested clarification, the Standards
Committee, Working Group Chair, or ballot designee shall submit the disputed affiliation and corrective action(s)
recommended by the Standards Committee to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for review by the
IEEE-SA Standards Conduct Committee (see subclause 6.6.1 of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for details regarding the IEEE-SA Standards Conduct Committee).
5.1.3 Statements to external bodies
Each Standards Committee shall have policies and procedures in place concerning the creation and handl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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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 소속의 공개
표준위원회는 참가자에게 자신의 고용주 및 기타 제휴 관계를 포함하여 소속 관계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알릴
책임이 있다. 각 참가자의 소속은 모든 표준개발 활동(예: 회의 및 표준협회 투표) 중에 공개되어야 한다.
표준개발 회의 중에, 작업그룹 의장 또는 의장의 대리인은 참가자에게 소속 공개에 대한 정의 및 요구 사항과 이
를 불이행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IEEE-SA 표준심의회 정관 5.2.1.5 참조). 이러한 소속 공개는
소속 공개를 제공하는 서명(예: 서명 시트, 전자 서명, 구두 공개 또는 전자 통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각 작
업그룹 또는 기타 하위 그룹의 회의 의사록에는 회의 참가자 목록과 각 참가자의 공개된 소속이 기록되어야 한다.
개인이 자신의 소속에 대한 소유권이 프로세스에서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표준위원회 또는 IEEESA 표준심의회가 요청할 때에, 해당 개인은 또한 자신의 소속의 "최상위 모 주체(ultimate parent entity)”도 선
언해야 한다. 최상위 모 주체는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해 해당 개인의 소속으로 식별된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
배(control)하는 주체이다. 이 정의의 목적상 "지배”라는 용어 및 그 파생어는 영리적인 주체와 관련하여, 일반적
으로 의결권을 소유한 주체의 주식 자본(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기타 소유 관계)의 50% 이상의 직간접적인 법적,
실질적 또는 공정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비영리 단체에 관하여 “지배” 및 그 파생어는 해당 단체 이사회의 50%
이상을 선출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모든 소속(들)을 공개하지 않은 참가자는 그러한 공개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표 회원 자격 또는 투표 참여 권리를
포함하여 어떠한 참가자 권리도 획득하지 못해야 한다. 소속을 공개하지 않거나 소속에 대한 실질적인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개는 회원 자격 또는 투표 권한을 잃게 해야 하며, 그러한 참가자 및 소속에 대한 IEEE-SA
내의 다른 참여 권한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작업그룹은 공개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작업그룹 의장이 잠재적으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개를
제공하는 참가자를 알게 되면, 참가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소속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참가자가 잠재적으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개를 계속 제공하거나, 요청된 설명을 제
공하지 않는 경우 작업그룹 의장은 표준위원회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표준위원회는 작업그룹 의장의 통보를 받거나 필요한 경우, 공개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표준위
원회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소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결되지 않는 한, 표준위원회가 IEEE-SA 표준
실행 위원회(Standards Conduct Committee)에 의한 검토를 위해 IEEE-SA 표준심의회의 간사에게 논쟁의 여
지가 있는 소속과 권장 시정 조치를 제출할 것임을 참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표준협회 투표 중에 잠재적으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소속 공개가 확인되면 표준위원회, 작업그룹 의장
또는 투표 피지명인은 표준협회 투표의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해당 참가자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소속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참가자가 잠재적으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개를 계속 제공하
거나, 요청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표준위원회, 작업그룹 의장 또는 투표 피지명인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소속 관계 및 표준위원회가 권고하는 시정 조치를 IEEE-SA 표준 실행 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IEEE-SA 표준심의
회의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IEEE-SA 표준 실행 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EEE 표준협회 운영 매뉴얼의
하위조항 6.6.1 참조).

5.1.3 외부 기관에 대한 성명
각 표준위원회는 IEEE 표준협회 이외의 다른 기관에 어떤 형식으로 공개 성명서를 보내기 전에 이러한 성명서의
작성 및 처리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표준위원회 성명서를 작성하고 승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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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tatements prior to sending any such statements in any format to any body other than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These procedures should state a means for developing and approving Standards Committee statements
and a methodology for presentation of those statements. These procedures shall also conform both to the IEEE-SA
procedures as administered by the IEEE-SA Board of Governors (BOG) and set forth in subclause 6.5 of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and to the rules in Section 15 of the IEEE Policies.
Each statement shall clearly identify the group creating this statement in its opening paragraph, and shall include in
that paragraph, or a footnote thereto, the exact sentence that “this document solely represents the views of name of
group and does not necessarily represent a position of either the IEEE or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If the
public statement addresses safety, that statement shall be reviewed and approved in writing by IEEE legal counsel
prior to issuance.
Upon issuance of all such public statements, electronic copies shall be sent to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to the Secretary of the IEEE-SA BOG.
If the Standards Committee wants to issue an entity position statement on standards that represents the viewpoint of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the rules in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shall be followed.
Approval from the IEEE-SA BOG shall be obtained prior to a Standards Committee requesting another IEEE entity
(as defined in Section 15 of the IEEE Policies) to offer a position statement on a standards matter.
5.1.4 Standards publicity
5.1.4.1 Press releases
Standards Committees are encouraged to prepare press releases to promote their activities. IEEE Standards staff is
available to assist in the preparation of press releases.
Copies of all press releases developed by Standards Committees shall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Copies may be supplied electronically. If the press release has been made available on a public
website, the URL shall be supplied as well. Press releases may be made available on the IEEE Standards website, or
links to existing websites may be provided to aid users in locating appropriate standards press releases.
5.1.4.2 Other forms of publicity
Standards Committees are encouraged to use all means possible to promote their standards and standards activity.
IEEE Standards staff is available to assist in standards promotion.
Copies of any articles from Standards Committees concerning an IEEE standards activity submitted to publications
shall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Copies may be supplied electronically. If the
article has been made available on a public website, the URL shall be supplied as well. Articles may be made
available on the IEEE Standards website, or links to existing websites may be provided to aid users in locating
appropriate standards promotional material.

5.2 Project authorization
No formal activity shall take place after six months from the day of the first meeting of the Working Group or PAR
Study Group without formal submittal of a PAR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assignment of a project
number, unless a single extension of six months for that activity is provided by the Standards Committee (see 5.1.2).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include a rationale in its meeting minutes when granting the extension. A PAR
Study Group is a subgroup of the Standards Committee or Working Group that is responsible for evaluating
whether a standard should be developed and, if so, to complete a PAR form for Standards Committee consideration.
Only the NesCom Administrator has the authority to assign project numbers (see the IEEE-SA Project Number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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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수단과 이러한 성명서의 발표를 위한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IEEE-SA 임원회(BOG:
Board of Governors)가 관리하는 IEEE-SA 절차와 IEEE 표준협회 운영 매뉴얼의 하위조항 6.5 및 IEEE 정책
의 섹션 15에 있는 규칙을 모두 따라야 한다.
각 성명서에서는 서두에서 이 성명서를 만드는 그룹을 명확히 식별해야 하고, 서두나 관련 각주에서 "이 문서는
<그룹 명>의 견해를 나타낼 뿐이며 IEEE 또는 IEEE 표준협회의 입장을 반드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확
한 문장을 포함시켜야 한다. 공개 성명서에서 안전성을 다루는 경우, 이 성명서는 발행 전에 IEEE 법률 자문이 서
면으로 검토 및 승인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공개 성명서를 발행할 때, 전자 사본을 IEEE-SA 표준심의회의 간사와 IEEE-SA 임원회의 간사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표준위원회가 IEEE 표준협회의 관점을 대표하는 표준에 대한 엔티티 입장 성명을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IEEE
표준협회 운영 매뉴얼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표준위원회가 또 다른 IEEE 엔티티에게 표준관련 문제에 대한 입
장 성명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기 전에 (IEEE 정책의 섹션 15에 정의된 바와 같이) IEEE-SA 임원회로부터 승인
을 얻어야 한다.

5.1.4.1 보도 자료
표준위원회가 자신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보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장려한다. IEEE 표준부 직원이 보도 자
료 준비를 지원할 수 있다.
표준위원회가 개발한 모든 보도 자료의 사본은 IEEE-SA 표준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본은 전자적
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공개 웹사이트에서 보도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URL도 제공해야 한다.
보도 자료를 IEEE 표준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사용자가 적절한 표준 보도 자료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존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도 있다.
5.1.4.2 기타 형태의 홍보
표준위원회가 자신의 표준과 표준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IEEE 표
준부 직원이 표준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간행을 위해 제출된 IEEE 표준 활동과 관련하여 표준위원회가 제공한 모든 문서의 사본은 IEEE 표준심의회의 간
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본은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공개 웹사이트에서 문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면 URL도 제공해야 한다. IEEE 표준 웹사이트에서 문서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사용자가 적절한 표
준 홍보 자료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존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도 있다.

5.2 프로젝트 인가
표준위원회가 해당 활동에 대해 6개월의 단일 연장을 제공하지 않는 한, IEEE-SA 표준심의회에의 PAR의 공식
적인 제출 및 프로젝트 번호 할당 없이는, 작업그룹 혹은 PAR 연구 그룹의 첫 번째 회의일로부터 6개월 후에는
어떠한 공식적인 활동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5.1.2 참조). 표준위원회는 연장을 승인할 때 의사록에 논리적 근거
를 포함해야 한다. PAR 연구 그룹은 표준위원회 혹은 작업그룹의 하위 그룹으로서 표준이 개발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며, 표준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평가될 경우, 표준위원회의 고려를 위한 PAR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신규
표준위원회 관리자만이 프로젝트 번호를 할당할 권한을 갖는다(IEEE-SA 프로젝트 번호 부여 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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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submit the original signed copy of the PAR to the NesCom Administrator. This
original PAR shall be submitted prior to the submittal deadline specified. For the first three quarterly meetings of
the year, the submittal deadline shall be at least 40 days before the meeting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For
the last quarterly meeting of the year, the submittal deadline shall be at least 50 days before the meeting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individual signing the PAR shall be an IEEE-SA member.
At the time of PAR submission,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state the type of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that will be formed to ballot the standard (see 5.4.1).
Any PAR that includes a change of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be submitted to the NesCom Administrator,
accompanied by letters of agreement from both the Standards Committee ceding responsibility and the Standards
Committee accepting responsibility.
After the PAR has been approv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PAR form becomes an important part of
the project file for the standard and is referred to at the time that a standard is submitted for IEEE-SA Standards
Board approval. It is important for standards-writing committees to examine the approved PAR periodically in order
to make certain that its information is current as shown on the form. This will minimize delays in obtaining approval
of final submittals.
For standards and their amendments that may be submitted to international standards-developing organizations, the
project chair should supply a coordination plan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during the draft development of
the standard that will illustrate the plan they will follow to coordinate the necessary multiple approvals.
If a standards project has not been completed by the four-year deadline authorized in the PAR and the Standards
Committee determines that the project should remain active,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complete the IEEE-SA
Standards Board Extension Request Form and submit it to the NesCom Administrator. NesCom will make a
recommendation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whether or not to approve the extension to the PAR. A PAR
extension may be granted for one or more years.
If the Standards Committee does not submit an IEEE-SA Standards Board Extension Request Form and the
standards project has reached the deadline authorized in the PAR approval letter or a previous extension approval
letter, the standards project shall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withdrawal.

5.3 Standards development meetings
5.3.1 Objective
The objective of IEEE standards development meetings is to develop and produce IEEE standards documents. All
participants in IEEE standards development meetings are encouraged to produce standards that address the technical
needs of their industry and that are feasible, timely, and of high quality.
5.3.2 Standards Committees
Standards Committees are responsible for managing and hosting meetings whose purpose is to facilitate
development of IEEE Standards. These series of meetings operate on a break-even basis and are not operated to
generate a profit in the long term. The following subclauses specifically address this additional role of managing
and hosting standards development meetings.
5.3.3 Standards development meetings
Standards development meetings are to be conducted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openness. Participants in a
Working Group may include members and non-members when the requirements to gain membership are specified
in Standards Committee or Working Group P & P. A 'meeting' includes any convening for which notic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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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위원회는 서명된 PAR의 원본을 신규표준위원회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PAR 원본은 규정된 제출 마
감시한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당해연도의 첫 3개 분기 회의의 경우, 제출 마감시한은 IEEE-SA 표준심의회의 회
의보다 최소한 40일 전이어야 한다. 당해연도의 마지막 분기 회의의 경우, 제출 마감시한은 IEEE-SA 표준심의
회의 회의보다 최소한 50일 전이어야 한다. PAR에 서명하는 개인은 IEEE-SA 회원이어야 한다.
PAR를 제출할 때 표준위원회는 해당 표준을 투표하기 위해 구성될 표준협회 투표 그룹의 유형을 명시해야 한다
(5.4.1 참조).
표준위원회의 변경을 포함하는 모든 PAR는 책임을 양도하는 표준위원회와 책임을 받아들이는 표준위원회 양쪽
의 동의서와 함께 신규표준위원회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가 PAR을 승인한 이후에 이 PAR 양식은 해당 표준에 대한 프로젝트 파일의 중요한 부분이 되
며 IEEE-SA 표준심의회의 승인을 위하여 표준을 제출할 때 참조된다. 양식에 나와 있는 승인된 PAR의 정보가 최신
상태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작성하는 위원회에서 해당 PAR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렇게 하면 최종 제출물의 승인을 얻는 데 생기는 지연이 최소화될 것이다.
국제 표준개발조직에 제출될 수도 있는 표준 및 그 수정(Amendment)의 경우, 프로젝트 의장은 필요한 복수의
승인을 조정하기 위해 준수할 계획을 설명하는 조정 계획을 표준 초안 개발 중에 IEEE-SA 표준심의회에 제공해

어떤 표준 프로젝트가 PAR에서 인가된 4년의 마감시한까지 완료되지 않았고 표준위원회가 해당 프로젝트가 계
속해서 활성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표준위원회는 IEEE-SA 표준심의회 연장 요청 양식
(IEEE-SA Standards Board Extension Request Form)을 작성하여 이를 신규표준위원회 관리자에게 제출해
야 한다. 신규표준위원회는 IEEE-SA 표준심의회에 PAR에 대한 연장을 승인할지 여부를 권고할 것이다. PAR 연
장은 1년 이상으로 허락될 수 있다.
표준위원회가 IEEE-SA 표준심의회 연장 요청 양식을 제출하지 않고 표준 프로젝트가 PAR 승인서나 이전의 연
장 승인서에 인가된 마감시한에 도달했다면, 해당 표준 프로젝트는 행정상 철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5.3 표준개발 회의
5.3.1 목표
IEEE 표준개발 회의의 목표는 IEEE 표준 문서의 개발 및 생산이다. IEEE 표준개발 회의의 모든 참가자는 그들이
속한 산업계의 기술적 요구를 다루고 실행이 가능하고, 시기 적절하며, 품질이 우수한 표준을 생산하도록 권장된다.

5.3.2 표준위원회
표준위원회는 IEEE 표준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회의를 관리하고 주최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일
련의 회의는 손익이 없이 운영되며 장기적으로 이익을 내기 위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이어지는 하위절에서
는 표준개발 회의를 관리하고 주최하는 이러한 추가적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5.3.3 표준개발 회의
표준개발 회의는 개방성의 원칙에 부합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회원 자격을 얻기 위한 요구사항이 표준위원회 또
는 작업그룹의 P&P에 규정된 경우, 작업그룹의 참가자는 회원 및 비회원이 포함될 수 있다. '회의'에는 통지가
필요한 모든 소집 또는, 멤버십 크레디트(membership-credits) 또는 그 밖의 참여 권한이 획득 또는 행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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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to be given or for which membership-credits or other participation rights are either earned or exercised.
Meetings may be in-person or may be via electronic means, as appropriate.
While a Working Group may maintain its own list of participants to track membership status, the authoritative list of
participants is maintained in an IEEE-SA database. Only those authorized to access and use IEEE’s data, including
personal data, from IEEE systems are permitted to do so, for the purposes intended, including to support the
technical development work on the standard, and only in compliance with IEEE or IEEE-SA Privacy and data
privacy policies.
5.3.3.1 Job recruiting
Job recruiting at IEEE Standards meetings is inappropriate and is actively discouraged. However, posting of notices
of job opportunities by employers and of notices of jobs sought may be permitted at IEEE Standards meetings only
if approved by the Standards Committee.
5.3.3.2 Recordings of the proceedings of standards development meetings
IEEE-SA applies restrictions on recording the proceedings of IEEE standards development meetings. Restriction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usage of audio recording, video recording, and photography by participants or
observers.
An officer of the Working Group or one of its subgroups, unless prohibited by the P & P of the Standards
Committee or Working Group, is permitted to record, via either audio or slideshow recording only, the proceedings
of an IEEE standards development meeting for which he or she is responsible. Recording of the proceedings by any
other participant or observer, in part or in whole, via any means, is prohibited.
The Working Group or subgroup officer shall use the recording exclusively for the purpose of generating minutes.
The officer shall not copy or further distribute the recording. Once the meeting minutes have been prepared, the
officer shall delete the recording.
Any IEEE standards development meeting may be recorded for preparation of the meeting minutes as described
above. If recording is expected to occur, the following steps shall be taken:
—

The intent to record for preparation of the meeting minutes shall be noted on the distributed agenda.

—

At the beginning of the meeting, the Chair or designee shall announce the intent to record the meeting and
shall notify participants that remaining in the meeting is an agreement to be recorded.

—

The fact of the announcement to record the meeting shall be included in the meeting minutes.

5.3.3.3 Press attendance
Normally, individuals from the press are not encouraged to attend standards meetings. If the press is in attendance,
the chair should announce press attendance. Normal meeting fees are not expected to be waived for the press.
5.3.3.4 Commercial activities
Exhibits of vendor products, distribution of literature, sales presentations, and similar activities are discouraged at
standards meetings as they detract from and compete with the normal standards development process.
5.3.4 [Placeholder]
5.3.5 Meeting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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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집이 포함된다. 회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직접 참석 혹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작업그룹은 회원 자격 현황을 추적하기 위해 자체 참가자 목록을 관리할 수 있지만, 권위 있는 참가자 목록은
IEEE-SA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된다. 표준에 대한 기술 개발 작업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의도한 목적으로, 오
직 IEEE 또는 IEEE-SA 개인 정보 및 데이터 보호 정책을 준수하여, 접근 및 사용이 인가된 자만이 IEEE 시스템
에서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IEEE의 데이터에 접근 및 사용이 허락된다.
5.3.3.1 인원 채용 활동
IEEE 표준 회의에서 인원 채용 활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적극적으로 단념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해당 표준
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IEEE 표준 회의에서 고용주에 의한 채용 공고 및 구직 공지를 허용할 수 있다.
5.3.3.2 표준개발 회의 진행 기록
IEEE-SA는 IEEE 표준개발 회의 진행 기록에 제한을 적용한다. 제한에는 참가자 또는 관찰자의 오디오 녹음, 비
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이 포함되지만 이해 국한되지 않는다.

작업그룹 또는 하위 그룹의 직책 담당관은 의사록을 생성하려는 목적으로만 기록을 사용해야 한다. 이 담당관은
기록을 복사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 의사록이 준비되면, 직책 담당관은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모든 IEEE 표준개발회의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록 준비를 위해 기록될 수 있다. 기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
―

의사록 준비를 위해 기록하려는 의도가 배포된 의제에 명시되어야 한다.

―

회의를 시작할 때, 의장 또는 피지명인은 회의 기록 의도를 알려야 하며, 회의에 남은 것은 기록에 대한
동의하는 것이라는 점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

회의를 기록한다는 것을 발표한 사실을 의사록에 포함하여야 한다.

5.3.3.3 언론의 참석
일반적으로 언론사 소속 개인들은 표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취재진이 참석하는 경우, 의장은
언론 취재진이 참석했음을 알려야 한다. 취재진에 대하여 통상적인 회의 참가비는 면제되지 않을 것이다.
5.3.3.4 상업적 활동
공급업체 제품의 전시, 문헌의 배포, 영업 발표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은 통상적인 표준개발 과정을 방해하고, 통상적
인 표준개발 과정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표준 회의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5.3.4 [플레이스홀더]
5.3.5 회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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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위원회 또는 작업그룹의 P&P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작업그룹 또는 하위 그룹 중 한 명의 직책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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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ndards Committee may choose to set a meeting fee as a means of offsetting the costs of meeting
administration, logistics, and other similar costs of standards development.
The Standards Committee assumes the entire risk of deficit; i.e., if a deficit is incurred in the operation of a meeting,
that deficit is chargeable against the Standards Committee. Conversely, if a surplus results from the operation, the
surplus will be credited to the Standards Committee.
5.3.6 Annual financial report
All Standards Committees shall ensure the annual certification of detailed financial activity via the IEEE-SA online
financial reporting tool. The report is due by 15 February of each year for the previous fiscal year’s activity. Failure
to submit this report shall result in action from the IEEE-SA Standards Board. Entry of financial transactions shall
be completed within 45 days of the end of each fiscal quarter (March, June, September, and December) and shall be
considered delinquent if not submitted by that time. If two deadlines in one fiscal year are missed, the noncompliant group shall then be required to enter financial transactions on a monthly basis through the end of the
following year. If missed deadlines continue, any of the following actions may be taken by the SASB:
—

Removal of the Treasurer

—

Removal of the Officers

—

Suspension of all activities of the non-compliant group until the report is filed and accepted as complete

5.3.7 Bank accounts
All IEEE standards development committees that have or intend to have bank accounts shall use the IEEE
Concentration Banking Program as their only bank account. It is the policy of the IEEE that all bank accounts
provide for the signatures of at least two volunteers (who shall be IEEE Member grade or higher in good standing).
Bank accounts shall be closed six months after the standards development activity has ceased and if further projects
are not planned. Closing bank statement(s) shall be submitted to the IEEE-SA BOG and the relevant IEEE Society
with the final budget report.
5.3.8 Auditing of finances
All Standards Committees with actual income or expenses of US $250,000 or more per year shall be audited by a
fully qualified, independent professional auditor. The Standards Committee may select an outside accounting firm,
another fully qualified resource, or the IEEE Internal Audit Department to arrange for and perform the audit. The
selection of such auditors should avoid any conflict of interest with members of the relevant Standards Committees.
If the IEEE Internal Audit Department is selected to provide the auditing service, all required documentation is due
no later than 15 March. If prepared by an independent auditor, the contract/MOU for their services is due to the
IEEE Internal Audit Department by 15 March; the final and complete audit report shall be submitted to the IEEE
Internal Audit Department by 30 April.
Standards Committees with more than US $25,000 but less than US $250,000 in income or expenses per year may
be audited. The IEEE Internal Audit Department is responsible for scheduling and arranging for the audits of these
Standards activities. For those Standards Committees not scheduled for an Internal Audit review in a given year, an
informal review should be conducted by a committee composed of individuals who have no direct or indirect
responsibility for the financial transactions of the Standards Committee.
All audit fees, as determined by the IEEE Internal Audit Department, shall be incorporated in the budgets of
Standards Committees and displayed as a separate line on budget reports.
The IEEE Internal Audit staff shall assure that committee financials are audit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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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위원회는 회의 관리, 물류 및 기타 유사한 표준개발 비용을 상쇄하는 수단으로 회의 비용을 설정할 수 있다.
표준위원회는 적자의 전체 위험을 부담한다. 즉, 회의 운영 중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적자는 표준위원회에
청구된다. 반대로, 운영으로 인해 잉여금이 발생하면 해당 잉여금은 표준위원회에 적립된다.

5.3.6 연례 재무 보고서
모든 표준위원회는 IEEE-SA 온라인 재무보고 도구를 통해 상세한 재무 활동에 대한 연간 인증을 확실히해야 한
다. 보고서는 이전 회계 연도의 활동에 대해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IEEE-SA 표준심의회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금융 거래의 입력은 매 회계분기(3월, 6월, 9월, 12월) 종료 후 45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그 시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체납된 것으로 간주되야 한다. 한 회계 연도에 두번의
마감 기한을 놓친 경우, 이 비준수 그룹은 다음 해 말까지 월 단위로 금융 거래를 입력해야 한다. 마감 기한을 계
속해서 놓치면 IEEE-SA 표준심의회는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다.
재무 담당관의 해임

―

직책 담당관의 해임

―

보고서가 제출되고 완료된 것으로 수락될 때까지 이 비준수 그룹의 모든 활동 중단

5.3.7 은행 계좌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려고 하는 모든 IEEE 표준개발위원회는 자신의 유일한 은행 계좌로서 IEEE 집
중 은행 프로그램(Concentration Banking Program)을 사용해야 한다. 모든 은행 계좌에 적어도 2명의 지원
자(회비를 완납한 IEEE 회원 등급 이상이어야 함)의 서명을 제공하는 것이 IEEE의 정책이다.
이후의 프로젝트가 계획되지 않았다면 표준개발 활동이 중단되고 나서 6개월 후에 은행 계좌를 폐쇄해야 한다.
은행계좌 폐쇄내역서(Closing Bank Statement)를 최종 예산보고서와 함께 IEEE-SA 임원회 및 관련 IEEE 소
사이어티에 제출해야 한다.

5.3.8 재무 감사
실제 수입 또는 지출이 연간 US $250,000 이상인 모든 표준위원회는 완전한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전문 감사인
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표준위원회는 감사를 주선하고 수행하기 위해 외부 회계 법인, 또다른 완전한 자격을 갖
춘 자원 또는 IEEE 내부 감사 부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감사인의 선정은 관련 표준위원회 소속 회원들과 이
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EEE 내부 감사 부서를 선택한 경우 필요한
모든 문서는 늦어도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독립 감사인이 준비할 경우,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MOU는 3월 15일까지 IEEE 내부 감사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최종적이고 완전한 감사 보고서는 4월 30일
까지 IEEE 내부 감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연간 수입 또는 지출이 US $25,000 이상 US $250,000 미만인 표준위원회는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IEEE
내부 감사 부서는 이러한 표준 활동에 대한 감사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할 책임이 있다. 특정 연도에 내부 감
사 검토가 예정되지 않은 표준위원회의 경우, 표준위원회의 재무 거래에 대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없는 개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비공식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IEEE 내부 감사 부서에서 결정한 모든 감사 비용은 표준위원회의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예산 보고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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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for this purpose.
5.3.9 Closings
All IEEE standards development committees with meeting income or expenses of US $25,000 or greater per
meeting shall complete the following tasks within six months of cessation of the IEEE standards development
activities:
—

Close bank accounts;

—

Distribute any surplus as directed by the IEEE-SA BOG;

—

Complete final financial reports;

—

Complete the audit, if required.

Many of these tasks are required by United States Internal Revenue Service regulations and by the audit process.
Documentation concerning these tasks shall be reviewed by the IEEE-SA BOG and the relevant IEEE Society,
where applicable.
5.3.10 Legal compliance and other issues
5.3.10.1 Compliance with laws
All IEEE-SA standards meetings shall be conducted in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including antitrust and
competition laws. In the course of IEEE standards development, participants shall not engage in fixing product
prices, allocating customers, dividing sales markets, or other conduct that violates antitrust or competition laws.
5.3.10.2 Discussion of litigation, patents, and licensing
No discussions or other communications regarding the following topics shall occur during IEEE-SA working group
standards-development meetings or other duly authorized IEEE-SA standards-development technical activities:
—

The status or substance of ongoing or threatened litigation

—

The essentiality, interpretation, or validity of patent claims

—

Specific patent license terms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ther than distribution of Accepted
Letters of Assurance as permitted under the IEEE-SA patent policy (see 6.2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5.3.10.3 Discussion of relative cost/benefit analyses
When comparing different technical approaches in IEEE-SA standards development technical activities, participants
may discuss the relative costs (in terms, for example, of percentage increases or decreases) of different proposed
technical approaches in comparison with the relative technical performance increases or decreases of those
proposals. The relative costs may include any potentially Essential Patent Claims, but not the price at which
compliant products may or will be sold. Technical considerations should be the main focus of discussions in IEEESA standards development technical activities.
5.3.11 Naming meetings and use of IEEE logo
This policy applies to naming all Standards Committe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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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내부 감사 직원은 이 목적을 위해 개발된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재정 상태가 감사되도록 해야 한다.

5.3.9 종료
회의 수입 또는 비용이 회의 당 US $25,000 이상인 모든 IEEE 표준개발 위원회는 IEEE 표준개발 활동이 중단
되고 나서 6개월 내에 다음과 같은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

은행 계좌를 폐쇄한다.

―

IEEE-SA 임원회의 지시대로 모든 잉여금을 분배한다.

―

최종 재무보고서를 완성한다.

―

필요한 경우 감사를 완료한다.

이러한 작업 중 상당수는 미국 국세청(United States Internal Revenue Service)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되는 경우 IEEE-SA 임원회와 관련 IEEE 소사이어
티에서 검토해야 한다.

5.3.10.1 법률 준수
모든 IEEE-SA 표준 회의는 독점 금지 및 경쟁법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법을 준수하여 시행해야 한다.
IEEE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제품 가격의 고정, 고객 할당, 판매 시장 분할, 또는 독점 금지나 경
쟁법을 위반하는 그 밖의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5.3.10.2 소송, 특허 및 라이선스에 관한 논의
IEEE-SA 작업그룹의 표준개발 회의나 그 밖의 정식으로 인가된 IEEE-SA 표준개발 기술 활동 중에는 다음과 같
은 주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나 그 밖의 의사소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진행 중이거나 위협받는 소송의 상태나 실체적 내용.

―

특허 청구항(claim)의 본질, 해석 또는 유효성.

―

IEEE-SA 특허정책에 따라 허용되는 접수된 선언서(Accepted Letters of Assurance) 배포를 제외한
특정 특허 사용 조건이나 그 밖의 지적재산권(IEEE-SA 표준심의회 정관의 6.2 참조).

5.3.10.3 상대적 비용/편익 분석의 논의
IEEE-SA 표준개발 기술 활동에서 서로 다른 기술 접근법을 비교할 때,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제안된 기술 접근
법들을 상대적인 기술적 성능 증가 또는 감소로 비교하여(예를 들면 증가율 또는 감소율의 형태로) 이러한 제안
들의 상대적 비용을 논의할 수 있다. 상대적 비용에는 잠재적으로 필수특허 청구(Essential Patent Claims)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가격이나 판매될 가격은 포함될 수 없다. IEEE-SA 표준개발
기술 활동에서는 기술적인 고려사항이 논의의 주요 사안이 되어야 한다.

5.3.11 회의의 명명과 IEEE 로고의 사용
이 정책은 모든 IEEE 표준위원회 활동을 명명하는 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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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eeting title shall include “IEEE” for identification purposes.

—

The name of a meeting shall be used in all publicity and all related material pertaining to the meeting,
including electronic mail.

Standards Committee activities shall have the IEEE logo on all promotional material and publications.
5.3.12 Contracting
IEEE Standards meetings may require contracts for various services. These servic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hotel services and meeting management services.
The Standards Committee or designee shall review all contracts connected with running a meeting. Contracts are
subject to limitations as defined in IEEE Policy 12.6 and subclause 5.1.3 of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All meeting contracts shall be maintained in a readily accessible file at the IEEE Standards Department for audit
purpose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or working group chair to send a copy of the
contract, when executed, to the IEEE Standards Department promptly for retention within the IEEE.
In signing a contract, competitive bidding procedures shall be used whenever practical. If competitive bidding is not
practiced, the Standards Committee or working group chair shall be prepared to provide justification.
5.3.13 Insurance
All Standards Committees with annual meeting budgets or expenses for the IEEE of US $25,000 or greater are
responsible for obtaining necessary insurance coverage for their meetings if this is not covered in established
contracts with meeting facilities. The IEEE can provide such coverage as stipulated in the IEEE Financial
Operations Manual.
5.3.14 Tax liability
The IEEE is a non-profit organization, incorporated in New York State, USA. IEEE holds standards meetings
throughout the world, and the legal and tax requirements can vary greatly for each site. In the United States, the
IEEE is exempt from paying income taxes and is also exempt from paying sales taxes on purchases in some states.
Some states require sales taxes to be collected on-site for sales of books and other items. Order taking can be done
without consideration of sales taxes.
Outside of the USA, there are other sales taxes that may be required to be collected at IEEE Standards meetings for
on-site sales, such as Value Added Tax (VAT) and the Goods & Services Tax (GST) in Canada. It may be required
to collect such taxes on meeting fees. There are also exemptions from paying VAT and GST and the rules are
unique by country. In most countries, but not all, the IEEE is exempt from paying income taxes.
Because the laws and requirements of each country, state and province vary, it is very important that each Standards
Committee contact the IEEE Tax Compliance Office (tax-staff@ieee.org) to find out the specific legal and tax
requirements to operate at their site. This must be done very early in the planning stages of the conference; if
planned properly, large savings may result.
Financial support by industry of IEEE-SA Standards meetings and events is acceptable. All such support shall not
violate the not-for-profit status of the IEEE.

5.4 Standards Association bal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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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제목에는 식별을 위하여 "IEEE"가 포함되어야 한다.

―

회의의 명칭은 모든 홍보물과 전자우편을 포함하여 회의와 관련된 모든 관련 자료에 사용되어야 한다.

IEEE 표준위원회 활동에서는 모든 홍보자료 및 간행물에 IEEE 로고를 사용해야 한다.

5.3.12 계약
IEEE 표준 회의에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계약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호텔 서비스와 회의 관리
서비스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IEEE 표준위원회 또는 피지명인은 회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계약을 검토해야 한다. 계약은 IEEE 정책 12.6과
IEEE 표준협회 운영 매뉴얼의 하위조항 5.1.3에 정의된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모든 회의 관련 계약서는 감사를 위하여 IEEE 표준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파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실행
될 경우, IEEE 내부 보관을 위하여 IEEE 표준부에 즉시 계약서 사본을 보내는 것은 IEEE 표준위원회 의장이나
작업그룹 의장의 책임이다.

5.3.13 보험
IEEE에 대한 연간회의 예산 또는 비용이 US $25,000 이상인 모든 표준위원회는 회의시설과 체결된 계약에서 보
험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회의에 필요한 보험 적용을 받을 책임이 있다. IEEE는 IEEE 재무 운영 매뉴얼(IEEE
Financial Operations Manual)에 규정된 대로 이러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5.3.14 납세 의무
IEEE는 미국 뉴욕 주에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IEEE는 전세계에서 표준 회의를 열며, 법과 세금 관련 요구사항
은 각 장소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미국에서 IEEE는 소득세를 면제받으며 또한 일부 주에서의 구매에 대한 거
래세도 면제받는다. 일부 주에서는 책과 그 밖의 항목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세를 현장(on site)에서 거둘 것을 요
구한다. 주문 접수는 거래세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 밖에서는 캐나다의 물품용역세(GST: Goods & Services Tax)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와
같이 현장 판매에 대하여 IEEE 표준 회의에서 징수해야 할 기타 거래세가 있다. 회의비에 대해서 이러한 세금을
징수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또한 VAT 및 GST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규정은 국가별로 다르다. 모든
국가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IEEE는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각 국가, 주 및 지방의 법률과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과 세금 요구
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각 표준위원회가 IEEE 세금 준수 사무국(IEEE Tax Compliance Office[tax-staff@
ieee.org])에 연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회의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매우 빠른 시기에 수행되어야 한다.
적절하게 계획한다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IEEE-SA 표준 회의 및 행사에 대한 업계의 재정 지원은 허용된다. 이러한 모든 지원은 IEEE의 비영리적 지위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5.4 표준협회(SA)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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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shall be one of the following:
—

Individuals with voting privileges

—

Persons with voting privileges who are of any category other than individual

All Standards Association ballots shall be conducted by the IEEE Standards Balloting Center.
All Standards Association ballots shall be conducted by electronic means.
IEEE-SA shall maintain a single authoritative database for the list of members of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A request for a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membership list shall be submitted to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shall then forward such request to the IEEE-SA staff
liaison for that Standards Committee. The IEEE-SA staff liaison shall fulfill the request if the standard has been
approved or upon its approval. For individual-based balloting, the supplied membership list shall consist of each
member’s name, affiliation, and interest category. For entity-based balloting, the supplied membership list shall
consist of each entity’s name, the entity’s designated primary voting representative (and, if designated, the alternate
voting representative), entity affiliation, and entity interest category.
5.4.1 Balloting group
The balloting group shall meet the criteria in subclause 5.2.2.3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Balloting
group members have an obligation to respond during the balloting period; failure to return a ballot may disqualify
the balloter from participation in futur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s. The balloting group shall provide
for the development of consensus by all interest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scope of the standard. This is
achieved through a balance of such interests in the balloting group membership. Balance is achieved by not
permitting any single interest category to comprise more than one-third of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No balloter shall have more than one vote.
Balloters are required to classify their relationship to the balloting group relative to the scope of standards activity
(for example, producer, user, and general interest). Where appropriate, additional classifications, such as “testing
laboratory” or “academic,” may be added by the Standards Committee. This decision should be based on the effect
the standard may have on participants not already recognized by the primary classifications. Individuals classify
themselves based on their technical background, which may be related to their employment, job functions, or
experience. IEEE-SA entity balloters are classified based on their entity interest as it relates to the scope of the
standards project (for example, producer, consumer, general interest). No single classification (interest category) is
permitted to constitute more than one-third of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membership. Care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all classes of interest are represented to the extent possible.
It is desirable to have representation of the materially interested and affected parties when reviewing the balance of
the balloting group. Standards Committees shall ensure balance prior to conducting a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Balloting groups of individuals should have at least 10 members to ensure adequate balance.
Interested or affected persons who pay the appropriate fees associated with voting privileges may join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for a specific standards project. Once the ballot has begun, the balloting group is closed
to additional participants. Even if IEEE-SA membership status changes during the balloting period or recirculation
period, there shall be no change to the voting status of the balloter with respect to that ballot.
5.4.1.1 Balloting group made of entities
Several distinct rules apply to Standards Association ballots by entities. For each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each such entity shall name one primary voting representative and, at the entity’s option, one alternate voting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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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협회 투표 그룹은 다음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

투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개인

―

개인이 아닌 어떤 범주에 속해 있는 투표 권한을 가진 사람

모든 표준협회 투표는 IEEE 표준투표센터(IEEE Standards Balloting Center)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모든 표준협회 투표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IEEE-SA는 표준협회 투표 그룹의 회원 목록에 대한 단일한 권위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야 한다. 표준협회
투표 그룹의 회원 목록에 대한 요청은 표준위원회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표준위원회 의장은 그러
한 요청을 해당 표준위원회의 IEEE-SA 직원 연락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IEEE-SA 직원 연락 담당자는 표준
이 승인된 경우 또는 승인될 시 요청을 이행해야 한다. 개인별 투표의 경우, 제공된 회원 목록은 각 회원의 이름, 소
속 및 관심 범주로 구성해야 한다. 엔티티 기반 투표의 경우, 제공된 회원 목록은 각 엔티티의 이름, 엔티티의 지정
된 1차 투표 대표자(지정된 경우, 대체 의결권 대표자), 엔티티 소속 및 엔티티 관심 범주로 구성해야 한다.

5.4.1 투표 그룹

어떠한 투표자도 하나 보다 더 많은 투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투표자들은 표준 활동의 범위와 관련하여 투표 그룹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분류해야 한다(예: 생산자, 사용자 및
일반 이해 관계자). 적절한 경우, 표준위원회가 "시험기관(testing laboratory)” 또는 “학계(academic)”와 같은
추가 분류를 더할 수 있다. 이 결정은 1차 분류에 의해 아직 인식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표준이 미칠 수 있는 영향
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개인들은 자신의 고용, 직무 기능 또는 경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기술적 배경을 기준
으로 자신들을 분류한다. IEEE-SA 엔티티 투표자들은 엔티티의 이해가 표준 프로젝트의 범위와 관련되기 때문
에 엔티티의 이해를 기준으로 분류된다(예: 생산자, 소비자, 일반 이해 관계자). 어떠한 단일 분류(이해 관계 범주)
도 표준협회 투표 그룹 회원의 3분의 1이상을 구성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종류의 이해 관계가 가능한 한
대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투표 그룹의 균형을 검토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대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표준위원회는 표준협회 투표를 수행하기 전에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으로 이루어진 투표 그룹은 적
절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10명의 회원을 갖추어야 한다.
투표 권한과 관련된 적절한 요금을 지불하는 이해 관계자 또는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특정 표준 프로젝트에 대하
여 표준협회 투표 그룹에 가입할 수 있다. 일단 투표가 시작되면 투표 그룹에 참가자가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
는다. 투표 기간이나 재회람 기간 중에 IEEE-SA 회원 자격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투표와 관련하여 투표자
의 투표 지위에 변동이 생겨서는 안 된다.
5.4.1.1 엔티티로 구성된 투표 그룹
몇 가지 명확한 규칙이 엔티티에 의한 표준협회 투표에 적용된다. 각 표준협회 투표 그룹에 대하여, 이러한 각 엔
티티는 표준위원회에 대한 한 명의 주 투표 대표를 지명해야 하고 엔티티의 선택에 따라 한 명의 대체 투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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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그룹은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의 하위조항 5.2.2.3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투표 그룹 회원들은 투
표 기간 동안 응답할 의무가 있다. 투표 용지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투표자는 향후 표준협회 투표 그룹에 참여할
자격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투표 그룹은 표준의 범위에 의해 현저하게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 관계자에 의한 합의
의 발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는 투표 그룹 회원 사이에서 이러한 이해 관계자들의 균형을 통하여 달성된다.
균형은 어떤 단일의 이해관계 범주가 표준협회 투표 그룹의 3분의 1이상을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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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to the Standards Committee. Only a ballot from one of these representatives shall be accepted. If
ballots are received from other parties, they shall not be counted; if ballots are received from both the primary
voting representative and the alternate voting representative, only the vote from the primary voting representative
shall be counted.
Each primary and alternate voting representative can ballot for only one entity; no one representative can represent
the interests of more than one entity. Each representative shall declare what entity he or she represents and that their
voting shall be independent of any other entity.
In order to be a voting member in a particular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each entity’s representative shall declare
that the interests of that entity are not knowingly represented by another member of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and that the entity is not knowingly funding directly or indirectly the participation of another person
in that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for the purposes of influencing the outcome of the vote. Any entity
representative who cannot make such a declaration shall not be able to be a voting member in that particular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It is desirable to have representation of the materially interested and affected parties when reviewing the balance of
the balloting group. Standards Committees shall ensure balance prior to conducting a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Balloting groups shall have at least five members to ensure adequate balance.
In the event that, through merger or acquisition or other similar event, an entity member of the IEEE-SA has its
assets totally or substantially transferred to another entity, membership in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may be transferred to the new entity, provided that the new entity is not already a member of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5.4.2 Ballot invitations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s shall be formed by means of ballot invitations conducted by the IEEE
Standards Balloting Center. A ballot invitation is sent to all parties known by the Standards Committee to be
interested in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posed standard. Information about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invitations
shall also be made available at the IEEE Standards website to allow additional interested parties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Ballot invitations shall remain open for a period of no less than 15 days. Those who respond affirmatively to the
invitation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e ballot invitation is open and who otherwise fulfill the criteria in both
subclause 5.2.2.3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and 5.4.1 shall become members of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for that proposed standard. If a ballot does not open within 6 months of the invitation
close date, the ballot group will be considered invalid and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conduct a new invitation.
Once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has begun, no changes shall be made to the membership of the balloting
group.
5.4.3 Conduct of the standards balloting process
When a proposed standard is ready for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balloting shall be conducted by the
Standards Committee or designee via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tools. The standards balloting
process consists of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members casting votes, with or without accompanying
comments, in one or more successive ballots until completion of the standards balloting process.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members shall submit votes and comments in a manner and in a format compatible with
approved IEE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tools. Comments may be submitted against any normative or
informative content of the ballot document, except for the Notice to Users section and the list of members of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ensure that comment resolution occurs via a comment resolution group, which is a
subgroup of the work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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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명해야 한다. 이러한 대표들 중의 하나가 제공한 단 하나의 표만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당사자로부터 표
가 접수되는 경우, 이러한 표는 계산에 넣어서는 안 된다. 주 투표 대표와 대체 투표 대표가 모두 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 투표 대표가 제공한 표만을 계산해야 한다.
각 주 투표 대표 및 대체 투표 대표는 단 하나의 엔티티를 위해 투표할 수 있다. 한 대표가 둘 이상의 엔티티의 이
익을 대표할 수 없다. 각 대표는 자신이 대표하는 엔티티가 무엇인지와 자신의 투표가 다른 어떤 엔티티와도 무
관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특정 표준협회 투표의 투표 회원이 되려면, 각 엔티티의 대표는 해당 엔티티의 이익이 표준협회 투표 그룹의 다
른 구성원에 의해 고의로 대표되지 않으며 엔티티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해당 표준협회 투표에서
의 다른 사람의 참가에 대해 고의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러한 선
언을 할 수 없는 엔티티 대표는 특정 표준협회 투표에서 투표 회원이 될 수 없다.
투표 그룹의 균형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이해 관계가 있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대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표준위원회는 표준협회 투표를 수행하기 전에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 투표 그룹은 적절한 균형을 보장하기 위
해 최소 5명의 회원을 보유해야 한다.

5.4.2 투표 초청
IEEE 표준 투표 그룹은 IEEE 표준 투표 센터(IEEE Standards Balloting Center)에서 수행하는 투표 초청 수단
을 통하여 구성해야 한다. 투표 초청은 제안된 표준의 주제에 이해 관계가 있는 것으로 표준위원회가 알고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IEEE 표준협회 투표 초청에 관한 정보는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주
기 위하여 IEEE 표준 웹사이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투표 초청은 15일 이상 공개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 투표 초청이 공개되어 있는 기간 중에 이 초청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경우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의 하위조항 5.2.2.3과 5.4.1 양쪽의 기준을 충족
시키는 사람은 제안된 표준에 대한 표준협회 투표 그룹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초청 마감일 이후로 6개월 내에 투
표가 열리지 않는다면 해당 투표 그룹은 무효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표준위원회는 새로운 투표 초청을 수행해
야 한다. 일단 투표가 시작되면, 투표 그룹의 회원에 변경이 생겨서는 안 된다.

5.4.3 표준 투표 절차의 수행
제안된 표준에 대하여 표준협회 투표가 준비되면, IEEE 표준협회 투표 도구를 통하여 표준위원회 또는 표준위원
회의 피지명인이 표준 투표를 수행해야 한다. 표준 투표 절차는 표준 투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하나 이상의 연
속적인 투표에서 의견(Comment)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고 투표를 하는 표준협회 투표 그룹 회원으로 구성
된다. 표준협회 투표 그룹 회원은 승인된 IEEE 표준협회 투표 도구와 호환되는 방식과 형식으로 투표 및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사용자에 대한 통지 섹션과 표준협회 투표 그룹의 회원 목록을 제외하고, 투표 문서의 규범적 또
는 정보적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표준위원회는 작업그룹의 하위 그룹인 의견 해결 그룹(comment resolution group)을 통해 의견 해결이 이루
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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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나 인수 또는 기타 유사한 사건을 통하여 IEEE-SA의 어떤 엔티티 회원이 자신의 전체 자산 또는 상당 부
분의 자산을 다른 엔티티로 옮기는 경우에는 이 새로운 엔티티가 이미 해당 표준협회 투표 그룹의 회원이 아니라
는 조건하에 해당 표준협회 투표 그룹의 회원 자격이 이 새로운 엔티티로 이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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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llot process may include communication among the Standards Committee’s comment resolution group and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members regarding the substantive merits and possible resolution of
comments. However, no comment resolution member,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member, or other
participant in IEEE standards development shall intimidate or coerce a specific vote from any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member.
5.4.3.1 Ballot term
Each ballot in the standards balloting process shall close at 23:59 UTC-12 4 on the closing date specified on the
ballot. The length of the ballot and associated recirculations is set by the Standards Committee. The initial ballot
term shall be at least 30 days in duration. The recirculation ballot term shall be at least 10 days in duration.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assess the return rate of the first ballot, where the return is the ratio of the sum of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members’ Approve, Do Not Approve, and Abstain votes to the count of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members.
In the first ballot, if the ballot has not achieved a 75% return by the specified closing date, the ballot may be
extended to close when a 75% return is received. This extension for receipt of a 75% return shall not be longer than
60 days.
5.4.3.2 Voting in the ballot
The ballot shall provide the following vote choices to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members:
a)

Approve (Affirmative). This vote may be accompanied by comments suggesting corrections and
improvements. All comments shall be considered; making a change to the proposed standard as a result of
the comments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Standards Committee.

b)

Do Not Approve (Negative with comment). This vote must be accompanied by one or more specific
objections with proposed resolution in sufficient detail so that the specific wording of the changes that will
cause the Do Not Approve voter to change his or her vote to Approve can readily be determined.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encourage the submission of comments with all Do Not Approve ballots.
Balloters who vote Do Not Approve shall be permitted to differentiate those comments that caused their Do
Not Approve vote from other comments that they may wish to submit. Any comments that are explicitly
identified not to be part of the Do Not Approve vote shall be treated as comments associated with an
Approve (Affirmative) vote.
If no comments are submitted associated with the Do Not Approve vote, then the vote shall be counted in
the total tally of votes as a Do Not Approve (Negative without comment).
If i) all comments associated with a Do Not Approve vote are deemed by the Standards Committee as outof-scope and ii) the balloter is notified that the comment(s) are out-of-scope and such notifications are
accompanied with specific rationale for such out-of-scope determination, then the vote may be counted in
the total tally of votes as a Do Not Approve (Negative without comment).
During a recirculation ballot, Do Not Approve voters may indicate acceptance of the response to any or all
comments associated with their Do Not Approve vote. Each Do Not Approve voter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review comment responses, determine if he or she is satisfied, either entirely or in part, and
either to change his or her vote to Approve, to Abstain, or to retain his or her Do Not Approve vote.

4

UTC is Coordinated Univers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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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절차에는 표준위원회의 의견 해결 그룹과 표준협회 투표 그룹 회원들 간의 의견의 실질적인 장점 및 가능한
해결에 대한 의사 소통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의견 해결 그룹 회원, 표준협회 투표 그룹 회원 또는 기타 IEEE
표준개발 참여자는 표준협회 투표 그룹 회원의 특정 투표를 위협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5.4.3.1 투표 기간
표준 투표 절차의 각 투표는 투표지에 명시된 마감일의 23:59 UTC-124에 마감해야 한다. 투표 기간 및 관련된
재회람 기간은 표준위원회에서 정한다. 최초 투표 기간은 최소 30일이 되어야 한다. 재회람 투표 기간은 최소 10
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표준위원회는 첫 번째 투표의 회신율을 평가해야 하며, 여기서 회신율은 표준협회 투표 그룹 회원 수에 대한 표
준협회 투표 그룹 회원의 승인, 승인 반대 및 기권 표의 합계 비율이다.
첫 번째 투표에서 투표가 지정된 마감일까지 75%의 회신을 얻지 못한 경우, 75%의 회신이 수신되면 투표가 종료되
도록 투표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75%의 회신을 받기 위한 연장은 6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4.3.2 투표에서의 표

a)

승인(찬성). 이 표에는 교정과 개선을 제안하는 의견이 수반될 수 있다. 모든 의견은 고려되어야 한다. 개
진된 의견의 결과로 제안된 표준을 변경하는 것은 표준위원회의 재량이다.

b)

승인 반대(의견이 있는 반대). 이 표에는 승인 반대 투표자가 자신의 표를 승인으로 바꾸게 할 변경사항들
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읽기 쉬운 형태의 상세한 해결방안과 함께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반대가 수반되어
야 한다. 표준위원회는 모든 승인 반대표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것을 독려해야 한다.
승인 반대표를 던진 투표자는 자신의 승인 반대표를 야기한 의견과 자신이 제출하기를 원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승인 반대표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명시적으로 확인되는 모든 의
견은 승인(찬성)표와 관련된 의견으로 처리해야 한다.
승인 반대 투표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투표는 총 투표 집계에서 승인 반대(의견이 없는 반
대)로 계산되어야 한다.
만약, i) 승인 반대 투표와 관련된 모든 의견이 표준위원회에 의해 범위를 벗어난 것(out-of-scope)으로
간주되고 ii) 투표자가 해당 의견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통지를 받고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그러한 통지가 이루어 진 경우, 이 투표는 총 투표 집계에서 승인 반대(의견이 없는
반대)로 계산 될 수 있다.
재회람 투표 중에, 승인 반대표를 던진 투표자는 승인 반대표와 관련된 일부 또는 모든 의견에 대한 응답을
수락함을 나타낼 수 있다. 각 승인 반대표를 던진 투표자는 의견 응답을 검토하고, 자신이 전체 또는 부분
적으로 만족하는지 판단하고, 자신의 투표를 승인, 기권으로 바꾸거나 또는 승인 반대표를 유지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4

UTC란 협조세계시(Coordinated Universal Time)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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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서는 표준협회 투표 그룹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선택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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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ain. This category is provided to allow for ballot returns from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members who do not wish to vote Approve or Do Not Approve because of conflict of interest, lack of
expertise, or other reasons.

During a recirculation ballot,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members shall have an opportunity to cast
votes or change their previously cast votes.
5.4.3.3 Comments in the ballot
The Standards Committee’s comment resolution group shall consider all comments that are received by the close of
the ballot.
Standards Committees shall provide evidence of the consideration of each comment via approved IEE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tools. Such evidence shall include (i) an indication of whether the resolution proposed by the
comment was accepted, revised, or rejected and (ii) for comments that are not accepted verbatim, an explanation for
the rejection of the comment or for revision of the change proposed by the commenter.
The Standards Committee’s comment resolution group shall make a reasonable attempt to resolve all Do Not
Approve votes that are accompanied by comments.
Until the proposed standard has achieved 75% approval, comments can be based on any portion of the proposed
standard. Comments not based on the proposed standard may be deemed out-of-scope of the standards balloting
process by the Standards Committee.
Once the proposed standard has achieved 75% approval, comments in subsequent ballots shall be based only on the
changed portions of the balloted proposed standard, portions of the balloted proposed standard affected by the
changes, or portions of the balloted proposed standard that are the subject of unresolved comments associated with
Do Not Approve votes. If comments are not based on the above criteria, the comments may be deemed out-of-scope
of the recirculation. Such comments need not be addressed in the current standards balloting process and may be
considered for a future revision of the standard.
Comments addressing grammar, punctuation, and style, whether attached to an Approve or a Do Not Approve vote,
may be referred to the publications editor for consideration during preparation for publication.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proposed standards are professionally edited prior to publication.
Comments received before the close of ballot from participants who are not in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including from the mandatory coordination entities, require presentation to the Standards Committee’s
comment resolution group for consideration.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send an explanation of the disposition
of the mandatory coordination comments to the commenter.
5.4.3.4 Recirculation ballots
Changes may be made to the proposed standard in response to comments or for other reasons. All substantive
changes made since the last ballot of the proposed standard shall be identified and recirculated to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All unresolved Do Not Approve votes with comments shall be recirculated to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The verbatim text of each comment, the name of the Do Not Approve voter,
and a response by the Standards Committee conducting the resolution of comments shall be included in the
recirculation ballot package. Responses to comments that are not accepted verbatim shall include sufficient detail
for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members to understand the rationale for rejection of the comment or
revision of the change proposed by the commenter.
Further resolution efforts, including additional recirculation ballots, shall be required if Do Not Approve votes with
new comments within the scope of the recirculation are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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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권. 이 범주는 이해 상충, 전문성 부족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승인 또는 승인 반대로 투표하기를 원하지
않는 표준협회 투표 그룹 회원의 투표 회신을 허용하기 위해 제공된다.

재회람 투표 중에, 표준협회 투표 그룹 회원은 투표를 하거나 이전에 투표한 투표를 변경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5.4.3.3 투표에서의 의견(Comment)
표준위원회의 의견 해결 그룹은 투표 마감까지 접수된 모든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표준위원회는 승인된 IEEE 표준협회 투표 도구를 통해 각 의견의 고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증
거에는 (i) 의견에서 제안한 해결안이 수락, 수정 또는 거부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표시 및 (ii) 그대로 받아들여지
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의 거부나 의견 제공자가 제안한 변경의 수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위원회의 의견 해결 그룹은 의견이 수반된 모든 승인 반대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제안된 표준이 75%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의견은 제안된 표준의 모든 부분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제안된 표준

제안된 표준이 75% 승인을 받으면 후속 투표의 의견은 투표 완료된 제안된 표준의 변경된 부분, 변경의 영향을
받는 투표 완료된 표준의 일부, 또는 승인 반대표와 연관된 미해결된 의견의 주제가 되는 투표 완료된 제안된 표
준의 일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의견이 위의 기준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의견은 재회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은 현행 표준 투표 과정에서 다루어 질 필요가 없으며 향후 표준 개정을 위해
고려될 수 있다.
문법, 구두점 및 스타일에 대한 의견은 승인 또는 승인 반대 투표에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간행 준비
과정에서 고려하기 위해 간행 편집자에게 회부될 수 있다. 제안된 표준은 간행 전에 전문적으로 편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필수 조정 엔티티(Mandatory Coordination Entities)를 포함하여 표준협회 투표 그룹에 속하지 않은 참가자
로부터 투표 마감 전에 받은 의견은 고려를 위해 표준위원회의 의견 해결 그룹에 제출해야 한다. 표준위원회는 필
수 조정 의견의 처리에 대한 설명을 의견 제공자에게 보내야 한다.
5.4.3.4. 재회람 투표
의견이나 기타 이유로 제안된 표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안된 표준의 마지막 투표 이후 이루어진 모든 실질적인
변경 사항은 표준협회 투표 그룹에 식별되고 재회람 되어야 한다. 의견이 있는 모든 미해결 승인 반대 투표는 표
준협회 투표 그룹으로 재회람 되어야 한다. 각 의견의 의견 그대로의 텍스트, 승인 반대 투표자의 이름 및 의견 해
결을 수행하는 표준위원회의 응답은 재회람 투표 패키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의견 그대로 수락되지 않은 의견에
대한 응답에는 표준협회 투표 그룹 회원이 의견 거부 이유 또는 의견 제공자가 제안한 변경에의 수정에 대한 근
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재회람 범위 내에서 새로운 의견이 포함된 승인 반대 투표가 제출되는 경우, 추가적인 재회람 투표를 포함한 추
가 해결 노력이 요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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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ndards Committee is not required to conduct a recirculation ballot solely for Do Not Approve (Negative
without comment) votes.
5.4.3.5 Completion of the standards balloting process and submittal to RevCom
A minimum of 75% of those voting Approve or Do Not Approve (Negative with comment) must approve the draft in
order to submit the ballot result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In the event that 30% or more of the returned
ballots are Abstentions, the standards balloting process shall be considered invalid.
In the event that a 75% return cannot be obtained, the standards balloting process is considered to have failed and
further disposition of the proposed standard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ndards Committee.
Once all required recirculations have been completed and 75% approval has been achieved, the IEEE requirements
for consensus have been met. Efforts to resolve Do Not Approve votes may continue for a brief period; however, if
such resolution is not possible in a timely manner, the Standards Committee should forward the submittal to
RevCom because the IEEE has an obligation to the majority to review and publish the proposed standard quickly.
Copies of all unresolved Do Not Approve votes, together with the reasons given by the Do Not Approve voters and
the responses by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be included with the ballot results submitted to RevCom.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if not included in a recirculation package, provide to the Do Not Approve voter and
to RevCom an explanation why any comments associated with a Do Not Approve vote were not required to be
recirculated. In order for a Do Not Approve vote to be changed to an Approve or Abstain vote,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obtain and provide to RevCom written confirmation from each voter (by letter, fax, or electronic
mail) that indicates concurrence with any change of his or her vote. Any Do Not Approve vote with comment that
RevCom is asked to consider as a Do Not Approve (Negative without comment) shall be explained to RevCom.
5.4.3.6 Death or incapacity of a member of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In the event that the IEEE Standards Department receives documentation of the death or incapacity of a member of
a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by the closing date for the first ballot, that person shall be administratively
removed from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In the event that such documentation is received
following the closing date for the first ballot,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member shall be deemed
unavailable for balloting purposes and shall not be sent any further balloting material. Comments associated with
Do Not Approve votes that are received before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member became
unavailable will be treated normally; note that confirmation of resolution is not expected. However, no tally shall be
recalculated as a result of such a determination of unavailability, including ballots, abstention rate, return, or
approval rate.
5.4.4 Mandatory coordination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coordinate with the following entities via circulation of drafts and materials that are
developed by the Working Group and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the draft, if any:
—

IEEE Standards editorial staff during Mandatory Editorial Coordination,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and
RevCom review

—

The IEEE-SA Board of Governors when the standard incorporates (either normatively or informatively)
Open Source developed by the Standards Committee or Working Group (see 6.5 and subclause 5.6 of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Standards Board Bylaws)

—

The IEEE Registration Authority Committee (RAC) when the draft includes registration activity (see
subclause 5.7 of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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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위원회는 오로지 승인 반대(의견이 없는 반대) 투표만 있는 경우에 대해 재회람 투표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
되지 않는다.
5.4.3.5. 표준 투표 절차 완료 및 표준검토위원회 제출
투표 결과를 IEEE-SA 표준심의회에 제출하려면 승인 또는 승인 반대(의견이 있는 반대) 투표자 중 최소 75%가
초안을 승인해야 한다. 회신된 투표의 30% 이상이 기권인 경우 그 표준 투표 절차는 무효로 간주되어야 한다.
75%의 회신을 얻을 수 없는 경우, 표준 투표 절차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며 제안된 표준의 향후 처리는 표준위
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필요한 모든 재회람이 완료되고 75%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합의를 위한 IEEE 요구 사항이 충족된다. 승인 반대
투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잠시 동안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해결이 적시에 가능하지 않은 경우, IEEE
가 제안된 표준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간행해야 할 다수에 대한 의무가 있으므로 표준위원회는 제출물을 표준검
토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승인 반대 투표와 관련된 의견이 재회람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표준위원회는 승인 반대 투표자 및 표준
검토위원회에게 재회람 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승인 반대 투표를 승인 또는 기권 투
표로 변경하기 위해 표준위원회는 각 투표자로부터 자신의 표의 변경 사항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서면 확인(서신,
팩스 또는 전자 메일로)을 받아서 표준검토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표준검토위원회가 승인 반대(의견 없는 반대)
로 간주하도록 요청된 모든 의견 있는 승인 반대 투표는 표준검토위원회에 설명되어야 한다.
5.4.3.6 표준협회 투표 그룹 회원의 사망 또는 참가 불가능한 상황
IEEE 표준부가 첫 번째 투표 마감일까지 표준협회 투표 그룹 회원의 사망 또는 참가 불가능 상황에 대한 문서를
받는 경우, 해당되는 사람은 표준협회 투표 그룹에서 행정적으로 제외되야 한다. 첫 번째 투표 마감일 이후에 그
러한 문서를 받은 경우, 해당 표준협회 투표 그룹 회원을 투표 불가한 상태로 간주되어야 하며 더 이상 투표 자료
를 보내지 않아야 한다. 표준협회 투표 그룹 회원이 투표 불가한 상태가 되기 전에 받은 승인 반대 투표와 관련된
의견은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의견에 대한 해결의 확인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그
러한 투표 불가 상태의 결정으로 인해 투표, 기권율, 회신 또는 승인율을 포함한 집계가 재계산되지 않아야 한다.

5.4.4 필수 조정
표준위원회는 작업그룹이 개발한 초안과 초안에 참조로 포함된 자료의 배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엔티티들과 조
정을 해야 한다.
―

필수 편집 조정, 표준협회 투표 및 표준검토위원회 검토 중 IEEE 표준 편집 직원

―

표준이 표준위원회 또는 작업그룹에서 개발한 오픈소스를 (규범적으로 또는 정보적으로) 통합하는 경우
IEEE-SA 임원회(IEEE 표준협회 표준심의회 정관의 하위조항 6.5 및 5.6 참조)

―

초안에 등록 활동이 포함된 경우 IEEE 등록 권한 위원회(RAC)(IEEE 표준협회 운영 매뉴얼의 하위조항
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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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PAR indicates the possible registration of assigned names or assigned numbers to be included in or
used by the proposed project.
2) It becomes apparent through development of the draft that:
a) new registration of assigned names or assigned numbers will be included in the draft that will be
assigned under a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 (SDO), or a Working Group or Standards Committee
would like to request authority to conduct such assignment;
b) the draft includes reference to, or new specifications for use of, registration activity defined external to
the proposed standard.
The RAC, IEEE Standards editorial staff, or RevCom may request RAC review of a draft.
Comments from mandatory coordination entities shall be given appropriate consideration and response by the
Standards Committee. At the time of project submittal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for approval consideration
as an IEEE standard,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supply the most recent mandatory coordination comments and
indicate either acceptance or a request for a waiver (see 4.2.3.2).
5.4.5 Comments received as a result of an IEEE Public Review
Upon the opening of the initial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an IEEE Public Review shall start and last for 60 days.
Any person may purchase the initial ballot draft for information only, and have the ability to submit public
comments on said draft without vote. All public review comments and responses shall be submitted electronically
through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public review tools.
All public review comments received during an IEEE Public Review shall be considered by the Standards
Committee’s comment resolution group and a response shall be provided to the commenter. If the response indicates
that a change is to be made to the draft, the commenter is entitled to receive a copy of the revised draft from the
Standards Committee upon request.
5.4.6 Comments received from persons who are neither in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nor an IEEE Public Review commenter
Any person may purchase a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draft for information only. Such persons may submit
comments on the draft. Comments received before the close of a ballot shall be considered by the Standards
Committee (see 5.4.3.3) and a response shall be provided to the commenter. If the response indicates that a change
is to be made to the draft, the commenter is entitled to receive a copy of the revised draft from the Standards
Committee upon request.
Comments received after the close of a ballot will be provided to the Standards Committee.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acknowledge the receipt of these late comments to the commenter and take such action as the
Standards Committee deems appropriate. If the Standards Committee considers the comments and provides a
response to the commenter indicating that a change is to be made to the draft, the commenter is entitled to receive a
copy of the revised draft from the Standards Committee upon request.

5.5 Submission of proposed standards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submit all required documentation, including a complete copy of the last balloted
draft, in accordance with the most current version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Working Guide for Submittal of
Proposed Standards, to the RevCom Administrator. This submittal shall be made prior to the submittal deadline
specified. For the first three quarterly meetings of the year, the submittal deadline shall be at least 40 days befo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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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에는 제안된 프로젝트에 포함되거나 사용될 할당된 이름 또는 할당된 번호의 등록 가능성이 나와 있다.

2)

초안 개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확해진다.
a)

할당된 이름 또는 할당된 번호의 새로운 등록이 표준개발조직(SDO)에 따라 할당될 초안에 포함되거
나, 작업그룹 또는 표준위원회가 그러한 할당을 수행할 권한을 요청하고자 한다.

b)

초안에는 제안된 표준의 외부에 정의된 등록 활동에 대한 참조 또는 사용을 위한 새로운 사양이 포함
되어 있다.

RAC, IEEE 표준 편집 직원 또는 표준검토위원회는 초안에 대한 RAC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필수 조정 엔티티의 의견은 표준위원회의 적절한 고려와 응답을 받아야 한다. IEEE 표준으로서의 승인을 고려하
기 위해 IEEE-SA 표준심의회에 프로젝트를 제출할 때, 표준위원회는 가장 최근의 필수 조정 의견을 제공해야 하
고 수락 또는 포기 요청을 표시해야 한다(4.2.3.2 참조).

5.4.5 IEEE 공개 검토 결과로 접수된 의견

IEEE 공개 검토 중에 접수된 모든 공개 검토 의견은 표준위원회의 의견 해결 그룹에 의해 고려되어야 하며, 의견
제공자에게 답변이 제공되어야 한다. 답변에서 초안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할 경우, 의견 제공자는 요청
에 따라 개정된 초안의 사본을 표준위원회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다.

5.4.6 표준협회 투표 그룹이나 IEEE 공개 검토 의견 제공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은 의견
누구든지 표준협회 투표 초안을 정보 획득용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초안을 구매한 사람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다. 투표 종료 전에 접수된 의견은 표준위원회(5.4.3.3 참조)가 검토해야 하며, 의견 제공자에게 답변
이 제공되어야 한다. 답변에서 초안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할 경우, 의견 제공자는 요청에 따라 개정된
초안의 사본을 표준위원회로부터 받을 권한이 있다.
투표 종료 후 접수된 의견은 표준위원회에 제공된다. 표준위원회는 이러한 늦은 의견을 의견 제공자에게 받았음
을 알려야 하고, 표준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표준위원회가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고
의견 제공자에게 초안에 변경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제공한다면, 의견 제공자는 요청에 따라 개정된 초
안의 사본을 표준위원회로부터 받을 권한이 있다.

5.5 제안된 표준의 IEEE-SA 표준심의회 제출
표준위원회는 제안된 표준의 제출에 대한 IEEE-SA 표준심의회 작업 안내서(IEEE-SA Standards Board
Working Guide for Submittal of Proposed Standards)의 최신 버전에 따라 마지막으로 투표된 초안의 완전
한 사본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문서를 표준검토위원회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제출은 지정된 제출 마감
시한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당해연도의 처음 3회의 분기 회의에 대하여 제출 마감 시한은 IEEE-SA 표준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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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For the last quarterly meeting of the year, the submittal deadline shall be
at least 50 days before the meeting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When the proposed standard is considered at a meeting of RevCom, it may be necessary for the Standards
Committee to be represented at that meeting, particularly if there were unresolved negative votes during the
balloting (see 4.2.3.3 and 5.4.3.2) and/or if RevCom members submit negative comments prior to the RevCom
meeting (see 4.2.3.4).
Approved IEEE standards may be submitted for adoption by other organizations (see also 5.6). As part of the
adoption process, the adopting organization may receive comments on the technical content of the standard. These
comments should be sent to the IEEE Standards Department. The comments will then be referred to the Standards
Committee for a response. Responses shall be directed to the commenter, with a copy sent to the IEEE Standards
Department. If, in the opinion of the Standards Committee, such comments warrant an amendment or revision to the
approved IEEE standard,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submit a PAR.

5.6 Adoption
The IEEE is a focal point for various technologies and is willing to share its expertise with standards developers
worldwide. One method for doing this is through adoption.
Adoption of IEEE standards by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s is encouraged. This
adoption shall be a formal process that may include a reciprocal agreement between the IEEE and the organization
adopting the IEEE standard. The following subclauses discuss the methods for processing adoption requests.
5.6.1 Process for adoption of IEEE Standards
Arrangements for non-IEEE organizations to adopt IEEE standards are established in binding memoranda of
understanding. These memoranda of understanding shall be executed by the Managing Director, Standards, and the
responsible person in the other organization. IEEE staff shall have responsibility for negotiat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se agreements. Requests for adoption of IEEE standards shall be forwarded to the Contracts and
Licensing Manager, IEEE Standards Department.
Adopting organizations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future updates of the originating IEEE standard.
5.6.2 Process for adoption of non-IEEE Standards
5.6.2.1 Standards Committee identification
A Standards Committee as defined by subclause 5.2.2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shall assume
responsibility for coordinating the adoption of a non-IEEE standard by the IEEE.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standard upon adoption and until transfer to inactive status in accordance with all IEEE
Standards policies and procedures.
5.6.2.2 Project initiation
A Standards Committee shall submit a PAR for the adoption of a non-IEEE standard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to initiate an adoption. At the same time,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contact the Contracts and Licensing
Manager, IEEE Standards Department, to initiate copyright negotiations.
5.6.2.3 Draft development
The adoption of a non-IEEE standard shall not include any revisions or changes to the actual document being
adopted. However, IEEE exceptions addressing any differences between the IEEE adoption and the non-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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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보다 최소한 40일 전이어야 한다. 당해연도의 마지막 분기 회의에 대하여 제출 마감 시한은 IEEE-SA 표준
심의회 회의보다 최소한 50일 전이어야 한다.
제안된 표준이 표준검토위원회 회의에서 고려될 경우 해당 회의에서 표준위원회를 대표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투표 중에 해결되지 않은 반대표가 있고/있거나(4.2.3.3과 5.4.3.2 참조) 표준검토위원회 회원이
표준검토위원회 회의 전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경우(4.2.3.4 참조)에 이러한 일이 필요할 수 있다.
승인된 IEEE 표준은 다른 조직에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제출될 수 있다(5.6 참조). 채택 과정의 일환으로서, 채
택하는 조직은 해당 표준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은 IEEE 표준부에 보내져야
한다. 그 후, 이 의견들은 응답을 위해 표준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다. 응답은 의견 제시자에게 보내져야 하며, 사
본은 IEEE 표준부에 보내야 한다. 표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이러한 의견이 승인된 IEEE 표준에 대한 수정
(Amendment) 또는 개정(Revision)을 보증하는 경우 표준위원회는 PAR을 제출해야 한다.

5.6 채택
IEEE는 다양한 기술에 대한 초점(Focal Point)이며 자신의 전문지식을 전세계의 표준개발자들과 함께 공유하려
고 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채택을 통하는 것이다.

5.6.1 IEEE 표준의 채택을 위한 과정
비 IEEE 조직이 IEEE 표준을 채택하기 위한 준비는 구속력이 있는 양해각서로 정립된다. 이러한 양해각서는 표
준담당 이사(Managing Director, Standards)와 다른 조직의 책임자가 실행해야 한다. IEEE 직원은 이러한 협
약의 조건을 협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IEEE 표준의 채택 요청은 IEEE 표준부의 계약 및 라이선스 관리자
(Contracts and Licensing Manager, IEEE Standards Department)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채택하는 조직은 원래의 IEEE 표준의 향후 갱신 과정에 참여하도록 권장된다.

5.6.2 비-IEEE 표준의 채택을 위한 과정
5.6.2.1 표준위원회 식별
표준위원회는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의 하위조항 5.2.2에서 정의한 대로 IEEE가 비-IEEE 표준을 채택하는
것을 조정할 책임을 져야 한다. 표준위원회는 모든 IEEE 표준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채택될 때와 비활성상태로 전
환될 때까지 해당 표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6.2.2 프로젝트 개시
표준위원회는 채택을 개시하기 위하여 IEEE-SA 표준심의회에 비-IEEE 표준의 채택을 위한 PAR을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표준위원회는 저작권 협상을 개시하기 위하여 IEEE 표준부의 계약 및 라이선스 관리자와 접촉해야 한다.
5.6.2.3 초안 개발
비-IEEE 표준을 채택할 때는 채택되고 있는 실제 문서에 대한 어떠한 개정이나 변경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하
지만 비-IEEE 표준과 IEEE 채택 사이의 차이를 다루는 IEEE 예외 사항을 문서의 본문 앞 부분이나 부록(An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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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may be added to either the front matter of the document or in an annex.
5.6.2.4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shall include a cover letter explaining the reasons for the adoption, the options
available to the balloters when casting their votes, and the provisions for consideration of comments by the
developer of the non-IEEE standard.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shall meet the requirements outlined in 5.4.
Ballot comments and any Standards Committee responses shall be forwarded to the developer of the non-IEEE
standard for consideration.

5.7 Trial-Use standards
A Trial-Use standard may be appropriate for the following situations:
a)

To bring together concepts for cutting edge technologies that are so new that standardization concepts need
to be developed as the technology progresses.

b)

To solicit input from a broader community prior to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a full-use standard.

c)

As an alternative for a proposed standard that receives a significant number of Do Note Approve votes that
cannot be resolved.

Trial-Use standards are effective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and cannot be amended; it is allowable to have
corrigenda against a Trial-Use standard. Trial-Use standards are prepared through the normal standards process and
require a PAR indicating trial-us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ballot resolution, and IEEE-SA Standards Board
approval. During the trial-use period, users and those interested in the document may submit comments. The front
matter of each approved Trial-Use standard shall contain a published cutoff date for receipt of comments and shall
state the expiration date for the Trial-Use document (dates shall be calendar dates, i.e., dd mmm yyyy). The
comment cutoff date shall be at least 12 months before the expiration date for the Trial-Use standard. The expiration
date for the Trial-Use standard shall be three years from its publication date. Upon expiration, the Trial-Use
standard shall be transferred to inactive status (i.e., the document will be labeled Inactive and reserved for historical
reference.)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consider the comments received. If the document is to be converted to a full-use
document, a revision project shall be initiated through the submission of a PAR that indicates full-use status. The
normal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and approval processes applicable to all standards shall be followed.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for the full-use document shall not be conducted until after the comment cutoff date
for the Trial-Use document. Once approved, the full-use standard will follow all of the applicable policies and
procedures (e.g., ten-year life; can be amended; can be further revised; etc.).
The Standards Committee may consider converting a full-use project to a Trial-Use project. To make this
conversion, a Modified PAR indicating the change to a Trial-Use project shall be submitted to NesCom. If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process has begun, the Standards Committee cannot convert the project from fulluse to trial-use without terminating the active ballot.
In addition, the Standards Committee may consider converting a Trial-Use project to a full-use project. To make
this conversion, a Modified PAR indicating the change to a full-use project shall be submitted to NesCom. If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process has begun, the Standards Committee cannot convert the project from trialuse to full-use without terminating the active bal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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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으로 추가시킬 수는 있다.
5.6.2.4 표준협회 투표
표준협회 투표에는 채택 이유, 투표자가 투표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그리고 비-IEEE 표준의 개발자 의견
을 고려하기 위한 조항을 설명하는 커버 레터(cover letter)가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협회 투표는 5.4에서 약술
한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투표 의견 및 모든 표준위원회 응답은 고려를 위해 비-IEEE 표준의 개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5.7 시험 사용(Trial-Use) 표준
시험 사용 표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합할 수 있다:
a)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표준화 개념의 개발이 필요한 아주 새로운 최신 기술에 대한 개념을 망라하기 위한
경우.

ard.

b)

완전 사용(Full-Use) 표준의 개발을 고려하기 전에 더 광범위한 커뮤니티로부터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
요한 경우.

c)

해결할 수 없는 상당한 수의 승인 반대(Do Not Approve) 표를 받은 제안된 표준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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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사용 표준은 3년 이상 유효할 수 없으며, 개정할 수 없다. 시험 사용 표준에 대한 정오항목을 갖는 것이 허
용된다. 시험 사용 표준은 정상적인 표준 절차를 통해 작성되며 시험 사용, 표준협회 투표, 투표 해결 및 IEEE-SA
표준심의회 승인을 표시하는 PAR가 필요하다. 시험 사용 기간 동안, 사용자와 이 문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승인된 각 시험 사용 표준의 전문에는 의견 수렴에 대해 공표된 마감일을 포함해야 하며
시험 사용 문서의 만료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날짜는 역년일, 즉 dd mmm yyyy와 같은 형태여야 한다). 의견 제
출 마감일은 시험 사용 표준의 만료일에서 최소 12개월 이전이어야 한다. 시험 사용 표준의 만료일은 발행일로
부터 3년이어야 한다. 만료 시, 시험 사용 표준은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해야 한다(즉, 문서에 비활성 라벨을 부착
하고 역사적 참조용으로 보관된다).
표준위원회는 접수된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문서를 완전 사용 문서로 변환하려면, 완전 사용 상태를 나타내는
PAR의 제출을 통해 개정 프로젝트가 개시되어야 한다. 모든 표준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표준협회 투표 및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완전 사용 문서에 대한 표준협회 투표는 시험 사용 문서에 대한 의견 마감일 이후까지 시행
되지 않아야 한다. 승인될 시, 완전 사용 표준은 해당하는 정책 및 절차(예: 10년 수명, 수정 가능, 추가 개정 가
능 등)를 모두 따른다.
표준위원회는 완전 사용 프로젝트를 시험 사용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
서, 시험 사용 프로젝트로의 변경 사항을 나타내는 수정된 PAR를 신규표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표준협회 투
표 절차가 시작되었을 경우, 표준위원회는 활성화된 투표를 종료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완전 사용에서 시험 사용
으로 전환할 수 없다.
또한, 표준위원회는 시험 사용 프로젝트를 완전 사용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전환하
기 위해서, 완전 사용 프로젝트로의 변경 사항을 나타내는 수정된 PAR를 신규표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표준
협회 투표 절차가 시작되었을 경우, 표준위원회는 활성화된 투표를 종료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시험 사용에서 완
전 사용으로 전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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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Appeals
5.8.1 SASB appeals pool
The IEEE-SA Standards Board Chair shall select six to nine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to serve as
the SASB appeals pool.
Members of the SASB appeals pool shall serve until a new SASB appeals pool is appointed.
5.8.2 SASB Appeal Officers
The SASB Appeal Officers shall be the IEEE-SA Standards Board Chair and the SASB Vice Chair for Appeals.
The Past Chai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serve as the SASB Vice Chair for Appeals. If the SASB Vice
Chair for Appeals has a conflict regarding the subject matter of an appeal, the IEEE-SA Standards Board Chair shall
appoint another member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to serve as the SASB Vice Chair for Appeals for that
particular appeal.
If the IEEE-SA Standards Board Chair has a conflict regarding the subject matter of an appeal, the SASB Chair
shall appoint a non-conflicted member of the SASB to serve as the second SASB Appeal Officer for that particular
appeal.
5.8.3 Appeal brief
The appellant shall file a written appeal brief with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i) within 30 days
after the date of notification of action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ii) within 30 days following a final
decision from a Standards Committee appeal panel; or (iii) after 30 days and within 60 days of IEEE-SA Standards
Board inaction. The appellant shall first have exhausted the appeals procedures of the Standards Committee prior to
filing an appeal with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appeal brief shall state the nature of the objection(s)
including any adverse effects, the clause(s) of the procedures or the standard(s) that are at issue, actions or inaction
that are at issue, and the specific remedial action(s) that would satisfy the appellant’s concerns. Previous efforts,
including all subordinate appeals, to resolve the objection(s) and the statement of outcome/decision of each,
including a sequence of events of these efforts, shall be provided. The appellant shall include documentation
supporting all statements in the appeal brief. All issues regarding the subject action or inaction shall be filed
together in one appeal brief.
The Secretary shall send the appellant a written acknowledgment of receipt of the appeal brief within five days of
such receipt. The SASB Appeal Officers shall review the appeal brief and determine within 20 days of receipt of the
appeal brief whether the appeal shall be heard by an IEEE-SA Standards Board Appeal Panel, should be referred to
the IEEE-SA BOG, or should be returned to the appellant with instructions. The appeal should be returned to the
appellant for a complaint that deals with ethical issues, technical matters, or if the appellant has not exhausted the
appeals procedures of a relevant subordinate committee. In these circumstances, the appellant should be instructed
to follow the procedures of the IEEE Ethics and Member Conduct Committee or the IEEE-SA Standards Conduct
Committee, as appropriate, for filing a formal ethical or conduct complaint; if the complaint concerns a technical
matter, to follow the approved procedures for providing technical inpu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aking a
technical comment during the applicable comment submission and/or balloting period; or if the appellant has not
exhausted the appeals procedures of a relevant subordinate committee, to file a procedural appeal with such
subordinate committee. The SASB Appeal Officers shall review whether the appellant has established a prima facie
case, especially in reviewing whether any previous Standards Committee appeal panel decision appealed from was
adjudic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Ps. If it is determined that a prima facie case has not been
established, the Secretary shall notify the appellant in writing that the appeal will be 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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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풀(Appeals Pool)
IEEE-SA 표준심의회 의장은 6~9명의 IEEE-SA 표준심의회 회원을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풀로 임명해
야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풀의 회원은 새로운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풀이 임명될 때까지 활동해
야 한다.

5.8.2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담당관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담당관은 IEEE-SA 표준심의회 의장 및 이의제기 담당 IEEE-SA 표준심의회 부
의장이어야 한다.
IEEE-SA 심의회의 과거 의장은 이의제기 담당 IEEE-SA 표준심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해야 한다. 이의제기 담당
IEEE-SA 표준심의회 부의장이 이의제기의 주요 문제와 관련하여 상충되는 경우, IEEE-SA 표준심의회 의장은
IEEE-SA 표준심의회의 다른 회원을 해당 특정 이의제기 담당 IEEE-SA 표준심의회 부의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 의장이 이의제기의 주요 문제와 관련하여 상충되는 경우, IEEE-SA 표준심의회 의장은 상
충되지 않는 IEEE-SA 표준심의회 회원을 해당 특정 이의제기 담당 IEEE-SA 표준심의회 담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5.8.3 이의제기 요약서
제소인은 (i) IEEE-SA 표준심의회의 조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i) 표준위원회 이의제기 패널의 최종 결정
후 30일 이내에, 또는 (iii) IEEE-SA 표준심의회가 활동하지 않은 지 30일 이후에서 60일 이내에 IEEE-SA 표준
심의회의 간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 요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제소인은 IEEE-SA 표준심의회에 대한 이
의제기 제기 이전에 먼저 표준위원회의 이의제기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한다. 이의제기 요약서에는 모든 역효과를
포함한 이의제기의 성격, 문제가 있는 절차나 표준의 조항, 문제가 있는 조치 또 조치 없음, 그리고 제소인을 만
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교정조치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하위 이의제기를 포함
한 이전의 노력과 이러한 노력에 대한 일련의 사건이 포함된 각 활동의 결과/결정 사항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소
인은 모든 진술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이의제기 요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대상 조치 또는 조치 없음과 관련된 모
든 쟁점은 하나의 이의제기 요약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간사는 제소인에게 접수 후 5일 이내에 이의제기 요약서를 수령했다는 서면 인정서를 발송해야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담당관은 이의제기 요약서를 검토해야 하고 이의제기 요약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를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이 청문해야 하는지, IEEE-SA 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지, 또는
지침과 함께 제소인에게 반환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윤리적 문제, 기술적 문제를 다루는 불만사항인 경우
또는 관련 하위 위원회의 이의제기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 제소인에게 이의제기를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윤리적 또는 행위적 불만 사항을 제기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제소인에게 IEEE 윤리 및 회원
행위 위원회(IEEE Ethics and Member Conduct Committee) 또는 IEEE-SA 표준 행위 위원회(IEEE-SA
Standards Conduct Committee)의 절차 준수를 지시해야 한다. 불만사항이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것이라면, 적
용 가능한 의견의 제출 그리고/또는 투표 기간 동안 기술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
는 기술적인 입력을 제공하기 위해 승인된 절차를 따를 것을 지시해야 한다. 또는 제소인이 관련 하위 위원회의
이의제기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하위 위원회에 절차상 이의제기를 제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담당관은 제소인이 명쾌한 논거(prima facie case)를 수립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야 하며, 특히 이의제기 된 표준위원회 이의제기 패널의 모든 이전 결정이 관련 P&P에 따라 판결되었는지 여부
를 검토해야 한다. 명쾌한 논거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간사는 제소인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기각
할 것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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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SASB Appeal Officers determine that the IEEE-SA BOG should review the appeal,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notify the appellant and the appellee (the chair of the committee at issue) of that
fact within five days of receipt of the notice from the SASB Appeal Officers that the IEEE-SA BOG will be
reviewing the appeal. The appeal shall be referred to the IEEE-SA BOG and adjudicated according to IEEE-SA
BOG processes (see subclause 4.4 of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If the IEEE-SA BOG
hears an appeal that originated from a referral from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results of that appeal shall be
reported to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If the SASB Appeal Officers determine that an IEEE-SA Standards Board Appeal Panel should hear the appeal, the
Secretary shall, within 30 days of receipt of the appeal brief, send the appellee a copy of the appeal brief and
acknowledgment, and shall send the appellant and the appellee a written notice of the date, time, and location for an
in-person hearing (“hearing notice”) with the SASB Appeal Panel (see 5.8.5). The in-person hearing with the SASB
Appeal Panel shall be scheduled at the location set for, and during the period of, the first SASB meeting that is at
least 60 days after mailing of the hearing notice by the Secretary.
Upon agreement of the appellant, the appellee, and all of the SASB Appeal Panel members, (i) one or more of the
participants in an in-person hearing may participate by telephone; or (ii) the hearing may be held solely by
telephone at a date/time prior to the scheduled in-person hearing. The Chair of the SASB Appeal Panel will
facilitate such agreements.
New evidence meeting the requirements of 5.8.6 shall be provided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date of the SASB
Appeal Panel hearing.
5.8.4 Reply brief
Within 45 days of receipt of the hearing notice, the appellee may send the appellant and Secretary a written reply
brief, which specifically and explicitly addresses each allegation of fact in the appeal brief to the extent of the
appellee’s knowledge. If the appellee furnishes a reply brief, the brief shall include documentation supporting all
statements contained in the reply brief.
5.8.5 SASB Appeal Panel
The IEEE-SA Standards Board Chair shall appoint from the SASB appeals pool an SASB Appeal Panel consisting
of a chair and two other members who have not been directly involved in the matter in dispute, and who will not be
materially or directly affected by any decisions made concerning the dispute ("SASB Appeal Panel"). At least two
members shall be acceptable to the appellant and at least two shall be acceptable to the appellee. If the parties to the
appeal cannot agree on an SASB Appeal Panel within a reasonable amount of time, the matter shall be referred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which shall appoint the members of the SASB Appeal Panel. If an SASB Appeal
Panel member resigns or is removed from the SASB Appeal Panel at any time before the appeal hearing, then the
IEEE-SA Standards Board Chair shall appoint a replacement from the SASB appeals pool. The replacement shall be
subject to the acceptability criteria described above.
To ensure continuity of the appeals process, a specific SASB Appeal Panel will remain impaneled until the
publication of the SASB Appeal Panel’s final decision(s).
5.8.6 Conduct of the hearing
The number of participating (i.e., speaking) representatives for each of the parties to the appeal is limited to a
maximum of three (3). Other individuals may attend the hearing, but will not be permitted to address, or be
addressed by, the SASB Appeal Panel or either of the parties to the appeal at any time (including during the
question and answer period). No recordings or verbatim transcriptions of the hearing are allowed, except by the
IEEE-SA at its sole discretion.
The SASB Appeal Panel may call an Executive Session before, during the course of, or following an appeal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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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담당관이 IEEE-SA 임원회가 이의제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IEEE-SA
표준심의회의 간사는 IEEE-SA BOG가 이의제기를 검토할 것이라는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담당관의 통
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제소인과 피제소인(문제가 되고 있는 위원회의 의장)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의
제기는 IEEE-SA BOG에 회부되어야 하며 IEEE-SA BOG 절차에 따라 판결되어야 한다(IEEE 표준협회 운영 매
뉴얼의 하위조항 4.4를 참조한다). IEEE-SA BOG가 IEEE-SA 표준심의회의 의뢰에서 비롯된 이의제기를 심리
할 경우, 해당 이의제기의 결과는 IEEE-SA 표준심의회의 간사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담당관이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이 이의제기를 심리해야 한다고 결
정한 경우, 간사는 이의제기 요약서 수령 30일 이내에 피제소인에게 이의제기 요약서와 접수통지서의 사본을 보
내야 한다. 그리고 제소인과 피제소인에게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과의 대인(in-person) 청문회
(“청문 통지”)를 위한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한다(5.8.5 참조). IEEE-SA 표준심의회 이
의제기 패널과의 대인 청문회는 간사의 청문회 통지 우편 발송 후 최소 60일 이내에 첫 번째 IEEE-SA 표준심의
회 회의를 위해 설정된 장소에서 이 회의 기간 동안에 예정되어야 한다.
제소인, 피제소인 및 모든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 회원의 합의에 따라, (i) 대인 청문회에 참여하는
1명 이상의 사람이 전화로 참여하거나, (ii) 예정된 대인 청문회 전에 전화만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 의장은 그러한 합의를 촉진할 것이다.
5.8.6의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증거는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 청문회 날짜의 최소 2주 전에 제공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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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답변 요약서
청문 통지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피제소인은 제소인과 간사에게 서면으로 답변 요약서를 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서면 회신은 이의제기 요약서 내의 사실에 대한 각 주장을 피제소인의 지식 범위까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다룬다. 피제소인이 답변 요약서를 제공하면, 해당 답변 요약서에는 답변 요약서에 포함된 모든 진술을 뒷받침하
는 문서를 포함해야 한다.

5.8.5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
IEEE-SA 표준심의회 의장은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풀에서 의장 및 기타 2인으로 구성된 IEEE-SA 표준심
의회 이의제기 패널을 임명해야 한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분쟁에 관련되지 않아야 하며, 분쟁과 관련한 결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그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한다(“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 제소인이
2명 이상의 회원을 수락해야 하며, 피제소인이 2명 이상의 회원을 수락해야 한다. 이의제기의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이 문제는 IEEE-SA 표준심의회에 회부되어
야 하며, 표준심의회는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의 회원을 임명해야 한다. 이의제기 청문회 전에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 회원이 사임하거나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에서 제명된 경우, IEEE-SA
표준심의회 의장은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풀에서 대체자를 임명해야 한다. 대체자는 위에서 설명한 수용성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이의제기 절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은 IEEE-SA 표준심의회 이
의제기 패널의 최종 결정이 공표될 때까지 선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5.8.6 청문회의 진행
이의제기 당사자 각각에 대하여 참가(즉, 발언권이 있는) 대표자의 수는 최대 3명으로 제한된다. 그 밖의 개인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질문 및 답변 시간 동안을 포함하여) 어느 때라도 이의제기 당사자 중의 한쪽이나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에게 말을 하거나 말을 듣도록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IEEE-SA의 고유 재량
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문회를 녹음하거나 녹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은 특정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를 고려하기 위해 이의제기 청문회 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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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nsider its action on a specific appeal.
No party to an appeal may communicate with any member of the SASB Appeal Panel regarding the appeal while
the matter is pending (i.e., from the time of filing of the appeal brief to finalization of the SASB Appeal Panel
decision).
The appellant has the burden of demonstrating adverse effects, improper action(s) or inaction, and the efficacy of
the requested remedial action. Each party may adduce other pertinent arguments, and members of the SASB Appeal
Panel may address questions to individuals. The SASB Appeal Panel shall only consider documentation included in
the appeal brief and reply brief, unless
a)

Significant new evidence has come to light; and

b)

Such evidence reasonably was not available to the appellant or appellee, as appropriate, at the time of
filing; and

c)

Such evidence was provided by the appellant or appellee, as appropriate, to the other parties as soon as it
became available.

Prior to the hearing, the members of the SASB Appeal Panel may convene to review the ground rules before the
participants appear.
5.8.7 SASB Appeal Panel decision
The SASB Appeal Panel shall not consider technical appeals or make findings with respect to ethical rules, but shall
limit its consideration to procedural matters. The SASB Appeal Panel shall render its decision, based upon majority
vote of the SASB Appeal Panel (SASB Appeal Panel members shall vote to find in favor of the appellant or the
appellee and shall not abstain), in writing within 30 days of the hearing, stating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with reasons therefore, based on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e SASB Appeal Panel shall only address the
concerns raised by the appellant and the appellee.
If the appeal has not been previously heard by a Standards Committee appeal panel, the SASB Appeal Panel may
give consideration to the following positions, among others, in formulating its decision:
a)

Finding for the appellant, with a specific statement of the issues and facts showing that an IEEE policy or
procedure was violated. In formulating its conclusions, the SASB Appeal Panel may prescribe the remedy
proposed by the appellant or may prescribe an alternative remedy;

b)

Finding against the appellant, with a specific statement of the issues and facts showing that appellant failed
to meet its burden to demonstrate that an IEEE policy or procedure had been violated; or

c)

Finding that new, substantive evidence has been introduced, and remanding the entire action to the
appropriate committee for reconsideration.

If the appeal has been previously heard by a Standards Committee appeal panel, the appellant does not have the
right to retry appellant’s case before the SASB Appeal Panel. Rather, appellant must show by a preponderance of
evidence that the Standards Committee appeal panel made an error by failing to follow its own policies and
procedures. The appellant shall be barred from bringing new evidence before the SASB Appeal Panel unless such
evidence reasonably was not available to the appellant at the time of the Standards Committee appeal hearing. In
such a case, the SASB Appeal Panel will determine whether such new evidence could change the outcome of the
proceeding and, if so, shall remand the entire action back to the Standards Committee appeal panel for its
reconsideration. Where the appeal was previously heard by a Standards Committee appeal panel, the SASB Appeal
Panel may give consideration to the following positions, among others, in formulating it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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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후에 비공개 회의(Executive Session)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 당사자들 중 어느 쪽도 사안이 계류 중일 때는(즉, 이의제기 요약서의 제출 시점에서부터 IEEE-SA 표
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 결정의 완료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의 어떤 회원
과도 의사 소통을 할 수 없다.
제소인은 요청된 교정 조치의 악영향, 부적절한 조치 또는 비조치, 유효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각 당사자는 다
른 관련 주장을 제기할 수 있으며,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의 회원은 개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제기 요약서와 답변 요약서에 포함된 문서만
을 고려해야 한다.
a)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밝혀졌다; 그리고

b)

이러한 증거는 제출 당시 제소인 또는 피제소인 중에서 해당하는 쪽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그
리고

c)

이러한 증거는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즉시 제소인이나 피제소인 중에서 해당하는 쪽이 다른 당사자에게 제
공하였다.

5.8.7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의 결정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은 기술적인 이의제기를 고려하거나 윤리적인 규범과 관련하여 판단을 해서
는 안 되며, 오직 절차적인 문제만을 고려해야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은 IEEE-SA 표준심의
회 이의제기 패널의 과반수 투표에 근거하여(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 회원은 제소인 또는 피제소인
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하며 기권을 해서는 안 된다), 청문회가 끝나고 30일 내에 증거의
우세를 기준으로 발견한 사실 및 결론과 그에 대한 이유를 기술한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IEEE-SA 표준
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은 제소인과 피제소인이 제기한 문제만을 다루어야 한다.
표준위원회 이의제기 패널을 통하여 이의제기에 대해 이전에 청문하지 못한 경우,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
기 패널은 결정을 공식화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
a)

IEEE 정책 또는 절차가 위반되었음을 보여주는 문제 및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제소인에게 유
리한 결정. 결론을 공식화할 때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은 제소인이 제안한 구제책을 규정하
거나 대체 구제책을 규정할 수 있다.

b)

제소인이 IEEE 정책 또는 절차가 위반되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
제 및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제소인에게 불리한 결정.

c)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전체 조치를 다시 고려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원회에
게 반송.

이전에 표준위원회 이의제기 패널에서 이의제기를 청문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제소인은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 앞에서 제소인의 이의제기 건을 재시도할 권리가 없다. 오히려, 제소인은 표준위원회 이의제기 패
널이 자체의 정책과 절차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오류를 범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표준위원회 청문회 당시
제소인이 그러한 증거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면, 제소인이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
널 앞에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은 그러
한 새로운 증거가 소송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재고를 위해 모든 조치를
표준위원회 이의제기 패널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전에 표준위원회 이의제기 패널에서 이의제기를 청문하였던 경
우,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은 그 결정을 공식화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다음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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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기 위해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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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nding for the appellant with a specific statement of how the Standards Committee appeal panel failed to
follow its own policies and procedures and remanding the action to the Standards Committee appeal panel
with instructions that the Standards Committee appeal panel issue a ruling on the subject of the appeal
correctly following its own policies and procedures;

2)

Finding against the appellant, with a specific statement of the facts that demonstrate that appellant failed to
meet its burden to demonstrate that the Standards Committee appeal panel did not follow its own policies
and procedures; or

3)

Finding that new evidence has been introduced which (i) was not reasonably available to the appellant at
the time of the Standards Committee appeal hearing; and (ii) could change the outcome of the proceeding,
and remanding the entire action to the Standards Committee appeal panel for reconsideration.

The SASB Appeal Panel Chair, through the Secretary, shall notify the appellant, the appellee, and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in writing of the decision of the SASB Appeal Panel.
If an SASB Appeal Panel member resigns or is removed after a hearing, then the remaining two members of the
SASB Appeal Panel may issue a decision if their decision is unanimous. If it is not unanimous, then the IEEE-SA
Standards Board Chair shall appoint a replacement from the SASB appeals pool and a re-hearing shall be conducted
during the next IEEE-SA Standards Board meeting series.
5.8.8 Request for re-hearing of the SASB Appeal Panel decision
The decision of the SASB Appeal Panel shall become final 30 days after it is issued, unless one of the parties files a
written notice of request for re-hearing prior to that date with the Secretary, based on new evidence, provided such
new evidence existed at the time of the hearing, but was not reasonably available to either the appellant or appellee,
as appropriate, at the time of the hearing. In such case, the decision of the SASB Appeal Panel shall be stayed
pending review by the SASB Appeal Officers within 20 days of receipt of the written request. The review shall
decide
a)

To adopt the report of the SASB Appeal Panel, and thereby deny the request for re-hearing; or

b)

To direct the SASB Appeal Panel to conduct a re-hearing; or

c)

At its discretion, to ask the IEEE-SA Standards Board to consider the matter.

Only one re-hearing can be conducted per appeal.
If the appeal was delegated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 the IEEE-SA BOG, the decision shall also be sent
to the Secretary of the IEEE-SA BOG. Appeals from a decision of the SASB Appeal Officers to deny the request
for a re-hearing or from the decision of the SASB Appeal Panel after a re-hearing shall be referred to the IEEE-SA
BOG.
5.8.9 BOG appeal
The SASB Appeal Panel’s final decision can be appealed to the IEEE-SA BOG in writing to the Secretary of the
IEEE-SA BOG within 30 days after the SASB Appeal Panel decision becomes final on the basis of a perceived
error in the SASB Appeal Panel process or of a perceived error in the SASB Appeal Panel decision. Such appeal
shall proceed in accordance with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5.8.10 Informal settlement
The IEEE-SA encourages settlement of disputes at any time if the settlement is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
IEEE-SA Policies and Procedures. Any settlement (to which the parties agree in writing) that is consisten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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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위원회 이의제기 패널이 자체 정책과 절차를 어떻게 준수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과 함께 제소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고, 표준위원회 이의제기 패널이 자체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정확
하게 이의제기 주제에 대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지시와 함께 해당 조치를 반송.

2)

제소인이 표준위원회 이의제기 패널이 자체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책임을 만족
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제소인에게 내리는 불리한 결정.

3)

또는 (i) 표준위원회 이의제기 청문회 당시 제소인에게 합리적으로 제공되지 않았고 (ii) 소송의 결과
를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음을 확인하고, 전체 조치를 재고하기 위해 표준위원회 이의
제기 패널로 반송.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 의장은 간사 통하여 제소인, 피제소인, 그리고 IEEE-SA 표준심의회의 회원
에게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의 회원 한 명이 청문회 이후에 사임을 하거나 제명된다면 IEEE-SA 표준심
의회 이의제기 패널의 나머지 두 명의 회원은 자신들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
다.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IEEE-SA 표준심의회 의장은 이의제기 풀에서 대체자를 임명해야 하며, 일련의 차기
IEEE-SA 표준심의회 회의 동안에 재청문회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의제기 패널의 결정은 결정이 발표되고 나서 30일 이전에 당사자 중 한쪽이 새로운 증거를 기준으로 재청문회
요청 통지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지 않는 한, 결정이 발표되고 나서 30일 후 최종 확정된다. 단, 이러한 새 증거는
청문회 당시에 존재하기는 했지만 청문회 당시에 제소인 또는 피제소인 중에서 해당하는 쪽이 적절히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의 결정은 서면 요청서를 접수하고 나
서 20일 내에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담당관에 의한 검토 보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검토 과정에서
는 다음과 같은 사항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a)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통해 재청문회에 대한 요청을 거부한다.

b)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에게 재청문회를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

c)

IEEE-SA 표준심의회에 자신의 재량에 따라 이 문제를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이의제기 당 1회의 재청문회만을 수행할 수 있다.
IEEE-SA 임원회가 이의제기를 IEEE-SA 표준심의회에 위임했다면, 이러한 결정은 IEEE-SA 임원회의 간사에게
도 전달해야 한다. 재청문회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는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담당관의 결정이나 재청문회
이후에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의 결정으로 인한 이의제기는 IEEE-SA 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5.8.9 임원회 이의제기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 과정의 인지
된 오류나 IEEE-SA 표준심의회 이의제기 패널 결정의 인지된 오류를 기준으로 이의제기 패널 결정이 최종이 되
고 나서 30일 내에 IEEE-SA 임원회의 간사에게 보내는 서면을 통하여 IEEE-SA 임원회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제기는 IEEE 표준협회 운영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5.8.10 비공식적 분쟁 해결
IEEE-SA는 분쟁과 관련하여 합의가 IEEE-SA 정책 및 절차의 목적과 일치하면 언제라도 이러한 분쟁 해결을 장
려한다. 이러한 P&P나 이의제기를 철회하기 위한 합의에 일치하는(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모든 분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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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pyright, commercial terms and conditions, patents, and standard structure
6.1 Copyright
IEEE owns the copyright of draft IEEE standards, approved IEEE standards, draft Industry Connections Work
Products, and Work Products released or published by an 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see 7.2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Contributions made by participants in an IEEE-SA standards development or 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meeting,
whether the Contributions are Published or not, are subject to the IEEE-SA Copyright Policy set forth in Clause 7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The IEEE-SA Copyright slide shall be either presented at the beginning of every IEEE-SA standards development
or 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meeting, or distributed prior to the meeting along with the meeting agenda. If the
slide is distributed with the meeting agenda, all meeting participants shall be informed at the beginning of the
meeting that all material submitted during the meeting is a Contribution and is subject to the IEEE-SA copyright
policy. The presentation of the slide or the notice to meeting participants shall be documented in the minutes of the
meeting.
6.1.1 Project Authorization Request and 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Initiation Document
6.1.1.1 Project Authorization Request (PAR)
At the time a PAR is submitted for approval, any known previously Published material and/or Public Domain
material intended for inclusion in the proposed IEEE standard shall be identified on the PAR. The Working Group
Chair is responsible for obtaining written permission to use all previously Published material prior to the start of the
initial ballot or prior to the next recirculation ballot if the excerpted material is to be inserted during comment
resolution.
6.1.1.2 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Initiation Document (ICAID)
At the time an ICAID is submitted for approval, any known previously Published material and/or Public Domain
material intended for inclusion in the proposed Industry Connections Work Product shall be identified on the
ICAID. The Chair of an 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is responsible for obtaining written permission to use all
previously Published material prior to inclusion of the material in an Industry Connections Work Product.
6.1.2 Contributions from previously Published sources
Participants in an IEEE Standards group or 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who intend to submit Contributions
containing excerpted content from previously Published sources shall first notify the Chair of the need for
permission, and should assist the Chair in obtaining that permission. The Working Group shall not accept as a
Contribution, place on an IEEE server or standards developing group or activity document repository, or include in
an IEEE document any material that was previously Published without first obtaining permission for use of the
material from the copyright owner or a person with the authority or right to grant copyright permission. Working
Group and 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Chairs are responsible for requesting and obtaining permission from
external entities and for forwarding the completed response forms to IEEE.
IEEE Permission Form Letters should be used to request and grant such permissions. Permission Form Letters to
use material unchanged or modified are available online. Agreements that do not conform to the IEEE Permission
Form Letters are possible, but such requests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approved by IEEE-SA staff.
6.1.3 Drafts of proposed IEE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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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작권, 상업적 조건, 특허권 및 표준의 구조
6.1 저작권
IEEE 표준안 및 승인된 IEEE 표준, 산업연결활동 작업 결과물 초안, 작업결과물의 릴리즈 또는 산업연결활동의
출간물에 대한 저작권은 IEEE가 갖는다(IEEE-SA 표준심의회 정관 제7.2조 참조).
IEEE 표준개발 또는 산업연결활동 회의 참석자의 기고서는 그것의 공표 여부와 상관없이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 제7조에 규정된 IEEE-SA 저작권 정책을 따른다.
IEEE-SA 저작권 슬라이드는 모든 IEEE-SA 표준개발 또는 산업연결활동 회의의 시작 부분에 제시되거나, 회의
의제와 함께 회의 이전에 배포되어야 한다. 슬라이드가 회의 의제와 함께 배포될 경우, 회의 중 제출된 모든 자료
는 기고이며 IEEE-SA 저작권 정책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든 회의 참가자에게 회의 시작 시 통보해야 한
다. 슬라이드 발표 또는 회의 참가자에 대한 통지는 해당 회의 의사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6.1.1 프로젝트인가요청서와 산업연결활동 개시 문서

PAR(Project Authorization Request)가 승인을 위해 제안된 때에, IEEE 표준안에 포함하려고 하는 이미 알려
진 공표된 자료 및/또는 공공도메인 자료는 PAR에 표시하여야 한다. 작업반 의장은 최초 투표 시작 전에 또는 발
췌된 자료가 의견 조정 기간 중에 삽입된 경우에는 차기 회람 투표 전에 이전에 공표된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
는 서면 허락문서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6.1.1.2. 산업연결활동 개시문서(ICAID)
ICAID가 승인을 위해 제출할 때, 제안된 산업연결 작업결과물에 포함하기 위해 의도된 이전에 알려진 공표된 자
료 및/또는 공용 도메인 자료가 ICAID에서 식별되어야 한다. 산업연결활동의 의장은 산업연결 작업결과물에 해
당 자료를 포함하기 이전에 기존에 출판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서면 허가를 얻을 책임이 있다.

6.1.2 이전에 발행된 출처의 기고
이전에 발행된 출처에서 발췌한 내용을 포함하는 기고를 제출하려는 IEEE 표준 그룹 또는 산업연결활동의 참가
자는 먼저 의장에게 허가의 필요를 고지해야 하며, 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의장을 도와야 한다. 저작권 소유자 또
는 저작권 사용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저작권 사용 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먼저 허가
를 받지 않고 서는 작업그룹이 기고로 수락하거나, IEEE 서버 또는 표준개발 그룹 또는 활동 문서 저장소에 배치
해서는 안되며, 또는 이전에 발행된 모든 자료를 IEEE 문서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작업그룹 및 산업연결활동 의
장은 외부 기업에 요청 및 허가를 받고 완료된 응답 양식을 IEEE로 전달할 책임이 있다.
IEEE 허락 요청 양식(Permission Form Letter)은 이러한 허락을 얻고 허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자료를 변
경하지 않거나 수정하여 사용도록 하는 허락 요청 양식은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IEEE 허락 요청 양식에 적
합하지 않은 동의서도 가능하며, 그러한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IEEE-SA 담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3. IEEE 표준안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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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drafts shall be clearly labeled to reflect their status as unapproved.
6.1.3.1 Draft copyright statements
All drafts shall carry a copyright statement that:
a)

The document is an unapproved draft of a proposed IEEE standard

b)

The document is subject to change

c)

The document shall not be utilized for conformance/compliance purposes.

The IEEE Standards Style Manual provides example text to meet the above requirements.
6.1.3.2 Draft distribution to participants
Participants in an active IEEE standards development project are entitled to receive a copy of draft standards
produced by that project without charge. The Working Group Chair of the project determines whether an individual
(for individual projects) or entity (for entity projects) meets the requirements for participation.
6.1.3.3 Draft distribution for adoption consideration
If a Working Group intends to coordinate drafts of a project for possible adoption of the approved standard by a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standards-developing organization, the Standards Committee and Working Group
Chair shall jointly develop a plan with the IEEE Standards Department. IEEE may require an agreement prior to any
adoption.
6.1.3.4 Draft distribution for coordination
If a Working Group intends to coordinate drafts of a project with a standards-developing organization or technical
organization involved in the technology covered by that project, the Standards Committee and Working Group
Chair shall work with the IEEE Standards Department to establish the liaison relationship, subject to the IEEE-SA
Liaison Organization Guidelines for the Provision of Draft IEEE Standards. Once the relationship has been
established, the Working Group Chair may submit drafts to the liaison organization for coordination. Prior to, or
simultaneously with, the submission of a draft to the liaison organization, the Working Group Chair shall inform the
IEEE Standards Department of the submission and shall also supply the relevant draft. The Working Group Chair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IEEE Standards Department when the liaison relationship is no longer needed.
All drafts submitted to liaison organizations shall have as its cover page a liaison organization cover letter that
outlines the IEEE copyright, permitted uses, distribution mechanisms, and additional recipients of the draft.
Template liaison organization cover letters are available from the IEEE Standards Department.
6.1.3.5 Other draft distribution
Requests for drafts other than described in subclauses 6.1.3.2 – 6.1.3.4 shall be directed to the IEEE Standards
Department.
6.1.4 Draft Industry Connections Work Products
All draft Industry Connections Work Products shall be clearly labeled to indicate they are drafts.
6.1.4.1 Draft Industry Connections Work Product copyright statements
All draft Industry Connections Work Products shall carry a copyright statement that: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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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 초안 저작권 선언서
모든 초안은 다음과 같은 저작권 선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a) 문서는 IEEE 표준안의 승인되지 않은 초안입니다.
b) 문서는 변경될 것입니다.
c) 문서는 적합/인증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IEEE 표준 스타일 매뉴얼은 위의 요구조건에 맞는 예시 문구를 제시한다.
6.1.3.2 참가자에게 초안 배포
진행 중인 IEEE 표준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가자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표준 초안 사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의 작업그룹 의장은 개인(개별 프로젝트인 경우) 또는 엔티티(엔티티 프로젝트인 경
우)가 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한다.
6.1.3.3 채택 고려를 위한 초안 배포
작업그룹이 국가, 지역 또는 국제 표준개발조직이 승인 표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초안을 조정하려는
경우, 표준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의장은 IEEE 표준부와 공동으로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IEEE는 채택 전에 합의
를 요구할 수 있다.
6.1.3.4 조정을 위한 초안 배포
작업그룹이 표준개발조직 또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기술에 관련된 표준개발조직 또는 기술 조직과 프로젝
트의 초안을 조정하려는 경우, IEEE 표준 초안 제공을 위한 IEEE-SA 연락 기구 지침(IEEE-SA Liaison Organization
Guidelines for the Provision of Draft IEEE Standards)을 따라 연락(Liaison) 관계를 맺기 위하여 표준위원
회 및 작업그룹 의장은 IEEE 표준부와 협력해야 한다. 연락 관계가 설정되면 작업그룹 의장은 조정을 위해 연락
기구에 초안을 제출할 수 있다. 연락 기구에 초안을 제출하기 전, 또는 동시에, 작업그룹 의장은 IEEE 표준부에
제출 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관련 초안 역시 제공해야 한다. 작업그룹 의장은 더 이상 연락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이를 IEEE 표준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연락 기구에 제출된 모든 초안은 초안의 IEEE 저작권, 허용된 사용, 배포 메커니즘 및 추가 수령자를 연락 기구
에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연락 기구 커버 레터를 커버 페이지로 해야 한다. 연락 기구 커버 레터 양식은 IEEE 표
준부에서 제공한다.
6.1.3.5 기타 초안 배포
하위조항 6.1.3.2 ~ 6.1.3.4에 기술되지 않은 초안에 대한 요청은 IEEE 표준부에 문의해야 한다.

6.1.4 산업연결 작업결과물의 초안
모든 산업연결 작업결과물의 초안은 초안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6.1.4.1 산업연결 작업결과물 초안의 저작권 표시
모든 산업연결 작업 제품 초안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 저작권 표시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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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초안은 승인되지 않은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분명히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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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Work Product is a draft

b)

The Work Product is subject to change

c)

The Work Product shall not be utilized for conformance/compliance purposes.

2020

A draft Industry Connections Work Product may be distributed without charge to the participants for that 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Other persons seeking permission to reproduce the draft Industry Connections Work Product,
in whole or in part, must obtain permission from the IEEE Standards Department.
The IEEE-SA 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document template provides example text to meet the above
requirements.

6.2 Commercial terms and conditions
6.2.1 IEEE standards
Provisions involving business relations between buyer and seller such as guarantees, warranties, and other
commercial terms and conditions shall not be included in an IEEE standard. The appearance that a standard
endorses any particular products, services, or companies shall be avoided. Therefore, it generally is not acceptable
to include manufacturer lists, service provider lists, or similar material in the text of an IEEE standard. Where a sole
source exists for essential equipment, materials, or services necessary to comply with or to determine compliance
with the standard, it is permissible to supply the name and address of the source in a footnote as long as the words
“or the equivalent” are added to the reference. In connection with standards that relate to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products or services conform to one or more standards, the process or criteria for determining conformity
can be standardized as long as the description of the process or criteria (a) is limited to technical or engineering
concerns and does not include what would otherwise be a commercial term, and (b) does not provide for testing
conformance with any commercial terms.
6.2.2 Industry Connections Work Products
Provisions involving business relations between buyer and seller such as guarantees, warranties, and other
commercial terms and conditions shall not be included in an IEEE Industry Connections Work Product, except for
provisions approved by the IEEE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r license of the IEEE Industry Connections Work
Product by the IEEE or by an agent authorized by the IEEE. While an Industry Connections Work Product may
contain references to products, services, or companies, an Industry Connections Work Product shall not endorse or
appear to endorse any particular products, services, or companies.

6.3 Patents
The patent policy is set forth in clause 6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and is incorporated herein by
reference.
Letters of Assurance are to be e-mailed, faxed, or mailed to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to the attention of the
PatCom Administrator). The PatCom Administrator shall accept each Letter of Assurance that is complete and is
received from an individual within the issuing organization whose title suggests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legal matters. The PatCom Administrator's duties with regard to Letters of Assurance shall be purely ministerial
(i.e., without regard to or exercise of the PatCom Administrator's discretion regarding the content of the Letters of
Assurance received). For each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the PatCom Administrator shall record the date on the
signed Letter of Assurance and the date upon which the IEEE accepted such. The chair or the chair's delegate of an
IEEE standards-developing working group or the chair of a Standards Committee shall request a Letter of
Assurance from Affiliates specifically excluded on an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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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작업 생산물은 초안이다

b)

이 작업 생산물은 변경될 수 있다

c)

이 작업 생산물은 적합/준수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산업연결 작업결과물의 초안은 해당 산업연결활동을 위해 참가자에게 무료로 배포될 수 있다. 산업연결 작업결
과물의 초안 전체 또는 일부를 재생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는 다른 사람들은 IEEE 표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IEEE-SA 산업연결활동 문서 형식은 위의 요구조건에 맞는 예시문구를 제시한다.

6.2 상업적 이용약관
6.2.1 IEEE 표준
보증, 품질 보증서 및 기타 상업적 이용약관 등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비즈니스 관계와 관련된 조항은 IEEE 표준에
준의 본문에 제조업체 목록, 서비스 제공자 목록 또는 이와 유사한 자료를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표준을
준수하거나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장비, 재료 또는 서비스에 대한 유일한 출처가 존재하는 경우, 참
조(Reference)에 “또는 이와 동등한(or the equivalent)” 이라는 표현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해서, 각주에 출처의 이
름과 주소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하나 이상의 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
련된 표준과 관련하여, 적합성 결정을 위한 절차 또는 기준은 절차 또는 기준의 서술이 (a) 기술 또는 공학적 문제에
국한되며 상업적인 사안은 포함되지 않고, (b) 어떠한 상업적인 사안에 대한 적합성 시험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해 표준화될 수 있다.

6.2.2 산업연결 작업결과물
보증, 품질 보증서 및 기타 상업적 이용약관 등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비즈니스 관계와 관련된 조항은 IEEE 산업
연결 작업결과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나, IEEE 또는 IEEE가 인가한 대리인에 의한 IEEE 산업연결 작업결과물
의 판매 또는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IEEE가 승인한 조항은 예외로 한다. 산업 연결 작업 제품에 제품, 서비스 또
는 회사에 대한 참조를 포함할 수 있으나, 산업연결 작업결과물은 특정 제품, 서비스 또는 회사를 보증하거나 보
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

6.3 특허권
선언서는 IEEE-SA에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되어야 한다(그리고 PatCom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PatCom 관리자는 IPR 및 법적 문제에 대한 권한이 있는 조직 내 개인으로부터 완성되고 접수된 선언서를 수리
하여야 한다. 선언서에 대한 PatCom 관리자의 의무는 행정적인 것이다(즉, 접수한 선언서의 내용에 대한
PatCom 관리자의 재량 및 재량권 행사에 대한 것은 아니다.). 접수된 각각의 선언서에 대하여, PatCom 관리자
는 선언서에 서명한 날짜와 IEEE가 접수한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 IEEE 표준개발 작업반 의장이나 의장 대리
인 또는 IEEE 스폰서그룹 의장은 선언서에서 분명히 배제된 자회사로부터 선언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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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n written request, the IEEE will make available copies of any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and its attachments.
Letters received after 31 December 2006 shall be posted on the IEEE-SA website.
6.3.1 Public notice
The following notice shall appear in all draft and approved IEEE standards.
Attention is called to the possibility that implementation of this standard may require use of subject matter
covered by patent rights. By publication of this standard, no position is taken by the IEEE with respect to
the existence or validity of any patent rights in connection therewith. If a patent holder or patent applicant
has filed a statement of assurance via an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then the statement is listed on the
IEEE-SA web site (see http://standards.ieee.org/about/sasb/patcom/patents.html). Letters of Assurance may
indicate whether the Submitter is willing or unwilling to grant licenses under patent rights without
compensation or under reasonable rates, with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demonstrably free of
any unfair discrimination to applicants desiring to obtain such licenses.
Essential Patent Claims may exist for which a Letter of Assurance has not been received. The IEEE is not
responsible for identifying Essential Patent Claims for which a license may be required, for conducting
inquiries into the legal validity or scope of Patents Claims, or determining whether any licensing terms or
conditions provided in connection with submission of a Letter of Assurance, if any, or in any licensing
agreements are reasonable or non-discriminatory. Users of this standard are expressly advised that
determination of the validity of any patent rights, and the risk of infringement of such rights, is entirely
their own responsibility. Further inform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6.3.2 Call for patents
The chair or the chair’s delegate of an IEEE standards-developing working group or the chair of a Standards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for informing the participants at a meeting that if any individual believes that Patent
Claims might be Essential Patent Claims, that fact should be made known to the entire working group and duly
recorded in the minutes of the working group meeting. This request shall occur at every standards-developing
meeting once the PAR is approv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chair or the chair's delegate shall ask any patent holder or patent applicant of a Patent Claim that might be or
become an Essential Patent Claim to complete and submit a Letter of Assurance in accordance with Clause 6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Information about the draft standard will be made available upon request.
6.3.3 Inactive standards
All active IEEE standards are subject to periodic revision or inactivation. Standards that have not completed
revision within ten years of IEEE-SA Standards Board approval are subject to transfer to inactive status (see clauses
2.2 and 5.3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and 9.2). Thus, any standard that incorporates patented
technology may at some point in time be transferred to inactive status. Clause 6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contains policies concerning the period of validity for any Letter of Assurance received from a party
regarding an Essential Patent Claim.
6.3.4 Multiple Letters of Assurance and Blanket Letters of Assurance
A Submitter may provide the IEEE with a Blanket Letter of Assurance only when the LOA indicates licensing
assurance. A Submitter may submit separate Letters of Assurance providing different licensing positions for
different potential Essential Patent Claims.
Over time, a Submitter may also provide multiple assurances for a given Patent Claim by submitting multiple
Letters of Assurance for such claim. For Essential Patent Claims, each such Letter of Assurance shall be binding on
the Submitter. Each potential licensee may choose to invoke the terms of any applicable Letter of Assurance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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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IEEE는 접수한 선언서와 그 첨부 문서 사본을 제공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후 접수된
선언서는 IEEE-SA 웹에 게시되어야 한다.

6.3.1 공지사항
표준안 및 승인된 IEEE 표준에는 다음과 같은 공지사항을 붙인다.
본 표준을 구현함에 있어 특허권이 있는 중요한 내용의 이용을 필요로 할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본 표준을 발표함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특허의 존재 또는 관련 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하여 IEEE는 어떠한 입
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 또는 특허 출원인이 수리된 LOA를 통해 선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선언
서는 IEEE-SA 웹사이트(http://standards.ieee.org/about/sasb/patcom/patents.html)에 게시됩니다.
LOA는 제출자가 그러한 라이선스를 허여 받고자 하는 신청자들에게 대가 없이 또는 합리적인 요율로, 불공정
한 차별이 없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 라이선스를 허여하거나 허여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6.3.2 특허권 확인 요청
IEEE 표준 개발 작업반의 의장이나 의장 대리인 또는 IEEE 표준 스폰서의 의장은 특허 청구항이 필수 특허 청구
항이라고 믿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 작업반이 알도록 하고 작업반 회의록에 적절히 기록되어야 함을 회의 참가
자들에게 공지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요구는 일단 PAR가 IEEE-SA 표준이사회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매 표준개
발 회의시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의장 또는 의장의 대리인은 필수 특허 청구항이 될 수 있는 특허 청구항의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에게 IEEESA 표준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선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표준안에 대한 정보는 요청
이 있는 경우 제공된다.

6.3.3 유효하지 않은 표준
모든 유효 IEEE 표준은 주기적으로 개정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 전환된다. IEEE-SA 표준심의회 승인으로
부터 10년 이내에 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표준은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IEEE-SA 표준심의회 정
관 제2.2조와 제5.3조 및 제9.2조 참조). 따라서, 특허기술이 포함된 표준은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유효
하지 않은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IEEE-SA 표준이사회 규정 제6조는 필수 특허 청구항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접수한 선언서의 유효성 기간과 관련한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6.3.4 다중 선언서 및 포괄 선언서
제출자는 LOA가 라이선스 승인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IEEE에 포괄 선언서(Blanket Letters of Assurance)를 제
출할 수 있다. 제출자는 서로 다른 잠재적 필수특허 청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라이센싱 입장을 취한다는 독립
된 선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 제출자는 이 청구항에 대하여 다중 선언서(Multiple Letters of Assurance)를 제출함으로써 일정
한 특허 청구항에 대하여 다중 선언을 할 수 있다. 필수 특허 청구항에 대하여 각 선언서는 제출자를 구속한다. 각
각의 잠재적 라이선스 실시자는 IEEE가 접수한 선언서의 조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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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필수특허 청구항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IEEE는 라이선스가 요구될 수 있는
필수특허 청구항을 확인하고, 특허 청구항의 법률적 유효성이나 범위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또는 LOA 제출과
관련하여(라이선스 약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약정서에서) 제공되는 라이선스 조건이 합리적이고 비
차별적인지를 결정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 표준의 이용자들은 특허권자의 유효성 결정 및 그 권리의 침해 위험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IEEE SA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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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ed by the IEEE, with one exception: If a Submitter has signed and submitted a Letter of Assurance
specifically identifying a Patent Claim before or concurrently with signing and submitting a Blanket Letter of
Assurance, the Blanket Letter of Assurance cannot be invoked as to the specified Patent Claim. (The Submitter,
however, may submit a separate specific Letter of Assurance offering the Blanket Letter of Assurance terms for the
specified Patent Claim.) The intention of this paragraph is to permit the Submitter to offer alternative assurances,
and to permit the potential licensee to choose from among the alternative assurances offered.
If, after providing a Blanket Letter of Assurance, the Submitter acquires an Essential Patent Claim or a controlling
interest in an entity that owns or controls an Essential Patent Claim, the existing Submitter’s Blanket Letter of
Assurance shall apply to such acquired Essential Patent Claims unless the acquired entity or the prior holder of the
acquired Essential Patent Claim has submitted a Letter of Assurance before the acquisition. Any Blanket Letter of
Assurance submitted by the acquired entity or the prior holder of the acquired Essential Patent Claim before the
acquisition shall continue to apply to acquired Essential Patent Claims covered by such assurance (but not to the
acquirer’s Essential Patent Claims). Letters of Assurance covering specified Essential Patent Claims shall continue
to apply to specified Essential Patent Claims, whether acquired in the acquisition or held by the acquirer before the
acquisition, as provided in this Operations Manual.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prevent an acquiring party from
asking a seller of an acquired Essential Patent Claim or an acquired entity to submit additional Letters of Assurance
before closing of the acquisition.
6.3.5 Applicability of Letters of Assurance to Amendments, Corrigenda, Editions, or Revisions
An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referencing an existing standard, amendment, corrigendum, edition, or revision
will remain in force for the application of the Essential Patent Claim(s) to the technology specified in another
amendment, corrigendum, edition, or revision of the same IEEE Standard but only if (a) the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 required by the amendment, corrigendum, edition, or revision of the same IEEE Standard has not
changed from its previous usage and (b) the same Essential Patent Claims covered by the prior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remain Essential Patent Claims in the same IEEE Standard or revision thereof.
The Working Group Chair shall initiate a request for a new Letter of Assurance from a known Submitter when reusing portions of, or technologies specified in, an existing [Proposed] IEEE Standard, amendment, corrigendum,
edition, or revision referenced in an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in a different [Proposed] IEEE Standard.

6.4 IEEE standard document structure
6.4.1 Normative and informative
Normative material is information required to implement the standard and is therefore officially part of the standard.
Informative material is provided for information only and is therefore not officially part of the standard.
6.4.2 Frontmatter
The frontmatter of an IEEE standard is informative.
6.4.3 Notes and footnotes
Notes and footnotes are informative except as noted in subclauses 6.4.4 and 6.4.5.
The IEEE Standards Style Manual provides further information about notes and footnotes.
6.4.4 Notes to tables and footnotes to tables
A note to a table is informative. A footnote to a table is norm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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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선언서 제출 후, 제출자가 필수 특허 청구항이나 필수 특허 청구항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에 대한 통제
권한을 획득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제출자의 포괄 선언서는 해당 획득한 필수 특허 청구항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야 한다. 다만, 새로이 획득한 법인 또는 해당 필수 특허 청구항의 이전 소유자가 획득 전에 선언서를 제출한 경
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전 법인 또는 이전 필수 특허 청구항의 이전 소유자가 포괄 선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
당 선언서에 기재한 취득한 필수 특허 청구항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취득자의 필수 특허
청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별 필수 특허 청구항에 대한 선언서는 해당 특허를 취득하였든 취득 전부
터 취득자가 가지고 있었든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운영매뉴얼에 규정된 대로 계속하여 개별 필수 특허 청구에 적
용되어야 한다. 이 문장은 취득한 자가 해당 필수 특허 청구항 판매자 또는 그 통제권한을 획득한 법인으로 하여
금 취득 종결전에 추가적인 선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6.3.5 수정, 정정, 판(Editions) 또는 개정에 대한 선언서의 적용 가능성
기존의 표준, 수정, 정정, 판 또는 개정을 참조하는 접수된 선언서는 (a) 동일한 IEEE 표준의 수정, 정정, 판 또는
개정에 의해 요구되는 기술의 적용이 이전의 용도에서 변경되지 않았고 (b) 이전의 접수된 선언서에서 다루는 동
일한 필수 특허 청구가 동일한 IEEE 표준이나 그 개정에서 필수 특허 청구로 남아 있을 경우에만 동일한 IEEE 표
준의 다른 수정, 정정, 판 또는 개정에 규정된 기술에 대한 필수 특허 청구의 적용에 대하여 계속해서 효력을 발
휘할 것이다.
접수된 선언서에서 참조되는 기존의 [제안된] IEEE 표준, 수정, 정정, 판 또는 개정의 일부나 그 안에서 규정된 기
술을 다른 [제안된] IEEE 표준에서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작업그룹의 의장은 알려진 제출자에게 새로운 선언서
에 대한 요청을 개시해야 한다.

6.4 IEEE 표준 문서 구조
6.4.1 규범 및 정보
규범 자료는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식적으로 표준의 일부분이다. 정보 자료는 정보 제공용
으로만 제공되므로 공식적으로 표준의 일부가 아니다.

6.4.2 전문(Frontmatter)
IEEE 표준의 전문은 정보 자료이다.

6.4.3 주석 및 각주
주석과 각주는 하위조항 6.4.4와 6.4.5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 자료이다.
IEEE 표준 스타일 매뉴얼은 주석과 각주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6.4.4 표에 대한 주석 및 표에 대한 각주
표에 대한 주석은 정보 자료이다. 표에 대한 각주는 규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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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않다 : 제출자가 포괄 선언서를 서명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또는 이전 특허 청구항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선
언서를 서명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포괄선언서는 개별 특허 청구항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그러나, 제출자는
특정 특허 청구항에 대하여 포괄 선언서 조건을 제시하는 별도의 선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문장의 의미는 제
출자에게 대안적인 선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잠재적 라이선스 실시자가 제시된 여러 선언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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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Notes to figures and footnotes to figures
A note to a figure is informative. A footnote to a figure is normative.
6.4.6 Normative references
Normative references are documents that contain additional material tha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standard.
Thus, normative references are indispensable when applying the standard. Each normative reference shall be cited,
and the role and relationship of each normative reference shall be explained in the body of the standard.
IEEE and other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s (SDOs) are preferred as
the source of normative references. Documents published by other organizations may be cited provided the
document is publicly available at a cost that is not unreasonable at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IEEE standard.
Documents that are cited as normative references, but that are developed by organizations that are not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SDOs, shall include the edition or date of publication in the citation. References to
standards that are not active are permitted, provided such standards are publicly available at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IEEE standard. Draft standards may be used as normative references if they are unambiguously dated, readily
available, and retrievable at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IEEE standard. Please consult with an IEEE Standards
project editor if such inclusion is necessary.
References to specific clauses or subclauses, tables, and figures of another document shall include the date of said
document.
6.4.7 Shall, should, may, and can
The word shall indicates mandatory requirements strictly to be followed in order to conform to the standard and
from which no deviation is permitted (shall equals is required to).
The word should indicates that among several possibilities one is recommended as particularly suitable, without
mentioning or excluding others; or that a certain course of action is preferred but not necessarily required (should
equals is recommended that).
The word may is used to indicate a course of action permissible within the limits of the standard (may equals is
permitted to).
The word can is used for statements of possibility and capability, whether material, physical, or causal (can equals
is able to).
6.4.8 Assigned numbers or names
A draft that defines any of the following items, for which any instance is intended to be allocated independent of
approval in an IEEE standard, shall define the rules of such allocation:
—

Namespaces

—

Listings of products, services, entities, or objects

—

Assignment of unique identifiers

—

Assignment of unique numbers

In such instances, the draft and the rules for allocation shall be subject to mandatory coordination (see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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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그림에 대한 주석 및 그림에 대한 각주
그림에 대한 주석은 정보 자료이다. 그림에 대한 각주는 규범 자료이다.

6.4.6 규범 참조
규범 참조는 표준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료를 포함하는 문서다. 따라서, 규범 참조는 표준을 적용할 때 없
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각 규범 참조는 인용되어야 하며, 각 규범 참조의 역할과 관계는 표준의 본문에서 설명되
어야 한다.
IEEE 및 기타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개발기구(SDO)는 선호되는 규범 참조의 출처이다. IEEE
표준의 발행일 당시에 비합리적이지 않은 비용으로 문서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다른 기관이 발행한 문
서를 인용할 수 있다. 규범 참조로 인용되었으나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SDO에 의해 개발
된 문서의 경우, 인용문에 간행물의 판 또는 발행일자를 포함해야 한다. 활성화되지 않은 표준에 대한 참조는
IEEE 표준이 간행된 날에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면 허용된다. 표준 초안은 IEEE 표준 간행일에 날짜가 분명
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시 검색할 수 있는 경우에 규범 참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포함할 필
요가 있을 경우, IEEE 표준 프로젝트 에디터에게 문의한다.

6.4.7 Shall, should, may, can
단어 shall은 표준에 부합하기 위해 엄격하게 따라야 하는 필수 요구 사항을 나타내며 이로부터 편차가 허용되지
않는다(shall은 required to와 같다).
단어 should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다른 것을 언급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특히 적합한 것으로 추천되거나,
특정 행동 방침이 선호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을 나타낸다(should는 recommended that과 같다).
단어 may는 표준의 한계 내에서 허용되는 행동 방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may는 permitted to와 같다).
단어 can은 물질적, 물리적 또는 인과적인 가능성과 역량에 대한 진술을 위해 사용된다(can은 able to와 같다).

6.4.8 할당 번호 또는 이름
다음 항목 중 하나를 정의하는 초안은, IEEE 표준에서의 승인과 무관하게 할당하기로 하는 모든 경우에, 이러한
할당 규칙을 정의해야 한다.
―

명칭공간

―

생산물, 서비스, 엔티티 또는 대상 객체의 목록

―

고유 식별자의 할당

―

고유 번호의 할당

이러한 경우, 초안 및 할당에 대한 규칙들은 필수 조정(5.4.4 참조)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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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Open Source
Open Source is digital work for which the human-readable source code is available – in the preferred form for
making modifications – for use, study, re-use, modification, enhancement, and re-distribution by the users. Open
Source applies to software and hardware, which may include computer code, hardware designs, data,
documentation, documents, and other digital objects. Other Open Source terms are defined in Clause 2 of the IEEESA Board of Governors Open Source Operations Manual.
Development of Open Source for incorporation in IEEE standards, as a normative or informative component, shall
utilize the IEEE Open Source Platform and tools that are designated by IEEE for IEEE Open Source Projects. The
Standards Committee and Working Group shall comply with IEEE Open Source policies and procedures, and policies
of the IEEE Open Source Platform. All IEEE Open Source Projects shall be hosted on the IEEE Open Source
Platform.
6.5.1 Project authorization
Project authorization for the incorporation of Open Source in an IEEE standard requires both PAR approval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approval by the IEEE-SA Board of Governors to host the IEEE Open Source Project
on the IEEE Open Source Platform, subject to an approved open source license. Addition of Open Source to a
completed standard or an active IEEE standards development project requires approval of a Revision or Modified
PAR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as applicable.
A PAR Study Group shall not develop Open Source (neither code nor documentation).
The PAR shall indicate whether Open Source may be incorporated (whether normatively or informatively), and the
type of open source license under which any Open Source developed in connection with the IEEE Open Source
Project shall be distributed.
The Standards Committee and Working Group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IEEE-SA Board of Governors for
development on the IEEE Open Source Platform of the IEEE Open Source Project under a single IEEE approved
open source license.
Changes to the type of open source license are discouraged, and will require a Modified PAR with the request for a
change of license noted in Section 8.1 of the PAR. If the license type is changed, then appropriate Contributor
License Agreements (CLAs) for the new open source license must be obtained from all previous Contributors prior to
publicly indicating a change in the license on the IEEE Open Source Platform. The open source license type identified
on the PAR shall not be changed once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has begun.
If the PAR for an IEEE standard that incorporates Open Source expires or is withdrawn,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either
—

Transfer the IEEE Open Source Project to another active standards development project (which may require
a New or Modified PAR);

—

Transition the IEEE Open Source Project to another project category on the IEEE Open Source Platform; or

—

Transition the IEEE Open Source Project to inactive status.

6.5.2 Governance of IEEE Open Source Projects incorporated in IEEE standards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the technical content (code and documentation) of IEEE Open Source Projects
incorporated in an IEEE standard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ndards Committee and its Working Groups. This
responsibility continues as long as the standard is active. A Standards Committee may form an Open Source sub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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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오픈소스
오픈소스는 사용자가 사용, 연구, 재사용, 수정, 향상 및 재배포하기 위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수정
을 위해 선호하는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작업이다. 오픈소스는 컴퓨터 코드, 하드웨어 설계, 데이터,
문서화, 문서 및 기타 디지털 객체를 포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적용된다. 기타 오픈소스 용어는
IEEE-SA 임원회 오픈소스 운영 매뉴얼의 2절에 정의되어 있다.
규범적 또는 정보적 구성 요소로서 IEEE 표준에의 통합을 위한 오픈소스의 개발은 IEEE 오픈소스 플랫폼과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위해 IEEE에서 지정한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표준위원회와 작업그룹은 IEEE 오픈소스 정
책과 절차, 그리고 IEEE 오픈소스 플랫폼의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IEEE 오픈소
스 플랫폼에서 주관되어야 한다.

6.5.1. 프로젝트 인가

PAR 연구 그룹은 오픈소스(코드 또는 문서)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
PAR는 오픈소스가 (규범적으로나 정보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지와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개발된
오픈소스의 배포 시 따라야 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유형을 표시해야 한다.
표준위원회 및 작업그룹은 단일 IEEE 승인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IEEE 오픈소스
플랫폼 개발을 위해 IEEE-SA 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유형에 대한 변경은 권장되지 않으며, PAR의 8.1절에 명시된 라이선스 변경 요청과 함께 수
정된 PAR를 필요로 할 것이다. 라이선스 유형이 변경된 경우 IEEE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라이선스 변경을 공개
적으로 표시하기 전에 모든 이전 기여자로부터 새로운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적절한 기여자 라이선스 계약
(CLA)을 얻어야 한다. 표준협회 투표가 시작된 후에는 PAR에서 식별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유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오픈소스를 통합하는 IEEE 표준에 대한 PAR가 만료되거나 철회되는 경우, 표준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한다.
―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다른 활성 표준개발 프로젝트로 이전한다(신규 또는 수정 PAR가 필요할 수
있음);

―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IEEE 오픈소스 플랫폼의 다른 프로젝트 범주로 전환한다; 또는

―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비활성 상태로 전환한다.

6.5.2 IEEE 표준에 통합된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관리(Governance)
IEEE 표준에 통합된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기술 콘텐츠 (코드 및 문서)의 개발 및 유지 관리는 표준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책임이다. 이 책임은 표준이 활성화 되어있는 한 계속된다. 표준위원회는 해당 표준위원회의 여러
작업그룹을 위한 오픈소스 개발을 조정하는 오픈소스 하위 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표준위원회는 여러 IEE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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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표준에 오픈소스를 통합하기 위한 프로젝트 인가를 위해서는 IEEE-SA 표준심의회와 IEEE-SA 임원회 양
쪽 모두의 PAR 승인이 필요하다. 이는 승인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전제로 IEEE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IEEE 오
픈소스 프로젝트를 주관하기 위해 필요하다. 완성된 표준 또는 활성 IEEE 표준개발 프로젝트에 오픈소스를 추가
하려면 해당되는 경우 IEEE-SA 표준심의회의 개정 또는 수정된 PAR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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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oordinates Open Source development for multiple Working Groups under that Standards Committee. A
Standards Committee may establish one or more Open Source subgroups to manage several IEEE Open Source
Projects, or delegate responsibility to the applicable Working Group to establish its own Open Source subgroup. The
Open Source subgroup shall comply with all IEEE Open Source policies and procedures, and all policies of the IEEE
Open Source Platform.
An Open Source subgroup (of the Standards Committee or Working Group) shall be led by an IEEE Open Source
Project Lead who shall be designated as an officer of the responsible Standards Committee or Working Group. The
IEEE Open Source Project Lead is responsible for the vitality, organization, development, evaluation, operation,
security, and maintenance of an IEEE Open Source Project. The IEEE Open Source Project Lead may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 IEEE Open Source Platform team regarding technical matters.
Each IEEE Open Source Project incorporated in an IEEE standard shall have at least one Maintainer, who may be the
IEEE Open Source Project Lead. Maintainers have the authority to commit (save changes) to the IEEE code and
document repository associated with an IEEE Open Source Project, and to assign Committers. Maintainers shall be a
member of the Standards Committee or Working Group responsible for the project and shall be an IEEE member of
any grade and a member of IEEE-SA. Committers shall be members of the Standards Committee or Working Group
responsible for the project and shall be responsible for committing code to the IEEE code and document repository
associated with an IEEE Open Source Project.
The IEEE Open Source Project Lead and Maintainer(s) shall be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the development of
Open Source with the Working Group and comment resolution group, and obtaining applicable CLAs for all
Contributions to the IEEE Open Source Project.
6.5.2.1 Contributions to Open Source
An IEEE Open Source Contributor is any person who submits any material to an IEEE Open Source Project,
whether as an individual or on behalf of an organization. Material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Open Source
works, comments, and marketing materials. IEEE membership is not required to be a Contributor. Every
Contributor is required to obtain an IEEE account that requires agreeing to the IEEE Code of Conduct. Every
submission by an IEEE Open Source Contributor shall be associated with the IEEE account of the Contributor. All
Contributors to IEEE Open Source Projects incorporated in an IEEE standard shall declare their affiliation(s) (see
5.1.2.3).
All members of the Open Source subgroup shall submit CLAs applicable for the entire IEEE Open Source
Project(s) for which they are responsible, or for all IEEE Open Source Projects under the applicable open source
license(s). The Working Group Chair is responsible for confirming that appropriate CLAs are submitted for all
Contributions to any Open Source developed by the Working Group.
Every Contribution to an IEEE Open Source Project shall have an appropriate CLA for the Contribution and be under
the same open source license as indicated on the repository. If the type of open source license is changed on the PAR,
updated CLAs shall be obtained from all Contributors to the IEEE Open Source Project prior to indicating a change in
the license on the IEEE Open Source Platform.
6.5.2.2 Application of patent policy
The IEEE-SA patent policy applies to Open Source that is incorporated in a standard, even if a CLA has been
submitted. IEEE does not determine whether there is consistency between Letters of Assurance and CLAs. A call for
patents notice shall be posted on the IEEE Open Source Platform in the area where CLAs are submitted for all Open
Source developed by the Working Group that is incorporated normatively or informatively in a draft or approved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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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소스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오픈소스 하위 그룹을 구성하거나, 자체 오픈소스 하위 그룹을 설
립하도록 해당 작업그룹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오픈소스 하위 그룹은 모든 IEEE 오픈소스 정책 및 절차와
IEEE 오픈소스 플랫폼의 모든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표준위원회 또는 작업그룹의) 오픈소스 하위 그룹은 책임 있는 표준위원회 또는 작업그룹의 담당관(officer)으
로 지명된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 리더(Open Source Project Lead)가 이끌어야 한다. IEEE 오픈소스 프로젝
트 리더는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활력, 조직, 개발, 평가, 운영, 보안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 리더는 기술 문제와 관련하여 IEEE 오픈소스 플랫폼 팀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IEEE 표준에 통합된 각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에는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 리더가 될 수 있는 최소한 한 명의
유지관리자(Maintainer)가 있어야 한다. 유지관리자는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IEEE 코드 및 문서 저
장소에 커밋(commit: 변경 사항 저장)할 권한과 커미터(Committers)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 유지관리자는 프
로젝트를 담당하는 표준위원회 또는 작업그룹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모든 등급의 IEEE 구성원이면서 IEEE-SA
구성원이어야 한다. 커미터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표준위원회 또는 작업그룹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IEEE 오픈
소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IEEE 코드 및 문서 저장소에 코드를 커밋할 책임이 있다.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기여에 대해 해당 CLA를 획득할 책임이 있다.
6.5.2.1 오픈소스에 대한 기여(Contributions)
IEEE 오픈소스 기여자(Contributor)는 개인으로서 또는 조직을 대신하여 어떤 자료를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
에 제출하는 사람이다. 자료에는 오픈소스 작업, 의견 및 마케팅 자료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여자가 되기 위해 IEEE 회원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 모든 기여자는 IEEE 행동 강령에 동의하는 것을 요구하는
IEEE 계정을 취득해야 한다. IEEE 오픈소스 기여자의 모든 제출은 기여자의 IEEE 계정과 연관되어야 한다. IEEE
표준에 통합된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기여자는 소속(들)을 밝혀야 한다(5.1.2.3 참조).
오픈소스 하위 그룹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전체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 또는 해당 오픈소스 라이선
스에 따라 모든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CLA를 제출해야 한다. 작업그룹 의장은 작업그룹이 개발한
모든 오픈소스에 대한 모든 기여에 대해 적절한 CLA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기여는 기여에 대한 적절한 CLA를 가져야 하며 저장소에 표시된 것과 동
일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따라야 한다. PAR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유형이 변경되면, IEEE 오픈소스 플랫폼에
라이선스 변경을 표시하기 전에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모든 기여자로부터 업데이트 된 CLA를 받아야 한다.
6.5.2.2 특허 정책의 적용
IEEE-SA 특허 정책은 CLA가 제출된 경우에도 표준에 통합된 오픈소스에 적용된다. IEEE는 선언서와 CLA 간
에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특허 통지 요청은 표준 초안 또는 승인된 표준에 규범적으로 또는
정보적으로 통합된 작업그룹이 개발한 모든 오픈소스에 대해 CLA가 제출되는 영역의 IEEE 오픈소스 플랫폼에
게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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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EEE Open Source Platform, in the area where CLAs are submitted, shall have a pointer to Accepted Letters of
Assurance, as well as the appropriate section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and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The IEEE Standards website shall make available information about all Accepted CLAs for IEEE Open Source
Projects incorporated in an IEEE standard, and information about Accepted CLAs shall also be available where
Accepted Letters of Assurance are posted on the website.
6.5.2.3 Incorporation of Open Source in standards
IEEE standards may incorporate the use of Open Source in two ways:
—

Normatively, where use of the Open Source is required when implementing the standard

—

Informatively, where the Open Source is provided for information only, and not required for implementation

All IEEE standards that incorporate Open Source shall identify the appropriate use (normative or informative) of the
Open Source for compliance with the standard, and the location of the software code and documentation in the IEEE
Open Source repository.
Open Source that is incorporated normatively without a specific version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text of the draft
standard unless it is marked as an Example.
Informative documentation shall be included in the published standard (e.g., as an Annex) explaining how to access
and run the Open Source. The form of this documentation shall comply with the IEEE Standards Style Manual, and
files provided to IEEE Standards editorial staff shall be compliant with requirements for standards publication.
IEEE Open Source incorporated in a draft IEEE standard that is published prior to approval of the standar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include IEEE-SA disclaimer text (see the IEEE Standards Style Manual) on the IEEE
Open Source Platform and in all IEEE Open Source in the IEEE Open Source repository for the IEEE Open Source
Project.
The guidance on references listed in the IEEE Standards Style Manual applies to normative and informative
references to Open Source. A reference shall specify one or more source code libraries within a specified project in a
specified code repository. A reference may specify one or more specific versions, including “the most current
version,” of each library.
Normative use of Open Source is discouraged, unless required for accuracy, functionality, safety, security, or
compatibility. Open Source that is incorporated normatively without referencing specific version(s) (i.e., it is undated)
shall be made available and maintained on the IEEE Open Source Platform. This restriction does not apply to
informative references.
If an IEEE standard normatively references a specific version of the Open Source (i.e., it is a dated reference), the
version can be changed only through a revision of the standard, or an amendment or corrigendum to the standard. The
restriction on published amendments (see 8.1.2) does not apply for amendments that are intended only to update Open
Source or references to Open Source.
For normatively referenced Open Source that does not have a specific version, the Standards Committee or Working
Group shall review updates to the Open Source during the standards development process and should review updates
to the Open Source after IEEE-SA Standards Board approval to determine if the software continues to align with the
standard, and if not, to take appropriate action (e.g., determine whether a dated reference should be noted in the
standard instead).
6.5.3 Mandatory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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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가 제출되는 영역의 IEEE 오픈소스 플랫폼에는 지적 재산과 관련된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 및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의 해당 부분에 대한 지시자(Pointer) 뿐만 아니라 승인된 선언서에 대한 지시자(Pointer)
가 있어야 한다
IEEE 표준 웹 사이트는 IEEE 표준에 통합된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 승인된 모든 CLA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해야 하며, 웹 사이트 상에서 승인된 선언서가 게시된 곳에 승인된 CLA에 대한 정보도 또한 제공해야 한다.
6.5.2.3 표준에서의 오픈소스 통합
IEEE 표준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오픈소스 사용을 통합할 수 있다.
―

표준을 구현할 때 오픈소스가 규범적으로 필요한 경우 규범적으로 사용

―

오픈소스는 정보 제공용으로만 제공되며 구현에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정보적으로 사용

오픈소스를 통합하는 모든 IEEE 표준은 표준 준수를 위한 오픈소스의 적절한 (규범적 또는 정보적) 사용과 IEEE
오픈소스 저장소의 소프트웨어 코드 및 문서의 위치를 식별해야 한다.

오픈소스를 액세스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정보 제공 문서가 발행된 표준(예: 부록(Annex)으로)에 포함
되어야 한다. 이 문서의 형식은 IEEE 표준 스타일 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며 IEEE 표준 편집 직원에게 제공되는 파
일은 표준 발행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의 표준 승인 이전에 발표된 IEEE 표준 초안에 통합된 IEEE 오픈소스는 IEEE 오픈소스 플
랫폼 및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IEEE 오픈소스 저장소에 있는 모든 IEEE 오픈소스에 IEEE-SA 면책 조
항(IEEE 표준 스타일 매뉴얼 참조)을 포함해야 한다.
IEEE 표준 스타일 매뉴얼에 나열된 참조에 대한 지침은 오픈소스에 대한 규범적 및 정보적 참조에 적용된다. 참
조는 지정된 코드 저장소의 지정된 프로젝트 내에서 하나 이상의 소스 코드 라이브러리를 지정해야 한다. 참조는
각 라이브러리의 “최신 버전”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특정 버전을 지정할 수 있다.
정확성, 기능성, 안전, 보안 또는 호환성을 위해 요구되지 않는 한 오픈소스의 규범적 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 특
정 버전을 참조하지 않고(즉, 날짜가 지정되지 않음) 규범적으로 통합된 오픈소스는 IEEE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해야 하고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이 제한은 정보적 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EEE 표준이 특정 버전의 오픈소스를 규범적으로 참조하는 경우(즉, 날짜가 지정된 참조) 해당 버전은 표준의 개
정 또는 표준의 수정 또는 정정을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발행된 수정에 대한 제한은(8.1.2 참조) 오픈소스의
업데이트만을 위한 또는 오픈소스에 대한 참조를 위한 수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버전이 없는 규범적으로 참조된 오픈소스의 경우, 표준위원회 또는 작업그룹은 표준개발 절차 중에 오픈소
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검토해야 하며 IEEE-SA 표준심의회 승인 후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표준에 일치하는
지,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오픈소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검토해야 한다(예: 날짜가 지정된 참
조를 표준에 대신 기록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

6.5.3 필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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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mandatory coordination,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include all Open Source developed by the Working
Group and incorporated in the draft. All applicable CLA identifiers shall be submitted during Mandatory Editorial
Coordination. The IEEE Open Source Community Manager and IEEE-SA IPR Staff shall review the Open Source,
CLAs, and associated documentation prior to initial ballot. Mandatory coordination comments by the IEEE Open
Source Community Manager and IEEE-SA IPR Staff shall be addressed prior to initial ballot.
6.5.4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and public review
All IEEE draft standards that incorporate Open Source developed by an IEEE Working Group shall provide
notification during the invitation to ballot and on the public review site that (a) the IEEE draft standard incorporates
Open Source, (b) applicable CLA(s) are required for any Contributions to IEEE Open Source incorporated in an IEEE
standard, and (c) template CLAs are available, with links to the applicable CLA templates.
During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balloters shall be granted access to view any referenced Open Source. After
the initiation of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process, the IEEE Open Source incorporated in an IEEE standard
shall only be updated to reflect changes approved by the ballot group or required by IEEE for the secure and
productive operation of the IEEE Open Source Platform.
The IEEE Open Source Project Lead and at least one Maintainer shall be members of the comment resolution group.
Any comments that provide modifications to IEEE Open Source may not be implemented in the IEEE Open Source
or the draft standard and may not be considered unless an applicable CLA was previously submitted to IEEE. The
IEEE Open Source Project Lead and Maintainer are responsible for obtaining all CLAs prior to the start of initial
ballot, and prior to the next recirculation ballot if the Open Source Contribution is inserted during comment
resolution.
Once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is completed for a draft standard, any IEEE Open Source developed by the
Working Group that is incorporated shall not be updated until after IEEE-SA Standards Board approval, and then
only if the Open Source is undated.
Public review commenters shall be granted access to view the IEEE Open Source developed by the Working Group.
Any public review comments that provide modifications to the IEEE Open Source may not be implemented in the
IEEE Open Source or in the draft standard and may not be considered unless an applicable CLA was previously
submitted to IEEE.
6.5.5 Release and maintenance of Open Source
Release of Open Source incorporated into an IEEE standard shall occur only after approval of the standar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the IEEE Open Source Project shall be included in the official IEEE listing. After the
standard is approved, only Open Source that does not have a specific version (undated) may be updated without
requiring a revision of the standard, or an amendment or corrigendum (see 8.1.2). Normatively referenced Open
Source that is undated may be updated only with approval from the Standards Committee, Working Group, or a
subgroup delegated with that responsibility, unless the changes are required by IEEE for the secure and productive
operation of the IEEE Open Sourc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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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정 과정에서 표준위원회는 작업그룹이 개발하고 초안에 통합된 모든 오픈소스를 포함해야 한다. 모든 적
용 가능한 CLA 식별자는 필수 편집 조정(Mandatory Editorial Coordination) 중에 제출해야 한다. IEEE 오픈
소스 커뮤니티 관리자 및 IEEE-SA IPR 직원은 최초 투표 전에 오픈소스, CLA 및 관련 문서를 검토해야 한다.
IEEE 오픈소스 커뮤니티 관리자와 IEEE-SA IPR 직원의 필수 조정 의견은 최초 투표 전에 처리되어야 한다.

6.5.4 표준협회 투표 및 공개 검토
IEEE 작업그룹이 개발한 오픈소스를 통합하는 모든 IEEE 표준 초안은 투표 초대 기간 동안 공개 검토 사이트에
(a) IEEE 초안 표준이 오픈소스를 통합하고, (b) IEEE 표준에 통합된 IEEE 오픈소스에 대한 모든 기여에 대해 해
당 CLA가 필요하고, (c) 해당 CLA 템플릿에 대한 링크와 함께, CLA 템플릿을 제공한다는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표준협회 투표 중에 투표자에게 모든 참조된 오픈소스를 볼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표준협회 투
표 절차가 시작된 후 IEEE 표준에 통합된 IEEE 오픈소스는 투표 그룹이 승인하거나 IEEE 오픈소스 플랫폼의 안
전하고 생산적인 운영을 위해 IEEE에서 요구하는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만 업데이트 해야 한다.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 리더와 최소한 한 명의 유지관리자가 의견 해결 그룹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표준 초안에 대한 표준협회 투표가 완료되면, 작업그룹이 개발한 모든 통합된 IEEE 오픈소스는 IEEE-SA 표준심
의회 승인 이후까지 업데이트되어서는 안되고, 그 오픈소스에 날짜가 없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공개 검토 의견 제공자에게 작업그룹에서 개발한 IEEE 오픈소스를 볼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IEEE 오픈소스에 대한 수정을 제공하는 모든 공개 검토 의견은 해당 CLA가 이전에 IEEE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IEEE 오픈소스 또는 표준 초안에서 구현되지 않을 수 있고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6.5.5 오픈소스의 공개 및 유지 관리
IEEE 표준에 통합된 오픈소스의 공개는 IEEE-SA 표준심의회의 표준 승인 후에만 발생해야 하며, IEEE 오픈소
스 프로젝트는 공식 IEEE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이 승인된 후에는 특정 버전이 없는(날짜가 없는) 오픈소
스만 표준의 개정이나 수정 또는 정정(8.1.2 참조) 없이 업데이트 할 수 있다. IEEE 오픈소스 플랫폼의 안전하고
생산적인 운영을 위해 IEEE가 요구하는 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날짜가 없는 규범적으로 참조된 오픈소스는
표준위원회, 작업그룹, 또는 책임을 위임받은 하위 그룹의 승인이 있어야 업데이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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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오픈소스에 대한 수정 사항을 제공하는 모든 의견은 해당 CLA가 이전에 IEEE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IEEE
오픈소스 또는 표준 초안에서 구현되지 않을 수 있고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IEEE 오픈소스 프로젝트 리더 및 유
지관리자는 최초 투표 시작 전과 의견 해결 중에 오픈소스 기여가 들어간 경우 차기 재회람 투표 전에 모든 CLA
를 획득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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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iaisons with organizations external to IEEE
7.1 Liaisons from Standards Committees to organizations external to IEEE
7.1.1 Definition of a Standards Committee External Liaison
A Standards Committee External Liaison is an information conduit that enables sharing of information from a
Standards Committee/Subgroup to an organization external to IEEE.
7.1.2 Definition of a Standards Committee External Liaison coordinator
A Standards Committee External Liaison coordinator is appointed by the Standards Committee/Subgroup and
facilitates the sharing of information from a Standards Committee/Subgroup to an organization external to IEEE
(see subclauses 7.1.6 and 7.1.7).
A Standards Committee External Liaison coordinator is not an External Representative as defined in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subclause 7.1.1.
7.1.3 General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tandards Committee External Liaison
The Standards Committee/Subgroup should have activity in the relevant technical field of the organization external
to IEEE with which the liaison is being established.
7.1.4 Establishing a Standards Committee External Liaison
A Standards Committee/Subgroup may establish a liaison with an organization external to IEEE.
Establishment of a Standards Committee External Liaison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appropriate IEEE-SA
Program Manager.
7.1.5 Appointment of a Standards Committee External Liaison Coordinator
Once a Standards Committee/Subgroup has established a Standards Committee External Liaison, the Standards
Committee/Subgroup shall appoint a coordinator and notify the IEEE-SA Program Manager with the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of the coordinator.
7.1.6 Responsibilities of a Standards Committee External Liaison coordinator
The Standards Committee External Liaison coordinator:
a)

Shall indicate their Standards Committee/Subgroup Liaison coordinator role when attending meetings of
the organization external to IEEE.

b)

May share IEEE information with the organization external to IEEE as authorized by the Standards
Committee/Subgroup (a template for sharing written information may be used and can be obtained from
the IEEE-SA Program Manager) (see subclause 7.1.7 regarding the sharing of IEEE documents). Any other
information shared shall be identified as the views of the individual and not that of the Standards
Committee/Subgroup
Recognizing that a Standards Committee External Liaison coordinator might need to represent another
group (such as his/her employer or other affiliation), the Standards Committee External Lia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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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EEE 외부의 조직에 대한 연락
7.1 표준위원회(SC)에서 IEEE 외부조직에 대한 연락
7.1.1 표준위원회 외부 연락의 정의
표준위원회 외부 연락은 표준위원회/하위 그룹의 정보를 IEEE 외부조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정보 통로이다.

7.1.2 표준위원회 외부 연락 조정자의 정의
표준위원회 외부 연락 조정자는 표준위원회/하위 그룹이 임명하며 표준위원회/하위 그룹에서 IEEE 외부조직으
로의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한다(하위 조항 7.1.6 및 7.1.7 참조).
표준위원회 외부 연락 조정자는 IEEE 표준협회 운영 매뉴얼, 하위 조항 7.1.1에 정의된 외부 대표(External
Representative)가 아니다.

4. IEEE-SA 표준심의회
(SB) 운영 매뉴얼

7.1.3 표준위원회 외부 연락 설립을 위한 일반 지침
표준위원회/하위 그룹은 연락이 설정되는 IEEE 외부조직의 관련 기술 분야에서 활동이 있어야 한다.

7.1.4 표준위원회 외부 연락 설립
표준위원회/하위 그룹은 IEEE 외부조직과 연락을 설립할 수 있다.
표준위원회의 외부 연락 설립을 해당 IEEE-SA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7.1.5 표준위원회 외부 연락 조정자 임명
표준위원회/하위 그룹이 표준위원회 외부 연락을 설립하면 표준위원회/하위 그룹은 조정자를 지정해야 하고
IEEE-SA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조정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7.1.6 표준위원회 외부 연락 조정자의 책임
표준위원회 외부 연락 조정자는:
a)

IEEE 외부조직의 회의에 참석할 때 표준위원회/하위 그룹 연락 조정자 역할을 표시해야 한다.

b)

표준위원회/하위 그룹의 승인에 따라 IEEE 외부조직과 IEEE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서면 정보 공유를 위
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으며 IEEE-SA 프로그램 관리자로부터 얻을 수 있다) (IEEE 문서 공유에 관하여
하위 조항 7.1.7 참조). 이외의 다른 모든 공유 정보는 표준위원회/하위 그룹이 아닌 개인의 견해로 식별
되어야 한다.
표준위원회 외부 연락 조정자가 다른 그룹(예: 자신의 고용주 또는 기타 소속)을 대표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표준위원회 외부 연락 조정자는 IEEE 외부의 동일한 조직에서 표준위원회/하위 그룹 연락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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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inator is permitted to represent that group as well as serve as the Standards Committee/Subgroup
Liaison coordinator in the same organization external to IEEE.
c)

May share materials from the organization external to IEEE with the Standards Committee/Subgroup
subject to the other organization’s policies and procedures (including copyright policy).

d)

Is responsible for adhering to the Standards Committee/Subgroup’s policies and procedures. All
information shared by the Standards Committee External Liaison coordinator shall comply with the IEEESA Copyright Policy, outlined in Clause 7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and subclause 6.1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e)

If the Standards Committee External Liaison coordinator becomes aware of IEEE copyrighted material
being used in another organization’s document, the Standards Committee External Liaison coordinator
shall notify the IEEE-SA Program Manager.

7.1.7 Submission of IEEE documents to an organization external to IEEE
If a Standards Committee/Subgroup would like to share a draft IEEE standard with an organization external to
IEEE, the procedures in subclause 6.1.3.4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apply.
If a Standards Committee/Subgroup would like to share a published standard with an organization external to IEEE,
please contact IEEE-SA and notify the IEEE-SA Program Manager.
Any requests not addressed above shall be sent to stds-ipr@ieee.org.
7.1.8 Submittal of comments to an organization external to IEEE
Comments submitted to an organization external to IEEE are subject to that organization’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ies.

7.2 Liaisons from organizations external to IEEE to Standards Committees/Subgroups
An organization external to IEEE may request to establish a liaison relationship from the organization external to
IEEE to a Standards Committee/Subgroup as an information conduit and may provide information as part of the
consensus building process.
7.2.1 Criteria for the establishment of a liaison
In order to establish a liaison relationship with a Standards Committee/Subgroup, the organization external to IEEE
shall meet the following criteria:
a)

Have technical competence or expertise in the field of technology represented by the Standards
Committee/Subgroup with which the liaison relationship is established

b)

Have a process for developing consensus on any input provided to the Standards Committee/Subgroup

7.2.2 Establishing a liaison with a Standards Committee
An organization external to IEEE may request to establish a liaison with a Standards Committee/Subgroup. The
Standards Committee/Subgroup that receives the request shall determine whether to accept it and shall reply to the
requesting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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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그룹을 대표할 수 있다.
c)

IEEE 외부조직의 자료를 그 조직의 정책 및 절차(저작권 정책 포함)에 따라 표준위원회/하위 그룹과 공유
할 수 있다.

d)

표준위원회/하위 그룹의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표준위원회 외부 연락 조정자가 공유하는 모
든 정보는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의 조항 7 및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의 하위 조항 6.1에 명
시된 IEEE-SA 저작권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e)

표준위원회 외부 연락 조정자가 다른 조직의 문서에서 사용되는 IEEE 저작권 자료를 알게 되면, 표준위원
회 외부 연락 조정자는 IEEE-SA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7.1.7 IEEE 외부 기관에 IEEE 문서 제출
표준위원회/하위 그룹이 IEEE 표준 초안을 IEEE 외부조직과 공유하려는 경우,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
얼의 하위 조항 6.1.3.4에 있는 절차를 적용한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요청은 stds-ipr@ieee.org로 보내야 한다.

7.1.8 IEEE 외부조직에 의견 제출
IEEE 외부조직에 제출된 의견은 해당 조직의 지적 재산권 정책을 따른다.

7.2 IEEE 외부조직에서 표준위원회/하위 그룹에 대한 연락
IEEE 외부조직은 정보 통로로서 IEEE 외부조직으로부터 표준위원회/하위 그룹에 대한 연락 관계를 설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합의 구축 절차의 일부로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7.2.1 연락(Liasion) 설립 기준
표준위원회/하위 그룹과 연락 관계를 설립하기 위해, IEEE 외부조직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

연락 관계가 수립된 표준위원회/하위 그룹이 대표하는 기술 분야에서 기술적 역량 또는 전문성을 보유

b)

표준위원회/하위 그룹에 제공된 모든 입력에 대해 합의를 개발하기 위한 절차를 보유

7.2.2 표준위원회와의 연락 설립
IEEE 외부조직은 표준위원회/하위 그룹과의 연락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표준위원회/하위 그룹은
이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요청한 조직에게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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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위원회/하위 그룹이 발간된 표준을 IEEE 외부조직과 공유하려는 경우, IEEE-SA에 연락하여 IEEE-SA 프로
그램 관리자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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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a liaison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Standards Committee/Subgroup to the IEEE-SA Program
Manager.
7.2.3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a liaison coordinator
Liaison coordinators may attend and participate in Standards Committee/Subgroup meetings. If a meeting fee is
being charged, the liaison coordinator is responsible for paying the fee.
While participating in IEEE standards development activities, all participants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nation-based and international), the IEEE Code of Conduct, the IEEE Code of Ethics,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se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subclause 5.2.1 on “Participation in IEEE
standards development”), and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Liaison coordinators cannot attain voting rights in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external to IEEE.
7.2.4 Technical contributions
If a liaison organization external to IEEE makes a technical Contribution to an IEEE draft standard, the liaison
organization thereby agrees to comply with IEEE-SA’s policies and procedures related to Contributions (e.g., the
IEEE-SA Copyright Policy, outlined in Clause 7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and subclause 6.1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the IEEE-SA Patent Policy in regards to disclosure of potential
essential patent holders, outlined in Clause 6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and subclause 6.3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If a liaison organization submits one of its copyrighted documents to a Standards Committee/Subgroup for
coordination, the document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 Contribution and shall not be used in any IEEE
document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organization external to IEEE. Prior to distributing the organization’s
document, the Standards Committee/Subgroup shall reference the Working Group Draft Sharing List to determine if
guidance is required from the IEEE-SA Program Manager.
7.2.5 Termination of liaisons
Liaisons may be terminated by the Standards Committee/Subgroup at their discretion for reas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a)

All work is deemed to have been completed

b)

The organization external to IEEE has not been compliant with the permission terms associated with an
IEEE Standards draft provided to them

c)

The relationship is determined to not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Standards Committee/Subgroup, IEEESA, or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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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설립을 표준위원회/하위 그룹이 IEEE-SA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7.2.3 연락 조정자의 역할과 책임
연락 조정자는 표준위원회/하위 그룹 회의에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다. 회의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 연락 조정자
가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IEEE 표준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모든 참가자는 모든 관련(국가 및 국제적인) 법률, IEEE 행동 강령, IEEE
윤리 강령,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IEEE 표준개발 참여”에 관한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 하위 조항 5.2.1
참조), 그리고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연락 조정자는 IEEE 외부조직의 이름으로 투표권을 얻을 수 없다.

7.2.4 기술적 기여

연락 조직이 조정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문서 중 하나를 표준위원회/하위 그룹에 제출하는 경우 그 문서는 기고
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IEEE 외부조직의 사전 허가 없이는 IEEE 문서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조직의 문
서를 배포하기 전에, 표준위원회/하위 그룹은 IEEE-SA 프로그램 관리자의 지침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하여 작업그룹 초안 공유 목록(Working Group Draft Sharing List)을 참조해야 한다.

7.2.5 연락 종료
표준위원회/하위 그룹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유로 자신의 재량에 따라 연락을 종료할 수 있다.
a)

모든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b)

IEEE 외부조직이 그들에게 제공된 IEEE 표준 초안과 관련된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c)

관계가 표준위원회/하위 그룹, IEEE-SA 또는 IEEE의 최선의 이익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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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외부 연락 기관이 IEEE 초안 표준에 기술적 기여를 하는 경우, 그 연락 조직은 그렇게 함으로써 기여와 관
련된 IEEE-SA의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예: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의 조항 7 및 IEEE-SA 표
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의 하위 조항 6.1에 요약된 IEEE-SA 저작권 정책;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의 조항 6 및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의 하위 조항 6.3에 요약된 잠재적인 필수 특허 보유자의 공개에 관한 IEEE-SA
특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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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ublication
8.1 Standards
Upon approval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standard shall be published as an IEEE standard.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be notified of the approval in writing. Balloters with unresolved negative ballot
comments shall be informed in writing of the approval and of their right to appeal.
Working group members and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group members are listed in the front matter of the
published IEEE standard. For entity-based standards, entities are listed and may be accompanied by the individual
representing the entity.
8.1.1 Errata
An erratum shall be prepared when an editorial error is found in an approved IEEE standard that represents a
deviation from the standard as approv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that could result in misinterpretation
of the standard. The date of the erratum and a statement that the erratum represents an editorial correction only shall
appear.
8.1.2 Amendments and corrigenda
Amendments and corrigenda are processed with separate PARs and balloted independently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se procedures, including submission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A corrigendum may not
extend the scope of the existing standard. An amendment may extend the scope of the existing standard, but if the
proposed scope of the amendment PAR or the changes made in the draft amendment are found to be excessive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initiate a revision PAR to replace the amendment
PAR.
All PARs for amendments and corrigenda shall include a project scope.
All amendments and corrigenda shall follow the style conventions for indicating changes defined in the IEEE
Standards Style Manual.
Standards Association ballots of amendments and corrigenda shall also include access to the approved base standard
and any approved amendments and corrigenda in order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to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group.
Up to three amendments can be approved before the standard shall be revised, unless the base standard has been
approved within the past three years. In such a case, multiple amendments may be added until the base standard is
three years old. After the three-year period, RevCom shall defer consideration of additional amendments or
corrigenda until a revision or a two-year extension request is approv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If, for any extenuating circumstances, an exception to these rules is required, the Standards Committee shall take its
request for a two-year extension to RevCom. A project plan outlining the rationale for the request, as well as a
schedule for the revision, also shall be submitted. RevCom will review the request and make a recommendation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During the two-year extension period, the Standards Committee can submit additional amendments and corrigenda
for approval consideration. However, after this period, RevCom shall defer consideration of additional amendments
or corrigenda until a revision is approv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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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간행
8.1 표준
IEEE-SA 표준심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표준을 IEEE 표준으로 간행해야 한다. 표준위원회에게 서면으로 승
인을 통보해야 한다. 해결되지 않은 반대 투표 의견을 가진 투표자들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통보하고 이의제기 할
권리도 알려줘야 한다.

8.1.1 문법적 정오표
IEEE-SA 표준심의회가 승인한 표준으로부터의 편차를 나타내며 표준의 잘못된 해석을 일으킬 수 있는 편집상의
오류가 승인된 IEEE 표준에서 발견되면 문법적 정오표를 준비해야 한다. 문법적 정오표는 편집상의 교정만을 나
타낸다는 진술과 문법적 정오표의 날짜가 나타나야 한다.

8.1.2 수정과 기술적 정정

구사항에 따라 독립적으로 투표된다. 기술적 정정은 기존 표준의 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 수정은 기존 표준의 범
위를 확장할 수 있지만, 수정 PAR에서 제안된 범위 또는 수정 초안에서의 변경이 IEEE-SA 표준심의회가 과도하
다고 판단하면 표준위원회는 해당 수정(amendment) PAR를 교체하기 위해 개정 PAR을 개시해야 한다.
수정 및 기술적 정정을 위한 모든 PAR에는 프로젝트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모든 수정과 기술적 정정은 IEEE 표준 스타일 매뉴얼에 정의된 변경을 나타내기 위한 스타일 규정을 따라야 한다.
수정과 기술적 정정의 표준협회 투표는 또한 충분한 정보를 표준협회 투표 그룹에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된 기준
표준과 모든 승인된 수정 및 기술적 정정에 대한 접근도 포함해야 한다.
지난 3년 내에 해당 기준 표준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그 표준이 개정되어야 하기 전에 최대 3개의 수정을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준 표준이 3년이 될 때까지 복수의 수정을 추가할 수 있다. 3년의 기간 후에, IEEE-SA
표준심의회가 개정 또는 2년의 연장 요청을 승인할 때까지 표준검토위원회는 추가 수정 또는 기술적 정정을 고
려하는 것을 연기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가 필요하면, 표준위원회는 표준검토위원회에게 2년 연장 요청을 보
내야 한다. 개정에 대한 일정과 함께 요청에 대한 근거를 간략히 설명하는 프로젝트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표준
검토위원회는 요청을 검토하고 IEEE-SA 표준심의회에게 권고를 할 것이다.
2년의 연장 기간 중에 표준위원회는 승인 고려를 위하여 추가 수정 및 기술적 정정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후에, 표준검토위원회는 IEEE-SA 표준심의회가 개정을 승인할 때까지 추가 수정 또는 기술적 정정을 고려
하는 것을 연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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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과 기술적 정정은 별도의 PAR로 처리되고, IEEE-SA 표준심의회에 대한 제출을 포함하여 이러한 절차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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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Normative annexes
Normative annexes are official parts of the standard that are placed after the body of the standard for reasons of
convenience or to create a hierarchical distinction. They are official (substantive) parts of the standard. A normative
annex shall be referred to as such (Annex A, Annex B, etc.) in its title, the table of contents, and the text.
8.1.4 Informative annexes
Informative annex texts shall be submitted with the proposed standard.
Informative annexes are included in a standard for information only and are not normative (substantive) parts of the
standard. Standards writers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nature of material placed in informative annexes. The
working group should also understand that informative annex material is considered part of the balloted document
and, as such, shall be submitted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for approval.

8.2 Publication of drafts
Drafts of standards under development are normally distributed to members of the group involved in their
generation (working group, subcommittee, etc.) for comment and letter ballot. The normal method for generating
valid comments is to conduct a letter ballot of the working group or subcommittee.
All drafts, no matter how broad their circulation, shall be marked on the cover and elsewhere with the appropriate
copyright and legal statements as defined in Clause 6.
When using the approved IEEE standards designation on a draft standard, the designation shall be structured, at a
minimum, as “IEEE Pxxx/DXX,” where “xxx” represents the specific designation and “XX” represents the specific
draft version of that document. The date of the draft shall also be included. Any additional information (such as the
draft chapters) may be included at the discretion of the working group. The draft designation shall appear on each
page of the draft in the same location for the sake of continuity (for example, the upper right corner, the bottom
right corn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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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규범적 부록
규범적 부록은 편리성 또는 계층적인 구분을 만들기 위한 이유 때문에 표준의 본문 이후에 배치하는 해당 표준의
공식적인 부분이다. 규범적 부록은 해당 표준의 공식적인(실질적인) 부분이다. 규범적 부록은 제목, 목차 및 본문
에서 (부록 A, 부록 B, 등으로) 참조되어야 한다.

8.1.4 정보적 부록
정보적 부록의 텍스트는 제안된 해당 표준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보적 부록은 오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에 포함되며 표준의 규범적인(실질적인) 부분이 아니다. 표준 작
성자는 정보적 부록에 놓여 있는 자료의 성격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작업그룹 또한 정보적 부록의 자료는
투표를 거친 문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그러한 것으로서 승인을 위해 IEEE-SA 표준심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8.2 초안의 간행

발행 부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모든 초안에는 표지와 그 외의 곳에 적절한 저작권과 법률 정보를 조항 6에
정의한 대로 표기해야 한다.
승인된 IEEE 표준 호칭을 표준 초안에 사용할 때, 호칭은 최소한 "IEEE Pxxx/DXX"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xxx"는 특정 호칭을 나타내고 "XX"는 해당 문서의 특정 초안 버전을 나타낸다. 초안의 일자도 포함시켜야 한다.
(초안의 장[chapter]과 같은) 추가 정보를 작업그룹의 재량에 따라 포함시킬 수 있다. 초안 호칭은 연속성을 위
하여 초안의 각 페이지에서 동일한 장소에 나타나야 한다(예: 상단부 우측 모서리, 하단부 우측 모서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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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개발 중인 표준의 초안은 의견(comment) 및 서신투표(letter ballot)를 위하여 초안의 작성에 관련이 있는
그룹(작업그룹, 분과 위원회 등)의 회원들에게 배포된다. 유효한 의견을 만들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작업그룹
또는 분과 위원회의 서신투표를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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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eview of IEEE standards
9.1 Revision
The Standards Committee should initiate revision of a standard whenever any of the material in the standard
(including all amendments, corrigenda, etc.) becomes obsolete or incorrect, or if three or more amendments to a
base standard exist three years after its approval. The Standards Committee may initiate revision of a standard when
new material becomes available and normal evaluation of need and feasibility indicates revision is warranted. The
procedure for revising a standard is the same as for developing a new standard. A revision shall encompass the
cumulative scope of the project (including all approved amendments and corrigenda).
In a revision, balloters may register objections to any part of the standard, as the revision process opens the entire
document to comment. (The amendment process shall be used when new material and possibly corrections of a
limited scope are proposed.)
The draft revision document submitted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be a complete version of the revised
document. A complete document shall include both the changed and the unchanged text, with balloted changes
incorporated into the document.
When a standard is revised, its approved amendments and corrigenda shall be removed from active status as
separate documents. Existing amendments and corrigenda shall either be integrated into the base document or
eliminated as indicated in the PAR or determined by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ing process.
9.1.1 American National Standards
For those IEEE Standards that are also American National Standards, the Standards Committee should initiate a
revision prior to the standard’s fifth anniversary of approval as an American National Standard (ANS) in order to
keep the standard from being withdrawn by ANSI. If this does not occur, the Standards Committee can provide a
rationale for extension to the RevCom Administrator, who will communicate the request to ANSI. The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ime shall be submitted to ANSI prior to the thirtieth day following the fifth anniversary of approval
as an ANS. A request for extension shall provide the schedule of work that will lead to revision.

9.2 Removal from active status
Standards that are no longer useful or contain significant obsolete or erroneous information should be recommended
for withdrawal from active status by the Standards Committee. A recommendation for withdrawal from active status
shall be supported by a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see 5.4) with a 50% return and at least a 75% approval.
Every IEEE Standard shall be considered for transfer to inactive status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at the
beginning of the next calendar year after it is ten years past its approval date (i.e., the standard will be labeled
Inactive and reserved for historical reference).
A standard remains active until it is officially transferred to inactive status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When
a standard is transferred to inactive status, its amendments and corrigenda are also transferred to inactiv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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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EEE 표준의 검토
9.1 개정
표준위원회는(모든 수정, 기술적 정정 등을 포함한) 표준의 어떤 자료가 쓸모 없게 되거나 부정확하게 될 때, 또
는 기본 표준이 승인된 지 3년 후에 그 기본 표준에 대한 3개 이상의 수정이 존재하는 경우, 표준의 개정을 시작
해야 한다. 표준위원회는 새로운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가 개
정의 정당성을 나타낼 때 표준 개정을 시작할 수 있다. 표준 개정 절차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절차와 동일하
다. 개정은(모든 승인된 수정 및 기술적 정정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누적된 범위를 포괄해야 한다.
개정 절차가 논평을 위해 전체 문서를 공개하기 때문에, 개정 과정에서 투표자는 표준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새로운 자료와 제한된 범위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는 수정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에 제출된 개정 문서 초안은 개정된 문서의 완전한 버전이어야 한다. 완전한 문서는 투표 된
변경 내용을 문서에 통합하여, 변경된 텍스트와 변경되지 않은 텍스트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9.1.1 미국 국가표준
미국 국가표준이기도 한 IEEE 표준의 경우, 표준위원회는 ANSI에 의해 표준이 철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표준이 미국 국가표준(ANS)으로서 승인된 이후 승인 5주년이 되기 전에 표준의 개정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표준위원회는 요청서를 ANSI에 전달하게 될 표준검토위원회 관리자에게 연장에 대한 이론
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은 ANS로서 승인 5주년 이후 30일 이전에 ANSI에 제출해야
한다. 연장 요청은 개정으로 이어질 작업 일정을 제공해야 한다.

9.2 활성 상태에서의 제거
더 이상 유용하지 않거나 상당히 구식이거나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표준은 표준위원회가 활성 상태에서 철회되
도록 권고해야 한다. 활성 상태에서의 철회 권고는 표준협회 투표(5.4 참조)에서 50%의 회신율 및 75% 이상의
승인으로 지지를 얻어야 한다.
모든 IEEE 표준은 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역년 초에 IEEE-SA 표준심의회에 의해 비활성화 상태로의 전
환을 고려해야 한다(즉, 이 표준은 비활성 상태로 표시하고, 과거 참조용으로 보관한다).
표준은 IEEE-SA 표준심의회가 공식적으로 비활성 상태로 전환할 때까지 활성 상태를 유지한다. 표준을 비활성
상태로 전환할 때, 해당 수정과 정정도 비활성 상태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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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 개정될 경우, 그 표준의 승인된 수정 및 기술적 정정은 별도 문서로서 활성 상태에서 제거해야 한다. 기존
의 수정 및 기술적 정정은 기본 문서에 통합하거나, PAR에 명시된 대로 삭제하거나, 또는 표준협회 투표 과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2020

10. Maintenance and modification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Proposed modifications to this manual may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
member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any of its committees. This manual will be maintained by the IEEE
Standards Department Staff, reviewed by ProCom, and approv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is document shall be reviewed by legal counsel.

10.1 Interpretation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Requests for interpretations of this document shall be directed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The Secretary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shall respond to the request within 30 days of receipt. Such response shall indicate
either an interpretation or a specified time limit when such an interpretation will be forthcoming. The time limit
shall be no longer than is reasonable to allow consideration of and recommendations on the issue by, for example,
the Procedures Committee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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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의 유지관리와 수정
이 매뉴얼에 대한 수정안은 IEEE-SA 표준심의회와 표준심의회 위원회들의 회원이 IEEE-SA 표준심의회의 간사
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매뉴얼은 IEEE 표준부 직원이 유지관리하고, ProCom이 검토하고, IEEE-SA 표준심의
회가 승인할 것이다.
이 문서는 법률 고문이 검토해야 한다.

10.1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의 해석
이 문서에 대한 해석 요청은 IEEE-SA 표준심의회로 보내야 한다. IEEE-SA 표준심의회의 간사는 요청을 접수하
고 나서 30일 내에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이러한 응답에서는 해석을 나타내거나 지정된 해석 예상 마감 시한을
나타내야 한다. 이 마감 시한은 IEEE-SA 표준심의회의 절차위원회 등이 해당 문제에 대한 권고 및 고려를 하도
록 주어진 시간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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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802 LAN/MAN Standards Committee (LMSC)
Policies and Procedures for Standards Development
1.0 Introduction
In today’s market, standards development plays a critical role in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 share. In the IEEE, the responsibility for how a standard originates and evolves is
managed by a Sponsor. It is essential in the management of a standard’s development to avoid
any actions by the Sponsor or the participants that result in a violation of procedures.
Adherence to these Policies and Procedures is an essential asset in determining the applicability
of IEEE’s indemnification policy.
These Policies and Procedures outline the orderly transaction of standards activities of IEEE 802
LMSC. Herein after referred to as “the Sponsor” or appropriate related form. For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openness and due process shall be applied, which means that any
person with a direct and material interest who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se Policies and
Procedures has a right to participate by:
a) Expressing a position and its basis
b) Having that position considered, and
c) Appealing if adversely affected
Due process allows for equity and fair play. In addition, due process requires openness and
balance (i.e., the standards development process should strive to have a balance of interests and
not to be dominated by any single interest category). However, for the IEEE Standards Sponsor
ballot, there shall be a balance of interests without dominance by any single interest category.
Participants engaged in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must comply with applicable federal, state,
and international laws. In addition, for standards matters, the latest versions of several documents
take precedence over this document, in the following order:
New York State Not-for-Profit Corporation Law
IEE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IEEE Constitution
IEEE Bylaws
IEEE Policies
IEEE Board of Directors Resolutions
IEEE Standards Association Operations Manual
IEEE-SA Board of Governors Resolutions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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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프로젝트 802 LAN/MAN 표준위원회(LMSC)
표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절차
1.0 소개
표준개발은 오늘날 시장에서 제품 개발과 시장 점유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IEEE에서는 표준이 어떻게 생성
되고 발전하는지에 대한 책임은 스폰서(Sponsor)에서 관리한다. 스폰서나 참가자가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를 방
지하는 것은 표준개발 관리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IEEE의 면책 정책(IEEE’s indemnification policy)의 적용 가능성을 결
정하는 필수적인 자산이다.
이러한 정책 및 절차는 IEEE 프로젝트 802 LAN/MAN 표준위원회(LMSC) 표준 활동의 질서 정연한 업무 처리
를 보여준다. 이후에는 “스폰서” 또는 적절한 관련 양식이라고 칭한다. 표준개발에는 개방성과 적법한 절차가 적
용되어야만 한다. 즉, 이러한 정책 및 절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
은 다음 각호에 의해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입장과 이에 대한 근거를 표현하는 것

b)

해당 입장을 고려하고,

c)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이의제기

정당한 절차를 통해 공평성과 공정한 행위가 가능하다. 또한 적법한 과정에는 개방성과 균형이 필요하다(즉, 표
준개발 과정은 이해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단 하나의 이익 범주에 의해 지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
나 IEEE 표준 스폰서 투표의 경우 단 하나의 이익 범주에 지배되지 않는 이해 관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준개발에 관여하는 참가자는 해당 연방, 주, 그리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표준 문제의 경우 여러 문서
의 최신 버전(Version)들이 이 문서보다 우선하며 다음 순서에 따른다.
뉴욕주 비영리법인법
IEEE 법인설립허가증
IEEE 헌장
IEEE 정관
IEEE 정책
IEEE 이사회 결의안
IEEE 표준협회 운영 매뉴얼
IEEE-SA 임원회 결의안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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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SA Standards Board Resolutions
Policies and Procedures of this Sponsor
Anything the Sponsor creates is hierarchically inferior to the documents and resolutions that are
listed above its Policies and Procedures. The Policies and Procedures of the Sponsor are
hierarchically superior to other documents of the Sponsor.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RONR) is the recommended guide on questions of parliamentary procedure not
addressed in these procedures.
1.1 IEEE Sponsor scope
The scope of the Sponsor is to develop and maintain networking standards, recommended
practices and guides for local, metropolitan, and other area networks, using an open and
accredited process, and to advocate them on a global basis. Its technical scope is intended to be
flexible and is ultimately determined by the sum of its approved PARs.
1.2 Organization of the Sponsor
The Sponsor shall consist of officers (see Clause 3), and other members.
2.0 Responsibilities of the Sponsor
The Sponsor shall be responsible for at least the following:
a) Developing proposed IEEE standards and ensuring that they are within the scope of the
Sponsor.
b) Initiating and overseeing ballots of proposed IEEE standards within its scope, including:
1) Approving Project Authorization Requests (PARs) from a subgroup or the Sponsor
2) Submitting a proposed PAR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for consideration.
Following approval of the PAR, the Sponsor shall submit necessary requests for
extension, modification, or withdrawal of the PAR as required by the IEEE-SA
Operations Manual
3) Submitting draft standards from a subgroup or the Sponsor to the IEEE-SA for
Sponsor ballot.
c) Maintaining the standards developed by the Sponsor in accordance with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d) Acting on other matters requiring Sponsor effort as provided in these procedures
e) Cooperating with other appropriate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f) Protecting against actions taken in the name of the Sponsor without proper Sponsor
authorization
g) Limiting distribution of the membership roster to appropriate parties
h) Communicating with the IEEE-SA Standards Board on specific Sponsor activities as
needed
i) Handling appeals as described in Claus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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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SA 표준심의회 결의안(IEEE-SA Standards Board Resolutions)
스폰서의 정책 및 절차
스폰서가 만드는 모든 것은 상기 위에서 나열된 것의 정책 및 절차 문서와 결의안보다 계층적으로 하위에 있다.
스폰서의 정책 및 절차는 스폰서의 다른 문서보다 계층적으로 상위에 있다. 새로 개정된 로버트의 질서 규칙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RONR)은 이 절차에서 다루지 않는 의사진행 문제에 대한 권장 안
내서이다.

1.1 IEEE 스폰서 범위
스폰서의 범위는 개방적이고 공인된 절차를 사용하여 지역, 대도시 및 기타 지역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킹 표준,
권고 실용서(Recommended Practices), 그리고 지침서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며, 전 세계에서 이것들을 지
지하게 하는 것이다. 기술적 범위는 융통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승인된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s)의 합계에 의
해 결정된다.

1.2 스폰서의 조직
스폰서는 담당관(3항 참조)과 기타 회원으로 구성된다.
5.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LMSC) 정책 및 절차

2.0 스폰서의 책임
스폰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만 한다.
a)
b)

제안된 IEEE 표준을 개발하고 스폰서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을 포함하여 스폰서 범위 내에서 제안된 IEEE 표준의 투표 시작과 감독:
1)

하위그룹 또는 스폰서의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s) 승인

2)

검토를 위해 IEEE-SA 표준심의회에 제안된 PAR를 제출한다. PAR의 승인 후 스폰서는 IEEE-SA 운
영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대로 PAR의 연장, 수정 또는 철회에 필요한 요청을 제출해야만 한다.

3)

스폰서 투표를 위해 하위그룹 또는 스폰서의 표준 초안을 IEEE-SA에 제출한다.

c)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에 따라 스폰서가 개발한 표준 유지

d)

이 절차에 명시된 대로 스폰서의 노력이 필요한 기타 문제에 대한 조치

e)

다른 적절한 표준개발 조직과 협력

f)

절한 스폰서 승인 없이 스폰서의 이름으로 취해진 조치로부터 보호

g)

회원 명단 배포를 적절한 당사자로 제한

h)

필요에 따라 특정 스폰서 활동에 대해 IEEE-SA 표준심의회와 연락

i)

9항에 설명된 이의제기(Appeals)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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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ponsorship
The Sponsor is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of standards project(s)
including their maintenance after their approval as standard(s)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Specifically, the Sponsor is responsible for those IEEE-SA Standards Board approved project(s)
for which Sponsor has been identified or assigned as either the sole sponsor or a joint sponsor.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standards shall be accomplished as defined within the
clauses of these Policies and Procedures.
2.2 Joint-Sponsor responsibility/accountability
The Sponsor shall complete a joint sponsorship agreement for jointly sponsored projects.
3.0 Officers
There shall be a Sponsor Chair, Vice Chair(s), a Treasurer, a Recording Secretary and an
Executive Secretary. A person may simultaneously hold the positions of Treasurer and another
office, other than Sponsor Chair.
The Sponsor Chair shall be a member of any grade of the IEEE and a member of the IEEESA.(IEEE-SASB Bylaw 5.2.1) The officers shall organize the Sponsor; oversee the Sponsor’s
compliance with these Policies and Procedures; and submit proposed documents approved by the
Sponsor (with supporting documentation) for appropriate review and approval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Officers shall read the training material available through IEEE Standards
Development Online.
3.1 Election or appointment of Sponsor officers
All appointed and elected positions become effective at the end of the plenary session where the
appointment/election occurs. A plenary session is as defined in Plenary Sessions subclause of
the IEEE 802 LAN/MAN Standards Committee Operations Manual. Prior to the end of that
plenary session, persons that have been appointed/elected during the session are considered
‘Acting’, and do not vote. Persons who are succeeding someone that currently holds the position
do not acquire any Sponsor rights until the close of the plenary session.
The term for all officers of the Sponsor ends at close of the first plenary session of each even
numbered year. Unless otherwise restricted by these P&P. Sponsor officers may be confirmed
for a subsequent term if reappointed or re-elected to the position. Officers appointed and
affirmed maintain their appointments until the next appointment opportunity unless they resign,
are removed for cause, or are unable to serve for another reason.
Sponsor Chair
The Sponsor Chair is elected by the WG Chairs and TAG Chairs who are Voting Members of the
Sponsor and is confirmed by the Standards Activities Board.
Vice Chair(s)

Baseline Policies and Procedures for Standards Development - Sponsor
IEEE-SA Standard Board Approved Augus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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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스폰서 자격(Sponsorship)
스폰서는 IEEE-SA 표준심의회에서 표준으로 승인한 후의 유지관리를 포함하여 표준 프로젝트의 개발과 조정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특별히, 스폰서는 스폰서가 단독 스폰서 또는 공동 스폰서로 식별되거나 배정된 IEEE-SA
표준심의회 승인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이 있다. 표준의 개발과 유지는 이러한 정책 및 절차의 조항에 정의된 대
로 수행되어야만 한다.

2.2 공동 스폰서(Joint-Sponsor)의 책임/의무
스폰서는 공동 후원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후원 계약을 완료해야만 한다.

3.0 담당관(Officers)
스폰서 의장, 부의장(들), 회계담당자(Treasurer), 기록간사(Recording Secretary) 그리고 집행간사(Executive
Secretary)가 있어야만 한다. 한 사람이 스폰서 의장을 제외한 회계담당자와 다른 직책을 동시에 맡을 수 있다.
스폰서 의장은 모든 등급의 IEEE 회원과 IEEE-SA 회원이어야만 한다(IEEE-SASB 정관 5.2.1). 담당관은 스폰
서를 조직해야만 하고, 스폰서의 이러한 정책 및 절차 준수를 감독해야만 하며, 그리고 IEEE-SA 표준심의회의
적절한 검토와 승인을 위해 스폰서가 승인한 제안 문서(지원 문서 포함)를 제출해야만 한다. 담당관은 IEEE 표준

3.1 스폰서 담당관 선출 또는 임명
임명되고 선출된 모든 직위는 임명/선거가 이루어지는 총회가 끝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총회는 IEEE 프로젝트
802 LAN/MAN 표준위원회 운영 매뉴얼의 총회 하위조항에 정의되어 있다. 총회가 끝나기 전에, 회기 중에 임
명/선출된 사람들은 ‘대행(Acting)’으로 간주되며 투표하지 않는다.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의 후임자는 총
회가 종료될 때까지 스폰서 권한을 취득하지 않는다.
스폰서의 모든 담당관의 임기는 짝수 연도의 첫 번째 총회가 끝날 때 종료된다. 이 정책 및 절차(P&P)에 의해 달
리 제한되지 않는 한 스폰서 담당관은 재임명되거나 직위에 재선될 경우 차후 임기가 확정될 수 있다. 임명되고
확인된 담당관은 사임하거나 사유로 인해 해임되거나 다른 이유로 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임명 기회
까지 임명을 유지한다.
스폰서 의장
스폰서 의장은 스폰서의 투표 회원인 작업그룹(WG) 의장과 기술자문그룹(TAG) 의장에 의해 선출되고 표준활동
심의회(Standards Activities Board: SAB)에 의해 확정을 받는다.
부의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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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onsor Chair appoints a (1st) Vice Chair and may appoint a 2nd Vice Chair. Vice Chairs are
confirmed by the Sponsor.
Executive Secretary, Recording Secretary, and Treasurer
These positions are appointed by the Sponsor Chair and confirmed by the Sponsor.
3.2 Temporary appointments to vacancies
If an office other than the Sponsor Chair becomes vacant for any reason (such as resignation or
removal), a temporary appointment shall be made by the Sponsor Chair. An appointment or
election for the vacated office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s in Clause 3.0 and
Clause 3.1.
3.3 Removal of officers
An officer may be removed by a two-thirds approval vote of the Voting Members of the
Sponsor. Grounds for removal shall be included in any motion to remove an officer. The officer
suggested for removal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make a rebuttal prior to the vote on the
motion for removal.
3.4 Responsibilities of officers
3.4.1 Sponsor Chai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ponsor Chair shall include
a)
b)
c)
d)
e)
f)
g)
h)
i)
j)
k)
l)

m)

Leading the activity according to all of the relevant policies and procedures
Forming study groups, as necessary
Being objective
Entertaining motions, but not making motions
Not biasing discussions
Delegating necessary functions
Ensuring that all parties have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views
Setting goals and deadlines and adhering to them
Being knowledgeable in IEEE standards processes and parliamentary procedures and
ensuring that the processes and procedures are followed
Seeking consensus of the Sponsor as a means of resolving issues
Prioritizing work to best serve the Sponsor and its goals
Complying with the Sponsor Chair’s responsibility with respect to the IEEE-SA
Intellectual Property Polic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EEE-SA Patent Policy (se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6.3.2,
http://standards.ieee.org/board/pat/index.html) and IEEE-SA Copyright Policy (se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7, http://standards.ieee.org/guides/bylaws/sect67.html#7 )
Submitting approved Sponsor P&P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Audit Committee
(AudCom—see http://standards.ieee.org/board/aud/index.html )

Baseline Policies and Procedures for Standards Development - Sponsor
IEEE-SA Standard Board Approved Augus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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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의장은 (제1)부의장을 지명하고 제2부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부의장은 스폰서에서 확정한다.
집행간사, 기록간사 그리고 회계담당자
이들 직위는 스폰서 의장이 임명하고 스폰서에서 확정한다.

3.2 공석에 대한 임시 지명
스폰서 의장 이외의 직책이 어떤 이유로든(사임 또는 해임 등) 공석이 되는 경우 스폰서 의장이 임시 임명을 해야
만 한다. 공석이 된 담당관에 대한 임명 또는 선출은 3.0항과 3.1항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한다.

3.3 담당관 해임
담당관은 스폰서 투표 회원의 3분의 2 찬성 투표로 해임될 수 있다. 모든 담당관의 해임 동의안에는 해임 사유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해임이 제안된 담당관에게는 해임 동의안에 대한 투표 전에 반박할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

3.4 담당관의 책임
3.4.1 스폰서 의장
5.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LMSC) 정책 및 절차

스폰서 의장의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모든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따라 활동 주도

b)

필요에 따라 연구그룹 구성

c)

객관적일 것

d)

동의안을 받아들이지만, 발의하지는 않음

e)

토론을 편향하지 않음

f)

필요한 기능 위임

g)

모든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

h)

목표와 기한 설정 그리고 준수

i)

IEEE 표준 과정과 의사 절차에 대한 지식이 있고 과정과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

j)

문제 해결 수단으로 스폰서의 합의 추구

k)

스폰서와 그 목표에 가장 잘 일하기 위한 작업의 우선 순위 지정

l)

IEEE-SA 특허 정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IEEE-SA 지적 재산권 정책과 관련된 스폰서 의장
책임 준수(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 6.3.2, http://standards.ieee.org/board/pat/index.
html 참조)와 IEEE-SA 저작권 정책(IEEE-SA 표준심의회 정관 7, http://standards.ieee.org/guides/
bylaws/sect6-7.html#7 참조)

m)

IEEE-SA 표준심의회 감사위원회에 승인된 스폰서 정책 및 절차(P&P)를(AudCom-http://standards.
ieee.org/board/aud/index.html 참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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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nsuring that each Working Group (WG) has a set of P&P approved by the Sponsor. The
Sponsor Chair will provide the WG P&Ps to AudCom upon request.
o) Submitting appropriate Annual Financial Reports (IEEE SA Form L50-S) to the Business
Manager, Business Administration, or assignee, for the operation of the Sponsor and all
of its subgroups.
p) Chairing Sponsor and LMSC plenary meetings
q) Representing the LMSC at SAB, IEEE-SA Standard Board, and other organizations as
required
r) Placing motions for votes by Sponsor members
s) Supervise the operation of subgroups of the Sponsor
t) Prioritizing objectives to best serve the Sponsor and its subgroups
u) Taking other administrative actions as required for proper operation of the committee
v) Ensuring that Sponsor members who are not Chairs of active WGs have specific areas of
interest to cover in order to encourage a wider view than that specifically covered by the
Chairs of active WGs
3.4.2 Vice-Chair(s)
The Vice Chair(s) are to assist the Sponsor Chair in the responsibilities delegated to them. The
1st Vice Chair shall carry out the Sponsor Chair's duties if the Sponsor Chair is temporarily
unable to do so or chooses to recuse him- or herself (e.g., to speak for or against a motion).
3.4.3 Recording Secretary
The responsibilities of the Recording Secretary include:
a) Distributing the agenda at least 15 days1 before the meeting—notification of the potential
for action shall be included on any distributed agendas for meetings
b) Recording minutes of each meeting and publishing them within 30 calendar days of the
end of the meeting
c) Creating and maintaining the participant roster and submitting it to the IEEE Standards
Association annually
d) Being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and distribution of Sponsor documentation
e) Maintaining lists of unresolved issues, action items, and assignments
f) Recording attendance of all attendees
g) Maintaining a current list of the names of the Voting Members and distributing it to the
members upon request
h) Forwarding all changes to the roster of the Voting Members to the Sponsor Chair
3.4.4 Treasurer
Treasurer shall:
a) Maintain a budget
1

Throughout this document,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term “day” refers to a 24 hour period.

Baseline Policies and Procedures for Standards Development - Sponsor
IEEE-SA Standard Board Approved Augus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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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각 작업그룹이 스폰서가 승인한 일련의 정책 및 절차(P&P)를 갖도록 한다. 스폰서 의장은 요청받을 시 작
업그룹 정책 및 절차(P&P)를 AudCom에 제공한다.

o)

스폰서와 모든 하위그룹의 운영을 위해 적절한 연간 재무 보고서(IEEE-SA 양식 L50-S)를 경영 관리
(Business Administration) 부서의 업무 관리자(Business Manager) 또는 양수인에게 제출한다.

p)

스폰서와 LAN/MAN 표준위원회(LMSC) 총회 의장직 수행

q)

필요에 따라 표준활동심의회(SAB), IEEE-SA 표준심의회와 기타 조직에서 LAN/MAN 표준위원회(LMSC)
를 대표

r)

스폰서 회원의 투표 동의안

s)

스폰서의 하위그룹 운영 감독

t)

스폰서와 하위그룹에 가장 잘 일하기 위한 목표 우선 순위 지정

u)

위원회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기타 행정 조치

v)

활동 중인 작업그룹의 의장이 아닌 스폰서 회원이 활동 중인 작업그룹의 의장이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보
다 더 넓은 시야를 장려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특정 관심 분야를 갖도록 함

3.4.2 부의장
부의장은 스폰서 의장에게 위임된 책임을 돕는다. 스폰서 의장이 일시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자신을 기
피하기로 선택한 경우(예를 들면, 동의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발언을 하기 위해) 제1부의장이 스폰서 의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기록간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회의 전 최소 15일1 전에 의제 배포-회의를 위해 배포된 의제에 조치 가능성에 대한 알림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b)

각 회의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시

c)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고 유지하며 매년 IEEE 표준협회에 제출

d)

스폰서 문서의 관리와 배포에 대한 책임

e)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작업 항목과 할당 목록 유지

f)

모든 참석자의 출석 기록

g)

투표 회원 이름의 최신 목록을 유지하고 요청 시 회원에게 배포

h)

투표 회원 명단의 모든 변경 사항을 스폰서 의장에게 전달

3.4.4 회계담당자
회계담당자는:
a)

1

예산 유지

이 문서 전체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일(day)”은 24시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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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ntrol all funds, including any into and out of the Committee’s bank account
c) Follow IEEE policies concerning standards meetings and finances
d) Adhere to the IEEE Finance Operations Manual
3.4.5 Executive Secretary
The responsibilities of the Executive Secretary include:
a) Scheduling meetings in coordination with the Sponsor Chair and distributing a meeting
notice at least 30 days before the meeting
b) Oversee all activities related to Sponsor sponsored meeting facilities and services
c) With the Treasurer, ensure that Sponsor sponsored sessions are compliant with IEEE
financial policies
d) Present summaries of venue options to the Sponsor, select venues with approval of the
Sponsor, and sign approved proposals on behalf of IEEE 802
e) Coordinate with conference service providers and Sponsor Chair on major decisions
f) Oversee maintenance of Sponsor registration database
g) Carry out the duties of the Treasurer if the Treasurer is unavailable.
4.0 Membership
Membership of the Sponsor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Voting Members:
Chairs of Active WGs
Chairs of the TAGs
Officers as defined in Clause 3.0
In addition, the Sponsor may include the following Non-Voting Members:
Members Emeritus
Chairs of Hibernating WGs
Chairs of ECSGs
Acting positions (prior to confirmation)
All members of the Sponsor shall be members or affiliates of the IEEE-SA and either the IEEE
or the IEEE Computer Society.
Appointment to each non-voting membership position is subject to confirmation by the Sponsor.
The term for each of these positions ends at close of the first plenary session of each even
numbered year.
Members Emeritus are appointed by the Sponsor Chair and are confirmed by the Sponsor.
A Non-Voting Member may be removed by a two-thirds vote of the Voting Members of the
Sponsor. Grounds for removal shall be included in any motion to remove a Non-Voting Member.
The Non-Voting Member suggested for removal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make a rebuttal
prior to the vote on the motion for removal.
Baseline Policies and Procedures for Standards Development - Sponsor
IEEE-SA Standard Board Approved Augus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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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위원회의 은행 계좌 입출금을 포함한 모든 자금 관리

c)

표준 회의와 재정에 관한 IEEE 정책을 따른다.

d)

IEEE 재무 운영 매뉴얼 준수

3.4.5 집행간사
집행간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스폰서 의장과 협력하여 회의 일정을 잡고 회의 최소 30일 전에 회의 통지서를 배포한다.

b)

스폰서가 후원하는 회의 시설과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감독한다.

c)

회계담당자와 함께 스폰서가 후원하는 회기에 IEEE 재정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d)

스폰서에게 장소 선택권 요약을 제시하고 스폰서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선택하고 IEEE 802를 대신하여
승인된 제안서에 서명한다.

e)

회의 서비스 제공 업체와 스폰서 의장과 주요 결정을 조정한다.

f)

스폰서 등록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감독

g)

회계담당자가 없는 경우 회계담당자의 의무를 수행한다.

4.0 회원자격(Membership)
스폰서 회원자격은 다음 투표 회원으로 구성된다.

5.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LMSC) 정책 및 절차

활동 중인 작업그룹(WGs) 의장
기술자문그룹(TAGs)의 의장
3.0항에 정의된 담당관
또한 스폰서는 다음과 같은 투표 자격이 없는 회원을 포함할 수 있다.
명예 회원(Members Emeritus)
휴지 중인 작업그룹(WGs) 의장
집행위원회 연구그룹(ECSG) 의장
임시 직위의 사람(확정 전)
스폰서의 모든 회원은 IEEE-SA와 IEEE 또는 IEEE 컴퓨터 소사이어티(IEEE Computer Society) 회원 또는 소
속이어야만 한다.
투표권이 없는 각 회원 직위에 대한 임명은 스폰서에서 확정을 받아야 한다.
각 직책에 대한 임기는 짝수 연도의 첫 번째 총회가 끝날 때 종료된다.
명예 회원은 스폰서 의장이 임명하고 스폰서에서 확정한다.
투표권이 없는 회원은 스폰서 투표 회원의 3분의 2의 투표로 해임될 수 있다. 투표권이 없는 회원 제명 동의안에
는 제명 사유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해임이 제안된 투표권이 없는 회원에게는 해임 동의안에 대한 투표 전에 반
박할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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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Voting membership
Members of the Sponsor that are entitled by their office to have voting rights, obtain voting
rights at the end of the plenary session where they are first confirmed or elected by the Sponsor.
If election/appointment and confirmation by the Sponsor occur outside a plenary session, that
member receives voting rights immediately upon confirmation.
There are no specific attendance requirements to obtain or maintain voting membership on the
Sponsor. However a pattern of not attending meetings may be considered dereliction of duty and
result in removal for cause.
Any person to be confirmed or elected by the Sponsor shall, prior to confirmation or election by
the Sponsor, file with the Recording Secretary a letter of endorsement from their supporting
entity. This letter is to document several key factors relative to their participation on the Sponsor
and is to be signed by both the Sponsor member and an individual who has management
responsibility for the Sponsor member. This letter shall contain at least the following:
a) Statement of qualification based on technical expertise to fulfill the assignment
b) Statement of support for providing necessary resources (e.g., time, travel expenses to
meetings), and
c) Recognition that the individual is expected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stated in Voting Guidance subclause of the IEEE 802 LAN/MAN Standards Committee
Operations Manual “as both a professional and as an individual expert.”
If an election or appointment is not confirmed by the Sponsor, the person last holding the
position will continue to serve until confirmation of an election or appointment is achieved.
Should that person be unable or unwilling to serve, the position may be left vacant, or filled by
temporary appointment by the Sponsor Chair.
4.1.1 Application
Not applicable
4.2 Review of membership
The Sponsor Chair shall review the voting membership list at least once annually. Voting
Members are expected to fulfill the obligations of active participation as defined in Clause 4.1.
When a Voting Member is found in habitual default of these obligations, the Sponsor Chair shall
consider the matter for appropriate action which may include termination of membership.
4.3 Membership roster
A current and accurate Sponsor roster shall be maintained. Due to privacy concerns, the roster
shall not be distributed except to the IEEE-SA Board of Governors, IEEE-SA Standards Board,
and IEEE-SA staff unless all Sponsor members have submitted their approval for such
distribution. The roster shall include the following:

Baseline Policies and Procedures for Standards Development - Sponsor
IEEE-SA Standard Board Approved Augus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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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투표 회원자격
의결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 스폰서의 회원은 스폰서가 처음으로 확정하거나 선출하는 총회 종료시 투표권을 얻
는다. 스폰서의 선거/임명과 확정이 총회 밖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확정 즉시 투표권을 받는다.

스폰서의 투표 회원자격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출석 요건은 없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패
턴은 직무 유기로 여겨질 수 있고 해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스폰서가 확정하거나 선출할 사람은 스폰서가 확정하거나 선출하기 전에 지원 엔티티의 보증서를 기록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보증서는 스폰서 참여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요소를 문서화하기 위한 것이며 스폰서 회원과
스폰서 회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개인이 서명해야 한다. 이 보증서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만 한다.

a)

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자격 진술서

b)

필요한 자원(예: 회의 시간, 출장비)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진술서, 그리고

c)

개인이 IEEE 프로젝트 802 LAN/MAN 표준위원회 운영 매뉴얼 "전문가와 개인 전문가로서"의 투표 지침
하위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인정한다. 스폰서가 선거 또는 임명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선거 또는 임명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일해야 한다.

채워질 수 있다.

4.1.1 회원자격 신청
해당 없음

4.2 회원자격 검토
스폰서 의장은 투표권을 가진 회원 자격 목록을 적어도 매년 1회 검토해야만 한다. 투표 회원은 4.1항에 정의된
적극적 참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투표 회원이 이러한 의무를 상습적으로 불이행한 것으로 판명되면 스폰서 의
장은 회원자격 해지를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4.3 회원 명단
현재의 정확한 스폰서 명단을 유지해야만 한다.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모든 스폰서 회원이 해당 배포에 대
한 승인을 제출하지 않는 한 IEEE-SA 임원회, IEEE-SA 표준심의회 그리고 IEEE-SA 직원을 제외하고 명단을 배
포해서는 안 된다. 명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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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일할 수 없거나 기꺼이 하지 않을 경우, 그 자리는 공석으로 남겨지거나 스폰서 의장의 임시 임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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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tle of the Sponsor and its designation
b) Scope of the Sponsor
c) Officers: Sponsor Chair, Vice Chair(s), Recording Secretary, Executive Secretary,
Treasurer
d) Members: for all, name, e-mail address, affiliation and membership status.
4.4 Membership public list
A current and accurate Sponsor membership list shall be maintained. The membership list may
be posted on the Sponsor web site and may be publically distributed. The membership list shall
be limited to the following:
a) Title of the Committee and its designation
b) Scope of the Committee
c) Officers: Sponsor Chair, Vice Chairs, Recording Secretary, Executive Secretary,
Treasurer
d) Members: (for all) -- name
5.0 Subgroups, Study Groups and WGs created by the Sponsor
5.1 Administrative subgroups
The LMSC organization consists of the Executive Committee (Sponsor), WGs, Technical
Advisory Groups (TAGs), and Executive Committee Study Groups (ECSGs).
5.2 WGs – Individual Method
Standards WGs are responsible for the definitive content of one or more documents and for
responding to views and objections thereon. Such WGs shall maintain a membership roster and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for preparing standards.
The Sponsor shall ensure that all WGs adopt procedures consistent with the baseline Operating
Procedures for Standards Working Groups – Individual Method and review amendments to these
procedures to ensure that they are not in conflict with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Prior to the Sponsor forwarding a PAR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for approval, the
Sponsor determines, with due consideration of advice from the Study Group, whether the PAR,
should it be approved, is to be assigned to an existing WG or a new WG. If the IEEE-SA
Standards Board approves the PAR, and it is a PAR that the Sponsor has determined should be
assigned to a new WG, that WG immediately comes into existence.
The IEEE 802 LMSC Working Group Policies and Procedures shall be used as the Policies and
Procedures for IEEE 802 WGs and IEEE 802 TAGs. The requirements for the election and
confirmation of WG and TAG officers are stated in the IEEE 802 LMSC Working Group
Policies and Procedures.

Baseline Policies and Procedures for Standards Development - Sponsor
IEEE-SA Standard Board Approved Augus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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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폰서의 명칭과 직함

b)

스폰서의 범위

c)

담당관: 스폰서 의장, 부의장(들), 기록간사, 집행간사, 회계담당자

d)

회원: 전체, 이름, 전자우편 주소, 소속과 회원자격 상태

4.4 회원 공개 목록
현재의 정확한 스폰서 회원 목록을 유지해야만 한다. 회원 목록은 스폰서 웹 사이트에 게시될 수 있으며 공개적
으로 배포될 수 있다. 회원 목록은 다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a)

위원회 명칭과 직함

b)

위원회의 범위

c)

담당관: 스폰서 의장, 부의장(들), 기록간사, 집행간사, 회계담당자

d)

회원: (전체)-이름

5.0 스폰서 설립 하위그룹, 연구그룹, 작업그룹
5.1 관리 하위그룹(Administrative Subgroups)
LMSC 조직은 집행위원회(스폰서), 작업그룹(WGs), 기술자문그룹(TAGs), 그리고 집행위원회 연구그룹(ECSGs)

5.2 작업그룹(WGs)―개별 방법
표준 작업그룹은 하나 이상의 문서의 최종 내용과 그에 대한 견해와 이의제기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작
업그룹은 회원 명단을 유지하고 표준 작성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스폰서는 모든 작업그룹이 표준 작업그룹에 대한 기본 운영 절차 ― 개별 방법과 일치하는 절차를 채택하도록 보
장해야만 하고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에 대한 개정을
검토해야만 한다.
스폰서가 승인을 위해 프로젝트인가요청서를 IEEE-SA 표준심의회에 전달하기 전에, 스폰서는 연구그룹의 조언
을 충분히 고려하여, 프로젝트인가요청서가 승인되면 기존 작업그룹 또는 새로운 작업그룹에 배정할지 결정한다.
IEEE-SA 표준심의회가 프로젝트인가요청서를 승인하고, 스폰서가 새 작업그룹에 할당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프
로젝트인가요청서인 경우, 해당 작업그룹은 즉시 존재하게 된다.
IEEE 프로젝트 802 LAN/MAN 표준위원회 작업그룹 정책 및 절차는 IEEE 802 작업그룹과 IEEE 802 기술자문
그룹에 대한 정책 및 절차로 사용되어야만 한다. 작업그룹과 기술자문그룹 담당관의 선출과 확정 요건은 IEEE 프
로젝트 802 LAN/MAN 표준위원회 작업그룹 정책 및 절차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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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WG has no active PARs, and is not actively developing a new PAR, then it should be
considered to either be placed in hibernation (if it has developed standards or recommended
practices in the past that are still current), or disbanded (if it has no current standards or
recommended practices)
5.2.1 Hibernation of a WG
A WG may be hibernated at the request of the WG Chair and the approval of the Sponsor. The
hibernating WG may be returned to active status by the Sponsor in order for the WG to develop a
new PAR.
Hibernating WG Chairs become Non-Voting Members of the Sponsor after their WG enters
hibernation. The Sponsor Chair may appoint new hibernating WG Chairs to replace vacancies as
soon as practical, subject to confirmation by the Sponsor at the next plenary meeting. A
hibernating WG Chair of the Sponsor shall be recognized as a full member of the Sponsor,
having all rights and meeting privileges except the right of voting on Sponsor motions.
5.2.2 Disbanding a WG
After all standards, recommended practices, and technical reports for which a hibernating WG is
responsible are withdrawn or transferred to another group or groups, a Sponsor electronic ballot
of 30 days minimum duration shall be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 hibernating WG is to
be disbanded.
If the Sponsor electronic ballot on disbanding the group passes, the WG is disbanded. If the
ballot fails, then the Sponsor Chair shall determine a future date when the disbanding of the
group may be re-balloted.
5.3 WGs – Entity Method
If a WG being formed has entity-based membership, the Sponsor shall ensure that the entity
standards WG adopts procedures consistent with the IEEE-SA Baseline Policies and Procedures
– IEEE Standard WGs – Entity Working Groups. In addition, the Sponsor reviews amendments
to the Policies and Procedures for Corporate Standards Working Groups to ensure that they are
not in conflict with IEEE policies and procedures and New York State Not-for-Profit
Corporation Law.
5.4 Standards study groups
When a Sponsor is presented with a proposal concerning a standards development project, the
Sponsor may form a Standards Study Group to examine the proposal to determine if there is a
need for a standard to be developed. If the proposal merits formation of a project, the Study
Group will draft a PAR for consideration by the Sponsor.
Groups shall refer to the approved Study Group guidelines on how a Standards Study Group
shall conduct business and the criteria it shall apply to consideration of a proposal. Guidelines
located at: http://standards.ieee.org/develop/corpchan/studygr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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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그룹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가요청서가 없고, 새로운 프로젝트인가요청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경
우, 휴지(과거에 표준 또는 권고 실용서를 개발했으며 여전히 최신상태인 경우) 또는 폐지(현재 표준 또는 권고 실
용서가 없는 경우)해야 한다.

5.2.1 작업그룹의 휴지
작업그룹은 작업그룹 의장의 요청과 스폰서의 승인에 따라 휴지될 수 있다. 작업그룹이 새로운 프로젝트인가요
청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스폰서는 휴지 작업그룹을 활동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휴지 작업그룹 의장은 작업그룹이 휴지 상태로 들어가면 스폰서의 비투표회원이 된다. 스폰서 의장은 다음 총회
에서 스폰서의 확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공석을 대체할 새로운 휴지 작업그룹 의장을 임명할 수 있
다. 스폰서의 휴지 중인 작업그룹 의장은 스폰서의 동의에 대한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회의 특권을 가진
스폰서의 정회원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5.2.2 작업그룹 폐지
휴지 작업그룹이 담당하는 모든 표준, 권고 실용서와 기술 보고서가 철회되거나 다른 그룹 또는 그룹들로 이전된
후, 휴지 작업그룹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소 30일의 스폰서 전자 투표를 수행해야만 한다.

가 재투표될 수 있는 향후 날짜를 결정해야만 한다.

5.3 작업그룹―엔티티 방법
구성되는 작업그룹이 엔티티 기반 회원자격이 있는 경우, 스폰서는 엔티티 표준 작업그룹이 IEEE-SA 기준 정책
및 절차 - IEEE 표준 작업그룹 ― 엔티티 작업그룹에 부합하는 절차를 채택하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또한 스폰서
는 기업 표준 작업그룹의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수정 사항을 검토하여 IEEE 정책 및 절차 그리고 뉴욕 주 비영리
법인 법(New York State Not-for-Profit Corporation Law)과 충돌하지 않도록 한다.

5.4 표준 연구그룹
스폰서에게 표준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제안서가 제시되면 스폰서는 표준개발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제안서
를 검토할 연구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제안서가 프로젝트를 구성할 가치가 있는 경우 연구그룹은 스폰서가 고려
할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초안을 작성한다.
그룹은 표준 연구그룹이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방법과 제안서를 고려하기 위해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에 대해 승
인된 연구그룹 지침을 참고해야만 한다. 지침 위치: http://standards.ieee.org/develop/corpchan/studygrp.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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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types of Study Groups are specified:
a) An Executive Committee Study Group (ECSG) is initiated by vote of the Sponsor, and
the ECSG Chair is appointed by the Sponsor Chair and is confirmed by the Sponsor. The
ECSG Chair has the same responsibilities as a WG Chair but does not have Sponsor
voting rights.
b) A Working Group Study Group (WGSG) is initiated by vote of the WG and approved by
the EC. The WGSG Chair is appointed by the WG Chair and approved by the WG.
WGSGs may also be formed by TAGs.
The Study Group shall have a defined task with specific output and a specific time frame
established within which it is allowed to study the subject. It is expected that the work effort to
develop a PAR will originate in an ECSG or WGSG. A Study Group shall report its
recommendations, shall have a limited lifetime, and is chartered plenary session-to-plenary
session. A study group is expected to submit a PAR to the EC for consideration by the 2nd
plenary session after its initiation. After the Study Group recommendations have been accepted
by the parent body, the Study Group will be disbanded no later than the end of the next plenary
session. A Study Group is disbanded upon approval of the PAR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5.5 Technical Advisory Groups (TAGs)
The function of a TAG is to provide assistance to WG and/or the Sponsor. The TAGs operate
under the same rules as the WG, with the following exceptions:
a) A TAG shall not write standards, recommended practices or guides, but may write
documents on specialty matters within the purview of the TAG.
b) A TAG is established by the Sponsor at the request of one or more WGs, or at the
discretion of the Sponsor.
c)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a TAG is to provide assistance within its topical area as
specifically requested by one or more of the WGs and/or the Sponsor.
d) A document can only be represented as the position of a TAG if it has attained approval
by a vote of the TAG. Such votes are considered to be technical votes, and require
approval by 75% or more to pass.
e) Between plenary and interim meetings, the TAG Chair is empowered to schedule
teleconference meetings to allow the TAG to conduct business as required, provided that
the date and time of the teleconference and agenda are published on the TAG website and
e-mail reflector at least 5 days before the meeting.
f) Votes on TAG documents may be conducted verbally during teleconference meetings if a
majority of the TAG members are present.
g) Votes on TAG documents may be conducted via electronic balloting. The minimum
ballot period shall be 5 days.
h) A TAG shall maintain an area on the LMSC web site to post the minutes, conference
announcements, submissions, drafts, and output documents.
i) A TAG shall maintain an e-mail distribution list of its members for making the
announcements of teleconferences and availability of important information on the
TAG’s web site pages.
Baseline Policies and Procedures for Standards Development -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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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유형의 연구그룹이 지정된다.
a)

집행위원회 연구그룹(ECSG)은 스폰서의 투표로 시작되며, 집행위원회 연구그룹 의장은 스폰서 의장이 임
명하고 스폰서가 확정한다. 집행위원회 연구그룹 의장은 작업그룹 의장과 동일한 책임이 있지만 스폰서 투
표권은 없다.

b)

작업그룹 연구그룹(WGSG)은 작업그룹의 투표에 의해 시작되고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작업그룹
연구그룹 의장은 작업그룹 의장이 임명하고 작업그룹의 승인을 받는다. 작업그룹 연구그룹은 기술자문그
룹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다.

연구그룹은 특정 결과물과 주제를 연구할 수 있는 특정 시간 프레임을 가진 정의된 직무를 가져야만 한다. 프로
젝트인가요청서 개발을 위한 작업 노력은 집행위원회 연구그룹 또는 작업그룹 연구그룹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
된다. 연구그룹은 자신의 권고 사항을 보고해야만 하고, 제한된 수명을 가져야만 하며, 총회에서 총회로 약정된
다. 연구그룹은 개시 후 2차 총회에서 검토를 위해 프로젝트인가요청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그룹 권고 사항이 태생 기관에 의해 수락된 후 연구그룹은 늦어도 다음 총회가 끝나기 전에 폐지된다. 연구
그룹은 IEEE-SA 표준심의회의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승인에 따라 폐지된다.

5.5 기술자문그룹(Technical Advisory Groups, TAGs)
기술자문그룹(TAG)의 기능은 작업그룹과/또는 스폰서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술자문그룹은 다음 예외
를 제외하고 작업그룹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 작동한다.
기술자문그룹은 표준, 권고 실용서 또는 지침서를 작성해서는 안 되지만, 기술자문그룹의 범위 내에서 전
문 문제에 대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b)

기술자문그룹은 스폰서가 하나 이상의 작업그룹의 요청에 따라 또는 스폰서의 재량에 따라 설립한다.

c)

기술자문그룹의 주된 책임은 하나 이상의 작업그룹과/또는 스폰서가 구체적으로 특별히 요청한 대로 해당
주제 영역 내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d)

문서는 기술자문그룹의 투표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기술자문그룹의 지위로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투
표는 기술 투표로 간주되며 통과하려면 75%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e)

총회(plenary) 회의와 임시(interim) 회의 사이에 기술자문그룹 의장은 원격 회의 일정을 정하여 기술자
문그룹이 필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단, 원격 회의와 의제 날짜 그리고 시간이 최
소한 회의 5일 전에 전자우편 리플렉터(E-mail Reflector)와 기술자문그룹 웹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어야
한다.

f)

기술자문그룹 문서에 대한 투표는 기술자문그룹 회원의 과반수가 참석하는 경우 원격 회의 중에 구두로 수
행될 수 있다.

g)

기술자문그룹 문서에 대한 투표는 전자 투표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최소 투표 기간은 5일이어야만 한다.

h)

기술자문그룹은 회의록, 회의 발표, 제출물, 초안과 출력 문서를 게시하기 위해 LAN/MAN 표준위원회
(LMSC) 웹 사이트에 영역을 유지해야만 한다.

i)

기술자문그룹은 기술자문그룹의 웹 사이트 페이지에 원격 회의와 중요한 정보의 가용성을 알리기 위해 회
원의 전자우편 배포 목록을 유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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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Other subgroups
The formation and disbandment of subgroups other than administrative subgroups (e.g., WGs,
TAGs, technical subcommittees, and writing groups) require approval by a majority vote of the
Sponsor. The Chair of a subgroup shall be appointed by the Sponsor Chair or decided by
nomination and election. The scope and duties delegated to the subgroup shall be approved at the
time the subgroup is formed, and subsequent changes in scope or duties shall also require
approval by a majority vote of the Sponsor. The scope, duties, and membership of all subgroups
shall be reviewed annually by the Sponsor. The charge to the subgroup shall clearly state which
of the following complementary activities is appropriate:
1) The subgroup is responsible for the definitive content of one or more documents and for
responding to views and objections thereon. Such subgroups shall maintain a membership
roster and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for preparing standard(s).
2) The subgroup is responsible for assisting the Sponsor (e.g., drafting all or a portion of a
document, drafting responses to comments, drafting public statements on standards, or
other purely advisory functions).
6.0 Meetings
Sponsor meetings may be conducted either exclusively in-person or in-person with one or more
participants contributing via electronic means, or exclusively via electronic means. Sponsor
meetings shall be held, as decided by the Sponsor Chair, or by petition of 5 or more voting
members, to conduct business such as making assignments, receiving reports of work,
progressing draft standards, resolving differences among subgroups, and considering views and
objections from any source. A meeting notice shall be distributed to all members at least 30 days
in advance of the meeting. A meeting agenda shall be distributed to all members at least 14 days
in advance of the meeting. Meetings of subgroups may be held as decided upon by the members
or Chair of the subgroup. Notification of the potential for action shall be included on any
distributed agendas for meetings.
Note that all IEEE Standards development meetings are open to anyone who has a material
interest and wishes to attend, however some meetings may occur in Executive Session (see
Clause 6.3).
6.1 Quorum
A quorum shall be identified before the initiation of Sponsor business at a meeting, but if a
quorum is not present, actions may be taken subject to confirmation by letter or electronic ballot,
as detailed in Clause 7.4. When the voting membership is less than 50 voting members, a
quorum shall be defined as a majority of the current total voting membership. When the voting
membership is 50 or more voting members, a quorum shall be defined as 50% of the current total
voting membership or 26, whichever is greater. Voting members who recuse themselves shall
not be counted in the equation to determine whether a quorum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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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기타 하위그룹
관리 하위그룹(예: 작업그룹, 기술자문그룹, 기술 부속위원회와 집필 그룹) 이외의 하위그룹의 형성과 폐지는 스
폰서의 과반수 투표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하위그룹의 의장은 스폰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지명과 선출로 결정
되어야 한다. 하위그룹에 위임된 범위와 의무는 하위그룹이 구성될 때 승인되어야만 하며, 이후 범위 또는 의무
의 변경도 스폰서의 과반수 투표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스폰서는 모든 하위그룹의 범위, 의무와 회원 자격을
매년 검토해야만 한다. 하위그룹에 대한 책임은 다음 보완 활동 중 적절한 것을 명시해야만 한다.

1)

하위그룹은 하나 이상의 문서의 최종 내용과 그에 대한 견해와 이의에 대한 응답을 담당한다. 그러한 하위
그룹은 회원 명단을 유지해야만 하고 표준(들)을 준비하기 위한 조항을 준수해야만 한다.

2)

하위그룹은 스폰서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예: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 초안 작성, 의견에 대한 응답 초안 작
성, 표준에 대한 공개 성명 초안 작성 또는 기타 순전히 자문 기능).

6.0 회의
스폰서 회의는 오로지 대면(in-person)으로만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기여하는 한 명 이상의 참가자와 함께
대면(in-person)으로, 또는 오로지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만 진행될 수 있다. 스폰서 회의는 스폰서 의장의 결정

의 차이 해결, 모든 출처에서 의견과 이의를 고려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회의 통지는 회의 시작 최소
30일 전에 모든 회원에게 배포되어야만 한다. 회의 의제는 회의 시작 최소 14일 전에 모든 회원에게 배포되어야
만 한다. 하위그룹 회의는 하위그룹의 회원 또는 의장이 결정한대로 개최할 수 있다. 조치 가능성에 대한 통지는
회의를 위해 배포된 의제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모든 IEEE 표준개발 회의는 중요한 관심을 갖고 참석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일부 회의는 집행 회
의에 열릴 수 있다(6.3항 참조).

6.1 정족수
정족수는 회의에서 스폰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되어야만 하지만, 정족수가 없는 경우 7.4항에 자세히 설
명된 대로 서신 또는 전자 투표로 확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투표 자격 회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정족수
는 현재 총 투표 회원의 과반수로 정의되어야만 한다. 투표 자격 회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정족수는 현재 총
투표 회원의 50% 또는 26명 중 더 큰 것으로 정의되어야만 한다. 투표를 거부하는 투표 회원은 정족수가 존재하
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 공식에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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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Conduct
Meeting attendees shall demonstrate respect and courtesy toward each other and shall allow each
participant a fair and equal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the meeting, in accordance with the IEEE
Code of Ethics.
All WG participants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all IEEE Standards policies and procedures.
6.3 Executive session
Meetings to discuss personnel or sensitive business matters (e.g., the negotiation of contracts), or
for other appropriate non-public matters (e.g., the receipt of legal advice), may be conducted in
Executive Session.
6.4 Meeting fees
The Sponsor and its subgroups may charge a meeting fee to cover the expenses of the Sponsor.
The fee shall not be used to restrict participation by any interested parties.
6.5 Minutes
The minutes shall record the essentials, including the following:
a)
b)
c)
d)
e)
f)
g)
h)

Name of group
Date and location of meeting
Officer presiding, including the name of the secretary who wrote the minutes
Attendance, including affiliation
Call to order, Sponsor Chair's remarks
Approval of minutes of previous meeting
Approval of agenda
Technical topics
1) Brief summary of discussions and conclusions
2) Motions, including the names of mover and seconder.
i) Items reported out of executive session
j) Next meeting--date and location

Copies of handouts and subcommittee reports may be included in the minutes or made available
as separate items.
7.0 Vote
7.1 Approval of an action
Approval of an action requires approval by a majority (or two-thirds) vote as specified below in
7.1.1 (majority), and 7.1.2 (two-thirds). The “majority, two-thirds vote” is defined as one of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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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행동
회의 참석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보여야만 하며 IEEE 윤리 강령에 따라 각 참가자가 회의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모든 작업그룹 참가자는 모든 IEEE 표준 정책 및 절차에 따라 행동해야만 한다.

6.3 집행 회의(Executive session)
인사 또는 민감한 업무 문제(예: 계약 협상) 또는 기타 적절한 비공개 문제(예: 법률 자문 수령)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집행 회의에서 수행될 수 있다.

6.4 회의 비용
스폰서와 그 하위그룹은 스폰서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회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비용은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6.5 회의록
회의록에는 다음을 포함한 필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그룹의 명칭

b)

회의 날짜와 장소

c)

회의록을 작성한 비서의 이름을 포함한 주재 담당관

d)

소속을 포함한 출석

e)

개회 선언, 스폰서 의장 발언

f)

이전 회의 회의록 승인

g)

의제 승인

h)

5.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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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술적 주제
1)

논의와 결론에 대한 간략한 요약

2)

발의자와 재청자의 이름을 포함한 동의안

i)

집행 회의에서 보고된 항목

j)

다음 회의-날짜와 장소

유인물과 부속위원회 보고서의 사본은 회의록에 포함되거나 별도 항목으로 제공될 수 있다.

7.0 투표
7.1 조치의 승인
조치를 승인하려면 아래 7.1.1(다수)과 7.1.2(2/3)에 명시된 대로 과반수(또는 2/3) 투표의 승인이 필요로 한다.
"다수, 2/3 투표"는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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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t a meeting (including teleconferences) where quorum has been established, a vote
carried by majority (or two-thirds) approval of the votes cast (i.e., Approve or Do Not
Approve votes, excluding abstentions) by the Voting Members in attendance.
b)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email), a vote carried by majority (or two-thirds) of the
votes cast (i.e., Approve or Do Not Approve votes, excluding abstentions), provided a
majority of all the Voting Members of the Sponsor responded.
7.1.1 Actions requiring approval by a majority vote
The following actions require approval by a majority vote:
a)
b)
c)
d)
e)
f)
g)
h)

Formation or modification of a subgroup, including its procedures, scope, and duties
Disbandment of subgroups
Approval of minutes
Authorization of a Sponsor ballot
Approval to jointly sponsor a project (PAR). See Clause 2.1.1
Approval to forward PARs to IEEE-SA NesCom
Approval to forward draft standards to IEEE-SA RevCom
Other motions brought to the floor by members (when deemed in order by the Sponsor
Chair)

7.1.2 Actions requiring approval by a two-thirds vote
The following actions require approval by a two-thirds vote:
a)
b)
c)
d)
e)

Adoption of new or revised Sponsor proceduresf
Approval of public statements
Approval of change of the Sponsor scope*
Approval of termination of the Sponsor*
Removal of an officer except the Chair

* Following Sponsor approval, items c and d require notice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7.2 Approval of moving a draft standard to Sponsor ballot
Approval for moving a draft standard to Sponsor ballot, or approval of any substantive change in
the scope of a standard proposed by a subgroup, shall be referred to the Sponsor for approval.
The Sponsor may delegate approval authority and form a subgroup for this purpose. Approval to
move a standard to Sponsor ballot from such a subgroup requires a majority vote. This vote shall
be limited to procedural issues and PAR alignment only.
7.3 Proxy Voting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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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족수가 수립된 회의(전화 회의 포함)에서 참석한 투표 회원이 투표한 투표(즉, 기권을 제외한 승인 또는
승인 안함 투표)의 과반수(또는 2/3) 승인에 의해 수행된 투표.

b)

전자적 수단(전자우편 포함)으로, 스폰서의 모든 투표 회원의 과반수가 응답한 경우, 투표(즉, 기권을 제외
한 승인 또는 승인 안함 투표)의 과반수(또는 2/3)에 의해 수행된 투표.

7.1.1 과반수 투표 승인이 필요한 조치
다음 작업은 과반수 투표의 승인이 필요하다.
a)

하위그룹의 절차, 범위와 의무를 포함한 하위그룹의 형성 또는 수정

b)

하위그룹의 폐지

c)

회의록 승인

d)

스폰서 투표 승인

e)

공동 스폰서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승인. 2.1.1항 참조

f)

IEEE-SA NesCom에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전달 승인

g)

IEEE-SA RevCom에 표준 초안을 전달하기 위한 승인

h)

회원이 제기한 기타 동의안(스폰서 의장이 의사 규칙에 맞다고 간주한 경우)

7.1.2 2/3의 투표로 승인이 필요한 조치

a)

신규 또는 수정된 스폰서 절차 채택

b)

공개 성명 승인

c)

스폰서 범위 변경 승인*

d)

스폰서 종료 승인*

e)

의장을 제외한 담당관 해임

5.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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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치는 2/3 투표의 승인이 필요하다.

* 스폰서 승인 후, 항목 c와 d는 IEEE-SA 표준심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7.2 표준 초안을 스폰서 투표로 이전하는 승인
표준 초안을 스폰서 투표로 옮기는 승인 또는 하위그룹에서 제안한 표준 범위의 실질적인 변경 승인은 승인을 위
해 스폰서에게 회부되어야만 한다. 스폰서는 이를 위해 승인 권한을 위임하고 하위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
한 하위그룹으로부터 표준을 스폰서 투표로 옮기려면 과반수 투표가 필요하다. 이 투표는 절차상의 문제와 프로
젝트인가요청서 조정으로만 제한되어야만 한다.

7.3 대리 투표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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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Voting between meetings
At the discretion of the Sponsor Chair, the Sponsor shall be allowed to conduct voting between
meetings by the use of a letter or electronic ballot. If such actions are to be taken, they shall
follow the rules of IEEE Bylaw I-300.4(4).
8.0 Communications
All correspondence on behalf of the Sponsor shall contain identification of the Sponsor as the
source of the correspondence.
8.1 Formal internal communication
If correspondence between subgroups involves issues or decisions (that is, non-routine matters)
affecting other subgroups, copies shall be sent to all affected subgroup chairs, subgroup
secretaries and the Sponsor officers.
8.2 External communication
Inquiries relating to the Sponsor shall be directed to the Sponsor Chair, and members shall so
inform individuals who raise such questions. All replies to inquiries shall be made through the
Sponsor Chair.
8.3 Public statements for standards
All Sponsor public communications shall comply with the policie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Individuals making public statements that have not been approved by the Sponsor shall state that
they are speaking as individuals.
8.3.1 Sponsor public statements
Sponsor public statements shall not be released without prior approval of the Sponsor as per
Clause 7.1.2 of these procedures.
Sponsor public statements shall be identified in the first paragraph of the public statement as
being specifically the position of the Sponsor. These statements shall be issued by the Sponsor
Chair. Such statements shall not bear the IEEE, or the IEEE-SA logos.
8.3.2 Subgroup public statements
Subgroup public statements shall not be released without prior approval of the subgroup. Such
public statements also require approval of the Sponsor.
Subgroup public statements shall be identified in the first paragraph of the public statement as
being specifically the position of the subgroup. These statements shall be issued by the sub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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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회의 간 투표
스폰서 의장의 재량에 따라 스폰서는 서신 또는 전자 투표를 사용하여 회의 간 투표(Voting between meetings)
를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IEEE 정관 I-300.4(4)의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8.0 통신
스폰서를 대신 한 모든 통신에는 서신의 출처로서 스폰서의 신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8.1 공식적인 내부 통신
하위그룹 간의 소통이 다른 하위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또는 결정(즉, 비일상적인 문제)을 포함하는 경우 영
향을 받는 모든 하위그룹 의장, 하위그룹 간사와 스폰서 담당관에게 사본을 보내야만 한다.

8.2 외부 통신
스폰서와 관련된 문의는 스폰서 의장에게 전달되어야만 하며, 회원은 그러한 질문을 제기한 개인에게 통지해야
야만 한다. 문의에 대한 모든 답변은 스폰서 의장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8.3 표준에 대한 공개 성명
5.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LMSC) 정책 및 절차

모든 스폰서 공개 통신은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의 정책을 준수해야만 한다.
스폰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공개 발언을 하는 개인은 자신이 개인으로서 발언하고 있음을 명시해야만 한다.

8.3.1 스폰서 공개 성명
스폰서 공개 성명은 이 절차의 7.1.2항에 따라 스폰서의 사전 승인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스폰서 공개 성명은 공개 성명서의 첫 번째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스폰서의 입장으로 식별되어야만 한다. 이
러한 성명은 해당 스폰서 의장이 발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성명은 IEEE 또는 IEEE-SA의 로고(Logo)를 포함하지
않아야만 한다.

8.3.2 하위그룹 공개 성명
하위그룹의 공개 성명은 하위그룹의 사전 승인 없이는 발표하지 않아야만 한다. 이러한 공개 성명은 스폰서의 승
인도 필요하다.
하위그룹 공개 성명은 공개 성명서의 첫 번째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하위그룹의 입장으로 식별되어야만 한다. 이
러한 성명은 해당 하위그룹 의장이 발행해야만 하며 배포에 해당 스폰서 의장을 포함해야만 한다. 이러한 성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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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and shall include the Sponsor Chair in the distribution. Such statements shall not bear the
IEEE, the IEEE-SA, or the Sponsor logos.
8.3.3 Public statements to be issued by other entities
If the Sponsor wishes to go to another IEEE entity (as defined in Section 15 of the IEEE Policy
and Procedures) to have that entity offer a public statement on a standards matter, they shall do
so after agreement from the IEEE-SA Standards Board and after informing the IEEE-SA Board
of Governors. Upon Sponsor approval, proposed public statements that need to be issued by
other IEEE entities shall be forwarded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Secretary for further
action.
8.4 Informal communications
Informal communications shall not imply that they are a formal position of the IEEE, the IEEESA, or the Sponsor.
8.5 Standards publicity
The Sponsor is encouraged to prepare press releases and other forms of publicity to promote
their activities. Please see Clause 5.1.4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for
further instructions.
9.0 Appeals
The Sponsor recognizes the right of appeal on procedural grounds. Technical appeals are referred
back to the WG. Every effort shall be made to ensure that impartial handling of complaints
regarding any action or inaction on the part of the Sponsor is performed in an identifiable
manner.
The Sponsor recognizes the right of appeal on procedural grounds.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ensure that impartial handling of complaints regarding any action or inaction on the part of the
Sponsor is performed in an identifiable manner. The appeals process shall be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appeals processe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Appropriate attempts should
be made within Sponsor subgroups before an appeal is taken to the Sponsor for resolution.
A significant attempt should be made to resolve concerns informally, since it is recognized that a
formal appeals process has a tendency to negatively, and sometimes permanently, affect the
goodwill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 persons. If the informal attempts to
resolve a concern are unsuccessful and a formal complaint is filed, the following formal
procedure shall be invoked.
9.1 Appeals pool
The appeals pool consists of:
a) Current members in good standing of the Sponsor who have attended both the opening
and closing Sponsor meetings at two of the last four plenary 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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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IEEE-SA 또는 스폰서의 로고를 포함하지 않아야만 한다.

8.3.3 다른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개 성명
스폰서가 다른 IEEE 엔티티(IEEE 정책 및 절차의 섹션 15에 정의된 대로)로 이동하여 해당 엔티티가 표준 문제
에 대한 공개 성명을 제공하도록 하려면, 스폰서는 IEEE-SA 표준심의회의 동의와 IEEE-SA 임원회에 통보 후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 스폰서 승인 시, 다른 IEEE 엔티티에서 발행해야 하는 제안된 공개 성명은 추가 조치를 위
해 IEEE-SA 표준심의회 간사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

8.4 비공식 통신
비공식 통신은 IEEE, IEEE-SA 또는 스폰서의 공식적인 지위를 암시해서는 안 된다.

8.5 표준 홍보
스폰서는 자신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보도 자료와 기타 형태의 홍보물을 준비하도록 권장된다. 자세한 지침은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의 조항 5.1.4를 참조한다.

스폰서는 절차적 근거로 이의제기(Appeal)를 할 권리를 인정한다. 기술적 이의제기는 작업그룹에 다시 회부된
다. 스폰서 측의 모든 조치 또는 비조치에 관한 불만 사항의 공정한 처리는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
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의제기 절차는 IEEE-SA 표준심의회의 이의제기 절차와 실질적으로 유사해야만 한다. 스폰서에 해결을 위한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스폰서 하위그룹 내에서 적절한 노력을 해야 한다.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는 개인간의 친선과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우려 사항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당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려 사항을 해결하려는 비공식적인 시도가 실패하고 공식적인 불만 사항이 제기되면 다음과 같은 공식적
인 절차가 실행되어야만 한다.

9.1 이의제기 풀(Pool)
이의제기 풀(Pool)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

최근 네 번의 총회 중 두 번의 스폰서 회의 개회식과 폐회식에 모두 참석 한 현재 스폰서의 우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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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ormer members of the Sponsor who are WG members in good standing of an active WG
having qualified for member status through attendance.
c) Current WG Vice Chairs confirmed by the Sponsor who are WG members in good
standing of an active WG having qualified for member status through attendance.
9.2 Appeal brief
The appellant shall file a written appeal brief with the Recording Secretary within 30 days after
the date of notification/occurrence of an action or at any time with respect to inaction. The
appeal brief shall state the nature of the objection(s) including any resulting adverse effects, the
clause(s) of the procedures or the standard(s) that are at issue, actions or inaction that are at
issue, and the specific remedial action(s) that would satisfy the appellant’s concerns. Previous
efforts to resolve the objection(s) and the outcome of each shall be noted. The appellant shall
include complete documentation of all claims in the appeal brief. Within 20 days of receipt of the
appeal brief, the Recording Secretary shall send the appellant a written acknowledgment of
receipt of the appeal brief, shall send the appellee (the Chair of the WG at issue or the Sponsor
Chair) a copy of the appeal brief and acknowledgment, and shall send the parties a written notice
of the time and location of the hearing (“hearing notice”) with the appeals panel. The hearing
with the appeals panel shall be scheduled at the location set for, and during the period of, the first
Sponsor plenary session (nominally Wednesday evenings) that is at least 60 days after mailing of
the hearing notice by the Recording Secretary.
9.3 Reply brief
Within 45 days after receipt of the hearing notice, the appellee should send the appellant and
Recording Secretary a written reply brief, specifically addressing each allegation of fact in the
appeal brief to the extent of the appellee’s knowledge. The appellee shall include complete
documentation supporting all statements contained in the reply brief.
9.4 Appeals panel
The Sponsor Chair shall appoint from the appeals pool an appeals panel consisting of a chair and
two other members of the panel who have not been directly involved in the matter in dispute, and
who will not be materially or directly affected by any decision made or to be made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dispute. At least two members shall be acceptable to the appellant and at least
two shall be acceptable to the appellee. If the parties to the appeal cannot agree on an appeals
panel within a reasonable amount of time, the whole matter shall be referred to the full Sponsor
for consideration.
9.5 Conduct of the hearing
The hearing shall be open except under the most exceptional circumstances and at the discretion
of the Sponsor Chair. The appellant has the burden of demonstrating adverse effects, improper
actions or inaction, and the efficacy of the requested remedial action. The appellee has the
burden of demonstrating that the committee took all actions relative to the appeal in compliance
with its procedures and that the requested remedial action would be ineffective or detrimental.
Each party may adduce other pertinent arguments, and members of the appeals panel may
Baseline Policies and Procedures for Standards Development - Sponsor
IEEE-SA Standard Board Approved August 2012
306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306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20

b)

출석을 통해 회원 자격을 갖춘 활성 작업그룹의 우수 작업그룹 회원인 스폰서 전직 회원.

c)

출석을 통해 회원 자격을 갖추고 활성 작업그룹의 우수 작업그룹 회원으로 스폰서가 확정한 현 작업그룹
부의장.

9.2 이의제기 요약서
제소인은 조치의 통지/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비조치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기록간사에게 서면으로 이
의제기 요약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의제기 요약서에는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문제가 되는 절차 또는 표
준의 조항,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비조치, 그리고 제소인의 우려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포함
한 이의의 성격이 명시되어야만 한다. 이의(들)를 해결하기 위한 이전의 노력과 각각의 결과를 기록해야만 한다.
제소인은 이의제기 요약서에 모든 청구에 대한 완전한 문서를 포함해야 한다. 이의제기 요약서 수령 후 20일 이
내, 기록간사는 제소인에게 이의제기 요약서 수령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보내야만 하고, 피제소인(문제의 작업그
룹 의장 또는 스폰서 의장)에게 이의제기 요약서와 확인서를 보내야만 하며, 이의제기 패널(Panel)과 함께 당사
자들에게 청문회 시간과 장소에 대한 서면 통지(“청문회 통지”)를 보내야만 한다. 이의제기 패널(Panel)과의 청
문회는 기록간사가 청문회 통지 우편 발송 후 최소 60일이 지난 첫 번째 스폰서 총회(일반적으로 수요일 저녁) 기
간 동안 설정된 장소에서 계획되어야만 한다.

9.3 답변 요약서

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면 답변 요약서를 제소인과 기록간사에게 보내야 한다. 피제소인은 답변 요약서
에 포함된 모든 진술을 뒷받침하는 완전한 문서를 포함해야만 한다.

9.4 이의제기 패널(Panel)
스폰서 의장은 이의제기 풀(Pool)에서 분쟁 문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분쟁 해결 과정에서 내려지거나 내
려질 결정에 의해 실질적 또는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을 의장과 다른 2명의 패널(Panel) 위원을 지명해야만 한
다. 제소인은 최소 2명의 위원을 수용해야 하고 피제소인은 최소 2명의 위원을 수용해야만 한다. 이의제기 당사
자들이 합당한 시간 내에 이의제기 패널(Panel)을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전체 문제를 검토를 위해 전체 스폰서에
게 회부해야만 한다.

9.5 청문회 실시
청문회는 가장 예외적인 상황과 스폰서 의장의 재량인 경우를 제외하고 열려야만 한다. 제소인은 부작용, 부적절
한 조치 또는 비조치, 그리고 요청된 개선 조치의 효능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피제소인은 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요청된 시정 조치가 효과가 없거나 해롭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각 당사자는 다른 관련 주장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패널(Panel) 구성원은 패널(Panel) 앞에서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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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questions to individuals before the panel. The appeals panel shall only consider
documentation included in the appeal brief and reply brief, unless
a) Significant new evidence has come to light; and
b) Such evidence reasonably was not available to the appellant or appellee, as appropriate,
at the time of filing; and
c) Such evidence was provided by the appellant or appellee, as appropriate, to the other
parties as soon as it became available.
This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date of the appeals panel
hearing.
The rules contained in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latest edition) shall apply to
questions of parliamentary procedure for the hearing not covered herein.
9.6 Appeals panel decision
The appeals panel shall render its decision in writing within 30 days of the hearing, stating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with reasons there for, based on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Consideration may be given to the following positions, among others, in formulating
the decision:
a) Finding for the appellant, remanding the action to the appellee, with a specific statement
of the issues and facts in regard to which fair and equitable action was not taken;
b) Finding against the appellant, with a specific statement of the facts that demonstrat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of the appellant and the appellant’s objections;
c) Finding that new, substantive evidence has been introduced, and remanding the entire
action to the appropriate group for reconsideration.
9.7 Request for re-hearing
The decision of the appeals panel shall become final 30 days after it is issued, unless one of the
parties files a written notice of request for re-hearing prior to that date with the Recording
Secretary, in which case the decision of the appeals panel shall be stayed pending review by the
Sponsor at its next meeting. At that time, the Sponsor shall decide
a) To adopt the report of the appeals panel, and thereby deny the request for re-hearing; or
b) To direct the appeals panel to conduct a re-hearing.
Further complaints if a re-hearing is denied shall be referred to the Computer Society SAB.
9.8 Further Appeals
Appeals and complaints concerning Sponsor decisions shall be referred to the Computer Society
S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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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할 수 있다. 이의제기 패널(Panel)은 다음 사항의 언급이 없는 한 이의제기 요약서와 답변 요약서에 포함
된 문서만 고려해야만 한다.
a)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밝혀졌다. 그리고,

b)

이러한 증거는 제출 당시 제소인 또는 피제소인이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c)

이러한 증거는 이용가능해진 즉시 제소인 또는 피제소인에 의해 적절하게 다른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었다.

이 정보는 이의제기 패널(Panel) 청문회 날짜로부터 적어도 2주 전에 제공되어야만 한다.
새로 개정된 로버트의 질서 규칙(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최신 버전)에 포함된 규칙들은 청
문회를 위해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의사 진행 문제로 적용해야만 한다.

9.6 이의제기 패널(Panel) 결정
이의제기 패널(Panel)은 청문회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만 하고, 증거 우위에 근거하여 도출한
사실과 결론을 그 이유와 함께 명시해야만 한다. 결정을 공식화할 때 다음과 같은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
a)

공정하고 공평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쟁점과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피제소인에게 조치를
반송하고, 제소인에게 찬성 결정.
제소인에 대하여 제소인과 제소인의 이의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
술과 함께 제소인에게 반대 결정.

c)

새롭고 실질적인 증거가 도입되었음을 확인하고, 전체 조치를 재검토를 위해 적절한 그룹에 반송.

9.7 재청문회 요청
이의제기 패널(Panel)의 결정은 당사자 중 하나가 해당 날짜 이전에 기록간사에게 재청문회 요청에 대한 서면 통
지를 제출하지 않는 한 발행 30일 후에 최종 결정이 되어야만 한다. 당사자 중 하나가 해당 날짜 이전에 기록간
사에게 재청문회 요청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출하는 경우, 이의제기 패널(Panel)의 결정은 스폰서가 다음 회의에
서 검토할 때까지 보류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이때 스폰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해야만 한다.
a)

이의제기 패널(Panel)의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재청문회 요청을 거부한다. 또는

b)

재청문회를 수행하도록 이의제기 패널(Panel)에 지시한다.

재청문회가 거부된 경우 추가 불만은 컴퓨터 소사이어티 SAB에 회부되어야만 한다.

9.8 추가 이의제기
스폰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불만은 컴퓨터 소사이어티 SAB에 회부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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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Revision of Sponsor P&P
Revisions to these P&P shall be submitted to the Sponsor no less than 30 days in advance of a
motion (or conclusion of an electronic ballot) to approve them. Amendments in response to
comments on the P&P are permitted. Insufficient time to consider complex amendments is a
valid reason to vote disapprove. A motion to revise the Sponsor P&P shall require a vote of
approve by at least two thirds of all voting members of the Sponsor.
11.0 Revision of Sponsor Inferior Rules
Revisions to the Sponsor Operations Manual and Sponsor Working Group Policies and
Procedures shall be submitted by a Sponsor member to the Sponsor no less than 30 days in
advance of a motion (or conclusion of an electronic ballot) to approve the proposed revision.
Amendments in response to comments on the proposed revision are permitted. Insufficient time
to consider complex amendments is a valid reason to vote disapprove. A motion to revise either
document shall require a vote of approve by at least two thirds of all voting members of the
Sponsor. If approved, the revisions become effective at the end of the meeting where the votes
were taken or at the conclusion of the electronic ballot in which they were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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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스폰서 정책 및 절차 개정
이러한 정책 및 절차(P&P)에 대한 개정은 승인을 위해서 동의안 (또는 전자 투표의 결론) 30일 전에 해당 스폰서
에게 제출되어야만 한다. 정책 및 절차(P&P)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응답의 수정은 허용된다. 복잡한 개정안을 고려
할 시간의 부족은 비승인으로 투표할 유효한 사유이다. 스폰서 정책 및 절차(P&P) 개정 동의안은 스폰서의 모든
투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11.0 스폰서 하위 규칙 개정
스폰서 운영 매뉴얼과 스폰서 작업그룹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개정은 제안된 개정을 승인하기 위한 동의안 (또는
전자 투표의 결론) 30일 전에 스폰서 회원이 해당 스폰서에 제출해야만 한다. 제안된 개정에 대한 의견에 대한 수
정이 허용된다. 복잡한 개정안을 고려할 시간의 부족은 비승인으로 투표할 유효한 사유이다. 위의 두 문서 중 하
나를 수정하기 위한 동의안은 스폰서의 모든 투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승인된 경우, 개
정은 투표가 이루어진 회의가 끝날 때 또는 승인된 전자 투표가 끝날 때 유효하게 된다.

5.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LMSC) 정책 및 절차

5.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LMSC) 정책 및 절차

311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311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6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LMSC)
운영 매뉴얼

IEEE 802
LAN/MAN STANDARDS COMMITTEE (LMSC)
OPERATIONS MANUAL

Approved 4 August 2020
Last edited 31 August 2020

314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314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LMSC)
운영 매뉴얼

승인일: 2020. 8. 4
최종 편집일: 2020. 8. 31

6.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LMSC) 운영 매뉴얼

6.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LMSC) 운영 매뉴얼

315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315

TABLE OF CONTENTS
1. Introduction.................................................................................................................1
320
1.1 Suspension of the rules...................................................................................................................
3201
3201
1.2 Precedence of documents...............................................................................................................
320
1.3 IEEE 802 LMSC Chair’s Guidelines and EC Policy Decisions.......................................................1
322
2. Common abbreviations..............................................................................................3
322

3. IEEE 802 LMSC organization.....................................................................................3
326

4. IEEE 802 LMSC groups..............................................................................................5

326
4.1 The IEEE 802 LMSC.......................................................................................................................... 5
326
4.1.1 Function..................................................................................................................................... 5
326
4.1.2 Voting rules................................................................................................................................ 5
3286
4.1.3 Meetings....................................................................................................................................

4.1.4 Procedure for limiting the length of the IEEE 802 sponsor meetings.........................................6
328
3286
4.2 IEEE 802 LMSC Working Groups....................................................................................................
3307
4.3 PAR Study Groups...........................................................................................................................

4.3.1 PAR Study group operation.......................................................................................................
3307
4.3.2 Voting at PAR Study Group meetings........................................................................................7
330
4.4 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operations.......................................................................................7
330

5. IEEE 802 LMSC sessions...........................................................................................7
330
5.1 Plenary sessions..............................................................................................................................
3328
5.1.1 IEEE 802 LMSC plenary............................................................................................................
3328
5.1.2 IEEE 802 LMSC plenary venue selection..................................................................................9
332
5.2 Interim sessions............................................................................................................................... 9
334
5.2.1 Interim session hosts................................................................................................................. 9
334
5.2.2 Interim session fees................................................................................................................. 10
336
5.2.3 Interim session financial reporting...........................................................................................10
336
5.3 IEEE 802 LMSC Administrative Policies.......................................................................................11
338
5.4 Registration policy......................................................................................................................... 11
338

6. Vote............................................................................................................................12

340
6.1 Voting guidance.............................................................................................................................. 12
340
6.2 Procedure for establishing a directed position...........................................................................12
340
6.3 Delegation of Working Group Chair duties to Working Group Vice Chair.................................13
342

7. Public statements for standards.............................................................................13
342
7.1 Procedure for public statements to other standards bodies......................................................13
342
IEEE 802 LMSC Operations Manual, v24 Revised August 31, 2020

316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316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Page 1

목 차

..1

1. 소개 .................................................................................................................................... 321

... 1

1.1 규정 유예 ....................................................................................................................... 321

... 1

1.2 문서의 우선순위 .............................................................................................................. 321

...1

1.3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 지침 및 집행위원회 정책 결정....................................... 321

..3

2. 공통 약어 ............................................................................................................................. 323

..3

..5

... 5

... 5

... 5

3.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조직 ..................................................................................... 323
4.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그룹 ..................................................................................... 327
4.1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327
4.1.1 기능 ........................................................................................................................ 327
4.1.2 투표 규정 ................................................................................................................. 327

... 6

4.1.3 회의 ........................................................................................................................ 329

...6

4.1.4 IEEE 802 스폰서 회의 기간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 .......................................................... 329

... 6

4.2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작업그룹(WG) .................................................................. 329

... 7

4.3 PAR 연구그룹 ................................................................................................................. 331

... 7

4.3.1 PAR 연구그룹 운영.................................................................................................... 331

...7

4.3.2. PAR 연구그룹 회의에서의 투표................................................................................... 331

...7

4.4 산업연결활동(Industry connection activity) 운영 ............................................................... 331

..7

5.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의 ..................................................................................... 331

... 8

5.1 총회(Plenary sessions) .................................................................................................... 333
5.1.1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회 ......................................................................... 333

...9

5.1.2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회 회의장 선정 ........................................................ 333

... 9

5.2 임시 회의(Interim sessions) ............................................................................................. 335

... 9

. 10

.10

.11

. 11

12

. 12

.12

.13

5.2.1 임시 회의 주최자 ...................................................................................................... 335
5.2.2 임시 회의 회비 ......................................................................................................... 337
5.2.3 임시 회의 재무 보고 .................................................................................................. 337
5.3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관리(Administrative) 정책 ................................................ 339
5.4 등록 정책 ....................................................................................................................... 339
6. 투표 .................................................................................................................................... 341
6.1 투표 지침 ....................................................................................................................... 341
6.2 지시된 입장(Directed Position)의 수립을 위한 절차 ............................................................. 341
6.3 작업그룹(WG)의장 의무의 작업그룹(WG) 부의장 대행 ........................................................... 343

13

7. 표준에 대한 공개 성명 ............................................................................................................ 343

.13

7.1 다른 표준 기관들(standards bodies)에 대한 공개 성명 절차 ................................................... 343

6.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LMSC) 운영 매뉴얼

317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317

6.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LMSC) 운영 매뉴얼

... 8

342
7.1.1 IEEE 802 LMSC public statements to other standards bodies.................................................13

7.1.2 IEEE 802 LMSC subgroup public statements to other standards bodies.................................14
342
344
7.2 Procedure for public statements to government bodies............................................................14

7.2.1 IEEE 802 LMSC public statements to government bodies.......................................................14
344
7.2.2 IEEE 802 LMSC subgroup public statements to government bodies.......................................14
344

8. Use of IEEE 802 LMSC funds..................................................................................15
344
9. Procedure for PARs..................................................................................................16
346
9.1 IEEE-SA standards board approval..............................................................................................
16
346
9.2 IEEE 802 LMSC approval...............................................................................................................
16
348
348
9.3 Plenary review................................................................................................................................
17

9.4 Withdrawn PARs.............................................................................................................................
17
350

10. Procedure for ICAIDs.............................................................................................17
350
10.1 IEEE-SA standards board approval............................................................................................17
350
10.2 IEEE 802 LMSC approval.............................................................................................................
18
350
10.3 Plenary review..............................................................................................................................
18
352

11. Policy for distribution of new IEEE 802 LMSC standards publications...........18
352
12. Procedure for conditional approval to forward a draft standard......................19
352
13. Procedure for coexistence assessment..............................................................20
356
356
14. IEEE 802 criteria for standards development (CSD)...........................................20
356
14.1 Project process requirements.....................................................................................................
20

14.1.1 Managed objects...................................................................................................................
20
356
14.1.2 Coexistence...........................................................................................................................
21
356
14.2 5C requirements...........................................................................................................................
21
356
14.2.1 Broad market potential...........................................................................................................
21
356
358
14.2.2 Compatibility..........................................................................................................................
21
358
14.2.3 Distinct Identity......................................................................................................................
21
358
14.2.4 Technical Feasibility..............................................................................................................
21
14.2.5 Economic Feasibility..............................................................................................................
22
358

15. Working Group Financial operations...................................................................22
358
15.1 Working Group financial operation with treasury......................................................................22
360
15.2 Working Group financial operation with joint treasury.............................................................25
364

16. Signs of dominance tools for Working Group chair...........................................25
364
17. Revision of the IEEE 802 LMSC OM.....................................................................25
366

IEEE 802 LMSC Operations Manual, v24 Revised August 31, 2020

318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318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Page 2

.13

7.1.1 다른 표준 기관들에 대한 IEEE 802 LMAC 공개 성명....................................................... 343

.14

7.1.2 . 다른 표준 기관들에 대한 IEEE 802 LMAC 하위그룹 공개 성명........................................ 343

.14

7.2 정부 단체들에 대한 공개 성명 절차 ..................................................................................... 345

.14

7.2.1 정부기관들에 대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공개 성명 ........................................ 345

.14

7.2.2 정부기관들에 대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하위그룹 공개 성명 ........................... 345

15

8.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자금의 사용 ........................................................................... 345

16

9.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에 대한 절차...................................................................................... 347

. 16

9.1 IEEE-SA 표준심의회(IEEE-SA Standards Board) 승인 ........................................................ 347

. 16

9.2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승인................................................................................ 349

. 17

9.3 총회 검토 ...................................................................................................................... 349

. 17

9.4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의 철회 ....................................................................................... 351

17

10. 산업연결활동 설정문서(ICAID)들을 위한 절차 .......................................................................... 351

.17

10.1 IEEE-SA 표준심의회(IEEE-SA Standards Board) 승인 ....................................................... 351

. 18

. 18

18

19

20

20

. 20

. 20

. 21

. 21

10.3 총회 검토 ..................................................................................................................... 353
11. 신규 IEEE 802 LMSC 표준 간행물의 배포를 위한 정책 .............................................................. 353
12. 표준 초안을 전달하기 위한 조건부 승인에 대한 절차 .................................................................. 353
13. 공존 평가를 위한 절차 .......................................................................................................... 357
14. IEEE 802 표준개발을 위한 기준(CSD) .................................................................................... 357
14.1 프로젝트 절차 요구사항 .................................................................................................. 357
14.1.1 관리 대상들(Managed Objects) ................................................................................ 357
14.1.2 공존(coexistence) .................................................................................................. 357
14.2 5C 요구사항 ................................................................................................................ 357
14.2.1 폭넓은 시장 잠재력(Broad market potential) ............................................................. 357

. 21

14.2.2 호환성(Compatibility) ............................................................................................ 359

. 21

14.2.3 뚜렷한 정체성(Distinct Identity) .............................................................................. 359

. 21

14.2.4 기술적 실현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 .................................................................. 359

. 22

14.2.5 경제적 실현가능성(Economic Feasibility) ................................................................. 359

22

15. 작업그룹(WG) 재무 운영 ...................................................................................................... 359

.22

15.1 회계를 가진 작업그룹(WG)의 재무 운영 ............................................................................. 361

.25

15.2 공동 회계를 가진 작업그룹(WG)의 재무 운영 ...................................................................... 365

25

16. 작업그룹(WG) 의장을 위한 독점 징후 도구 .............................................................................. 365

25

17. IEEE 802 LMSC 운영 매뉴얼(OM)의 개정............................................................................... 367

6.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LMSC) 운영 매뉴얼

319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319

6.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LMSC) 운영 매뉴얼

. 21

10.2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승인 .............................................................................. 351

1. Introduction
The IEEE Project 802 (IEEE 802) LAN / MAN Standards Committee (LMSC) is the Standards
Committee for IEEE 802 Standards. It is referred to throughout this document as the IEEE 802
LMSC.1 Unless otherwise stated, when a signature is required on behalf of the IEEE 802 LMSC,
the IEEE 802 LMSC Chair provides that signature when authorized by the IEEE 802 LMSC.
Unless otherwise stated, the term Working Group indicates both IEEE 802 LMSC Working
Groups as well as IEEE 802 LMSC Technical Advisory Groups.
1.1 Suspension of the rules
Unless otherwise stated, none of the rules or requirements in this Operations Manual (OM) may
be suspended by vote of the IEEE 802 LMSC as would otherwise be allowed by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latest edition).
In case of an extraordinary external circumstance that prevents the ordinary conduct of business,
suspension or modification of any IEEE 802 LMSC Operations Manual procedure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is permitted subject to approval by a motion with 2/3 of IEEE 802 LMSC voting
members voting approve. Any suspension or modification by this process expires no later than
the 120 days after the approval of the motion.
1.2 Precedence of documents
The operation of the IEEE 802 LMSC is subject to regulations contained in a number of
documents, including this OM. The regulating documents are identified in the following list and
are given in their order of precedence from highest to lowest. If any two documents in this list
contain conflicting regulations, the conflict shall be resolved in favor of the document of higher
precedence. Note that the IEEE 802 LMSC P&P references other precedence documents.
IEEE 802 LMSC Policies and Procedures
IEEE 802 LMSC Operations Manual (this document)
IEEE 802 LMSC Working Group Policies and Procedures
IEEE 802 LMSC Chair’s Guidelines and EC Policies Decisions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latest edition) is the recommended guide for
parliamentary procedures not covered in the documents identified above.
1.3 IEEE 802 LMSC Chair’s Guidelines and EC Policy Decisions
In order to maintain some consistency of operation, the IEEE 802 LMSC Chair may maintain a
public document to be called the "IEEE 802 LMSC Chair's Guidelines and IEEE 802 LMSC
policy decisions". This document will give the reader a hint at how the IEEE 802 LMSC Chair
will be expected to deal with situations described therein. This is considered useful for recurring
situations and to avoid management which appears to be capricious. The scope of the document
is to be limited to matters of decision that are within the powers of the IEEE 802 LMSC Chair or
to record selected policy decisions decided by a vote of the IEEE 802 LMSC.
1

In previous documents, the IEEE 802 LMSC was also referred to as the Sponsor, IEEE 802
LMSC Executive Committee, or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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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IEEE 프로젝트 802(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LMSC: LAN/MAN Standards Committee)는 IEEE
802 표준들을 위한 표준위원회이다. 이 문서 전반에 걸쳐서 이 위원회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1로
명시된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서명이 필요할 때는 IEEE 802 LAN/
MAN 표준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이 이러한 서명을 제공한다.별도로
명기되지 않는 한 작업그룹(Working Group)이란 용어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작업그룹(WG) 및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기술자문그룹(Technical Advisory Group)을 통칭한다.

1.1 규정 유예
별도로 명기되지 않는 한 본 운영 매뉴얼(OM: Operations Manual)에 모든 포함된 규정이나 요구 사항들은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최신판)에 의해 허용되는 것처럼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 의결에 의해 유예될 수 없다.
비정상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운영
매뉴얼의 절차에 대한 특정 기간 동안의 유예나 변경은 해당 동의안(motion)이 IEEE 802 LAN/MAN 표준위원
회 투표회원 2/3의 찬성투표에 의해 승인될 경우 허용된다. 이 절차에 따른 모든 유예나 변경은 동의안이 승인된
시점으로부터 120일 이내에 만료된다.

1.2 문서의 우선순위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운영은 본 운영 매뉴얼을 포함한 다수의 문서에 포함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관련 규정 문서는 아래의 목록에 나와 있으며 우선순위별로 가장 높은 것부터 가장 낮은 것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 목록의 어떤 두 문서가 서로 상충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문서에 유리하게 해
결돼야만 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P&P는 다른 우선순위 문서를 참조한다는 점에 주의한다.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최신판)는 위에 나열한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 의사 진행 절차 문제에
대한 권장 지침이다.

1.3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 지침 및 집행위원회 정책 결정

a

r
ng
nt
or

운영의 일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은 “IEEE 802 LAN/MAN 표준
위원회 의장 지침 및 집행위원회 정책 결정”이라고 불리는 공개문서를 관리할 수 있다. 이 문서는 독자에게 이 문서
에 기술된 상황에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 이러
한 내용은 반복되는 상황과 변덕스러워 보이는 관리를 피하기 위해 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문서의 적용 범위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의 권한 내에 있는 결정의 문제나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투표
에 따라 결정된 선정된 정책 결정의 기록에 한정된다.

이전 문서에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는 스폰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혹은
EC로 언급되기도 했다.

1

6.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LMSC) 운영 매뉴얼

321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321

6.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LMSC) 운영 매뉴얼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정책 및 절차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운영 매뉴얼(본 문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작업그룹 정책 및 절차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 지침 및 집행위원회 정책결정

2. Common abbreviations
The following abbreviations are used in this OM.
ICAID
ICCom
IEEE
IEEE 802 LMSC
IEEE-SA
LAN
LMSC
MAN
PAR
P&P

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Initiation Document
Industry Connections Committ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Project 802 LAN/MAN Standards Committee
IEEE Standards Association
local area network
LAN/MAN Standards Committee
metropolitan area network
project authorization request
policies and procedures

3. IEEE 802 LMSC organization
The IEEE 802 LMSC has grown significantly from the original IEEE Project 802 that was its
origin, but because of its roots and the family of standards it has developed; it is also widely
known as “IEEE 802”. The terms “IEEE 802 LMSC” and “IEEE 802 LMSC Standards” will be
used in this OM.
The IEEE 802 LMSC has reporting requirements to the Standards Activity Board of the IEEE
Computer Society (see Figure 1). IEEE 802 LMSC is governed by rules that are intended to
minimize overlap and conflict between standards and to promote commonality and compatibility
among the family of IEEE802 LMSC standards. IEEE802 LMSC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re developed within a Working Group (see Figure 2).
Further details of the organization and officers of the IEEE 802 LMSC are provided in Clause 4
of this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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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 약어
본 운영 매뉴얼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어가 사용된다.
ICAID:
ICCom:
IEEE:
IEEE 802 LMSC:
IEEE-SA:
LAN:
LMSC:
MAN:
PAR:
P&P:

산업연결활동 설정문서
산업연결위원회
미국전기전자학회
IEEE 프로젝트 802 LAN/MAN 표준위원회
IEEE 표준협회
근거리 통신망
LAN/MAN 표준위원회
도시권 통신망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정책 및 절차

3.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조직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는 그 기원이었던 원래 IEEE 프로젝트 802로부터 시작하였으나, 그 근원과 개
발한 표준 계열(the family of standards)로 인해서 크게 성장하였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는 또한
“IEEE 802”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운영 매뉴얼에서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와 “IEEE 802 LAN/
MAN 표준위원회 표준"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것이다.

ity
ed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는 IEEE 컴퓨터 소사이어티의 표준활동위원회(SAB)에 대한 보고 요구사항을
갖고 있다(그림 1 참조).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는 표준 사이의 중첩과 상충됨을 최소화하고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표준의 계열 사이에서 공통점과 호환성을 촉진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표준과 권고실용서는 작업그룹(WG) 내에서 개발된다(그림 2 참조).

4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조직과 담당관들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4항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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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EEE 802 LMSC groups
All Working Groups shall use the individual method, as defined in the IEEE 802 LMSC Policies
and Procedures.
4.1 The IEEE 802 LMSC
4.1.1 Function
The function of the IEEE 802 LMSC is to oversee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in the
following ways:
a) Charter PAR Study Groups (Standards Committee and Working Group), Working
Groups, and Technical Advisory Groups.
b) Provide procedural and, if necessary, technical guidance to the Working Groups and
Technical Advisory Groups as it relates to their charters.
c) Oversee Working Group and Technical Advisory Group operations to ensure that it is
within the scope of IEEE 802 LMSC, and its established charter.
d) Examine and approve Working Group draft standards for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and submission to RevCom, and for conformance with the approved Project
Authorization Request (PAR) and Criteria for Standards Development (CSD) documents.
e) Consider complaints of Working Group and Technical Advisory Group.
f) Approve press releases and other external communications.
g) Manage IEEE 802 LMSC logistics, e.g., concurrent Working Group and Technical
Advisory Group meetings, finances, etc.
h) Oversee formation of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groups and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process.
4.1.2 Voting rules
All IEEE 802 LMSC approvals on motions to progress or establish a project or PAR Study
Group require explicit vote counts (Yes/No/Abstain) to be reported by the originating subgroup.
At times, it may become necessary for the IEEE 802 LMSC to render a decision that cannot be
made prior to the close of one plenary but must be made prior to the opening of the following
plenary. Such decisions may be made using electronic balloting. Provision shall be made for the
participants in IEEE 802 LMSC activities to observe and comment on IEEE 802 LMSC
electronic ballots. All comments from those who are not Voting Members of the IEEE 802
LMSC shall be considered. Commenters who are not Voting Members of the IEEE 802 LMSC
are urged to seek a Voting Member of the IEEE 802 LMSC (normally their Working Group or
Technical Advisory Group Chair) to include the viewpoint of the commenter in their vote.
The IEEE 802 LMSC Chair, or a IEEE 802 LMSC member designated by the IEEE 802 LMSC
Chair (usually a Vice Chair), shall determine the duration of the ballot, issue the ballot by e-mail
and tally the votes after the ballot is closed. IEEE 802 LMSC Voting Members shall return their
vote and comments by e-mail.
The minimum duration of an electronic ballot shall be 10 days2. For urgent matters once
sufficient response is received to clearly decide a matter, the ballot may be closed early. This
2

Throughout this document,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term “day” refers to a 24 hour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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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그룹
모든 작업그룹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정책과 절차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각자의 방법을 시용해야만
한다.

4.1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4.1.1 기능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감독하는 것이다.
a)
b)
c)
d)

ts.

he

C

C
ail
ir

h)

4.1.2 투표 규정
모든 프로젝트나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 연구그룹의 진행이나 설립을 위한 동의안에 대한 IEEE 802 LAN/
MAN 표준위원회의 승인은 해당 하위그룹(originating subgroup)으로부터의 명시적인 투표 결과(찬성/반대/
기권)에 대한 보고를 필요로 한다.
때때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는 현재의 총회(Plenary)가 끝나기 전에 결정을 내릴 수 없으나 다음
총회의 개최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전자 투표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참가자에게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전
자 투표를 참관하고 의견(Comments)을 낼 수 있도록 규정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
원회의 투표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부터의 모든 의견은 검토되어야만 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투표 회원이 아닌 의견제공자들은 이러한 의견의 관점이 투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IEEE 802 LAN/MAN 표준위
원회 투표 회원(통상적으로 해당 작업그룹이나 기술 자문그룹의 의장)을 접촉할 것이 촉구된다.IEEE 802 LAN/
MAN 표준위원회 의장이나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이 지명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원(통상 부의장)은 투표 기간을 결정하고 이메일을 통해 투표를 공지하고 투표가 완료된 후 투표 결과를 집계
해야만 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투표 회원은 투표와 의견을 이메일을 통해 회신해야만 한다.
전자 투표의 최소 기간은 10일2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긴급한 사안의 경우, 문제를 명확히 결정할 만큼 충분한
응답이 접수되면 투표를 조기에 마감할 수 있다.

od.
2

본 문서 전체를 통틀어 별도로 명기되지 않는 한 “일”은 24시간의 기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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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g)

PAR 연구그룹(표준위원회 및 작업그룹), 작업그룹(WG)과 기술자문그룹 (TAG)의 설립을 인가한다.
작업그룹(WG)과 기술자문그룹(TAG)의 헌장과 관련이 있는 절차적 지침과 필요할 경우에는 기술적 지침
을 작업그룹(WG)과 기술자문그룹(TAG)에 제공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업무영역과 이의 수립된 헌장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작업그룹
(WG)과 기술자문그룹(TAG)의 운영을 감독한다.
작업그룹의 표준 초안에 대해 표준협회 투표(SA Ballot) 및 표준검토위원회(RevCom) 제출, 그리고 승인
된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 및 표준개발기준(CSD: Criteria for Standards Development) 문서와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작업그룹(WG)과 기술자문그룹(TAG)의 불만사항을 검토한다.
보도 자료와 그 밖의 외부와의 소통을 승인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관리업무(logistics), 예를 들어 작업그룹(WG)과 기술자문그룹(TAG)
회의의 동시 개최, 재무 등을 관리한다.
표준협회 투표(SA Ballot)그룹의 구성과 표준협회 투표(SA Ballot) 과정을 감독한다.

allows a decision to be reached in less than 10 days. Ballots where the possibility of an early
close exists must be clearly marked accordingly. Otherwise, the tally of votes shall not be made
until at least 24 hours after the close of the ballot to allow time for delivery of the e-mail votes.
If at the end of the ballot insufficient votes have been received to pass the ballot, the ballot fails.
The motion and tally of any email votes since the last IEEE 802 LMSC meeting shall be
included in the minutes of the next IEEE 802 LMSC meeting.
4.1.3 Meetings
IEEE 802 LMSC meetings are open to observers. However, some meetings may occur in
Executive, as described in the “Executive Session” subclause of the IEEE Project 802 LMSC
Policies and Procedures. An open discussion or acknowledgement of a request to participate in a
particular discussion is determined by the IEEE 802 LMSC Chair.
The IEEE 802 LMSC meets in-person during plenary sessions. At the discretion of the Chair,
between plenary sessions, meetings via electronic means may be scheduled.
4.1.4 Procedure for limiting the length of the IEEE 802 sponsor meetings
a) The reports from the Working Groups and Technical Advisory Groups should deal
primarily with issues related to IEEE 802 LMSC as a whole or inter-group coordination.
Reports of those items that will be covered in the plenary meeting should be minimized.
b) The maker of the motion, after the motion has been seconded, has up to five minutes to
explain the motion and to answer questions about it.
c) Each IEEE 802 LMSC member has two minutes of uninterrupted time to state an opinion
about the motion. It is not necessary that all two minutes be used.
d) The opening IEEE 802 LMSC meeting shall start at 8:00 a.m. and end no later than 10:30
a.m. on Monday morning and the closing IEEE 802 LMSC meeting shall start at 1:00
p.m. and shall end no later than 6:00 p.m. on Friday of the plenary session.
e) If the IEEE 802 LMSC so modifies a Working Group’s motion that the Working Group
Chair believes the Working Group membership may no longer support the revised motion
then the Working Group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to reconsider what action it
wishes to take and present it to the IEEE 802 LMSC at the next IEEE 802 LMSC
meeting. This action can be accomplished by a Privileged Non-debatable “Request to
Defer Action” made by the affected Working Group Chair which will automatically cause
all action on the motion to be deferred until the next regular IEEE 802 LMSC meeting.
4.2 IEEE 802 LMSC Working Groups
The function and operation of Working Groups is described in the IEEE 802 LMSC Working
Group Policies and Procedures.
Revised drafts approved in subsequent Working Group letter ballot for forwarding to a Standards
Association recirculation ballot do not require IEEE 802 LMSC approval for forwarding.
The chair of a hibernating Working Group shall maintain a list of experts that are available to
answer questions and provide clarification about the standards and/or recommended practices
generated by the Work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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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10일이 되지 않아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는 투표는 그에 따라 명확하게 표기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 투표를 전달하기 위한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투표가 마감된 후에 최소한 24시
간이 될 때까지 투표 집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투표의 종료 시점에 투표가 통과되기에 부족한 투표가 수신되었을 때는 해당 투표는 실패한 것으로 한다. 마
지막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의 이후의 이메일 투표 동의안과 투표 결과 집계는 차기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의록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4.1.3 회의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의는 참관자에게 개방된다. 그러나 일부 회의는 IEEE 프로젝트 802 LAN/
MAN 표준위원회 정책 및 절차의 “집행 회의(Executive Session)” 하위 조항에 명기된 바와 같이, 집행회의로
개최될 수 있다. 특정 논의에 대한 참가 요청의 승인이나 공개 논의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이
결정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는 전체 회의 기간 중에는 대면 회의를 진행한다. 총회 사이에는 의장의 재량
에 의하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회의를 계획할 수 있다.

4.1.4 IEEE 802 스폰서 회의 기간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
a)

on

b)

30

c)

use

rds

d)
e)

4.2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작업그룹(WG)
작업그룹(WG)의 기능과 운영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작업그룹 정책 및 절차에 기술되어 있다.
표준협회(SA) 재회람 투표로 전달하기 위해 후속 작업그룹(WG) 서신투표에서 승인된 개정된 초안은 전달을 위
해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휴지 중인 작업그룹(WG)의장은 작업그룹
(WG)이 생성한 표준 및/또는 권고실용서에 관하여 질문에 답변하고 해명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목록을 유지해
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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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그룹(WG)과 기술자문그룹(TAG)이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주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전
체 혹은 그룹간 조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총회에서 다뤄질 이러한 항목들에 관한 보고서는 최
소화되어야 한다.
동의안(Motion)에 대한 재청(seconded)이 있은 후에 이 동의안을 만든 사람은 최대 5분 동안 이 동의안
을 설명하고 그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각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원은 2분 동안 방해를 받지 않고 동의안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분을 전부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회의 개막 회의는 월요일 오전 8:00에 시작해서 오전 10:30분 이전
에 종료해야만 하고 폐막 회의는 금요일 오후 1:00에 시작해서 늦어도 오후 6:00까지는 종료해야만 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가 작업그룹(WG)의 동의안을 수정한 결과로 작업그룹(WG)의 의장이
작업그룹(WG)의 회원이 더 이상 개정된 동의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작업그룹(WG)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취하고자 하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고려하고 이를 차기 IEEE 802 LAN/MAN 표준
위원회 회의에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에 발표할 기회를 제공되어야 한다. 이 조치는 관련된
작업그룹(WG) 의장에 의해서 논쟁금지특권(Privileged Non-Debatable)을 갖는 “조치 연기 요청
(Request to Defer Action)”으로 실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동의안에 대한 모든 조치는 자동적으로
다음 정기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의까지 연기된다.

Inquiries concerning the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of a hibernating Working Group
shall be directed to the chair of the hibernating Working Group. The chair shall attempt to
resolve the inquiry using the core of experts, as necessary. If the chair is unable to resolve the
inquiry, the chair may petition the IEEE 802 LMSC to reactivate the Working Group.
4.3 PAR Study Groups
4.3.1 PAR Study group operation
Unless otherwise stated, PAR Study Group in this document refers to any PAR Study Group,
whether formed as a subgroup of IEEE 802 LMSC (Standards Committee PAR Study Group) or
as a subgroup of a Working Group or Technical Advisory Group (Working Group PAR Study
Group).
Progress of each PAR Study Group shall be presented at the closing IEEE 802 LMSC of each
IEEE 802 LMSC Plenary Session by the appropriate Working Group, Technical Advisory
Group, or Standards Committee PAR Study Group Chair. PAR Study Groups may elect officers
other than the Chair, if necessary. Because of the limited time duration of a PAR Study Group,
no letter ballots are permitted.
The election of a Standards Committee PAR Study Group Vice Chair is subject to confirmation
by the IEEE 802 LMSC.
4.3.2 Voting at PAR Study Group meetings
Any person attending a PAR Study Group meeting may vote on all motions (including
recommending approval of a PAR). A vote is carried by 75% of those present and voting
Approve or Disapprove.
4.4 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operations
The 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shall operate either as
•

a subgroup of the Working Group to which the IEEE 802 LMSC delegates the activity, or

•

a subgroup of the IEEE 802 LMSC

Approval of the subgroup requires a majority vote, as indicated in “Actions requiring approval
by a majority vote” subclause (7.1.1) of the IEEE 802 LMSC Policies and Procedures.

5. IEEE 802 LMSC sessions
There is no membership requirement for attendance at an IEEE 802 LMSC plenary session or an
interim session of an IEEE 802 LMSC subgroup; they are open forums. However, anyone who
attends any portion of a technical meeting that is part of an IEEE 802 LMSC plenary session or
an interim session of an IEEE 802 LMSC subgroup is obligated to comply with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the session.
For the purposes of this OM, a technical meeting is defined as, but is not limited to, any meeting
of a Working Group, Technical Advisory Group, PAR Study Group, any of their subgroups, or
any call for interest at an IEEE 802 LMSC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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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중인 작업그룹(WG)의 표준 및 권고실용서에 관한 문의는 휴지 중인 작업그룹(WG)의 의장에게 보내야만 한
다. 의장은 필요에 따라 핵심 전문가를 이용하여 해당 문의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야만 한다. 의장이 문의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은 작업그룹(WG)를 활성화시키도록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에게 청원할 수 있다

4.3 PAR 연구그룹
4.3.1 PAR 연구그룹 운영

or

ers

n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이 문서의 PAR 연구그룹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하위그룹으로 구성(표준
위원회 PAR 연구그룹)되었거나 작업그룹(WG)이나 기술자문그룹(TAG) 하위그룹으로 구성(작업그룹 PAR 연구
그룹)된 모든 PAR 연구그룹을 지칭한다.
해당하는 작업그룹(WG), 기술자문그룹(TAG) 혹은 표준위원회 PAR 연구그룹의 의장은 매 IEEE 802 LAN/
MAN 표준위원회 총회의 폐막 회의에서 각 PAR 연구그룹의 진행상황을 발표해야만 한다. PAR 연구그룹은 필
요에 따라 의장 외의 담당관을 선출할 수 있다. PAR연구그룹의 제한된 지속 기간 때문에 서신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표준위원회 PAR 연구그룹의 부의장 선출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승인 사항이다.

4.3.2. PAR 연구그룹 회의에서의 투표
PAR 연구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동의안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PAR에 대한 승인 권고 포함).
투표는 참석하여 승인 또는 비승인으로 투표한 사람의 75%에 의해 결정된다.

4.4 산업연결활동(Industry connection activity) 운영

an

r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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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산업연결활동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로 운영되어야만 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가 활동을
위임한 작업그룹(WG)의 하위그룹 혹은

•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하위그룹

하위그룹에 대한 승인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정책 및 절차의 “다수결 투표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하는 항목들” 하위조항(7.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수결 투표를 필요로 한다.

5.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의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회나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하위그룹의 임시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회원 자격 요구사항은 없다. 이들은 공개 포럼이다. 하지만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회나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하위그룹의 임시 회의의 일부인 기술 회의의 어떤 부분에 참석하는 사람은 해
당 총회나 임시 회의에 대한 등록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한다.
본 운용 매뉴얼의 목적을 위하여, "기술 회의(technical meeting)"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작업그
룹(WG), 기술자문그룹(TAG), PAR 연구그룹, 이들의 하위그룹 또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의에
서의 CFI(Call For Interest)의 모든 회의로 정의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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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ctive Working Groups shall meet during each IEEE 802 Plenary Session. All Working
Group meetings during each Plenary Session shall be exclusively in-person. Additionally, IEEE
802 LMSC Working Groups and Technical Advisory Groups are allowed to have electronic
meetings to make decisions between Plenary Sessions, but such meetings do not count for
participation credit.
The Working Group Chair may designate specific individual experts who are allowed to
participate in Working Group discussions via electronic means during a face-to-face meeting for
the benefit of the group. These individuals are not considered to be attending the meeting and so
they are not required to pay meeting fees and they do not get participation credit. The
participation of these individuals should be limited to specific technical topics. Such participation
shall be documented in the minutes of the Working Group meeting.
5.1 Plenary sessions
Plenary sessions are the primary LMSC sessions. All active IEEE 802 LMSC Working Groups
hold their plenary sessions during IEEE 802 LMSC plenary sessions.
IEEE 802 LMSC may collect fees, usually a registration fee, from all attendees of any portion of
any technical meeting that is a part of an IEEE 802 LMSC plenary session to cover the expenses
of the plenary session and the expenses of operating IEEE 802 LMSC.
5.1.1 IEEE 802 LMSC plenary
The IEEE 802 LMSC plenary session consists of optional IEEE 802 LMSC plenary meetings,
IEEE 802 LMSC meetings, and Working Group meetings. The plenary session may also offer
tutorial programs. If tutorials are offered on Monday, other meetings of IEEE 802 LMSC
subgroups shall not be scheduled to overlap with the time of the tutorial programs. The plenary
meeting is a meeting of individuals interested in 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 standards.
The function of the plenary meeting is information dissemination. The IEEE 802 LMSC Chair
sets the agenda for IEEE 802 LMSC plenary meetings and may chose not to hold the meeting if
there are no items for the agenda.
Each Working Group, Technical Advisory Group, and Standards Committee PAR Study Group
Chair shall provide a status report to the Recording Secretary no later than one week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losing IEEE 802 LMSC meeting. This status report shall include a description
of the progress made during the week, as well as plans for further work and future meetings. The
Recording Secretary shall post these status reports on the IEEE 802 LMSC web page no later
than two weeks after the close of the plenary session.
The plenary meeting is conducted by the IEEE 802 LMSC Chair or a designated delegate.
5.1.2 IEEE 802 LMSC plenary venue selection
The rules in this subclause may be suspended by 2/3 vote of the IEEE 802 LMSC.
The Executive Secretary presents proposed plenary venues to the IEEE 802 LMSC. Proposed
plenary venues shall consist of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Each year there shall be at least
one plenary that is both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the North American continent.
The venue and date for each plenary session shall be approved by the IEEE 802 LMSC prior to
signing venue-related commitments on behalf of the IEEE 802 LM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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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그룹(WG)의장은 그룹의 이익을 위해 대면 회의 중에 특정한 개인 전문가를 지정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
업그룹 회의에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은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이에 따라 회의 참가
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참가 크레딧도 부여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인의 참여는 특정한 기술적 주제에 한정되
도록 권고된다. 이러한 참여는 작업그룹 회의록에 기록되어야만 한다.

5.1 총회(Plenary sessions)
총회는 기본적인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의이다. 모든 활동 중인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작업그룹(WG)들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회 중에 자신의 총회를 연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운영비와 총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
여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회의 일부인 기술 회의에 일부라도 참석하는 모든 참석자로부터 보통 등
록비 형태로 회비를 받을 수 있다.

5.1.1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회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세션은 선택적인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회, IEEE 802 LAN/
MAN 표준위원회 회의, 그리고 작업그룹(WG) 회의로 구성된다. 총회에서 튜토리얼(tutorial)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도 있다. 만약 튜토리얼이 월요일에 제공된다면,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하위그룹의 다른 회의들
은 튜토리얼 프로그램의 일정과 중복되게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 총회는 LAN과 MAN 표준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
의 회의이다. 총회의 기능은 정보 보급이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은 IEEE 802 LAN/MAN 표준
위원회 총회의 의제를 설정하고 만약 의제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경우 총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각 작업그룹(WG), 기술자문그룹(TAG) 그리고 표준위원회 PAR 연구그룹의 의장은 IEEE 802 LAN/MAN 표준
위원회 폐막 회의 종결 후 1주일 내에 기록간사(Recording Secretary)에게 상태 보고서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
상태 보고서에는 추가 작업 및 향후 회의에 대한 계획과 함께 주중에 이루어진 진행상황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야만 한다. 기록간사는 총회가 끝난 후 2주일 이내에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웹 페이지에 이 상태 보
고서를 올려야만 한다.
총회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이나 지정된 대리인이 진행한다.

5.1.2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회 회의장 선정
본 하위 조항의 규정은 IEEE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2/3 투표에 의해 유예될 수 있다.
집행간사(Executive Secretary)는 총회 회의 장소들에 대한 제안을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에 제출한
다. 제안된 총회 회의 장소들은 전세계의 다른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한다, 매년 최소 하나 이상의 총회는
미국과 북미 대륙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되어야만 한다.
각 총회 세션의 회의 장소와 날자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를 대신해 회의장 관련된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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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활동 중인 작업그룹(WG)은 각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회 기간 중에 회의를 가져야만 한다. 각
총회 기간 중에 열리는 모든 작업그룹(WG)회의는 대면 회의로만 이루어져야만 한다. 추가적으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작업그룹(WG)과 기술자문그룹(TAG)은 총회 사이 기간에 결정을 위하여 전자적인 회의
를 개최하는 것이 허용되나 이러한 회의는 참가 크레딧(participation credit) 부여 대상이 아니다.

Venue contracts are negotiated by the Executive Secretary or an individual selected by the
Executive Secretary and affirmed by the IEEE 802 LMSC Chair. The venue contract summary is
presented for approval to the IEEE 802 LMSC. Upon approval of the IEEE 802 LMSC, the
IEEE 802 LMSC Executive Secretary submits the venue contract(s) to the IEEE procurement
office to formally execute the contract.
5.2 Interim sessions
In addition to plenary sessions, IEEE 802 LMSC Working Groups and Working Group subgroup
may hold interim sessions. An interim session may be for a single Working Group or Working
Group subgroup or it may be a joint interim session for any combination of Working Groups, and
subgroups.
Interim sessions shall have:
a) Reasonable notification (greater than 30 days) in addition to any announcement given at a
Plenary session, and
b) Few last minute shifts in location (much less than 1 per year).
5.2.1 Interim session hosts
Each interim session and joint interim session shall have a Host. The Host is the entity that is
responsible for the financial and logistical planning, and preparation for and execution of the
session.
An interim session or joint interim session may be hosted by the IEEE 802 LMSC, a Working
Group operating with treasury, several Working Groups operating with a joint treasury, or a nonIEEE 802 LMSC entity. Working Groups and Working Group subgroups not authorized to
operate with treasury shall not host an interim session.
Alternatively, an interim session or joint interim session may be co-hosted (jointly hosted) by
any combination of Working Groups operating with treasury, Working Groups operating with a
joint treasury, and a non-IEEE 802 LMSC entities. Each of the entities co-hosting an interim
session (Co-hosts) shall have approved a written agreement stating the responsibilities and
liabilities of each Co-host and the disposition of any surplus funds before any financial
commitments are made for the co-hosted session. When an interim session is co-hosted, the term
Host means all of the Co-hosts as a single entity.
The Host may contract with meeting planners and/or other entities to assist it in hosting the
session.
The responsibilities, authorities, and liabilities of a Host are defined in the following list.
a) The Host is solely responsible for the finances and the logistical planning, preparation for
and execution of the session.
b) The Host will consult and coordinate with the Chair(s) of the Working Group(s) or
Working Group subgroup(s) participating in the session on the financial and logistical
planning, and preparation for and execution of the session.
c) The Host is solely responsible for all contracts and agreements that are for goods and/or
services exclusively for the session.
d) The Host is solely responsible for collecting the fees, if any, from attendees and for
paying the session expenses including any penalties.
IEEE 802 LMSC Operations Manual, v24 Revised August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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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장소에 대한 계약은 집행간사나 집행간사가 선정하고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에 의해 확인된
개인에 의해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회의 장소에 대한 계약에 대한 요약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승
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승인인 완료되면 IEEE 802 LAN/MAN 표준위원
회 집행간사는 회의장 계약(들)을 IEEE 조달(procurement) 부서에 제출해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5.2 임시 회의(Interim sessions)
총회 외에도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작업그룹(WG) 또는 작업그룹(WG) 하위그룹은 임시 회의를 열
수 있다. 임시 회의는 단일의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작업그룹(WG) 또는 작업그룹(WG) 하위그룹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작업그룹(WG), 및 작업그룹(WG) 하위그룹들의 모든 조
합에 대한 공동 임시 회의일 수도 있다.
임시 회의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져야만 한다:
a)

총회에서 제공된 모든 안내 사항 외 적절한 회의 일시 통지(30일 이상)와

b)

마지막 순간에 장소를 바꾸는 일이 거의 없도록 하는 것(1년에 한 번보다도 훨씬 적게)

5.2.1 임시 회의 주최자
각 임시 회의와 공동 임시 회의에는 주최자가 있어야만 한다. 주최자는 재무 및 로지스틱에 대한 계획과 회의의
준비 및 실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엔티티이다.

on-

a

for

r

되는 몇 개의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작업그룹(WG), 또는 비-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엔
티티들은 임시 회의 또는 공동 임시 회의를 주최할 수 있다. 회계를 가지고 운영되도록 인가되지 않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작업그룹(WG) 또는 작업그룹(WG) 하위그룹은 임시 회의를 주최해서는 안 된다.
또는, 회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작업그룹(WG), 공동 회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작업그룹(WG), 그리고 비-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엔티티가 조합하여 임시 회의나 공동 임시 회의를 함께 주최(공동 주최)할 수 있다.
임시 회의를 공동 주최하는 각 엔티티(공동 주최자)는 공동 주최된 회의에 대하여 재무 관련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잉여 자금의 처분과 각 공동 주최자의 책임 및 의무를 기술하는 서면 협약서를 승인했어야만 한다. 임
시 회의가 공동으로 주최될 때 주최자라는 용어는 모든 공동 주최자들을 하나의 엔티티로서 의미한다.
주최자는 회의를 주최하는 데 도움이 될 회의 계획자 및/또는 그 밖의 엔티티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주최자의 책임, 권한 및 의무는 다음 목록에 정의되어 있다.
a)

주최자는 단독으로 재무 및 로지스틱 계획, 회의의 준비와 실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b)

주최자는 재무 및 로지스틱 계획, 회의의 준비와 실행에 관하여 회의에 참여하는 작업그룹(WG) 또는 작업
그룹(WG)의 하위그룹의 의장에게 상의하고 이들과 조율한다.

c)

주최자는 회의 전용인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d)

주최자는 참석자로부터 회비를 받을 경우 회비를 수금하고 벌금을 포함하여 회의 비용을 지불할 책임을 단
독으로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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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계(treasury)를 가지고 운영되는 작업그룹(WG), 공동 회계를 가지고 운영

e) The Host is solely responsible for any session deficit and the disposition of any session
surplus funds.
5.2.2 Interim session fees
The Host of an interim session may collect fees from all attendees of any part of any technical
meeting that is part of the session. The fees, usually a registration fee, shall be used to cover the
direct expenses of the session and, in some cases, may also be used to cover other Working
Group operating expenses. The “direct expenses” of a session are those expenses, including
penalties, that are incurred for goods and/or services that are completely consumed by the
planning, preparation for and/or execution of the session.
If a Working Group operating with treasury, or several Working Groups operating with a joint
treasury, are the Host of an interim or joint interim session, any fees collected from attendees
should be deposited respectively in the Working Group treasury or joint treasury. If several
Working Groups operating with treasury and/or several groups of Working Groups operating
with joint treasury co-host a joint interim session, any fees collected from attendees should be
deposited in the bank account of one of the co-hosting Working Groups, as specified in the cohosting agreement.
If a Working Group operating with treasury hosts or co-hosts an interim session for only itself, or
several Working Groups operating with a single joint treasury host or co-host a joint interim
session for only themselves, the collected fees, if any, may also be used to cover other operating
expenses of the participating Working Group(s).
If a Working Group operating with treasury hosts or co-hosts a joint interim session for itself or
its subgroups and organization units from other Working Group(s), or several Working Groups
operating with a joint treasury host or co-host a joint interim session for themselves or their
subgroups and organization units from other Working Groups, the collected fees, if any, may
also be used to cover other operating expenses of the hosting Working Group(s) if, and only if,
the fees for the session are agreed to by the Chair(s) of all of the Working Group(s) with an
organization unit participating in the session. An “organization unit” of a Working Group is
defined as the Working Group itself or any of its subgroups.
5.2.3 Interim session financial reporting
A report is not required if the Working Group was not the Host of the session and the following
requirements were met:
a) The Host complied with the definition of a host in subclause 5.2.1 of this OM
b) The Working Group its subgroups and its officers had no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session including any deficit or penalties
c) The Working Group its subgroups and its officers did not handle or exercise any control
over any funds either received for the session or disbursed to pay the expenses of the
session including penalties
d) The Working Group, its subgroups and its officers did not exercise any decision authority
over the disposition of any surplus funds from the session
e) The Working Group, its subgroups and its officers had no control over or beneficial
interest in any surplus funds from the session

IEEE 802 LMSC Operations Manual, v24 Revised August 31, 2020

336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336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Page 9

e)

주최자는 회의 잉여 자금의 처분과 회의 적자에 대한 책임을 단독으로 진다.

5.2.2 임시 회의 회비

e

임시 회의의 주최자는 임시 회의의 일부인 모든 기술 회의의 일부라도 참석한 모든 참석자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대개 등록비인 이 회비는 회의의 직접 비용을 감당하는 데 사용되어야만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그룹
(WG)의 다른 운영 비용을 감당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회의의 "직접 비용"은 회의의 계획, 준비 및/또는 실행
에 의해 완전히 소비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다.
회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작업그룹(WG)이나 공동 회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몇 개의 작업그룹(WG)이 임시 또는
공동 임시 회의의 주최자라면 참석자로부터 징수한 회비는 각 작업그룹(WG) 회계나 공동 회계에게 예금되어야
한다. 회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몇몇 작업그룹(WG) 및/또는 공동 회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몇몇 작업그룹(WG)이
임시 회의를 공동 주최한다면, 참석자로부터 징수한 회비는 공동 주최 협약에 규정된 대로 공동으로 주최하는 작
업그룹(WG) 중의 하나의 은행 계좌에 예금되어야 한다.회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작업그룹(WG)이 자신만을 위하
여 임시 회의를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하거나 단 하나의 공동 회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몇몇 작업그룹(WG)이 자신

or

들만을 위하여 공동 임시 회의를 주최하거나 공동 주최하는 경우, 징수된 회비가 있다면, 이는 참여하는 작업그
룹(WG)의 다른 운영 비용을 감당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도 있다.

g

r
s

회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작업그룹(WG)이 자신만을 위해서나 자신의 하위그룹 및 다른 작업그룹(WG)의 조직 단
위를 위해 공동 임시 회의를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하거나, 공동 회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몇몇 작업그룹(WG)이 자
신들만을 위해서나 자신들의 하위그룹과 다른 작업그룹(WG)의 조직 단위를 위해서 공동 임시 회의를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하는 경우에는, 징수된 회비가 있다면, 회의에 참가하는 조직단위와 함께 모든 작업그룹(들) 의장(들)이
회의 비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를 주최 작업그룹(WG)의 다른 운영 비용을 감당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작업
그룹(WG)의 "조직 단위"는 작업그룹(WG) 자신이나 그 하위그룹으로 정의된다.

작업그룹(WG)이 해당 회의의 주최자가 아니었고 다음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면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g
a)

주최자가 본 운영 매뉴얼 조항 5.2.1의 주최자의 정의와 부합한다.

b)

작업그룹(WG), 이의 하위그룹 그리고 이들의 담당관이 해당 회의에 대해 모든 적자나 벌금 등을 포함한

e

ol

아무런 재무적인 책임도 지지 않았다.
c)

작업그룹(WG), 이의 하위그룹 그리고 이들의 담당관이 회의를 위하여 징수된 자금과 벌금을 포함하는 회
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지급된 자금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

d)

작업그룹(WG), 이의 하위그룹 그리고 이들의 담당관이 회의에서 나온 잉여 자금의 처분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거나 행사하지 않았다.

ity
e)

작업그룹(WG), 이의 하위그룹 그리고 이들의 담당관이 회의에서 나온 잉여 자금에 대한 통제나 수익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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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임시 회의 재무 보고

In all other cases where fees were collected for interim sessions, a Working Group shall prepare
and submit all financial reports required by IEEE, IEEE-SA, Computer Society and IEEE 802
LMSC regulations.
5.3 IEEE 802 LMSC Administrative Policies
The IEEE 802 LMSC may hold meetings to decide administrative related issues. The following
items are considered to be administrative:
a) Approval of contacts for suppliers or meeting venues.
b) Approval of expenditures
Except as indicated in this subclause, the same rules apply to administrative meetings as to
meetings held to decide standards related issues.
Meetings to consider administrative issues shall be announced at least 1 week in advance.
5.4 Registration policy
In order for an individual to become registered for a given IEEE 802 LMSC plenary or interim
session of an IEEE 802 LMSC subgroup, the individual shall:
a) Have complied with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all previously attended IEEE 802
LMSC plenary sessions and interim sessions of IEEE 802 LMSC subgroups, including
payment of any required registration fees, and
b) Have completed a valid registration for the session in question, including payment of any
required registration fee.
An individual who attends any portion of a technical meeting that is part of an IEEE 802 LMSC
plenary session or an interim session of an IEEE 802 LMSC subgroup is obligated to comply
with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that session.
An individual who attends any portion of a technical meeting that is part of an IEEE 802 LMSC
plenary session or an interim session of an IEEE 802 LMSC subgroup but does not comply with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that session, and further has not complied with those
requirements within 60 days after the end of the session, including payment of any required
registration fees,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sanctions:
i. No participation credit will be granted for said session.
ii. Any participation credit acquired before said session toward membership in any IEEE
802 LMSC group is revoked.
iii. Membership in any IEEE 802 LMSC group is terminated.
iv. No participation credit will be granted for attendance at any subsequent IEEE 802 LMSC
session until the individual has complied with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all
previously attended IEEE 802 LMSC sessions by the start of said subsequent session.
An individual who has lost membership in an IEEE 802 LMSC group due to failure to comply
with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an IEEE 802 LMSC plenary or interim session of an IEEE
802 LMSC subgroup may again earn membership in an IEEE 802 LMSC group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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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티, 그리고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규정에 요구되는 모든 재무 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해야만 한다.

5.3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관리(Administrative) 정책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는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결정을 위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음 사항
들이 관리에 해당된다고 간주된다.
a)

공급자나 회의 장소를 위한 연락처에 대한 승인

b)

비용에 대한 승인

본 하위 조항에 적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를 위한 회의에도 표준 관련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회의
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관리 관련 문제를 위한 회의는 최소 1주일 이전에 발표되어야만 한다.

5.4 등록 정책
어떤 개인이 주어진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회 또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하위그룹의
임시 회의에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이 했어야만 한다.
a)

모든 요구된 등록비를 지불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이전에 참가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
회 및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하위그룹의 임시 회의에 대한 등록 요구사항을 준수하였다.

b)

모든 요구되는 등록비의 지불을 포함하여 해당 회의에 대한 유효한 등록을 완료하였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회 또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하위그룹의 임시 회의의 일부인
기술 회의의 일부라도 참석하는 개인은 해당 회의에 대한 등록 요구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IEEE 802 LAN/
MAN 표준위원회 총회 또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하위그룹의 임시 회의의 일부인 기술 회의의 일
부에 참석하지만 해당 회의에 대한 등록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회의가 끝나고 나서 60일 내에
모든 요구된 등록비를 지불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개인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
아야만 한다.
i.

해당 회의에 대하여 참가 크레딧이 부여되지 않는다.

ii.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그룹의 회원자격에 위하여 해당 회의 이전에 취득한 모든 참여 크레딧
이 취소된다.

iii.

모든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그룹의 회원 자격이 종료된다.

iv.

개인이 이전에 참석한 모든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회의의 등록 요구사항들을 해당 회의 시작
이전까지 충족하지 않으면 이후 모든 회의에 대한 참가 크레딧이 부여되지 않는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회 또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하위그룹의 임시 회의에 대한 등
록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해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그룹에서 회원자격을 상실한 개인은 다음과
같이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에서 회원 자격을 다시 얻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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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

위의 경우를 제외한 회비가 징수된 기타 모든 임시 회의에 대해서 작업그룹(WG)은 IEEE, IEEE-SA, 컴퓨터 소사이

First, comply with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all IEEE 802 LMSC plenary and interim
sessions previously attended by the individual. An individual may not be granted membership in
any IEEE 802 LMSC group until this requirement is fulfilled.
Second, acquire the participation credit required for group membership as required for an
individual that had never previously attended an IEEE 802 LMSC session.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registration policy for IEEE 802 LMSC plenary
sessions and IEEE 802 LMSC hosted interim sessions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Treasurer
and the Executive Secretary.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registration policy for
interim sessions of IEEE 802 LMSC subgroups not hosted by the IEEE 802 LMSC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Chair and Treasurer (if any) of the IEEE 802 LMSC subgroup(s) holding the
session.

6. Vote
6.1 Voting guidance
It is expected that IEEE 802 LMSC members will vote as both professionals and as individual
experts, except under the Directed Position provisions, as defined in 6.2, and not as a member of
any affiliate block (organization, alliance, company, consortium, special interest group, etc.). If
substantive evidence is presented to the IEEE 802 LMSC Chair that this provision is violated, the
IEEE 802 LMSC will meet to consider what, if any, action to take on the presented evidence up
to and including suspension of the IEEE 802 LMSC members’ voting rights and/or removal from
office.
6.2 Procedure for establishing a directed position
Members of the IEEE 802 LMSC have a responsibility to act in the best interest of the IEEE 802
LMSC as a whole. Working Group Chairs have a responsibility to represent their Working
Groups on the IEEE 802 LMSC. At times these responsibilities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Decisions of a Working Group may be of such a nature that the Working Group members deem
it necessary to “direct” the Working Group Chair to vote a specific way on IEEE 802 LMSC
motions related to a Working Group decision. When directed, through the process described
below, the Working Group Chair shall vote as mandated by the Working Group resolution for the
specified subject on any formal vote(s) in the IEEE 802 LMSC. It would be anticipated that the
use of a directed (i.e., instructed) vote is an exceptional situation and hence used infrequently,
e.g., critical PAR votes, formation of new Working Groups and PAR Study Groups.
Working Group developed positions are not to be considered as automatic Directed Positions.
After a Working Group motion has been passed that establishes the Working Group’s position, a
separate Directed Position (75% required to pass) motion is required to make that Working
Group position a Directed Position. A Directed Position motion applies only to a specific,
bounded, Working Group issue that is to be brought before the IEEE 802 LMSC. Directed
Position motions may not be combined, nor may any procedure be adopted that diminishes the
extraordinary nature of establishing a Directed Position.
The Working Group Chair, however, has the freedom to express other views in an attempt to
persuade members of the IEEE 802 LMSC to consider them, however, such views shall be
identified as distinct from and not the formal Working Group Directed Position. The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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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인이 이전에 참석한 모든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회 및 임시 회의에 대한 등록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 개인은 이 요구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는 어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그룹에서도 회원 자
격을 받을 수 없다.
둘째, 이전에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던 개인에 대하여 요구되는 그룹 회
원자격에 요구되는 참여 크레딧을 획득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회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가 주최한 임시 회의에 대한 등록 정
책의 해석과 이행은 회계 담당자(Treasurer)와 집행간사의 책임이어야만 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
회에서 주최하지 않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하위그룹의 임시 회의에 대한 등록 정책의 해석과 이행은
회의를 여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하위그룹의 의장과 회계담당자(있을 경우)의 책임이어야만 한다.

6. 투표
6.1 투표 지침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원은 특정 제휴 집단(조직, 동맹, 회사, 협회, 특수 이익 집단 등)의 일원으
로서가 아니라, 6.2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시된 입장 규정(Directed Position provisions)에 따른 것을 제
외하고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그리고 개인 전문가로서 투표할 것으로 기대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
회 의장에게 이 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가 제시되면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는 주
어진 증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원의 투표권 정지 및/또는 직위 해제까지도
포함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고려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6.2 지시된 입장(Directed Position)의 수립을 위한 절차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회원들에게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전체로서 최상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책임이 있다. 작업그룹(WG) 의장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에서 자신의 작업그룹(WG)
를 대표할 책임을 진다. 때때로 이러한 책임이 서로 상충된다.

the
e

,a

작업그룹(WG)의 결정은 작업그룹(WG) 결정과 관련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동의안에 대하여 특정
방식으로 투표를 할 것을 작업그룹(WG) 의장에게 “지시하는(direct)” 것이 필요하다고 작업그룹(WG) 회원들이
간주하는 성질의 것일 수 있다. 지시를 받을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하여 작업그룹(WG) 의장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에서의 모든 공식적인 투표에서 지정된 주제에 대하여 작업그룹(WG) 결의에
의해 지시된 대로 투표를 해야만 한다. 지시된(즉 명령된) 투표를 사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
에 드물게 사용될 것(예: 중대한 PAR 투표, 새로운 작업그룹(WG)과 PAR 연구그룹의 구성)이 기대된다.
작업그룹(WG)이 개발한 입장이 자동적으로 “지시된 입장(Directed Position)”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작업그
룹(WG)의 입장을 수립하는 작업그룹(WG)의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이 작업그룹(WG) 입장을 지시된 입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시된 입장(통과를 위해서는 75%가 필요) 동의안이 있어야 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에 제출될 지시된 입장 동의안은 작업그룹(WG)의 특정 문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지시된 입장의
동의안은 결합될 수 없으며, 지시된 입장을 수립하는 특별한 특성을 약화시키는 어떤 절차도 채택될 수 없다.
하지만 작업그룹(WG) 의장은 다른 견해를 표현해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회원들이 이를 고려하도
록 설득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견해는 공식적인 작업그룹(WG)의 지시를 받은 입장이 아니고 이와는 구
분되는 의견임을 분명히 식별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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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hair is required to disclose to the Working Group Chair's intent to offer a position
contrary to a Directed Position. When presenting a Directed Position to the IEEE 802 LMSC, the
Working Group Chair is obligated to present and support the Working Group’s Directed Position
motion with voting results, along with pros and cons behind the motion.
6.3 Delegation of Working Group Chair duties to Working Group Vice Chair
A Working Group Chair who is unable to attend a IEEE 802 LMSC meeting may designate, by
notification to the IEEE 802 LMSC Chair, a Vice Chair of that Working Group to act in place of
the Working Group Chair.
In the absence of a Working Group Chair at a IEEE 802 LMSC meeting without prior
notification, the IEEE 802 LMSC Chair should recognize a Vice Chair of that Working Group to
act in place of the Working Group Chair.
Regardless of the above no individual may exercise more than one vote at IEEE 802 LMSC
meetings.

7. Public statements for standards
All public statements shall comply with “Statements to external bodies”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Incoming liaison letters to IEEE 802 LMSC members shall be forwarded to the IEEE 802 LMSC
Chair and, as applicable, the relevant IEEE 802 LMSC subgroup chair.
7.1 Procedure for public statements to other standards bodies
The rules in this subclause and its subsidiary subclauses may be suspended by 2/3 vote of the
IEEE 802 LMSC.
These procedures apply to public statements to other standards bodies or similar entities.
7.1.1 IEEE 802 LMSC public statements to other standards bodies
a) Public statements from the IEEE 802 LMSC to external standards bodies shall not be
released without prior approval by the IEEE 802 LMSC. Such approval indicates that the
public statement represents the position of IEEE 802 LMSC.
b) All public statements by IEEE 802 LMSC to external standards bodies shall be issued by
the IEEE 802 LMSC Chair and shall be copied to the IEEE 802 LMSC.
7.1.2 IEEE 802 LMSC subgroup public statements to other standards bodies
a) IEEE 802 LMSC subgroup public statements to external standards bodies that are not
"Information Only" should be copied to affected members of the IEEE 802 LMSC.
b) IEEE 802 LMSC subgroup public statements to external standards bodies shall not imply
that they represent the position of IEEE or IEEE 802 LMSC. They shall be issued by the
IEEE 802 LMSC subgroup Chair(s) and the IEEE 802 LMSC Chair shall be included in
the distribution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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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그룹(WG) 의장은 지시된 입장에 반대되는 입장을 제시하려는 자신의 의도를 작업그룹(WG)에게 밝혀야 한
다. 지시된 입장을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에게 발표할 때, 작업그룹(WG) 의장은 동의안의 배경이 되
는 장점 및 단점과 더불어 투표 결과와 함께 작업그룹(WG)의 지시된 입장 동의안을 제시하고 지지해야 하는 의
무를 가진다.

6.3 작업그룹(WG)의장 의무의 작업그룹(WG) 부의장 대행

y
of

to

SC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작업그룹(WG)의장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
회 의장에게 통보를 함으로써 해당 작업그룹(WG) 부의장을 작업그룹(WG)의장 역할을 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의에 사전 통보 없이 작업그룹(WG)의장이 불참했을 경우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은 해당 작업그룹(WG)의 부의장이 작업그룹(WG) 의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여야 한다.
이상의 어떠한 경우에도 한 개인이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에서 하나를 초과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7. 표준에 대한 공개 성명
모든 공개 성명은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의 “외부기관에 대한 공식 성명”에 부합해야만 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원에게 수신된 연락 서신(liaison letter)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
장과, 해당된다면, 관련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하위그룹 의장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

7.1 다른 표준 기관들(standards bodies)에 대한 공개 성명 절차
본 하위 조항과 이의 부수적인 하위 조항의 규정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2/3 투표에 의해 유예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다른 표준 기관이나 비슷한 엔티티에 대한 공개 성명에 적용된다.

7.1.1 다른 표준 기관들에 대한 IEEE 802 LMAC 공개 성명

he

by

ply
he
n

b)

외부 표준 기관들에 대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로부터의 공개 성명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발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승인은 해당 공개 성명이 IEEE 802의 입
장을 대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외부 표준 기관에 대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모든 공개 성명은 IEEE 802 LAN/MAN 표준
위원회 의장에 의해 발행되어야만 하며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로 사본이 전달되어야만 한다

7.1.2 다른 표준 기관들에 대한 IEEE 802 LMAC 하위그룹 공개 성명
a)
b)

외부 표준 기관들에 대한 “참고용(information Only)”이 아닌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하위그룹의
공개 성명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관련 회원들에게 사본이 전달되어야 한다.
외부 표준 단체들에 대한 802 LAN/MAN 표준위원회 하위그룹의 공개 성명은 이것이 IEEE 또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암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IEEE 802 LAN/MAN 표
준위원회 하위그룹 의장(들)에 의해 발행되어야만 하고 그 배포처에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
장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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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2 Procedure for public statements to government bodies
The rules in this subclause and its subsidiary subclauses may be suspended by 2/3 vote of the
IEEE 802 LMSC.
These procedures apply to public statement to government and intergovernmental bodies. All
interactions with the ITU will be treated as interactions with an intergovernmental body.
7.2.1 IEEE 802 LMSC public statements to government bodies
a) IEEE 802 LMSC public statements to government bodies shall not be released without
prior approval by 2/3 of the IEEE 802 LMSC.
b) All IEEE 802 LMSC public statements to government bodies shall be issued by the IEEE
802 LMSC Chair as the view of IEEE 802 LMSC (stated in the first paragraph of the
statement). Such public statements shall be copied to the IEEE 802 LMSC and the IEEESA Standards Board Secretary and shall be posted on the IEEE 802 LMSC web site. The
IEEE 802 LMSC web site shall state that all such public statements shall expire five years
after issue.
7.2.2 IEEE 802 LMSC subgroup public statements to government bodies
a) IEEE 802 LMSC subgroup public statements to government bodies shall not be released
without prior approval by an action of the IEEE 802 LMSC subgroup, per the “Approval
of an Action” requirements of IEEE 802 LMSC Working Group Policies and Procedures,
with a 75% approval threshold. Such public statements may proceed unless blocked by a
IEEE 802 LMSC vote. For public statements not presented for review in a sponsor
meeting, IEEE 802 LMSC members shall have a review period of at least five days; if,
during that time, a motion to block it is made, release of the public statement will be
withheld until a letter ballot of the IEEE 802 LMSC is held to determine if it is approved.
b) IEEE 802 LMSC subgroup public statements shall be identified in the first paragraph as
the view of only the IEEE 802 LMSC subgroup and shall be issued by the IEEE 802
LMSC subgroup(s) Chair(s) and shall include the IEEE 802 LMSC Chair in the
distribution. Such public statements shall not bear the IEEE, the IEEE-SA, or IEEE 802
LMSC logos.

8. Use of IEEE 802 LMSC funds
The purpose of the IEEE 802 LMSC treasury is to allow the IEEE 802 LMSC to collect and
disburse funds for activities that are appropriate to the orderly development of IEEE 802 LMSC
standards. Use of such funds includes:


Payment for the expenses of conducting IEEE 802 LMSC hosted sessions and related
meetings and for other IEEE 802 LMSC operating expenses. Such expens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expenses for:
o meeting rooms
o document reproduction
o meeting administration
o food and beverages
o computer networking and Internet connectivity
o goods and services needed for the efficient conduct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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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정부 단체들에 대한 공개 성명 절차
본 하위 조항과 이의 부수적인 하위 조항의 규정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2/3 투표에 의해 유예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정부와 정부 내 기관들에 대한 공개 성명에 적용된다. ITU와의 모든 소통은 정부 내 기관과의 소
통으로 간주된다.

7.2.1 정부기관들에 대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공개 성명

EE

a)

E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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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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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부기관들에 대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공개 성명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2/3 투표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는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정부기관들에 대한 모든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공개 성명은 IEEE 802 LAN/MAN 표준위
원회 의장에 의해 (성명의 첫 항에 기술되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견해로 발표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공개 성명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와 IEEE-SA 표준심의회(SASB) 간사에게 사
본이 보내져야만 하며 IEEE 802 웹 사이트에 올려져야만 한다. IEEE 802 웹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모든
공개 성명은 발표 후 5년이 지나면 만료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만 한다.

7.2.2 정부기관들에 대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하위그룹 공개 성명
a)

ed.
s
b)

2

C

ut

8.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자금의 사용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계의 목적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가 IEEE 802 LAN/MAN 표
준위원회 표준의 질서 정연한 개발에 적절한 활동을 위한 자금을 수집하고 지불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금의 사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가 주최하는 회의 및 관련 회의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과 다른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운영비에 대한 지불. 이러한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있으며 이에 국한
되지는 않는다.
○ 회의실
○ 문서 복제
○ 회의 관리
○ 음식과 음료수
○ 컴퓨터 네트워킹과 인터넷 연결
○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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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들에 대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하위그룹의 공개 성명은 IEEE 802 LAN/MAN 표
준위원회 작업그룹(WG) 정책 및 절차의 “조치에 대한 승인” 요구사항들에 따라 75% 승인 기준을 만족하
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하위그룹의 사전 승인 조치 없이는 발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공개
성명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투표에 의해 저지되지 않는 한 진행될 수 있다. 스폰서 회의에
서 검토를 위해 발표되지 않은 공개 성명에 대해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원들에게는 최소
5일간의 검토 기간이 주어져야만 하며 이 기간 중 이러한 공개 성명을 저지하는 동의안이 제안되면 이의 승
인 여부를 위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서신투표가 실시될 때까지 공개 성명의 발표는 보류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하위그룹의 공개 성명은 성명의 첫 항에 IEEE 802 LAN/MAN 표준위
원회 하위그룹만의 견해임을 명시해야만 하고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하위그룹(들) 의장(들)에
의해 발표되어야만 하며 배포처에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공개
성명은 IEEE, IEEE-SA, 또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로고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o insurance
o audits
Reimbursement to individuals for appropriate expenses not covered by other sources,
such as corporations, other IEEE organizations, etc.

The primary source of funds for the IEEE 802 LMSC is the registration fees collected from
attendees of IEEE 802 LMSC hosted sessions.
Specific policies regarding the treasury are as follows:
a) The IEEE 802 LMSC shall open and maintain an IEEE 802 LMSC bank account that will
be administered by the Treasurer.
b) The IEEE 802 LMSC may open merchant accounts as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credit card charges. Such accounts shall be administered by the Treasurer.
c) All funds received by the IEEE 802 LMSC shall be promptly deposited in the IEEE 802
LMSC bank account. All funds retained by the IEEE 802 LMSC shall be held in the
IEEE 802 LMSC bank account or, if appropriate, in investments approved by the IEEE.
d) All IEEE 802 LMSC expenditures require the approval of the IEEE 802 LMSC with the
sole exception that the IEEE 802 LMSC Chair, Vice Chairs, Secretaries, Treasurer, and
each Working Group Chair whose group is not operating with treasury, may be
reimbursed from the IEEE 802 LMSC treasury for up to $200 of appropriate expenses
incurred between IEEE 802 LMSC plenary sessions without specific approval of the
IEEE 802 LMSC.
e) The Treasurer will provide reports about IEEE 802 LMSC finances to the IEEE 802
LMSC membership at large at IEEE 802 LMSC plenary sessions and to the IEEE 802
LMSC. The Treasurer will provide additional reports and participate in audits as required
by IEEE rules.
f) The Treasurer shall strive to maintain an operating reserve (uncommitted funds on hand)
sufficient for paying the worst-case expenses of canceling an IEEE 802 LMSC plenary
session.
g) IEEE 802 LMSC approval of the site for an IEEE 802 LMSC hosted session constitutes
authority for the Treasurer to pay all ordinary expenses for that session and any
extraordinary expenses presented as part of the meeting site proposal.

9. Procedure for PARs
9.1 IEEE-SA standards board approval
Any standards activity whose aim is to produce a standard, recommended practice, or guide shall
submit a PAR to the IEEE-SA Standards Board within six months of beginning work.
a) Refer to the IEEE-SA Working Guide for Submittal of Project Authorization Request
(PAR) and PAR Form. (See http://standards.ieee.org/guides/par/index.html.)
b) Add pages, as necessary, of more detailed information than is on the PAR form about the
Scope, Purpose, and Coordination of the proposed project, but include summary text
under Scope and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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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를 위한 자금의 주요 출처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가 주최한 회의
의 참석자에게서 수집한 등록비이다.
회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a)
b)

2

c)

.
e
d

d)

ed

e)

f)

d)
g)

he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계담당자가 관리할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유지 관리해야만 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는 신용카드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은행계
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러한 계좌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계담당자가 관리해야만 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가 접수한 모든 자금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은행 계좌에
즉시 입금해야만 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가 보유하는 모든 자금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은행 계좌의 예금이나, 적절하다면, IEEE가 승인한 투자 형태로 보관해야만 한다.
모든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비용지출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
며, 유일한 예외는 회계 없이 운영되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 부의장, 간사, 회계담당자
그리고 각 작업그룹(WG) 의장이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구체적인 승인 없이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회 사이에 발생한 최대 $200까지의 적절한 비용에 대하여 IEEE 802 LAN/
MAN 표준위원회 회계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있다.
회계담당자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회에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일반 회원과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에게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재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한
다. 회계담당자는 IEEE 규정이 요구하는 대로 추가 보고서를 제공하고 감사에 참여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계담당자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회가 취소되는 최악
의 상황에서도 비용을 지불하는 데 충분한 운영 예비비(수중에 있는 사용되지 않은 자금)를 유지하려고 노
력해야만 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가 주최하는 회의를 위한 장소를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가 승
인하면 회계담당자는 해당 회의에 대한 모든 통상적인 비용과 회의 장소 제안의 일부로 제시된 모든 특별
비용을 지불할 권한을 갖게 된다.

9.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에 대한 절차
9.1 IEEE-SA 표준심의회(IEEE-SA Standards Board) 승인
표준, 권고실용서 또는 지침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갖는 모든 표준 활동에 대해서는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 6개월 내
에 IEEE-SA 표준심의회(IEEE-SA Standards Board)에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를 제출해야만 한다.
a)

b)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의 제출을 위한 IEEE-SA 작업 지침(IEEE-SA Working Guide for Submittal
of Project Authorization Request)과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 양식(http://standards.ieee.org/
guides/par/index.html)을 참조한다.
제안된 프로젝트의 범위, 목적 및 조정에 관하여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 양식에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한
정보에 관한 페이지를 필요에 따라 추가하지만, 범위 및 목적(Scope and Purpose)에 요약을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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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ll

○ 보험
○ 감사
기업, 다른 IEEE 조직 등과 같이 다른 출처에 의해 충당되지 않는 적절한 비용에 대하여 개인에게 상환.

9.2 IEEE 802 LMSC approval
A complete proposed PAR and, if applicable, the criteria for standards development (CSD)
statement, as described in Clause 14, shall be submitted to the IEEE 802 LMSC via the IEEE
802 LMSC email reflector for review no less than 30 days prior to the day of the opening IEEE
802 LMSC meeting of an IEEE 802 LMSC plenary session. The submittal message should
include Internet links to the required submittal documents. Presence of the submittal message in
the reflector archive (with time stamp) is evidence of delivery.
Approval of the PAR by the IEEE 802 LMSC is contingent on inclusion of accepted responses
describing how the proposed PAR meets the CSD. PARs that which introduce no new
functionality are exempt from the requirement to provide a CSD statement. Examples of such
PARs are: Protocol Implementation Conformance Statements (PICS), Managed Object
Conformance Statements (MOCS), PARs to correct errors, and PARs to consolidate documents.
Such PAR packages shall provide a statement that the project is not intended to provide any new
functionality.
At the discretion of the IEEE 802 LMSC Chair, PARs may be submitted in parallel to NesCom
when the IEEE 802 LMSC Closing meeting date allows the PAR to be removed from
consideration prior to NesCom recommendation to the Standards Board.
At the discretion of the IEEE 802 LMSC Chair, PARs for ordinary items (e.g., Maintenance
PARs) and PAR changes essential to the orderly conduct of business (e.g., division of existing
work items or name changes to harmonize with equivalent ISO JTC-1 work items) may be
placed on the IEEE 802 LMSC agenda if delivered to IEEE 802 LMSC members 48 hours in
advance.
The CSD statement shall be reviewed and approved by the Working Group and the IEEE 802
LMSC as part of the approval process for the following:
•
•
•
•

Forwarding the PAR to NesCom
As part of the Working Group ballot to assure the draft is consistent with the CSD
Forwarding the draft to Standards Assocition ballot
Forwarding the draft to RevCom

A project uses the same CSD requirements for the review process throughout the life of the
project, even if the CSD are subsequently modified in the IEEE 802 LMSC Operations Manual.
IEEE 802 LMSC approval of changes to the CSD statement after its initial approval may occur
either at plenary sessions or by electronic ballot, as described in 4.1.2.
9.3 Plenary review
In order to ensure wide consideration by IEEE 802 LMSC members, PARs for significant new
work (those that will result in a new Standard/Recommended Practice/Guide or an addition to an
existing one) shall pass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 during the IEEE 802 LMSC plenary
session week in which IEEE 802 LMSC approval is sought:
Prior to the start of the IEEE 802 LMSC session, draft PARs and CSDs under consideration for
approval by the IEEE 802 LMSC shall be available at a publicly accessible URL and an email
sent to the IEEE 802 LMSC reflector should contain the URLs required for viewing the PAR and
associated documentation. Working Group chairs should inform their Working Groups of the
IEEE 802 LMSC Operations Manual, v24 Revised August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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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승인
완성된 제안된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와,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래의 14 조항에 서술된 대로 표준 개발
을 위한 기준(criteria for standards development, CSD) 문서를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전자우편
리플렉터(reflector)을 통하여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회 세션의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개막 회의 일자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에 제출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만 한다. 이러한 제출 메시지는 필요한 제출 문서에 대한 인터넷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전자우편 리플렉터 기록
저장소의 제출 메시지(발송 시간 기록 포함)의 존재는 전달의 증거로 본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에서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의 승인은 제안된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가
표준 개발을 위한 기준(CSD)을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인정된 응답의 포함 여부에 달려 있다. 새로
운 기능을 도입하지 않는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는 표준 개발을 위한 기준(CSD) 명세서 제출 요구 사항이 면
제된다. 이러한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의 예로는 규약 구현 적합성 명세서(Protocol Implementation
Conformance Statements, PICS), 관리 객체 적합성 명세서(Managed Object Conformance Statements,
MOCS), 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 그리고 문서를 통합하기 위한 프로젝트인가요청서
(PAR)가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 집합들에 대해서는 프로젝트가 어떠한 새로운 기능도 제공할
의도가 없음을 나타내는 선언문을 제공 하여야만 한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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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nd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의 재량에 따라, 통상적인 항목에 대한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예: 유
지 관리 PAR)와 업무의 질서정연한 수행에 필수적인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 변경(예: 기존 작업 항목의 분할
이나 동등한 ISO JTC-1 작업 항목과의 조화를 위한 이름 변경)은 48시간 이전에 IEEE 802 LAN/MAN 표준위
원회 회원들에게 전달될 경우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제에 올릴 수 있다.
표준 개발을 위한 기준(CSD) 명세서는 다음과 같은 승인 절차의 일부로서 작업그룹(WG)과 IEEE 802 LAN/
MAN 표준위원회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만 한다:
•
•
•
•

신규표준위원회(NesCom)에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 전달
초안이 표준 개발을 위한 기준(CSD)과 일치함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그룹(WG) 투표의 일부
표준협회(Standards Association) 투표에 초안 전달
표준검토위원회(RevCom, Review Committee)에 초안 전달

표준 개발을 위한 기준(CSD)이 추후에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운영 매뉴얼에서 변경이 있더라도, 프로젝
트는 프로젝트 전체 존속기간 동안 검토 절차를 위해 동일한 표준 개발을 위한 기준(CSD) 요구 사항들을 사용한다.
최초 승인 이후 표준 개발을 위한 기준(CSD) 성명서의 변경에 대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승인은
4.1.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회를 통해서나 전자 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9.3 총회 검토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원들이 폭넓게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신규 작업에 대한 프로젝트
인가요청서(PAR)(신규 표준/권고실용서/지침을 위한 것 또는 기존의 것에 대한 추가될 것)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승인을 구하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회 주간에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의 세션이 시작하기 전에,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승인을 위해
고려해야 할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들과 표준 개발을 위한 기준(CSD)들의 초안은 공개적으로 접속이 가능한
웹 페이지 주소에서 제공되어야만 하고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전자우편 리플렉터를 통하여 프로젝
트인가요청서(PAR) 및 이와 관련된 문서를 열람하는 데 필요한 웹 페이지 주소들이 포함된 전자우편이 발송되어

6.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LMSC) 운영 매뉴얼

349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349

6.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LMSC) 운영 매뉴얼

l.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의 재량에 따라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폐막 회의 일자가 표준
심의회(standards board)에 대한 신규표준위원회(NesCom, New Standards Committee)의 권고 이전에 프
로젝트인가요청서(PAR)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를 신규표준위원
회(NesCom)에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PARs that have been circulated to the IEEE 802 LMSC. Once approved or disapproved by the
IEEE 802 LMSC, PARs and supporting material should be removed from the public URL.
Supporting material shall be available in sufficient detail for members of other Working Groups
to understand if they have an interest in the proposed PAR (i.e., if they would like to contribute
to/participate in the proposed work, or identify if there is conflict with existing or anticipated
work in their current Working Group).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a tutorial be given at a previous plenary session for major new
work items.
Working Groups, other than the proposing Working Group, shall express concerns to the
proposing Working Group as soon as possible and shall submit comments to the proposing
Working Group and the IEEE 802 LMSC by e-mail not later than 6:30 p.m. on Tuesday of the
plenary session.
The proposing Working Group shall post a response to commenting Working Group and to the
IEEE 802 LMSC together with a Final PAR on a public website and circulate the relevant URL
on the IEEE 802 LMSC reflector not later than 6:30 p.m. on Wednesday of the plenary session.
It will be assumed that insufficient coordination and/or inter-Working Group consideration had
occurred prior to the submission of the PAR if this deadline is not met, and the proposed PAR
will not be considered by the IEEE 802 LMSC at the closing IEEE 802 LMSC meeting.
9.4 Withdrawn PARs
Occasionally a PAR is withdrawn. When a PAR and its associated Project is to be withdrawn,
the responsible Working Group chair in consultation with the Working Group shall consider
whether the most current draft has content that should be archived.

10. Procedure for ICAIDs
10.1 IEEE-SA standards board approval
An 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is authoriz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upon
recommendation by the Industry Connections Committee (ICCom). ICCom requires the IEEE
802 LMSC to approve the 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Initiation Document (ICAID). This
section describes the IEEE 802 process for approving an ICAID.
Information on ICCom and the ICAID form can be found at:
http://standards.ieee.org/about/sasb/iccom/index.html
10.2 IEEE 802 LMSC approval
A proposed ICAID and supporting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to the IEEE 802 LMSC via the
IEEE 802 LMSC email reflector for review no less than 30 days prior to the day of the opening
IEEE 802 LMSC meeting of an IEEE 802 LMSC plenary session. The submittal message should
include Internet links to the required submittal documents. Presence of the submittal message in
the reflector archive (with time stamp) is evidence of delivery.
At the discretion of the IEEE 802 LMSC Chair, ICAIDs may be submitted in parallel to ICCom
when the IEEE 802 LMSC Closing meeting date allows the ICAID to be removed from
consideration prior to ICCom recommendation to the Standards Board.
IEEE 802 LMSC Operations Manual, v24 Revised August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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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규 작업 항목에 대해서는 이전 총회에서 튜토리얼(tutorial)을 제공할 것이 강력히 권고된다.
제안하는 작업그룹(WG)이 아닌 나머지 작업그룹(WG)들은 가능한 한 빨리 우려 사항들을 제안하는 작업그룹
(WG)에게 표현해야만 하며 총회 주간 화요일 오후 6:30까지 제안측 작업그룹(WG)과 IEEE 802 LAN/MAN 표
준위원회에게 전자우편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해야만 한다.
제안하는 작업그룹(WG)은 총회 주간 수요일 오후 6:30까지 의견을 제시한 작업그룹(WG)과 IEEE 802 LAN/
MAN 표준위원회에게 해당 의견에 대한 답변을 최종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와 함께 공개 웹사이트에 게시해
야만 하고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전자우편 리플렉터를 통해 관련 웹 페이지 주소를 회람해야만 한다.
이 마감시한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를 제출하기 전에 협조 및/또는 작업그룹(WG)간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가정되어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폐
막 회의에서 제안된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를 고려하지 않는다.

9.4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의 철회
때때로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가 철회된다.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와 관련 프로젝트가 철회되려면 해당
작업그룹(WG) 의장은 최신 초안에 저장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하여 작업그룹(WG)과 상의를 통하여 고려해
야만 한다.

10. 산업연결활동 설정문서(ICAID)들을 위한 절차
10.1 IEEE-SA 표준심의회(IEEE-SA Standards Board) 승인
산업연결활동은 산업연결위원회(ICCom, Industry Connections Committee)의 권고에 의해 IEEE-SA 표준심의
회(IEEE-SA Standards Board)에 의해서 인가된다. 산업연결위원회(ICCom)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로부터 산업연결활동 설정문서(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Initiation Document, ICAID)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본 조항은 ICAID를 승인하기 위한 IEEE 802의 절차를 기술한다.
산업연결위원회(ICCom)와 산업연결활동 설정문서(ICAID)에 대한 정보는 http://standards.ieee.org/about/
sasb/iccom/index.html에서 제공된다.

10.2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승인
제안된 산업연결활동 설정문서(ICAID)와 지원 문서들은 검토를 위하여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총회
주간의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개막 회의 일자 30일 이전까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전
자우편 리플렉터를 통하여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에 제출 되어야만 한다. 제출된 메시지에는 필요한
제출 문서들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포함하여야 한다. 리플렉터 저장소(발송 시간 기록 포함)의 제출 메시지는 전
달의 증거로 본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의 재량에 따라,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폐막 회의 일자가 표
준심의회(standards board)에 대한 산업연결위원회(ICCom)의 권고 이전에 산업연결활동 설정문서(ICAID)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산업연결활동 설정문서(ICAID)를 산업연결위원회(ICCom)에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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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작업그룹(WG) 의장들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에서 회람되고 있는 프로젝트인가요청서
(PAR)들에 대해 작업그룹(WG)에 알려야 한다. 일단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에서 승인되거나 부결되
면,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들과 지원 자료는 공개 웹 페이지 주소로부터 삭제되어야 한다. 지원 자료는 다른
작업그룹(WG) 회원들이 제안된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에 관심을 가질 내용인지를(즉, 이들이 제안된 작업에
기여/참여할 것인지 또는 그들의 현재 작업그룹(WG)에서 현재 하고 있거나 향후 하게 될 작업과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만 한다.

10.3 Plenary review
In order to ensure wide consideration by IEEE 802 LMSC members, ICAIDs shall pass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 during the IEEE 802 LMSC plenary session week in which IEEE 802
LMSC approval is sought.
Prior to the start of the IEEE 802 LMSC session, draft ICAIDs under consideration for approval
by the IEEE 802 LMSC shall be available at a publicly accessible URL and an email sent to the
IEEE 802 LMSC reflector should contain the URLs required for viewing the ICAID and
associated documentation. Working Group chairs should inform their Working Groups of the
ICAIDs that have been circulated to the IEEE 802 LMSC. Once approved or disapproved by the
IEEE 802 LMSC, ICAIDs and supporting material should be removed from the public URL.
Supporting material shall be available in sufficient detail for members of other Working Groups
to understand if they have an interest in the proposed ICAID (i.e., if they would like to contribute
to/participate in the proposed work, or identify if there is conflict with existing or anticipated
work in their current Working Group).
Subgroups, other than the proposing subgroup, shall express concerns to the proposing subgroup
as soon as possible and shall submit comments to the proposing Working Group and the IEEE
802 LMSC by e-mail not later than 6:30 p.m. on Tuesday of the plenary session.
The proposing Working Group shall post a response to the commenting Working Group and to
the IEEE 802 LMSC together with a Final ICAID on a public website and circulate the relevant
URL on the IEEE 802 LMSC reflector not later than 6:30 p.m. on Wednesday of the plenary
session. It will be assumed that insufficient coordination and/or inter-Working Group
consideration had occurred prior to the submission of the ICAID if this deadline is not met, and
the proposed ICAID will not be considered by the IEEE 802 LMSC at the closing IEEE 802
LMSC meeting.

11. Policy for distribution of new IEEE 802 LMSC standards
publications
All IEEE 802 LMSC standards will be distributed on an annual basis to registered attendees.

12. Procedure for conditional approval to forward a draft standard
This procedure is to be used when approval to forward a draft standard to sponsor ballot or to
RevCom is conditional on successful completion of a Working Group or sponsor recirculation
ballot, respectively.
Conditional approval is only appropriate when ballot resolution efforts have been substantially
completed and the approval ratio is sufficient. "Substantially complete" is when there is a very
low likelihood of receiving valid new Disapprove comment(s)/vote(s) upon the next recirculation
ballot. If the requirements for conditional approval have not been met at end of that recirculation
ballot, then one subsequent recirculation ballot may be conducted in an attempt to meet the
conditional approval conditions. If the conditions are not met by the subsequent recirculation
ballot, the conditional approval terminates. Conditional approval expires at the opening of the
next plenary.
Agenda Items and motions requesting conditional approval to forward when the prior ballot has
closed shall be accompanied by:
IEEE 802 LMSC Operations Manual, v24 Revised August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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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원에 의한 광범위한 검토를 위해서, 산업연결활동 설정문서(ICAID)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승인을 추구하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충회 주간 동안 다음의 절차
를 거쳐야만 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승인을 위해 고려
중인 산업연결활동 설정문서(ICAID)초안은 공개적으로 접속이 가능한 웹 페이지 주소에서 제공되어야만 하고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전자우편 리플렉터를 통하여 산업연결활동 설정문서(ICAID) 및 이와 관련된
문서를 열람하는 데 필요한 웹 페이지 주소들이 포함된 전자우편이 발송되어야만 한다. 작업그룹(WG) 의장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에 회람되고 있는 산업연결활동 설정문서(ICAID)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작업
그룹(WG)에 공지해야 한다. 일단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에서 승인되거나 부결된 산업연결활동 설정
문서(ICAID)들과 지원 자료는 공개 웹 페이지 주소로부터 삭제되어야 한다. 지원 자료는 다른 작업그룹(WG) 회
원들이 제안된 산업연결활동 설정문서(ICAID)에 관심을 가질 내용인지(즉, 이들이 제안된 작업에 기여/참여할
것인지 또는 그들의 현재 작업그룹(WG)에서 현재 하고 있거나 향후 하게 될 작업과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를 이
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만 한다.
.
제안하는 하위그룹이 아닌 나머지 하위그룹들은 가능한 한 빨리 우려사항들을 제안하는 하위그룹에게 표현해야
만 하며, 총회 주간 화요일 오후 6:30까지 제안하는 작업그룹(WG)과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에게 전
자우편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해야만 한다.
제안하는 작업그룹(WG)은 총회 주간 수요일 오후 6:30까지 의견을 제시한 작업그룹(WG)과 IEEE 802 LAN/
MAN 표준위원회에게 해당 의견에 대한 답변을 최종 산업연결활동 설정문서(ICAID)와 함께 공개 웹사이트에 게
시해야만 하고,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전자우편 리플렉터를 통해 관련 웹 페이지 주소를 회람해야만
한다. 이 마감시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산업연결활동 설정문서(ICAID)를 제출하기 전에 협조 및/또는 작업그
룹(WG)간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가정되어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는 IEEE 802 LAN/MAN 표준
위원회 폐막 회의에서 제안된 산업연결활동 설정문서(ICAID)를 고려하지 않는다.

11. 신규 IEEE 802 LMSC 표준 간행물의 배포를 위한 정책
모든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표준은 등록한 참석자에게 매년 배포한다.

12. 표준 초안을 전달하기 위한 조건부 승인에 대한 절차
이 절차는 표준 초안을 스폰서 투표나 표준검토위원회(RevCom)에 전달하기 위한 승인이 각각 작업그룹(WG)이
나 스폰서 재회람 투표의 성공적인 완료를 조건으로 할 때 사용된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는 투표 결의 노력이 충분히 완료되었고 승인 비율이 충분할 때에만 적절하다. “충분히 완료
된(substantially complete)”은 다음 재회람 투표에서 유효한 새로운 부결 의견들/투표들이 나올 가능성이 극
히 적을 때를 말한다. 만일 다음 재회람 투표 완료 후 조건부 승인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하지 못하면, 한 번
의 후속 재회람 투표를 진행해 조건부 승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다. 만일 후속 재회람 투표에서
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조건부 승인은 만료된다. 조건부 승인은 다음 총회 개회 시에 만료된다.
앞서 열린 투표가 마감되었을 때 전달하기 위한 조건부 승인을 요청하는 의제 항목과 동의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
항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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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총회 검토

•
•
•
•

Date the ballot closed
Vote tally including Approve, Disapprove and Abstain votes
Comments that support the remaining disapprove votes and Working Group responses.
Schedule for recirculation ballot and resolution meeting.

Where a voter has accepted some comment resolutions and rejected others, only the comments of
which the voter has not accepted resolution should be presented.
When conditional forwarding to sponsor ballot has been approved, the conditions shall be met
before initiating sponsor ballot. When conditional forwarding to RevCom has been approved by
the IEEE 802 LMSC, the submittal may be forwarded to RevCom before the conditions have
been fulfilled in order to meet the submittal requirements for the next RevCom meeting.
However, the submittal shall be withdrawn from the RevCom agenda if the conditions have not
been met one week before the RevCom meeting.
Conditions:
a) Recirculation ballot is completed. Generally, the recirculation ballot and resolution
should occur in accordance with the schedule presented at the time of conditional
approval.
b) After resolution of the recirculation ballot is completed, the approval percentage is at
least 75% and there are no new valid DISAPPROVE votes.
c) No technical changes, as determined by the Working Group Chair, were made as a result
of the recirculation ballot.
d) No new valid DISAPPROVE comments on new issues that are not resolv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submitter from existing DISAPPROVE voters.
e) If the Working Group Chair determines that there is a new invalid DISAPPROVE
comment or vote, the Working Group Chair shall promptly provide details to the IEEE
802 LMSC.
f) The Working Group Chair shall immediately report the results of the ballot to the IEEE
802 LMSC including: the date the ballot closed, vote tally and comments associated with
any remaining disapproves (valid and invalid), the Working Group responses and the
rationale for ruling any vote invalid.
Submissions may be forwarded to RevCom without IEEE 802 LMSC Approval or Conditional
Approval in order to meet the submittal requirements for the next RevCom meeting, provided
that the IEEE 802 LMSC Chair first notifies the IEEE 802 LMSC email reflector that, in the
IEEE 802 LMSC Chair’s view based on the complete RevCom package, there is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the submittal will be approved by the IEEE 802 LMSC before the RevCom
meeting. If it becomes apparent that approval will not be completed, the submittal shall be
withdrawn from the RevCom agenda as early as possible.
NOTE: Withdrawal of an agenda item is a significant discourtesy to the volunteer members of
RevCom.

IEEE 802 LMSC Operations Manual, v24 Revised August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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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마감된 일자

•

승인, 비승인 및 기권 표를 포함한 투표 집계

•

남아있는 비승인 투표를 지지하는 의견과 작업그룹(WG)의 응답

•

재회람 투표 및 결의 회의에 대한 일정

투표자가 일부 의견 결의는 접수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면, 투표자가 거부한 결의안에 대한 의견만 제시해야 한다.
스폰서 투표에 대한 조건부 전송이 승인되었을 때, 해당 조건은 스폰서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만족되어야만 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가 표준검토위원회(RevCom)로의 조건부 전송을 승인하였을 때, 차기 표준검
토위원회(RevCom) 회의에 대한 제출물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제출물을 표준검
토위원회(RevCom)에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표준검토위원회(RevCom) 회의가 열리기 1주일 전에 조건이 만
족되지 않았다면 표준검토위원회(RevCom) 의제에서 제출물은 철회되어야만 한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재회람 투표가 완료되었다. 일반적으로 재회람 투표와 결의는 조건부 승인 시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진행
되어야 한다.

b)

재회람 투표의 결의가 완료된 후에 승인 비율이 75% 이상이고 유효하고 새로운 비승인(DISAPPROVE) 표
가 없다.

c)

재회람 투표의 결과에 따른 기술적 변화가 없다는 작업그룹(WG) 의장이 판단

d)

기존의 비승인 투표자로부터 제출자가 만족할 만큼 해결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유효한 새로운 비
승인 의견이 없다.

e)

작업그룹(WG) 의장이 새로운 유효하지 않은 승인 비승인 의견 또는 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작업그룹(WG)
의장은 즉시 자세한 내용을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f)

E
th

작업그룹(WG) 의장은 투표 마감일, 투표 집계와 나머지 모든 (유효 및 무효한)비승인과 연관된 의견, 작업
그룹(WG)의 답변, 그리고 표를 무효로 결정한 이론적 근거를 포함한 투표 결과를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만 한다.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이 전체 표준검토위원회(RevCom) 제출물 집합(package)에 근거하여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의 관점에서 제출물이 표준검토위원회(RevCom) 회의 이전에 IEEE 802 LAN/
MAN 표준위원회에 의해 승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됨을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전자우편 리플렉
터를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 다음 표준검토위원회(RevCom)회의의 제출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승인이나 조건부 승인 없이 제출물을 표준검토위원회(RevCom)에 전달할 수 있다. 만
일 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면 제출물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표준검토위원회(RevCom) 의제에서
제외되어야만 한다.
주의: 의제로부터의 철회는 자원자(volunteers)로 구성된 표준검토위원회(RevCom) 회원들에 대한 심각한 결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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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rocedure for coexistence assessment
If indicated in the five criteria, the wireless Working Group shall produce a coexistence
assessment (CA) document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Working Group letter ballot. The CA
document shall accompany the draft on all wireless Working Group letter ballots.
The CA document shall address coexistence with all relevant active IEEE 802 LMSC wireless
standards specifying devices for unlicensed operation. The Working Group should consider
other specifications in their identified target band(s) in the CA document.
The IEEE 802.19 Working Group shall have one vote in Working Group letter ballots that
include CA documents. The IEEE 802.19 Working Group evaluates the CA document, and
submits comments on the CA document to the WG letter ballot.

14. IEEE 802 criteria for standards development (CSD)
The CSD documents an agreement between the Working Group and the IEEE 802 LMSC that
provides a description of the project and the IEEE 802 LMSC's requirements more detailed than
required in the PAR. The CSD consists of the project process requirements, 14.1, and the 5C
requirements, 14.2.
14.1 Project process requirements
14.1.1 Managed objects
Describe the plan for developing a definition of managed objects. The plan shall specify one of
the following:
a) The definitions will be part of this project.
b) The definitions will be part of a different project and provide the plan for that project or
anticipated future project.
c) The definitions will not be developed and explain why such definitions are not needed.
14.1.2 Coexistence
A Working Group proposing a wireless project shall prepare a Coexistence Assessment (CA)
document unless it is not applicable.
a) Will the Working Group create a CA document as part of the Working Group balloting
process as described in Clause 13? (yes/no)
b) If not, explain why the CA document is not applicable.
14.2 5C requirements
14.2.1 Broad market potential
Each proposed IEEE 802 LMSC standard shall have broad market potential. At a minimum,
address the following areas:
a) Broad sets of applicability.
b) Multiple vendors and numerous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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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존 평가를 위한 절차
만약 5가지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면, 무선 분야 작업그룹(WG)은 작업그룹(WG) 서신투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존 평가(Coexistence Assessment, CA) 문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CA 문서에는 모든 무선 작업그룹(WG) 서
신투표에 대한 초안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CA 문서에서는 비면허 대역 동작을 위한 장치에 대해서 규정하는 모든 관련 활성 IEEE 802 LMSC 무선 표준과
의 공존을 다루어야만 한다. 작업그룹(WG)은 CA 문서에서 식별된 대상 대역(들)에서의 다른 규격들을 고려하는
것이 권고된다.
IEEE 802.19 작업그룹(WG)은 CA 문서를 포함하는 작업그룹(WG) 서신투표에서 하나의 투표권을 가져야만 한
다. IEEE 802.19 작업그룹은 CA 문서를 평가하고 CA 문서에 대한 의견을 작업그룹 서신투표에 제출한다.

14. IEEE 802 표준개발을 위한 기준(CSD)
표준개발을 위한 기준(CSD) 문서는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에서 요구되는 내용보다 더 상세한 프로젝트에 대
한 설명과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요구사항들을 제공하는 작업그룹(WG)과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사이의 협약을 문서화한다. 표준 개발을 위한 기준(CSD)은 프로젝트 절차에 대한 요구사항, 14.1과
5C 요구사항, 14.2로 구성된다.

14.1 프로젝트 절차 요구사항
14.1.1 관리 대상들(Managed Objects)
관리 대상들에 대한 정의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서술한다. 이 계획은 다음 중 하나를 규정해야만 한다.

of

or

a)
b)
c)

이 정의는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 정의는 다른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고 해당 프로젝트나 예상되는 미래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제공한다.
이 정의는 개발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정의가 왜 필요하지 않은지 설명한다.

무선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작업그룹(WG)은 비적용대상이 아닌 한 공존 평가(Coexistence Assessment, CA)
문서를 준비해야만 한다.
a)
b)

작업그룹(WG)은 13항에 서술된 대로 작업그룹(WG) 투표 절차의 일환으로서 CA 문서를 작성할 것인가?
(네/아니요)
그렇지 않다면 왜 CA 문서가 해당되지 않는지 설명한다.

14.2 5C 요구사항
14.2.1 폭넓은 시장 잠재력(Broad market potential)
각각의 제안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표준은 폭넓은 시장 잠재력을 가져야만 한다. 최소한으로서 다
음의 영역에 대해서 다루어야 한다.
a)
b)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
다수의 공급업체(vendors)와 다양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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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공존(coexistence)

14.2.2 Compatibility
Each proposed IEEE 802 LMSC standard should be in conformance with IEEE Std 802, IEEE
802.1AC, and IEEE 802.1Q. If any variances in conformance emerge, they shall be thoroughly
disclosed and reviewed with IEEE 802.1 Working Group prior to submitting a PAR to the IEEE
802 LMSC.
a) Will the proposed standard comply with IEEE Std 802, IEEE Std 802.1AC and IEEE Std
802.1Q?
b) If the answer to a) is no, supply the response from the IEEE 802.1 Working Group.
The review and response is not required if the proposed standard is an amendment or revision to
an existing standard for which it has been previously determined that compliance with the above
IEEE 802 standards is not possible. In this case, the CSD statement shall state that this is the
case.
14.2.3 Distinct Identity
Each proposed IEEE 802 LMSC standard shall provide evidence of a distinct identity. Identify
standards and standards projects with similar scopes and for each one describe why the proposed
project is substantially different.
14.2.4 Technical Feasibility
Each proposed IEEE 802 LMSC standard shall provide evidence that the project is technically
feasible within the time frame of the project. At a minimum, address the following items to
demonstrate technical feasibility:
a) Demonstrated system feasibility.
b) Proven similar technology via testing, modeling, simulation, etc.
14.2.5 Economic Feasibility
Each proposed IEEE 802 LMSC standard shall provide evidence of economic feasibility.
Demonstrate, as far as can reasonably be estimate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oposed
project for its intended applications. Among the areas that may be addressed in the cost for
performance analysis are the following:
a)
b)
c)
d)
e)

Known cost factors.
Balanced costs.
Consideration of installation costs.
Consideration of operational costs (e.g., energy consumption).
Other areas, as appropriate.

15. Working Group Financial operations
A Working Group may wish or need to conduct financial operations in order for it to host interim
sessions for itself or one or more of its sub groups or to acquire goods and/or services that it
requires for its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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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제안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표준은 IEEE std 802, IEEE 802.1AC 그리고 IEEE 802.1Q
와 부합해야 한다. 적합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에 프로젝트인가요청서(PAR)를
제출하기 전에 IEEE 802.1 작업그룹(WG)과 함께 이를 철저하게 공개하고 검토해야만 한다.
a)
b)

제안된 표준은 IEEE std 802, IEEE 802.1AC 그리고 IEEE 802.1Q에 부합할 것인가?
a) 항에 대한 답변이 ‘아니오’ 라면 IEEE 802.1 작업그룹(WG)으로부터의 응답을 제공한다.

만약 제안된 표준이 위에서의 IEEE 802 표준들에 부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된 기존 표준에 대한 수정
(amendment)이나 개정(revision) 이라면 검토와 응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표준 개발을 위한
기준(CSD) 명세서에 이러한 경우라는 것을 언급해야만 한다.

14.2.3 뚜렷한 정체성(Distinct Identity)
각각의 제안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표준은 뚜렷한 정체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만 한다. 유사한
범위를 가지는 표준들이나 표준 프로젝트들을 구별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서 제안된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다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14.2.4 기술적 실현 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
각각의 제안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표준은 주어진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이 프로젝트가 기술적으
로 실현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공해야만 한다. 최소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들을 다
루어야 한다.
a)
b)

시스템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시험,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검증된 유사 기술

14.2.5 경제적 실현 가능성(Economic Feasibility)
각각의 제안된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표준은 경제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만 한다. 제
안된 프로젝트가 의도한 응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성능 대비 비용 분석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a)
b)
c)
d)
e)

알려진 비용 요소
균형 잡힌 비용
설치 비용에 대한 고려
운용 비용에 대한 고려(예, 에너지 소모)
필요에 따른 기타 영역

15. 작업그룹(WG) 재무 운영
작업그룹(WG)은 자신 또는 하나 이상의 하위그룹을 위한 임시 회의를 주최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상품 및/또
는 서비스를 얻기 위해 재무 운영을 수행하기를 원하거나 수행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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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호환성(Compatibility)

A Working Group that claims any beneficial interest in or control over any funds or financial
accounts whose aggregate value is $500 or more is determined to have a treasury and said to be
“operating with treasury”.
A Working Group may operate with treasury only if it requests permission and is granted
permission by the IEEE 802 LMSC to operate with treasury and thereafter complies with the
rules of this subclause. The Working Group request to operate with treasury shall be supported
by a motion that has been approved by the Working Group. The Working Group may, again by
Working Group approved motion, surrender IEEE 802 LMSC granted permission to operate with
treasury. The IEEE 802 LMSC may withdraw permission for a Working Group to operate with
treasury for cause.
A Working Group subgroup shall not operate with treasury.
15.1 Working Group financial operation with treasury
The financial operations of a Working Group operating with treasury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rules.
a) The Working Group shall conduct its financial operations in compliance with all IEEE,
IEEE SA, and IEEE Computer Society rules that are applicable to the financial operations
of standards committees. As of January 2005, the documents containing these rul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1. IEEE Policies, Sections 11 IEEE Financial Matters and 12.6 Contracts with Exclusive
Rights
2. IEEE Financial Operations Manual, Sections FOM.3 Asset/Liability Management and
FOM.8 Contract and Purchasing Orders
3. Computer Society Policies and Procedures Manual, Section 16.7.1 Checking
Accounts
4. SASB OM 5.3 Standards development meetings
b) The Working Group shall have a Treasurer who is responsible to the Chair and IEEE 802
LMSC Treasurer for the operation of the Working Group treasury, for ensuring that the
operation of the Working Group treasury and the Working Group financial accounts
complies with this P&P and follows prudent financial procedures. The Treasurer shall:
1. Maintain a budget
2. Control all funds into and out of the Working Group’s bank accounts
3. Follow IEEE policies concerning standards meetings and finances
4. Read the IEEE FOM
c) The Working Group shall have an Executive Committee comprised of, at minimum, the
Chair, Vice Chairs, Secretaries, and Treasurer of the Working Group. The Chair shall be
the Chair of the Working Group Executive Committee.
d) The Working Group shall open and maintain a Working Group bank account whose title
shall begin with “IEEE” followed by the numerical identity of the Working Group (e.g.,
IEEE 802.1). The IEEE 802 LMSC Chair shall be an authorized signer for the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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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가치가 $500 이상인 자금 또는 금융 계정에 대한 수익권이나 이에 대한 통제를 주장하는 작업그룹(WG)은 회
계(treasury)를 갖는다고 결정되며 “회계를 가지고 운영된다”라고 한다.
작업그룹(WG)은 회계를 가지고 운영할 허가를 요청하고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고
그 이후로 이 하위 조항의 규정을 준수할 경우에만 회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회계를 가지고 운영하려는 작
업그룹(WG)의 요청은 작업그룹(WG)이 승인한 동의안에 의해 지지를 받아야 한다. 작업그룹(WG)는 다시 작업
그룹(WG)이 승인한 동의안에 의하여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가 부여한 회계를 가지고 운영할 허가를
포기할 수 있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는 이유를 가지고 작업그룹(WG)이 회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작업그룹(WG) 하위그룹은 회계를 가지고 운영해서는 안 된다.

15.1 회계를 가진 작업그룹(WG)의 재무 운영
회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작업그룹(WG)의 재무 운영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라야만 한다.
a)

작업그룹(WG)는 표준위원회의 재무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IEEE, IEEE 표준협회(IEEE-SA), 그리고
IEEE 컴퓨터 소사이어티의 규정에 따라 재무 운영을 수행해야만 한다. 2005년 1월 현재, 이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ive

IEEE 정책(IEEE Policies), Sections 11 IEEE 재무 관련 문제(IEEE Financial Matters)와 12.6 독점
권을 이용한 계약(Contracts with Exclusive Rights)

2.

and

IEEE 재무 운영 매뉴얼(Financial Operations Manual, FOM), Sections FOM.3 자산/부채 관리
(Asset/Liability Management)와 FOM.8 계약과 구매 주문(Contract and Purchasing Orders)

3.

컴퓨터 소사이어티 정책 및 절차 매뉴얼(Computer Society Policies and Procedures Manual),
Section 16.7.1 당좌 예금 계좌(Checking Accounts)

4.

IEEE-SA 표준심의회(IEEE-SA Standards Board) 운영 매뉴얼 5.3 표준 개발 회의(Standards

02
b)

작업그룹(WG) 회계와 작업그룹(WG) 금융 계좌의 운영이 이 P&P에 부합하고 신중한 재무 절차를 따르도
록 하기 위하여, 작업그룹(WG)은 해당 작업그룹(WG) 의장과 IEEE 802 LMSC 회계 담당자에 대하여 작
업그룹(WG) 회계의 운영을 책임질 회계 담당자를 두어야만 한다. 작업그룹(WG) 회계 담당자는 다음과 같
은 업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e
e

c)

le
.,

d)

1.

예산을 유지 관리한다.

2.

작업그룹(WG)의 은행 계좌로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자금을 통제한다.

3.

표준 회의 및 재무와 관련하여 IEEE 정책을 따른다.

4.

IEEE 재무 매뉴얼(IEEE FOM)에 따른 사항들을 해석한다.

작업그룹(WG)은 최소한 작업그룹(WG)의 의장, 부의장, 간사 및 회계 담당자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가
져야만 한다. 작업그룹(WG) 의장은 작업그룹 집행위원회의 의장이어야만 한다.
작업그룹(WG)은 계좌명이 "IEEE"로 시작하고 작업그룹(WG)의 식별 번호가 뒤따라야 하는(예: IEEE
802.1) 작업그룹(WG)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유지 관리해야만 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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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meetings)

The IEEE 802 LMSC Treasurer shall be notified within 30 days of the bank, account
number, account title, and authorized signers for the account when the account is opened
and whenever any of these items change.
e) The Working Group may open and maintain one or more Working Group merchant
accounts for the settlement of credit card transactions. The title of each merchant account
shall begin with “IEEE” followed by the numerical identity of the Working Group (e.g.,
IEEE 802.1). Each Working Group merchant account shall be linked to the Working
Group bank account. The IEEE 802 LMSC Treasurer shall be notified within 30 days of
each merchant account, account number, and account title when the account is opened
and whenever any of these items change.
f) All funds collected and/or received by a Working Group shall be deposited in the
Working Group bank account.
g) All funds retained by a Working Group shall be held in the Working Group bank account
or in IEEE approved investments.
h) The Working Group may disburse and/or retain funds as appropriate to pay approved
expenses and maintain an approved operating reserve.
i) Signature authority for any Working Group financial account is restricted to those IEEE,
IEEE SA, and Computer Society officers and/or staff that are required to have signature
authority by IEEE, IEEE SA, and Computer Society regulations; to IEEE 802 LMSC
officers and to the officers of the Working Group owning the account, with the sole
exception that, at most, two other individuals may be granted signature authority for the
Working Group bank account for the sole purpose of assisting the Working Group in
conducting its financial operations, provided that each such individual has provided
agreements, indemnity, and/or bonding satisfactory to the IEEE. The granting of
signature authority to any individual other than the Chair, Treasurer, IEEE 802 LMSC
Chair, and IEEE 802 LMSC Treasurer and those required by IEEE, IEEE SA, Computer
Society, or IEEE 802 LMSC regulations shall be by motion that is approved by the
Working Group.
j) The Working Group shall prepare and maintain its own accounting and financial records.
k) The Treasurer shall prepare for each Working Group plenary session a financial report
that summarizes all of the Working Group financial activity since the last such report.
The report shall be submitted to the IEEE 802 LMSC Treasurer before the opening of the
session, shall be presented to Working Group membership at the opening plenary meeting
of the session, and shall be included in the session minutes. The format and minimum
content of the report shall be as specified by the IEEE 802 LMSC Treasurer.
l) The Treasurer shall prepare and submit an audit package for each calendar year during
any portion of which the Working Group operated with treasury, as required by IEEE
regulations. The package shall contain all material required by IEEE Audit Operations for
an IEEE audit and shall be submitted to the IEEE for audit or to the IEEE 802 LMSC
Chair for local audit, as required by IEEE audit regulations. If the package is submitted to
the IEEE, a summary of the Working Group’s financial operations for the audit year shall
be submitted to the IEEE 802 LMSC Chair at the same time that the audit packag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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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이 계좌에 대한 인가된 서명자이어야만 한다. 계좌가 개설되거나 은행, 계좌번호, 계좌 명, 그리고 해

ed

nt
.,

당 계좌에 대한 인가된 서명자 중의 어느 하나라도 변경되면 30일 내에 이 항목들을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계 담당자에게 통보해야만 한다.
e)

작업그룹(WG)은 신용카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작업그룹(WG) 신용카드 가맹점 은행계좌
를 개설하고 유지할 수 있다. 각 신용카드 가맹점 은행 계좌명은 "IEEE"로 시작하고 작업그룹(WG)의 식별
번호가 뒤따라야만 한다(예: IEEE 802.1). 각 작업그룹(WG) 신용카드 가맹점 은행 계좌는 작업그룹(WG)

of

은행 계좌와 연결되어야만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은행 계좌가 개설되거나 각 신용카드 가맹점 은행 계좌,
계좌번호 및 계좌명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면 30일 내에 이 항목들을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
계 담당자에게 통보해야만 한다.
f)

작업그룹(WG)이 모으거나 받은 모든 자금은 작업그룹(WG) 은행 계좌에 예금해야만 한다.

g)

작업그룹(WG)이 보유하는 모든 자금은 작업그룹(WG) 은행계좌나 IEEE가 승인한 투자에 두어야 한다.

h)

작업그룹(WG)은 승인된 비용을 지불하고 승인된 운영 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자금을 지불하

unt

E,
e

거나 보유할 수 있다.
i)

IEEE-SA 및 컴퓨터 소사이어티의 규제에 의해 서명 권한을 가져야 하는 직원, 그리고 IEEE 802 LAN/
MAN 표준위원회 담당관과 계좌를 소유하는 작업그룹(WG)의 담당관으로 제한된다. 유일한 예외는 각 개

e

인이 IEEE가 만족하는 협약, 손해담보계약(indemnity) 및/또는 본딩(bonding)을 제공했다는 조건 하에
작업그룹(WG)이 재무 운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업그룹(WG)를 지원한다는 유일한 목적으로 작업그룹
(WG) 은행 계좌에 대한 서명 권한을 많아야 두 명의 다른 개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IEEE, IEEESA, 컴퓨터 소사이어티 또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규제에서 요구하는 사람과 의장, 회계 담
당자, IEEE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 및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계 담당자를 제외한 개인

er

에게 서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작업그룹(WG)이 승인한 동의안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j)

작업그룹(WG)은 자신의 회계 및 재무 기록을 준비하고 유지 관리해야만 한다.

k)

작업그룹(WG) 회계 담당자는 마지막 보고서 이후의 모든 작업그룹(WG) 재무 활동을 요약하는 재무 보고
서를 각 작업그룹(WG) 총회에 대하여 준비해야만 한다. 이 보고서는 회의가 열리기 전에 IEEE 802 LAN/

he
ing

for

to
all

MAN 표준위원회 회계 담당자에게 제출되어야만 하고, 총회가 열릴 때 작업그룹(WG) 회원들에게 제시되
어야만 하고, 의사록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보고서의 서식과 최소 내용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
회 회계 담당자가 규정한 대로 되어야만 한다.
l)

작업그룹(WG) 회계 담당자는 IEEE 규제의 요구대로 작업그룹(WG)가 회계를 가지고 운영했던 기간 중에
각 역년에 대한 감사 패키지를 준비 및 제출해야 한다. 이 패키지는 IEEE 감사를 위한 IEEE 감사 운영(IEEE
Audit Operations)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포함해야만 하며 IEEE 감사 규제의 요구대로 감사를 위해
서는 IEEE에게, 자체 감사를 위해서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에게 제출되어야만 한다. 이
패키지를 IEEE에게 제출한다면 감사 년도에 대한 작업그룹(WG)의 재무 운영 요약을 감사 패키지를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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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모든 작업그룹(WG) 금융 계좌에 대한 서명 권한은 IEEE, IEEE-SA 및 컴퓨터 소사이어티, 그리고 IEEE,

submitted to the IEEE. The format and minimum content of the summary shall be as
specified by the IEEE 802 LMSC Treasurer.
m) The maximum and minimum size of the Working Group operating reserve may be set by
the IEEE 802 LMSC.
n) All Working Group expenditures require the approval of the Working Group Executive
Committee, with the sole exception that each Working Group Executive Committee
member may be reimbursed from the Working Group treasury for up to $200 of Working
Group expenses incurred between Working Group sessions without specific approval of
the Working Group Executive Committee.
o) The location, date, and fees for each interim session hosted or co-hosted by the Working
Group require the approval of the Working Group Executive Committee.
p) For each interim session hosted or co-hosted by the Working Group, all reasonable and
appropriate direct expenses for goods and/or services for the session that are provided
under contract(s) and/or agreement(s) that are exclusively for that interim session are
approved when the Working Group Executive Committee approves the location, date,
and fees for the session.
q) Any contract and/or agreement to which the Working Group is a party, whose total value
is greater than $5000 and that is not for goods and/or services exclusively for a single
interim session hosted or co-hosted by the Working Group, requires the approval of the
Working Group Executive Committee and the IEEE 802 LMSC before execution.
r) The Working Group shall maintain an inventory of each item of equipment that it
purchases that has a useful life of greater than 6 months and purchase price of greater
than $50. A copy of the inventory shall be provided to the IEEE 802 LMSC Treasurer
during December of each year.
15.2 Working Group financial operation with joint treasury
Two or more Working Groups with the approval of the IEEE 802 LMSC may operate with a
single joint treasury. Working Groups that operate with a joint treasury shall have no other
treasury. The merger of separate Working Group treasuries into a joint treasury or the splitting of
a joint treasury into separate Working Group treasuries requires approval of the IEEE 802
LMSC. Each such action shall be supported by a motion from each of the involved Working
Groups that requests the action and that has been approved by the Working Group.
The operation of a joint treasury is subject to the same rules as a Working Group operating with
treasury with the following exception: The Executive Committee overseeing the joint treasury
shall be a Joint Executive Committee that is the union of the Executive Committees of the
Working Groups operating with the joint treasury. The Chair of the Joint Executive Committee
shall be selected by the Joint Executive Committee and shall be the Chair of one of the
participating Working Groups.

16. Signs of dominance tools for Working Group chair
As defined in the LMSC Working Group Policies and Procedure (subclause 3.4.1 Chair),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Working Group chair to determine if the Working Group is dominated by an
organization. The document https://mentor.ieee.org/802-ec/dcn/17/ec-17-0083-02-00EC-signsIEEE 802 LMSC Operations Manual, v24 Revised August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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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이 요약의 서식
과 최소 내용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계 담당자가 규정한 대로 되어야만 한다.

by

m)

작업그룹(WG) 운영 준비금의 최대 및 최소 크기는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n)

모든 작업그룹(WG) 비용은 작업그룹(WG)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일한 예외는 작업그룹
(WG) 집행위원회의 구체적인 승인 없이 작업그룹(WG) 회기 사이에 발생한 최대 $200의 작업그룹(WG)

ng
f

g

비용을 각 작업그룹(WG) 집행위원회 회원이 작업그룹(WG) 회계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o)

작업그룹(WG)이 주최하거나 공동 주최한 각 임시 회의에 대한 장소, 일자 및 요금에는 작업그룹(WG) 집
행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된다.

p)

작업그룹(WG)이 주최하거나 공동 주최한 각 임시 회의에 대하여, 해당 임시 회의에 독점적인 계약 및/또
는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해당 회의에 대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합리적이고 적절한 직접 비
용은 작업그룹(WG) 집행위원회가 해당 회의에 대한 장소, 일자 및 요금을 승인할 때 승인된다.

q)

ue

작업그룹(WG)이 주최하거나 공동 주최한 단일 임시 회의에 독점적인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것이 아
니면서 총 가치가 $5000를 넘는 작업그룹(WG)이 당사자인 모든 계약 및/또는 협약에는 실행 전에 작업
그룹(WG) 집행위원회와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r)

작업그룹(WG)은 내용 수명이 6개월 이상이고 구매 가격이 $50 이상인 자신이 구매하는 각 장비 품목의
재고 목록을 유지 관리해야만 한다. 매년 12월에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회계 담당자에게 재고
목록의 사본을 제공해야만 한다.

15.2 공동 회계를 가진 작업그룹(WG)의 재무 운영
둘 이상의 작업그룹(WG)이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하나의 공동 회계를 가지고 운영할

of

h

e

he
an
-

계를 공동 회계로 합치거나 공동 회계를 개별 작업그룹(WG) 회계로 분할할 때는 IEEE 802 LAN/MAN 표준위
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각 조치는 해당 조치를 요청하고 작업그룹(WG)의 승인을 받은 관련된 작업그
룹(WG) 각각이 제출한 동의안의 지지를 받아야만 한다.
공동 회계의 운영은 다음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회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작업그룹(WG)와 동일한 규정의 적
용을 받는다. 이 예외 사항은 공동 회계를 감독하는 집행위원회는 공동 회계로 운영되는 작업그룹(WG)의 집행
위원회의 연합인 공동 집행위원회(Joint Executive Committee)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 집행위원회의
의장은 공동 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출되어야만 하며 참여하는 작업그룹(WG) 중의 하나의 의장이어야만 한다.

16. 작업그룹(WG) 의장을 위한 독점 징후 도구
LAN/MAN 표준위원회 작업그룹 정책 및 절차(하위조항 3.4.1 의장)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작업그룹(WG)이 하나
의 조직에 의해 독점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작업그룹(WG) 의장의 책임이다. https://mentor.ieee.org/802ec/dcn/17/ec-17-0083-02-00EC-signs-of-dominance-toolkit.doc 문서는 이러한 책임을 충족하기 위
해 작업그룹(WG) 의장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이 문서는 잠정적인 독점 징후들의 집합을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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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공동 회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작업그룹(WG)은 다른 회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개별 작업그룹(WG) 회

of-dominance-toolkit.doc should be used by a Working Group chair to satisfy this responsibility.
The document describes a set of signs of potential dominance, plus notes on applicability
organized by diagnostic power.

17. Revision of the IEEE 802 LMSC OM
The IEEE 802 LMSC OM may be revised as follows.
Revisions to the IEEE 802 LMSC OM shall be submitted by a IEEE 802 LMSC member to the
IEEE 802 LMSC no less than 30 day in advance of a motion (or conclusion of an electronic
ballot) to approve them. Amendments in response to comments on the proposed revision are
permitted. Insufficient time to consider complex modifications is a valid reason to vote
disapprove. A motion to revise these documents shall require a vote of approve by at least two
thirds of all voting members of the IEEE 802 LMSC. If approved, revisions become effective at
the end of the meeting where the votes were taken or when the final result of the electronic ballot
is announced by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or designee.
In some circumstances minor revisions may be made to the IEEE 802 LMSC OM without a
revision ballot. These circumstances are
a) Basic layout/formatting that does not change the meaning of any of the text
b) Correction of spelling and punctuation
c) Error in implementing approved changes
All other revisions shall be balloted as described in this subclause. If any voting IEEE 802
LMSC member protests an editorial change of the IEEE 802 LMSC OM within 30 days of its
release (the date of notice on the IEEE 802 LMSC reflector constitutes the release date), that
editorial change will be withou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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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능력에 따라 정리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다.

17. IEEE 802 LMSC 운영 매뉴얼(OM)의 개정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운영 매뉴얼(OM)은 다음과 같이 개정될 수 있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운영 매뉴얼(OM)에 대한 개정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IEEE 802 LAN/MAN 표
준위원회 회원에 의하여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에 동의안 발의(또는 전자 투표의 종료) 최소 30일 이
전에 제출되어야만 한다.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따른 수정은 허용된다. 복잡한 수정 사항들을 검토하기 위
해 불충분한 시간은 비승인 투표를 하기에 정당한 사유가 된다. 이러한 문서들을 개정하기 위한 동의안이 통과되
는 데는 모든 투표권을 가진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회원의 2/3 이상의 승인 투표를 필요로 한다. 만
약 승인이 되면, 개정안은 투표가 실시된 회의 종료시점이나 전자투표의 최종 결과가 표준위원회 의장이나 그 대
리인에 의해 발표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정 투표 없이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운영 매뉴얼에 사소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
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b)
c)

본문의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기본적인 배치/서식 지정
철자와 구두점의 교정
승인된 변경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다른 모든 개정은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투표를 거쳐야만 한다.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의 투표
회원이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운영 매뉴얼(OM)의 편집상의 변경사항이 발표되고 나서 30일 내에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리플렉터에 공시된 일자가 발표 일자에 해당) 해당 변경에 이의를 제기한다
면 해당 편집상의 변경사항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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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troduction
This document is intended to provide guidance and consistency for the orderly conduct of IEEE 802
LAN/MAN Standards Committee (LMSC) business. These guidelines provide clarification and
direction in areas that have been identified as requiring it by the IEEE 802 LMSC Chair (Standards
Committee Chair) or IEEE 802 LMSC Executive Committee (EC) motions. Throughout this
document, the IEEE 802 LMSC is referred to as simply IEEE 802.
In addition to the guidelines, this document also contains some of the EC policy decisions that were
approved by motion to be binding on the operation of the group. It is not an complete list of all such
decision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term Working Group applies to both Working Groups and Technical
Advisory Groups.

1.1 Scope
The scope of the document is to be a repository of guidelines for IEEE 802 activities that have been
issued by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or by specific EC motions. The classification of each
guideline is be noted in the first paragraph as ‘Standards Committee Chair Origin’ or ‘EC Motion
Origin’. In the case of a motion, the goal is to also include the date of the motion.

1.2 Purpose
The purpose of the document is to provide IEEE 802 participants, membership and leadership guidance
on how IEEE 802 conducts its business.

1.3 Limitations
This document does not replace or supersede any formal IEEE 802 rules documents (such as the IEEE
802 LMSC Policies and Procedures) or any documents that are superior to those rules. In cases where
conflicts occur, the formal / superior documents shall have precedence.
The enforceability of these guidelines is up to the good will and best efforts of all attendees developing
standards for IEEE 802. The IEEE 802 EC requests you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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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개
이 문서는 IEEE 프로젝트 802 LAN/MAN 표준위원회(LMSC) 업무의 질서정연한 수행을 위한 지침과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은 IEEE 802 LMSC 의장(표준위원회 의장) 또는 IEEE 802 LMSC 집행위원회
(EC) 동의안으로 요구되어 확인된 영역에 대한 설명과 방향을 제공한다. 이 문서 전체에서 IEEE 802 LMSC는 간
단히 IEEE 802라고 칭한다.
본 문서에는 지침 이외에 그룹 운영에 구속력을 갖도록 동의안에 의해 승인된 집행위원회 정책 결정들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모든 그러한 결정의 완전한 목록은 아니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작업그룹이라는 용어는 작업그룹과 기술자문그룹 모두에 적용된다.

1.1 범위
본 문서의 범위는 표준위원회 의장 또는 특정 집행위원회 동의안에 의해 발행된 IEEE 802 활동에 대한 지침을
모아둔 것이다. 각 지침의 유형은 첫 번째 단락에 ‘표준위원회 의장 출처(Standards Committee Chair Origin)’
또는 ‘집행위원회 동의안 출처(EC Motion Origin)’로 표시된다. 동의안의 경우, 동의안 날짜도 포함하는 것이
목표이다.

1.2 목적
이 문서의 목적은 IEEE 802가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멤버십(membership)과 리더십(leadership) 지침
을 IEEE 802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1.3 제약
이 문서는 공식 IEEE 802 규칙 문서(예: IEEE 802 LMSC 정책 및 절차) 또는 해당 규칙보다 상위 문서를 대체하
거나 대신하지 않는다.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공식/상위 문서가 우선해야만 한다.
이 지침의 시행 가능성은 IEEE 802 표준을 개발하는 모든 참석자의 선의와 최선의 노력에 달려 있다. IEEE 802
집행위원회는 귀하의 지원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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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Standards Committee Chair’s Guidelines
This section contains the various guidelines that are currently approved.

2.1 IEEE 802 Approvals
Standards Committee Chair Origin
The below table identifies which group (or person) by IEEE 802 convention must provide approval at
the milestones in the development of a draft standard or PAR Study Group effort. The explicit right to
these approvals is, by IEEE-SA procedures, vested in the Standards Committee who is, for all practical
purposes,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may thus override theses
guidelines in order to avoid issues which would negatively impact the process for IEEE 802 standards.
Item
PAR submittal (new)
PAR Revision
PAR Extension
PAR ‘Working Group Chair change’
Form Working Group PAR Study
Group
Form Industry Connections Activity
Form Standards Committe PAR
Study Group
Standard Renewal Date Extension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pool
formation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recirculation
All Standards Board submissions
JTC1/ITU Submissions3
Press Releases

1
2
3
4

Working
Groupt]1

Working
Group Chair

Standards
Committe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2
YES
YES
INFO

YES

YES

YES

YES

YES

YES

Standards
Committee
Chair
YES
YES
YES
YES

YES
YES

YES

INFO

YES

YES
YES

YES

INFO

YES

INFO

YES

YES

YES

INFO
YES4

YES
YES

YES
YES

YES

Issues
Issues

All Working Group approvals require explicit vote counts (yes/no/abstain) to be recorded and communicated to the EC.
Requires submission 30 days in advance to the EC, refer to the IEEE 802 Operations Manual.
Submissions to JTC1/ITU are defined to be communications with a government entity in the IEE 802 Operations
Manual and have specific procedures. Refer to the IEEE 802 Operations Manual for more information.
Press releases should be approved by the EC. The Working Group should normally approve a press release, although in
some cases this cannot be done in a timely fashion. In such cases, the EC decision will pre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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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표준위원회 의장의 지침
이 장에는 현재 승인된 다양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2.1 IEEE 802 승인
표준위원회 의장 출처
아래 표는 IEEE 802 규정에 따라 표준초안 개발 또는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연구그룹 활동의 중요한 단계에서 어
떤 그룹(또는 개인)이 승인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게 한다. 이러한 승인에 대한 명시적 권리는 IEEE-SA 절차에
따라 모든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표준위원회 의장 관할의 표준위원회(Standards Committee)에 귀속된다. 따라
서 표준위원회 의장은 IEEE 802 표준 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 지침을 무시할
수도 있다.

항목

작업그룹1

작업그룹
의장

표준
위원회

표준
위원회
의장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제출(신규)

YES

YES

YES2

YES

프로젝트인가요청서 개정

YES

YES

YES

YES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연장

YES

YES

YES

YES
YES

YES

INFO

작업그룹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연구그룹 형성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작업그룹 의장 변경’
YES

YES

YES

산업연결활동 형성

YES

YES

YES

표준위원회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연구그룹 형성

YES

표준 갱신 날짜 연장

YES

YES

INFO

표준협회 투표

YES

YES

YES

표준협회 투표 풀(Pool) 구성

YES

YES

표준협회 투표 재회람

INFO

YES

INFO

모든 표준심의회 제출

YES

YES

YES

INFO

YES

YES

Issues

보도자료

YES4

YES

YES

Issues

1 모든 작업그룹 승인에는 명시적인 투표 수(예/아니오/기권)가 기록되고 집행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2 IEEE 802 운영 매뉴얼을 참조하여 집행위원회에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3 JTC1/ITU에 대한 제출은 IEE 802 운영 매뉴얼에서 정부 기관과의 통신으로 정의되며 구체적인 절차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IEEE 802
운영 매뉴얼을 참조할 것.
4 보도자료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그룹은 일반적으로 보도자료를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작업을 적시
에 수행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 집행위원회 결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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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egistration Fees
Standards Committee Chair Origin
This guideline defines the requirements for ‘atypical’ meeting attendees such as IEEE staff and
members of the press to pay applicable registration fees during sessions.
1) Invited (by members of the EC) guests who attend meetings for a specific purpose that is of
value to general attendees (e.g., to provide a tutorial presentation) should be exempt from the
meeting fee. Invited guests who do not pay a meeting fee are welcome to observe various
sessions of IEEE 802. However, as guests they may not vote in Working Group meetings during
that session and their attendance will not be counted toward building or maintaining voting
membership in any Working Group. Guests should register to receive a name badge. Note that
observers are allowed to comment on Working Group documents.
2) Students – See guideline 4.1 Student Fees
3) For plenary sessions,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will have the responsibility to review and
approve the above exceptions (total limited to ten individuals per session) and provide a list of
these exempt people to the Executive Secretary before the session and obtain EC confirmation
at the Monday EC meeting of a plenary session.
4) In addition to the previously mentioned 10 waivers,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may rarely
grant meeting fee waivers for invited officers of other SDOs who do not regularly attend IEEE
802 meetings. The purpose of the waiver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individual to
observe how IEEE 802 operates and to meet the IEEE 802 leadership. Attendance at the
meeting doesn't count toward establishing voting membership. The meeting fee waiver
privilege is not intended to permit the individual to participate in project work. Reciprocal
treatment should be encouraged.

2.3 Standards distribution in digital format
EC Motion Origin
(Originally an EC motion, updated by EC motion 16 November 2012).
This guideline defines the mechanism for generating and handing out IEEE 802 standards in digital
format. The Recording Secretary shall be responsible for determining for the format and for creating
the version for that year. The Standards Committee has requested that the format be a durable, physical
format, such as CD-ROM or DVD.
1) The distribution contains at a minimum:
a) All PDF files for IEEE 802 standards that are active, withdrawn or superseded, that have
been published by 45 days prior to the initial distribution..
b) The approved IEEE 802 rules including: IEEE 802 LMSC Policy and Procedures, IEEE
802 LMSC Operations Manual, IEEE 802 LMSC Working Group Policies and Procedures
and IEEE 802 LMSC Chair's Guidelines.
2) Nominally, there will be an annual production with initial distribution at plenary meeting
determined by Recording Secretary with the current version available at subsequent plenary
sessions until the next annual production.
3) In order to receive a copy of the standards, the individual shall be registered at the plenar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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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등록비
표준위원회 의장 출처
이 지침은 IEEE 직원과 언론인과 같은 ‘비정형적인’ 회의 참석자가 회의 중에 해당 등록비를 지불해야 하는 요건
을 정의한다.
1)

일반 참석자들에게 중요한 특정 목적(예: 튜토리얼(Tutorial) 발표 제공)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집행위원
회 회원에 의한) 초대 손님은 회의 비용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 회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초대 손님
은 IEEE 802의 다양한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그러나 손님으로서 그들은 해당 회의 동안 작업그룹 회의
에서 투표할 수 없으며, 해당 회의에서의 출석은 어떤 작업그룹에서도 투표 회원자격을 설정하거나 유지
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님이 신분증(Badge)을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 참관자들은 작업그룹 문
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2)

학생 ― 지침 4.1 학생 요금 참조

3)

총회의 경우, 표준위원회 의장은 상기 예외(회의당 총 10명의 개인으로 제한됨)에 대해 검토하고 승인하
고, 이들 면제자들의 목록을 회의 전에 집행위원회에 제공하고 총회의 월요일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집행
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책임이 있다.

4)

앞서 언급한 10명의 면제 외에도, 표준위원회 의장은 드물게 IEEE 802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다른 표준개발기구(SDO)의 초청 담당관(Officer)에 대해 회의 비용 면제를 허용할 수도 있다. 면제의 목
적은 개인이 IEEE 802 운영 방식을 관찰하고 IEEE 802 리더십(Leadership)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다. 회의 출석은 투표 회원자격(Voting Membership) 설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의비 면제 특
권은 개인이 프로젝트 작업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상호 대우를 장려해야 한다.

2.3 디지털 형식의 표준 배포
집행위원회 동의안 출처
(최초 집행위원회 동의안, 2012년 11월 16일 집행위원회 동의안으로 업데이트)
이 지침은 IEEE 802 표준을 디지털 형식으로 생성하고 배포하는 방법을 정의한다. 기록간사는 형식을 결정하고
성 있는 물리적 형식이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1)

배포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된다:
a)

최초 배포 45일 전까지 출판된 활성, 철회 또는 대체된 IEEE 802 표준에 대한 모든 PDF 파일.

b)

다음을 포함하는 IEEE 802 규칙: IEEE 802 LMSC 정책 및 절차, IEEE 802 LMSC 운영 매뉴얼, IEEE
802 LMSC 작업그룹 정책 및 절차, 그리고 IEEE 802 LMSC 의장 지침.

2)

일반적으로, 기록간사가 결정한 총회에서 최초 배포를 하는 연간 제작이 있을 것이며, 다음 연간 제작까지
후속 총회에서 현재 버전(Version)을 사용할 수 있다.

3)

표준 복사본을 받으려면 개인은 표준이 배포되는 총회에 반드시 등록 되어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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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where the standards are distributed
4) Distribution is offered during badge pickup.
5) The license is for personal use only – individuals will initial receipt of the standards.
6) Previously issued versions of the standards distribution are licensed to recipient only and is not
transferable. The recipient may keep it for archival purposes or should be destroyed.
7)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may make an exception to the above, subject to copyright
requirements of the IEEE.

2.4 Tutorials
(Standards Committee Chair Origin)
This guideline outlines ‘acceptable practices’ for Tutorial presenters.
1) Content of Tutorials should be:
a) Technology oriented, informative, concise, and well illustrated.
b) Reflect general needs and technology for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c) Reflect business/economic drivers for possible standardization.
d) Present multiple viewpoints and speakers where appropriate
2) Purpose of Tutorials should:
a) Explore possible new directions for IEEE 802 efforts
b) Summarize ongoing major work of PAR Study Group or Working Group or Technical
Advisory Group.
c) Describe basic IEEE 802 or other standards process.
3) Mechanics of Tutorials:
a) Hosted by a voting Standards Committee member.
b) Executive Secretary shall provide a tutorial request form that shall be made available on the
IEEE 802 website.
c) Requests are sent to the Standards Committee email reflector no earlier than the end of the
plenary session immediately preceding the plenary session in which the tutorial is requested.
Requests shall be sent no later than 45 days in advance of the start of plenary session in
which they are to be presented.
d) The Executive Secretary schedules the Tutorials and announces the schedule to the
Standards Committee reflector at least 30 days before the meeting. Any time not announced
as being used for tutorials 30 days prior to a plenary session is automatically released to
Working Group’s for their use.
e) Conflicts to be resolved by Executive Secretary and Standards Committee Chair based on
most importance to IEEE 802.
f) Schedule is provided on IEEE 802 website with abstracts 15 days before the meeting.
g) The final PDF version of the presentations shall be filed with the recording secretary at least
7 days before the tutorial, or the tutorial may be postponed. The recording secretary shall
post the final PDF version of the presentation on the IEEE 802 web page 5 days before the
tutorial.
h) Held Monday, 6:00 pm–7:20 pm, 7:30 pm– 8:50 pm, 9:00 pm–10:30 pm, and are held on
Tuesday only on an optional basis (i.e., concurrent Worling Group meetings are allowed)
i) Tutorials in support of a new PAR should be conducted Monday evenin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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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분증(Badge)을 수령할 때 배포가 제공된다.

5)

라이선스(License)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된다 - 개인은 처음으로 표준을 받게 된다.

6)

이전에 발행된 표준 배포 버전(Version)은 수신자에게만 라이선스(License)가 부여되며 양도할 수 없다.
수령인은 보관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7)

표준위원회 의장은 IEEE의 저작권 요건에 따라 상기 사항에 대한 예외를 만들 수 있다.

2.4 튜토리얼(Tutorial)
(표준위원회 출처)

이 지침의 개요는 튜토리얼(Tutorial) 발표자를 위한 ‘허용되는 관행’에 대해 설명한다.

1)

2)

3)

튜토리얼(Tutorial)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기술 지향적이고 유익하며 간결하며 잘 설명되어 있다.

b)

표준 및 권고 실용서(Recommended Practices)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와 기술을 반영한다.

c)

가능한 표준화를 위해 업무/경제적 동인(Drivers)을 반영한다.

d)

적절한 경우 여러 관점과 발표자를 제시한다.

튜토리얼(Tutorial)의 목적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EEE 802 노력을 위한 가능한 새로운 방향 탐색

b)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연구그룹, 작업그룹 또는 기술자문그룹에서 진행 중인 주요 작업 요약

c)

기본 IEEE 802 또는 기타 표준 과정을 설명

튜토리얼(Tutorial)의 기능적 구조(Mechanics):
a)

투표권이 있는 표준위원회 회원이 주최한다.

b)

집행간사는 IEEE 802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튜토리얼(Tutorial) 요청 양식을 제공해야만 한다.

c)

튜토리얼(Tutorial)이 요청된 총회의 직전 총회가 끝나기 전에 표준위원회 전자우편 리플렉터(E-mail
Reflector)로 요청이 전송된다.

d)

집행간사는 튜토리얼(Tutorial) 일정을 정하고 회의 전 최소 30일 전에 표준위원회 리플렉터
(Standards Committee Reflector)에 일정을 공지한다. 총회 30일 전에 튜토리얼(Tutorial)에 사용

IEEE 802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중요성에 따라 집행간사와 표준위원회 의장이 갈등을 해결한다.

f)

일정은 회의 15일 전에 초록과 함께 IEEE 802 웹사이트에 제공된다.

g)

발표의 최종 PDF 버전은 튜토리얼(Tutorial) 최소 7일 전에 기록간사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튜토리얼(Tutorial)이 연기될 수 있다. 기록간사는 튜토리얼(Tutorial) 5일 전에 발표에 사용
할 최종 PDF 버전을 IEEE 802 웹 페이지에 게시해야만 한다.

h)

월요일, 오후 6:00―7:20, 오후 7:30―8:50, 오후 9:00―10:30에 개최되며, 화요일에는 선택적으로만
개최한다(즉, 동시 작업그룹 회의 허용).

i)

새로운 프로젝트인가요청서를 지원하는 튜토리얼(Tutorial)은 월요일 저녁에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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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EEE 802 Tutorials should NOT be:
a) Product announcements
b) Company announcements

2.5 Commercialism at meetings
(Standards Committee Chair Origin, updated by EC motion 21 March 2014)
IEEE 802 Plenary Sessions are held to develop standards. Commercial activity in conjunction with
these meetings is discouraged. The IEEE 802 EC has expressed a clear desire to avoid product
promotions, or anything that can be construed as a product promotion, at the IEEE 802 plenary
sessions. We do not want IEEE standards meetings to turn into trade shows, where vendors avail
themselves of the opportunity to show their wares to a captive audience. Any discussion of pricing
information in the IEEE 802 plenary session can bring our body under suspicion of anti-trust violations
and therefore cannot be allowed.
IEEE 802 meetings make no provision for hospitality suites, product demos, and receptions
(collectively referred to as "vendor events"). However, if any vendor embarks on such an activity they
are asked to adhere to the following guidelines:
1) No announcements or notifications regarding vendor events should be made inside the IEEE
802 meeting rooms or in the vicinity of the IEEE 802 meeting rooms or IEEE 802 registration
office.
2) No brochures or other collateral material should be distributed inside the IEEE 802 meeting
rooms, or in the adjacent areas that constitute the IEEE 802 meeting area. An exception is made
for brochures and collateral related to current and upcoming meeting venues, such as travel
brochures, and for IEEE publications.
3) No posters outside IEEE 802 meeting rooms.
4) No notification using IEEE Working Group email reflectors.
5) No commercial mailing notification using the address lists obtained from IEEE or IEEE 802.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may allow any of the following for a company that provides financial
sponsorship for an IEEE 802 session:
a) Logos on meeting website, badges and signage, Host can provide additional signage i.e.
banners)
b) Logos on t-shirts and lanyards (provided by Host)
c) Public acknowledgement by the IEEE 802 at the plenary meeting
d) Limited number of complimentary registrations for the session and an earlier meeting for
Host personnel to aid in preparation.
e) Limited product exhibition space
f) Table for literature and pop-up banner, outside meeting rooms only.
g) Social media promotion
h) Speaking opportunity at reception, plenary or tutorial, but not a product pitch
i) Joint press releas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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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EEE 802 튜토리얼(Tutorial)는 다음과 같으면 안 된다:
a)

제품 알림

b)

회사 알림

2.5 회의에서의 상업주의
(표준위원회 의장 출처, 집행위원회 동의안 2014년 3월 21일 업데이트)
표준개발을 위해 IEEE 802 총회가 개최된다. 이러한 회의와 연계된 상업적 활동은 권장되지 않는다. IEEE 802
집행위원회는 IEEE 802 총회에서 제품 홍보 또는 제품 홍보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고 싶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는 IEEE 표준 회의가 판매업체들이 포로로 잡힌 청중에게 그들의 물건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는 무역 박람회로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IEEE 802 총회에서 가격 정보에 대한 논의는 우리
를 반독점 위반 혐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IEEE 802 회의는 접객실, 제품 데모와 환영연회(통칭 “판매업체 행사”라고 함)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판매업체가 이러한 활동을 시작하면 다음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1)

IEEE 802 회의실 내부 또는 IEEE 802 회의실 또는 IEEE 802 등록 사무소 근처에서 판매업체 행사에 대
한 공지나 알림을 해서는 안 된다.

2)

IEEE 802 회의실 내에서 또는 IEEE 802 회의 영역을 구성하는 인접 영역에 홍보책자 또는 기타 자료를
배포해서는 안 된다. 여행 홍보책자 같은 현재와 예정된 회의 장소와 관련된 홍보책자와 자료 그리고 IEEE
간행물은 예외다.

3)

IEEE 802 회의실 외부에 포스터 금지

4)

IEEE 작업그룹 전자우편 리플렉터(E-mail Reflector)를 사용한 알림 금지

5)

IEEE 또는 IEEE 802에서 얻은 주소 목록을 사용하는 상업적 우편 통지 금지

표준위원회 의장은 IEEE 802 회의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제공하는 회사에 대해 다음을 허용할 수 있다.
회의 웹사이트의 로고, 배지 및 간판, 주최자는 추가 간판(예: 배너)을 제공할 수 있다.

b)

티셔츠(T-Shirt) 및 목줄(Lanyard)의 로고(Logo) (주최자 제공)

c)

총회에서 IEEE 802의 공개 감사의 말

d)

회의에 대한 제한된 수의 무료 등록 및 준비를 돕기 위해 주최측 직원을 위한 이른 시간 회의

e)

제한된 제품 전시 공간

f)

회의실 외부에서 만의 서적 및 팝업 배너를 위한 테이블

g)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홍보

h)

환영연회, 총회 또는 튜토리얼(Tutorial)에서 연설 기회, 그러나 제품 홍보는 안 됨

i)

공동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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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Identification of Working Group contributors in standards
(Standards Committee Chair Origin)
The list of contributors to a standard (to appear in the front piece) should normally be included with the
document during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period. The list is:
1) determined by the Working Group Chair and,
2) normally consists of those who are Working Group members at the time the project went to
Working Group Ballot.
This list will be used to determine which Working Group members and other experts will receive a
PDF copy of the standard when approved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2.7 Recording attendee information in meeting minutes
(Standards Committee Chair Origin)
IEEE 802 meeting minutes are public documents; therefore a minimal amount of attendee information
should be contained in minutes in order to provide privacy for attendees.
The minutes should only record an attendee’s name and affiliation. Meeting participants shall disclose
their affiliation as per the subclause “Disclosure of affiliation” in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The affiliation information shall be included in the minutes next to the attendee’s
name.
Any other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email, telephone, address, etc.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minutes.

2.8 Criteria for posting information to the EC reflector
(Standards Committee Chair Origin)
The IEEE 802 EC email reflector is open to viewing by anyone that may have an interest.
Occasionally it is necessary to keep some information under consideration by the EC private; hence it
should not be distributed via the EC email reflector, but via a private list containing every EC
member’s email address.
All EC business should be conducted in public via the reflector except for the following classes of
information which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EC members via a private means:
1) vendor contracts for review and approval (on the other hand, high level summary of terms and
conditions are appropriate for posting to the EC email reflector)
2) any personal information (all EC email reflector traffic should be strictly IEEE 802 business
related)
3) any information that has been explicitly deemed as possibly 'confidential and/or proprietary'
4) any information the EC has explicitly decided to be of 'executive privilege'
5) any attorney-client privileged information
In addition, Announcements (without attachments) of key activities such as Working Group ballots of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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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표준에서 작업그룹 기여자 식별
(표준위원회 의장 출처)
표준에 대한 기여자 목록(앞면에 표시)은 일반적으로 표준협회 투표 기간 동안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목록은:
1)
2)

작업그룹 의장이 결정하고,
일반적으로 프로젝트가 작업그룹 투표 단계일 때의 작업그룹 회원으로 구성된다.

이 목록은 IEEE-SA 표준심의회의 승인 시 표준의 PDF 사본을 받을 작업그룹 회원 및 기타 전문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2.7 회의록에 참석자 정보 기록
(표준위원회 의장 출처)
IEEE 802 회의록은 공개 문서이다. 따라서 참석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참석자 정보가 회
의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회의록에는 참석자의 이름과 소속만 기록해야 한다. 회의 참가자는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 매뉴얼의 “소속 공
개” 하위조항에 따라 소속을 공개해야 한다. 소속 정보는 회의록에서 참석자 이름 옆에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우편, 전화, 주소 등과 같은 기타 개인 정보는 회의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8 집행위원회 리플렉터(EC Reflector) 정보 게시 기준
(표준위원회 의장 출처)
IEEE 802 집행위원회 전자우편 리플렉터(E-mail Reflector)는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 때때로 집
행위원회가 고려중인 일부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그것은 집행위원회 전자우편 리
플렉터(EC E-mail Reflector)를 통해 배포해서는 안 되며 모든 집행위원회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가 포함된 비
공개 목록을 통해 배포해야 한다.

1)
2)
3)
4)
5)

검토 및 승인을 위한 판매업체(Vendor) 계약(반면 집행위원회 전자우편 리플렉터(E-mail Reflector)에
게시하는 데는 높은 수준의 이용 약관 요약이 적합하다.)
모든 개인 정보(모든 집행위원회 전자우편 리플렉터(E-mail Reflector) 통신은 엄격하게 IEEE 802 업무
와 관련된 것이어야 함)
‘기밀과/또는 독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간주된 모든 정보
집행위원회가 ‘집행 특권(Executive Privilege)’으로 명시적으로 결정한 모든 정보
변호사-고객 권한 정보

또한 작업그룹 초안 투표와 같은 주요 활동에 대한 (첨부 파일이 없는) 공지는 집행위원회 전자우편 리플렉터(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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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s should be copied to the EC email reflector.

2.9 Patent Policy announcement instructions
(Standards Committee Chair Origin)
2.9.1 Face to face meetings
At the first meeting of any session of a IEEE 802 Working Group, Technical Advisory Group, PAR
Study Group, Task Force (TF) or Task Group (TG), the IEEE-SA PatCom developed slide set
[http://standards.ieee.org/board/pat/pat-slideset.pdf] shall be presented by the chair, or the chair's
designee,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for the Working Group Chair' found on slide 0 of the
slide set. Another separate slide (one only) will then be shown that details the URLs of the Patent
Policy, Patent FAQ, Affiliations FAQ, Antitrust guidelines, and Ethics policy. This would also be
included within the pre-published tentative agenda.
During any subsequent meetings, only the slide showing the URLs needs to be shown. The chair, or the
chair's designee, shall also make a statement that [a] the meeting is subject to the patent policy as
presented on the first meeting of the session; and [b] if any individual believes that patent
claim(s)/patent application claim(s) might be or may become essential patent claims, that fact should be
made known. The fact that these statements were made, and any responses that were given, specifically
the patent claim(s)/patent application claim(s) and/or the holder of the patent claim(s)/patent
application claim(s) that were identified (if any) and by whom, shall be duly recorded in the meeting
minutes.
2.9.2 Online or Teleconference Meetings
As part of the pre-published tentative agenda or meeting announcement, a link to the IEEE-SA PatCom
developed slide set [http://standards.ieee.org/board/pat/pat-slideset.pdf] shall be provided indicating
that they have to be read prior to the meeting. At the start of the meeting the chair shall ask whether
there is anybody participating that has not read the slide set. If someone says they have not, then the
chair must either [a] read the slide set aloud, or [b] send the slide set, or URL of the slide set,
electronically and pause the call until all participants have read the slide set.
The chair shall also make a statement that if any individual believes that patent claim(s)/patent
application claim(s) might be or may become essential patent claims, that fact should be made known.
The fact that these statements were made, and any responses that were given, specifically the patent
claim(s)/patent application claim(s) and/or the holder of the patent claim(s)/patent application claim(s)
that were identified (if any) and by whom, shall be duly recorded in the minutes.
2.9.3 IEEE 802 Web site
The IEEE 802 web site as well as all IEEE 802 Working Group, Technical Advisory Group, Standards
Committee PAR Study Group web sites will contain a link to the Patent Policy, Patent FAQ,
Affiliations FAQ, Antitrust guidelines, and Ethics policy.
2.9.4 Suggested URLs for reference by websites:
1) Patent Policy, Patent FAQ, Antitrust guidelines, Patent Tutorial, Patent information in the IEE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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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Reflector)에 복제되어야 한다.

2.9 특허 정책 발표 지침
(표준위원회 의장 출처)

2.9.1 대면 회의
IEEE 802 작업그룹, 기술자문그룹,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연구그룹 회의에서 연구그룹, 전담반(TF) 또는 전담그
룹(TG)의 모든 회의의 첫 번째 회의에서, IEEE-SA 표준심의회 특허위원회(PatCom)에서 개발한 슬라이드 세트
[http://standards.ieee.org/board/pat/pat-slideset.pdf]를 의장 또는 의장의 피지명인이 이 슬라이드 세트
의 0번 슬라이드에 있는 ‘작업그룹 의장을 위한 지침’에 따라 발표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특허 정책, 특허에 대
한 질의와 응답(FAQ), 소속에 대한 질의와 응답(FAQ), 독점 금지 지침 및 윤리 정책의 웹 페이지 주소(URL)를 자
세히 설명하는 다른 슬라이드(하나만)를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사전 발표된 잠정적인 의제에 포함될 것이다.
모든 후속 회의 중에는 웹 페이지 주소(URL)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의장 또는 의장의 피지
명인은 [a] 회의의 첫 번째 회의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회의가 다음과 같은 특허 정책의 적용을 받으며, [b] 개인이
특허 청구/특허 출원 청구가 필수 특허 청구일 수 있거나 될 수 있다고 믿는 경우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선
언해야만 한다. 이러한 선언이 있었다는 사실 및 제공된 모든 응답, 특히 특허 청구/특허 출원 청구 및/또는 특허
청구/특허 출원 청구의 보유자(있는 경우) 및 누구에 의해 확인되었는지는 회의록에 적법하게 기록되어야만 한다.

2.9.2 온라인(Online) 또는 원격회의(Teleconference Meeting)
사전 게시된 잠정 의제 또는 회의 안내발표의 일부로 IEEE-SA 표준심의회 특허위원회(PatCom)에서 개발한 슬
라이드 세트로의 링크(Link)[http://standards.ieee.org/board/pat/pat-slideset.pdf]를 회의 전에 읽어야
함을 표시해서 제공해야만 된다. 회의 시작 시 의장은 슬라이드 세트를 읽지 않은 참가자가 있는지 물어봐야만 한
다. 누군가가 읽지 않았다고 하면 의장은 [a] 슬라이드 세트를 소리 내어 읽거나 [b] 슬라이드 세트 또는 슬라이
드 세트의 웹 페이지 주소(URL)를 전자적으로 보내고 모든 참가자가 슬라이드 세트를 읽을 때까지 회의 개시를
일시 중지해야 한다.
의장은 또한 개인이 특허 청구/특허 출원 청구가 필수적인 특허 청구일 수 있거나 될 수 있다고 믿는 경우 그 사
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선언해야만 한다. 이러한 선언이 있었다는 사실 및 모든 응답, 특히 특허 청구/특허 출
로 기록되어야만 한다.

2.9.3 IEEE 802 웹사이트(Website)
IEEE 802 웹사이트 및 모든 IEEE 802 작업그룹, 기술자문그룹, 표준위원회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연구그룹 웹사
이트에는 특허 정책, 특허에 대한 질의와 응답(FAQ), 소속에 대한 질의와 응답(FAQ), 독점 금지 및 윤리 정책에
대한 링크(Link)가 포함된다.

2.9.4 웹사이트(Website)에서 참조할 수 있는 추천 URL
1)

특허 정책, 특허에 대한 질의와 응답(FAQ), 독점 금지 지침, 특허 튜토리얼(Tutorial), IEEE 표준들(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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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Companion, what you need to know about standards and the law, the LOA form, the
LOA cover letter, the LOA database and the LOA process flowchart.
http://standards.ieee.org/board/pat/index.html
http://standards.ieee.org/board/pat/pat-material.html
2) Affiliations FAQ:
http://standards.ieee.org/faqs/affiliationFAQ.html
3) Ethics policy:
http://www.ieee.org/web/membership/ethics/code_ethics.html

2.10
2.11 IEEE 802 EC’s responsibility to progress PARs
(Standards Committee Chair Origin)
PARs within the IEEE SA are assigned to Standards Committees, and the IEEE 802 EC as a whole has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PARs assigned within IEEE 802 are properly progressed. Should a member
of the EC believe work on a particular PAR is not being properly advanced (e.g. a Working Group
refuses to forward a draft to RevCom even though it has properly completed the Standards Committee
balloting process) the matter should be raised to the EC for consideration. In addition, materially
interested parties can file appeals to the EC if it is felt that a Working Group is not properly advancing
the work of an assigned PAR.

2.12 Working Group Vice Chair activities
(Standards Committee Chair Origin)
Since Working Group Vice Chairs must be ready to step in as acting Working Group Chairs should the
Working Group Chair be unable to serve, it is expected that Working Group Vice Chairs will regularly
attend EC opening and closing meeting. In addition, Working Group Vice Chairs should be assigned
regular duties by the Working Group Chair. Such duties should include, maintenance of Working
Group rules, and maintenance of Working Group membership rosters. The Working Group Chair may
assign Vice Chairs other regular duties, and of course special actions that pertain to the orderly conduct
of Working Group business.

2.13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process
(Standards Committee Chair Origin)
There are numerous requirements for IEE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s. This guideline summarizes
where they can be found. Most of these requirements are delegated to the Working Group Chair
proposing to conduct the ballot. New Working Group Chairs should carefully review this
documentation prior to conducting a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so they are thoroughly prepared for
the process. They are also encouraged to seek the advice of an experienced Working Group Chair
should they have questions about the process.
After the Working Group and EC approve balloting of a new draft standard, the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process is handled via the myProject/myBallot tools at IEEE-SA. A help section exists for th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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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Companion)의 특허 정보, 표준 및 법률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확약서(LOA) 양식, 확약서
(LOA) 표지(cover letter), 확약서(LOA)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확약서 과정흐름도(flowchart).
http://standards.ieee.org/board/pat/index.html
http://standards.ieee.org/board/pat/pat-material.html
2)

소속에 대한 질의와 응답(FAQ):
http://standards.ieee.org/faqs/affiliationFAQ.html

3)

윤리 정책:
http://www.ieee.org/web/membership/ethics/code_ethics.html

2.10
2.11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진행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책임
(표준위원회 의장 출처)
IEEE 표준협회 내의 프로젝트인가요청서는 표준위원회에 할당되며, IEEE 802 집행위원회는 전체적으로 IEEE
802 내에서 할당된 프로젝트인가요청서가 적절하게 진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집행위원회 구성원이 특정 프
로젝트인가요청서에 대한 작업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예: 표준위원회 투표 절차를 제
대로 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그룹이 IEEE 표준협회 표준심의회 표준검토위원회(RevCom)에 초안을 전달
하기를 거부함) 문제를 집행위원회에 제기하여 검토해야 한다. 또한 작업그룹이 할당된 프로젝트인가요청서의 작
업을 적절하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는 집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12 작업그룹 부의장 활동
(표준위원회 의장 출처)
작업그룹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작업그룹 부의장이 임시 작업그룹 의장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작업그룹 부의장은 정기적으로 집행위원회 개회식 및 폐회식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또한 작업그룹
부의장은 작업그룹 의장에 의해 정규 직무를 할당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의무에는 작업 유지 관리와 그룹 규칙 및
작업그룹 회원 명단 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작업그룹 의장은 부의장에게 기타 정규 업무와 작업그룹 업무의 질
서 있는 수행과 관련된 특별 조치도 또한 당연히 할당할 수 있다.

(표준위원회 의장 출처)
IEEE 표준협회 투표에는 수많은 요구 사항이 있다. 이 지침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위치를 요약한다. 이러한 요
구 사항의 대부분은 투표 수행을 제안하는 작업그룹 의장에게 위임된다. 새로운 작업그룹 의장은 표준협회 투표
를 실시하기 전에 이 문서를 주의 깊게 검토해서 과정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또한 과정에 대한 질문이 있
는 경우 숙련된 작업그룹 의장의 조언을 구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작업그룹과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표준 초안의 투표를 승인한 후, 표준협회 투표 절차는 표준협회의 myProject/
myBallot 도구를 통해 처리된다. 표준협회 투표 절차에 대한 도움말 섹션(Section)이 있다. 추가 지침은 필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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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Association Ballot process. Additional guidance can be found in Section 3 of the IEEE-SA
Standards Style Manual on topics such as conducting mandatory editorial coordination (MEC). These
documents will guide the Working Group Chair initiating the ballot through the balloting process. One
important tip is to advise ballot participants not to attached comments as “attachements”. While the
tools allow it, it can complicate the process for approval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Review
Committee (RevCom).

2.14 Duties of the Standards Committee Officers
(Standards Committee Chair Origin)
The following responsibilitie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and appointed
positions:
2.14.1 Standards Committee Chair responsibilities
1) Fulfill duties as outlined in IEEE 802 LMSC Policies and Procedures
2) Obligations to Computer Society (CS)
a) Attend CS Standards Activities Board (SAB) meetings as Standards Committee Chair (one
face-to-face, nominally three teleconferences)
b) Represent IEEE 802 views and needs
c) Guide/facilitate healthy evolution of CS-SAB projects and practices
d) Produce summary reports on IEEE 802 activities, 4 times a year
e) Generate IEEE 802 annual report: past year highlights, next year target goals, summary
overviews, major changes, etc.
3) Obligations to IEEE 802 beyond explicit duties identified in IEEE 802 LMSC Policies and
Procedures
a) Sign and, in many cases, draft/author/edit official communications to external organizations
(e.g., FCC, ITU-T, ITU-R, etc....nominally 20-25 documents per year)
b) Review and sign-off on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lists generated by SA
c) Review and sign-off on PAR submissions, send to CS-SAB and IEEE SA Standards Board
d) Facilitate generation of IEEE 802 agenda with help from the recording secretary, finalize
agenda for the closing executive meeting
e) Review with the Recording Secretary all IEEE 802 actions items after the end of the plenary
session
f) Review with the Executive Secretary all meeting planning recommendations and help deal
with meeting logistics issues as they arise
g) Review with the Treasurer the meeting budget and help deal with financial issues as they
arise
h) Working with IEEE SA staff to address any issues regarding the orderly management of
Standards development (at a minimum consists of chairing IEEE 802 Task Force meetings
during plenary sessions and IEEE SA Standards Board meetings)
i) Work with IEEE 802 participants to address any concerns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operations of the IEEE 802.
1) Plenary session facilitation:
a) On-call entire week to coach/mentor/facilitate resolution of issues and guide actions towar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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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조정(MEC) 수행과 같은 주제에 대한 IEEE 표준협회 표준 형식 매뉴얼(Standard Style Manual) 섹션(section)
3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서들은 투표 절차를 통해 투표를 시작하는 작업그룹 의장을 안내한다. 한 가지 중요한
팁(Tip)은 투표 참가자에게 “첨부 파일”로 코멘트를 첨부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이다. 이를 도구가 허용하지만,
IEEE 표준협회 표준심의회 표준검토위원회(RevCom)로부터 승인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2.14 표준위원회 담당관(Officer) 업무
(표준위원회 의장 출처)

표준위원회 의장 및 임명된 직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이 부여되었다:

2.14.1 표준위원회 의장의 책임
1)
2)

IEEE 프로젝트 802 LAN/MAN 표준위원회 정책 및 절차에 설명된 의무 이행
컴퓨터 소사이어티(CS)에 대한 의무
a)

표준위원회 의장으로 컴퓨터 소사이어티(CS) 표준활동위원회(SAB) 회의에 참석(1명은 대면, 명목상
3회의 원격회의)

3)

b)

IEEE 802 견해 및 요구 사항을 대표한다..

c)

컴퓨터 소사이어티 - 표준활동위원회(CS-SAB) 프로젝트 및 관행의 건전한 발전을 안내/촉진한다.

d)

IEEE 802 활동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1년에 4번 만든다.

e)

IEEE 802 연간 보고서를 생성한다: 작년 하이라이트, 내년 설정목표, 요약 개요, 주요 변경사항 등

IEEE 802 LMSC 정책 및 절차에 명시된 명시적 의무를 넘어 IEEE 802에 대한 의무 절차
a)

외부조직에 대한 공식 커뮤니케이션에 서명하고, 대부분의 경우 초안/작성/편집한다.(예: FCC,
ITU-T, ITU-R 등 ... 명목상 연간 20-25개의 문서)

b)

표준협회가 생성한 표준협회 투표 목록 검토 및 승인

c)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제출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컴퓨터 소사이어티-표준활동위원회(CS-SAB)와
IEEE 표준협회 표준심의회로 전송
기록간사의 도움을 받아 IEEE 802 의제 생성을 촉진하고 폐회 집행회의 의제를 마무리한다.

e)

총회 종료 후 모든 IEEE 802 조치 항목을 기록간사와 검토한다.

f)

모든 회의 계획 권고 사항을 집행간사와 함께 검토하고 발생하는 회의 물류 문제가 생기면 이를 처리
하도록 돕는다.

g)

회계담당자와 회의 예산을 검토하고 재정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도록 돕는다.

h)

표준 개발의 질서 있는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EEE 표준협회 직원과 협력한다(최소한
IEEE 표준협회 표준심의회 회의와 총회 동안 IEEE 802 전담반(TF)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

i)

IEEE 802 참가자와 협력하여 IEEE 802 운영 개선을 위한 우려 및 제안 사항을 해결한다.

1) 총회 촉진:
a)

문제 해결을 지도/조언/촉진하고 IEEE 802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에 대한 조치를 안내하기 위해 일주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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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802 win-win results (usually 72 hours, 10-15 key projects). [This limits one's freedom to
attend Working Group meetings to no more than a few hours at best.]
b) Act as liaison with IEEE SA staff (at plenary session and in Piscataway usually during SA
Standards Board sessions) on working issues/projects (usually 5-10 hours per plenary session)
c) Lead ad hoc activities as needed, usually two or three per plenary session
2) Inter-meeting activities:
a) Follow-up on items in 3) above
b) Work with IEEE staff on issue resolution (e.g.,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process, SA
directives, getIEEE802, distribution of IEEE standards to registered attendees, drafts for sale,
legal issues, etc.)
c) Respond to calls from the press, obtain approval of IEEE 802 press releases etc.
d) Respond to NesCom and RevCom concerns on behalf of IEEE 802 PARs and draft standard
reviews (if needed beyond Working Group chair actions)
e) Monitor JTC 1 actions affecting 8802 series of standards
f) Monitor FCC, IETF, ITU-T and ITU-R activities, sign off on liaison communications
g) Conduct EC email ballots (usually less than 10)
General notes:
There are tremendous variations in the level of time/resources needed to support IEEE 802. There is a
somewhat constant level of 80 hours per month (average) to do the various items identified above.
There are also actions that demand attention whenever they occur, ranging from big issues that take
100% of one's time because of the magnitude of the issue, or the volume of communications.
Unfortunately, the latter events have become more frequent and they can consume full-time effort (or
more) from five to twenty five days.
There is another level of activity that has tremendous advantages for IEEE 802 at the same time it
consumes substantial resources. From time-to-time the opportunity arises for IEEE 802 spokespersons
to speak at conference and seminars. One could make this a full-time job, or ignore it. Experience
indicates that good/valuable opportunities arise about once a year to make a major presentation at some
national or international meeting. It is my opinion that EC members should do more of this on a
coordinated basis to spread the word, build further interest, gain added commitments to IEEE 802
programs.
2.14.2 First Vice Chair responsibilities
1) To stand in for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when needed. This can be for a few minutes at
the EC meetings. Other times it means chairing an entire plenary session. In the latter case,
there are a couple of weeks' worth of work in the 4-6 weeks before the plenary session, and
100% consumption of one's time during the session. Occasionally and emergency situation
develops, and the First Vice Chair is suddenly required to conduct IEEE 802 business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2) The primary responsibility is to lead policies and procedure change activities. When major
issues are being addressed this can consume significant amounts of time, occasionally
precluding meaningful participation in a working group.
3) Be expert on IEEE 802, CS-SAB and SA Policy and Procedures, IEEE 802 process and Robert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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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대기한다(일반적으로 72 시간, 10-15개의 주요 프로젝트). [이것은 작업그룹 회의에 참석할 자유를 기
껏해야 몇 시간 이하로 제한한다.]
b)

작업 문제/프로젝트에 대해(총회에서와 표준협회 표준심의회 회의 중에는 보통 Piscataway에서) IEEE 표
준협회 직원과의 연락 담당자로 활동한다(보통 총회 당 5-10 시간).

c)

필요에 따라 임시 활동을, 보통 총회 당 2~3회 이끈다.

2) 회의간(Inter-meeting) 활동:
a)

위의 3)의 항목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한다.

b)

문제 해결을 위해 IEEE 직원과 함께 일한다(예: 표준협회 투표 절차, 표준협회 지침, IEEE802 획득, 등록
된 참석자에게 IEEE 표준 배포, 판매용 초안, 법적 문제 등).

c)

언론의 전화에 응답하고 IEEE 802 보도 자료 등의 승인을 받는다.

d)

IEEE 802를 대표해서 프로젝트인가요청서와 표준초안 검토에 관한 표준협회 표준심의회 신규표준위원회
(NesCom)와 표준검토위원회(RevCom)의 우려사항에 대응한다(작업그룹 의장의 조치 외에 필요한 경우).

e)

8802 시리즈 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JTC-1 조치 감시f) FCC, IETF, ITU-T 및 ITU-R 활동 감시, 연락 통
신 승인

g)

집행위원회 전자우편 투표 수행(보통 10 개 미만)

일반 사항:
IEEE 802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간/자원 수준에는 엄청난 변수가 있다. 위에서 확인된 다양한 항목을 수행하
는 데는 한 달에 80시간(평균)이라는 다소 일정한 수준이 있다. 또한 문제의 규모나 소통의 양으로 인해 시간의
100%를 차지하는 큰 문제부터 발생할 때마다 주의를 요하는 조치도 있다. 안타깝게도 후자의 사태가 더 자주 발
생하고 5일에서 25일까지 전임(full-time) 노력(또는 그 이상)을 소비할 수 있다.
IEEE 802가 상당한 자원을 소비하는 동시에 엄청난 이점을 갖는 또 다른 수준의 활동이 있다. 때때로 IEEE 802
대변인이 컨퍼런스와 세미나에서 연설할 기회가 발생한다. 이를 전임 업무로 만들거나 무시할 수 있다. 경험에 따
르면 1년에 한 번씩 국내 또는 국제 회의에서 주요 발표를 할 수 있는 좋은/귀중한 기회가 발생한다. 집행위원회
회원들이 이 말을 널리 퍼뜨리고, 더 많은 관심을 얻고, IEEE 802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헌신을 얻기 위해 이
러한 일을 조율된 방식으로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필요할 때 표준위원회 의장을 대신한다. 이는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몇 분 동안일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전체 총회에서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 총회 전 4~6주에는 2주 분량의 작업이 있
고 세션 중에는 100% 시간이 소요된다. 때때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고 부의장은 IEEE 802 사업을 장기간
수행해야 한다.

2)

주요 책임은 정책 및 절차 변경 활동을 주도하는 것이다. 주요 문제가 해결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때로는 작업그룹에의 의미 있는 참여를 방해할 수 있다.

3)

IEEE 802, 컴퓨터 소사이어티-표준활동위원회(CS-SAB)와 표준협회 정책 및 절차, IEEE 802 절차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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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of Order to help resolve issues in EC meetings and, when asked, at Working
Group/Technical Advisory Group meetings.
To help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in situations where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requires assistance with issues primarily arising in the various working groups.
Visit Working Group/Technical Advisory Group sessions for short intervals during the plenary
session to keep abreast of the pulse of the organization. This should be coordinated with the
Second Vice Chair to maximize coverage of all IEEE 802 projects.
Interpret the IEEE 802 LMSC Policy and Procedures, IEEE 802 LMSC Operations Manual,
IEEE 802 LMSC Working Group Policies and Procedures, and the IEEE 802 LMSC Chair's
Guidelines, and provide advice to LMSC members, Working Group Chairs, and other EC
members when requested.
In coordination with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and Second Vice Chair, help resolve IEEE
802, SA and BoG issues with IEEE staff, IEEE Standards Board, BoG and CS-SAB.
Assist Standards Committee Chair with miscellaneous administrative and other assigned tasks.

2.14.3 Second Vice Chair responsibilities
1) The primary responsibility is to lead mentoring and IEEE 802 training program efforts. This
position will focus on the execution of the Education, Mentoring and Support program which is
intended to improve the overall efficiency and quality of IEEE 802 standards projects.
2) Be expert on IEEE 802, CS-SAB and SA Policy and Procedures, IEEE 802 process and Roberts
Rules of Order to help resolve issues in EC meetings and, when asked, at Working
Group/Technical Advisory Group meetings.
3) Visit Working Group meetings for short intervals during the plenary week to keep abreast of the
pulse of the organization. This should be coordinated with the First Vice Chair to maximize
coverage of all IEEE 802 projects.
4) Act as a mentor to new Working Group Chairs and work with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to
oversee the assignment of experienced IEEE 802 members to mentor Working Group Chairs as
appropriate.
5) Support maintenance of IEEE 802 LMSC Policy and Procedures with the First Vice Chair and
be an expert on the IEEE 802 LMSC Policy and Procedures, IEEE 802 LMSC Operations
Manual, IEEE 802 LMSC Working Group Policies and Procedures, and the IEEE 802 LMSC
Chair's Guidelines.
6) In coordination with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and First Vice Chair, help resolve IEEE
802, SA and BoG issues (such as appeals, IPR issues, complaints, timely issuance of Standards
Association ballots, Get802 program and draft sales) with IEEE staff, IEEE Standards Board,
BoG and CS-SAB.
7) Arrange the newcomers tutorial meeting at every plenary and assign a person to present it.
Maintain and update the newcomers tutorial presentation to keep it up to date.
8) Assist Standards Committee Chair with miscellaneous administrative and other assigned tasks.
2.14.4 Treasurer's responsibilities
1)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ccounts
a) Credit card processing
b) Merchant accoun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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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트 토의절차 규칙(Robert’s Rules of Order)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집행위원회 회의 및 요청 시 작업그
룹/기술자문그룹 회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는다.
4)

표준위원회 의장이 다양한 작업그룹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표준위
원회 의장을 지원한다.

5)

조직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총회 중 짧은 간격으로 작업그룹/기술자문그룹 회의를 방문한다.. 모든 IEEE
802 프로젝트의 적용 범위를 최대화하기 위해 제2부의장과 협력해야 한다.

6)

IEEE 802 LMSC 정책 및 절차, IEEE 802 LMSC 운영 매뉴얼, IEEE 802 LMSC 작업그룹 정책 및 절차,
IEEE 802 LMSC 의장 지침을 해석하고, 요청 받을 시 LMSC 구성원, 작업그룹 의장 및 기타 집행위원회
구성원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7)

표준위원회 의장과 제2부의장과 협력하여 IEEE 직원, IEEE 표준심의회, 임원회(BoG) 그리고 컴퓨터 소사
이어티-표준 활동 위원회(CS-SAB)와 함께 IEEE 802, 표준협회, 그리고 임원회(BoG)의 문제 해결을 지원
한다.

8)

기타 행정 및 기타 할당된 임무를 수행하는 표준위원회 의장을 지원한다.

2.14.3 제2부의장 책임
1)

주요 책임은 멘토링과 IEEE 802 교육 프로그램 노력을 주도하는 것이다. 이 직책은 IEEE 802 표준 프로
젝트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멘토링과 지원 프로그램의 실행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

IEEE 802, 컴퓨터 소사이어티-표준 활동 위원회(CS-SAB)와 표준협회 정책 및 절차, IEEE 802 절차와 로
버트의 의사규칙(Robert’s Rules of Order)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집행위원회 회의 및 요청 시 작업그룹/
기술자문그룹 회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다.

3)

전체 주간 동안 짧은 간격으로 작업그룹 회의를 방문하여 조직의 흐름을 파악한다. 모든 IEEE 802 프로젝
트의 적용 범위를 최대화하기 위해 제1부회장과 협력해야 한다.

4)

새로운 작업그룹 의장의 조언자 역할을 하고 표준위원회 의장과 협력하여 숙련된 IEEE 802 회원을 작업
그룹 의장의 조언자로 배정하는 것을 적절하게 감독한다.

5)

제1부의장과 함께 IEEE 802 LMSC 정책 및 절차의 유지 관리를 지원하고 IEEE 802 LMSC 정책 및 절차,
IEEE 802 LMSC 운영 매뉴얼, IEEE 802 LMSC 작업그룹 정책 및 절차, IEEE 802 LMSC 의장의 지침에
관한 전문가가 된다.

6)

표준위원회 의장 및 제1부의장과 협력하여, IEEE 직원, IEEE 표준심의회, 임원회(BoG), 그리고 컴퓨터 소
기, IPR 문제, 불만사항, 표준협회 투표의 적시 발행, Get802 프로그램 및 초안 판매) 해결을 지원한다.

7)

모든 총회에서 새로운 참가자 튜토리얼(Tutorial) 회의를 준비하고 발표할 사람을 지정한다. 신규 사용자
튜토리얼(Tutorial) 발표를 유지하고 업데이트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8)

기타 관리업무 및 기타 할당된 임무를 수행하는 표준위원회 의장을 지원한다.

2.14.4 회계담장자의 책임
1)

계좌 개설 및 유지
a)

신용카드 처리

b)

판매자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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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ank accounts
d) Vendor accounts
Prepare budget
a) Periodic recommendations/justification for meeting fee changes
Collect and disburse money
a) Supervise the setup of the on-line meeting registration system including credit card
processing.
b) Establish money handling procedures for meeting registration staff
i. Check and travelers check endorsement
ii. Temporary storage of receipts
iii. Cash-out
c) Void/adjusted credit card transactions (one to three per meeting week
d) Storage of cash/check/etc during plenary session
e) Preparation of deposits (deposit execution)
f) Deposit of checks and cash no later than seven days after the close of the session
g) Review of vendor invoices (hotel master account, A/V, etc)
h) Expense reimbursement payments (executive committee member between meeting
expenses, items specifically approved by executive committee)
i) Deadbeat collections.
Reports
a) Statement of operations, balance sheet
i) Accounting period (meeting and following interval) at Monday executive committee and
plenary
ii) Estimated statements at closing executive committee and plenary sessions
b) Reports of finances to IEEE through the mandated reporting system
c) Deadbeat report (recommendations for removal of voting rights when needed)
Capital equipment
a) Maintain records of owned equipment and assigned custodians
b) Procure equipment approved by executive committee
Maintain files of all financial transactions (database and journal entry)
Supply all necessary information to IEEE-SA auditor and provide oversight and guidance as
needed.

2.14.5 Recording Secretary's responsibilities
Required core responsibilities:
1) Record minutes of executive committee meetings (at a minimum the opening and closing EC
meetings at each of three plenary sessions per year and three EC conference calls, and during
occasional executive sessions).
2) Maintain Standards Committee email reflector and determine reflector settings.
3) Maintain official records of minutes for historical purposes.
4) Generate draft agenda for executive committee meetings.
5) Edit and coordinate the distribution of IEEE 802 standards in electronic format once a year
with the IEEE-SA staff.
6) Ensure existing automated tools are operating properly (e.g., registration database, attendanc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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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은행 계좌

d)

판매업체 계정

예산 준비
a)

3)

a)
b)

4)

신용 카드 처리를 포함한 온라인 회의 등록 시스템 설정 감독
회의 등록 직원을 위한 자금 처리 절차 수립
i.

수표 및 여행자 수표 보증

ii.

영수증 임시 보관

iii.

현금 인출

c)

무효/조정된 신용 카드 거래(회의 주당 1 ~ 3 회)

d)

총회 중 현금/수표/기타 보관

e)

예치금 준비(예금 실행)

f)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수표 및 현금 입금

g)

판매업체 송장 검토(호텔 마스터 계정, A / V 등)

h)

경비 상환 지급(회의 경비 간 집행위원회 구성원, 집행위원회에서 특별히 승인한 항목)

i)

채무불능자 징수(Deadbeat Collect).

보고서
a)

5)

회의 비용 변경에 대한 주기적인 권장/사유

수금 및 지급

운영 명세서, 대차 대조표
i)

월요일 집행위원회와 총회 회계 기간(회의 및 후속 간격)

ii)

집행위원회 및 총회(plenary sessions) 폐회식에서 추정 내역서(Estimated statements)

b)

의무 보고 시스템을 통해 IEEE에 재정 보고

c)

채무불능자(Deadbeat) 보고서(필요한 경우 의결권 제거를 위한 권고)

자본 장비
a)

소유 장비 및 할당된 관리인의 기록 유지

b)

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 장비 조달

6)

모든 금융 거래 파일 유지(데이터베이스 및 일지 항목)

7)

필요한 모든 정보를 IEEE 표준협회 감사에게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감독 및 지침을 제공한다.

2.14.5 기록간사의 책임

1)

집행위원회 회의 회의록을 기록한다(최소한 매년 3회의 각각의 총회에서 집행위원회의 개회 회의 및 폐회
회의, 3회의 집행위원회 원격회의, 그리고 비정기적 집행회의(executive sessions) 중에).

2)

표준위원회 전자우편 리플렉터(Standards Committee E-mail Reflector)를 유지하고 리플렉터
(Reflector) 설정을 결정한다.

3)

역사적 목적을 위해 공식 회의록을 유지한다.

4)

집행위원회 회의를 위한 안건 초안을 생성한다.

5)

일년에 한번 IEEE 표준협회 직원과 함께 전자 형식의 IEEE 802 표준 배포를 편집하고 조정한다.

6)

집행간사와 함께 기존 자동화 도구(예: 등록 데이터베이스, 출석 모니터링, 문서 처리, IEEE 802 웹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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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document handling, IEEE 802 web page, etc.) in conjunction with the Executive
Secretary
7) Act as the formal point of communication for all IEEE 802 appeals.
8) Maintain the IEEE 802 website.
9) Generate informal communications regarding status of all new IEEE 802 work (e.g. PARs under
consideration, PAR Study Group status) to other organizations at the discretion of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10) Maintain the IEEE 802 CSD repository, as described in 2.19.
Additional responsibilities (desired, could be given to others);
1) Maintain assignment lists (IEEE 802 decisions)
a) Liaisons
b) OUIs
c) LSAPs
2) Maintain archival records for:
a) Functional requirements, document revisions
b) Policy and Procedures document revisions
c) IEEE 802 Guidelines/Practices
d) PARs approved, revised, completed, withdrawn, etc.
e) ICAIDs approved, revised, completed, withdrawn, etc.
2.14.6 Executive Secretary Responsibilities
1) IEEE 802 sessions: Efficiency improvement
a) Ensure existing automated tools are operating properly (e.g., registration database,
attendance monitoring, document handling, IEEE 802 web page, etc.) in conjunction with
the Recording Secretary
b) Develop requirements for additional meeting services to improve IEEE 802’s efficiencies in
developing standards (e.g., combined live and virtual meetings, purely virtual meetings,
improved registration, attendance and document systems, etc.)
c) Prototypes, deploys, tests, evaluates and summarizes test results of new systems.
d) When appropriate work closely with IEEE SA staff to evaluate and/or implement new
systems.
e) Manage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s until they are operating smoothly.
f) Provide guidance to IEEE SA Standards Committees, Working Groups and Staff outside of
IEEE 802 in deploying new smoothly operating systems
2) IEEE 802 plenary sessions: Facilities and services
a) Oversee activities related to meeting facilities and services in conjunction with the Treasurer
b) Assist in identification of future site choices/locations
c) Coordinate with Conference Service Provider and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on major
decisions
3) IEEE 802 registration database
a) Responsible for database maintenance
b) Oversee conference service staff on updates and addition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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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7)

모든 IEEE 802 이의제기에 대한 공식적인 통신 지점 역할을 한다.

8)

IEEE 802 웹사이트를 유지한다.

9)

표준위원회 의장의 재량에 따라 모든 새로운 IEEE 802 작업의 상태(예: 고려중인 프로젝트인가요청서, 프
로젝트인가요청서 연구그룹 상태)에 대한 비공식 통신을 다른 조직에 생성한다.

10) 2.19에 설명된 대로 IEEE 802 표준개발기준(CSD) 저장소를 유지한다.
추가 책임 (원하며 다른 사람에게 부여될 수 있음)
1)

2)

임무 목록 유지 (IEEE 802 결정)
a)

연락 담당자

b)

조직고유식별자(OUIs)

c)

시행계획지원분석계획(LSAPs)

다음에 관한 보관 기록 유지:
a)

기능적 요구 사항, 문서 개정

b)

정책 및 절차 문서 개정

c)

IEEE 802 지침/사례

d)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승인, 수정, 완료, 철회 등

e)

산업연결활동설정문서(ICAID) 승인, 수정, 완료, 철회 등

2.14.6 집행간사의 책임
1)

IEEE 802 회의: 효율성 향상
a)

기록간사와 함께 기존 자동화 도구(예: 등록 데이터베이스, 출석 모니터링, 문서 처리, IEEE 802 웹 페
이지 등)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b)

표준 개발에서 IEEE 802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회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을 개발한다
(예: 결합된 실시간과 가상 회의, 순수 가상 회의, 개선된 등록, 참석 및 문서 시스템 등).
새로운 시스템의 테스트 결과를 시제품화, 배포, 테스트, 평가 및 요약한다.

d)

적절한 경우 새로운 시스템을 평가 및/또는 구현하기 위해 IEEE 표준협회 직원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e)

새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까지 도입을 관리한다.

f)

새롭고 원활한 운영 체제를 배포하는 데 있어 IEEE 표준협회 표준위원회, 작업그룹 그리고 IEEE 802
외부의 직원에게 지침 제공한다.

2)

3)

IEEE 802 총회: 시설 및 서비스
a)

회계담당자와 함께 회의 시설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을 감독한다.

b)

향후 위치 선택/장소의 식별 지원

c)

주요 결정에 대해 회의 서비스 제공자 및 표준위원회 의장과 협력

IEEE 802 등록 데이터베이스
a)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책임

b)

업데이트 및 추가 사항에 대한 회의 서비스 직원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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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rotection against loss/corruption of data
4) Assist IEEE 802 Treasurer
a) Review of expenditures and future budget preparations
b) Identify meeting deadbeats and report to treasurer for collection

2.15 Duties for other Standards Committee positions
2.15.1 IEEE 802 Advisor, Member Emeritus responsibilities
1) Provide advice and guidance to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and all EC members on all
matters before the EC (especially on controversial and difficult topics)
2) Fulfill assignments from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based on need covering a wide scope
of activities: IEEE 802 items, the IEEE SA Staff, Standards Board and Board of Governor’s
item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development items.
3) Act as a mentor to Working Group/Technical Advisory Group members and leaders, especially
for new groups
4) Note this is a non-voting EC position.
2.15.2 Meeting Designee
The Executive Secretary may select an individual, referred to as the Meeting Designee, to be in charge
of a venu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Meeting Designee are:
1) Work with Meeting Planner to get an RFP for the dates assigned
2) Get Meeting Planner to send the RFP to one or more venues
3) Attend the Site visit to walk the space with the Meeting Planner and meet with the hotel staff as
the IEEE 802 EC contact point. The Meeting Planner is the primary Hotel Contact.
4) Review the response from the venue(s)
5) Present the bid with the Executive Secretary to the IEEE 802 EC (due to the P&P).
6) Help in preparing the contract for the selected venue.
7) Watch the terms of the contract to ensure that IEEE 802 meets our obligations and that the
venue meets theirs.
a) If there are deposits make sure the Treasurer makes them on time.
b) If we have room block obligations deadlines, make sure the Executive Secretary and
Meeting Planner have responded in timely manner
c) Attend the pre-meeting with the hotel again as the IEEE 802 EC contact.
d) Be aware of the details of the contract to ensure compliance

2.16 Access to a published IEEE standard for outside groups
(SA/Karen McCabe Origin)
The process for IEEE 802 working groups to request no-charge access to an approved IEEE 802
standard by a legitimate standards developing body for the sole purpose of standards developmentrelated work prior to the standard being freely available from Get IEEE 802 Program.
1) All requests shall be made by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or Working Group chair.
2) Email requests to the IEEE Staff Liaiso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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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

데이터 손실/손상 방지

IEEE 802 회계담당자 지원
a)

지출 및 향후 예산 준비 검토

b)

회의 채무불능자(Deadbeat)를 식별하고 수금을 위해 회계담당자에게 보고

2.15 기타 표준위원회 직책에 대한 업무
2.15.1 IEEE 802 고문, 명예 회원 책임
1)

집행위원회 앞에서 모든 문제(특히 논란이 많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 표준위원회 의장과 모든 집행위원회
구성원에게 조언과 지침을 제공한다.

2)

IEEE 802 항목, IEEE 표준협회 직원, 표준심의회와 이사회의 항목, 그리고 국제표준개발 항목과 같은 광
범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필요성에 따라 표준위원회 의장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완수한다.

3)

작업그룹/기술자문그룹 구성원 및 지도자, 특히 새로운 그룹의 조언자 역할을 한다.

4)

이것은 투표권이 없는 집행위원회 직책이다.

2.15.2 회의 피지명인
집행간사는 회의 피지명인(Meeting Designee)라고 불리는 개인을 선택하여 장소를 책임지게 할 수 있다. 회의
피지명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의 설계자(Meeting Planner)와 협력하여 지정된 날짜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받는다.

2)

회의 설계자가 제안요청서를 하나 이상의 장소로 보내도록 한다.

3)

현장 방문에 참석하여 회의 설계자와 함께 공간을 걸어보고 IEEE 802 집행위원회의 연락책(contact
point)으로서 호텔 직원을 만난다. 회의 설계자가 주요 호텔 연락책이다.

4)

장소의 답변 검토

5)

(정책 및 절차(P&P)로 인해) IEEE 802 집행위원회에 집행간사와 함께 입찰을 제출한다.

6)

선택한 장소에 대한 계약 준비를 도와줍니다.

7)

계약 조건을 확인하여 IEEE 802가 우리의 의무를 충족하고 장소가 자신의 의무를 충족하도록 확인한다.
예치금이 있는 경우 회계담당자가 제 시간에 입금하는지 확인할 것

b)

방 블록 의무 기한이 있는 경우, 집행간사와 회의 설계자가 적시에 응답했는지 확인할 것

c)

IEEE 802 집행위원회로 호텔과의 사전 회의에 다시 참석할 것

d)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 세부 사항을 숙지할 것

2.16 외부 그룹을 위해 발간된 IEEE 표준에 대한 접근
(표준협회/Karen McCabe 출처)
표준이 Get IEEE 802 프로그램에서 무료로 제공되기 전에 표준 개발 관련 작업만을 목적으로 합법적인 표준 개
발 기관에서 승인된 IEEE 802 표준에 대한 무료 접근을 요청하는 IEEE 802 작업그룹의 절차이다.
1)

모든 요청은 표준위원회 의장 또는 작업그룹 의장이 해야 한다.

2)

IEEE 직원 연락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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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email shall include:
a) the standard designation and approval date,
b) the standards developing body/committee for whom the request is being made, and
c) a brief description on why the access to the standard is needed by the standards developing
body/committee.
4) The IEEE-SA will provide one electronic copy (PDF) along with a terms of use agreement
(which must be signed prior to access being provided).
5) The request shall be a one-time request specifically for standards development related purposes.
If the IEEE-SA deems the request to encompass more than an exception for or addition to
standards development related purposes, the IEEE-SA reserves the right,working with the IEEE
802 EC, to pursue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appropriate licensing terms.

2.17 Consent agenda
The following should be considered for inclusion on the consent agenda upon request:
1) First rechartering of a PAR Study Group
2) Public statements (e.g., press releases, responses to regulatory bodies, liaison statements, etc.)
that have been announced to the EC email reflector made available to the EC members 24 hours
in advance of the start of the meeting.
3) Presentation of the Tutorial schedule at the opening meeting, only if all presentations have been
given to the Recording Secretary according to the guidelines.
4) Other pro-forma information items
5) Meeting minutes from previous meetings if they have been announced to the EC email reflector
and distributed 1 week in advance.
To request an item to be placed on the consent agenda, an email with the subject field noting “+++ EC
Consent Agenda – Topic +++” should be sent to the IEEE 802 Recording Secretary and the IEEE 802
EC Reflector. Motions should follow the motion template, if applicable, and include the a mover and a
second from a member of the EC Voting Membership.
For the IEEE 802 EC Opening Plenary Meetings, or for IEEE 802 EC Teleconferences, requests to add
items to the consent agenda shall be received by Monday 5 pm ET, the week before the respective
meeting. The request shall include any supporting documentation (entered as a Mentor document)."
For IEEE 802 EC Closing Meetings of a plenary week, requests to add items to the consent agenda
shall be made by Wednesday 1pm, local time of the plenary meeting. The URL to any supporting
documentation to be considered, entered as a Mentor document) shall be sent by Thursday 1 pm to the
IEEE 802 Recording Secretary and IEEE 802 EC Reflector.
For Working Groups not having a Closing Meeting on Friday of a Plenary Week, any Working Group
vote results relevant to the requested consent item should be provided by 9 am, Friday via email
(Subject field – “+++ EC Consent Agenda – Topic +++”) to the IEEE 802 Recording Secretary and
IEEE 802 EC Reflector.
For Working Groups having a Closing Meeting on Friday, any Working Group vote results relevant to
the requested consent item should be provided by 12:15 pm, Friday via email (Subject field – “+++ EC
Consent Agenda – Topic +++”) to the IEEE 802 Recording Secretary and IEEE 802 EC Reflector
The Recording Secretary will only add to Friday Closing Consent Agenda if appropriate documentation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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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전자우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a)

표준 지정 및 승인 날짜,

b)

요청을 받고 있는 표준 개발기구/위원회

c)

표준 개발 기관/위원회에서 표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

IEEE 표준협회는 사용 동의 약관(접근을 제공하기 전에 서명해야 함)과 함께 전자 사본(PDF) 1부를 제공
한다.

5)

요청은 특별히 표준 개발 관련 목적을 위한 일회성 요청이어야만 한다. IEEE 표준협회가 요청이 표준 개
발 관련 목적에 대한 예외 또는 추가 이상을 포함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IEEE 표준협회는 IEEE 802 집행
위원회와 협력하여 적절한 라이선스(License) 조건으로 양해각서(MoU)를 추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2.17 합의 의제
요청 시 합의 의제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1)
2)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연구그룹의 첫 번째 재인가(Rechartering)
회의 시작 24시간 전에 집행위원회 회원에게 제공된 집행위원회 전자우편 리플렉터에 발표된 공개 성명
(예: 보도 자료, 규제 기관에 대한 응답, 연락 성명 등)

3)

지침에 따라 모든 발표가 기록간사에게 제공된 경우에만 개회 회의에서 튜토리얼(Tutorial) 일정 발표

4)

기타 형식상의 정보 항목

5)

이전 회의의 회의록(집행위원회 전자우편 리플렉터(EC E-mail Reflector)에 발표되고 1주일 전에 배포된
경우)

합의 의제에 항목을 배치하도록 요청하려면 제목 필드에 “+++ EC Consent Agenda ― Topic +++”라는 제목
의 전자우편을 IEEE 802 기록간사와 IEEE 802 집행위원회 리플렉터(EC Reflector)로 보내야 한다. 동의안은
해당되는 경우 동의안 양식을 따라야 하며, 집행위원회 투표 회원 자격을 가진 회원 중에서 발의자와 재청자를 포
함해야 한다.
IEEE 802 집행위원회 개회 총회 또는 IEEE 802 집행위원회 원격 회의의 경우, 합의 의제에 항목 추가 요청은 해
당 회의 전 주 월요일 오후 5시(동부 표준시)까지 접수되어야만 한다. 요청에는 모든 지원 문서(Mentor 문서로
입력)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오후 1시까지 이루어져야만 한다. 고려할 모든 지원 문서에 대한 웹 페이지 주소(URL)(Mentor 문서로 입력)는
목요일 오후 1시까지 IEEE 802 기록간사와 IEEE 802 집행위원회 리플렉터(EC Reflector)에 전송되어야만
한다.
총회 주간의 금요일에 폐회 회의가 없는 작업그룹의 경우, 요청된 합의 항목과 관련된 모든 작업그룹 투표 결과
는 금요일 오전 9시까지 전자우편(주제 필드 ― “+++ EC Consent Agenda ― Topic +++”)을 통해 IEEE 802
기록간사와 IEEE 802 집행위원회 리플렉터(EC Reflector)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금요일에 폐회 회의를 갖는 작
업그룹의 경우, 요청된 합의 항목과 관련된 모든 작업그룹 투표 결과는 금요일 오후 12시 15분까지 전자우편(제
목 필드 ― “+++ EC Consent Agenda ― Topic +++”)을 통해 IEEE 802 기록간사와 IEEE 802 집행위원회 리
플렉터(EC Reflector)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기록간사는 명시된 대로 적절한 문서가 제공된 경우에만 금요일 마

7.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 지침과 집행위원회(EC) 정책 결정

403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403

7. IEEE 802 LAN/MAN 표준위원회
의장 지침과 집행위원회(EC) 정책 결정

총회 주간의 IEEE 802 집행위원회 폐회 회의의 경우, 합의 의제에 항목 추가 요청은 총회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IEEE 802 LMSC Chair's Guidelines and EC Policy Decisions, v29

04/08/20

has been provided as noted.

2.18 Email reflector policy
IEEE 802 reflectors shall only be used for official business relating to IEEE 802 and its sub-groups.
Technical discussions/questions, comments on presentations and documents, meeting announcements,
etc., are acceptable uses of a reflector. Communications are expected to be respectful, dignified, and
germane.
IEEE 802 reflectors are not 'free speech' forums. Subscriptions are granted to further the purposes of
IEEE 802 and may be revoked for inappropriate communications. These include: recruiting,
advertising, soliciting, spamming, flaming, whining, whinging and disparaging individuals or
companies.
IEEE 802 operates in an open manner. To that end, no material submitted to IEEE 802, or any of its
sub-groups, will be accepted or considered if it contains any statement that places any burden on the
recipient(s) with respect to confidentiality or copyright. Any communication, including electronic mail,
containing language with such restrictive wording will not be accepted or considered.
Note - this policy regarding confidentiality and copyrights does not apply to IEEE copyrighted
materials or copyrighted materials received from liaisons with other organizations, such as draft
standards.
In addition, IEEE 802 reflectors operate under the IEEE Acceptable Use Practices
(http://eleccomm.ieee.org/email-aup.shtml).
The Chair of the group to which a reflector is dedicated shall enforce these policies.

2.19 Maintaining a repository for approved CSDs
(EC motion, 17 July 2015)
CSDs approved after 17 July 2015 shall be stored in the IEEE 802 Executive Committee document
repository in a group for approved CSD files: ACSD.
Upon approval of CSDs submitted to EC, the Recording Secretary shall create a document number in
mentor.ieee.org for the approved CSD and add the document to the ACSD group with that number.
The Project number of the related PAR (e.g. 802.1Qcn, 802.11az, 802.15.3) with “.” replaced by “-“
will be used as the file name.
If a modification of a CSD is later approved, it will be uploaded as a revision of the same document
number.
Therefore, the file identifier will be of the form:
EC-YY-NNNN-RR-ACSD-<Project number>
CSD files may be Power Point, Word or PDF formats.
The latest revision of an uploaded CSD is the official CSD for a project to be used for the CSD review
as required by the “IEEE 802 LMSC Approval” subclause of the IEEE 802 LMSC Operations Manual.
A link to it shall be provided in ballots so that voters can review whether a project is consistent with th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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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합의 의제에 추가한다.

2.18 전자우편 리플렉터(E-Mail Reflector) 정책
IEEE 802 리플렉터(Reflector)는 IEEE 802와 그 하위그룹과 관련된 공식 업무에만 사용해야만 한다. 기술적인
토론/질문, 발표와 문서에 대한 의견, 회의 발표 등은 리플렉터(Reflector)를 사용할 수 있다. 통신은 정중하고,
품위 있고, 우호적이어야 한다.
IEEE 802 리플렉터(Reflector)는 ‘언론의 자유’ 포럼이 아니다. IEEE 802의 목적을 위해 가입이 허용되며 부적
절한 통신으로 인해 취소될 수 있다. 여기에는 채용, 광고, 간청, 스팸(Spamming), 격렬한 논쟁(flaming), 투덜
거림(Whining), 개인이나 회사를 비난하고 폄하하는 것이 포함된다.
IEEE 802는 개방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를 위해 IEEE 802 또는 그 하위그룹에 제출된 자료는 기밀성 또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수신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진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허용되거나 고려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적인 표현이 포함된 언어가 포함된 전자우편을 포함한 모든 통신은 허용되거나 고려되지 않는다.
참고 - 기밀성 및 저작권에 관한 이 정책은 표준 초안과 같이 다른 조직과의 연락을 통해 받은 IEEE 저작권 자료
또는 저작권 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IEEE 802 리플렉터(Reflector)는 IEEE 허용 사용 사례(IEEE Acceptable Use Practices)
(http://eleccomm.ieee.org/email-aup.shtml)에 따라 작동한다
리플렉터(Reflector)가 전담되는 그룹의 의장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2.19 승인된 표준개발기준(CSDs)을 위한 저장소 유지
(집행위원회 동의안, 2015년 7월 17일)
2015년 7월 17일 이후에 승인된 표준개발기준(CSD)는 승인된 표준개발기준(CSD) 파일을 위한 그룹 내의 IEEE
802 집행위원회 문서 저장소인 ACSD에 저장되어야만 한다.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표준개발기준의 승인에 따라 기록간사는 승인된 표준개발기준에 대한 문서 번호를
mentor.ieee.org에 생성하고 해당 번호로 문서를 ACSD 그룹에 추가해야만 한다.

파일 이름으로 사용한다.
나중에 표준개발기준 수정이 승인되면 동일한 문서 번호의 수정본으로 업로드 된다.
따라서 파일 식별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 된다.
EC-YY-NNNN-RR-ACSD-<Project Number>
표준개발기준(CSD) 파일은 Power Point, Word 또는 PDF 형식일 수 있다.
업로드 된 표준개발기준(CSD)의 최신 개정판은 IEEE 802 LMSC 운영 매뉴얼의 “IEEE 802 LMSC 승인” 하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표준개발기준(CSD) 검토에 사용할 프로젝트의 공식 표준개발기준(CSD)이다. 투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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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D.
A link will be provided on the IEEE 802 webpage for a mentor.ieee.org search to provide a listing of
approved CSDs.

2.20 Notification of IEEE 802 participation requirements
2.20.1 Face to face meetings
At the first meeting of any session of a IEEE 802 Working Group, Technical Advisory Group, PAR
Study Group, Task Force (TF) or Task Group (TG), the IEEE 802 Participation slide
(http://www.ieee802.org/devdocs.shtml) should be presented by the chair, or the chair's designee. A link
to this slide should also be included within the pre-published tentative agenda.
2.20.2 Online or teleconference meetings
As part of the pre-published tentative agenda or meeting announcement, a link to the IEEE 802
Participation slide (http://www.ieee802.org/devdocs.shtml) should be provided indicating that
participants should read the document prior to the meeting. At the start of the meeting the chair should
ask whether there is anybody participating that has not read the slide. If someone says they have not,
then the chair should either [a] read the slide set aloud, or [b] send the slide, or URL of the slide,
electronically and pause the call until all participants have read the slide.
2.20.3 IEEE 802 Web site
The IEEE 802 web site as well as all IEEE 802 Working Group, Technical Advisory Group, Standards
Committee PAR Study Group web sites will contain a link to the IEEE 802 Participation slide.
2.20.4 Suggested URL for reference by websites:
IEEE 802 Participation policy: http://www.ieee802.org/devdocs.shtml

2.21 Review of subgroup charters
The IEEE 802 LMSC Policies and Procedures in the subclause “Other Subgroups” requires that “The
scope, duties, and membership of all subgroups shall be reviewed annually by the Standards
Committee.” The Standards Committee will review these subgroups in the July meeting. The Chairs of
these subgroups shall post a document to the EC document sever that describes the scope, duties and
type of membership of the subgroups. Note that a listing of the membership is not required, but rather a
statement of how a person becomes a member.

2.22 Social Media
IEEE 802 may leverage social media channels for the following purposes only:
1) meeting announcements;
2) announcements of IEEE 802 EC Approved Press Releases; and
3) other purposes approved by IEEE 802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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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표준개발기준(CSD)와 일치하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투표 용지에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승인된 표준개발기준(CSD) 목록을 제공하는 mentor.ieee.org 검색 링크가 IEEE 802 웹 페이지에 제공된다.

2.20 IEEE 802 참여 요구 사항 알림
2.20.1 대면 회의
IEEE 802 작업그룹, 기술자문그룹,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연구그룹, 전담반(TF) 또는 전담그룹(TG) 회의의 첫 번
째 회의에서, IEEE 802 참여 슬라이드 (http://www.ieee802.org/devdocs.shtml)는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
한 사람이 발표해야 한다. 이 슬라이드에 대한 링크는 사전 게시된 잠정 의제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2.20.2 온라인 또는 원격 회의
사전 게시된 잠정 의제 또는 회의 발표의 일부로, 참가자가 회의 전에 문서를 읽어야 한다는 표시를 한 IEEE 802
참여 슬라이드 (http://www.ieee802.org/devdocs.shtml)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 회의를 시작할 때 의장은
슬라이드를 읽지 않은 사람이 참석했는지 물어봐야 한다. 누군가가 읽지 않았다고 말하면 의장은 [a] 슬라이드 세
트를 소리 내어 읽거나 [b] 슬라이드 또는 슬라이드의 웹 페이지 주소(URL)을 전자적으로 보내고 모든 참가자가
슬라이드를 읽을 때까지 통화를 일시 중지해야 한다.

2.20.3 IEEE 802 웹사이트
IEEE 802 웹사이트 및 모든 IEEE 802 작업그룹, 기술자문그룹, 표준위원회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연구그룹 웹사
이트에는 IEEE 802 참여 슬라이드에 대한 링크가 포함된다.

2.19.4 웹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는 추천 URL:
IEEE 802 참여 정책: http://www.ieee802.org/devdocs.shtml

2.21 하위그룹 헌장(Charters) 검토
“기타 하위그룹” 하위조항의 IEEE 802 LMSC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모든 하위그룹의 범위, 의무 및 회원자격은
표준위원회에서 매년 검토해야만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표준위원회는 7월 회의에서 이러한 하위그룹을 검토할
서버에 게시해야만 한다. 회원자격 목록은 필수가 아니지만, 개인이 회원이 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2.22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IEEE 802는 다음 목적으로만 소셜 미디어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
1)

회의 발표

2)

IEEE 802 집행위원회 승인 보도 자료 발표; 그리고

3)

IEEE 802 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 기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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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ir shall appoint a primary individual with a secondary backup who will be responsible for
messaging for noted items.
IEEE 802 social media messaging shall follow appropriate IEEE policies regarding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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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기록된 항목에 대한 통신을 담당하는 2차 백업이 있는 1차 개인을 지명해야만 한다.IEEE 802 소설 미디
어 통신은 소셜 미디어에 관한 적절한 IEEE 정책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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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Standards Committee Chair's interpretations
The interpretations below stand unless superseded by other rules, or later motions of the EC.

3.1 Interpretation on “substantially complete”
(Issued 11/11/2010)
IEEE 802 LMSC Operations Manual clause titled “Procedure for Conditional Approval to Forward a
Draft Standard” states:
“This procedure is to be used when approval to forward a draft standard to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or to RevCom is conditional on successful completion of a Working Group or Standards Association
recirculation ballot, respectively. Seeking conditional approval is only appropriate when ballot
resolution efforts have been substantially completed and the approval ratio is sufficient.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s interpretation of 'substantially complete' is when there is a very low
likelihood of receiving valid new disapprove comment(s)/vote(s) upon the next recirculation ballot, in
the judgment of the Working Group Chair. If a new valid disapprove comment/vote is received as a
result of the 'initial conditional recirculation ballot', the Working Group Chair may issue one
'subsequent conditional recirculation ballot' in an attempt to meet the conditional approval conditions.
If the conditions are not met by the 'subsequent recirculation ballot', the 'conditional approval'
terminates. Upon request the EC may grant either an unconditional approval or grant another
conditional approval (this may be done via EC email ballot).

3.2 When is a PAR Study Group disbanded if it develops more
than one PAR?
In regards to the phrase “upon approval of the PAR by the IEEE-SA Standards Board” in the last
paragraph of Section 5.4 of the IEEE 802 LMSC Policies and Procedures, if a PAR Study Group has
more than one PAR approved by the EC for forwarding to NesCom, the PAR Study Group is disbanded
when all those PARs have been approved by SASB or at the end of the next plenary session if the PAR
Study Group is not ren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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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표준위원회 의장의 해석
아래의 해석은 다른 규칙이나 이후 집행위원회(EC)의 동의안(Motions)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3.1 “실질적 완료(substantially complete)”에 대한 해석
(2010년 11월 11일 발행)
“초안 표준을 전달하기 위한 조건부 승인 절차”라는 제목의 IEEE 802 LMSC 운영 매뉴얼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이 절차는 표준 초안을 표준협회 투표 또는 표준검토위원회(RevCom)에 전달하기 위한 승인이
각각 작업그룹 또는 표준협회 재회람 투표의 성공적인 완료를 조건으로 할 때 사용된다. 조건부 승인을 구하는 것
은 투표 해결 노력이 실질적으로 완료(substantially completed)되고 승인 비율이 충분한 경우에 적절하다.
표준위원회 의장의 ‘실질적 완료’에 대한 해석은 작업그룹 의장의 판단으로 다음 재회람 투표 시 유효한 새로운
비승인 의견/투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을 때이다. ‘초기 조건부 재회람 투표’의 결과로 유효한 새로운 비승인
의견/투표가 접수되면, 작업그룹 의장은 조건부 승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시도로 하나로 ‘후속 조건부 재회람
투표’를 발행할 수 있다. ‘후속 재회람 투표’에 의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조건부 승인’이 종료된다. 요청 시
집행위원회는 무조건 승인을 부여하거나 다른 조건부 승인을 부여할 수 있다(이는 집행위원회 전자우편 투표를
통해 수행될 수 있음).

3.2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연구그룹이 둘 이상의 프로젝트인가요청서를 개발하면 언제 해체되는가?
IEEE 프로젝트 802 LAN/MAN 표준위원회(LMSC) 정책 및 절차 섹션 5.4의 마지막 단락에 있는 “IEEE 표준협
회 표준심의회의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승인 시”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연구그룹이 신규표준
위원회(NesCom)에 전달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프로젝트인가요청서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모든
프로젝트인가요청서가 표준협회 표준심의회에 의해 승인되었을 때 또는 만일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연구그룹을 갱
신하지 않을 경우 다음 총회가 끝날 때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연구그룹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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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C Policy Decisions
This clause contains binding policy decisions made by EC motion.

4.1 Student Fees
(EC motion origin, motion approved 9 November 1998.)
This guideline defines how IEEE 802 will handle student registration fees.
Moved: Student registration fee at the IEEE 802 plenary sessions of $100.
1) This motion is effective from the November 1998 plenary session onward.
2) Professors and academic staff need to pay the full registration fee. There are no exceptions to
that rule. Retirees, out of work attendees also pay the full rate. IEEE 802 already has a number
of University members attending and they will continue to pay the full fee.
3) The student discount is based upon:
d) Students attendance will not count toward voting rights.
e) Each student can only receive this discount for one meeting. Attendance at future meetings
will require payment of the full fee or EC waiver.
f) Students will not be included in the Membership Data Base for future meeting
announcements. Since students are expected to change status rapidly, we don't want to try to
keep track of their address.
g) Students might join a Working Group Chair's reflector, at the discretion of the Working
Group Chair.
To obtain this discount, a member of the EC needs to certify the student. This will typically require the
EC member to confirm that the individual is a full time student and that the EC member has explained
the process for attending IEEE 802 meetings.
Registration form will be filled out and fee will be paid at the meeting in normal manner. Student
Badge will designate "student".
A student is defined as currently taking at least 50% of a normal full-time academic program in an
IEEE designated field of interest for the current academic year.
The number of student discounts at a meeting will be limited to the first 10 applications.

4.2 Cross Working Group and Technical Advisory Group
document and email reflector access
(EC motion origin)
EC members should be allowed to join any IEEE 802 reflector / gain document access without meeting
any attendance requirements.
Working Group Ballot information (excluding information on how to access drafts) should be copied to
the EC reflector as general information for other Working Groups.
In addition, active participants in the activities of one IEEE 802 Working Group, PAR Study Group, or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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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집행위원회 정책 결정
이 조항은 집행위원회 동의안(EC Motion)에 의한 구속력 있는 정책 결정을 포함한다.

4.1 학생 비용
(집행위원회 동의안 출처, 동의안 승인 1998년 11월 9일)
이 지침은 IEEE 802가 학생 등록비를 처리하는 방법을 정의한다.
제안: IEEE 802 총회 학생 등록비 $100.
1)

이 동의안은 1998년 11월 총회부터 유효한다.

2)

교수 및 교직원은 등록비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 규칙에는 예외가 없다. 퇴직자, 실직 중인 참석자도 전
액을 지불한다. IEEE 802는 이미 많은 대학 구성원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등록비 전액을
지불할 것이다.

3)

학생 할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d)

학생 출석은 투표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e)

각 학생은 한 회의에 대해서만 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향후 회의에 참석하려면 등록비 전액을 지불
하거나 집행위원회 면제를 받아야 한다.

f)

학생은 향후 회의 발표를 위한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신분을 빠르게 변경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소를 추적하고 싶지 않다.

g)

학생들은 작업그룹 의장의 재량에 따라 작업그룹 의장의 리플렉터(WG Chair’s Reflector)에 합류할
수 있다.

이 할인을 받으려면 집행위원회 회원이 학생을 인증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집행위원회 회원이 해당 개인이
정규 학생이며 집행위원회 회원이 IEEE 802 회의 참석 절차를 설명했음을 확인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회의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학생 신분증에는 “학생(Student)”을 지정
한다.
학생은 현재 학년도에 IEEE 지정 관심 분야에서 정규 학업 프로그램의 50% 이상을 수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4.2 교차작업그룹과 기술자문그룹의 문서 및 전자우편 리플렉터(E-Mail Reflector) 접근
(집행위원회 동의안 출처)
집행위원회 회원은 참석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모든 IEEE 802 리플렉터(IEEE 802 Reflector)에 가입하거나
문서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작업그룹 투표 정보(초안 접근 방법에 대한 정보는 제외)는 다른 작업그룹을 위한 일반 정보로 집행위원회 리플
렉터(EC Reflector)에 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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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Advisory Group often have a legitimate need to study the work of other such groups.
Therefore, access to the private areas of any IEEE 802 Working Group/Technical Advisory Group/PAR
Study Group web site, and to any private IEEE 802 Working Group/Technical Advisory Group/PAR
Study Group email reflector, should be promptly granted to any participant in any other such group
upon request to the appropriate Working Group/Technical Advisory Group/PAR Study Group officer.
For the purposes of this guideline, a "participant" is taken to be one of the following:
1) A current voting member of a Working Group/Technical Advisory Group/PAR Study Group;
2) Any individual identified by the Chair of a Working Group/Technical Advisory Group/PAR
Study Group as a participant in the activities of that group.
IEEE 802 groups may also operate reciprocal access arrangements in which the username/password for
one group's web site allows access to the private areas of another group, and vice versa. This practice is
encouraged. EC members should be granted access to Working Group/Technical Advisory Group/PAR
Study Group email reflectors upon request.

4.3 IEEE 802 EC interim teleconference meeting
(Standards Committee Chair origin)
4.3.1 Interim Schedule:
Tentatively, the EC Interim Teleconference is to be held on the 1st Tues of Feb, June, and Oct. The
actual date is confirmed by the EC during the closing plenary prior to the interim meeting.
4.3.2 Interim Meeting Notifications:
Notification of the EC Interim Meeting Teleconference agenda shall be made 15-days prior to the
interim meeting and shall be announced on the IEEE 802 EC reflectors. The meeting shall be open for
observers and there should be resources for approximately 50 ports provided for the teleconference.
The notification shall provide the proposed agenda and call-in information.
4.3.3 Interim Meeting Duration:
The duration of the teleconference shall be limited to 2 hours.
4.3.4 Interim Meeting Quorum requirement:
A quorum requirement exists as stated in Quorum subclause of the IEEE 802 LMSC Policies and
Procedures for the call.
4.3.5 Scope of Interim Meeting:
The scope of the teleconference is limited. Typically the EC will conduct all of its business during the
plenary face-to-face meetings. However, there are occasions where topics fail to have sufficient time
for a complete discussion during the plenary session. Topics that may be discussed during the EC
interim conference call may include the following topics:
1) Cross Working Group collaboration/competitio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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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나의 IEEE 802 작업그룹,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연구그룹 또는 기술자문그룹의 활동에 능동적인 참가자는
그러한 다른 그룹의 작업을 연구해야 하는 합법적인 필요가 있다. 따라서 IEEE 802 작업그룹/기술자문그룹/프
로젝트인가요청서 연구그룹 웹사이트의 비공개 영역 및 비공개 IEEE 802 작업그룹/기술자문그룹/프로젝트인가
요청서 연구그룹 전자우편 리플렉터(E-Mail Reflector)에 대한 접근은 해당 작업그룹/기술자문그룹/프로젝트
인가요청서 연구그룹 담당관(Officer)에게 요청 시 해당 다른 그룹의 참가자에게 즉시 허용되어야 한다.
이 지침에서 “참가자”는 다음 중 하나로 간주된다.
1)
2)

작업그룹/기술자문그룹/프로젝트인가요청서 연구그룹의 현재 투표 회원;
작업그룹/기술자문그룹/프로젝트인가요청서 연구그룹의 의장이 해당 그룹의 활동에 참가자로 식별한 개인.

IEEE 802 그룹은 또한 한 그룹의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자 이름/암호가 다른 그룹의 비공개 영역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상호 액세스 방식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실행은 권장된다. 집행위원
회 회원은 요청 시 작업그룹/기술자문그룹/프로젝트인가요청서 연구그룹 전자우편 리플렉터(E-mail Reflector)
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4.3 IEEE802 집행위원회 임시 원격회의(Interim Teleconference Meeting)
(표준위원회 의장 출처)

4.3.1 임시회의 일정:
잠정적으로 집행위원회의 임시 원격회의는 2월, 6월, 10월 첫 번째 화요일에 열린다. 실제 날짜는 임시회의 이전
에 폐회되는 총회 중에 집행위원회가 확정한다.

4.3.2 임시회의 알림:
집행위원회의 임시 원격회의 의제에 대한 통지는 임시회의 15일 전에 이루어져야만 하며 IEEE 802 집행위원회
리플렉터(EC Reflector)에 발표되어야만 한다. 회의는 참관자를 위해 개방되어야만 하며, 원격회의를 위해 제공
되는 약 50개의 포트에 대한 자원이 있어야 한다. 통지는 제안된 의제 및 호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3.3 임시회의 기간:
원격회의 기간은 2시간으로 제한되어야만 한다.

정족수에 대한 요구사항은 원격회의에 대한 IEEE 802 LMSC 정책 및 절차의 정족수 하위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4.3.5 임시회의의 범위:
원격회의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집행위원회는 총회 대면회의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주제가 총회 기간 동안 완전한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집행위원회 임시 원격회의
(EC Interim conference call) 중에 논의될 수 있는 주제에는 다음 주제가 포함될 수 있다.
1)

교차 작업그룹 협업/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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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임시회의 정족수 요구 사항:

IEEE 802 LMSC Chair's Guidelines and EC Policy Decisions, v29
2)
3)
4)
5)

04/08/20

Standard Development Efficiency
IEEE-SA items
IEEE 802 Task Force reports
Review of Chair's Guidelines

Voting on teleconferences is to be conducted using the same rules as voting for an in-person meeting.
Topics that may require discussion and a decision by the EC are limited to the same list that is currently
available for EC E-Mail Ballots and shall be included on the distributed agenda:
1)
2)
3)
4)

Press release, Liaisons, MOU etc.
Approval for RevCom
Approval for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Meeting venue selection approval

4.3.6 Out of Scope topics for Interim Meetings:
Topics of discussion and decisions that are out of scope for the interim teleconference include topics
that require working group input and/or discussion such as PAR approval.
4.3.7 Urgent EC Teleconference Meeting Exception:
On rare occasions, there may be a need for an Urgent EC Meeting by teleconference to address
unexpected circumstances that require a quick response. If the Standards Committee Chair decides an
urgent EC meeting is in order, the notification requirement may be as little as 24 hours.

4.4 Length of hotel stay for discounted registration
(EC email ballot, closed 15 October 2010)
In the November 2009 meeting, the EC passed the motion that enabled a surcharge of $300 to the
registration fee for those attendees not booking and staying in the IEEE 802-contracted hotel. Proof of
hotel stay will be required to prevent the surcharge.
The purpose of this motion is to clarify what a "hotel stay" means. The result of the motion was that a
hotel stay was defined as at least one night booking and staying in the IEEE 802 contracted hotel.
Effective beginning with the November 2010 meeting.

4.5 Letter of affiliation
All members of the Standards Committee that are confirmed or elected, prior to confirmation or
election, shall provide a signed letter that states their affiliation. This requirement may also be met by
having an explicit statement of affiliation in the endorsement letter described in the “Voting
membership” subclause of the IEEE LMSC Policies and Procedures. A statement of affiliation should
be in the form of “For the purposes of IEEE 802, <potential Standards Committee member's name>'s
affiliation is <affiliation>.”

4.6 Working Group review of the CSD
The requirement for the review of the CSD by the Working Group may be met by a motion that is
24
416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416 IEEE-SA, 802 LMSC 표준화 규정집(Ver.2020)

2)
3)
4)
5)

표준 개발 효율성
IEEE 표준협회 항목
IEEE 802 전담반 보고서
의장 지침 검토

원격 회의에 대한 투표는 직접 회의에 대한 투표와 동일한 규칙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토론과 집행위원회의 결정
이 필요할 수 있는 주제는 현재 집행위원회 전자우편 투표에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목록으로 제한되며 배포된 의
제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1)
2)
3)
4)

보도 자료, 연락(Liaisons), 양해각서(MoU) 등
표준검토위원회(RevCom) 승인
표준협회 투표 승인
회의 장소 선정 승인

4.3.6 임시회의에 대한 범위를 벗어난 주제:
임시 원격회의의 범위를 벗어난 토론 및 결정 주제에는 실무그룹의 의견 및/또는 프로젝트인가요청서 승인과 같
은 토론을 필요로 하는 주제가 포함된다.

4.3.7 긴급 집행위원회 원격 회의 예외:
드물게 빠른 응답이 필요한 예기치 않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원격 회의를 통한 긴급 집행위원회 회의가 필요할
수 있다. 표준위원회 의장이 긴급 집행위원회 회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통지 요건은 최소 24시간 미만
이다.

4.4 할인 등록을 위한 호텔 숙박 기간
(집행위원회 전자우편 투표, 2010년 10월 15일 마감)
2009년 11월 회의에서 집행위원회는 IEEE 802 계약 호텔에 예약 및 숙박하지 않는 참석자들의 등록비에 $300
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추가 요금을 방지하려면 호텔 숙박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동의안의 목적은 “호텔 숙박”의 의미를 명확히하는 것이다. 동의안의 결과로 호텔 숙박은 IEEE 802 계약 호
텔에서 최소 1박 예약 및 숙박으로 정의되었다. 2010년 11월 회의부터 유효하다.

확정 또는 선출된 모든 표준위원회 회원은 확정 또는 선출 전에 소속을 기재한 서명서(Signed Letter)를 제출해
야만 한다. 또한 이 요건은 IEEE LMSC 정책 및 절차의 “투표 회원자격(Voting Membership)” 하위조항에 기
술된 보증서(endorsement letter)에 명시적인 소속 진술을 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소속 내역서는 “For the
purposes of IEEE 802, <potential Standards Committee member’s name>’s affiliation is <affiliation>.”
형식이어야 한다.

4.6 표준개발기준(CSD)에 대한 작업그룹 검토
작업그룹의 표준개발기준 검토 요건은 표준개발기준을 승인하는 작업그룹이 통과시킨 동의안으로 충족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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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속 내역서(Letter of Affiliation)

IEEE 802 LMSC Chair's Guidelines and EC Policy Decisions, v29

04/08/20

passed by the Working Group that approves the CSD.

4.7 Policy for posting of documents to be considered by the EC
(EC motion origin, 11/11/2016)
Prior to EC consideration, all documents (excepting documents for consideration during executive
session) shall be posted on the document server in the EC or a Working Group area. An email
notification of the link to the document shall be provided to the EC and to the recording secretary.
Note that documents for consideration during executive session are sent to EC and any other required
participants as appropriate for each document.

4.8 Badges for tutorials
(EC motion origin, 7/13/2018)
The Standards Committee may allow individuals to attend Tutorials without paying the registration fee
as the Tutorials are not standards developing meetings. These individuals will be required to register in
advance and obtain a badge. The Standards Committee may set a fee for this ba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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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7 집행위원회에서 고려할 문서 게시 정책
(집행위원회 동의안 출처, 2016년 11월 11일)
집행위원회 검토 전에 모든 문서(집행회의 중 고려할 문서 제외)는 집행위원회 또는 작업그룹 영역의 문서 서버
에 게시되어야만 한다. 문서 링크에 대한 전자우편 통지는 집행위원회와 기록간사에게 제공되어야만 한다.
집행회의 동안 고려해야 할 문서는 각 문서에 대해 적절하게 집행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참가자에게 전송된다는
점에 유의할 것.

4.8 튜토리얼용 신분증(Badges of Tutorials)
(집행위원회 동의안 출처, 2018년 7월 13일)
튜토리얼(Tutorial)은 표준을 개발하는 회의가 아니므로 표준위원회는 개인이 등록비를 지불하지 않고 튜토리
얼(Tutorial)에 참석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은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 신분증(Badge)을 얻을 것이
요구된다. 표준위원회는 이 신분증(Badge)에 대한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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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필수특허 선언서(LOA)

LETTER OF ASSURANCE FOR ESSENTIAL PATENT CLAIMS
Please return via mail,
e-mail (as a PDF), or fax:

PatCom Administrator, IEEE-SA Standards Board Patent Committ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nc.
445 Hoes Lane
Piscataway, NJ 08854 USA
FAX (+1 732-875-0524) e-mail: patcom@ieee.org
No license is implied by submission of this Letter of Assurance

A. SUBMITTER:
Legal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ubmitter”)
B. SUBMITTER’S CONTACT INFORMATION:
Contact Name/Tit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partm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elephone: ______________________ Fax: 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UR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ote: The IEEE does not endorse the content, or confirm the accuracy or consistency of any contact information or
web site listed above.
C. IEEE STANDARD OR PROJECT (e.g., AMENDMENT, CORRIGENDUM, OR REVISION):
In accordance with Clause 6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and Clause 6.3.5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this licensing position is limited to the following:
Standard/Project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it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 SUBMITTER'S POSITION REGARDING LICENSING OF ESSENTIAL PATENT CLAIMS:
In accordance with Clause 6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the Submitter hereby declares the following
(Check box 1 or box 2 below):
Note: Nothing in this Letter of Assurance shall be interpreted as giving rise to a duty to conduct a patent search.
The IEEE takes no position with respect to the validity or essentiality of Patent Claims, determining whether an
implementation is a Compliant Implementation or the reasonableness of rates, terms, and conditions provided in
connection with submission of a Letter of Assurance, if any, or in any license agreements offered by the Submitter.
To the extent there are inconsistencies between the Letter of Assurance Form and any sample licenses, material
licensing terms, or not to exceed rates provided in connection with 1.a or 1.b below, the terms of Clause 6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and this Letter of Assurance Form shall control.
1.

The Submitter may own, control, or have the ability to license Patent Claims that might be or become
Essential Patent Claims. With respect to such Essential Patent Claims, the Submitter’s licensing position is
as follows (must check a, b, c, or d and any applicable subordinate boxes):
a. The Submitter will make available a license for Essential Patent Claims without compensation to an
unrestricted number of Applicants on a worldwide basis with other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demonstrably free of unfair discrimination to make, have made, use, sell, offer to sell, or
import any Compliant Implementation that practices the Essential Patent Claims for use in conforming
with the IEEE Standard identified in part C.
(Optional) A sample of such a license (or material licensing terms) that is substantially similar
to what the Submitter would offer is attached.
(Optional) Such a license will include a Reciprocal Licensing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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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특허 청구항의 선언서
우편, 이메일(PDF) 또는 팩스로
회신하여 주십시오.

PatCom 관리자, IEEE-SA 표준심의회 특허위원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nc.
Piscataway, NJ 08854 USA
팩스 (+1 732-875-0524) 이메일 : patcom@ieee.org

이 선언서의 제출이 라이선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A. 제 출 자 :
법인명칭 :

(“제출자”)

B. 제출자 연락 정보 (라이선스 정보 목적) :
연락자 성명/직위 :
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웹주소 :

팩스 :

이메일 :

주 : IEEE는 이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연락처 정보 또는 위 웹사이트의 정확성이나 일관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C. IEEE 표준 또는 프로젝트(예, 개정, 오류정정 또는 수정) :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 제6항 및 IEEE 표준심의회 운영매뉴얼 제6.3.5항에 따라, 라이센싱 입장은 다음으로
제한합니다 :
표준/프로젝트 번호 :
제목 :
제목 :

D. 필수특허 청구항의 라이센싱에 대한 제출자 입장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 제6조에 따라, 제출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박스 1 또는 박스 2 체크) :

주 : 이 선언서로 인하여 특허 검색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IEEE는 선언서(제출자가
제시한 라이선스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 약정) 제출과 관련하여 제시된 특허 청구항의 필수성이나 유
효성, 구현품 또는 합리적 요율, 조건 등의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선언서 양식과 샘플 라이선스, 라이선스 조건 자료, 즉 실제의 라이선스 조건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아래의
1.a 또는 1.b와 관련하여 제시된 로열티를 넘지 않는 한에서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 제 6조의 용어와 이 선언
서 양식의 조건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1. 제출자는 필수특허 청구항이 되거나 될 수 있는 특허를 소유ㆍ통제 또는 라이선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수특허 청구에 대하여, 제출자의 라이센싱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a, b, c 또는 d 그

리고 그 하위 박스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

□ (선택) 제출자가 제공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라이선스(또는 실질적인 라이선스 조건)의
샘플을 첨부함.
□ (선택) 이 라이선스는 상호 호혜적 라이선스 요구조건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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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제출자는 신청자 수에 제한없이 모든 범세계적인 신청인에 있어 C항목에 표기된 IEEE 표준을 따르는
필수특허 청구항이 구현된 그 어떤 제조, 사용, 판매, 판매목적의 제공, 또는 수입을 위한 구현품이든지,
불공정한 차별없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대가없이 라이선스를 허여할 것입니다.

b. The Submitter will make available a license for Essential Patent Claims under Reasonable Rates to
an unrestricted number of Applicants on a worldwide basis with other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demonstrably free of unfair discrimination to make, have made, use, sell, offer to sell, or
import any Compliant Implementation that practices the Essential Patent Claims for use in conforming
with the IEEE Standard identified in part C.
(Optional) These reasonable rates will not exceed ________________________ (e.g., percent
of unit price, flat fee, per unit).
(Optional) A sample of such a license (or material licensing terms) that is substantially similar
to what the Submitter would offer is attached.
(Optional) Such a license will include a Reciprocal Licensing requirement.
c. The Submitter without conditions will not enforce any present or future Essential Patent Claims
against any person or entity making, having made, using, selling, offering to sell, or importing any
Compliant Implementation that practices the Essential Patent Claims for use in conforming with the
IEEE Standard identified in part C.
d. The Submitter is unwilling or unable to grant license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either a or b
above or to agree that it will not enforce its Essential Patent Claims as described in c above. This
statement applies to the Patent Claims identified in E.1 below.
2. After a Reasonable and Good Faith Inquiry, the Submitter is not aware of any Patent Claims that the
Submitter may own, control, or have the ability to license that might be or become Essential Patent Claims.
E. SCOPE OF ASSURANCE:
Note: The Submitter must complete this section if box 1 in part D above is checked.
The Submitter may, but is not required to, identify one or more of its Patent Claims that it believes might be or
become Essential Patent Claims. (Submitter must check box 1 or box 2 below)
1.

When checked, this Letter of Assurance only applies to the Patent Claims identified below that are or
become Essential Patent Claims. (If no Patent Claim is identified below, then this Letter of Assurance
applies to all Essential Patent Claims supported by the disclosure in the patent or patent applications
listed below.)

Patent/Application/Docket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scription/Title (optiona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laim (optiona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tent/Application/Docket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scription/Title (optiona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laim (optiona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tent/Application/Docket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scription/Title (optiona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laim (optiona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or additional patents, use additional pages as necessary.
2.

When checked, this Letter of Assurance is a Blanket Letter of Assurance. As such, all Essential Patent
Claims that the Submitter may currently or in the future have the ability to license shall be available
under the terms as indicated in part D.1; however, a Blanket Assurance shall not supersede any preexisting or simultaneously submitted specific assurance identifying potential Essential Patent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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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제출자는 신청자 수에 제한없이 모든 범세계적인 신청인에 있어 C항목에 표기된 IEEE 표준을 따르
는 필수특허 청구항이 구현된 그 어떤 제조, 사용, 판매, 판매목적의 제공, 또는 수입을 위한 구현
품이든지, 불공정한 차별없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리적 요율 하에 라이선스를 허여할 것입니다.
□ (선택) 합리적 요율은

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선택) 제출자가 제공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라이선스(또는 실질적인 라이선스 조건)의
샘플을 첨부함.
□ (선택) 이 라이선스는 상호 호혜적 라이선스 요구조건을 포함함.
□ c. 조건없는 제출자는 어떤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C항목에 표기된 IEEE 표준을 따르는 필수특허

청구항이 구현된 그 어떤 제조, 사용, 판매, 판매목적의 제공, 또는 수입을 위한 구현품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 d. 제출자는 위 a 또는 b에 따라 라이선스 하거나 할 수 없으며 또는 위 c의 필수특허 청구항을 요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구는 아래 E.1에 표기된 특허 청구항에 적용됩니다.
□ 2. 합리적이고 성실한 조사 이후, 제출자는 필수특허 청구항이거나 필수특허 청구항이 될 수 있는 라이선스 능
력을 소유하거나 또는 제출자가 소유․통제하는 어떤 특허 청구항을 인지하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E. 확인 범위 :

주 : 제출자는 D항목의 박스 중 하나를 체크한 경우에는 이 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출자는 필수특허 청구항이거나 필수특허 청구항이 될 수 있다고 믿는 특허의 하나 이상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님)(제출자는 아래 박스 1 또는 2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 1. 체크할 경우, 이 선언서는 아래 기재된 필수특허 청구항 또는 필수특허 청구항이 될 수 있는 특허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만약 특허 청구항을 아래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 선언서는 아래의 특허 또는 특허출원의 공개에

의한 모든 필수특허 청구항에 용합니다.)
특허/출원/심사 번호 :
설명/제목 (선택) :
청구항(선택) :
특허/출원/심사 번호 :
설명/제목 (선택) :
청구항(선택) :
특허/출원/심사 번호 :
설명/제목 (선택) :
청구항(선택) :

□ 2. 체크한 경우, 선언서는 포괄 선언서입니다. 따라서, 제출자가 현재 또는 향후 라이선스 권한이 있는 모든 필
수특허 청구항은 위 D.1항목에 따른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 선언서가 잠재적 필수특허

청구항을 나타내므로, 기존 또는 동시에 제출한 특정 선언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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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추가가 필요할 경우, 페이지를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F. APPLICATION TO AFFILIATES:
With respect to any Essential Patent Claims that an Affiliate has the ability to license, the Submitter agrees that (i)
the licensing positions described in parts C and D apply to any Essential Patent Claims within the scope of the
assurance described in part E; and (ii) the terms of this assurance are binding on each such Affiliate; provided,
however, that such representations and commitments shall not apply to Affiliates identified belo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rganization’s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rganization’s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ntact pers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ntact person

Affiliates may not be excluded if the Reciprocal Licensing box is checked in part D.1.a or D.1.b.
For additional Affiliates, use additional pages as necessary.
G. SIGNATURE:
By signing this Letter of Assurance, you represent that you have the authority to bind the Submitter and all Affiliates
(other than those Affiliates permissibly excluded above) to the representations and commitments provided in this
LOA and acknowledge that users and implementers of the IEEE Standard identified in part C are relying or will rely
upon and may seek enforcement of the terms of this LOA. The Submitter and all Affiliates (other than those
Affiliates permissibly excluded above) agree not to sell or otherwise transfer any rights in any Essential Patent
Claims that they hold, control, or have the ability to license with the intent of circumventing or negating any of the
representations and commitments made in this LOA.
The Submitter agrees (a) to provide notice of an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either through a Statement of
Encumbrance or by binding its assignee or transferee to the terms of such Letter of Assurance; and (b) to require its
assignee or transferee to (i) agree to similarly provide such notice and (ii) to bind its assignees or transferees to agree
to provide such notice as described in (a) and (b).
If D.1.a or D.1.b is checked, the Submitter shall not condition a license on the Applicant’s agreeing (a) to grant a
license to any of the Applicant’s Patent Claims that are not Essential Patent Claims for the IEEE Standard identified
in part C, or (b) to take a license for any of the Submitter’s Patent Claims that are not Essential Patent Claims for the
IEEE Standard identified in part C.
If, as described in Clause 6 of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the Submitter becomes aware of additional
Patent Claims not already covered by an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that are owned, controlled, or licensable by
the Submitter and that may be or become Essential Patent Claims with respect to the IEEE Standard identified in
part C, the Submitter agrees to submit a Letter of Assurance stating its position regarding enforcement or licensing
of such Patent Claims.
Print name of authorized pers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itle of authorized pers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authorized pers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ote that this assurance applies, at a minimum, from the date of the standard’s approval to the date of the
standard’s transfer to inactive status and is irrevocable upon acceptance by the IEEE-SA.
The IEEE-SA Patent Policy and the procedures used to execute that policy are documented in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and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available at https://standards.ieee.org/about/policies/index.html.
The terms and definitions set forth in the IEEE-SA Patent Policy,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and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in effect as of the date of this Letter of Assurance are incorporated he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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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자회사가 라이선스 할 수 있는 필수특허 청구항에 대하여, 제출자는 (i) 위의 C 및 D항목에 나타낸 필수특허 청구
항에 대한 라이선스 입장은 E항목에 기재한 선언서의 확인범위 내에서 적용합니다; 그리고 (ii) 이러한 선언서 조
건은 자회사 각각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대표 지위와 이행확인은 아래의 자회사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직명

조직명

주소

주소

연락자

연락자

상호호혜적 라이선스 체크단계인 D.1.a 또는 D.1.b 항목에 체크했다면, 자회사는 제외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자회사 추가가 필요한 경우, 페이지를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G. 서명 :
이 선언서에 서명합으로써, 귀하는 선언서에 나타낸 대표 지위와 이행확인에 대하여 제출자 및 모든 자회사(위에서
배제한 자회사 이외)를 구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위 C항의 IEEE 표준(안) 이용자 및 구현
자는 본 선언서 조건에 의하거나 의할 것이며 그 집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자 및 모든 자회사(위
에서 배제한 자회사는 제외)는 이 선언서에서 나타낸 대표 지위와 이행확인 사항을 우회하거나 무효화할 의도로
소유, 통제 또는 라이선스 할 수 있는 필수특허 청구항에 있는 권리를 판매 또는 이전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제출자는 (a) 담보권 설정 또는 선언서 조건에 대하여 수탁자 또는 양수인을 구속함으로써 선언서 내용을 제공하
고, (b) 수탁자 또는 피양수인에게 (i) 이러한 통지와 유사하게 제출하는 데에 동의하도록 하고, (ii) 수탁자 또는
피양수인이 (a) 및 (b)에 기술한 이러한 통지 내용을 제공하도록 구속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제출자가 D.1.a 또는 D.1.b 항목에 체크했다면, (a) C항목에 기재한 IEEE 표준의 필수특허 청구항이 아닌 그 어
떤 신청자의 특허 청구항의 라이선스 부여, 또는 (b) C항목에 기재한 IEEE 표준의 필수특허 청구항이 아닌 그 어
떤 제출자의 라이선스 부여에 조건화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 제6조와 같이, 제출자가 위 C항목에 기재한 IEEE 표준과 관련하여 필수특허이거나 필
수특허가 될 수 있는 제출자의 소유ㆍ통제 또는 라이선스 가능을 나타내는 승인된 선언서에 기재하지 못한 부가적
인 특허 청구항이 존재함을 인지했을 경우, 이들 특허의 실시 또는 라이선스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는 선언서를
제출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대리인 성명 :
대리인 직위 :
대리인 서명 :
대리인 서명 :
주 소 :
전화 :
전화 :

날짜 :
날짜 :

이메일 :
이메일 :

주 : 이 선언서는 표준 승인일부터 표준의 취소일까지 적용하며, IEEE-SA의 접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8. IEEE 필수특허 선언서
(LOA)

__

F. 자회사 적용 :

IEEE-SA 특허정책 및 이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사용되는 절차는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 및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매뉴얼에 있다.(참조: http://standards.ieee.org/about/policies/index/html/)
이 선언서가 유효한 날짜는 IEEE-SA 특허정책,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 및 IEEE-SA 표준심의회 운영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정의는 이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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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S
The following terms, when capitalized, have the following meanings:
“Accepted Letter of Assurance” and “Accepted LOA” shall mean a Letter of Assurance that the IEEE-SA has
determined is complete in all material respects and has been posted to the IEEE-SA web site.
“Affiliate” shall mean an entity that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ries, controls the Submitter
or Applicant, is controlled by the Submitter or Applicant,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the Submitter or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 this definition, the term “control” and its derivatives, with respect to for-profit
entities, means the legal, beneficial or equitable ownership, directly or indirectly, of more than fifty percent (50%) of
the capital stock (or other ownership interest, if not a corporation) of an entity ordinarily having voting rights.
“Control” and its derivatives, with respect to nonprofit entities, means the power to elect or appoint more than fifty
percent (50%)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n entity.
“Applicant” shall mean any prospective licensee for Essential Patent Claims. “Applicant” shall include all of its
Affiliates.
“Blanket Letter of Assurance” shall mean a Letter of Assurance that applies to all Essential Patent Claims for which
a Submitter may currently or in the futur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se Bylaws and in the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s Manual) have the ability to license.
“Compliant Implementation” shall mean any product (e.g., component, sub-assembly, or end-product) or service that
conforms to any mandatory or optional portion of a normative clause of an IEEE Standard.
“Enabling Technology” shall mean any technology that may be necessary to make or use any product or portion
thereof that complies with the IEEE Standard but is neither explicitly required by nor expressly set forth in the IEEE
Standard (e.g.,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chnology, compiler technology, object-oriented technology, basic
operating system technology, and the like).
“Essential Patent Claim” shall mean any Patent Claim the practice of which was necessary to implement either a
mandatory or optional portion of a normative clause of the IEEE Standard when, at the time of the IEEE Standard’s
approval, there was no commercially and technically feasible non-infringing alternative implementation method for
such mandatory or optional portion of the normative clause. An Essential Patent Claim does not include any Patent
Claim that was essential only for Enabling Technology or any claim other than that set forth above even if contained
in the same patent as the Essential Patent Claim.
“Letter of Assurance” and “LOA” shall mean a document, including any attachments, stating the Submitter’s
position regarding ownership, enforcement, or licensing of Essential Patent Claims for a specifically referenced
IEEE Standard, submitted in a form acceptable to the IEEE-SA.
“Patent Claim(s)” shall mean one or more claims in issued patent(s) or pending patent application(s).
“Prohibitive Order” shall mean an interim or permanent injunction, exclusion order, or similar adjudicative directive
that limits or prevents making, having made, using, selling, offering to sell, or importing a Compliant Implementation.
“Reasonable and Good Faith Inquiry”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Submitter using reasonable efforts to identify
and contact those individuals who are from, employed by, or otherwise represent the Submitter and who are known
to the Submitter to be current or past participants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Proposed] IEEE Standard
identified in a Letter of Assuranc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articipation in a Standards Association Ballot or
Working Group. If the Submitter did not or does not have any participants, then a Reasonable and Good Faith
Inquiry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the Submitter using reasonable efforts to contact individuals who are
from, employed by, or represent the Submitter and who the Submitter believes are most likely to have knowledge
about the technology covered by the [Proposed] IEE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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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대문자로 표시된 다음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접수된 선언서(Letter of Assurance)” 및 “접수된 LOA" - IEEE-SA가 모든 내용이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여
IEEE-SA 웹사이트에 게시한 선언서를 말한다.

“자회사 (또는 관계사)” -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제출자를 통제하거나 제출자의 지배를 받
고 또는 제출자와 공동 지배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를 위하여, 영리법인인 경우 “통제” 및 이와 유사한
용어는 투표권을 가진 법인의 주식자본 50% 이상(또는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의 50% 이상)을 직ㆍ간
접적으로 법적ㆍ호혜적 또는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 법인인 경우, “통제” 및 이와 유사한 용어
는 법인의 이사회 50% 이상을 선출 또는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신청자(Applicant)” - 필수특허 청구항에 대한 장래의 라이선스 실시자를 의미한다. 신청자는 그 자회사 모두를 포
함하여야 한다.

“포괄 선언서 (Blanket Letter of Assurance)” - 제출자가 현재 또는 장래 라이선스 할 수 있는 모든 필수 특허
청구항에 적용되는 선언서를 말한다(이 규정 또는 IEEE-SA 표준이사회 운영매뉴얼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
“구현품(Compliant Implementation)” - IEEE 표준의 규범적 조항의 강제적 또는 선택적 부분에 적합한 제품(부
품, 조립 또는 최종 제품 등을 포함)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핵심 기술(Enabling Technology)” - IEEE 표준(안)에 따르지만 IEEE 표준(안)에 명시적으로 요구되거나 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품 또는 제품의 일부를 제조 또는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예, 반도체
제조기술, 컴파일러 기술, 객체지향기술, 기본운영시스템 기술 등).
“필수특허 청구항(Essentail Patent Claim)” - IEEE 표준(안)의 규범적 사항의 강제적 또는 선택적 부분을 준수한
구현을 하기 위하여 사용이 필요한 특허청구항으로, IEEE 표준(안)이 승인된 때에 상업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비침해적 대안이 없는 특허 청구항을 말한다. 필수 특허 청구항은 핵심기술에만 필수적인 특허 또는 필수 특허청구
항으로 동일 특허에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에 기술한 것이 이외의 청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선언서(Letter of Assurance)” 및 “LOA” - 구체적으로 명시한 IEEE 표준의 특허청구항의 소유권, 실시가능성 또
는 라이센싱에 대한 제안자의 입장을 기술하여, IEEE-SA에서 인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한 문서를 말하며, 그 첨부문
서를 포함한다.
“특허 청구항(Patent Claim(s))” - 등록 특허 또는 출원중인 특허에 포함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구항을 말한다.
“금지적 명령(Prohibitive Order)” - 구현품을 제조, 완성, 이용, 판매, 판매 목적 제공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방
해하는 임시 또는 영구 판매금지, 수입금지 명령 또는 이와 유사한 사법적 명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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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EEE 필수특허 선언서
(LOA)

“합리적이고 성실한 조사” - 제출자, 제출자의 고용인 또는 기타 제출자를 대표하는 자 및 LOA 관련 IEEE 표준(안)
개발 절차 (스폰서 투표 또는 작업반 포함)의 현재 또는 과거 참여자로 제출자에게 알려진 자를 확인하거나 이들과
연락하려고 하는 합리적인 노력(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님)을 말한다. 제출자에게 참여자가 없었거나 없다는 경우라면,
이때 합리적이고 성실한 조사는 제출자, 제출자의 고용인 또는 제출자를 대표하는 개인 및 제출자가 IEEE 표준(안)에
포함된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와 연락하고 하는 합리적 노력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Reasonable Rate” shall mean appropriate compensation to the patent holder for the practice of an Essential Patent
Claim excluding the value, if any, resulting from the inclusion of that Essential Patent Claim’s technology in the
IEEE Standard. In addition, determination of such Reasonable Rates should include, but need not be limited to, the
consideration of:
• The value that the functionality of the claimed invention or inventive feature within the Essential Patent Claim
contributes to the value of the relevant functionality of the smallest saleable Compliant Implementation that
practices the Essential Patent Claim.
• The value that the Essential Patent Claim contributes to the smallest saleable Compliant Implementation that
practices that claim, in light of the value contributed by all Essential Patent Claims for the same IEEE Standard
practiced in that Compliant Implementation.
• Existing licenses covering use of the Essential Patent Claim, where such licenses were not obtained under the
explicit or implicit threat of a Prohibitive Order, and where the circumstances and resulting licenses are
otherwise sufficiently comparabl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ontemplated license.
“Reciprocal Licensing” shall mean that the Submitter of an LOA has conditioned its granting of a license for its
Essential Patent Claims upon the Applicant’s agreement to grant a license to the Submitter with Reasonable Rates
and other reasonable licensing terms and conditions to the Applicant’s Essential Patent Claims, if any, for the
referenced IEEE Standard, including any amendments, corrigenda, editions, and revisions. If an LOA references an
amendment or corrigendum, the scope of reciprocity includes the base IEEE Standard and its amendments,
corrigenda, editions, and revisions.
“Statement of Encumbrance” shall mean a specific reference to an Accepted LOA or a general statement in the
transfer or assignment agreement that the Patent Claim(s) being transferred or assigned are subject to any
encumbrances that may exist as of the effective date of such agreement. An Accepted LOA is an encumbrance.
“Submitter” shall mean an individual or an organization that provides a completed Letter of Assurance. A Submitter
may or may not hold Essential Patent Claims. “Submitter” shall include all of its Affiliates unless specifically and
permissibly excluded.
Should any discrepancy exist between the definitions above and the definitions in the IEEE-SA Standards Board
Bylaws clause 6.1, the definitions contained in the Bylaws shal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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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요율(Reasonable Rate)” - 필수특허 청구항의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의미하며
IEEE 표준에 필수특허 청구항의 기술을 포함함에 따라 생기는 가치는 제외한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인 요율의 결
정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하나, 반드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 필수특허 청구항 내의 청구항에 포함된 발명이나 발명적 요소들이 필수특허 청구항을 구현한 최소한의

판매단위(the samllest saleable) 구현품의 관련 기능성의 가치에 기여한 가치
∙ 해당 구현품이 실시한 동일 IEEE 표준을 위한 모든 필수특허 청구항이 기여한 가치를 고려하여, 해당 필

수특허 청구항이 최소 판매단위 구현품에 기여한 가치
∙ 필수특허 청구항의 사용과 관련된 기존의 라이선스, 특히 금지적 명령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협으로

해당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및 상황과 후속 라이선스가 계획된 라이선스의 상황에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경우

“상호 호혜적인 라이센싱(Reciprocal Licensing)” - LOA 제출자는 IEEE 표준(그 개정, 오류정정, 편집 및 개정
포함)에 대하여 신청자의 필수특허 청구항이 있는 경우, 신청자가 제출자에게 합리적인 요율 및 기타 합리적인 라이
선스 조건으로 라이선스 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필수특허 청구항에 대한 라이선스할 것을 조건으로 함을 의미하여
야 한다. 만약 LOA가 개정 및 오류정정을 참조한다면, 상호호혜적인 범위는 IEEE 표준의 기본과 그것의 개정, 오류
정정, 편집 및 개정을 포함한다.

“조건 제한(Statement of Encumbrance)” - 이전 또는 양도되는 특허 청구항이 이전 또는 양도 약정 발효일까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에 구속되도록 이전 또는 양도 약정에 승인된 LOA 또는 일반적 내용을 언급하였음을 의미한다.
승인된 LOA는 일종의 조건이다.

“제출자” - 완성된 LOA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조직을 말한다. 제출자는 필수특허 청구항을 소유하거나 또는 소유하지
않을 수 있다. “제출자”는 특정적으로 그리고 허가를 얻어 제외하지 않는 한 그 자회사 모두를 포함한다.

위의 정의와 IEEE-SA 표준심의회 정관 제6.1항의 정의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심의회 정관 정의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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