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의 모든 잠재력을
이끌어내기위하여...
귀 기관의 모든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 가입하십시오
웹을 개발한 팀버너스리에 의하여 1994년 설립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움(W3C)은 웹 표준에 대한 국제적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
습니다. W3C는 HTML과 XML을 포함하여 현재의 웹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으며, W3C는 자동화 분야, 의미와 신뢰를 위한 기술 분야
를 포함하여 다양한 단말과 다양한 사용자,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미래의 웹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 기관이 웹 기반 제품을 개발하거나, 웹을 기회 창출을 위한
수단로 여기거나, 웹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등의 웹 기술에 대하여
가치있는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면, W3C 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
다.

“

W 3C 회원이 됨으로써 귀 기관이 가질 수 있는 회원
혜택과 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기반 회사, 주요 정부 기
관, 비영리 기관, 대학 등의 400여개의
회원사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W 3C 자문위원회(AC)에 참여하여
웹 전략에 대한 방향을 함께 논의합니다.

W3C 회원은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
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어떠한 단
말기를 통해서 통신하고 정보 교환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웹 기술 설계
를 위하여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움(W3C) 의장

새로운 웹 표준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W 3C 표준의 채용과 이러한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교환과 세계
적 상거래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W3C의 노력에
동참하는 회원들은 W3C 표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가지
게 되며,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와 기존 시장의 확
대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웹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혁명
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W 3 C의 수행 업무나 가입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http://www.w3.org/ 를 방문하시어 “ Join W 3C” 를 클릭하시기 바
랍니다. 또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membership@w3.org
로 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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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혜택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토론장인
W 3C 워크샵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W 3C 워킹그룹(WG) 과 관심그룹(IG)
에서 웹 표준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웹기술, 소프트웨어, 이벤트, 포

럼, 뉴스 등이 신속히 소개되는 회원사 기밀
웹사이트와 메일링 리스트를 접근할 수 있
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컨소시움 중의 하
나인 W3C에 가입하십시요. 이를 통하여 귀
기관의 웹사이트에 W3C 회원 로고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언론 보도자료 참여와
추천서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한, 당신의 회사가 매일 수백만이 방문하는
W3C 홈페이지에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웹의 모든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움
기술적 배경

1989년 3월, 팀 버너스리는 월드 와이드 웹의 초창기 모델을 제
안하였으며, 1990년 10월에 HTTP, HTML 그리고 URI를 이용하
여 첫번째 프로토타입을 선보였습니다. 전례없는 웹의 성장은 초
기의 모델이 적절함을 증명하였으나, 이는 단시 시작이었습니다.
팀은 1994년에 웹의 모든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것을 임무로 하
는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움을 설립하였으며, W3C는 웹의 요구
사항, 구조, 설계, 명세,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웹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합니다. W 3C에서의 모든 작업은
합의에 기반 한 처리 방식으로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되어,
많은 다른 기관의 모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준 기구 사이에서의 유일성

컨소시움은 400여 회원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00여명의 기
술자가 50개의 워킹그룹(WG)과 관심그룹(IG)에서 일하고 있다.
W3C의 업계 중립적인 기술팀은 미국의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유럽의 정보수학유럽연구컨소시움(ERCIM), 그리고 일본
의 게이오 대학의 세곳 호스트에 위치한다. 또한, 14개국가에
W3C 사무국을 통하여 업무영역 및 국제적인 활동 영역을 넓히
고 있다.

기술이 W3C 권고안(일반적인 웹 표준)이 되기 전에, 기술의 개발
가능성 여부와 다른 기술과 상호운용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증명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컨소시움은 회원과 일반인의
검토, 그리고 30여개의 표준화 기구들과의 상호 협정을 통하여
기술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추구합니다. W3C는 장애자와의 접근
성을 보장하고, 국제 언어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성,
그리고 전반적인 고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웹 표준과 기술
을 계획하고 집대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W3C를 차별화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며, 역사
적 위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HTM L, CSS, XM L, DOM , SOA P,
R DF,
O W L,
Vo iceX M L,
SV G ,
X SLT,
P3P,
XM L
Signature/Encryption, W eb 접근성 가이드 라인 등의 W3C 권고
안은 8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더 많은 기술들이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한 W3C의 수많은 기술 기반
의 권고안들, 그리고 기술과 사회의 접목에 대한 앞선 기술 개발
들이 W3C가 세계적인 표준기구로서 신뢰와 경의를 얻게 하고
있습니다.

http://www.w3.or.kr

고수준 명세 및 응용

보안

(DSig, Enc,
X K MS)

C C /PP

(X HT ML, SVG, SMIL,
C SS, X Forms, X SL-FO,
VoiceX ML, SMIL, T imed
Text, Multimodality, ...)

P3P

IN T ERAC T IO N

다른 웹 표준들

접근성, 국제화, 기기 독립성, 품질 보장
웹서비스

(Architecture, SOAP,
C horeography, W SDL)

시맨틱 웹

(RDF, OW L, Best
Practices, Data Access)

웹의 진화

W 3C는 문서 교환(왼쪽의 초기의
웹)을 위한 매개에서 언제, 어디서
나, 누구나,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기기로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로의 진화를 지속적으
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X ML

(N amespaces, X ML Schema, X SLT, X Path, X Link, X ML Base, X Q uery, DO M,...)

HT T P 1.1
URL

URI

초기웹

미래의 웹

단지 시작일 뿐

현재 W3C는 웹의 역량을 누구나(문화적, 능력 등에 상관없이), 어떠한 (응용 과 데이터 저장, 고성능 컴퓨터의 고해상도로부터 휴대용
컴퓨터 기기까지) 이용도 할 수 있으며, 어디서나 (광대력부터 저대역 환경까지) 사용 가능하며, 그리고 어떠한 기기(펜, 마우스, 음성,
터치 방식, 장애자의 도움을 주는 기술, 컴퓨터 대 컴퓨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발견, 상업적 기회의 확장, 이익의 증대, 그리고 인류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해결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W 3C의 수행 업무나 가입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http://www.w3.org/
를 방문하시어 "Join W3C"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membership@w3.org로 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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