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뉴스

제1회 산업설비 자동화
기술향상 세미나 개최

원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자동화기술정보의 제공 및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자동화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매년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할 계

(세계시장진출을 위한 자동화기술의 발전

획이다.

방향 설정 및 자동화설비 시험 평가센터
공개)

바코드 세계표준화방향
서울에서 논의

기술표준원은 5월 3일(금) 국내 자동화분야 연
구소, 학회, 대학 및기업 등의 전문가가참석하
는 제1회 산업설비 자동화기술 향상 세미나를
기술표준원 중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자동화기술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필요한 산
업핵심기술로서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고부가가치의 분야이며, 최근에
는 IT와 접목되면서 서비스, 의료 등 산업전반
에 걸쳐 자동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자동화분
야 세계시장규모는 1.000억불에 이르고 국내
시장도 15억불(2조원)에 달하며 연간 8억불에
이르는 자동화설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표준원은 금번 세미나를 통해서 수입대체
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자동화 기술의 발전

물류·유통합리화의 핵심요소인 바코드의 세계
표준을 제정하는 데이터 인식 기술의 ISO 국
제표준화회의 가 5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기술표준원 주최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세계 주요국가에서 파견된 50여명의 국제표
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바코드 사용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역할과 국
제표준화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데이터 인식기술 :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 일반상품에 표기되어 있는 바코드 를 자동으로
읽어 드리는 기술

방향을 제시하였고, 기술표준원 자동화설비 시
험평가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수준의

-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바코드 체

초정밀급 자동화평가장비를 제조업체가 활용케

계, 전자적 처리기술 등의 통일된 국제표준이

함으로써 자동화설비의 국산화개발을 적극 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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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카드와 같은 무선주파수 인식분야도 데이터
인식기술의 하나임

라우스 노약(Klaus Naujok) ebXML 전의장이
주제강연자로 참여해 국내에서도 핵심현안으로
부상되고있는 Business Process"표준화에 대

e - 비즈니스 국제적
표준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제

한 COOL 개념을 공개하였다.
COOL이란 Commitment- Oriented Orchestration Layer의 약어로서 e- 비즈니스의 목표

기술표준원은 e-비즈니스의 글로벌 데이터 상
호교환을 위한 핵심 표준현안의 해답을 제시할

달성을 위해 Business Process 상의 참여자들
이 오케스트라와 협업(collaboration)을 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Metadata와 e- 비즈니스 표준화 국제포럼 과
데이터 관리의 ISO 국제표준화회의 를 4월
29일 서울에서 동시에 개최하였다.
먼저, 전자상거래표준화 통합포럼(ECIF)과 함
께 개최한 Metadata와 e-비즈니스 표준화 국
제포럼은 e-비즈니스와 관련된 ISO 기술위원
회의 핵심 표준화 이슈를 공개하는 OPEN 포
럼으로, 국내전문가들에게 e- 비즈니스의 국제
표준화 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였다.

COOL개념은 국내의 Business Process" 표
준현안에 대한 해답으로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ISO를 중심으로 국제적 표준전문가 13명
이 참여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즈니스용어
및 객체, 메타 모델 등 e-비지니스의 표준화현
안에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e-비지니
스 산업으로의 새로운 방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 된다.

이번 Open Forum을 통해서 e- 비즈니스 표준
현안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화동
향과 방향이 일반에게 공개하게 되었으며
국제적 민간표준화단체인 OMG 및 UN/
CEFACT의 국제적 표준전문가도 함께 참가하

산업자동화분야 ISO
국제표준화총회 서울개최

여 ebXML 등과 같은 e- 비즈니스 프레임웍에
대한 표준화 대응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기술표준원은 선박, 기계, 건설, 자동차, 항공산
업등의자동화를 위한 정보화 기술표준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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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첫째날인 4월 29일에는 e- 비즈니스 표준

요하게 부각되고있는 STEP 국제표준 등에 관

프레임웍인 ebXML을 창시 하는데 기여한 크

한 산업자동화 데이터(ISO TC184/ SC4) 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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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회의를 2002년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서
울 COEX에서 개최한다.

교정기관 기술책임자
불확도 이해능력 평가

STEP이란 제품설계에서부터, 시험, 생산, 관리

실시

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소
재, 부품 등의 데이터를 생산시스템간에 서로
공유함으로서 산업의 자동화를 기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 실시목적

STEP이 21세기 제조업의 모습을 바꾼다. 라

2001년 교토(일본) ILAC총회에서 세계 최고

고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수준인 EA 04/02 기준으로 측정불확도를 산

분야이다. STEP은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유럽

출토록 방침을 정한 바 있어,

등 선진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 수준으로 우리 교정기관의 기술책임자 및

표준 및 응용기술의 선점을 위해 선진국이 주도

기술평가사의 측정불확도 산정능력을 제고하

적으로 민·관 합동의 전략적인 표준화활동을

기 위해 평가실시.

전개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KOLAS 사무국에서는 교정기관 기
우리나라는 1994년 STEP 연구회에서 시작한

술책임자의 불확도 산출능력 제고를 위해 아래

(사)스텝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선

와 같이 불확도 산출능력평가를 실시한다.

박구조의 시험표준 및 생산자동화 STEP분야
에서는 프로젝트 책임을 맡아 ISO에 4건의 국

가. 일

시 : 2002. 5. 30(목) 14 : 00～18 : 00

제표준(안)을 제안하는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

나. 장

소 :기술표준원 본관동 1층 세미나실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다. 참 석 자 : 교정기관 현장확인평가 대상 기관
및 기 인정 국가교정기관 기술책

내년 총회는 세계 30여 개국의 전문가 300여명
이 참석하여 100여종의 국제표준화 진행규격
(안)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으로서, 우리나라가

임자
라. 지참서류 :신분증 및 명함, 교정절차서, 교정
성적서 및 BMC산출보고서(분야

산업자동화 분야의 국제기술표준 선도국가로

별 각 1건임), 계산기 및 기타 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자동화기술 및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자료 등
마. 비

고 :오픈북 평가

바. 참가 대상자는 2002. 5. 27(월)까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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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후 KOLAS 사무국으로 제출
※ 신청서 미 제출자는 평가 대상 제외
※ 차기 평가 일정은 7월 말 예정임
※ 접수 및 연락처 : 기술표준원 계량계측과
전 화 : 02-509-7410
FAX : 02- 507- 6875

플라스틱 가공기술
Wor kshop 개최
기술표준원은 4월 23일 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
하고 이에 따른 가공기술 향상을 위해 플라스틱 가

오존층 파괴물질
합리화대책 기술세미나
개최

공기술 Workshop을 개최하였다.
이번 Workshop에서는 플라스틱 가공 관련업체
의 기술자 및 품질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여 10여 개
업체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분자복합기술
(NANO Composite), 고분자 블렌드 및 재활용 활
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의 강의와 개방실험실 보
유Pilot설비의실무지도와 병행하여 참가업체의 많

기술표준원은 5월 2일,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은 도움이 되었다.

와 공동으로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오존층 파괴물
질 사용합리화 대책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관련업체의 CFC련 기술자 및 품
질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여 약 150여개 업체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였고, △냉매, 세정제, 발포제의
표준시험방법제공 △국내 최적 대체 세정기술 방
향 제시△국내 최적 대체 세정기술 선택방법관련
업계 이전 △오존층 파괴물질 최적 이용 기술개발
자료 등을 제공하여 관련업계에 많은 참고가 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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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탈환을 위해 질주하고 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LCD, PDP, 유기EL 등의 평

평판디스플레이의 최근 기술동향 및 시장전망

정밀전자과 공업연구관 이상근
02) 509- 7325 sglee @ats.go.kr

1. 개 요

판 디스플레이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LCD를
이용한 40″이하의 크기영역에서 노트북PC, 컴퓨

반도체장치(IEC TC47)의 한 분야인 평판디스플

터 모니터, 휴대형 정보기기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

레이 (IEC SC47C)에 대한 국제적 협력 체제가 활

며, PDP를 이용한 40″～63″크기에서 디지털방

발히 움직이고 있다. 평판디스플레이(IEC SC47C)

송의 대형 벽걸이 TV로 각광을 받으며, 유기EL을

분과위원회는 액정디스플레이(WG2: LCD)와 플라

이용한 10″이하의 크기영역에서 컬러휴대폰,

즈마디스플레이(WG4:PDP)의 작업반에서 우리나

PDA, 웹패드 등의 휴대형 소형정보기기에 새로운

라 전문가들이 주도적인 역할 담당 등 활발한 활동

수요창출을 보이고 있다.

을 전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LG필립스LCD, 하이닉스 등의 국내
LCD업체는 주력업체의 전폭적인 5세대 생산라인
투자와 차별화된 혁신기술개발 등으로 미래지향적
전략의 성공적 결과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
여 한국은 2001년을 분기점으로 일본으로부터 세계
1위의 매출국을 넘겨받았으며, 앞으로 적어도 수년
간은 선두유지가 밝은 전망이다. 또한 LG전자, 삼
성 SDI, 오리온전기 등의 PDP업체도 벽걸이 TV

그 외에도 GPS를 이용한 카네비게이션이나, 의
료응용 디스플레이 등 제반 산업분야의 디스플레이
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정보화 및 국제화 추세
에 따라 LCD, PDP, OELD(유기전계발광디스플레
이), FED(전계방출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 대한
보급이 시급하며,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하여 관
련기술의 선점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등으로 사용되는 대형화 생산라인에 집중하여 일본

본보에서는 2002년 5월 2일 우리원에서 개최하

에 이어 세계2위 생산국에서 도약하여 수년내에 정

여 산학연 200명이상이 참여한“평판디스플레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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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및 표준화동향 세미나 에서의 각 분야별 주요

1100×1250㎟로 변화되는 지속적인 투자를 볼 수

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있다.

2. 분야별 기술동향
2. 1 TFT-LCD의 기술발전 및 시장 전망
2. 1. 1. TFT-LCD 기술발전
과거 10년 간의 주요 Event를 통해 제품특성,
제조기술, 제조Cost 발전 등의 순서로 TFT-LCD
기술발전을 알아본다. 최근 10년간 TFT- LCD 기

2. 1. 2. LCD Bus i ness의 현황
시황분석으로 한국, 일본, 대만의 경쟁구도에서
LCD Over supply와 Shortage를 살펴보고, 경쟁
기술분석으로 LCD, PDP, 유기EL의 기술적 차이
및 기술 분석을 살펴본 후, LCD의 기회와 도전에
대하여 LCD 모니터의 확대와 LCD-TV시장 확대
에 대한 기술적 및 Business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자 한다.

술발전으로 노트북 PC에서 컴퓨터 모니터 및

2002년을 기점으로 노트북 PC의 47%에서 LCD모

LCD- TV이르기까지 현저한 시장팽창이 이루어지

니터 48%로 전환되는 LCD모니터 시대를 열어가며

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콘트라스트비와 밝기의 향

2005년까지 매년 20% 씩 고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상, 소비전력의 감소 등 제품의 특성이 현저히 개선

CRT대TFT-LCD의 시장을 살펴보면, TFT - LCD

되었다. 또한 패널사이즈가 1993년도 9.4 에서 1년

는 2000년 200억 달러에서 2005년에 400억 달러의 2

반 간격으로 10.4 , 12.1 , 14.1 , 15.0 , 17.0 ,

배성장할전망이다. 한편 CRT는2000년390억달러

2002년에 19.0 를 개발하였다. 종전의 TFT- LCD

에서2002년부터시장이감소하여2005년에310억달

주요 수요는 노트북 PC와 컴퓨터 모니터에서 전자

러까지 시장감소가 예상된다. 2003년에 TFT-LCD가

책, 칼라휴대폰, 웹폰, 네비게이션 시스템, 의료시스

CRT 시장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며, TFT-

템 등 점점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어 가는 추세다.

LCD가CRT의완전대체는어려울것이며, 2005년이

1995년노트북 PC의 100% 점유에서, 1998년 노
트북 PC의 90%와 모니터 10% 점유로, 2001년 노
트북 PC의 62%, 모니터 37%, LCD-TV 1%의 점
유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생산라인 Mother glass Size가 1990년과 1993

후 각자의 시장으로 공존하고 CRT는 일정수준으로
정체를 보일 전망이다.
2001년도의 PC관련 Best 2로 단연 Flash
Memory와 LCD Monitor가 각각 211%와 150%
향상되었으며, Worst 2는 Desk top PC와 CRT
Monitor가 각각 23%와 20% 감소되었다.

년에 2세대의 300×400㎟과 370×470㎟, 1995

1998년 일본(12개 업체) 및 한국(3개 업체)이 각

년과 1998년에 3세대의 550×650㎟과 600×720

각 73%, 27%의 시장구도에서 2002년 일본(6개 업

㎟, 2000년에 3.5세대와 4세대의 680×880㎟과

체로 감소), 한국(3개 업체) 및 대만(4개 업체)이

730×920㎟, 2002년에 5세대의 1000×1200㎟과

각각 38%, 48%, 21%의 3국 시장분할 구도이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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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시장 매출1위 국으로

2. 1. 3. 향후 성장을 위한 준비

상하였다.
일본, 대만 및 한국의 역학구도를 살펴보면, 일본
은 한국업체의 강력한 도전에 시장경쟁을 기피하고
탈 PC의 전략을 가지며, 그 예로 샤프는 TV 및 중
소형 시장진입을 보이고, 도시바는 저온폴리 TFT
를 이용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대만은 노트
북PC 생산 40%의 지역적 장점과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TFT-LCD 사업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후발업체의조기 시장진입을위해저가격 전략을 전
개하고 있다. 한국은 1, 2위 유지전략을 위한 차세대
라인 투자와 생산성 향상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TFT- LCD 현황을 정리하면, CRT가격대비 2배
의 수준에서 안정화되어 15″TFT-LCD Monitor
가격이 350～399달러로 형성되어있다. Panel Size
의 대형화 추세가 급진전하여 현재 15″XGA급
LCD Monitor가 모니터 전체중 약 70% 수준으로
주력이나 17 이상이 급성장 중이며 2000년 25%
(금액기준)을 차지하고, 2001년 17 이상 35% 차지
할 것을 전망한다. 중소형 시장에서 경합가열을 보
이며 TFT- LCD의 휴대폰 시장 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LCD-TV의 부상 및 사이즈 대형화
로 2002년 말 20″급 Wide 보편화가 예상된다.
TFT- LCD의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성장
을 살펴보면, 노트북 PC는 1999년 1,810만개에서
2001년에 2,560만개로 매년 21%씩 성장되며, 모니
터는 400만개에서 1,400만개로 매년 69%씩 성장되
며, LCD- TV는 19만개에서 70만개로 매년 100%
씩 성장되고 있다.

원가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생산성향상 즉, Mot
her glass Size 확대에 의한 생산성 및 원가향상분
석, 신기술 신공정에 의한 원가절감 효과 등을 요약
한다. 평판디스플레이와 CRT의 시장은 2001년 각
각 54%(244억불)와 46%(211억불)에서, 2005년
69%(599억불)와 31%(265억불), 2010년 77%(954
억불)와 23%(282억불) 점유하며, 평판디스플레이
와 CRT의 매년 성장률은 16.6%와 3.3%로 전망
된다.
평판디스플레이의 TFT-LCD, PDP와 유기EL은
2010년에각각560억불(62%), 154억불(17%)과 187억
불(21%)의 시장형성과 13.1%, 34.1%와 65.6%의 매
년 평균성장률을 전망된다.
TFT- LCD의 향후성장 주요 미션은 지속적
Cost Down 및 기술혁신이며, 인치당 10불 이하의
타겟을 위해 생산성 증가와 생산공정 혁신에 매진
할 전망이다. 생산성향상으로 Cost Down을 위해
Mother glass Size의 발전이 중요하고 6세대의 사
이즈는 1300×1600이며, 여기에서 19 LCD-TV
를생산한다. 패널 코스트와Mother glass Size 효
과를 살펴보면, 3세대의 패널 코스트가 100일 때,
3.5세대와 4세대의 패널 코스트는 각각 75와 50으
로그 효과는 굉장하다. 다음의 Cost Down으로 액
정공정 혁신기술의 액정 드로핑과 기판상 구동회로
의 단순 상호연결이며, 또한 패널은 그래픽 칩과 코
어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의 혁신적 기술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2. 1. 4. 결론 및 LCD의 Vi s i o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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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Extreme Cost Down 즉, 인치당 10불 이

른 업체의 투자도 선행되고 있다.

의 실현가능성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도래할 것

PDP는 대화면이 용이하고, 고화질의 특성을 갖

이며, LCD산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부품, 디

고있는 유망한 Display이며 저가격화가 Issue이나

스플레이 인터페이스, LCD모듈, 장치 및 장치 인

생산기술에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에 적

터페이스 등에서 표준화활동이 중요한 과제이다.

합하여, 향후 LCD에 이어 우리나라의 Display 산

향후 LCD는 40 에서 50 LCD-TV 까지 확장될

업의 대표 제품군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할 것으로

것이다.

본다.

2. 2 PDP의 최신기술 및 시장전망

2. 3 유기EL의 기술동향

시각을 통하여 인간에게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하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를 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

는 Display는 가정용, 사무용, 휴대 정보 단말등 대

시하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디스플레이는 정

부분의 전자기기의 활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Man-

보산업 (Information Technology)의 주력제품으

Machine Interface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평판디스플레이는 반도체

이러한 Display의 화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에

에 이어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 되고 있다.

는 휘도, Contrast, 계조, 색 재현 범위, 백색 색상,

유기EL디스플레이 (Organic Electroluminesce-

해상도가 있으며 이들 인자들의 조화에 따라 그 성

nce Display, OELD)는 자체발광형이고, 고화질의

능이 좌우된다.

동영상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디스플레이 기술과

Display를 Application면에서 살펴보면 대형

비교할 때 가격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장 유

TV에서부터 중형 TV/ Monitor, Note Book PC,

망한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 기술로서 평가받고

Mobile용 소형 Display가 있으며, 이중 PDP는 40

있다. 유기 EL 소자는 투명 전극인 양극과 음극 사

급 이상에 대응하는 유일한 직시형 대형 Flat

이에 두께 100～200 nm 정도의 얇은 유기 박막층

Panel Display로서 시장 성장의 잠재성이 높다.

이 있는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유기박막의

PDP는 저가격화, 저소비전력화, 고화질에 대한

제조방법으로는 유기 저분자의 진공증착법과 고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CRT,

자를 이용한 스핀 코팅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그런

LCD대비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다양한

데 최근 고분자재료의 경우 잉크젯 프린팅과 roll-

Application으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to- roll coating, 실크스크린 인쇄 등의 다양한 새

향후 PDP 시장은 지금까지의 업무용 중심의 시

로운 제조기술도 시도되고 있다. 유기 EL 소자는

장에서 가정용 시장과 저가격 보급형 제품 출시로

10V 이하의 낮은 전압에서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

확대되면 대수기준으로 연평균 72%( 01～ 05)수준

록, 파랑색 뿐만 아니라 백색에 이르기까지 높은 발

의 괄목할만한 시장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

광효율을 나타내고 있고, 형광 또는 인광효율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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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기화합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 설
및 합성을 통해 다양한 밴드 갭을 갖는 유기
EL 물질을 쉽게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넓은 시야각

기술개발, 유기 EL 신물질개발, 공정장비 및 관련
부품의 국산화 등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2. 4 FED의 기술동향

을 갖고 있고, 화소의 응답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
에 고화질의 동영상을 표현할 수 있으며, 다른 디스

현재, Field Emission Display(FED)는 가느냐

플레이 기술과 비교할 때 제조 공정이 간단하므로

가지않느냐 ?, 즉 To go or not to go ?의기로에

생산비용이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을 맞이하여

라 다른 디스플레이 기술보다 제작온도가 낮기 때

FED 기술의 개요, 점검과 함께, 현재의 진행 상황,

문에 유리기판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기판 등에도

간단한 전망들을 피력하고자 한다.

제작할 수 있어서 디스플레이의 경량 박형 추세에
도 적합한 기술이다.

결론적으로 FED가 가능성이 충분하면서도 한번
더 도약하지 못하는 것은 기술발전 속도가 기대한
만큼 빠르지 않고, 또한 TFT- LCD 및 유기 LED

이와 같은 유기EL 소자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

등의 경쟁품목의 급속한 진보 등으로 인한 기업의

발이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에

개발의욕저하에도 충분한 원인이 있겠지만, 전자

일본 파이오니어사에서 유기 EL 소자를 이용한 자

방출원으로부터 형광체, 진공패키징에 이르기까지

동차용 스테레오를 최초로 상업화했고, 최근 휴대

요소기술의 궤적이 기존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폰용의 유기 EL 디스플레이가 시장에 나오고 있다.

관련 기술구도에서 상당 부분 이탈되어 있기 때문

향후 소형 정보기기용 유기 EL 디스플레이뿐만 아

인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요소기술들을 향해어

니라 노트북 PC, 평면 TV 등의 시장에서도

떠한 경로로 접근할 것인가? 라는 질문만큼이나

TFT-LCD 등과 경쟁하는 단계로 유기 EL 기술이

이탈된 요소기술들을 어떠한 도구를 통하여 기존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술예측에 따르면

기술의 틀 내로 당겨올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유기 EL 시장규모는 2001년 500만불 미만의 시장

답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에서 2007년에는 적어도 16억불이상이 될 것으로

이러한 의미로 볼 때 기존 FED 의 개발에 가장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유기 EL

큰 제한이 되고 있는 <장수명화- 대면적화-저가격

기술개발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히

화>라는 매듭을 마이크로 팁-리소그래피- IC 공정

일본, 대만, 한국의 세 나라가 유기 EL 디스플레이

-저전압 형광체-고진공 패키징- 영상표시 등과 같

시장을 두고 치열한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은 상류 사회적 개념 이 아닌 프린팅- 잉크 젵

따라서 TFT- LCD에서와 같이 유기 EL 분야에서

-LCD 공정-고전압 형광체- 저진공 동작-문자 표

한국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등의 대중적 개념 으로 풀어보려는 노력이 충분

적극적인 지원과 산업계, 학계, 연구소의 체계적인

히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

협동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유기 EL 핵심기반

을 통하여 수명 향상을 통한 기술적 한계 극복 →
11

기획특집

율 및 생산성 개선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 →
형 디스플레이 시장 진입→ 대면적화를 통한 양
지에서의 경쟁 순으로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금속 팁 FED의 경우 휴대용 정보
통신기기나 차량 항법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중소형
시장에서 대뷔전을 치른 후, 이의 승리를 발판으로

규격번호

쪽

IEC
61747- 1
Ed. 1

61

IEC
61747-2
Ed. 1

27

IEC
61747-2- 1
WG1
Ed.
1

19

삼아 TV 및 모니터시장에서 본 게임을 벌이는 것
이 승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5 평판디스플레이의 국내외 표준화
2. 5. 1. 국제규격( I EC)의 현황
【 표 1 】국제표준화기구 조직 및 활동현황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전체 조직과 기술위
회(TC) 90개, 분과위원회(SC) 109개, 작업반
G) 약 700여개 등에서 주요활동사항, IEC
7C(평판디스플레이, FPD, Flat Panel Dis)/WG2(LCD) &WG4(PDP)의 활동사항을 설
한다.

【 표2 】 IEC 출판규격(LC D분야의 7종)

12

Optoelectronic
IEC
semiconductor
61747-3
13
devicesEd. 1
for applications other
than fibre
IECoptic
communications
61747-3- 1 17
(광전소자)
Ed. 1
C: Dr. Tetsuhiko
Ikegami(일)
IEC
61747-4
17
Ed. 1
IEC
61747-5
Ed. 1

73

IEC SC47C
규
격
명
평판디스플레이
Liquid crystal
and solidstate
display1990년
device
(Flat Panel
Display
devices,
specification
액정간사국
및 고체: 일본
상태 디스플레이 소자 - 제1
의장
: Prof.
MIKOSHIBA
Liquid crystal
andShigeo
solid- state
display device
(일본,
Univ.
Electro
Communic
crystal display modules - Sectional
specific
간사
:
Mr.
Hideo
I
WAM
A
(일본,
액정 및 고체 상태 디스플레이 소자 -IBM
제2J
Mr.
Junichi
HIBINO
(일본,
M
ats
모듈에 대한 품종규격
Liquid crystal and solid- state display device
matrix monochrome LCD modules - Blank
액정 및 고체 상태 디스플레이 소자 - 제2
WG2
단색광의 액정 디스플레이(LCD) 모듈에 대
Liquid crystal and solid state display device
Liquid crystal ＆ solid state
Plasma Dis
specification
(LCD)
display
devicesfor liquid crystal display
(PDP,플라즈마
액정 및
고체 상태 디스플레이 소자 - 제3
(LCD,
액정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LCD) 셀에 대한 품종규격
Liquid
and Ishiguro
solid- state display
C : device
Mr. T
C : Mcrystal
r. Katsumi
crystal(일,
display
sp
Sharp(LCD)
Co.) cells - Blank detail
(일, Fu
액정 및 고체 상태 디스플레이 소자 - 제3
E디스플레이(LCD)
: 김용배교수(건국대),
E : 황기웅교
셀에 대한 품종규격
강성철(삼성전자)
조종호(삼
Liquid
crystal and solid- state display
device
김일호(LG필립스
LCD)
crystal
display modules
and cells -박헌건(L
Essent
이경하(하이닉스)
김민철(오
characteristics
(M
ember:
8개국,
16명)
(M
ember:
액정 및 고체 상태 디스플레이 소자
- 제4
모듈 및 셀 - 특수 정격 및 특성
Liquid crystal and solid- state display device
Environmental, endurance and mechanical
액정 및 고체 상태 디스플레이 소자 - 제5
기구적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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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에서와 같이 IEC SC47C는 1990년 7월에

통신대학의 Mr. S. MIKOSHIBA교수, 간사와 부

설치되어 WG1(광전소자)의 활동이 시작되어 관련

간사는 각각 일본 IBM JP의 Mr. H. IWAMA와

규격 10개가 출판된 후 현재 이 작업반은 거의 활

Matsushita의 Mr. J. Hibino가 담당하고 있으며,

동이 없다. 한국은 1993년부터 WG2(LCD)와

(일본, 한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중국, 영국, 독

WG4(PDP)에서 전문가들이 활동을 시작하여 신규

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로마리아)으로 일

규격 제안 등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FPD

본, 한국, 미국, 네덜란드의 순으로 주도하며, O-

분과위원회의 간사국이 일본이며 의장은 일본 전자

member는 11개국(벨기에, 체코, 핀란드, 아일랜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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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IEC 작업진행규격(LC D분야의 4 종, P DP분야의 5종, 유기EL분야의 1종)
규격번호 쪽

규

격

명

제안일

현재
상태

Project
Leader

비고

IEC
61747- 1
Amd.1

Liquid crystal and solid- state display devices Part 1:
Prof. Y.B.Kim
12 Generic specification
97.05 ADIS
WG 2
(한국)
액정 및 고체 상태 디스플레이 소자 - 제1부 : 일반규격

Ed.1
IEC
61747-2-2 12
Ed.1
IEC
61747-4-2 6
Ed.1
IEC
61747-6

33

Ed.1
IEC
61988- 1

43

Ed.1
IEC
61988-2- 1 23
Ed.1
IEC
61988-2-2 13
Ed.1
IEC
61988-3
Ed.1
IEC
61988-4
Ed.1
PNW
47C-272

14

Liquid crystal and solid- state display devices - Part 2-2:
Mr. Morimoto
Matrix colour LCD modules - Blank detail specification
01.03 1CD
WG 2
액정 및 고체 상태 디스플레이 소자 - 제2-2부 : 매트릭
(일본)
스 칼라 LCD 모듈 - 개별규격지침
Liquid crystal and solid- state display devices - Part 4-2:
Matrix colour LCD modules - Essential rating and
Mr. Morimoto
characteristics
01.03 ANW
WG 2
(일본)
액정 및 고체 상태 디스플레이 소자 - 제2-2부 : 매트릭
스 칼라 LCD 모듈 - 기본 정격 및 특성
Measuring methods for matrix liquid crystal display
CCD A.V. HENZEN
modules - Part 6: Transmissive type
97.05
WG 2
매트릭스 액정 디스플레이 모듈에 관한 측정방법 - 제6
V
(미국)
부 : 투과형
평판디스플레이산업의 본산지인 일본이 전반적인
Plasma Display Panels - Part 1: Terminology and letter
Mr. W.A.
CCD
symbols
표99.07
준화 주
도권을 쥐
고 있다.
P-member는 12개국
Rowe
WG 4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판넬(PDP)
V
덴마크, 말레이지아,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스
(미국)
제1부 : 용어 및 문자기호
Plasma Display Panels - Part 2- 1: Measuring methods 위
- 스, 우루과이) 등
Mr.이H.참여하여 FPD분야에서 23개
Optical
Yoshida
RDIS
WG
4 PDP, 광전소자
국99.07
이 활동
하고 있
다. WG은
LCD,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 제2- 1부 : 광학적 측
(일본)
정방법
의 3개작업반이 있
으며 LCD와 PDP의 WG이 적
Plasma Display Panels - Part 2-2: Measuring methods M
r.
H. 다. 규격수는 전체 17개이며
극적인 활
동을 하고 있
CCD
Optoelectrical
01.03
Yoshida
WG 4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 제2-2부 : 광전기적그중 광전V
소자 규격이 10개와 LCD 규격이 표2에
(일본)
측정방법

서와 같이 7개가 출판되어 있다. 현재 작업중인 규

Plasma Display Panels - Part 3: Guidelines of mechanica
H. TOLNER
interface
격00.06
은 표ANW
3에서와
같이 LCD관
련규격이 4개이며,
3
WG 4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 제3부 : 기구적 인터페
(네덜란드)
PDP 관련규격이
5개 및 유기EL 프로젝트팀에서
이스에 관한 안내서
Plasma Display Panels, Part 4: Environmental, enduranc개 규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중 일본이 5
Jong- Ho CHO
and mechanical test methods
16
WG 담
4 당하며, 한국과 미
개01.11
규격에ANW
서 Project Leader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 제4부 : 환경, 내구성
(한국)
및 기구적 시험방법
국이 2개, 네덜란드가 1개 규격을 담당한다.
Kenichi
Projec
Organic Electroluminescent Displays: Terms, definition and
4

letter symbols
유기 EL 디스플레이 : 용어, 정의 및 문자기호

02.02 PNW

SHIBATA

t

2. 5. 2. 국내규격(K
S)의
현황
(일본)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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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에서와 같이 현재 3개의 KS 규격이 있으며,

방법 (규격번호: 47C/253/NP)이며, 현재 NP문건을

KS C 7100 (액정 표시판 통칙) 규격은 전자기기

승인하여 CD문건에 이르는 중간과정의 ANW 상태

등의 표시에 사용하는 정전 구동 액정 표시판의 공

이다. 그세부내용으로환경특성은고·저온/ 고습,

통적 요구사항 및 개별규격의 양식 등에 대하여 규

감압, 온도사이클시험방법, 내구성특성은절연내압,

정한다. KS C 7101 (액정 표시판의 측정방법) 규

전압가변, 정전기, 낙뢰 시험방법, 기구물 특성은 진

격은 전자기기 등의 표시에 사용하는 정전 구동 액

동, 낙하, 충격 시험방법, 그 외 개스 방전특성, 전력
제어 기능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표4 】KS 규격(LC D분야의 3종)
규격번호

쪽

KS C 7100

5

규

격

명

제정일

액정 표시판 통칙
General rule of liquid crystal display panel

90. 12

KS C 7101 30

액정 표시판의 측정방법
Measuring methods for liquid crystal display panels

90. 12

KS C 7102

액정 표시판의 환경 및 내구성 시험방법
95. 12
Testing methods of basic environment and endurance for liquid crystal display panel

18

표시판의 전기적, 전기 광학적 및 그 이외의 특

제안한 신규규격을 제출하기까지는 기술표준원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KS C 7102 (액정

전략적인 업무의 소산이라 생각된다. 2001년 2월부

시판의 환경 및 내구성 시험방법) 규격은 전자기

터 매월 평판디스플레이의 LCD와 PDP 전문위원

등의 표시에 사용하는 액정 표시판의 환경 및

회 회의를 나누어 개최하며, PDP전문위원회 회의

구성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에서 신규규격을 도출하였다. 그 제안자는 기술표
준원 이상근 연구관, 삼성SDI 조종호 차장, LG전

. 5. 3. 국제활동 및 향후계획
한국이 제안한 규격들의 현황으로 PDP와 LCD
야에서 2명의 Project Leader 활동과 금년 5월
스톤회의에 새로이 제안될 유기EL분야의 준비활
IEC SC47C에새로운 작업반 유기EL을 제안하
작업반 위원장을 수임할 계획 등 준비활동을 살
본다
001. 6. 9 미국 산호세의 IEC SC47C / WG4
P)회의에서 한국은 국제규격의 신규제안을 하였
며, 규격명은 PDP의환경, 내구성및기구물시험

자 박헌건 과장, 오리온전기 김민철 차장 등이며 4
인 공동으로 규격을 작성하여 제안하였으며,
Project Leader는 삼성SDI 조종호 차장이 담당하
고 있다. 규격제정 소요기간은 약 3년 정도 예상된
다. WG 4 PDP에서 서울대 황기웅 교수, 3개업체
표준담당자, 기술표준원 이상근 연구관 등 5명이
IEC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IEC SC47C/WG2(LCD)
에서한국은 LCD의일반규격. 수정1 (IEC 61747- 1
Amd1)규격을건국대김용배교수가Project Leader로
수임하여활동하고있다. IEC 61747-1 ( LCD의일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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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규격은 1998년 완료 출판되었으며, IEC

대), 강성철 박사(삼성전자), 김일호 차장(LG필립

61747-1 Amd1 ( LCD의 일반규격. 수정1 )은 그이

스LCD) 등 3명이 참여하였다. 기술표준원은 IEC

후 TFT-LCD의 최신기술 발전으로 추가되는 용어,

SC47C에 이창희 교수, 도이미 박사, 이정노 박사,

정의 및 기술에대한일반규격사항을 수정하는규격

이성구 박사, 박성식 박사를 유기EL 전문가로 추천

으로 한국측에서 Project Leader를 수임하였다.

하여 유기EL분야의 활동에 주도적 참여를 계획하

또한 IEC SC47C/WG2(LCD)에서 2001년 6월

고, 금년 5월 23～25일 미국(보스톤)의 LCD WG

산호세회의와 10월 나고야회의에서 한국은 사전활

국제회의에 참가하여47C/ 272/NP 규격안 논의시

동을 통하여 향후 신설될 WG으로 유기EL을 제안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고자한다. 한국과일본은유기

하며, 한국이 컨비너 수임 등 주도적인 역할 담당을

EL분야에서도 표준화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논의하였다. 금년 2. 22일 일본이 47C/272/NP(유

보이고 있다. 향후 평판디스플레이의 유기EL산업은

기EL의 용어, 정의 및 기호) 규격안을 제안하였으

성장속도가 2010년까지 매년 65.6 %의 초고속성장

며, 이는 목차만을 기재한 구체적 내용을 구비하지

을 보이며, 휴대폰, PDA, 웹패드 등의 모바일 정보

않았으며 한국의 적극적 사전활동에 대한 견제용

기기 등에 대규모로 사용될 전망으로 TFT-LCD와

기습제안의 규격이라 볼 수 있다. 그 이후 한국은

PDP산업에 뒤지지 않는 중요한 산업이다.

내 전문위원회 활동으로 유기EL 6개 업체 등 산

기술표준원은 IEC 분과위원회(SC47C, FPD)에 새

연 12명의 전문위원이 참여하여 한국측의 의견안

로운 유기EL WG 신설 및 위원장(Convenor) 수임

체적 내용을 포함)을 준비하였다. 한국측의 의견

등국내전문가의국제활동확대, 산·학·연전문가

은 국내 6개 업체의 각사 세부관심분야에 대한

의 국제협력체제 구축, 국제회의유치활동전개, 지속

어를 세부분야로 나누어 수집하였으며, 그 세부

적 국제표준화 제안활동의 확대, 한국의 조직적·전

야는 재료, 공정, 구성요소, 능동 및 수동 구동방

략적대응책 구축등 표준화기반구축을 통해우리나

성능 등에 대한 용어, 정의 및 기호뿐만 아니라

라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이 보다 국제경쟁력 우위를

기EL의 분류 및 향후 유기EL의 로드맵 등을 포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전
위원은 기술표준원의 간사, 유기EL전문위원과
D 전문위원의 연합으로 구성하였으며 유기EL
문위원은 이창희 교수(인하대), 이정노 박사(삼성
), 이성구 책임(LG전자), 박성식 책임(오리온전
백순호 대리(현대LCD), 박재용 과장(LG필립
CD), 최준후 책임(삼성전자), 도이미 선임
RI) 등 8명, LCD전문위원은 김용배 교수(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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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4. 기타 (단체규격 )
평판디스플레이분야 관련 장비·재료·부품에
대한 단체규격 현황과 이외 관련규격의 활동을 살
펴본다. Korea FPD WG은 장비WG과 재료부품
WG으로 나뉘어지며, Semi Korea의 박광우 실장
이 간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가로 LG필립

시 책 논
스LCD의 김일호 차장과 삼성전자의 강성철 박사

대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며, 국제회의 유치활동

가 2000년 6월부터 매년 2회씩 회의활동으로 관련

전개와 지속적 국제표준화 제안활동의 확대 등으로

세부분야의 단체규격을 진행하고 있다. 장비WG은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의 활성화와 표준화기반을 구

패널결함조사 파트가 있으며, 재료부품WG은 백라

축하고자 한다. IEC SC47C(FPD)는 유기EL WG

이트, 유리기판, 컬러필터 파트로 나뉘어진다.

신설에 적극적인 활동으로 위원장(Convenor) 수임

SEMI FPD는 장비·재료·부품과 패널메이커
입장에서의 단체규격을 다루며, VESA FPDM은

과 국내전문가의 국제활동 확대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의 국제협력체제를 이루고자 한다.

장비·재료·부품, 패널메이커, 세트메이커 및 사
용고객의 전분야 입장에서 다루는 단체규격이다.
이는 IEC에서는 주로 패널메이커 입장에서의 규격
을 다루며, 세트메이커와 고객 입장의 규격도 취급
을 하고 있는 것과 ISO에서는 주로 세트메이커와
사용고객 입장의 규격이 주이며, 패널메이커의 규
격도 약간 다룬다 것에 대비된다.

결론

<각 분야별 산학연관 발표자>
TFT-LCD의 기술발전 및 시장전망 - 삼성전자
AMLCD사업부 석준형 전무
PDP의 최신기술 및 시장 동향 - LG전자 디지털디
스플레이연구소 박명호 상무
FED의 기술 동향 - KIST 디스플레이·나노소자
연구실 주병권 책임연구원
유기EL의 기술동향 -인하대 물리학과이창희교수
평판디스플레이의 국내·외 표준화 동향 기술표준
원 이상근 공업연구관

평판디스플레이분야의 표준화 활동은 기술개발
매우 치열한 정보산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수출
략 교두보 확보와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하

PL법 시행에 따른 제조

아국의 기술 및 원가 경쟁력의 요체가 되는 국
표준화 활동 선점은 전략적 대응 및 적극적 활동
매우 긴요하다.
향후 기술표준원은 2002년에 IEC 국제규격의 부
화로 LCD의 특성시험방법 등 7개 IEC규격을
규격으로 제정할 계획이며, 이후 추가로 제정되
국제표준을 기본으로 국가표준에 반영하고자 한

1. 머리말

평판디스플레이분야 국내 전문위원회의 적극적
운영으로 국제표준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금년 5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제품의 설계,

미국 보스톤회의와 9월 프랑스 니스회의에서

생산, 판매, 유통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업자가

D, PDP, 유기EL의 전분야에서 아국제안규격에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기타의 권리에 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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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시행에 따른 제조업체의 대응전략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교육홍보부 이사 나경수
02) 579- 3291 ksrha @esak.or.kr

1. 머리말

에서 결함책임(缺陷責任)으로 전환하여 제조물
에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 소비자가 있는 경우 결함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제품의 설계,

에 대한 제조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

생산, 판매, 유통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업자가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강화된 소비자보호 차원의 새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로운 국면을 개척하게 되었다.

제3자에게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기타의 권리에 대
한 피해를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2. 국내의 제조물 책임법

엄격주의에 입각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그동안 제조물의 제조 또는 판매업자 등은 그들

제조물 책임법의 이해에 앞서 그 입법 배경을 보

이 생산 또는 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

면, 제품의 생산과정과 적용기술이 다기화되고 고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의 요건을 고의 또

도화됨에 따라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

는 과실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제750조 [불법

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

행위의 내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현실을 실제로 반영하였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정

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

책임이 있다 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해 왔다. 그러

화시킨 것이다. 동시에 각종 수입품에 의해 발생하

나 비전문인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조자의 고의

는 여러 가지의 사고로부터 국내의 소비자를 적극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측면과 국내 기업들의 자체

쉽게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체질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생산활동, 주로 품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은 이러한 민법규정의 특별

질관리 및 제품안전활동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법으로서 불법행위의 요건을 과실책임(過失責任)

상향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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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동안의 입법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1982년 : 최초 의원입법안 발의(국회의원 김
순규 외 26명)
1994년 :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입법 건의
1996년 : 소비자보호원주관으로 공청회 개최
1998년 6월 :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
로 선정
1998년 11월 : 법조계, 학계, 업계 등 전문가
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소비자보호원 산하)에
서 입법 초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1999년 3월 :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
회 상정 결정
1999년 7월 : 정부안 입법예고(재경부, 법무
부 공동)
1999년 11월 : 추미애 의원 등 105인 의원입
법 추진
1999년 12월 : 국회 통과
2000년 1월 : 공포
2002년 7월 : 시행

정의된다.
따라서 아파트, 빌딩, 교량 등 부동산과 미가공
농수산물은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
나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
시설, 창호 등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설비
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농수산물의 경우
미가공이란 개별적으로 당해 농수산물에 추가된 행
위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
단하게 된다. 또 하드웨어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만, 소프트웨어, 정보 등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것
들은 동산에서 제외되어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풀이된다.
결함의 종류와 판단기준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
에 명시된 결함의 종류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 이
중 제조상의 결함(manufacturing defect)은 제품
의 생산과정중 원래의 도면이나 제조방법대로 제품
이 생산되지 않아 발생한 결함을 말하며, 통상적으
로 미흡한 품질관리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설계상의 결함(design defect)은 제조물의 설계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에 있어서 먼저 제조물책임

단계에서 제품의 안전성이나 내구성을 충분히 검토

의 대상을 보면, 제조물책임법은 제조 또는 가공된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제조물책임에 관련하

동산에 대해서 적용한다. 여기에서 제조란 원료에

여 제조자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공을 가하여 정교품을 만드는 것으로 제품의 설

결함의 종류이다.

계, 제작, 검사, 표시를 포함하는 일련의 생산활동을

표시상의 결함(warning defect)은 소비자가 사

말한다. 그리고 가공이란 천연물, 원재료 또는 반제

용시 또는 취급시 일정한 주의를 하지 않거나 부적

품이나 덜된 물건에 인공을 가하거나 공작을 더하

절하게 이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견 가능한(for-

여 질을 높이거나 새로운 물건으로 만드는 것으로

eseeable) 위험에 대비하여 적절한 설명이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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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고 또는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

있는 위험성과 효용성의 견지에서 보아 위험성이

이러한 표시상의 결함은 구체적으로 취급설명서와

그 제품의 효용성을 능가하는 경우이다.

경고 라벨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부적절하고, 그리

그러면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오늘

고 선전, 홍보, 광고문 내용의 과대나 부실, 판매원

날에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는 산업상의 특성으

의 설명 미비 또는 기망성 설명 등에 기인해서 다

로 인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해당

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제조물의 생산, 판매, 유통에 관여한 각종 사업주체

용이함 혹은 저렴한 비용 등의 이유로 인해 전체

가 각각의 과정에 긴밀하게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

제조물책임 소송건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완성품

고 알려져 있다.

제조업자는 물론이고 부품 제조업자, 원재료 제조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위에 설명한 세 가지 결함의
유형 이외에도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

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그리고 유통업자까지 폭
넓게 손해배상의 책임주체로 포함시키고 있다.

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란 문구를 추가하여 포

완성품 제조업자는 그 완성품 전체에 대해 당연

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타의 결함에 대해서도

히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예는 다

고 다른 제조업자 이를테면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된

음과 같은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부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도 제

첫째, 묵시보증인데 제조자는 사용자에 대해 당

조물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여기에서 제조업자는 제

연히 그 제품의 기능을 보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조를 업(業)으로 삼아 생계유지를 위하여 제조물을

를 이른바 묵시보증이라 하고, 이에 기인한 손해에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제조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

대해서 제조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때 반드시 영리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을 뿐만

둘째, 명시보증으로 전단, 취급설명서나 카탈로

아니라 자연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성능과 사용방법대로

이때 부품, 원재료 제조업자와 관련하여 제조물

제품이 작동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

의 결함이 그 제조물을 구성하는 부품, 소재 또는

우에도 제조자는 제조물책임을 져야 한다.

원재료에 기인하는 경우, 부품, 소재 및 원재료 제

결함의 판단기준으로서는 표준 일탈기준이다. 제

조업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된다. 이 경우 대부분 완

조자가 의도한 설계나 방식에서 제조물이 일탈된

성품 제조업자와 연대책임을 지게되나 부품, 소재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소비자 기대수준으로서, 제

또는 원재료 제조업자가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와

조물이 평균적 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지시에 따라 제조한 경우에는 발생된 결함이 그 설

안전성이나 내구성의 정도를 넘어 위험한 경우를

계와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부품 또는 원재료 제

이른다. 또 위험과 효용기준으로, 제조물이 가지고

조업자는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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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 : Original

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원천공급

Equipment Manufacturing) 생산자의 경우 제조

자로서의 책임과 국내 일반 소비자가 외국의 제조

물을 만든 공급자는 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제조물

회사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어렵다는 난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품제조업자와는

이 있다. 그리고 수입업자는 해외의 제조자나 수출

달리 표시 제조업자의 지시에 의해 생산활동을 수

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제조물로 인한 위험

행한 경우에도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

을 그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적이다. 또 표시제조업자도 배상책임이 있다. 자신

때 국내에서의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

을 상표나 기타 제조업자로 표시한 경우로서 예를

렵다.

들어 제조원, 수입원 혹은 판매원 등으로 자신을 표

마지막으로 판매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있다. 판

시한 경우가 해당되며, 이 경우 소비자의 신뢰 보호

매업자 즉 집산, 도매, 소매업자는 소비자와 직접적

측면과 제조물의 위험방지 책임의무를 들어 해당업

인 계약관계를 갖고 있는 자로서 합리적인 주의의

체를 책임의 주체로 지정하고 있다.

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조물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의 소

일반적으로 판매업자나 유통업자는 그 능력이나 유

비자들은 상품을 선택하거나 구입할 때에 상품의

통과정에서의 역할이 제조업자와는 명백하게 다르

겉모양만 보고서는 그 상품의 품질, 성능, 안전성,

므로 검사나 시험에 의해 제조물의 결함요소를 명

거래조건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품에 부착

확히 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까지 갖는다고 보기

된 설명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대다수 주에서

제조업자들이 상품과 함께 부착된 설명서나 안내서

판매자에 대한 엄격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만 믿고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허위표시 또는 과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은 대단히 중요한 부문이다.

표시로 인해 의외의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많다. 이

특히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러한 부당표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선택을 잘

제조물책임을 포함한 불법행위 소송에서 일반적으

못 유도하여 생명이나 건강상의 피해를 입게 하는

로 인정되는 배상책임의 종류는 두 가지로 크게 분

경우도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당할 수도 있다. 물품

류할 수 있다. 하나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보를

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또는 포장하는 자는

목적으로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이고, 다른 하나는

당해 사업자의명칭과 당해물품의 용도, 성분, 규격,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악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능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소비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

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tive damages)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전보적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있다. 수입업자의 경우 자기 의사에 기인하여 제조

특히 제조물책임 부문에서는 전보적 손해배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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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과 결함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전통적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함께 인정하고 있다.
손해의 범위와 관련해서 주의하여야 할 또 한 가

인 민법의 논리에 의하면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지는 제조물책임은 인적 혹은 물적 확대손해에 대

있었으나 제조물책임법에서 피해자는 제품에 결함

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제조물의 결함에 의

이 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만 입증

해 발생한 제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해 당연히 소비

하고 제조자는 결함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으로 입

자는 현행 민법의 규정에 의해 제조자에게 무상수

증책임이 전가된 것을 말한다.

리나 교환 등을 정당하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

면책과 관련하여 제조물책임법 제4조(면책사유)

다. 그러나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피해가 확대 손해

에는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를 초래한 경우에는 소비자측이 안고 있는 여러 가

배상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이 있다.

지 문제점으로 인해 민법의 특별법인 제조물책임법

첫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판매를 위해 생산되었으나

에 근거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 곧 엄격책임이다. 가

아직 유통되지 않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는

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결함 그 자체의 존

제조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를 책임의 요건으로 하는 관계로 무과실 책임 또

물건의 출시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종업원이

는 엄격책임으로 불리우는 책임 법리를 근간으로

상해를 입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은 제조물이 가지고 있는

둘째, 개발위험의 항변(State of the Art)이다.

위험요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개인에 비해 충분한

개발위험이란 제조물이 유통된 시점에서 당시의 과

대처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조자는 안전한 제

학이나 기술수준으로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던

품을 제조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제조자는 제품과

위험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과학이나 기술수준이란

관련된 각종 위험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보다 많다

입수가능한(available) 최고의 기술을 의미하며 객

는 것이다.

관적이고 명확한 것을 말한다. 개발위험의 항변은
피해소비자의 입증책임 사항

구

분

계약책임
(민법 580조 등)
불법행위책
(민법 750조 등)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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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존재

계약관계의
존재

결함/피해의
존재

결함/피해의

×

○

○

○

○

×

○

○

×

×

○

○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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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증명하기가 가장 어려운 제조

存在)의 항변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제조물을 설

자의 면책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계하거나 제조할 때 안전성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

셋째, 법령이나 기준 등 정부기관의 강제요건을

였고 타사의 유사제품과 비교했을 때에도 기술수준

준수하여 발생한 사실이 있을 때이다. 통상적으로

이 업계를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는 제품의 특성 또는 업종 특성에 따라 행정

면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조물에 발생된 결함이

법상의 구속력을 가진 법률, 조례 등을 통해 제품의

공급 이후 등 제조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이후에

사양 또는 제조방법을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게 된

발생한 다른 원인에 기인하였다는 사실 등을 적극

다. 이러한 행정적 강제사항을 준수하였는데도 불

적으로 입증하여 당시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구하고 제조물책임이 유발된 경우 제조자는 제조물

입증하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인과관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존재(不存在)의 항변이다. 제조물에 결함이 있

그러한 법률이나 기술기준이 최소한의 기준 곧 최

었다 해도 그 결함이 발생된 사고와 전혀 인과관계

저하한선일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게 되기가 어려울

가 없는 경우가 입증되면 제조자는 제조물 책임을

수도 있다.

지지 않는다.

넷째, 원재료나 부품 제조업자가 당해 원재료나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에는 연대책임이 도입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

되었다. 완성품 제조업자와 부품 및 원재료 제조업

에 관한 지시를 그대로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발

자 그리고 판매업자 등 복수의 책임주체가 제조물

생한 경우이다. 부품 및 원재료 제조업자의 경우 해

의 결함에 기인한 동일 손해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

당 부품과 원재료의 결함이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

는 피해소비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일반적으

계 및 지시에 기인하고 과실이 부품 및 원재료 제

로 복수의 책임주체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경우

조업자에게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에는 부

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그

품 및 원재료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있

분담금을 산정하여 결정하게 된다. 복수의 책임주

다. 그러나 부품 및 원재료 제조업자가 원래의 설계

체중 피해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먼저 이행한

를 수정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설계해서 제조한

자는 다른 배상책임주체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부품 및 원재료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

됨은 물론이다.

을 주장할 수 없다.

면책특약이 있는데 여기에는 제한이 있다. 제조

다섯째, 기타 면책조건이 있다. 이외에도 제조업

물책임법 제3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

자는 일반적으로 결함 부존재와 제품의 결함과 사

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

고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확실하게 입증하면 제조물

다. 일반적으로 재산거래에 있어 특약은 당사자들

책임의 면책이 될 수 있다. 이른바 결함 부존재(不

의 합의에 의해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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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을 가진 특약을 제외한 주로 소비자와의 관

3.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책

계에서 면책특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소멸시효 등과 관련하여서는 제조물책임을 지기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 따른 소비자권익의 확대

위한 제조자 등의 책임을 무제한적으로 추궁하게

는 국내기업으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제품의 안

되면 업체는 기술개발을 꺼리거나 제품연구를 기피

전성과 내구성에 대한 강렬하고도 획기적인 의식의

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합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조물책임의 경우 인

리적인 경영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명과 신체에 관한 사고, 화재, 폭발, 금융위험 등 여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소멸시효와 법정책임기

타 기업의 경영과 연관된 리스크(risk)와는 달리 기

간을 두어 제조자 등의 책임기간을 일단 제한하고

업의 통제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인 관계로 그

있다.

제어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제품과 사고의 성격에 따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해의 발생시기로부터 일

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해야 하는 최악의

정한 기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그 대응방안의 마련

상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일정한 기간을 시효

에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라고 하며 제조물책임법상 소멸시효의 시점은 손해
가 발생한 때이며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본격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야 상
대적으로 정확한 리스크의 추정이 가능하겠지만 PL

또 법정책임기간이란 제조물이 시장에서 유통될

법의 바로 시행전인 현재로서는 미국, 일본, EC 등

때 제조자의 제조물 위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외국의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그결과에 따라

것으로서 제조물이 공급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경영활동에 관련된 모든 부문에서 제조물책임 발생

되면 일체의 배상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제거할 수 있는 장치의 시스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상 법정책임기간의

템화(化)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기

시점은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날이며 그 기간

업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책및 최근 국내업체들과

곧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문가들이제시하는제조물책임에대한대응방안을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현행 민법을 준용하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는데 특히 보상부문에서 그것이 뚜렷하다. 제조물
책임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제조물의 결함에 의

1) 전사적 PL 관리 시스템의 구축

해 발생된 인적 혹은 물적 피해에 대해서 그리고

PL 사고의 예방을 위한 전사적이고 총체적인 관

이에 따른 보상에 관해서는 또 제조물책임법에 특

리 시스템의 구축은 제품생산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의 민법을

모든 직원들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고, 각종 정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 수집·정리·분석, 그리고 PL과 관련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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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통제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중

2 ) 예방활동(PL Pr event i on )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일본 기업들은 PL 위

PLP는 제조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원회라는 조직을 사내에 구성하고, 이 PL 위원회에

위한제품기획, 설계, 제조 및 판매, 유통단계에서의

서 PL과 관련된 사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제품안전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PS(Product

방법으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Safety, 제품안전)가 주된 활동이 된다. 이 것은 제
조물로 인한 사고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원

이 PL 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대략
같다.

천적으로 안전하고 내구성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
한 일련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조물책임뿐만 아니라 리콜(recall), 하

제품안전에 대한 경영방침 및 제품의 표준과 안

자보수 및 수리(after service) 등 제품 출고후에

전기준 수립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추가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제품안전과 내구성 및 에너지 효율관리를 위한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업무분장 확립 및 이에 따른 업무매뉴얼의 작성

PLP는 제품생산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제품에 발

업무매뉴얼 및 업무분장에 따른 전 직원에 대한

생할 수 있는 설계결함, 제조결함, 표시결함을 제거

오제이티 (OJT)식의 직무교육 실시

하는 것을 그 주요 활동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내·외의 제조물책임 관련 동향 파악 및관련

첫째, 설계결함의 제거이다. 제조물에 잠재되어

부문의 조사, 검토 및 분석

있는 결함중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규명이 가장 곤

제품안전 활동에 관련된 내부 자체검사 수행 및

란하고 그래서 제조자측에서는 패소의 가능성이 높

피드백과 시스템 개선

은 것이다. 그리고 패소하였을 때 배상금액의 규모

조기경보 체계(Early Warning Scheme)의 확립

가 큰 것이 바로 설계결함이다. 특히 설계상의 문제
가 있어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일단 시장에 나가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결함이

생산된 모든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제품의 사용자를 포함한 생

그러면 업체의 입장에서는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여

산, 제조, 품질관리 등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

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리

템으로 문제 발생시 조기에 해결책을 강구하고 즉

콜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부담을 감수

각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의 추적 가능성

하여야만 한다. 동시에 시장에서의 제조자의 이미

(traceability)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 추락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설계결함을 예

또한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과 피

방하기 위한 활동은, 원천적으로 결함있는 제품을

드백이 필수적이다.

사전에 방지하는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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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위험분석 및 평가

제품의 기능, 원가, 시장성 등을 비교하여 위험의

가 우선하여야 한다. 제품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제

제거방법을 취사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불

품의 기능과 사용법, 사용환경과 지역 및 사용자의

필요하거나 덜 필요한 것은 버리고 꼭 필요한 것

연령층과 조건을 감안해서 제품에 내재할 수 있는

유용한 것은 취하는 작업을 냉철하게 해야 하는 것

각종 위험요인을 검출해내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이다. 이 결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여부와 제조물

야 한다. 제품의 위험요인은 통상적으로 예견이나

책임 사고의 가능성이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예측할 수 있는(foreseeable) 사용자의 오용 및 남

제품의 연구나 개발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용뿐만 아니라 원래의 사용방법에서 크게 벗어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괴리정리와 취합에 관

사용자의 취급까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 단

련된 자료는 추후 소송발생시 설계결함의 여부를

계에서는 유사제품에 대한 비교, 분석 및 국내외 관

판단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며, 미국

련 법규의 검토를 통해 해당 제품이 업계의 최고수

의 경우에는 이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징벌적 배상

준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목표를

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제조결함의 제거를 들 수 있다. 제조 결함

또한 안전성검토(safety review)와 내구성 예측

은 원자재 구매, 제조, 검사, 유통의 단계에서 발생

(endurability forecast)이면밀히실시되어야 한다.

할 수 있는 각종 품질상의 문제점을 제거하는 활동

제품에 대한 위험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작업이

으로 집약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품질관리체제

완료되면 설계에 대한 안전성과 내구성에 대한 검

를 일층 강화하여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입

토를 실시하여 위험분석 결과가 제품의 설계에 적

장에서 효율적인 제조결함에 대한 대처방법이 될

절히 반영되었는지, 최고의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는 기존 품질관리체제를 이

었는지, 기타 다른 위험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여부

용하여 설계결함까지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를 면밀히 재검하고 확인을 한 후 제품의 설계를

것으로 판단된다.

완료하여야 한다.

제조결함의제거와관련된또하나주의할점은협

설계결함의 제거를 위한 위험성 분석과 실제 설

력회사와의 관계되어 파생되는 문제이다. 부품 및 원

계로 작업시 가장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괴리의 정

재료의 제조업체와는 제조물책임 사고 발생시를 대비

리취합(乖離整理聚合 : Trade- Off)일 것이다.

하여책임소재를분명히할수있는자료와정보를계

괴리란 벗어나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고 정리취합이

약서에 명문화하여야 하고, 공급받는 부품 및 원재료

란 필요없는 일이나 요소를 줄이고 전체를 정돈하

의품질을보증받을수있는방책을강구하여야한다.

여 가지런하게 한다는 것으로, 제품의 안전을 확보

셋째, 표시결함의 제거이다. 제조물의 결함은 제

하기 위한 안전대책 즉 안전장치나 설계변경 등과

품 자체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용설명서나 표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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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용 또는 그 제품에 있는 경고문구가 적절하지

3 ) 제조물책임 방어(PL Defence )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사용설명서와 경
고 라벨에는 설계나 제조시 통제할 수 없었던 제품

제품의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결함

의 사용상 위험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간명하게 내

을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규와 국내규격 및 국제규격 관련 규격에 따라 표시

만들어 내기는 그리 쉽지 않다. 특히 대량생산과 대

하여야 한다. 실제로 표시결함의 경우 소송시 설계

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의 사회적 및 경제적

결함이나 제조결함과는 달리 피해소비자측에서의

환경이나 조건으로 인해 아무리 안전한 제품을 생

입증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므로 미국의 경우 표시결

산하였다하더라도 제조물책임 사고는 정도의 차이

함에 의한 제조물책임 소송이 전체 제조물 사고의

가 있을지언정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안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절대로 소홀히 취

한 제품의 생산을 위한 노력과 함께 사고가 발생했

급해서는 안 된다.

을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PLD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설계변경, 안전장치의 추
가, 공정관리 등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을 사용상

크게는 소송을 위한 문서관리와 보험 등의 방법을
통한 위험의 분산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의 주의사항, 설명이나 경고표시로 대체할 수 없다

무엇보다 문서관리(documentation)를 철저히해

는 것이다. 특히 경고표시는 상대적으로 작은 위험

야 한다. 문서란 회사활동의 증거물로서의 성격을

이나 설계결함이나 제조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

갖는 것으로 여기에는 조직의 책임과 권한, 관리체

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대

계, 설계 및 생산 그리고 출고에 관련된 각종 검토

부분이다. 그러므로 경고표시는 제조물책임 대책

사항이 기록되고 보관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제조

중에서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물책임 사고로 인한 소송 진행시 문서는 결함의 여

서는 적절한 대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부를 판단하기 위한 결정적인 근거자료로 이용될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 내용상의 문제로 인해 징

표시결함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각종 판촉물과 광고나 선전물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도 있으므로 그 작성 및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제조물책임 소송이다. 광고나 카타로그 등 선전물

한다. 특히 개발 또는 설계변경단계에서 괴리정리

은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와 취합작업(Trade- Off)에 관련된 자료는 결함의

것으로 실제 제품의 성능과 선전물의 내용간에 거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관리에각

리가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은 면

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제조물책임 예방과 관련

밀한 검토를 통해 수정하고 보완하거나 또는 과감

하여 문서 작성시 기본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항목

하게 삭제하여야 한다.

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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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성으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

정성이 기록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서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의 일련의 결정이 명확하

는 제조물책임 소송후 업체가 파산에 이른 경우를

게 그리고 조리있게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등 제조물책임 사고는 기업의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회

경영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

사의참모습이 반영되어투사되어있어야 한다.

서 이러한 위험을 금융의 기법을 이용해 대처하는

문서는 정합성(整合性), 검색성(檢索性), 독

것이 바로 PL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해성(讀解性)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일목요연하

국내에서는 유사한 제조물책임보험도 이미 보급

게 작성되어 보관되어야 한다. 처음과 끝이 가지런

되어 있다. 제조물 책임보험은 피보험자 즉 제조자

히 맞아야 하며, 검사해서 용이하게 찾을 수 있어야

등이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생산물이 피보험자의

하며 또 글을 읽어서 이해하기 쉬어야 한다. 특히

점유를 벗어난 후, 보험기간중 생산물의 품질 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는 방대한 양의 문서가 발생

기타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이 완료 또는양

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규와 사

도된 후, 그 결과로 인한 사고로 소비자 및 제3자가

내 규정에 의해 보존연한 등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

입은 신체의 상해 또는 재물의 손괴를 담보하는 손

져야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경우를 회피할 수 있을

해배상 책임보험이다.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조업자가 문서나 기록의

우리나라의 경우 1967년부터 생산물 배상책임

자료를 통해 입증하게 되면 제조물 책임을 면할 수

보험과 영문약관으로된 PL보험이 운영되어 왔다.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나 현재까지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은 주로 식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품, 생활용품 등의 소규모 업종에 이용되어 왔고,

4 ) PL 보험(Insur ance ) 가입은 제조물책

영문 PL보험은 주로 외국의 수출품에 대해 특히
적용된 것이다. 그래서 국내의 구체적인 제조물 책

에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 사고를 위한 마땅한 배상책임 보험은 현재로서
제조물책임 사고는 지역적 특성 또는 제품의 특
면 책 사 유
개발위험의 항변
법령준수에 의한 결함
부품 혹은 원료 제조업자의 항변
책임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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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현재 보험을 개발하는 전
입

증

내

용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음
결함이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
써 발생하였음
결함이 완제품 제조업자의 설계 지시에 근거한 것으로 부품 제조업자
의 과실은 없음
제조물의 결함이 책임기간(10년)을 경과한 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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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인 단체에서 표준약관의 개발과 보험요율 산정

4. 꼬리말

을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PL 보험이 필수이므로 보험가입방법을 숙지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시행을 얼마 남기지 않

필요가 있다. 현재 이렇다 할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은 제조물책임법은 2001년에 도입된 리콜 제도 및

보험상품이 가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은 관계로 최소

소비자보호법의 강화 등 여타 법규와 함께 제조업

의 비용으로 최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자에게는 심적으로 혹은 금전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PL 보험설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안겨주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란 쉽지 않다. 다만 보험가입시 다음과 같은 점에

등 일부 업종은 벌써 결함제품의 수거, 폐기 등 리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콜 제도의 응용으로 인해 상당한 비용의 지출을 감
수해 왔는데, 이제는 제조물 책임 소송으로 인한 이

가입대상 제품의 품목결정이다. 생산중인 전 제
품을 가입할 것인지, 일부만 가입할 것인지의

중고를 겪어야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은 소비자 주권의 확

여부를 결정한다.

보라는 측면 외에도 미국 등 선진국의 통상압력, 품

보상한도액의결정이다. 사용자의교육정도및연

질의 향상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령층, 판매지역, 사고의 빈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

이해가 얽혀있어 그 시행을 연기하거나 적용을 완

여 충분한 수준으로 보상한도액을 설정한다.

화하는 등의 조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공제금액이다. 사고의빈도와크기, 회사의총매상고

차제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심한 염려나 막연한

나재정능력등을고려하여공제금액을결정한다.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차라리 적극적으로 대처하

담보지역이다. 해당 제품의 유통, 판매 지역 혹

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많지 않은 것

은 국가를 확인하여 가입할 지역을 결정한다.

이 현실이다. 물론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영향

기타 효과적인 보험가입을 위한 검토가 있어야

은 좀 더 추이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하며, 아니면 전문가나 보험사의 조언을 들어 충분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양

히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내부체제를 정돈·

보험가입 조건을 검토할 때 사내 유보금(留保
金) 등 업체의 재정적 여건을 반영하면 상당한 보
험료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초 보험가입시에는 보험가입에 제외되는
제품이 없도록 하고 법 시행의 추이를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비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체의 생산활동과 문서
관리 등 내부체제를 정비하고 소송 발생시를 대비
하여 유사시 손실을 최소화하고 분산할 수 있는 방
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무엇
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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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인정심사기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인증센터 인증팀장 김관홍
02) 2635- 6100 (교440) k2h@kotric.or.kr

1. 승인인정기관제도

및 건축, 화학, 요업, 일용품, 기타 전 범위 : 철강,
비철금속)의 지정을 받은 이래 113건의 JIS 공장심

1980년 일본공업표준화법의 개정에 따라 해외공

사를 대행하였으며, JIS 인정을 행하는 승인인정기

장에도 JIS마크 표시제도가 개방되었으며, 1987년

관으로의 승인은 2000년 12월 20일(승인구분 : 토

부터는 우리나라 특정검사기관의 공장심사 데이터

목 및 건축, 철강, 비철금속, 화학, 광산, 펄프 및 종

가 인정이 되어왔다, 1997년 일본공업표준화법이

이, 요업, 일용품, 의료안전용구, 기타, 인정을 하는

개정되어 주무대신이 지정하는 민간 심사기관 (일

구역 : 한국, 중국, 대만 등 9개국), 업무규정 및 수

본국내 지정인정기관 ) 및 승인하는 민간심사기관

수료인가는 2002년 4월 15일에 받음으로서 JIS 인

(해외 승인인정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JIS 인정을

정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행하는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다.
[비고 : 여기에서 JIS인정 의 인정은 인증(certification)의 의미이며 이하 JIS인정 , 인정 또
는 인증 이라고 표기한다.]

참고로서 JIS 지정인정기관은 일본규격협회등 6
기관이 있고, 승인인정기관은 한국표준협회(2001년
8월 13일 업무개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호주 목
질패널협회(AWPA)(인가진행중), 한국산업기술평
가원(KTL)(인가진행중)이 있다.

2001년 3월말 현재 경제산업대신에 의해 지정된
품목(제품), 종목(가공기술)은 684건(개별심사사항)
으로 1,388규격이며 JIS마크 표시인정건수는 일본
내 13,577건, 해외 386건이다. 이중 189건은 우리나
라 공장에 대한 것이다.

2. 승인인정기관의 승인과 인가기준
( 1) 승인 기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1987년 9월 30일 당시 통

승인인정기관의 승인기준은 일본공업표준화법

상산업대신으로부터 특정검사기관(일부범위 : 토목

제28조에 따라 ①인정업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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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할 수 있는 경리적 기초 및 기술적 능력의 보
유 ②법인의 경우 임원의 구성이 인정의 공정한실

인정수수료는 심사1건당 인건비, 사무비, 기타의
경비 및 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인가를 한다.

시에 지장을줄 우려가 없을 것 ③인정업무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서 인정이 불공
정하게 될우려가 없을 것 ④승인을 함으로서신청
에 관련되는 인정의 적확하고 원활한 실시를 저해
하지 않을 것의 기본적 규정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소정의 문서를 제출받아 현지 심사를 통하여 승인
을 한다.

(2 ) 인가 기준

3. JIS인정 절차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JIS 인정절차는 JIS 인정
심사가 가능한가의 판단을 위한 예비심사(신청서의
문서검토로 행한다). 신청서의 접수, 문서검토 및
필요시 보완요청, 공장심사(국내 2명 1일, 국외2명
1.5일),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의 개선보고 및 재심
사(문서 및/또는 현지확인), 인증위원회의 판정. 최
종결과 송부(JIS인정서 교부 또는 불인정통보)의

인가는 인정업무규정과 인정수수료에 대하여 실

순서로 진행하며, 처리기간은 문서 검토에 따른 보

시한다. 인정업무규정은 JIS 인정업무시스템 문서

완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고, 인

로 인정기관 省令으로 직무 및 윤리, 인정업무실

정수수료는 재심사(현지확인)의 경우를 제외하면

시방법, 심사원의 배치등 기본적으로 규정할 사항

국내공장은 1,926천원(여비 및 부가세별도), 국외공

을 정하고, 인가 기준으로는 인정업무를 행하는데

장은 2,198천원 이다.

필요한 규정이 있으며 관계법령의 규정을 만족하고

신청서는 일본어로 첨부서류는 국어, 일어, 영어

있을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업무를 행하는데 필

중 택일로 하고 있으며,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내용

요한 규정은 ISO/IEC가이드 65(제품 인증기관의

은심사기준 省令의구분(제1조 및제2조)에 따라,

일반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4.4외주계약, 4.6중

또한 제품 또는 가공기술인지에 따라 다르며 제1조

에서 인증의 유지, 일시정지 및 취소에 관한 조건

로서 제품인 경우의 첨부서류는 1. 공장에 관한 사

및 절차, 6인증요구사항의 변경, 13사후관리, 14.3

항(연혁, 배치도, 종업원수, 조직도, 6개월간 월별생

의 마크 부정사용시의 조치는 제외하는데 이는 4.4

산량, 사규일람표, 공정개요도, 자재명칭과 제조자

외주계약은 외주 계약자에 대해서는 의제 공무원

명칭 및 품질확보방법, 공정중의 품질관리사항, 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기타 사항은 일본정부의 책

품의 품질특성, 제조설비 및 관리, 검사설비 및 관

임 또는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 외주상황 및 관리, 불만처리) 2. 제품 및 포장의

업무 규정의 인가는 문서 검토를 행하고 현지

표시 3. 공업표준화 품질관리 추진책임자에 관한

사무소 심사 및 JIS 공장심사의 입회를 통하여 행

사항과 함께 6개월 간의 제품 품질 특성 개요(파레

한다.

토그림. 히스토그램등)로서 모두 50페이지 내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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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는 100여 페이지에 이른다. 작성은 A4용지로

데, 제1조에는JIS 및 개별심사사항에 규정하는 설

하지만 자재, 공정, 제품, 설비 등은 A3용지에 작성

비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 검사를 행하고, 자재 및

한다. 제2조의 경우는 ISO 9001: 2000또는 ISO

제품의 검사 및 보관을 사내규격에 따라 실시, 공정

9002:1994체제를 갖춘 공장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관리, 제조 검사설비 보전, 외주 및 불만처리의 사

품질시스템 개요와 함께 제1조의 경우의 첨부서류

내규격에 따른 실시, 기록 보존 및 활용 등의 품질

대부분이 포함되어 사실상 분량은 제1조의 경우보

관리를 실시하고, 技術的생산조건으로서 조직적

다 상당량 증가하게 된다.

운영, 품질관리, 추진책임자 선임 및 직무수행을 규
정하고 있다. 제2조에는 제조,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등이 JIS Z 9902의 규정에 해당되고

4. JIS인정요구사항
JIS 인정심사를 행하는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표와 같다.

JIS에 규정하는 설비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 검사
를 행하며 JIS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행하고,
JIS에 따라 사내규격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제품의 검사 및 보관을 사내규격에 따라 실시하는

구

분

심사기준省令
제1조의 경우

기

준

1. 심사기준省令
2. 일본공업규격
3. 개별심사사항
4. 표시의 告示
5. 6개월간의 인정 구분별 (개별심사
사항에 따른다) 관리실적

것과 제1조의 품질관리 추진책임자 기준을 규정하
고 있으며 제1조 또는 제2조의 적용선택은 신청자
가 한다.
개별심사사항은 KS 인증심사기준과 유사하다. 다
만JIS 인증에서는 제품시험을 공장심사시 시행하므

심사기준省令

1. 심사기준省令

로(실지검사), 실지검사 항목은 명시(전항목을 하지

제2조의 경우

2. 일본공업규격

않고대표적인항목을실시한다)하고, 외주가능공정

3. 일본공업규격 JIS Q 9001(ISO9001

을 명시하며, 로트 추적(제품부터 주요자재까지)이

: 2000)또는 JIS Z 9902 (ISO 9002

요구되는 품목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고, JIS마크

: 1994)
4. 표시의 告示
5. 6개월간의 인정 구분별(개별심사
사항에 따른다) 관리실적

표시 방법은 별도 표시의 告示로 정하고 있다.
품질관리 추진책임자는 ①일본공업규격협회 교
육을 이수하였거나 ②전문대 또는 대학에서 품질
관리관련과목(통계학 등)을 2학점이상이수 한자로

심사기준 省令(공업표준화법에 의거한 인정의

서 제조기술 지식을 보유하고, 이에 관한 실무경력

심사기준을 정하는 성령, 1997.9.19, 통상산업성, 운

1년 이상이며(품질부서 경력인정), 표준화 및 품질

수성령 제3호)은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인

관리에 관한 실무경험 2년(일본 규격협회 교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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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 또는 대학졸업자)또는 4년(전문대졸업자)이

개별항목은 개별심사사항의 개별항목, 심사기준

상 인자(타제품의 경력포함)로서 자격을 규정하

省令 규정항목 등으로 심사요령에 의하며 품목에

고 있다.

따라 수십개 항목에 이른다.
심사평가 결과에 따른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5. JIS 인정 조건

비고 1.「b」의 경우는 심사 실시 후 1개월 이
JIS 인정은 공장심사결과 및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정으로 판정되어야 가능하다. 개별항목의

내에 개선보고가 있고 그 내용이 적절하면 b를 a로
평가 변경하고, 인증위원회에 상정할 수가 있다.

평가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조사결과

개별 평가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a

조사결과의 평가 구분
·현재 상황에서 충분하다.
·심사기준 성령의 요구사항은 사내규격에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내용

다소 불충분하다.
(경결점)

에 부분적인 결함이 있다.
b

·개별심사사항의 요구사항은 사내규격에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내용에
부분적인 결함이 있다.
·사내규격에 따른 실시상황의 확인이 일부 불가능하다.
·J IS의 규정을 만족하고 있지 않다.

불충분하다.
(중결점)

c

·심사기준성령의 요구사항이 사내규격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개별심사사항의 요구사항이 사내규격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내규격에 따른 실시상황의 확인이 전혀 불가능하다.

판정
인정

판정의 기준
조사사항마다 평가가 모두 적합(a)인 경우
조사사항마다의 평가에「b」또는「c」가 1개 이상 있지만 「c」가1개이상

인정보류

있는 조사사항이 3개 이하인 경우
[판정후 6개월 이내에 개선보고서의 제출이 있으면 다시 공장을 재확인하고
다시 평가한다.]

불인정

조사사항마다 평가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또는「c」가1개이상 있는
조사사항이 4개 이상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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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예를 들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1988년 10월 승인검사기

면, JIS부적합품이 계속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것

관으로 지정 받은 이래 특정검사기관 지정범위에

이 확인 될 수 있는 경우이다.

대하여 통지검사를 대행하고 있다. 참고로서 지정

3. 개선보고는 연구원이 요구하지는 않고 신청공장
이 스스로 개선하여 보고한다.

6. JIS 인정 후 사후관리
JIS 인정공장의 사후관리는 크게 나누어 4가지
로 볼 수 있다.
① 인정공장에서 변동 상황 발생시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경제산업성에 보고.
② 규격이 개정되었다든지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
우 경제산업성이 매년 품목을 정하여 공시(일
본국내), 또는 통지(해외)하고 지정검사기관(일
본국내), 또는 승인검사기관(해외)에 신청하여

검사기관은 일본내 17기관, 승인검사기관은 한국5
기관, 미국1, 독일1, 태국1기관이 있다.

7. 정보의 입수
JIS 인정 준비 및 인정 획득 후 사후관리에 대
한 정보는 일본규격협회발간 JIS工場の手引
(개정5판)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일본공업표준조사회의홈페이지(www.jisc.go.jp)
에는 JIS 및 JIS 인정관련 제반정보가 게재되어 있
는데, 인정공장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고 JIS규격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저작권 관계로 다운로드
는 불가능), 개별심사사항 및 표시의 告示는 다운
로드가 가능하다.

검사를 받는 공시(통지)검사.
통지검사는 제품규격, 제품검사 규격의 내용
및 실시상황, 검사설비의 보유 및 관리상황, 제
품의 품질 및 표시사항의 현장 확인 또는 검증

JIS 규격서는 일본규격협회에서 보급하는데 이
를 포함하여 일본규격협회 발간물은 한국내 판매대
행업무를 하는 한국표준협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으로 이루어진다.
③ 일본 국내 유통제품의 시판품 조사
④ 부적합이 경제산업성에 접수되었을 때의 불시
입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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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 교육강화

philips Ko re a 부장 김 홍 경
02) 709- 1524 hkk0308 @hanmail.net

1. 배 경

또한 정부에서는 국제 개방화추세와 시대적요청
에 부응하여 작년 7월 1일자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불법·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발
생의 방지를 목적으로 1974년 1월 4일 전기용품안
전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 된지 30년이 가까워 오
고 있습니다.
1974년 법제정 당시만 해도 국내 전기용품 제조

을 대폭 개정, 전기용품안전인증 체계를 순수 민간
자율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수행
하던 안전인증을 민간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
여 현재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업체 수는 극히 소수인데다, 품질수준도 조악하여

그리고 전기용품안전인증의 기준이 되는 전기용

불법·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누전사고와

품의 기술기준을개선하여 국제규격에맞게계속 상

화재 등으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이 매우 컸던 점

향조정하고있으며,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

을 생각하면, 오늘날 전기용품제조업이 국내 경제

에 의한 국제적인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인증체

성장의 견인차로서 주요 산업이 되었고, 이제 우리

제의 확대 및 기술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라가 국제적인 전기공업국으로 도약하게 되었음

있습니다.

은 실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전기용품에 대한 끊임없는 발전과안전

전기용품안전관리는 안전한 설계, 적정한 재료,

의 유지는 부단한 기술개발의 노력과 잠시라도 도

정확한제조에의하여생산된전기용품만을제조·

외시되어서는 안될 안전의식 교육이라는 양쪽 수레

수입·유통하게 함으로써 일반 대중에 대한 생활

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탄탄한 바탕 위에서 발전

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정확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전인증과 철저한 사후관리의 실시로 괄목할만

그러나 현재의 우리 안전관리제도의 위상은신제

한 성과를 올렸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품에 대하여 사전적 조치 사항인 시제품시험 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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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증 취득단계만을 중시하고 안전인증 취득 후

고가 산업현장, 컴퓨터 등 정보기기, 병원, 승강

대량 생산 공급시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규격적

기 등 많은 곳에서 치명적인 대형 사고를 유발

합성 유지 확보에는 소홀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 휴대전화기 또는 소형전기전자제품 하나에서 발

건의드리오니 검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되는 불필요한 전자파가 항공기의 오동작에 의
한 추락, 병원에서의 오진 등으로 귀중한 생명과

2.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현황 및
( 1) 개 요

막대한 재산적 손실 유발 등
이와 같이 안전사고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기술
의 개발로 제품이 다양화하면 할수록 안전의

우리나라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국제화 추세

중요성은 비례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와 주기적

에 따라 정부직접인증(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선진국의 현실임

민간자율인증체제로전환하였음(2001. 7. 1부터).

에도 우리 주변은 안전불감증이라는 신종의

안전인증의 내용이 신개발제품(출시 이전)에 대

병명(病名)이 탄생할 만치 무감각한 실정에

한 시제품시험 등 인증 취득 단계만을 중요시하

있음. (시속 20km, 2ton의 목탄차에 의한 안전

고 인증후의 대량생산 공급단계에서의 규격 적

사고는 치명적이라 할 수 없으나, 시속 120km,

합성에 대한 사후 연속성 확인은 소홀히 하여

12ton의 디젤자동차에 의한 안전사고는 그 20

안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사후관

배 이상의치명적인 인적, 물적 손실을가져옴.)

리)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 있음.

특히 최근에 일어난 우리나라에 대한 항공안전
2등급 국가의 판정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2 ) 안전교육의 필요성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는 고도산업사
회에서 기술의 발전과 사용기기의 다기능화와
복잡성에 비례하여 사고의 규모가 대형화하여
대량의 인명과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므
로 각종 전문분야에서의 안전교육은 더욱 중요
시되고 있음.

과 평소 안전관리 및 대책에 대한 무감각의 대
표적인 예를 말해주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원
인이 안전교육의 미실시라고 하는 것은 국제
적으로도 창피한 일이며 크게 각성하여야 할
것임.

(3 ) 전기용품안전관리와 관련한 안전교육문
제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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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전기용품안전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과거에는 대단치 않게 여겨지던 1개의 정전사

규정에 인증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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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공장검사 평가항목에서 규정하여 실행함

규정하여 생산현장에서의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의

으로써 안전관리교육이 활성화되고, 제조업체

중요성을 재인식 함양케 함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

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과 노력으로 상당한 효

리가 당초 목표로 한 소기의 성과가 이룩될 수 있

과를 가져왔으나, 현행 규정에는 안전교육이

도록 다음 방안을 참고하시어 조치하여 주시기 바

수사 항이 삭제되었으며, 특히 안전인증을 민

랍니다.

간기관에 이양하여 다소나마 시행착오가 우려
되는 현 시점에서 안전교육마저 삭제함은 위

2 ) 개선방안

에서 언급한 상황으로 볼 때 사후관리에 상당
한 문제성이 있는 것임.

방법

또한 안전관리교육 실시는 사후관리방법에 있

전기용품안전관리교육 이수 사항을 산업자원부

어 시간, 비용, 인력면에서 가장 비용을 줄이고

고시로 규정 시행

효과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이라 할 수 있음.
- 일정기간을 주기로 한 안전교육의 실시는 안전의
식 함양과 실천에 필수적 요건임.

내용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정기 검
사) 제1항3호에서 규정한 안전인증을 받은 전

- 전문 강사진의 심층적 교육으로 업계가 스스로

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여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자율규

부 확인사항에 다음의 전기용품안전관리 및 교

제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함(민간 인 증제도의

육실시 여부를 확인할 것

궁극적 목표).

- 제조현장에서의 안전관리실태의 적정성 여부

- 2002. 7. 1부터 실시되는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하여 자율규제의 정착으로 생산자,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고 나아가 전기용품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함.

(시설의 안전, 종사자에 대한 누전 및 감전예
방 보호대책 등)
- 현장관리자에대한최근 1개년간 1회이상한
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의 전기용품안전관리교
육의 이수여부와 현장관리자의 종사자에대

(4 ) 건의사항

한 년 2회 이상의 안전관리 교육 실시 여부

1) 위와 같은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특히 전기용

- 최고 경영자(이사급 이상)중 1인 이상이 최근

품에 대하여는 다른 어느 공산품보다 안전의 중요

3년간 1회 이상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의

성이 막중함을 감안하시어 종전 규정과 같이 강제

전기용품안전관리교육 이수 여부

교육이 아닌 안전교육 이수사항을 평가항목에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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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물질 연소시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관한
정성, 정량시험 분석방법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연구원 최정진
02)3415- 8872 JungJin@kacma.ke.kr

1. 시험방법 표준화의 필요성
한정된 토지에 인구가 급격히 팽창됨으로써 건축
물은 밀집화, 고층화, 지하심층화되어 가는 추세이
고, 그 건축물의 내부에는 수백명에서 수만명에 달
하는 다수의 인원을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
연성 내장물을 설치 또는 적재해 놓고 있는 상태이
다. 또한 전기, 가스, 유류 등을 이용하는 각종 열기
구와 화기취급 시설물의 사용율이 한층 증대되고
있어 화재발생의 위험성은 날로 높아가고 또한 화
재 발생 시 피해규모도 방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거생활의 서구화로 가연성 고분자 물질의

이렇게 화재에 의해 발생하는 가연성 고분자 물
질 가스의 위험성(표1.)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
는 이를 평가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험 방법이 존
재하지 않는 실정이어서, 조속히 선진 각국의 연소
가스에 대한 시험 방법을 검토 분석하여 국제기준
에 부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험 방법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2. 국내외 현황
( 1) 국내 현황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제품에 의한 화재 발생

화재 관련 시험 업무로는 크게 난연성 시험, 발

의 위험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열 속도 시험, 가스 유독성 시험 및 발생가스의 발

실제로 최근의 성남 유흥주점, 화성 씨랜드, 인천

생량 및 종류에 관한 시험을 들 수 있다. 현재 국내

호프집 등의 대형화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재 시

에서는 KS F 2819 (건축용 얇은 재료의 난연성 시

다중 인명피해를 초래케하는 주범은 화재시 가연성

험 방법), KS F 2271-98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고분자 물질의 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유해가스인

구조의 난연성 시험 방법)등의 시험규격을 바탕으

것이다.

로 한 난연성 시험과 가스 생쥐 유독성 시험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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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고, ISO 5660 (Rate of Heat Release

도 및 연소 가스의 측정 방법) 규격을 바탕으로 일

from Building Products (Cone calorimeter

부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가스 분석에 있어 습식법

method))을 바탕으로 한 발열 속도 시험이 진행되

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연소 가스 발생과는 상이한

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

면이 있어, 실제 연소시에 발생하는 가스분석에 관

는 화재시 발생하는 가스에 관한 발생량 및 종류에

한 표준규격의 제정이 시급하다 하겠다.

관한 시험업무는 KS M 3047 (플라스틱의 연기 농
【 표1 】연소시 생성되는 가스 흡입시 발생하는 증상
가스명

NO2

CO2
SO2

SO

CO

H2 S
NO
아크롤레인
(C3 H4 O)

HCN

HCl
HCHO

가스 흡입시 발생하는 증상
고농도의 경우 눈·코·목을 강하게 자극하여 기침, 인두통(咽頭通)을 일으키고 현기증,
두통, 악심(惡心)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흡입량이 많으면 단시간 내에 입술이 파랗게 되
고 찌아노오제(Zyanose)증상-혈액속의 산소가 부족할 때 CO2 가 증가함으로써 피부나 점
막이 몹시 파랗게 보이는 현상-을 일으켜 폐수종(肺水腫 : 폐에 물이 잡혀서 붓는 병)을
초래한다. 중증(重症)의 경우 의식불명, 사망에 이른다.
호흡기중의 산소분압을 저하시켜 산소결핍증을 유발하여 호흡 곤란이나 질식상태까지 몰
고 간다. 공기중에 20%정도만 함유되어 있어도 단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공기속에 함유율이 0.003%이상이면 식물은 말라죽고 0.012%이상이면 인체에도 해롭다(눈
과 호흡계에 극심한 자극을 준다).
강한 자극성 냄새를 가진 기체로서 폐(肺)·성문(聲門)의 수종(水腫:dropsy)-세포와 세포
사이의 조직액이 이동하여 고인 상태-작용을 하며 농도가 짙은 가스는 생명을 잃게까지
한다.
생리적으로는 맹독이 있어서 혈액속의 혈적소와 결합하여 카르보닐 혈적소로 되므로 혈
적소의 기능을 마비시킨다(혈액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세포의 산소운반 기능을 저
해하여 질식사하기에 이른다).
눈·코·목 등의 점막을 자극한다. 고농도의 가스를 흡입하면 두통·현기증·호흡 및 신
경장애를 주어 사망하는 수가 있다.
폐(肺)에 강한 자극을 주며 농도에 따라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일으킨다.
강한 자극성이 있어 눈이나 호흡기계 또는 피부를 맹렬히 자극한다(그러므로 최루가스로
이용되기도 한다).
생체의 호흡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맹독성 가스이다. 최소 치사량은 공기1g중 0.2～0.3
㎎의 농도(즉사함)이며 사람인 경우는 불과 몇 초 사이에 죽게 된다(청산가스라고도 하며
신경계에 작용하여 조직적 세포의 원형질의 산화작용을 저해한다). 중독증상으로는 현기
증, 두통, 의식불명, 경련 등이 있다.
자극성이 아주 강한 산성가스로서 특히 상기도(上氣道) 등 호흡기계와 눈을 자극하며 피
부를 맹렬히 자극하는 경우도 있다(피부염증과 폐수종증을 일으며 사망하기도 함).
독성이 강하여 점막(粘膜)에의 자극과 중추신경계(中樞神經系)의 마취작용을 하며 단백질
을 침전시켜 생활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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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외현황

최근에 IMO(국제해사기구) 내에서도 가스분석
장치로FT- IR과 더불어 GC/MS를도입하였고, 또

현재 외국에서는 국가별로 다양한 규격과 시험기
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화재관련 시험 업무가 진행

한 ISO 내에서도 NDIR과 더불어 FT-IR을 이용
한 가스 분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되고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어지는 방
법으로는 ISO 5659 Part 2와 ISO 5660 Part 1 규
격의 연소장치에 이 장치에서 발생되는 가스들을
정성, 정량 분석할 수 있는 가스분석장치를 장착한

1) ISO 5659 Plastics- Smoke generation Part 2 : Determination of optical density by
a single- chamber test.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데, 가스분석 장치로 FT -

① 연소장치 : 연소용 챔버 크기는 914×914×

IR을 도입한 시험방법으로 IMO FTP Code Part

610 (㎜) 크기로 규정되어 있고, 연소장치 및

2가 있고, 이전에 USCG(United States Coast

flux meter는 그림 1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Guard) 프로그램, SAFIR 프로젝트 등이 수행된

연소장치 내의 샘플 지지대는 밀도 65 kg/㎥

바 있다.

의 내화물질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림 1
ISO 5659 Part 2 규정 방사히터 및 flux meter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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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샘플 크기 및 샘플 제조 : 75×75 mm 샘플 크
기와 25 mm 이하의 높이로 샘플을 제조하고,
방사 히터에 노출된 면을 제외한 면을 0.04 ㎜
두께의 알루미늄박을 이용하여 감싸도록 규정
되어 있다.

2) IMO smoke and toxicity test in Part 2 of IMO
Fire Test Procedures(FTP) Code
IMO FTP code part 2의 연기 유해성 시험 방
법은 ISO 5659 Part 2에서 규정한 연기 발생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에, 이때 발생한 유해가

③ 샘플 조건화 : 23±2℃와 50±5 % RH에서
의 항량이 되도록 조건화 필요성을 규정화 하
고 있다.

스를 정성·정량 분석을 위해 FT- IR 가스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 시험 규격이다. 그러므로 연기를
발생시키는 연소 조건 및 샘플 조건은 ISO 5659

④ 연소 조건 : 다음과 같은 방사조건

Part 2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하다.

(Mode 1 : Irradiance 25 kW/㎡, no pilot
flame,

① 샘플링 : 샘플 지지대 위에 알루미늄박으로 감

Mode 2 : Irradiance 25 kW/㎡, pilot flame

싼 시험편을 올려놓은 후에, 방사 히터 밑으로

Mode 3 :Irradiance 50 kW/㎡, no pilot

지지대 및 시험편을 위치시킨 다음, 챔버를 밀

flame)이 규정되어 있다.

폐시킨다. 10분 동안 복사열을 조사시키는 동안

⑤ 분석 : photometric system을 이용하여 연기
밀도를 분석한다.

최소 광 투과율에 이르지 않으면 또다시 10분
동안 계속해서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최고 연

그림 2
IMO 연기 및 유해성 시험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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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밀도가 감지되면 3분 안에 샘플링이 이루어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연소 조건 : 샘플 지지대 위에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시험편을 위치시킨 후에, 연소용 챔버를
밀폐시키고 스파크 플러그의 전원을 켠다. 이때

② 발생 가스 분석 : 그림 2와 같은 샘플링 시스템

인화성 또는 전이성 불꽃이 생기면 시간을 기

을 이용하여 샘플링 된 가스는 표준가스를 이

록하고, 스파크 플러그의 전원을 끈다. 만약 불

용하여 FT-IR로 정성·정량 분석 하도록 규

꽃이 60 초가 경과하기 전에 꺼진다면, 다시 스

정되어 있다.

파크 플러그의 전원을 켠 다음 불꽃이 다시 생
기면 시험을 중지하고 시험편을 버린 후, 모든

3) ISO 5660 - Fire tests- Reaction to firePart 1 : Rate of Heat Release from Building

시험이 끝날 때까지 스파크를 제거하지 말고
계속해서 시험을 반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Products (Cone calorimeter method))
ISO 5660 Part 1은 ISO 5659에서 규정한 방사

③ 가스 샘플링 및 분석 : 가스 샘플링 및 분석은

히터를 채택하여 측정대상 시험편에 복사열을 조사

불꽃이 없어진 후, 1분 평균 질량 감소가 150

해 연기를 발생시켜 이때 발생하는 열 발산 속도,

g/㎡미만, 또는 60분이 경과 할 때까지 연속적

연기 탁도 및 발생하는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으로 샘플링하고 분석한다. ISO 5660 Part 1에

등을 규정한 국제규격으로서, 이때 발생가스 분석

서 사용되는 가스 분석 기기는 특정 파장의 가

은 주로 NDIR(Non dispersive Infrared)이용하여

스만을 분석하는 NDIR(비분산 적외선)이다.

분석한다. ISO 5660 Part 1에서의 시험방법은 ISO
5659에서 규정한 연소장치를 기초로 열 조사량을

3. 화재시 발생하는 가스분석기술

증가시키고, 온도 조정 및 연기의 흐름을 개선한 방
사히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험 대상물의 차이로
인해 샘플 크기 및 샘플 제조 및 연소 조건에 있어
서 ISO 5659 Part 2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 1) Col or i met r i c 가스 검지관
관 안에 존재하는 다공질 물질이 특정 가스와 반
응하여 색이 변화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색이 변화

① 샘플 크기 및샘플 제조 : 100×100㎜ 샘플 크

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정량하는 분석기술로서 가스

기와 50㎜ 이하의 높이로 샘플을 제조하고, 방

검지관의 정확성은 이상적인 실험 조건 하에서도

사히터에노출된 면을제외한면을0.03～0.05

10～15%에 이를 뿐 아니라 샘플링 시간도 수분이

㎜ 두께의 알루미늄박을 이용하여 감싸도록 규

걸릴 수도 있다. 가스 검지관법은 저렴하지만 단편

정되어 있다.

적인 1회성 시험이지 연속적인 분석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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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습식법(wet chemi st r y t echni ques ) 생가스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1) I on chr omat ogr aphy

뿐 아니라 미지의 복잡한 가스 혼합물을 분석하는
데는 실용적이지 못하다.

Ion chromatography는 일정 시간에 걸쳐 일괄
샘플링을 해야하고, 또한 샘플이 정량적으로 용액
에 흡착되어야 한다.

2 ) I on sel ect i ve el ect r ode
Ion selective electrode법은 연속 샘플링이 가
능한 반면 여전히 용액에 흡착시켜 분석해야 한다.

(5) FT- IR spect r omet r y
FT-IR 방법은 동적 방법으로 많은 가스를 동시
에 정성정량 분석하는데 이용된다. spectrometry
은 복잡한 가스 화합물에 관해 매우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고, 화재시험장치와 직접 연결하여 동적 측
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FTIR spectroscopy는 N2와 같은 이분자 가스

3 ) UV spect r omet r y

를 제외한 모든 가스 분자는 적외선을 흡수하여 분

UV spectrometry를 변형시켜 셀로 지속적으로

자 진동과 회전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통과시켜 연속 분석이 가능하지만 저농도에 한계가

있다. 적외선 소스가 특정 분자의 진동 모드와 일치

따르고 샘플을 희석화해야 한다.

하는 파장의 전자기파를 발산할 때, 분자는 공명 현
상을 일으키게 된다. 진동 모드가 적외선에 활성을

(3 ) Gas Chr omat ogr aphy
Gas Chromatography는 가스 종류를 정성 분석
하는 MS와 연결하여 가스를 정량화 하는데 이용된
다. 이 GC/MS 법은 on- line상으로 샘플링하는 데
에는 실용적이지 않고 화재시 발생하는 가스분석에
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4 ) NDIR 분석기
NDIR 분석기는 가스 농도를 정확하고 연속적으

띠기 위해서는 진동 과정에서 쌍극자 모우먼트 사
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FT- IR에서의 정량 분석
은 스펙트럼 흡수율이 화합물의 농도에 비례한다는
Beer의 법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가스 농도가
두 배면, 적외선도 두 배 흡수하게 된다.
FTIR spectroscopy는 전 파장 영역의 적외선을
가스 샘플에 통과시켜 가스에 의한 적외선의 흡수
및 투과를 측정하여 가스 샘플을 정성·정량 분석
하는 기술로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각광 받는 분석
기법이다.

로 정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분산 적외선 파장
을 이용하기때문에 한 가지 종의 가스를 정성·정
량 분석에 이용된다. 분석기 당 ＄10,000 정도 하
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파장 영역에 걸쳐 있는 발

4. 규격 및 분석 기기 비교 분석
제2장 및 제3장에서 연소시 발생하는 가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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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표준화된 규격과 발생 가스

두 규격간의 유효성 및 호환 가능성을 조사하기

분석 장치를 조사하였다. 표 2에 ISO 5660 Part 1

위해 ISO 5660 Part 1의 cone calorimeter 연소장

과 IMO FTP Code Part 2간의 규격을 항목별로

치(콘 형태 방사히터)에 분석 장치로 FT-IR을 결

비교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용된 두 규

합한 시스템의 연기 발생 정도와 RHRmax

격 모두 다 ISO 5659 Part 2에서 규정한 콘 형태

(maximum rate of heat release), THR(total

방사히터를 기초로 하여 연기를 발생시키도록 규정

heat release) 및 가스 발생 농도의 재현성과 반복

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발생시킨 연기를 ISO

성을 표 3, 4에 SAFIR(Smoke gas analysis by

5660 Part 1에서는 NDIR, IMO FTP Code Part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보고

2에서는 FT-IR을 이용하여 정성·정량 분석하도

서를 인용하였고. 또한 표 5에 분석장치 NDIR,

록 규정하고 있다.

FT- IR 간의 가스농도 비교값을 나타내었다.

【 표2 】IS O 566 0 Pa rt 1과 FTP Co de Pa rt 2 사이의 규격 비교

연소상자 크기
연소 장치
샘플 지지대
샘플 크기
샘플 준비

연소조건

ISO 5660

IMO FTP Code

Part 1

Part 2

Full size (1680×1625×686 ㎜)

914×914×640 ㎜

ISO 5659 Part 2를 기초로 한
방사 히터
ISO 5660 Part 1에서
규정한 샘플 지지대
(밀도 100 kg/㎥의 내화 물질)
100×100 (㎜)
두게 50 ㎜ 이하
ISO 5660 Part 1에서 규정
( 0.03～0.05 ㎜ 두께의
알루미늄박 이용 )

ISO 5659 Part 2에서 규정한
방사 히터
ISO 5659 Part 2에서
규정한 샘플 지지대
(밀도 65 kg/㎥의 내화 물질)
75×75 (㎜)
두께 25 ㎜ 이하
ISO 5659 Part 2에서 규정
( 0.04 ㎜ 두께의
알루미늄박 이용 )
Mode 1 : Irradiance 25 kW/㎡, no pilot
flame,
Mode 2 : Irradiance 25 kW/㎡, pilot flame
Mode 3 : Irradiance 50 kW/㎡, no pilot
flame

0～100 kW/㎡ 범위 안에서 미리 결정된
방사 에너지로 조사하여 대기 상태에서
연소시킴.

불꽃이 없어진 후, 1분 평균 질량 감소가
최고 연기 밀도가 감지되면 3분 안에
150 g/㎡미만, 또는 60분이 경과 할
샘플링
때까지 연속적으로 샘플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분석기기
FT- IR
(NDIR 사용)
비 고) ISO 5660 Part 1에서 규정한 연소장치는 ISO 5659 Part 2에서 규정한 연소장치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연소 대상
물의 차이로 인해 샘플 지지대, 샘플 크기 및 샘플 제조 및 연소 조건에 있어서 ISO 5659 Part 2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샘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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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소 장치 및 분석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연소시 발생하는 가스의 정

장치인 FT-IR, NDIR의 재현성 및 반복성이 만족

성, 정량 분석 시험방법에 있어서 연소장치는 ISO

할 수준인 것을 알수 있다. 다만 COy ield 재현성은

5659 Part 2에서 규정한 방사 히터를 기본으로 하

간섭 스펙트럼의 영향 때문에 NDIR이 FTIR 보다

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스 분석기기는 IMO FPT code part 2와 ISO
TC 92에서 제정 중인 ISO/AW I 19702(Analysis

5. 규격 제정 방향

of fire gases using Fourier infrared technique)
에서 제시한 FT-IR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표준

FTIR 분석장치를 이용하여 연소시 발생하는 가

화 연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에는 연소장

스를 정량 및 정성 분석하는 시험방법을 연소 장치,

치에 GC를 분석 장치로 도입하려는 연구도 진행

샘플링 장치 및료 조건별로 나누어 4장에서 살펴

중이다.

【 표3 】Co ne c a lo rime te r와 FT IR을 결합한 시스템에 대한 반복성 및 재현성 실험
반복성 표준편차 Sr/m (%)
Quantity

재현성 표준편차 SR/m (%)

범위(%)

평균(%)

범위(%)

평균(%)

RHRm a x

3.9 ～ 15.5

8.1

14.3 ～34.4

22.3

THR

5.6 ～ 14.7

8.7

10.2 ～25.7

16.3

연기발생

4 ～ 14

9

9 ～ 18

14.5

CO2 ,m a x

4.9 ～ 16.2

9.2

14.9 ～23.8

19.7

CO2y ie ld

3.8 ～5.6

8.3

15.6 ～39.1

24.2

CO,m a x

9.9 ～ 16.5

13.8

19.8 ～29.8

25.3

COy ie ld

5.7 ～ 17.0

12.2

34.0 ～46.7

38.8

【 표4 】FT IR과 NDIR에 의한 CO2 , CO 측정에 관한 반복성 및 재현성 비교
반복성 표준편차 Sr/m (%)

재현성 표준편차 SR/m (%)

NDIR

FTIR

NDIR

FTIR

CO2,m a x

9.8

9.2

23.1

19.7

COyie ld

9.4

8.3

20.4

24.2

CO,m a x

10.6

13.8

24.0

25.3

CO2yie ld

11.5

12.2

24.0

38.8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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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정 방법 및 불확실도 산정

의하여 희석 인자를 산정한다.
( 인증표준가스 농도/ 인증표준가스가 첨

( 1) FT- IR 교정방법 :
같은 광학 밀도(ppm-meters)와 압력에서 교정

가된 분석 대상 가스 농도)
= 인증표준가스의 희석인자

표준가스의 레퍼런스 가스 스펙트럼과 샘플 표준가
스를 흘려서 다음 방정식에 의하여 셀 경로 길이를
결정하여 FT- IR를 교정한다.

2) 전 샘플링 영역에서 확장하여 연소 챔버 및
라인에의한 희석 인자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3 ) 측정 불확실도 산정 :
= 실제 표준 가스의 온도(K)

FT- IR에 의해서 구해진 발생가스의 정량 분

= 레퍼런스 표준가스의 온도(K)

석 데이터의 통계적 불확실도는 다음 식에

= 실제 표준가스의 압력(Pa)

의해 정의된다.

= 레퍼런스 표준가스의 압력(Pa)
= 샘플 밴드 면적
= 레퍼런스 밴드 면적

= 통계적 불확실도

= 레퍼런스 표준가스 경로 길이

= 샘플의 수 - 1
= i번째 농도

(2 ) 샘플링 라인 누출 및 희석 인자 산

= 특정 분석 대상 성분에 대한 평균 농도

이 절차는 분석 대상 가스를 운반하고 정량
화 하는 것에 대한 샘플링 라인 상의 누출 및

통계적 불확실도는 예상되는 가장 넓은 범위의

샘플링 라인에 의한 희석 인자를 결정하기

정밀도이거나 주어진 일련의 분석 성분 또는 간섭

위해 수행된다.

물에 대한 최대 측정 범위를 일컫는다.

1) 분석 대상 가스의 교정 표준 가스를 샘플링
라인을 통과해서 교정된 FTIR 가스 셀로 유
도하고 정량화한다. 이렇게 하여 정량화된 결
과를 표준가스의 농도와 비교하여 아래 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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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TC35/ SC9 (Pa i nt and varni s he s )
국제표준화회의

정밀화학과 공업연구관 박종희
02) 509- 7222 jongheui@ats.go.kr

□개요
ISO/TC35/ SC9(Paint and varnishes) 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
- ISO TC35 총회에 참석하여 국제표준화 기구

참가
- 생물화학기술표준부 정밀화학과 공업연구관 박
종희

□ 주요 활동 내용

에서 시행하는 규격 제·개정 및 추진 사업에

ISO TC35/SC9(Paints and varnishes) 총회

대한 토의 및 관련사항에 대한 의결.

및 WG 회의 개요
- WG26 " Performance tests"

- 한·일간 공동 수행한 도막의 부착성 및 부식

·참 석 자 : Takeyuki Tanaka(일본) 등 일본 6

성 시험을 위한 도막절단방법의 표준화 연구

명, 미국 1명, 독일 4명, 영국 3명,

에 대한 NWI 제안 N117로 채택됨.

스웨덴 1명, 프랑스 1명, 네덜란드
1명, 한국 1명.

- 국제 표준화로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프로젝트
의 동향 파악 및 관련 자료 수집으로 관련 업

·회의일시 : 2002.04.02
·참석여부 : 생물화학기술표준부 정밀화학과 공
업연구관 박종희

체와 학회 등에 보급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지
원함.

·회의 안건

기간 및 장소

ISO 4628- 6의 개정을 시작함.

: 2002.04.01～04.06(6일간) / 일본(토쿄)

ISO/DIS 4628- 7을 FDIS로 진행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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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CD 11341을 DIS로 진행시킴.

실험을위한도막절단방법(기구별)이표준화되지

ISO/WD 21227- 2를 CD로 진행시킴.

못함에따라실험의재현성, 신뢰성저하등문제

EN 927-3을 ISO 16053으로 요구함.

점이 많이 지적된 바 6개국이 공동으로 각각의
도막절단 기구, 방법 등 표준화를 모색하게 됨.

- WG25 "Environmental tests"
·참 석 자 : Takeyuki Tanaka(일본) 등 일본 6

2) 6개국에서 각각 Cutting Tool을 제안, 같은 조

명, 미국 1명, 독일 4명, 영국 3명,

건의 패널(Soft, Middle, Hard Paint)에 흠집을

스웨덴 1명, 프랑스 1명, 네덜란드 1

내어 부식성, 부착성 등 실험 실시

명, 한국 1명, 남아프리카 1명.
·회의일시 : 2002.04.04
·참석여부 : 생물화학기술표준부 정밀화학과 공
업연구관 박종희
·회의 안건

3) 표준 Cutting Tool은 어떤 조건(패널 : Soft,
Middle, Hard Paint)이든 고른 압력으로 평평
하고 쉽고 안전하게 흠집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는 것과 X Type의 흠집이 가장 재현성 있고,
신뢰도 있게 실험할 수 있음을 도출함.

WG25의 의장으로 추천된 Mr. Watson을 의
장으로 의결함.

4) 한·일 공동 연구과제로 수행중인 도막의 부
착성 및 부식실험을 위한 도막절단 방법 표준화

2001.06.12 미국 피츠버그 meeting의 report를

연구 의 결과로 NWI로 제안함(2002.04.03).

확인.
- ISO TC35/ SC9(Paint and varnishes) 총회
CD 6270-4로 의결된 것에 동의하고, DIS로

·참석자 : Bernard Shelley 의장 등 8개국 21명

제안하는 것에 동의함.(각 회원국들은 DIS제

참석(영국 3명, 독일 5명, 일본 6명, 스웨덴 1명,

안 후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받음.)

네덜란드 2명, 남아프리카 1명, 한국 1명, ISO
본부 1명)

Methods of scribing of panels 의검토 : Mr.
Takeyuki Tanaka(일본)가 준비한 Report가
N117로 채택됨.

·WG22 관련 2002.06 meeting 계획을 수립하였
고, Sub- committee를 결성하는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기로 의장과 회원들간의 합의함.

※ 우리 측 제안 및 반영 내용
1) 국가별 또는 국제 규격 중 부식성, 부착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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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 standards arose의 구조적 검토 때

- 잉크 도료 관련 자료의 수집으로 관련 업체와의

ISO/ASTM 규격의 보류를 고려하는 의견을 제

협조가 이루어져 업계 내에서의 우리 원의 위상

출됨.

을 제고함.

·규격의 Systemtic Review

□ 종합의견 및 향후 조치

: WG23(ISO 2409, ISO 2408) / WG26(ISO
9514) / WG28(ISO 11507) 검토함.
·ISO/ASTM Harmonization

ISO 회의 및 규격제정 논의를 할 때 관련자료
의 미비로(당사자에게 서류 전달이 안되거나

: ASTM/ISO 비교는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으

늦게 도착됨) 인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며, 여러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이

경우가 있음- 충분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

드라인의 양해각서 보강(상업적/기술적)이 빨리

요함.

이루어져 동의되어야 한다고 확인함.
유럽 일변도의 ISO 방침을 따르고 있으나, 국제
성과
- ISO 신규규격에서의 국내 의견 제시 및 협의를

교류나, 산업 규모를 고려 할 때 미국과의 협조
및 일치화도 중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음.

통하여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아국의 위상제고 및
국내 표준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향후의 국제회의 참여 및 대응에서는 업계의

(한·일 공동 연구로 참여 NWIP 채택 N117

전문가나 규격의 이해 당사자(기기제작자, 원

부여받음.)

료생산자)가 많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장래에 우리산업에 미

- 지금까지 순조로운 국제 공동 연구의 수행 등으
로 아국의 위상을 정립함은 물론 앞으로의 국제

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 판
단됨.

수준에 발맞춘 국제공동연구의 밑거름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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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TC30 (폐쇄관의 유량흐름측정 ) 국제표준화회

자동화부품과 공업연구사 진경선
02) 509-7351 kschin@ats.go.kr

□개요

□ 주요활동 내용

출장목적

가. SC2 Pr essur e di fferent i al Devi ces

- 유량측정(ISO/TC30/ SC2,5,9) 국제표준화 회의
에 한국대표로 참석

- 참가자 : 영국, 미국, 일본 등 15명
- 회의 일자 : 2002. 4. 11(수) - 12(목)

- 2004년 ISO/TC30 총회 회의를 한국에 유치

- ISO 9300 개정

- 유량측정에 관한 국제규격 제. 개정에 참여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측으로부터받은 comm-

- ISFFM학회에 참석하여 유량측정관련 연구현황
파악

ents 소개
·주요 개정내용 : 소닉노즐의 이론적인 유량과

- CCM WGFF(Working Group for Fluid
Flow)의 유량측정 국제비교의 현황
- 국제표준화 동향파악 및 경상연구과제 관련 자

실제 유량의 비인 유출계수 관계식을 개정하고
소닉노즐의 사용영역을 결정하는 최대 허용 차
동압력을 변경하는 등 많은 부분을 개정함

료수집
- ISO 5167 개정
기간 및 장소 : 2002. 04. 06(토).～04. 14(일)
(9일간)/미국(앨링턴)

·주요 개정 내용: 규격을 4개로 나누어 Part1, 2,
3, 4로 분류하였으며 오리피스, 노즐, 벤츄리의
유출계수, 설치조건, flow conditioner등에 대한

출장자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참가국가의 별다

- 자동화부품과 진경선 연구사

른 의견 없이 규격이 완료 단계에 있음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백종승 부장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경암 그룹리더

- ISO 2186 Connections for pressure signal
transmissions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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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영국의 Dr, Paul Wilcox가 담당

- 참석자 : 한국, 미국, 영국, 등 13명

·참여국가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10 명

- 회의 일자 : 2002년 4월 7일(일)
- 1차 회의로 액체용초음파 유량계에 관한규격제

- ISO 5167 개정에 따른 아래 관련 규격은 5167의
개정완료 후 WG를 통해 개정하기로 함

작을 위한 Proposal 작성
- project leader는 미국 초음파 유량계회사인

·ISO/TR 9694

Contratron의 Dr. Peter로 정하였으며 회의를

·ISO/TR 12764

주재하였음

·ISO/TR 12767

- 액체용 초음파 유량계는 관련 규격 (ASME,

·ISO/TR 15377

ISO/TR12765, OIML D11, AGA, Austrian

- 차기 회의 일자; ISO 5167. ISO 9300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로서 FLOMEKO 회의 끝인
2003년 5월 15일로 잠정 결정
- 결정사항에 대해 합의 후 결의문 채택

나. SC5 Vel oci t y and mass met hods
TC30/SC5/WG1 Ultrasonic flow meter for gas
- 참석자 : 한국, 미국, 영국 등 18명
- 회의 일자 : 2002년 4월 7일(일)
- 2001년 4월 미국 Texas의 Dallas에서 열린
AGA 학회전에 1차 WG 회의하고 각 장별로
작성할 책임자 선정

Standards 등)이 많아 장기적(1년이상)인 검토
를 통해 규격을 제정하기로 합의
SC5 회의
- 참가자 소개 : 영국, 미국, 일본등 17명 참석
- 회 의 일 자 : 2002년 4월 12일(목)
- 간 사변 경 : 스위스 SNV의Mr. Alfred Brandenberger에서 Mr. Carl- Arthur Eder로 변경.
간사도 같은 동료끼리 바꾸고 있으며 아국에서
간사수임의사를 밝혔으나 본 회의에서 의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변경 결정됨
- SC5의 구조, 진행사항, 회원국 등을 보고

- 책임자인 Mr. Jan G. Drenthen의 진행 사항보고

- WG1의 4월 7일(일) 회의결과 보고

- Base condition, metering condition 등 용어의

- WG2의 4월 7일(일) 회의결과 보고

정의에 관한 협의

- WG3 Thermal mass flowmeters 진행사항 보

- 교정할 때의 압력, 온도를 사용할 때와 아닐 때

고 ISO 14511:2001로 2001년 10월 15일 발표가

유량계의 직경변화에 대한 내용은 온도, 압력변

되었으며 더 이상 임무가 없으면 이 WG는 해산

화에 의하고 참고 문헌을 인용하기로 함

될 계획임. 영국의 Mr. Chris Gimson이 주관

TC30 / SC5 / WG2 Ultrasonic flow meter for

하였으며 우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음

liqu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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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C9 General Topi cs
- 참가자소개 : 한국, 영국, 미국, 일본등 16명참석

- 참가자 :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등 165명 참석

- 회의 일자 : 2002. 4. 11(목)

- 학회 일자 : 2002. 4. 7(일) - 4. 10(수)

- 금년 초 SC9에 P- member로 가입하였으나 회

- 발표 논문 수 : 65편

의록에 기록이 없어 점검한 결과 P- member확
인 후 회의에 참가하였음
- ISO/WD/TR 5168 Measurement of fluid -

- 초기에는 북미 유량측정 학회로 출발하여 국제
유량측정 학회로 성장시킨 학회이며 일본, 중국
등 아시아 및 유럽 국가에서도 많이 참여하는

Evaluation of uncertainty 현재 DIS판으로 투

학회가 되었으며 최근 국제 유량분야의 개발에

표 결과에 대한 보고와 comment에 대한 협의.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

측정의 오차개념이 불확도로 바뀌면서 유량측정

- 초음파 유량계에 관한 논문이 2일 동안 많은 발

에서 불확도에관한 규격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

표로 산업체 및 연구기관 에서 초음파 유량계의

정되고 있어 관심이 많이 가는 WG임.

관심과 향후 유량계 시장에서 초음파 유량계의

이 규격이 발표되면 국내 교정기관의 유량측정

역할 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함(한

불확도 평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

국의 창민테크 해외시장개척)

라. TC30 총회
- 참가자 소개 : 한국, 영국, 미국, 독일 43명 참석

바. 3차 CCM/Working Gr oup for Flui d
Flow 회의

- 회 의 일 자 : 2002. 4. 12(금)

- 참가자소개 : 한국, 미국, 영국, 독일등50명참석

- 간사의 TC30 현황보고

- 회의 일자 : 2002. 4. 11일(목)

- 각 SC의 사업 및 회의 결과보고

- Working Group 의장인 NIST의 Dr. Matt-

SC2에 대한 보고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

ingly의 CCM회의 참여시 CCM 의장에게 보고

SC5에서 삭제하려고 하는 규격 중에서 ISO

할 Working Group의 KC 계획과 진행현황에

3966 : 1977 Measurement of fluid flow in

대하여 본인의 계획을 발표한 후 분과별로 KC

closed conduits-Velocity- area method using

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Pitot static tubes는 미국의 산업체에서 많이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도 2003년 4월부터 시작

사용되고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

예정인 물 유량측정분야의 KC 계획 및 진행사

으나 SC5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투표결과에 따

항에 대하여 10분간 발표.

른 것이라고 SC5 의장의 주장에 따라 삭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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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 현재 실험실간 reproducibility 실험을

SC2, SC5, SC9이 동시에 열리고 WG도 동시

assistant Lab 간에 수행중 이었음. Protocol을

에 열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표단의 인원이

글로만 아니고 중요한 과정을 비디오로 제작하

작은 경우에는 참석할 수 없는 SC와 WG가

여 실험실간의 reproducibilty를 최대한 높이고

발생하므로 향후 회의시 SC별 전문위원이 참

자 한점은 참신한 생각이었음.

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고압가스 유량분야 KC를 담당한 PTB의 경우

TC30이나 SC2, SC5, SC7, SC9에 정회원으

가스 터빈미터 package에 원격교정이 가능하

로서 회의에 많이 참석해야되며 Working

도록 기능부여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Group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아국의

생각은 한국 측의 참여 간사기관이 연구소의

입장 및 의견 반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

물 유량 package에 대한 계획과 일치함.

며 또한 간사국 및 의장 수임등에 있어서도 아
국의 지위에 있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을 수 있

□ 종합의견

어야함.

참석 국가별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

TC30 각 분야에 안정(지속)적으로 국제회의에

스 등 선진국의 유량계 제조업체에서 주도하여

서 활동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자국 및 소속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

있도록 관련 각 WG그룹 및 Team회의 국내전

으나 국내 유량계 제조업체에서는 관심이 부족

문가들에게 정부의 적극적 지원방안이 필요함.

하여, 향후 관련 업체에서도 참석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ISFFM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국제적인 유
량측정 연구 및 개발 현황을 알수 있었으며 논

2004년 TC30 총회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문 자료는 국내 유량관련 업체에 많은 도움이

결정하였으므로 2003년 5월에 네델란드에서

되는 자료가 될 것임.

열리는 SC2, SC5, SC7, SC9 회의에서는 많
은 한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2004년 TC30 총

유량측정의 핵심 국제비교에 대한 준비 현황을

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한국 홍보가

파악하고 물 유량측정의 국제비교를 할 수 있

필요함

는 정회원국으로서 사전준비 및 실험계획을 정

※ 2004년 9월6일～2004년9월10일개최확정

립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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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제인증제도(CCC Mar k )

제품안전과 사무관 박윤수
02) 509- 7412/3 parkys @ats.go.kr

기술표준원은 중국의 강제인증제도가 국내제품
(CCEE마크)과 수입 제품(CCIB마크)으로 이원화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 Ma rk) 설명자료 내용
중국의 강제인증제도가 국내제품(CCEE마크)과

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2001. 12. 3자로 단일 강제

수입제품(CCIB마크)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해 오

인증제도(CCC마크)로 통합하여 2002. 5. 1부터 시

던 것을 2001.12.3자로 단일 강제인증제도(CCC

행됨에 따라 중국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 및 대중국

마크)로 통합하여 2002.5.1부터 시행하게된 추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CCC마크 대상 품목과 관련
된 조합 및 업체 등의 수출입관계자를 대상으로 설

진배경은
중국이 WTO가입에 따른 의무이행
중국이 시장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수요에

명회를 2002. 4. 24. 기술표준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부합하며 경제와 무역 발전을 위한 서비스

바 있습니다.

제공
내부관리체계를 갖추고, 중국의 강제성 상

기술표준원은 설명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국의

품인증제도를 규범화시키기 위함

강제인증제도(CCC마크)를 전담하는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CNCA :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총공정사(1급 상당) Mr. Qiu

Ⅰ. 중국이 새로운 강제성 상품인증제
도를 수립하게된 기본 원칙

Yiliang 등 7명을 특별 초청하였으며, 이들이 사용

기존의 두 가지 제도를 하나로 통합

한 설명회 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

네 가지 통일 : 기술규범, 기준, 합격 평가절

합니다.

차를 통일, 목록통일, 마크통
일, 비용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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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국제사회에서 통행되는 원칙 준수

3. 규범 문헌
강제성 상품인증마크 관리방법

인증제도의 수립과 운영, 인증/테스트/검사기관

제 1 강제성 상품인증 실시 상품목록

의 운영, 인증실시 규범 절차는 ISO/IEC 국제기준

강제성 상품의 인증실시규칙 (47부)

을 따르며, 인증에 사용되는 기준은 대부분 국제기

강제성 상품 인증비용 규정

준을 근거로 함

강제성 상품 인증제도 실시일정에 관한 규정

Ⅱ. 새로운 강제성 상품인증제도의 Ⅳ. 강제성 상품인증제도 조직보장체계
구조
(관리와 시행 기관)
1. 정부 건립(시장규칙 확립, 무역, 경제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
2. 지정된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제도 실시, 인증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짐
3. 지정된 기관은 강제성 인증마크와 심사허가
사용방안 배포
4. 생산자, 소비자와 수입업자, 서비스 종사자는
생산, 판매, 수입, 이용 상품에대해 책임을 짐
5. 지방 품질검사기관에서는 <목록>에서 열거한
상품에 대한 감독 실시

Ⅲ. 중국의 강제성 상품인증제도 문헌

1. 국가품질 감독검사검역 총국 (AQSI Q)
국가 강제성 상품인증제도와 규칙 제정
<목록> 심사, 허가 및 국가인증허가 감독관
리위원회(CNCA)와 공동 발표

2. 국가인증허가 감독관리위원회 (CNCA)
국무원으로부터 강제성 상품인증제도의 수립, 조
직운영, 시행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책
임질 권한을 부여받음.
< 주요 업무 내용 >
목록초안 작성, 조정 및 AQSIQ 와공동으로

1. 법률, 법규

대외 발표

중국인민공화국 상품품질법

목록상품 인증 실시규정 지정 발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검사법

인증마크 제정과 발표, 인증증서의 요구사항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 조례

확정

중화인민공화국 상품품질인증관리 조례

인증임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테스트기관,
검사기관, 인증마크 배포기관 지정

2. 규 칙
강제성 상품인증관리규정

인증획득상품 및 관련 기업 리스트 발표
지방품질검사기관이 강제성인증과 관련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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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
특수용도상품에 대한 심사비준부문에서는 강
제성 인증사항을 제외
강제성 상품인증에 대한 기소, 제소 수리

4. 인증 기관 지정 (CNCA에서 지정 )
상품의 강제성 인증업무 시행주체
- 인증 실시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상품
과 관련된 강제성 인증업무 실시
- 인증을 획득한 상품과 유관기업에 강제성

3. 지방품질기술 감독기관과 지방출
역기관 (약칭 지방품질검사기관 )
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의 지도와 계획에

상품인증증서 발급
- 인증을 확보한 상품과 공장을 대상으로 추
적검사를 실시

따라 지방품질검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감독 조사업

- 인증증서 일시정지, 취소, 파기

무 실시

- 유관부서는 인증상품과 인증신청인의 기소,

관할지역내의 목록상품에 대해 감독실시, 감

제소관련 사안 처리

독중점사항 : 아직 인증이나 인증마크를 부

인증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CNCA에서

여받지 못한 상품 : 위조 변조된 인증 마크

지정한 테스트, 검사기관이 인증기관의 위임

상품과 소비자가 신고한 상품. 목록상품 중

을 받아 인증상품의 테스트 보고서, 인증 상

에서 아직 인증을 얻지 못한 상품이 본 관

품 제조공장의 공장심사보고서 제공

할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전면 금지

인증기관은 강제성 상품인증증서와 관련된

강제성 상품인증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짐 (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생

조사실시. 강제성 상품 인증 규정에 위배된

산, 수입, 상품판매에 대해 책임지고, 인증을

상품의 생산자, 중개업자, 수입업자가 주요

획득했다고 해도 책임전가 금지)

조사대상이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은 <강제
성 상품의 인증 관리 제도>의 처벌조항에

5. 인증마크 배포 관리 기관을 설정

근거해서 처리함

시장감독, 위조방지. CNCA에서 지정한 기관에

감독 조사 처리 과정중에서인증기관, 테스트

서 인증마크를 일률적으로 배포 관리

기관, 검사기관, 인증자가 위법 행위를 발견
했을 시는 CNCA에 보고함. CNCA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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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고, 지방 검사 기관

기업이제공한인증증서에근거해인증마크배포

과 공조하며, 경제관련 처벌은 인증허가감독

국가인증허가감독 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성 지방검사기관

표준화되지 않은 규격의 인증마크와 압축 등

에서 집행함

기타 다른 방식으로 인증마크사용 심사

기획특집

지방 품질 검사기관을 위해 법 집행을 위한
정보 제공

5. 기존의 마크 처리
과도기가 완료되면 사용을금지하고, 어느 부
분에서도 이 인증 마크를 사용, 남에게 양도

Ⅴ. 중국의 강제성 상품인증마크
1. 중국 강제성 상품인증마크 (CCC Ma
모양)

할 수 없음
기존에 장성 마크로 <목록> 상품에 포함되
어 있었다면, 이전 배포 기관으로부터 인증
증서를 갱신하고 새로운 마크를 사용 기일이
되면 인증기관에서 기업에 통지함

Ⅵ. 중국의 강제성 상품인증제도의 기본
내용
1. 대상 조정 / 강제성 인증 상품의 범위
인류건강과 안전
동식물의 안전
환경보호
공공안전
국가안전

2. 명칭과 약칭
3. 성격 : 정부소유, 권한을 부여받음
록>에 포함된 허가상품을 시장에

2. 강제성 상품인증제도 수립의 원칙
네 가지 통일원칙
기술장벽을 허물고 수출입무역에 유리

키기 위한 표시
4. 상품의 적용 범위 : 지정기관에서 3. 강제성 상품인증제도의 핵심요구사항
을 획득한 <목록>상품. 기타 다른

강제성 상품인증 <목록>에 열거된 상품은 반드

은 3C 표시를 사용 불가. 3C 마크 시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수여한 인증증서를
기업, 관련 상품, 인증기관에 다 받고 인증마크를 사용한 이후에 상품, 수입, 경영부
업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음

문에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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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배송 원칙

4. 강제성 상품인증제도의 선택가능
인증모델
모델 테스트
제조현장에서 샘플테스트나 검사
시장에서 샘플테스트와 검사
기업 품질보증 체계 감사
인증획득 후 추적 검사

5. 강제성 상품 인증 시행 규칙
기본적으로(ISO/IEC지침28，<규정>제 11조

수량의 샘플 전달
테스트기준과 기술요구사항
테스트 항목
테스트 방법
6.3 공장심사
공장 품질보증
상품의 일관성(브랜드, 상품 구조, 관건)
테스트 인증 (필요 시)
시기 심사

의 (범위, 신청단위, 샘플, 배송, 테스트, 심사,
결정, 변환, 확장, 마크, 감독)요구사항 만족
47부 배포, 132가지 상품 포함

6.4 결과 평가 및 비준
샘플테스트, 공장심사결과 평가
인증증서 수여 (통일된 양식 )

6. 강제성 인증 상품의 기본 절차

- 인증기한 : 원칙적으로 90일 초과하지 않음

가. 인증신청 및 수리
나. 샘플테스트

6.5 인증 획득후의 감독

다. 초기공장심사

생산공장에 대한 수시 감독

라. 인증결과평가 및 비준

생산공장 감독내용: 품질보증을 위한 중복

마. 인증획득후의 감독

조사. 인증상품의 일관성 조사. 샘플상품을
선택해서 테스트 기관에 배송 (필요시)

6.1 신 청
인증신청 및 수리
- 신청인 : 생산자, 판매자, 수입업자

샘플 테스트 (필요시 생산 공장, 시장 샘플
테스트 )
인증서의 연장, 일시 중단, 취소, 파기

- 위탁인 : 신청인의 위탁
- 신청서, 기술자료, 샘플 제출
- 인증비용 납부
- 인증신청 수리, 신청은 1인당 1부
6.2 형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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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자 의무사항
7.1 신청인의 의무사항
규정에 따라 신청관련 문건 제출
인증일정 완성

기획특집

비용지불

안전인증 강제성 감독관리상품을 기초로 함.
7.2 생산자 판매자 수입업자 의무사항

소량 조정

인증실시를 위한 필수조건 제공
인증획득 상품이 지속적으로 원칙에 부합되
도록 보장

Ⅷ. 강제성 상품인증제도 실시 및 과도기
일정

판매, 수입 상품이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해 상품의 질 보장

1. 새로운 제도 실시와 이전 제도 폐지

규정에 따른 마크 사용

새로운 제도는 2002년 5월1일부터 실시, 2003년

인증을 악용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불가

5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전 제도는 폐지될 것임

인증서와 마크 양도, 매매금지
품질 검사 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음
7.3 지정한 인증기관과 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사항

2. 신, 구제도의 적용 상품과 감독관리
2003년 5월 1일부터 모든 목록에 포함된 상
품은 반드시 강제성 상품 인증증서와 마크를
보유해야만 출고, 수입, 판매를 할 수 있음

규정에 따른 인증 실시

2003년 5월 1일부터 중간업자, 수입업자는

인증 결과에 대한 책임
상응하는 법률 책임이행
인증신청인과 인증상품의 상업적인 기술에
대한 절대 비밀보장
인증상품의 개발이나 자문서비스 제공 불가

Ⅶ. 제 1 그룹 강제성 인증상품 목

목록상품 중에서 새로운 인증서와 마크를 보
유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 수입 할 수 없음
2003년 4월 30일 이전에는 수입상품 안전품
질 허가증과 CCIB마크 혹은 안전인증 합격
증서 및 장성마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판매
하지 않는 목록상품에 대해서는 지방품질검
사기관에 통지한 후에 감독을 받고 지속적
으로 판매할 수 있음

1. 19가지 항목 분류

(9개 업종 : 전기

2003년 5월1일부터는 새로운 증서와 마크를

자, 전신, 자동차와 오토바이, 안전

보유하고 사용해야 함

소방, 보안, 농기계, 라텍스 제품, 타

만약에 이전 마크를 찍은 상품이 있다면 반
드시 새로운 마크로 교체해야만 출고, 수입,

2. 132 가지

판매를 할 수 있음

안전, EMC, 환경보호 요구사항

2003년 4월30일 이전에 이전 증서와 마크를

기존에 안전품질의 허가를 받은 수입상품과

가지고 있는 목록상품은 이전 증서와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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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새로운 마크와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신청인은 지정 인증기관에 신

만 출고, 수입, 판매를 할 수 있음

따라서, 이전의 증서와 마크 신청은 더 이상

2002년 5월1일부터 이전 인증증서와 마크가

수리되지 않음

있지만 이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2002년 4월 30일 이전에 이전의 증서와 마크

대해서는 이전 증서, 마크가 더 이상 출고,

신청인은
를 가지고 있는 목록 상품은 이전 증
서와 마정식으로 신청수속을 밟고 샘

수입, 판매를 위한 조건사항이 되지 않음

크 사용 신청을 할 수 있음

지정인증기관은 신청받은 상품
신청인에게 <신청서>

불합격

지정한 테
샘플 테스트 실

3. 인증 신청 수리

4. 기타 사항

합격

2002년 5월1일부터 국가인증 감독관리위원

이미 신청은 했으나 이전의 증서도 발급 받

회가 지정한 기관 (약칭 지정한 인증기관)을

지 못했고 이미 증서를 받은 목록상품은 신

통해 목록상품의 새로운 증서와 새로운 마크

청인의 신청과 지정한 인증기관의 조지정한
건에 부인증기관은 테스트, 보고서 심

신청을 수리함

합되는 여부가 확인되면 새로운 증서와 마크신청인은 지정 마크 관리기관

초기 공장심사

인쇄된 CCC 마크를 구매 혹

【 표 】강제성 상품의 인증 과정

CCC 마크를 신
인증을 얻은 공장에
상시 감독 감시를

증서는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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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받을 수 있음
상기한 새로운 증서와 마크를 부여받기 위해
서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에게 발생된 실질
항목 내용과 새로운 제도에서 규정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지불함

【 참고 】지방상의별 중국 CCC 인증제도 설명
회 개최 일정
장 소

일

시

아울러, 새롭게 적용되는 CCC마크에 대한 법률

인천 상의

5.14(화) 10:00

적 유권해석 사항, 기존 마크(CCEE마크 및 CCIB

수원 상의

5.14(화) 15:00

마크)에 대한 처리방법,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시

울산 상의

5.16(목) 15:00

장조사 등 사후관리제도 및 이에 대한 행정처분, 벌

창원 상의

5.17(금) 10:00

부산 상의

5.17(금) 15:00

서울 상의

5.21(화) 13:00

(CCC마크 대상품목 : 19개 품목군 132개 품목을

대구 상의

5.22(수) 10:00

포함)와 함께 공개하였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

구미 상의

5.22(수) 15:00

고, 이보다 구체적인 궁금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중

청주 상의

5.28(화) 10:00

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의 인터넷

대전 상의 (충남포함)

5.28(화) 15:00

춘천 상의

5.29(수) 14:00

전주 상의

6.4(화) 10:00

또한, 기술표준원에서는 지방소재의 CCC마크

광주 상의

6.4(화) 15:00

대상품목과 관련된 조합 및 수출입업체 등의 관계

여수 상의

6.5(수) 10:00

칙 등 참석자와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하여 입수한
자료를 정리하여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 ats.
go. kr) 공지사항에 중국 강제인증제도 설명회자료

홈페이지[www. aqsiq. gov. cn(사용가능) 또는
www. cnca. gov. cn(구축중)]를 직접 방문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를 대상으로 지방상공회의소별(광역지자체 16개
지역) 순회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함으로써 중국 제

♣

도변경에 따른 혼선 및 대중국 수출에 차질이 없도
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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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맛사지기 안전인증제도 개선

한국전 기제품 안전진 흥원 원장 김명 한
02) 573- 8587 mhk@esck.or.kr

1. 현 황

품명 : 전기맛사지기

가정용전기제품인 전기맛사지기는 1970년도에 개

이 제품은 전동기(모터) 또는 전자(電磁)방식

발, 생산보급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기용품

에 의하여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게 하는 전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만을 취득하여 생산,

제품으로서 사람의 어깨, 허리 등에 접촉시켜

판매하여 왔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사법에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의한 제조허가 대상품으로 확대하여 2001. 2. 1부

제품으로서 주로 가정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터 실시하고 있음.

있음.

따라서 2001. 2. 1부터는 전기맛사지기를 제조, 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전기맛사지기"를 "의

매하기 위하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

료용바이브레이타"라고 하여 "의료용구의 지정

인증과 약사법에 의한 제조업 허가 및 제조품목허

등에 관한 규정(식의약품 고시)"으로 지정하고

가를 모두 취득하여야만 생산, 판매가 가능함.

허가 대상상품으로 하고 있음.

이와같이 2개법에 의하여 유사한 시험과 절차를

- 전기맛사지기 : 인체에 진동 등 물리적 자극을

거쳐 이중으로 인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중복 규

가하여 경미한 근육통완화에 사용하는 기구

제로 인한 시간, 비용의 낭비와 불편을 가져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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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 규정 현황

구 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 전 인 증)

약 사 법
(제조업허가 및 제조품목허가 )

주무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목 적

전기용품의 생산, 조립, 가공, 판매 및 사용을 함
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서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
지함.
(법 제1조)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함
(법 제1조)
질병의 진료, 치료, 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
(법 제2조 9항)

승인(허가)근거
(대상제품)

인증(허가)
기관

시험기관
및 비용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이라 함은 구조, 사용방법

질병의 진료, 치료, 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

등으로 인하여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 산
업자원부장관이 정함.
(법 제2조제3호)

로 사용되는 기구기계 또는 장치(의료용구)로서 식
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함
(법 제2조 9항)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인증지정기
관 (법 제3조)
(제조업체 임의로 3개기관 中 택일 인증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
※ 법 제26조(제조업의 허가 등)에 의한 허가 관
청

상 동 (3개 인증기관)
- 인증료 : 60,000원
- 공장심사 : 200,000원
- 시험료 : 2,426,180원
계
: 2,686,180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의료용구의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등록)
에 의한 등록시험기관
- 시험기준 및 방법승인 : 30,000원
- 시험료
: 3,152,000원
- 공장심사
: 1,200,000원
- 제조업 및 품목허가
계

인증(허가)
소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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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 4,392,000원

45일
- 인증처리기간 : 15일

124일
- 시험기준 및 방법 승인(식의약청) : 59일

- 시험소요일 : 30일

- 시험소요일(등록시험기관) : 30일
- 제조업 허가 : 25일
- 제조품목 허가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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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리자의 건강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일반공산품 인 허가 요건에는 없는 사항임)

(1) 동일한 전기제품에 대하여 유사한 시험과 절차를
중복하여 안전인증과 제조업 허가 및 제조품목

4. 개선방안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므로 시간, 비용, 인력의 낭
비와 생산성 저하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개선방향

되고 있음. (2. 관련법규 현황 참조)

전기맛사지기(의료용 바이브레이타) 는 약사법
에 의한 제조허가 및 제조품목허가 대상에서

(2) 전기맛사지기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제외되어야 함.

안전인증 시험항목과 약사법에 의한 허가시험의

개선내용

내용이 동일함.

의료용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인증시험과 약사법

용구의 품목 및등급 지정) 별표1에서 A82010

에 의한 허가시험이 모두 제품의 사용상 안전

의료용 바이브레이타를 삭제함

을 위한 시험검사 항목임.

사유

(시험항목 비교표 참조)

- 동일 유사한 행정규제를 정부가 이중으로 중
복 실시하므로 생산업체에 대한 과부담(비용,

(3) 약사법에의한 허가시험 내용에약사법 목적에 의
한 시험 즉 질병의 진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내용이 없음.

시간)과 불편(중복 유사 행정)을 초래함.
- 전기맛사지기는 70년대에 국내 개발되어 20여
년 생산 보급되고 있으며, 현재의 품질은 상당
한 발전을 이룩하였고 또한 WTO권고 등 국

(4) 또한 전기맛사지기는 일반 가정용제품임에도 약

제적 흐름이 정부 강제 규제에서 자율적 규제

사법에서 의료용구로 분류하여 규제함으로써 의

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동일 유사한 사안

료용구업계(의료용소독기 등 병원용품)만이 필요

을 정부가 중복 규제하는 것은 전기맛사지기

한 사항을 전기맛사지기 제품에도 강제규제하고

산업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있음. (허가요건)

-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 7. 1)으로 제조자의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피해보상과 자기책임을 강화하여 제조자가 스

제조관리자의 건강진단서

스로 제품안전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이행토
록 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이중의 행정규제를

※ 전기맛사지기는 일반 공산품으로서 허가요건
에 특별히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또는 제조관

추가 실시하는 것은 기업 및 정부 모두에 바
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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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비교표
구

분

중복
(또는 유사)
시험항목

중복되지
않는
시험항목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

약

사

법

(제조업허가 및 제조품목허가)

비고

- 구조, 재료, 부품 및 동작상태
(구조, 재료, 부품에 대한 안전과 제
품의 동작상태)

- 외장 및 보호덮개시험
(외장 및 보호커버의 안전)
- 구조적 안전시험
- 전압 및 에너지제한 시험
(잔류 전압 측정)

- 안전장치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내부배선,
단자, 절연거리)

- 안전장치

- 이상운전
(전원변동 등 이상 조건시험)

- 전원변동시험

전원변동에서의
출력 제한

- 누설전류
(누전방지 기능)

- 누설전류

누전방지 기능

- 절연내력
(과전압 보호기능)

- 내전압

과전압 보호기능

- 과열시험
(온도상승, 이상온도)

- 과열시험

온도 상승

- 기계적 강도, 안전성과 기계적 위험
(외부의 물리적 힘에서의 안전성)

- 내압력, 내충격 시험

외부의 물리적 힘에
서의 안전성

- 입력 및 전류 (소비전력)

- 전원입력시험

소비전력

- 내습성 (습한 상태에서의 내성)

- 방습방수시험

습한 상태에서의
내성

- 전자파장해

- 전자파장해

- 내구성 (제품의 사용 수명)

- 소음시험
(소음기준치 측정)

- 내열성, 내화성, 내부식성
{외부열악조건(온도,습도등)에서 부식
방지 등 안전성}

- 회전 속도시험
(전동기 회전속도 측정)

과전류 차단기능,
운전 정지 기능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약사법에 의한 시험항목이 모두 전기제품에 대한 사용상 안전에 관한 시험(사
용자의 안전성 확보)임.
종 합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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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약사법에 의한 시험항목중 약사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진료, 치료, 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
으로 하는 시험항목이 없으며 회전속도 및 소음측정 항목은 그 시험내용이 타 시험항목과 상관관계
가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특성 확인 가능함. 또한 약사법에 제품의 내구성 및 내환경성에 관한 시험항목
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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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 업체당 평균 22백만원 손실절감
- 4,392,000원/건당× 5모델× 15업체

(1) 정부행정의 효율증대
중복규제를 단일화하므로 정부 행정서비스 향
상, 인력절감 및 예산절감에 기여

제품 출하기간 단축 : 제품별로 출하시기를 각
각 2개월 이상 단축
- 124일(약사법에 의한 허가 소요일) - 45일(안

전기맛사지기 제조업체에 대한 신속한 행정편

전인증 소요일) = 79일

의 제공으로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정부의 신뢰

중복되는 시험 및 허가 폐지로 관계 서류작성

증진.

등 불편 해소

(2) 인증(허가)제도를 단일화하므로 인력비용 및
시간 절약

절약된 인력, 비용, 시간을 품질 및 생산성향상
에 재투입하므로 품질개선과 국제경쟁력 향상

연간 329백만원 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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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안전검사 및 해양오염방지자재
형식승인
한국기 기유화 시험연 구원 품질보 증팀 과장 최완 규
02) 543- 3710 wang@mpi.or.kr

안전검사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의거소비자의생

(1) 유해물질함유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
(2) 휴대용 동력예초기용 회전절단날

명,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 훼손

(3) 이륜자전거

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

(4) 가정용 헬스기구(달리는 운동기구, 고정식 자

산품을제조하는자또는수입하는자는출고전, 통관
전에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공산품 안전검사
안전검사합격증서번호 :
공산품명 및 모델명 :
검사기관 :
안전검사일 :

대상품목
1. 기존품목('01. 7. 1 시행)
(1)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
(2) 부동액(방식제류 포함)
(3)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2. 신규품목('02. 01. 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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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종합운동기구)

절차
안전검사 모델별 신청(출고전, 통관전)
시료 제공
제품 시험
안전검사 결과통보

합격시
안전검사 표시
유 통
연 1회 이상 유통상품 등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출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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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구비서류

산품의 경우에 한함)
※ 정기검사절차
정기검사서면통보(모델별) 신청 출장검사

1. 안전검사 신청
(1) 신청서 2부

제품검사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제품설명서

시료채취

☞ 수수료, 시료제공
※ 재검사시 -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 사본
1부 및 (2-3 서류)

결과통보

안전검정제도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2.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신청

의거 안전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

(1) 신청서 2부

산품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우리

(2) 제품카다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연구원에서 해당 검사기준에 따라 엄격한 제품검사를

(3) 안전검사에 합격한 공산품과 동일 모델임을 증

실시하고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안전마크를 표시하는

명하는 서류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검사제도입니다.

(안전검사합격증서 사본 또는 안전검사 결과통
지서 사본 1부)

대상품목
(1) 자동차용 휴대용 잭

3. 안전검사 시료확인신청(수입품에 한함)

(2) 빙삭기

(1) 신청서 2부

(3) 유해물질함유화학제품(왁스)

(2) 제품 설명서

(4) 합성세제

☞ 통관전 검사이므로 시료통관용
4. 안전검사 면제확인신청
(1) 신청서 2부

절차
안전검정 모델별 신청

(2) 연구개발용도로사용되는것임을증명하는서류
(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 공
산품의 경우에 한함)

시료 제공

(3) 외국의 안전검사 기관의 검사증명서
(법 제10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 공

제품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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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수한 자재 및 약제로 방제를 실시토록 하여 신
안전검사 결과통보

합격시
안전검사 표시

속한 해양오염처리로 수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호하
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품목
(가) 오일펜스(A형, B형, C형)

유 통

(나) 유처리제(일반형, 농축형)
(다) 유흡착재(매트형, 쿠션형, 롤형, 로프형, 붐형)

연 1회 이상 유통상품 등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출장검사)

(라) 유겔화제(액상형, 분말형)
(마) 기타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
양오염방지제재

해양오염방자재 및 약제의 형식승
검정이란?
해양에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이에 사용되는 주요 해양오염방지자재
·약제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검정을 실시하여 반응

형식승인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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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업무절차
형식승인을 득한 제조업자가 검정을 받고자 할 때
에는 검정신청서 및 소정의 검정수수료와 함께 유화
품질보증팀에 제출합니다.

유관기관 칼럼

업무처리절차도

검사처리기간 및 검사수수료
처리기간
및 수수료
목

검사처리기간
검정수수료
생략검사시

전항목검사시

유처리제 및 유겔화제

4일

6일

1,000원/ 18ℓ

유흡착재

-

4일

1,000원/ 10kg

오일펜스

-

3일

1,000원/20m

품

(주) : 생략검사란 검사기준에 명시된 검사항목 중 시험소요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검사항목만 행하는 검사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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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용 자재 ·약제의 보관
형식승인업체는 제조사업장(당해 자재·약제가 수
입품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에 성능시험을 받

(다)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라)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제조번호
(마) 제조자의 성명 또는 명칭

은 자재·약제를 표본용으로 보관하여야 함.

사후관리
형식승인 제품에 품질 표시하여
사항
(가) 형식승인 번호
(나) 품명, 규격, 종류

검정을 행한 자재·약제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성
능시험 기준 및 검정기준에 적합 한지의 여부를 검사
하여 품질의 수준을 유지시킵니다.
☞ 담당부서 및 연락처
유화 기계품질보증팀 : 전 화 02) 512- 1620

사후관리 업무절차

FAX 02) 543-3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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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기술명

자기장을 이용한 지하매설배관의 위치측정 기술

업체명

(주)이우 TEC

주요 개발내용
지하매설된 관로의 위치를 탐지할수 있는 기술중 영구 전원이 필요 없는 유일한 소재 인 자기를
이용한 탐지기술 개발.
정량·정성적으로 자 기 어레이를 측정해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탐지.
정보마커에 영구전원이필요없이 정보를 독취할수있는 RF(Radio Frequency)기술을 이용하여관
로정보를 송수신·저장 정보를 독취

제품명

대규모 동시접속 처리용 웹서버(WebtoB)

업체명

(주)티맥스소프트

주요 개발내용
웹서버 엔진의 Request 처리와 Service 처리를 별도로 분리한 분산프로세스 제어기술로 사용자
접속 증가에 따른 실행 오버헤드를 최소화 함
소프트웨어에 의한 Multi-Node를 지원하여 서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
CGI를 대체하는 독자적인 Web API 기술로 서비스 처리 성능을 극대화
서버의 물리적인 다운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하는 Fail Stop 기능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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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C언어로 설계된 ASIC의 기능검증용 에뮬레이터

업체명

(주)다이나릿시스템

주요 개발내용
IC를 모델링한 C언어 코드가 H/W와 신호를 입출력을 가능하게 하는 자체기술로 C언어를 사용
한 에뮬레이터를 개발, ASIC의 기능(Function)을 타겟보드와 연결하여 검증하는 에뮬레이터임
기존의 설계방법과비교해 RTL과게이트 레벨의설계과정 없이에뮬레이터로 검증하므로상당한
설계기간을 감축시킬 수 있는 신개념의 기술.

제품명
업체명

장치독립 유무선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주)엠씨글로벌

주요 개발내용
기존 제품들이 워키토키방식의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인 반면에, 각 사용자가 동시에 발언하여도
음성을 믹싱하여 동시에 여러 사람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음.
일반전화나 핸드폰 및 PDA로 회의 참석 가능하며, 자체개발한 MEPG- 4 기반의 영상압축, 알
고리듬을 사용하여 압축률을 향상 시키고, QOS(Quality Of Service) 기술을 적용
이동성이 뛰어나 사용이 용이하고, 시스템의 Component화로 이식성이 뛰어남.

제품명

환경친화성 Lyocell섬유 제조기술

업체명

(주)한일합섬

주요 개발내용
친환경적인 제조공법
- 이황화탄소(CS2 ) 등 유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시 사용되는 용매를 전량 회수하여 재사
용, 고농도의 용매와분말화된 펄프를사용하여 기존공정에서 12시간소요되는 방사하며, 용액 제
조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
- 비스코스레이온섬유 대비 400%이상 증가된 습윤강도로 인하여 물세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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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405 nm UV 형광-LED

업체명

(주)이츠웰

주요 개발내용
405 nm LED Chip 성능향상
405 nm에서 여기 발광하는 적색, 녹색, 청색 형광체 개발
다양한 색상 구현을 위한 형광체 혼합기술
발광 효율의 최적화를 위한 도포기술

제품명
업체명

마이크로머시닝 기술을 이용한 저전력형 알코올센서
(Low- power Alcohol Sensor using Micromachining Technology)
세주엔지니어링(주)

주요 개발내용
반도체미세가공기술을 적용하여 초소형으로 생산하여 열용량 및 열손실이 낮아 타 센서에 비하
여 소모전력이 낮음.
열용량이 작아 히터전력이 공급되는 즉시 동작 가능하며, 벌크형 세라믹물질을 사용하여 감지특
성이 우수하고, 반도체공정을 이용한 Batch 공정으로 생산

기술명

잠금장치 구조의 콘센트 안전장치

업체명

진아SPS(주)

주요 개발내용
규격화된 플러그가 아니면 삽입이 불가능한 , 국내 규격(KSC8305)의 각종 콘센트(4.8mm)용 안
전장치
전세계 사용되는 매입형 콘센트, 노출형 콘센트 및 멀티탭용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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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교량 반력 및 변위 측정 장치

업체명

(주)케이알

주요 개발내용
구조물용 반력 측정장치 개발.
반력 및 3방향(X, Y, Z) 변위, 온도 측정을 통한 구조물 분석 시스템.

제품명

스토퍼 일체형 조립식 문틀

업체명

(주)정화

주요 개발내용
제품의 단순화(2조각)로 시공성의 향상, 편리성 및 경제성이 우수하고 시공 도중 설계변경 등으로
콘크리트 벽체 두께가 변경되어도 가변적으로 길이조절이 가능
스토퍼 일체형으로 강한 충격에도 분리, 이탈의 염려가 전혀 없고, 공기층 가스켓이 부착으로 문
의 개ㆍ폐시 충격소음흡수, 방음효과, 내구성 및 안전성이 우수함
시공시 표면에 못이나 타카핀 사용 흠집 없이 시공하므로 외관이 미려함

기술명
업체명

다형 EDGE 로타리밸브를 이용한 속도감응형 Power Steering의 제어기술
(주)만도

주요 개발내용
자동차 운전중 방향전환시 전륜 바퀴의 방향을 제어하는데 있어 차속에 따라 차별화된 조타력을
제공하는 System으로써 주·정차시에는 가벼운 조타력을 제공하고 운전자의 편의성을 제공하
고, 고속 주행 시에는 무거운 조타력을 제공하여 운전자의 안정감을 제공
차속 Sensor,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Power Steering Gear Box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제어장치(ECU), 비례유량제어밸브, 유압제어밸브, 제어 알고리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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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제품명
업체명

고압용 3중편심 메탈시트 버터플라이 밸브
(사용압력 : 15MPa이하, 호칭지름 : 300mm이하)
범한금속공업(주)

주요 개발내용
3중편심형 메탈시트(석유화학 및 발전설비용) 구조를 갖는 버터플라이 밸브임.
3중 편심형 구조로 설계함에 따라 작동 토오크를 향상시켰으며, 마모를 저감시키고, STS와
Graphite 겹판구조로 제작된 Laminate 실링을 채택함에 따라 고압에서누설이 없는 구조임.

제품명

용융 아연도금로용 초경합금 하우징

업체명

건우초경(주)

주요 개발내용
기존의스텔라이트보다특성이우수한초경합금으로대체하여사용수명을5배이상향상시킨제품임
초경합금의 결합제(binder)를 Co에서 Ni로 대체 - 부식성 개선
탄화물 합금성분 및 예비소결시 탄소 제어 기술 개발 - 내마모성 향상
사용수명이 5배 이상 향상되어 교체비용(7천만원) 절감 및 생산성 개선

제품명

필터여과식 노면 청소차량의 청소장비시스템

업체명

신정개발

주요 개발내용
비산먼지를 줄이는 싸이크론 기능과 2차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적재함 내부 필터링
기능과, 먼지발생을 억제하는 살수기능 및 이송된 오물에 포함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장치로
서, 습건식 겸용사용으로 겨울철 작업이 가능.
브러쉬 각도 조절장치에 의한 효율적으로 청소 용이하고, 플랩 자동열림 장치기능으로 큰적재물
등을 흡입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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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고속 도비기(최대 900 rpm)

업체명

서부기계공업(주)

주요 개발내용
신청제품은 도비 최대회전수를 기존제품 750rpm에서 900rpm으로 향상되게 개발하여 제직시 직
물 생산량을 34% 증대
리프팅 방식을양방향 인장방식에서 단방향 인장방식으로 개선하였고, 가동 효율을 95%로 향상

제품명

발포알루미늄 흡음판넬

업체명

(주)폼텍

주요 개발내용
발포알루미늄을 이용한 방음벽(차폐재 + 발포알루미늄)은 경량, 우수한 흡음특성, 내구성 유지관
리, 재활용 등 환경 친화적 제품
우수한 흡음 특성과 물청소가 가능할 정도의 내습성을 가지며, 또한 인체에 유해한 분진 등의 발
생이 전혀 없음.
발포알루미늄은 자체 강성이 있기 때문에 방음벽 후면판의 굴곡이 없어도 무방.

제품명

링크식 자동 제진기(인양능력 4.9kN 이하)

업체명

중앙종합기계(주)

주요 개발내용
링크시스템에 의한 구조의 단순화로 고장요인 최소화 및 유지보수성 개선
더블 암 방식에 의한 레이크 지지구조로 개선함으로서 비틀림을 방지하고, 인양능력 및 작업능
력을 향상(인양능력 2배, 작업능률 약 4배 향상)
이상협잡물 자동제거기능 적용으로 가동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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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점퍼와이어 자동삽입기

업체명

(주)프로써트 (Prosert Co.,LTD)

주요 개발내용
점퍼와이어를 이송시켜주는 장치 개발
이송된 와이어를 절단 절곡 및 삽입시켜주는 장치개발
인쇄회로기판을 X- Y축으로 삽입할 좌표에 따라 이송시켜 주는 장치개발

제품명

평면 공기 매트

업체명

만 투 산 업(주)

주요 개발내용
입체구조의 공간직물을 위한 평직제직기의 개량기술로, 16cm의 연결사 제직(30cm 목표)으로,
거의 완전 평면의 표면이 형성되며, 내압성능이 우수(3.0kgf/㎠)
TPU코팅 및 접합기기의 개량기술로 내마모성 및 내한성 향상

제품명

오디오 무선송신기

업체명

(주)표정밝은세상

주요 개발내용
Pre-Emphasis, Limiter, Low Pass Filter 등 음질보상회로를 내장하여 S/N비 및 주파수특성
이 우수한 음성스테레오신호 RF전송
PLL Synthesizer방식 채택으로안정된RF송신출력 확보및혼선 발생시사용주파수변경을 위
한 주파수선택 기능
Loop Antenna Impedance Matching 기술개발 등으로 5～7m 송신거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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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디지털 누전경보기

업체명

디 이 시 스 (주)

주요 개발내용
신청제품은 실시간(년, 월, 일, 시, 분, 초) 단위로 10회까지 누전량을 저장할 수 있어 누전으로
인한 사고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제품임.
신청제품은 최대 32회로를 감시할 수 있음.
신청제품은 경보장치가 있어 전력회로의 관리가 용이.

GR
제품명

부산물 비료(퇴비)

업체명

동남미생물화학산업

주요 개발내용
축분, 톱밥,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자원재활용하기 위해 혼합, 1,2차 발효과정을 거쳐 생산하
는 시스템
버섯페배지 톱밥을 약 20％ 사용함으로써 생산공정 단축
로타리식교반기 1대와 7대의 Blower를 설치하여 필요한 공기의 공급과 발효온도(70℃)를 유
지하면서 당, 셀룰로오스, 리그닌 등을 분해시킴
호기성미생물을 투입하여 발효촉진 및 퇴비품질 향상
제품명

재생고무매트(일반매트)

업체명

(주)그린코리아

주요 개발내용
산업폐기물인 폐타이어 분말 76%와 규사 16%를 일액형 Polyurethane계 열가소성수지 및 안
료를 사용하여 성형한 재생고무매트
기존 제품과는 다르게 규사를 사용하여 제품의 휨 및 뒤틀림을 방지하고 낮은 바인더의 함량으
로 우수한 물성 구현 및 가격경쟁력을 높인 제품 생산
콘크리트 바닥재 보다 우수한 충격흡수 효과
형상디자인의 고안을 통한 미그럼성 및 배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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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재생플라스틱 배수로(500mm이하,2종,C형)

업체명
삼전산업(주)
주요 개발내용
아파트단지, 주택단지 및 주차장뿐만 아니라 각종 농업용 관개용수로 등에서 빗물 또는 하수
의 배수를 목적으로 재생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성형한 제품으로 기존의 시멘트 콘크리트 배수
로의 대체품임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금형설계기술 확보
사출 및 압축시스템의 자체운전기술 확보
생산설비의 자동화 구축에 따른 제품 신뢰도 확보

제품명

재생 합성수지제 제설 모래함(2종)

업체명

삼전산업(주)

주요 개발내용
폐플라스틱을 주소재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강화제, 충전제 등을 가하여 성형한 것으로, 동절기
적설에 의한 결빙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설용제를 비축하는데 사용되는 재생 합성
수지제 제설 모래함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금형설계기술 확보
사출 및 압축시스템의 자체운전기술 확보
생산설비의 자동화 구축에 따른 제품 신뢰도 확보

제품명

재생플라스틱 비탈면 보호블록(1종)

업체명

(주)나노텍코리아

주요 개발내용
택지조성, 도로현장 등성·절토의 비탈면에 빗물로 인한 토사의흘러내림 방지와 비탈면의
슬라이딩 방지를 위하여 폐플라스틱을 주소재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강화제, 충전제 등을 가
하여 성형한 재생플라스틱 비탈면 보호블록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금형설계기술 확보
사출 및 압축시스템의 자체설계기술 확보
생산설비의 자동화 구축에 따른 제품 신뢰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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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업체명

재생플라스틱 흙막이 판
(2군,휨하중 무공 6,970N이하 유공 5,920N이하)
(주)한국토류판

주요 개발내용
도로건설공사, 지하철공사 등 낙석과 토사가 침하되고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혹은 반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가설용 재생 플라스틱 흙막이 판
내부 보강재로 금속을 사용하여 요구 휨강도를 만족시키는 제품 설계기술 확보
사출 및 압축시스템의 자체설계기술 확보
생산설비의 자동화 구축에 따른 제품 신뢰도 확보

부품 ·소재신뢰성
제품명

공장자동화용 중형 공기압실린더

업체명

(주) 한 화

주요개발내
공장자동화 등 각종 생산라인의 자동화시스템 구축시 사용되는 핵심제품
실린더 사양 :

- 피스톤 직경 : 63mm
- 로 드 직 경 : 20mm
- 스 트 로 크 : 250mm
- 최고 사용압력 : 0.99 MPa
- 피스톤 속도 : 50～1000 mm/ sec

수명평가시험으로 신뢰수준 90%에서 1,011 km(MTBF) 보증 결과 획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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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기(PLC)의 데이터전달 특성 연구
Study for test s of PLC data transmissibility

자동화부품과 공업연구사 조영돈
02) 509- 7353 ydcho@ats.go.kr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세계화로 이어져 각국의 기술보호 및 이익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분야의
연구,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에서 기술선진국에 비

최근 각 제조업체에서의 공장자동화(FA :

하여 낙후된 것은 사실이나 지난 20여년동안 꾸준

Factory Automation) 또는 컴퓨터 통합생산

한 노력으로 부분적으로는 선진국의 수준에 있는

(CIM : Computer Integrated 대한 관심이 증대

분야도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에 의한 제품의 생산

되고 있다. PLC(Programmable Logic Contr-

에 노력을 많이기울인 반면 이들에대한 규격화에

oller)는 자동차생산라인의 릴레이 제어반을 대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

하기 위하여 처음 개발됐다. 초기에 Manufac-

서 지난 기간동안 제품개발을 통하여 모아진 여러

turing)에는 단순제어 수준이었지만, 이후 전자 전

사항을 바탕으로 국내의 규격화를 추진하고 이 규

기 반도체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면서 PLC의

격을 바탕으로 국내제품의 향상 및 국제규격에의

기능이나 성능이 함께 급속히 향상돼 DCS (Di-

반영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stributed Control System)가 전담하던 process
제어까지 담당하는 등 최근 PLC는 산업자동화분

1) 국내현황

야의 핵심컨트롤러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1980년대 초부터 국내시장에 도입되기 시작한

또한 제품이 소형화되면서 자판기, 놀이기구제어,

PLC는 국내에서 지속적인 시장성장과 기술개발을

오락기 등 비FA분야로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져왔다. 특히 1987년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지

것이 현 PLC의 특징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정되어 1997년 해제될 때까지 주로 일본업체와 기

외국의 여러나라는 PLC를 비롯한 제어기기에 대

술제휴를 통한 국내 대기업들의 PLC시장이 적극

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술의

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내 생산업체는 순조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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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신장과 자체개발 모델들을 발표해왔다. 그속에

상되고 있으며, 이렇게 미미한 성장률은 당분간 계

서 국내 PLC시장은 지난 95년 1,000억원대의 시

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1999년에 56억달러를 보였

장규모를 보이며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지난 96년

던 세계PLC시장(S/W, 서비스포함)은 2000년에

1,100억원대로 PLC의 국내 사업 시작이래 최대의

58억달러, 2001년에는 59.7억달러, 2002년에는

시장을 형성했다. 그러나 97년부터 감소세를 보이

61.6억달러를 예상하는 등 성장률이 점차 둔화될

기 시작하여 국내경기의 침체, IMF등의 영향으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PLC시장을

98년에는 500억원대 시장으로 급속한 추락을 보였

주도해왔던 하드웨어판매가 성장평균률에 미치지

다. 이후 99년 하반기부터 국내의 경기가 조금씩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PLC의 수요가 점차 증가

하드웨어의 판매가 감소하는 대신 개별 I/ O, 오퍼

해 지난해에는 1,000억원 대의 국내시장규모로

레리터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등의 시장이 확대

PLC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PLC시장은 LG산

되고 있는 추세로 향후에는 이 부분이 PLC공급의

전,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모델을 중심으로 국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초 필드버스에

시장에서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추구하고 있으며,

대한 IEC의 국제규격이 제정되어 이들을 적용한

지멘스, 로크웰오토메이션 등도 상당규모의 시장확

PLC의 공급확대가 예상되며 IT(Information

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시장은 6 :4 정도로

Technology)분야의 네트웍과 연계한 연구가 진행

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가 제품을 공급했으며, 외국회

되고 있다.

사가 S/W 및 네트웍을 다양하게 적용한 제품을
바탕으로 시장규모를 확대하리라 예상된다.

1. 2 연구목적

이러한 빠른 제품의 발전속도 및 시장규모에 비

PLC는 로봇, 공작기계는 물론 공장자동화, 수처

하여 생산제품에 대한 시험평가 방법은 국내의 기

리장치, 전력제어장치, 빌딩제어장치 등 산업전반

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아 각각의 제조회사에서 제

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자동화를 위한 핵심장

품의개발 및 생산을위한 자체의 평가방법이나외

치로 사용되어 널리 보급되어 있다. PLC는 제어를

국 규격을 적용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러 종류의
제어기기와 연계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음에

2) 외국현황

따라 여러가지 조건에서 데이터의 안정된 상호교

아직 국내에서 PLC의 수출규모가 미약하여 구

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평

체적인 시장규모 등의 자료에 대한 정리사항은

가 항목 및방법이 제조회사별로 수행됨에따라 중

미약한 형편이다. ARC(Automation Research

요사항에 대한 생산제품별 비교가 어렵고 객관적

Cooperation)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PLC시장은 연

인 자료로서 평가될수 없음에 따라다양한 조건에

평균 2.7%대의 꾸준한 시장확대를 보일 것으로 예

서 데이터전달 및 제품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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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들에 대하여 시험·평가 규격을 확립하
여 PLC성능평가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2 PLC의 특징
PLC의 기능이 다양함에 따라 이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채택은 당연하며

1. 3 연구내용

이와 같은 마이크로프로세서는 8, 16, 32비트로 다

국내 PLC생산업체에서 PLC의 시험평가를 위

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타이머, 카운터, 인터럽트

한 평가기준 및 생산제품의 주요항목에 대한 시험

컨트롤러 등 다양한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 추세이

평가결과와 산업기기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

기 때문에 PLC의 요구조건을 구현하는데 많은 진

는 IEC61131(프로그래머블 콘트롤러)의 기준을

전을 보여왔다.

비교하여 PLC의 성능평가를 위한 기준을 확립토
록 한다.

1) 고기능화
(1) 인력을 감소하기위해 전자동화가 필수적으

제 2 장 PLC의 특성
2. 1 PLC의 정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란, 종
래에 사용하던 제어반 내의 릴레이타이머, 카운터
등의 기능을 LSI, 트랜지스터 등의 반도체 소자로
대체시켜, 기본적인 시퀀스 제어기능에 논리연산기
능과 수치연산기능을 추가하여 프로그램 작성에
의해쉽게 제어가 가능하도록한 자율성이 높은제
어장치이다.
미국전기공업회규격(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에서는 디지털
또는아날로그입출력 모듈을통하여로직, 시퀀싱,
타이밍, 카운팅, 연산과 같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가능한 메모리를 사용하고,
여러 종류의 기계나 프로세서를 제어하는 디지털
동작의 전자 장치 로 정의하고 있다.

로 수반되며 PLC와 컴퓨터가 테이터를 교
환해야 한다.
(2) 단순한 시퀀스처리와 비교연산 등의 고기능
명령이 요구된다.
(3) 수 KM까지 멀리떨어져있는 제어대상을 제
어해야 한다.
(4) 각각의 공정에 대한 진행정도를 CRT나 모
니터 패널 및 프린터 등으로 감시해야 한다.
(5) 입출력기기가 스위치나 램프에서 터치방식
등에 의한 MMI(Man- Machine Interface)
기능이 요구된다.
(6)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어를 했던 것을 A/D,
D/A 변환기를 이용하여 디지털 제어가 요
구된다.
(7) PLC에 대한 자기진단기능을 요구한다.
2) 다기능화
PLC의종류와특징은표1.1과같이크게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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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P LC의 종류와 특징
종 류

초소형

소 형

중 형

대 형

초대형

입출력
점 수

32점
미만

128점
미만

5 12점
미만

2048점
미만

2048점
이상

프로그램
용랑(Ste p)

0.5～2 K

4～6 K

8～ 16 K

16～32 K

32～5 12 K

데이터
용량(Byte )

수 백

수 천

수 만

수십만

수백만

처리속도

수십uS

수uS

1～0.2uS

0.2～0.1uS

0.1～0.05uS

구 조

박스형
(일체형)

박스형
(일체형)

빌딩
블럭형

빌딩
블럭형

빌딩
블럭형

이상과 같이 분류되는 PLC에는 각각이 고유기
능이 있으며, 이는 가격과 성능의 대비를 잘 조화
해야만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 대규모의
플랜트를 제어할 경우에는 PLC제조사의 엔지니어
링을 지원받게 되지만 중형이하의 기종을 응용하
는 시스템에는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래밍과 디버
깅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PLC가 출현할 당시에는
단순한 디지털 입력과 출력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기하급수적으로 디지털 입력과 출력이 늘
어나 수 만점에 이르고 있고, 아울러 아날로그를
이용한 디지털 처리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아날

(1) 중앙(CPU)처리기능
- 비트처리기능 : 논리연산, 기억, 이동, Timer/
Counter
- 확장기능 : 코드변환, 비교연산, 사칙연산, 함
수연산, 데이터 조작
(2) 입출력 제어기능
- 입출력기능 : 디지털 입력, 디지털 출력, 펄스
입력, 아날로그 입출력
- 시스템 인터페이스 : 전송 인터페이스, 통신기
능, CRT 인터페이스, 위치결정
- 제어기능 : PID 제어기능

로그 인터페이스 유닛, 고속카운터 유닛 위치제어
유닛, 등 매우 많은 유닛이 있기 때문에 제어대상

2. 3 PLC 의 구성

에 따라 적절히 유닛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아

(1) 전체 구성

울러 기능면에서도 다양한 면을 다음과 같이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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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앙처리장치(CPU), 외부기기와의 신호를 연

되는 영역으로 제어 내용이 프로그램 완성전이나

결시켜주는 입·출력부, 메모리부, 각부에 전원을

완성후에도 바뀔 수 있으므로 RAM이 사용된다.

공급하는전원부, PLC내의메모리에프로그램을기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고정이 되면 ROM에 써넣어

록하는 프로그래밍 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ROM운전을 할 수 있다.
데이터 메모리는 입·출력 릴레이, 보조 릴레

(2) CPU 연산부(중앙 처리부)
PLC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해독하여 처리내용을
해독하여 내용을 실행한다. 이 절차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반복되며 모든 정보는 2진수로 처리된다.

이, 타이머와 카운터의 접점 상태 및 설정값, 현재
값 등의 정보가 저장되는 영역으로 정보가 수시로
바뀌므로 RAM영역이 사용된다.
시스템 메모리는 PLC 제작회사에서 작성한 시
스템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영역이다. 이 시스템 프
로그램은 PLC의 기능이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

(3) 메모리부
① 메모리 소자의 종류

한 프로그램으로, PLC제작회사에서 직접 ROM에
써넣는다.

IC메모리 종류에는 ROM과 RAM이 있으며
ROM은 읽기 전용으로, 메모리 내용을 변경할 수

(4) 입·출력부

없다. 따라서, 고정된 정보를 써넣는다. 이 영역의

PLC의 입·출력부는 현장의 외부기기에 직접

정보는 전원이 끊어져도 기억 내용이 보존되는 불

접속하여 사용한다. PLC 내부는 DC+5(V)의 전

휘발성 메모리이다.

원(TTL 레벨)을 사용하지만 입·출력부는 다른

RAM은 메모리에 정보를 수시로 읽고 쓰기가
가능하여 정보를 일시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나,
전원이 끊어지면 기억시킨 정보 내용을 상실하는
휘발성 메모리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RAM영
역 일부를 배터리 백업에 의하여 불위발성 영역으
로 사용할 수 있다.

전압 레벨을 사용하므로 PLC 내부와 입·출력의
접속은 시스템 안정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PLC의 입·출력부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① 외부기기와 전기적 규격이 일치해야 한다.
② 외부기기로 부터의 노이즈가 CPU 쪽에 전
달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절연을

② 메모리 내용
PLC의 메모리는 사용자 프로그램 메모리, 데이
터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등의 3가지로 구분된다.
사용자 프로그램 메모리는 제어하고자 하는 시스
템 규격에 따라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저장

위한 포토 커플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③ 외부기기와의 접속이 용이해야 한다.
④ 입·출력의 각 접점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
야 한다. 입력부는 외부기기의 상태를 검출
하거나 조작 판넬을 통해 외부장치의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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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지시하고 출력부는 외부기기를 움직이거

회)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TC65(공업

나 상태를 표시한다.

용 프로세스 계측제어 기술 위원회)의 회의에서프
로그램어블 컨트롤러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작업
을 추진하는 WG6(Working Group 6)가 인가되

2. 4 PLC의 규격

어 1982년에 정리한 제 1차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
처음 PLC가 만들어지고 난 후 여러 나라에서는

을 수렴하여 1983년에 정리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각기 자신들의 사양을 설정하고 각기 다른 PLC언

만들어진 것이 IEC61131 이 되었다. IEC61131은

어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었고, 이는 서로 다른

총 5가지의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의 부분

제조회사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

에 대한 개요를 표2와 같이 정리하였다.

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를 전세계적으로 통일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국제규격의 언어를 표준

2. 5 PLC 의 적용분야

으로 제정하게 이르렀다. PLC에 대한 규격을 제정

설비의 자동화와 고 능률화의 요구에 따라 PLC

한 나라는 미국이며, 1976년 6월에 미국 전기 공업

의 적용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공장 자동화와

회(NEMA)규격 Part ICS3- 304 "Programmable

FMS(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에 따른

Controller"가 발행되었다. 또한 서독에서는 3년

PLC의 요구는 과거 중규모 이상의 릴레이 제어반

후인 1979년 DIN19240을 제정하였으며, 프랑스에

대체 효과에서 현재 고기능화, 고속화의 추세로 소

서도 1980년 NFC63850으로 PLC(PC)의 규격을

규모 기계에서 대규모 시스템 설비에 이르기까지

제정하였다. 그리고 1979년에 IEC(International

적용되고 있다. 표3은 PLC제어 대상에 따른 적용

Electrotecnical Commision : 국제 전기 표준협

분야를 나타낸 것이다.

【 표2 】PLC의 국제 규격에 대한 개요
구

분

PART 1
PART 2
P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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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용어의 정의
장치의 요구되는 기능 및 시험조건과 시험방법 등이 있으며 P LC의 기
능 및 품질보증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PLC사용자의 프로그램 언어를 정의하며 언어의 표준화를 통해서 사용
자의 소프트웨어의 통일을 주요목적으로 다룬다.

PART 4

사용자 지침으로 P LC 시스템을 구축할 때 주의할 점을 다룬다.

PART 5

통신(Me s s a ging Se rvice )에 관한 것으로 P LC 시스템의 통일된 네트웍크
에 대하여 정의하며, 궁극적으로 타 기기와의 통신도 중간메체없이 가
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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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P LC의 적용분야
분

야

식료 산업

제

어

대

상

컨베이어 총괄 제어, 생산라인 자동 제어

제철, 제강 산업

작업장 하역 제어, 원료 수송 제어, 압연 라인 제어. 하역 운반
제어

섬유. 화학 공업

원료 수입 출하 제어, 직조 염색 라인 제어

자동차 산업

전송 라인 제어, 자동 조립 라인 제어, 도장 라인 제어, 용접기
제어

기계 산업

산업용 로봇 제어, 공작 기계 제어, 송·배수 펌프 제어

상하수도

정수장 제어, 하수 처리 제어, 송·배수 펌프 제어

물류 산업

자동 창고 제어, 하역 설비 제어, 반송 라인 제어

공장 설비

압축기 제어

공해 방지산업

쓰레기 소각로 자동 제어, 공해 방지기 제어

제 3 장 PLC의 시험 ·평가
3. 1 국제기준과 업체기준의 비교
PLC는 시험평가를 위한 국제기준이 아직 만들
어지지 않았으며 국내의 기준이 없으므로 국내의
생산업체들은 제어기기의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 IEC61131(Programmable Controller)
과각 생산업체에서 정한각자의 기준에 의하여시
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IEC61131에서 제
시하는 기준과 PLC의 생산업체에서 자체 규정한
기준중 주요항목에 대하여 비교토록 한다.

제 4 장 결 론
1. 국내의 PLC는 20여년 동안 제품을 개발하여

자체모델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수준에 있음
에도 아직 시험평가기준이 없었으나, PLC의 데이
터전달 및 제품의성능을 판단할 수있는 중요사항
들에 대하여 시험·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객관적
인 제품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2. 시험평가기준이 국제기준을 반영하였으며, 국
내제품의 시험평가를 바탕으로 적용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여 기준(안)에 대한 적용정도를 높
일 수 있도록 했다
3. PLC이외의산업제어를목적으로하는제품에대
하여기본적인시험평가의기준을제시하였다.
4. 관련산업 제어기기와 연계된 제어시스템의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로 효율적인 개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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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시험· 평가 결과
항

목

IEC6113 1- 2

국내A사

국내B사

국내제품

절연저항
인입전압
변동

DC500V : 2MΩ이상

DC500V : 55MΩ

DC500V : 80MΩ

만족

220V+10%, - 15%

220V+15%, - 20%

220V+10%, - 20%

만족

정전기내력

인가:8KV/상시작동

인가:8KV/상시작동

인가:8KV/상시작동

만족

전원:2KV
디지털입출력:
24V이상:1KV
24V미만:250V

전원:2KV
디지털입출력:
24V이상:1KV
24V미만:250V

전원:2KV
디지털입출력:
24V이상:1KV
24V미만:250V

만족

24V:11V～30V

24V:9.3V～30V

24V:7.7V～30V

만족

0.0 1초(20회)
1초≤시험간격≤ 10초
70±2℃, 96± 1hr
상대습도:45～75%
- 25±3℃, 96±1hr
상대습도:45～75%

0.008초(20회)
2초

0.01초(30회)
1초
70±2℃, 96± 1hr
50%
- 25±2℃, 96±1hr
50%

만족

온습도

55℃, 90%, 12hr

55℃, 90%, 12hr

60℃, 90%, 20hr

만족

온도변화

5±2℃～55±2℃, 5회

- 25℃～60℃, 5회

- 10±3℃～60±2℃,5회

만족

포장자유
낙하

10㎏이하, 1000mm, 5회
10～40㎏, 500mm, 5회
40㎏이상, 250mm, 5회

10㎏이하,1000mm, 5회 10㎏이하, 1000mm, 5회
10～40㎏, 500mm, 5회 10～40㎏, 500mm, 5회
40㎏이상, 250mm, 5회 40㎏이상, 250mm, 5회

만족

비포장자유
낙하

1000mm, 2회

EFT/
Burst
디지탈입력
작동범위
순시정전
고온방치
저온방치

80℃, 72hr
- 25℃, 96hr

만족
만족

1000mm, 각면 1회

1000mm, 각면2회

만족

고온동작

50℃, 76hr

60±2℃, 25hr

50℃, 76hr

저온동작

- 20℃, 24hr

- 10±3℃, 25hr

- 20℃,
24hr

10초인가

20초인가

만족

10초인가

20초인가

만족

역전압
역배선

반전된 극성전압
10초인가
반전된 극성신호
10초인가

5. PLC를포함한 제어기기는H/W가일차적으로

6. 현재 PLC는 H/W, S/W뿐만이 아니라, 2000

구성되어야하지만, 이들의운영을위해서는S/W가

년 초에 IEC에서 규격화된 Fieldbus를 적용하여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번 연구대상이 PLC H/W의

Network을 강화한 제품이 향후 PLC시장의 주류

시험평가기준 확립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PLC의 운

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내업체의 제품개발

영을 위한 S/W도 국내의 업체들의 의견을 취합하

추세에 맞추어서 이들에 대한 표준화도 준비해야

여 향후 기준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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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양극 성능시험 방법에 관한 표준화
Standardization of evaluation method for the sacrificial anode
생물환경과 공업연구사 채경선
02) 509- 7255 chaek@ats.go.kr

1. 서 론
금속으로 만들어진 구조물과 산업설비는 항상
부식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해마다 부식으로 인한
설비의 손상과 그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부식으로 인한 경제적, 인적, 자원적
피해를 막기 위한 방식대책이 절실하다. 전기화학
적 분극에 의해서 방식하는 방법을 총칭해서 전기
화학적 방식법(electrochemical protection)이라

음극방식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극을 선택하는 것이다. 양극의 성능이나 거동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양극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희
생양극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아연
합금양극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을 표준화하
고자 한다.

하며, 방식대상물을 음극화하여 부식속도를 억제하

2 . 시험방법

는 방법인 음극방식법(cathodic protection)과 양

2. 1 분극실험

극전위를 가하여 부식속도를 억제하는 방법인 양

희생양극의 주요한 성능인 발생되는 전류량을

극방식법(anodic protection)이 있다. 음극방식법

측정하기 위하여 ASTM G5에 기초하여 Potent-

은 대상물을 음극 분극시키는 전원이 외부로부터

iostat(SI 1286, WMPG1000 Multi Pot/ Gal)를

의 직류전원이냐 또는 저전위의 금속과 결합된 전

이용하여 전기화학적 분극실험(polarization test)

지냐에 따라서 다시 두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

을 하였다.

를 외부전원법 또는 통전법(impressed current

분극실험을 위한 전지는 ASTM G5에 기초한

method), 후자를 유전양극법(galvanic anode m-

분극전지 모델로 작동전극(working electrode)은

ethod) 또는 희생양극법(sacrificial anode me-

전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균일한 전류분포를 위해

thod)이라 하며 국내에서는 관리가 용이한 희생양

한 쌍의 상대전극(counter electrode)이 양쪽에 위

극법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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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며 기준전극(reference electrode)은 전지 외

세톤으로 세척한 후 건조하고 무게를 측정하였다.

부에 위치한다. 작동전극과의 전위는 루긴관

음극으로는 스테인레스 강을 사용하였고, 노출면적

(Luggin porbe)과 염다리(salt bridge)를 통해서

은 이면을 포함하여 양극 표면적의 3배이상(60㎠

측정한다. 상대전극으로는 흑연전극(graphite ele-

이상)으로 하여 그림1과 같이 시험장치를 꾸민다.

ctrode)을 기준전극으로는 포화칼로멜전극(satur-

실험에 사용한 동전량계는 99.9%이상의 고순도

ated calomel electrode, SCE)을 사용하였다. 전

동으로 판상 모양으로, 양극동 2매의 중간에 무게

해액으로 pH 6-7인 3% NaCl 용액과 인공해수를

를 측정한 음극동 1매를 배치시켜 황산구리 전해

사용하였으며, 실험절차는 다음과 같다.

액에 잠기게 하였다. 시험 후 음극동은 충분히 수
세하여 완전히 건조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1) 분극전지를 구성한다.
2) 시편을 1시간 동안 전해액에 침지시킨다

평가항목은 개로전위와 양극의 전류효율로 이들

3) potentiodynamic method의 경우 : 부식전

항목이 시험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위(corrosion potential)에서 시작하여 전위

전처리 방법, 시험액, 총시험기간, 양극의 전류밀

스윕(potential sweep)을 0.167V/ sec의 속

도, 후처리 방법 등을 변화시키면서 실험하였다.

도로 1.6V SCE까지 측정한다.

전위 측정시에는 포화칼로멜전극(SCE)을 사용하

4) potentiostatic method의 경우 : 양극전위에
서 시간에 따른 전류밀도를 측정한다.

였으며 양극의 전류효율은 다음 식(1), (2), (3)에
의해 계산하였다.

2. 2 성능시험
성능시험을 위해 양극의 표면을 전처리하고, 아

유효전기량 =

동전량계음극의무게변화 (A ·hr )
양극의무게변화 ( k g )×1.186

이론전기량 = (A x +B y + ..... ..)×

1
100

식(1)
식(2)

A , B : 합금 성분비율
x , y : 합금 성분이론 발생 전기량
전류효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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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시험액
인공해수와 3% NaCl용액 두 시험액에서 양극
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시험기간동안 24시간 간격
으로 시험액의 전기전도도, pH를 측정하여 시험액
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마그네슘 양극은 인공해수
에 수산화마그네슘을 포화시켜 사용하였다.
그림 1. 정전류 시험장치 (단일시료 시험)

2 .2 .3 총시험기간
2 .2.1 양극의 전처리방법

인공해수를 시험액으로 하여 총시험기간(6일, 8

알루미늄과 아연 양극은 표 1의세 방법으로, 마
그네슘 양극은 연마법과 DNV법의 두 방법으로

일, 10일, 12일, 14일)에 따른 양극의 개로전위와
전류효율을 측정하였다.

전처리하고, 정전류 시험장치를 꾸민 후 실험하였
다. 선정된 전처리 과정으로 인한 전류효율 및 개
로전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알루미늄과 아연은 전류밀도를 0.5, 1.0, 1.5mA/

【 표 1 】알루미늄합금양극 전처리 방법
연마법 연마포 #240으로 균일하게 연마
DNV법
NACE법

2 .2 .4 양극의 전류밀도
㎠, 마그네슘은 0.04, 0.06, 0.1mA/㎠로 변화시켰다.
2 .2 .5 양극의 후처리

60 의 20% NaOH용액에 2분간

시험이 끝난 후 양극에 부착된 부식생성물을 브

침지시킨 후, 10% 질산액에 침지
82 의 5% NaOH용액에 5분간 침

러시로 제거하였다. 제거되지 않은 부식생성물은
표 2와 같은 화학적 방법으로 제거하고, 수세하여

지시킨 후, 60% 질산액에 침지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 표2 】 양 극 의 후 처 리 방 법
알루미늄

마그네슘

질산 침지법

60% 질산용액에서 3～5분간 침지

질산 침지법

60% 질산 용액에 30～60초간 침지

크롬산 침지법
아세트산 침지법

200g CrO3 , 10g AgNO3 , 20g Ba(NO3 )2 용액에 20～25 에서 1분
간 침지
20% 아세트산, 5% 질산염 용액에서 1～2분간 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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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결과 및 고찰
3. 1 분극실험
분극시험을 통해 주어진 환경 하에서의 자연부
식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고, 음극방식에 필요한
전류밀도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림2.에 알루미늄합
금 양극의 분극곡선을 나타내었다. 그림2에서 보면
낮은 전류밀도에서는 전위변화가 적으나 어느 전
류밀도부터는 급격히 전위가 증가하는데, 이 굴곡
점의 전류밀도가 방식전류밀도이며, 그 점에서의
전위가 방식전위이다. 두 용액에서 거의 일치하는
분극곡선을 보이고 있으며, 개로전위(open- circuit

아연합금양극의 분극곡선(그림 6.)에서는 두 용
액에서 거의 일치하는 분극곡선을 보이고 있으며,
개로전위는 - 1.05～- 1.10V, 방식전위는 - 0.85～
- 0.90V임을 알 수 있었다. 방식전류밀도는 인공해
수에서는 87mA, 3% NaCl에서는 59mA로 마그
네슘합금양극과 마찬가지로 인공해수에서 높게 나
타났다. 그림 7.에 인공해수에서 아연합금양극의
방식전위인 -0.85V에서의 시간에 따른 전류발생
량을 나타내었다. 초기에는 79mA로 높은 전류를
발생시키지만 50시간 경과 후부터는 20mA의 일
정한 전류를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potential)는 - 1.22V, 방식전류밀도는 27mA, 방식
전위는 - 0.75V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에 알루
미늄합금 양극의 방식전위인 -0.75V에서 시간에
따른 전류발생량을 나타내었다. 초기에는 240mA
로 높은 전류를 발생시키지만 220시간 경과 후부
터는 10mA정도의 일정한 전류를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마그네슘합금 양극의 분극곡선(그림 4.)에서 보
면 두 용액에서 유사한 분극곡선을 보이고 있으며,

그림 2 . 알루미늄합금 양극의
Potentiodynamic Curve(25℃)

개로전위는 인공해수에서는 - 1.60V, 3% NaCl에
서는 - 1.75V이며 방식전위는 - 1.44～- 1.46V임을
알 수 있었다. 방식전류밀도는 인공해수에서는
24mA, 3% NaCl에서는 11mA으로 인공해수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는 인공해수I에서 마그네슘
합금양극의 방식전위인 - 1.44V에서의 시간에 따
른 전류발생량을 나타내었다. 초기 58mA에서 시
작하여 평균 25mA의 일정한 전류를 계속 발생함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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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마그네슘합금 양극의
Potentiodynamic Curve(25℃)

그림 7 . 아연합금 양극의 Potentiostatic
Curve(25℃)

3. 2 양극의 전처리 방법
양극의 전처리 방법에 따른 양극의 성능을 고찰
하기 위하여 인공해수를 시험액으로 하고, 양극의
표면적과 전류밀도를 알루미늄과 아연의 경우 20
㎠, 1.0mA/㎠, 마그네슘의 경우 40㎠, 0.1mA/
그림 5 . 마그네슘합금 양극의
Potentiostatic Curve(25℃)

㎠로 하여 10일간 시험하였다.
그림 8에서 보면 알루미늄은 연마법과 NACE
및 DNV방법에 따른 전처리법 모두 전류효율이
80～90%사이에 분포하며, 각각의 개로전위는
- 1.10～- 1.12V에 분포한다. 연마법의 경우에는
평균 전류효율이 88%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로전
위는 - 1.15V로 낮게 나타났다. 즉 연마법이 다른
두 방법보다 효율과전위가 더 안정된값을 나타내
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알루미늄합금양극의 전처
리 방법으로는 연마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6. 아연합금 양극의 Potentiodynamic
Curve(25℃)

마그네슘은 연마법으로 전처리 한 경우에는 전
류효율이 양극마다 큰 표준편차를 나타내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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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나 DNV법은

하였을 때의 개로전위와 전류효율을 그림 9.에 나

모든 양극시편이 전류효율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타내었다. 그리고 시험액을 달리하면서 시험기간에

않았다. 각 경우 모두 높은 전류효율을 보였는데

따른 시험액의 성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는 부식생성물을 제거하는 후처리를 시행하지

알루미늄 합금양극은 시험액으로 인공해수를 사

않았기 때문이다. DNV법으로 전처리 한 경우가

용한 경우에 전류효율이 약 6% 정도 높게 나타났

양극이 균일하게 부식되어 일정한 전류효율을 나

으며, 개로전위는 유사한 값을보였다(그림 10). 그

타내므로 희생양극으로 적합한 양극의 표면을 갖

러나 3% NaCl에서 전류효율 및 개로전위 측정시

게됨을 알 수 있었다.

인공해수에 비해 큰 표준편차를 나타냈다. 1일(24

아연은 모두 전류효율이 92～93%로 유사하게

시간) 후부터는 개로전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나타났으며 NACE법에서 표준편차가 가장 크게

알루미늄과 아연양극에 대해 각각의 시험액에서

나타났다. 각 경우의 개로전위는 - 1.08V 정도로

시험기간에 따른 pH의 변화를 그림 11에 나타내

세방법 모두 매우유사한 값을 보였으며표준편차

었다. 인공해수에서는 pH 8로 시작하여 시험시작

도 매우 작았다. 따라서 세 방법 모두 양극의 전처

1일 후부터는 4.7로 떨어져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리방법으로적당하지만, 시험의간편한점을고려하

반면, 3% NaCl에서는 6에서 시작하여 9～12로

여 연마법을 사용하여 양극을 전처리 하고자 한다.

높아지고, 또한 pH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화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시험기간에 따른 전도도의

3. 3 시험액

변화를 그림12에 나타내었다. 인공해수는 평균

시험액으로 인공해수와 3% NaCl를 각각 사용

55ms, 3% NaCl은 평균50ms로 5ms정도의 차이

그림 8. 전처리 방법에 따른 전류효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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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었으나 기간에 따라서는 일정한 값을

이상의 결과로부터 시험액으로는 인공해수을 사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양극전위는 두 시험액 모

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시

두에서 시험기간동안 - 1.06V～- 1.1V사이의 전위

험기간 동안에 인공해수에서의 물리적변화가 없으

값을 나타냈다(그림 13). 마그네슘은 시험액의

므로 인공해수를 시험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pH가 5.5이하가 되면 자체적으로 부식되므로 인

새로이 보충 또는 교환을 하지 않아도 됨을 알 수

공해수에 수산화마그네슘을 포화시킨 용액을 사

있었다. 개로전위를 측정하려면 전류공급을 중단하

용하였다.

여야 하므로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위하여 개로전
위는 1일 후에 한번만 측정하고자 한다.

그림 9 . 시험액에 따른 전류효율

그림 10 . 시간에 따른 시험액의 개로전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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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시간에 따른 시험액의 전도도 변화

그림 12 . 시간에 따른 시험액의 pH변화

그림 13 . 시간에 따른 시험액의 양극전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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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양극의 전류밀도

3. 4 총시험기간
그림 14.는 총시험기간에 따른 전류효율의 변화

여러 전류밀도에서의 전류효율 및 개로전위값을

를 나타낸 것이다. 양극의 부식으로 인한 무게감량

그림 15 및 16에 나타내었다. 양극알루미늄은

에 의한 전류효율은 시험초기에는 변하다가 양극

0.5mA/㎠일 때 전류효율이 95%로 가장 높았으

과 음극의 산화환원반응이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며, 1.0mA/㎠에서는 89%, 1.5mA/㎠에서는 93%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된다. 알루미늄은 시험초기

를 나타냈다. 측정 및 실험의 정확도를 의미하는

에는 전류효율이 크게 감소하다, 시험기간이 길어

표준편차는 0.5mA/㎠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면 효율의 감소율이 완화되어 10일 이후에는 전

개로전위 및 양극전위는 1.0mA/㎠를 흘려준 경우

류효율이 일정하게 유지됨을 볼 수 있었다.

에 가장 낮은 값으로 일정하였고, 1.5mA/㎠에서

마그네슘은 총시험기간을 8일에서 14일까지 변

는 시간에 따라서 양극전위가 다소 변동되는 것을

화시키면서 시험하였는데 10일까지는 전류효율이

볼 수 있었다. 즉 알루미늄양극의 전류밀도로는

급격히 감소하다가 12일 이후에는 일정한 값을 보

1mA/㎠가 적당함을 알 수 있었다.

였다. 즉 마그네슘합극 양극의 효율시험을 위해서
는 적어도 12일의 기간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마그네슘은 전류밀도가 0.05mA/㎠인 경우와 개
로전위가 0.1mA/㎠인 경우에 표준편차가 가장 작

아연은 8일, 10일, 12일 및 14일 등 총시험기간

게 나타났으며 0.1mA/㎠ 및 0.15mA/㎠에서는

에 따른 전류효율이 평균 97%이상으로 높은 값을

- 1.66V로낮은값을보였다. 개로전위와전류효율값

나타내었으며, 10일 이후에는 거의 일정한 값을 유

을통해볼때마그네슘양극의성능평가를위해서는

지함을 볼 수 있었다.

0.1mA/㎠의 전류밀도가 적당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4 . 시간에 따른 전류효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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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은 전류밀도가 0.5, 1.0mA/㎠인 경우에는

전류밀도가 1.0mA/㎠인 경우에 개로전위에서

92%, 1.5mA/㎠인 경우에는 96%로 전류효율이

가장 작은 표준편차를 보였으며, 0.5, 1.5mA/㎠

모두 90%이상으로 희생양극으로 적합하였으나 전

순으로 표준편차가 커졌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아

류밀도가 1.0mA/㎠인 경우에 가장 작은 표준편차

연합금양극의 전류밀도는 1.0mA/㎠를 기준으로

를 보여주었다. 각 전류밀도에서 개로전위가 - 1.1

정하였다.

2～- 1.10으로 모두 - 1.00V이하로 희생양극으로서
충분한 전위를 가진다.

그림 15 . 전류밀도에 따른 개로전위 변화

그림 16 . 전류밀도에 따른 전류효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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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후처리 방법

이는 후처리 중 크롬염이 부식된 양극표면에 재

시험이 끝난 양극을 시험장치에서 꺼내어 브러

부착하여 무게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크롬산

시로 수세하고, 제거되지 않은 부식생성물은 여러

법을 실시한 후에 다시 질산법을 실시하면 전류효

방법으로 화학적 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마그네슘

율이 70%로 감소하였다. 20% 아세트산과 5% 질

합금양극은 알루미늄 및 아연합금양극과는 달리

산염에 침지하는 아세트산법에 의한 전류효율의

부식생성물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림 17에

변화를 그림19에 나타내었다. 후처리전 80%에 비

질산 침지법에 의한 후처리 전 후의 전류효율을

하여 후처리 시간을 1, 1.5, 2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비교하였다. 60% 질산 용액에 30～60초간 침지하

마그네슘합금양극의 부식생성물이 제거됨으로써

는 후처리를 함으로써 후처리전에 비해 전류효율

전류효율이 61%, 52%, 50%로 감소하였다. 즉 부

이 34%정도 감소되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부

식생성물의 부착 정도에 따라 후처리 시간을 1분

식으로 인한 양극의 무게감량으로 계산되는 전류

에서 2분 정도로 조절함이 필요하였다. 아세트산의

효율 값이 후처리 전에는 100%가 넘는 경우가 종

농도변화(5, 10, 20%)에 따른 마그네슘합금양극의

종 발생하므로 반드시 후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무게변화량을 측정하였다. 그림 20에서 보면 5%

크롬산-질산은- 질산바륨 용액에 침지하는 크롬산

및 10%의 아세트산에서는 0.01～0.05g으로 마그

법에 의한 후처리방법을 적용하면, 그림 18에서 는

네슘의 무게변화량이 매우 적었으나, 20% 아세트

것처럼 후처리 전보다 오히려 크롬산법을 적용한

산에서는 0.15～0.36g으로 무게변화량이 상대적으

후의 평균 전류효율이 91%에서 94%로 3% 증가

로 컸다. 즉 20% 아세트산을 사용하는 것이 마그

하는 경향을 보였다.

네슘합금양극의 부식생성물 제거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7 . 마그네슘합금양극 - 질산 침지법에 의한 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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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 마그네슘합금양극 - 크롬산 침지법에 의한 후처리
① 질산 침지법

② 크롬산 - 질산은 - 질산바륨 침지법

그림 19. 마그네슘합금양극 -

아세트산 침지법에 의한 후처리

그림 20. 아세트산 농도변화에 따른 마그네슘합금양극의 무게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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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희생양극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합금양극, 마그
네슘합금양극 및 아연합금양극의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방법을 확립하였다.

라. 마그네슘합금양극의 경우에는 직경 20mm,
노출면적이 40㎠인 양극을 DNV법으로 전
처리하고, 인공해수에서 0.1mA/㎠의 전류
를 총 12일동안 흘려준다. 시험 후 양극을
20% 아세트산 - 5% 질산염에서 침지시켜

가. 희생양극의 성능평가 항목으로 이론적 방식
전위를 나타내는 개로전위 및 발생전기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전류효율을 선정하였다.

양극에 부착된 물질을 제거하였다. 개로전
위는 시험시작후 1일후에 측정하며 전류효
율은 부식으로 인한 무게감량으로 계산하
였다.

나. 양극의 전처리 방법, 노출면적, 양극의 전류
밀도, 시험액, 총시험기간 및 후처리 방법
등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항목인 개로전위
및 전류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시
험방법을 결정하였다.

마. 아연합금양극의 경우에는 직경 20mm, 노출
면적이 20㎠인 양극을 연마법으로 전처리
하고, 인공해수에서 1.0mA/㎠의 전류를 총
10일동안 흘려준다. 시험 후 양극에 부착된
물질을 브러쉬로 제거하였다. 개로전위는 시

다. 알루미늄합금양극의 경우에는 직경 20mm,
노출면적이 20㎠인 양극을 연마법으로 전
처리 하고, 인공해수에서 1.0mA/㎠의 전류
를 총 10일동안 흘려준다. 시험 후 양극을

험시작후 1일후에 측정하며 전류효율은 부
식으로 인한 무게감량으로 계산하였다.
♣

60% 질산액에서 침지시켜 양극에 부착된
물질을 제거하였다. 개로전위는 시험시작후
1일후에 측정하며 전류효율은 부식으로 인
한 무게감량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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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표준시방서와 KS의 통일화 방안 연구
An Improved Scheme of Connecting Construction Standard Specification
with Korean Industrial Standards
기초기술표준부 건설서비스과 김동호
02) 509- 7402, dhkim@ats.go.kr

1. 서 론
산업표준화법에 의해제정된한국산업규격(KS)중
14.2%에해당하는1,582종의KS 규격이건설에관계
되는 규격들로 이중 많은 규격들이 건축공사표준시
방서 등 시공기준에 인용되어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와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에큰 역할을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에 의거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하는 표준시방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중
요한 시공기준으로 제·개정 관리업무는 관련
학·협회가 주체가 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준시방서와 KS는 건설공사기준으로 상호보
완 역할을 하기 때문에 KS 제정기관, 표준시방서

등이 서로 상충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개별공사 수행을 위한 공사시방서 작성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오히려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와
공사수행에 장애를 야기하고 표준시방서와 KS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표준시방서에 인용된 KS 규격, 외국규
격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고 표준시방서와 KS의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여 KS 규격의 활용증
대를 통한 건설공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궁
극적으로 건설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2 .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
2. 1 표준시방서

제정기관, 표준시방서 관련 학·협회가 유기적인

표준시방서는 1962년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협조 체제하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련 기준

가 처음 제정된 이후 1999년 산업설비공사 일반표

의 개정 검토를 수행해 나가야 하나 이러한 체제

준시방서까지 14종이 제정되었다. 토목공사 표준

미흡으로 KS에서 제정·개정·폐지된 내용이 표

일반시방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등 12종은 건설

준시방서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용어, 단위계

교통부장관이 제정하였고, 항만공사표준시방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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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는 환경부
장관 소관이다 <표 1>.
【 표 1 】표준시방서 제· 개정 현황
표준시방서

제정년도

최종
개정년도

1962
1967
1962
1962
1976
1972
1975
1975
1967
1967
1980
1990
1997
1999

1996
1999
1999
1999
1998
1999
1999
1996
1996
1996
2000
1998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터널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도시철도(지하철공사)표준시방서
산업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관련 학·협회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한국도로교통협회
한국터널공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도로교통협회
한국항만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수도협회
대한토목학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우리나라 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③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

14조의2(설계도서의 작성)에 의해 표준시방서, 전

본으로 하여 개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

문시방서, 공사시방서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①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기술한 시공기준

②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
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

공사시방서는 당해 공사현장에 계약서류에 첨부

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

되는 문서로 강제기준으로의 역할을 하지만 표준

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시방서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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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역할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부여되

그리고 정보체계 및 전자통신 매체에 의한 상업적

지 않으나 정부기관에서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거래에 관계되는 부분 등이 해당되어 산업전반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개정되

관한 규격제정이 가능하다.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KS F 1502 창호

는 기준으로 적용범위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호와 같이 설계에 관련되는 규격과 KS B 0101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나사 용어, KS F 1504 건축용 내외장 재료관계
용어와 같은 용어 규격은 서로간에 전달을 목적으

2. 2 한국산업규격 (KS)
1961년 9월 30일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되어 공

로 함에 따라 규격형태상 전달규격으로 분류하며,

포된 이후 1962년 처음 300종의 KS규격 제정을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F 2509

시작으로 년평균 280종의 규격이 제정되어 2001년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등과 같이규격명칭 끝

9월말 기준으로 11,167종의 KS 규격이 제정되었

부분에 방법으로 표기된 규격을 방법규격으로 분

고 관장 부서는 상공부 표준국에서 시작하여 1973

류한다. 또한 재료의 종류·등급, 치수, 품질성능,

년 공업진흥청으로 다시 1996년 국립기술품질원을

시험방법, 검사방법, 제품의 표시사항 등 재료전반

거쳐 1999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 변천하여

에 관한 내용을담은 개개 재료규격을 제품규격으

왔다. KS규격은 기본(KS A)에서 정보산업(KS

로 분류한다.
건설분야의 KS 규격은 <표 3>에서 보는 것과

X)까지 16개 부문으로 대분류를 하고 있으며, 부

같이 전체규격 11,167종의 14.2%에 해당하는

문별 KS규격 보유현황은 <표 2>와 같다.
KS 규격의 제정대상은 공업제품의 종류·형

1,582종에 이르며 이들 규격중 설계, 용어, 구조 등

태·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능·

에 관한 전달규격이 107종, 시험과 검사방법을 규

설계방법·생산방법·사용방법, 공업제품의 활용

정한 방법규격이 591종, 시공에 관한 규격이 23종

과 관련되는 시험·분석·검사·측정방법, 구축

이며 재료에 대한 규격은 861종이다. 재료규격은

물 또는 공작물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KS F 부문의 토건규격과 KS B 부문의 밸브류,

【 표 2 】부문별 KS규격 보유 현황
(2001. 9월말, 단위:종)
부

문

규격수

부

문

규격수

부

문

규격수

부

문

규격수

기 본(A)

536

광 산(E)

248

섬 유(K)

517

수송기계(R)

604

기 계(B)

1,764

토 건(F)

604

요 업(L)

362

조 선(V)

501

전 기(C)

1,354

일용품(G)

267

화 학(M)

2,094

항 공(W)

238

금 속(D)

943

식료품(H)

147

의료품(P)

327

정보산업(X)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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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부문의 전기자재, KS D 부문의 강관, 강재

제품규격중에서 산업표준의 촉진 보급을 위하여

류, KS L 부문의 유리, 타일, 그리고 KS M 부문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술표준원장이 산업표준심

의 도료, 벽지 등 여러 부문에걸쳐 제정되어 있다.

의회를 거쳐 지정한 폼목은 KS표시 인증을 받을

제품규격은 급배수 및 위생과 관계되는 규격이

수 있으며 KS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은 국가기관,

158종, 철강·비철재료가 155종, 구조재료가 107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경

종, 전기설비재료가 105종이며 창호재가 46종, 도

우 우선 구매하게 되며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

료가 43종 등이다.

령에 의거 시험과 검사를 면제 할 수 있다.

【 표 3 】건설분야 KS의 분류에 따른 규격수
구분

제품
규격
(861)

분류

소분류

골재
시멘트
혼화재
구조 조적, 지붕재
재료 콘크리트가공제품
말뚝
구조용 목재
소 계
합판
내·외장 패널
내외 바닥재
장재 미장재
지류

창호
재

급배
수및
위생
관리

소 계
창및문
창호 부자재
창호용 실링재
유리
소 계
밸브류
이음관
급배수, 냉난방관
위생설비
보일러, 펌프, 기타
소 계

접합, 접착제
가설재
기타 부품류
재료 금속재료
기타재료
소계
합

규격수

구분

소분류

강재
판재
선재 및 봉강
철강 용접봉
· 구조용 강관
비철 볼트· 너트류
재료 주철·주물·주강·다이
캐스팅

14
10
7
26
37
10
3
107
6
37
8
11
4

분류

제품
규격

소 계
바탕도료
방청도료
도료 표면도료
희석제
소 계

66
7
방수 아스팔트, 방수재
22
· 보온·단열재
6
보온단 흡음재
11
열재
46
소 계
전선, 선로용품
27
전기 등기구류
31
설비 배선, 전기기구
53
재료
17
소 계
30
전달 일반·구조·설계
158 전 달 방 규격
방법
18 법규격
시험·검사·측정
규격
(698)
18
11
소 계
21
시공
66
규격
시공 시공표준·시공기계
134
(23)

계

규격수
24
23
29
17
5
37
20
155
5
7
28
3
43
28
16
3
47
40
16
49
105
107
591
698
23

1,582 종

※ 건설관련 법령, 표준시방서 등에 인용된 규격을 재료별, 용도별로 분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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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규격을 제외하면 1,129종이 인용되어 있다.

3 .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KS 인용현

이중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346종으로 가장 많은

황 조사 ·분석

규격이 인용되어 있으며 터널공사표준시방서가 23

3. 1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인용된

종으로 가장 적게 인용되어 있다. 또한 KS F(토

현황

건) 부문이 657종으로 가장 많고 KS B(기계), KS

3 .1.1 인용 KS 현황

C(전기), KS M(화학) 부문의 순으로 규격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표 4>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14종의 표준시방서에는 총 2,362건의 KS가 인
용되어 있다. 인용규격중 표준시방서별로 중복 인

인용된 KS를 부문별로 나타낸 것이다.

【 표4 】표 준 시 방 서 에 인 용 된 KS 현 황
시방서명
(관리주체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대한건축학회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대한토목학회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한국콘크리트학회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수자원학회 )
건축전기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조명설비공사 )
도로교 표준시방서
(한국도로협회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한국터널공학회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조경학회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도로교통협회 )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한국항만협회 )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대한설비공학회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수도협회 )
도시철도 (지하철 )공사 표준시방서
(대한토목학회 )
산업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대한설비건설협회 )
계 14 종

인용 KS
계

A

B

C

D

E

F

G

K

L

M

R

V

X

346

3

28

1

79

0 137

1

5

47

45

0

0

0

204

3

23

0

36

0

97

0

0

13

32

0

0

0

74

1

1

0

19

0

46

0

0

6

1

0

0

0

10 1

3

15

0

20

0

49

0

9

4

1

0

0

0

2 16

2

8 175

27

0

0

0

0

0

3

0

0

1

206

7

72

0

68

0

43

0

0

10

6

0

0

0

23

0

0

0

2

0

19

0

0

2

0

0

0

0

195

3

20

41

47

0

39

0

4

7

34

0

0

0

24 2

3

17

10

65

1

83

0

3

20

39

1

0

0

106

2

8

1

15

0

63

0

5

6

6

0

0

0

309

5 107

19

89

1

24

1

0

12

49

0

1

1

123

0

28

3

42

0

31

0

0

4

15

0

0

0

157

5

19

47

33

0

24

0

0

19

10

0

0

0

60

5

24

8

16

0

2

0

0

0

5

0

0

0

2 65 7

2

26 150 246

1

1

2

23 6 2

4 2 370 3 05 55 8

※ 2001년도 개정 작업중에 있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산업설비공사 표준시방서는 기존 표준시방서를 대상으로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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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표준시방서에 인용된 KS 폐지 규격

다. 그리고 KS F 2559(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1994년부터 건설표준화 추진계획이 수립, 시

잔골재)등 5종의 규격은 3개의 시방서에 인용되고
있다.

행되면서 건설분야 KS가 빠른 속도로 개정되었
으며 이러한 결과로 각 규격들이 통합되고, 산업

도시철도공사 표준시방서에는 KS D 1544 및

기술변화 등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격들이 폐지

KS D 1545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KS에는 제

되었다. 이들 규격들은 표준시방서의 개정시 인

정되어 있지 않은 규격이다.

용에서 제외되었어야 하나 폐지된 KS가 그대로

3. 2 표준시방서에 인용된 외국규격

인용되고 있다. <표 5>는 표준시방서에서 폐지
된 KS 인용규격수를 나타내고 있다. 폐지된 인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는 IEC(International

용규격은 총 93건으로 68종이었다. 도시철도 표

Electrotechnical Commission) 등 국제규격, JIS

준시방서가 21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SIS(Stand-

으며,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가 16종, 건축공

ardiseringen I Sverige) 등외국국가규격, ASTM

사 표준시방서가 13종이다.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도시철도공사 표준시방서의 경우, 폐지규격 21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등 외국단체

종 중에서 KS C 부문이 11종을 차지하고 있으며,

규격이 인용되어 있어, 이들 규격들은 KS로 제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는 폐지규격 9종 중에서

하여 규격의 활용성및 부합화를 제고할필요가 있

KS F 부문이 8종으로 나타났다. 폐지규격 KS F

다. <표 6>은 표준시방서에 인용된 외국규격 현황

2558(콘크리트용 부순모래)은 건축, 토목, 도로, 항

을 나타낸 것이다.

만 및 도시철도 등 5개의 시방서에, KS F 4206

규격 종류별로 표준시방서에 인용된 현황을 살

(가압 콘크리트 널말뚝) 및 KS F 2304(흙의 소성

펴보면 ASTM 규격이 28종으로 가장 많고 NEC

한계 시험방법)는 4개의 시방서에 인용되고 있

규격 19종, ASME 5종, ANSI·UL·IEEE 가
각각 3종이 인용되어 있고 기타규격이 12종이다.

【 표 5 】시 방 서 별 폐 지 된 인 용 규 격
(단위:종)

표준시방서

건축
공사

토목
공사

콘크
리트

하천
공사

전기
설비

도로교

터널

폐지된 KS
인용 규격수

13

16

0

1

0

1

1

표준시방서

조경
공사

도로
공사

항만
공사

기계
설비

상수도

도시
철도

산업
설비

폐지된 KS
인용 규격수

12

10

8

0

9

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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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표준시방서에 인용된 외국규격
(단위:종)

표준시방서

건축
공사

토목
공사

콘크
리트

하천
공사

전기
설비

도로교

터널

인용된
외국 규격수

8

0

0

0

28

0

0

표준시방서

조경
공사

도로
공사

항만
공사

기계
설비

상수도

도시
철도

산업
설비

인용된
외국 규격수

0

10

6

0

0

0

7

되는 반면 표준시방서는 부분적으로 개정되지 않

3. 3 표준시방서에 반영되지 않은 KS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제정된 건설관련 KS는

고 전체적으로만 개정이 이루어지고 KS에 대한

112종이며 이들 중 6종만이 표준시방서에 인용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

어 활용되고 나머지 106종은 인용되어 있지 않다.

서 KS와 표준시방서간에 지속적인 상호 연계 시

이는 KS의 검토주기와 표준시방서의 개정시기가

스템이 구축되어야만 수시로 변경되는 KS가 적절

상이한 결과로서 KS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정

한 시기에 표준시방서에 인용될 수 있다.

【 표 7 】KS는 개정되었으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변경되지 않은 경우
시 방 서

KS F 1502 : 1999

20000 창호공사
KS F 1502 창호기호
20010 창호공사일반
3. 기호
1.2.2. 기호
3.2 창호유형별 기호는 창호 재질의 종류에 따른 알
라. 창호구별 기호는 알파벳 문자 또는
파벳 대문자와 창호의 용도에 따른 알파벳 대
한글자로 표시하고 그 기호는 표
문자로 각각 표시하며 이를 조합한 기호는 표1
20010.4에 따른다.
에 따른다.
표 20010.4 창호별 기호
표1 창호유형별 기호
기 호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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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문구별

용도별기호
재질별기호

창

문

셔터

W

D

S
AS

D

문

알루미늄합금

A

AW

AD

W

창

합성수지

P

PW

PD

S

셔터

강철

S

SW

SD

SS

스텐레스 스틸

SS

SSW

SSD

SSS

목재

W

WW

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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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시로 개정되는 KS의 내용이 건설공사

이 불명확하여 상호 연계하여 사용할 수 없는

표준시방서 개정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가있다. 예를들어, 건축공사창호기호에 대한 KS

인용된 KS 내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이

가 1999년 4월 10일 개정 고시되었고 동시에 건축

09000 벽돌공사에서 재료의 종류·등급을 명시하

공사 표준시방서도 1999년에 개정되었으나 <표

지 않음으로 해서 공사시방서 작성시 구체적인 종

7>과 같이 창호의 기호표시가 통일되지 않고 다르

류·등급을 인용할 수 없으며, 15000 지붕 및 홈

게 규정되어 있다. 즉 KS F 1502에는 영문으로만

통공사의 경우 KS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번호의

창호의 기호를 표기하고 있는데 비해 건축공사 표

일부만을 규정하고 있고, 17000 커튼월공사에서는

준시방서에서는 한글기호 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KS를 규정하여 실제 시공자나 감리자
입장에서는 해당 KS를 찿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3. 4 표준시방서에서 KS인용내용이 불명확한

된다.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인용된 KS 중 인용내용
【 표 8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의 KS 인용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구 분
09000 벽돌공사

10000 블록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S 규정내용

2.2 시멘트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벽

벽돌과 블록은 모두 모양에 따라 기본형

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과 이형으로 나뉘고, 품질에 따라 A종, B

2.1 콘크리트 블록은 KS F 4002(속빈콘크

종, C종으로 나뉜다. 따라서 시방서에서는

리트블록)의 규정에 의한 것을 사용한다.

종류별 사용부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

3.2 블록은 표 10010.5에 적합하여야 한

나 공사시방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나 벽

다. 다만 공사시방에 별도로 정한 경우

돌공사와 블록공사가 달리 규정되고 있다.

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5000 지붕 및
홈통공사

3.2 천연슬레이트는 KS F (천연슬레이

천연 슬레이트, 후형 슬레이트 등은 KS가

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제정되어 있지 않다.

산지,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에 따른다.
3.3 두꺼운 슬레이트판은 KS F (후형슬
레이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4.2 금속커튼월 제작과정의 검사 - 검

17000

사방법은 관련 KS에 정해진 측정방법에

커튼월공사

따라 발췌검사, 판정기준은 관련 KS에
의함

금속커튼월의 검사방법을 관련 KS로 규
정하고 있으나 KS번호가 명시되지 않아
관련규격을 찾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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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와 KS의

한편 KS 중 토목, 건축분야인 KS F 부문의
604종에 대한 단위계 적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건

단위계 및 용어

축제도 통칙, 모듈용어 등 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3 .5 .1 단위계

규격이 6종이 있고, 단위를 사용하는 598종 중 SI

KS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재료 품질성

단위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거나 비SI단위계를 병

능에 대한 사항과 시험방법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

기하는 경우가 전체의 98.8%인 591종이었고, 비국

게 되며 이들 성능 값과 시험결과의 표시에 있어

제단위계를 우선 적용하고 있는 규격이 7종으로

단위계를 사용하게 된다. 국제규격의 확대 추세에

나타났다. 총 14종의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의 강도

따라 세계 각국의 규격이나 건설공사기준 등에도

(N/㎟, kgf/㎠), 열관류저항(㎡·k/w,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SI단위계의 사용이 권장되고

h·℃/kcal), 압력(pa, kgf/㎟), 힘(N, kgf) 등에

이에 따라 국내 규격이나 표준시방서 등에도 SI단

관한 단위계를 분석한 결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위계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방서에서 비SI단위계를 사

【 표 9 】시방서별 단위계 적용현황
적
시

방

서

명
SI단위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도시철도(지하철)공사 표준시방서
산업설비공사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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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SI단위계+
비SI단위계

현

황

비SI단위계
+ SI단위계

비SI단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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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SI단위계와 비SI단위

반면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에 공

계를 병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2000년도에 개정된

통적으로 적용하는 공사시방서작성요령 에 따르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경우에는 SI단위

면 시방용어의 적용순서를 ① 관계법규 또는 법률

계만을 적용하고 있다 <표 9>.

용어사전에 정의되었거나 법규 내용 중에 사용된
용어, ② KS에서 정의된 용어, ③ 각 전문분야별

3 .5.2 용어

기술용어사전 에서 정의된 용어, ④ 한글 맞춤

KS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KS로 제정된 용어

법 (교육부), 외래어 맞춤법 (교육부) 또는 기본

및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발행의 편수 자료 에 기

외래어 용어집 (국립국어연구원), 국어대사전 (법

재되어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새로운

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참조) 순으로 하도록 하고

용어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념의 명확화를 꾀하

있다. 이러한 용어 적용의 차이에 따라 건설산업에

여정의를 하고 그정의에 대응하는 적절한용어를

활용되는 용어 중 KS와 표준시방서 상호간에 불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래어를 용어로 채용

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표 10>과 <표 11>은 표준시방서와 KS의 용

할 때는 외래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우에 한
하여 사용하고 외래어의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

어상이 사례를 나타낸다.

에 따른다.
【 표 10 】표준시방서와 KS 에서의 상이한 용어 예시
용

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정의

KS의 정의

경량콘크리트
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경량 골재를 사용하거나 많은 기포를 함유
(lightweight concrete)
시켜서 무게를 가볍게 한 콘크리트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 콘크리트 속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
공기량(air content) 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 타르 부분에 함유된 기포용적의 콘크리트
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전 용적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조립율

40, 20, 10, 5, 2.5, 1.2, 0.6, 0.3, 0.15mm 75㎜, 40㎜, 20㎜, 10㎜, 5㎜, 2.5㎜, 1.2㎜,
각각의 체에 남는 골재의 전 골재에 0.6㎜, 0.3㎜, 0.15㎜체 등 10개의 체를 1조로
대한 중량 백분율의 누계 합계를 100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
으로 나눈값
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중량 백분율
의 합을 100으로 나눈값

소정의 컨시스턴시를 얻는데 필요한 AE제와 감수제의 양쪽의 효과를 겸비한 혼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독립된 화제(KS F 2560 참조)
AE감수제
무수한 미세 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
(air entraining and
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
water reducing agent)
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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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1 】 명칭이 상이한 용어 예시
표준시방서

KS

모르터

모르타르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

스치로폼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합성고분자계 루핑 시트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4 . 건설공사표준시방서와 KS의 연계
합리화 방안

(2) 건설공사기준 관련기관간의 연계성 확보
KS 규격은 매5년마다 재검토되거나 필요시 수
시 개정되고 있고 표준시방서는 일정한 주기는 없

4. 1 표준시방서와 KS의 연계성 향상방 지만 필요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 기본 방향
건설기술의 발전과 안전, 환경, 보건 등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새로운 재료의
출현과 공법의 도입으로 건설시공기준도 시의적절
하게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되는 ISO 규격의 확대
에 발맞춰 국내 KS 규격도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건설분야에서만 매년 30종 이상의
KS 규격이 새로 제정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관계법규의 강제
기준은 폐지되거나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표준

그러나 KS 규격의 개정시 입안예고 등의 절차
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기회가 있으나 실
제 해당 표준시방서와 관계되는 내용인지의 여부
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KS의
제·개정시 건설교통부 등 표준시방서 제정기관
과 표준시방서별 학·협회에 제·개정 내용을 통
보하여 차기 시방서 개정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표준시방서의 개정시에도 KS 규격을
담당하는 기술표준원에 내용을 통보하여 관련기관
간의 업무 연계로 폐지된 규격이 인용되거나 하는
사항들을 방지할 수 있다.

시방서나 KS 규격 같은 임의 기준들이 건설공사

(3) 표준시방서에 KS 인용 확대

의 계약서류에 포함되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3장의 <표 4>에서 분석된 바와같이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와 KS의 합리적 연계성을 구축하기 위

별로 23종에서 346종까지 KS규격을 인용하여 활

한 방안을 검토하여 실무에 적용하도록 한다.

용하고 있으나 <표 3>에서 건설분야 KS 규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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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 결과와같이 1,500여종이 넘는 많은 KS 규

실제 건설현장에서 외국규격을 구입하여 활용하기

격들이 제정되어 있으나 이들중 상당수가 활용되

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필요한 외국규격은

지 못하고 있다.

표준시방서내에서 인용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꼭

특히 1995년 이후 제정된 규격중 많은 부분이

필요한 외국규격들은 KS 규격화를 추진하여 KS

재료(제품규격)에 대한 규격이며 국내 현장에서 직

규격번호가 인용되도록 하여 실제규격을 활용하면

접 사용되고 있는 재료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사항

서 공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을 검토하여 표준시방서 개정시 인용을 확대해야
(6) 용어의 통일화

한다.

표준시방서의 제·개정시에는 KS에서 정의되
(4) 표준시방서에 인용된 KS 폐지규격의 삭제

었거나 사용되는 용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용

표준시방서별로 폐지된 인용규격의 현황은 <표

어의 통일화를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설표준 용

5>와 같으므로 이들 폐지규격이 인용된 표준시방

어를 통합하여 KS로 제정하고 국내 건설산업에서

서의 개정을 통해 폐지규격을 삭제하여야 한다.

는 표준용어만 통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어

(5) 표준시방서에 인용된 외국규격의 KS 규격

적용 우선순위를 <표 12>와 같이 개선하여 국가
표준을 중심으로 법령이나 표준시방서, 기타 공사

화 추진
표준시방서에는 ANSI, BS, ASTM, NEC 등

기준들의 용어를 통일하여야 한다.

외국의 국가규격, 단체규격들이 인용되어 있으나
【 표 12 】용어 적용 순위의 개선안
현행 용어 적용 순위

개선 용어 적용 순위

① 관계법규 또는 법률용어사전에
정의되었거나 법규 내용 중에
사용된 용어
② KS에서 정의된 용어
③ 각 전문분야별 기술용어사전
에서 정의된 용어
④ 한글 맞춤법 (교육부), 외래어
맞춤법 (교육부) 또는 기본 외
래어 용어집 (국립국어연구원),
국어대사전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참조)

① KS에서 정의된 용어
② 한글 맞춤법 (교육부), 외래어
맞춤법 (교육부) 또는 기본 외
래어 용어집 (국립국어연구원),
국어대사전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참조)
③ 각 전문분야별 기술용어사전
에서 정의된 용어,
④ 관계법규 또는 법률용어사전에
정의되었거나 법규 내용 중에
사용된 용어

비

고

KS의 용어를 중심
으로 통일해 나가
되 KS의 용어가
불합리한 경우 KS
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일치화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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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단위계(SI)로의 전면 전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향후 표준시방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는 국제단위계를 받

서 개정시 적극 반영토록 하기로 하였다.

아 들여 비국제단위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대
부분의 표준시방서는 비SI단위계와 SI단위계를 혼
용하거나 비SI단위계를 사용하고 있어 KS 규격과

4 .2 .2 표준시방서에 폐지된 KS 인용 방
지 방안

의 통일을 기하고 계량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표준시방서에는 폐지된 KS 규격이 93건이 인용

2001. 7. 1부터 상거래나 증명용으로 비SI단위 사

되어 있어 이들 폐지된 KS 규격을 삭제함과 동시

용이 금지되므로 이에 맞춰 빠른 시일내 SI단위계

에 향후 폐지된 KS 규격의 인용 방지가 필요하다

사용으로 전면 전환하여야 한다.

는 인식을 같이하고 기술표준원의 홈페이지에서
KS 규격검색이 원할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설분

4. 2 연구자문위원 연계합리화 방안
건설공사표준시방서의 제정기관은 건설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이지만 표준시방서

야에 관련된 KS 제·개정시 표준시방서 관련
학·협회에 통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가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의 제·개정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대한건축학
회, 대한토목학회 등 학·협회이다. 학·협회에서

4 .2.3 표준시방서에 SI 단위계 전면 적용

는 표준시방서 발간 업무를 위임받아 편찬하고 있

표준시방서에 SI 단위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으며 개별 표준시방서의 해설집을 만들기도 한다.

견해는 같이 하였으나 시행상에 있어 일시적인 혼

건설공사표준시방서와 KS의 통일화를 위해서는

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비SI 단위를 괄호안에

표준시방서를 관리하는 학·협회의 역할이 가장

병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고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제시되는 설계도

협회를 대신할 전문가들을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

서에는 의무적으로 SI 단위를 적용시키면 효과가

하고 자문위원회를 실시한 결과 자문위원들이 제

클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시한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2 .4 표준시방서와 KS 규격간에 용어
4 .2.1 표준시방서에 KS 규격 인용 확대
필요성

통일
용어의 통일에 대해서 KS 규격에 있는 용어로

건설분야와 관련되는 KS 규격이 1,582종임에

통일을 하고 KS 규격에 정의된 용어가 비합리적

비해 표준시방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격이 1,129

인 경우 학·협회 요청에 의해 개정하는 것이 좋

종으로 453종 정도가 표준시방서에 인용을 확대할

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KS 규격으로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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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들은 각 학·협회에서 발행되는 용어집을 참

표준시방서 개정시 기술표준원의 KS 인용에 대

고로 하여 통일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KS 규격의 데이터베이
스화 하여 학·협회에 인터넷을 통한 열람이 가능

4 .2.5 외국규격의 표준시방서에서의 인
용 배제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산업설비 분야
의 경우 KS 규격 제정 확대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준시방서는 국내에서 활용되는 시공기준으로

또한 표준시방서에서 확대하여 건설공사기준 43종

국가규격인 KS 규격을 활용하고 있으나 시방서별

에 대한 KS 인용규격 적정성에 대한 조사도 필요

로 ISO, JIS, ASTM 등 68종의 외국규격이 인용

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되어 있어 이들 규격이 시방서내에 필히 인용되어
야만 한다면 외국규격을 기초로 KS 규격을 제정

5. 결 론

한 후 KS 규격번호를 인용토록 하고, 외국규격이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표준시방서에 인용

필요치 않다면 차기 시방서 개정시 삭제토록 하는

된 KS의 현황을 조사한 후, 인용형식과 인용내용

의견이 제기되었다. 외국규격을 학·협회의 단체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시방서

규격으로 받아 들여 표준시방서 부록에 게재하자

와 KS의 연계합리화 방안을 구축하고자 연구한

는 의견도 있었다.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4 .2.6 표준시방서에서 KS 규격 인용시
종류 ·등급 등 명시
표준시방서는 공사시방서 작성에 기초가 되는
시방서이므로 KS 규격인용시 종류·등급까지 상

① 건설관계법규의 규제완화에 따라 표준시방
서와 KS 규격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며 따
라서 표준시방서와 KS의 연계합리화를 통
한 통일화가 시급하다.

세히 인용하여 공사시방서 작성시 해당 부분만을
발췌하여 활용토록 하여야 하나 대부분이 상세히

② 표준시방서와 KS 규격의 제·개정기관이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달라 제·개정 내용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

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표준시방서의 개정 작업

지고 있지 않아 관련기관의 연계체제를 구

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시간이

축하고 제·개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③ 14종의 표준시방서에 2,362건의 KS 규격이
4 .2.7 표준시방서와 KS의 인용 통일화
를 위한 기타 발전 방안

인용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표준시방서별로
분석하면 KS 규격 인용이 많이 누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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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확대가 필요하다.

⑦ 차기 표준시방서 개정시 전면적으로 국제단
위계(SI)를 채용하되 일시적인 혼란 우려

④ 산업기술변화에 따라 사용되지 않거나 규
격이 통합되어 폐지된 KS 규격이 일부 표

등이 있는 경우 비SI 단위를 일정기간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기한다.

준시방서에 인용되어 있어 이를 삭제해야
한다.

⑧ 표준시방서에서 KS 규격의 인용시 제품규
격의 경우에는 종류·등급까지를 명확히

⑤ 표준시방서에 인용된 외국규격을 분석하여

인용하여 공사시방서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

불필요한 규격은 삭제하고 꼭 필요한 규격

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한다.

은 KS로 제정하여 KS 번호를 인용하여 활
용을 쉽게 해야 한다.

※ 본 연구보고서는 건설교통부 및 시방서 관
련 학·협회에 배포되어 차기 시방서 개정시 반영

⑥ 표준시방서와 KS의 용어가 상충되는 것은

토록 하였으며, 연구보고서 및 부록(표준시방서별

KS 규격용어로 통일하며 KS 용어가 불합

KS인용 현황 등)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의 표준

리한 경우 표준시방서 관련 학·협회의 요

화연구 No 4에서 볼 수 있다.

청에 따라 즉시 개정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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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02-68호

국가교정기관 인정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1조(인정 및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가교정기관을 인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2. 5. 2.

기술표준원장
인정번호 : KC02- 128호
기 관 명 : 경원계기산업(주)
공인유효기간 : 2002. 5. 2 ～ 2007. 5. 1
주
소 : (우 411-802)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1932-76
담 당 부 서 : 교정부
품질 책임자 : 이 돈 환
전 화 번 호 : 031-914-4115
팩 스 번 호 : 031-919-2453
인 정 범 위 : 질량 (1분야, 1항목)
인정번호 : KC02- 129호
기 관 명 : (주)흥진정밀
□공인유효기간 : 2002. 5. 2～2007. 5. 1
□주
소 : (우415- 070)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92-27
□담 당 부 서 : 품질관리부
□품질 책임자 : 김 원 식 전무이사
□전 화 번 호 : (031)986- 2351- 4
□팩 스 번 호 : 031)983- 0749
□인 정 범 위 : 질량, 부피, 힘 (3 분야, 15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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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2- 130호
기

관

명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공인유효기간 : 2002. 5. 2～2007. 5. 1
주

소 : (우361～81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번지

담 당 부 서 : 시험연구지원팀
품질책임자 : 김 광 영
전 화 번 호 : 043-230-5300
팩 스 번 호 : 043-235-2491
인 정 범 위 : 질량및무게, 힘, 전기, 온도 (4분야, 12항목)
인정번호 : KC02- 131호
기 관 명 : 프라임엔지니어링(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5. 2～2007. 5. 1
□주

소 : (우462- 12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223-28
SK-아파트형공장 303호

□ 담 당 부 서 : 생산교정팀
□ 품질 책임자 : 박 철 우
□ 전 화 번 호 : 031-745-6566
□ 팩 스 번 호 : 031-745-6027
□ 인 정 범 위 : 온도 (1개 분야, 8항목)
인정번호 : KC02- 132호
기 관 명 : (주)삼전전자
□ 공인유효기간 : 2002. 5. 2～2007. 5. 1
□주

소 : (우153-863)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3동 983- 1

□담 당 부 서 : 교정부
□ 품질책임자 : 나 종 진
□ 전 화 번 호 : 02-896- 1001
□ 팩 스 번 호 : 02-803-7257
□ 인 정 범 위 : 길이, 전기 (2분야 25항목 : 길이 12항목, 전기 1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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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2- 133호
기 관 명 : (주)대전계기
□ 공인유효기간 : 2002. 5. 2～2007. 5. 1
□주

소 : (우300-020)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27-2

□ 담 당 부 서 : 교정검사팀
□ 품질 책임자 : 석 창 진
□ 전 화 번 호 : 042-282-6006
□ 팩 스 번 호 : 042-282-5005
□ 인 정 범 위 : 질량, 힘분야 (2분야, 8항목)
인정번호 : KC02- 134호
□ 기 관 명 : (주) 파워엠엔씨
□ 공인유효기간 : 2002. 5. 2～2007. 5. 1
□주

소 : (우302-845)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68-20

□ 담 당 부 서 : 교정검사팀
□ 품질 책임자 : 남 기 철
□ 전 화 번 호 : 042-527-5920
□ 팩 스 번 호 : 042-523-9910
□ 인 정 범 위 : 힘분야 1항목(로드셀)
인정번호 : KC02- 135호
□ 기 관 명 : 대정엔지니어링(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5. 2～2007. 5. 1
□주

소 : (우142-072)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2동 247- 14

□ 담 당 부 서 : 품질보증팀
□ 품질 책임자 : 이 기 석
□ 전 화 번 호 : 02-997-4566
□ 팩 스 번 호 : 02-908-2747
□ 인 정 범 위 : 10-3-0080 액체용 전자기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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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2- 136호
□ 기 관 명 : 한국원자력기술(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5. 2～2007. 5. 1
□주

소 : (우306-230)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1687-2 벤처타운 다산관

□ 담 당 부 서 : 교정팀
□ 품질 책임자 : 고 병 령
□ 전 화 번 호 : 042-935-8711
□ 팩 스 번 호 : 042-935-8710
□ 인 정 범 위 : 방사선 (1분야, 3항목)
인정번호 KC02- 137호 (1/2)
□기 관

명 : 한국프리에이계기(주)부설울산연구소

공인유효기간 : 2002. 5. 2～2007. 5. 1
주

소 : (우 681-340)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770- 12

담 당 부 서 : 표준교정실
품질 책임자 : 허 성 부
전 화 번 호 : (052) 247-9222
팩 스 번 호 : (052) 224-7770
인 정 범 위 : 질량분6야 (1개 분야 4항목)
인정번호 : KC02- 138호(1/1)
□ 기 관 명 : 성원계기산업(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5. 2～2002. 5. 1
□주

소 : (우 225-812)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724-5 번지

□담 당 부 서 : 교정팀
□ 품질책임자 : 김 종 기
□ 전 화 번 호 : 033-343-5555
□ 팩 스 번 호 : 033-343-5553
□ 인 정 범 위 : 질량분야 (1분야, 6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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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2- 139호
□ 기 관 명 : (재)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공인유효기간 : 2002. 5. 2～2007. 5. 1
□주

소 : (우 135 - 892)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7- 10

□ 담 당 부 서 : 검교정1팀
□ 품질책임자 : 권 영 문
□ 전 화 번 호 : 02) 543 - 3710
□ 팩 스 번 호 : 02) 516-5398
□ 인 정 범 위 : 질량, 힘 (2분야, 10항목)
인정번호 : KC02- 140호
□ 기 관 명 : 대성계전(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5. 2～2007. 5. 1
□주

소 : (우 626-230)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289-22

□ 담 당 부 서 : 교정과
□ 품 질 책임자 : 김 길 영
□ 전 화 번 호 : 055-385-7894
□ 펙 스 번 호 : 055-384-0152
□ 인 정 범 위 : 기체유량

※ 인정범위는 http://kolas.ats.go.kr에서 교정기관 검색에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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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국산업규격의 제정목적
－ 국가의 산업기반을 공고히 하고 광공업품의 품질향
상 및 생산효율을 제고하고, 거래의 단순화·공정화
를 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

한국산업규격 제 ·개정 등의 절차 등

함이다.

1 . 한국산업규격(KS ) 의 정의
－ 산업표준화법 제4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의 규정에

3 . 한국산업규격( KS ) 제 ·개정(안) 제안

의거 제정된 산업 표준을 한국산업규격(KS)이라 하 1) 국가에서직접제안
국가규격의 제정 및 신제품 개발 등으로 광공업품의
고
－ 산업표준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
준을말함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호환성 확보 등의 필요에 의
해 기준표준원장이제안하는 경우로서, 자체적으로 규격
안을작성하거나학회·연구기관등에용역으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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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관계인의제안

6 . 산업표준 제 ·개정 및 폐지예고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국가에 KS 규격 제·개정을

KS 규격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있으며, 정해진 신청서에규격안 및설명서를

예정일 60일 전까지 해당 규격의 명칭, 주요골자 및

첨부하여기술표준원장에게신청.

사유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 관계부처와 협의

7 . 한국산업규격의 확정

1) 관계행정기관의협의
규격안이 작성되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게 되
는데, 이는 관련 행정기관의 소관사항과 호환성을 유지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고 규격안이 확정되면 기술
표준원장은 한국산업규격으로 제·개정 또는 폐지고
시하고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KS 규격으로 확정됨

하고 규격의 적용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임.

※ 한국산업규격은 제정일로부터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정·확인·폐지 등의 조치를 하게

2) 공청회개최
산업표준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

되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라도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요

8 . 한국산업규격의 분류

구받은기술표준원장은반드시공청회를개최하여야함

1) 분야별 분류
한국산업규격은 분야별로 영문 알파벳 대문자A에

5 .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

서 X까지 16개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전문분야로 나

1) 부회심의

누어 중분류하여 규격번호의 천 단위(1000, 2000,

산업표준심회의 전문 부문별로 구성되어 있는 해당

3000 등)로 구분하고 있다.

제품의 소관 부회에 규격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야

따라서 규격번호만 보면 어느 분야 종류의 규격임

하며, 전문 기술분야 등 전문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

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KS C 3000 단위는 전기전

고 인정되면 당해 전문위원회로 이송시켜 검토하게 할

자분야의 전선, 케이블 및 전로용품에 관한 규격임을

수있음.

알 수 있다.

2) 전문위원회심의
전문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부회로부터 이
송된 규격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부회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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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기본부문(A)
기계부문(B)
전기부문(C)
금속부문(D)
광산부문(E)
토건부문(F)
일용품부문(G)
식료품부문(H)
섬유부문(K)
요업부문(L)
화학부문(M)
의료부문(P)
수송기계부문(R)
조선부문(V)
항공부문(W)
정보산업부문(X)

중

분

류

기본일반/포장일반/공장관리/방사선(능)관계/기타
기계기본/기계요소/공구/공작기계/측정계산용 기계기구·물리기계/일반기계/산업기계/
농업계/열사용 및 가스기기
전기일반/측정 및 시험용 기계기구/전기재료/전선, 케이블 및 전로용품/전기기계기구/
통신·전자기기 및 부품/진공관 및 전구/조명·배선·전기기구/전기응용 기계기구
금속일반/분석/원재료/분석/강재/주강 및 주철/신동품/주물/신재/2차제품/가공방법 기타
일반·정의 및 기호/채광/채광 및 광산물/보안/선광 및 석탄/신재 2차 제품/가공방법 기타
일반·정의 및 기호/시험·검사·측정/재료 및 부재/시공
문방구 및 사무용품/잡품·가정용품/가구 및 실내장식품 운동용구/특수 공예품
식료품
일반·시험 및 검사/면직/마제품/편직물/피복/직물·편물 제조기
도자기/유리/내화물/점토제품/시멘트·석면제품/연마제·특수요업제품/요업용 특수기기/
기타
일반/공업약품/유지·광유/플라스틱·사진재료/염료·폭약/안료·도료·잉크/고무·
피혁/종이·펄프/시약
일반/일반의료기기/치과재료/의료용설비 및 기기/의료용구
자동차일반/시험 검사 방법/공통부문/기관/차체/전기 장치·계기/수리 조정 시험/수리
기구 자전거/철도용품
일반/선체/기관/전기기/항해용 기기·계기
일반/전용재료/표준 부품/기체(장비포함)/발동기/계기
정보기술용어·일반/문자세트·보안·부호화/정보기술용 언어·소프트웨어 헤어공학·
컴퓨터그래픽스/데이터통신망/정보기기·데이터 저장매체/IT응용

2) 형태별 분류

② 방법규격

한국산업규격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제품

시험·분석·검사 및 측정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의 규격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방법이나 전달을 위

통일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규격을 말하

하여 정하여지기도 한다.

고, 때로는 샘플링 방법·통계적 방법의 사용 및 시
험순서와 같은 것을 정하는 것도 있다.

① 제품규격
제품의 향상, 치수, 품질, 안전성 등에 당해광공업

③ 전달규격

품이 특정 조건하에서 정해진 목적을 확실하게 완수

용어, 기호, 단위 및 수열 등 그 개념을 정의하여

하기 위하여 만족시켜야 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

보급함으로써 다른 개념과의 차이를 확실하게 하기

정한다.

위한 규격이다.

138

한국산업규격 제 ·개정, 폐지 및 확인 절차
<심의기구>

<초안작성기구>
①초안작성 의뢰

②초안작성제 출

⑤심의의뢰

⑥심의완료
통보

③의견조 회

④의견회신

⑧고시

⑩ 보급 (K S

⑨ 출판 (책자 , CD - Rom )

⑩ 보급

영문판 )

□ 이달 (4월)의 규격 제 개정, 폐지, 확인
및 예고 실적
4월중 각 부서에서 수행한 한국산업규격(KS)의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규격담당과 및 기술
제·개정, 폐지 및 확인, 예고실적을 요약 정리·게 표준총괄과)
재하오니 검토하시고, 이견이나 의견이 있을시 제시
139

이달의 규격정보

생물화학기술표준부 : 정밀화학과

(Te l : 529～7241～4)

생물환경과

(Te l : 509～7245～52)

광전재료과

(Te l : 509～7230～3)

자본재기술표준부 : 자본재과

(Te l : 509～7270～8)

수송물류과

(Te l : 509～7285～9)

자동화부품과

(Te l : 509～7350～3)

소재과

(Te l : 509～73 17～9)

기초기술표준부 : 기술표준총괄과

(Te l : 509～7396)

국제표준과

(Te l : 509～7400)

신뢰성과

(Te l : 509～7303)

건설서비스과

(Te l : 509～7 101～2)

기술표준정보과

(Te l : 509～7387)

전자기술표준부 : 정보표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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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l : 509～7220～228)

고분자 섬유과

(Te l : 509～7333～5)

전자거래표준과

(Te l : 509～7403～5)

정밀전자과

(Te l : 509～7306～7)

전기응용과

(Te l : 509～7330～2)

[기초기술표준분야]
- 기초기술표준분야(KS)제·개정, 폐지 및 확인현황

◈ 건설서비스과

개정예정
분야(field)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Construction

규격번호
(KS number)

규격명(title)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Components for steel pipe
scaffolding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Components and accessories
prefabricated steel pipe scaffolding

담당부회 (national committee)
- 건축부회 (Building Construction Committee)
담당자 (contact point)
- 건설서비스과 (Construction and Service Standards Division)
Tel : (02) 509-7401~2 Fax : (02) 503-7977
코멘트 시한 (Comment deadline)
- 2002. 5. 20.

폐지예정
분야(field)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Construction

규격번호
(KS number)

규격명(title)

KS F 2299 건축물 부재의 정상상태에서의 단열성
능 시험방법
Standard test method for steady-state
thermal performance of building
assemblies by means of guarded hot
box

코멘트 시한 (Comment deadline)

- 2002. 6. 10.

제정예정
분야(field)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Construction

규격번호
(KS number)

규격명(title)

KS F 1611 경골 목구조 벽 및 바닥/천장 시스템
의 내화성능
Fire resistance performance of wall
and floor/ceiling systems of lightweight wood frame structure

코멘트 시한 (Comment deadline)

분야(field)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Construction

규격번호
(KS number)

규격명(title)

KS F 2610 건축재료의 이산화탄소 투과성 측정
방법
Determination of carbon dioxide
transmission rate for buildings materials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단면복구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Polymer modified cement mortar for
concrete construction
KS F 4931 교면용 시트 방수재
Deck waterproofing sheets
KS F 4932 교면용 도막 방수재
Deck for flexible waterproofing
slurry
KS F ISO 플라스틱-실험실광원에 의한 폭로시험
4892-1 방법 제1부 : 통칙
Plastics - Methods of exposure to
laboratory light sources - part 1
General guidance
KS F ISO 플라스틱-실험실광원에 의한 폭로시험
4892-2 방법 제2부 : 제논-아크광원
Plastics - Methods of exposure to
laboratory light sources - part 2
Xenon-arc sources
KS F ISO 플라스틱-실험실광원에 의한 폭로시험
4892-3 방법 제3부 : 자외선 형광램프
Plastics - Methods of exposure to
laboratory light sources - part 3
Fluorescent UV lamps
KS F ISO플라스틱 - 실험실광원에 의한 폭로시
4892-4
험방법 제4부 : 오픈프레임 카본-아크
광원
Plastics - Methods of exposure to
laboratory light sources - part 4
Open-flame carbon-arc lamps

코멘트 시한 (Comment deadline)

- 2002. 6. 10.

- 200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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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규격정보

개정예정
분야(field)

제정예정
규격번호
(KS number)

규격명(title)

분야(field)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방법
Recommended practice for accelerated artificial exposure of plastics
building materials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Construction

KS F 2277 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능 측정방법 교정 열상자법 및 보호 열상자법
Thermal insulation - Determination
of steady -state thermal transmission
properties - Calibrated and guarded
hot box

KS F 2821 플라스틱 - 언더그라스 옥외노출, 직접
옥외폭로 또는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
로후 색 및 특성변화 측정방법
Plastic - Determination of changes in
colour and variations in properties
after exposure to daylight under
glass, natural weathering or laboratory light sources

KS F 2158-2 구조용 목질 판상재료의 압축시험방법
Method of compression test for
structural wood-based panels
KS F 2159-1 비구조용 목질 판상재료의 휨시험방법
Method of bending test for nonstructural wood-based panels
KS F 2159-2 구조용 목질 판상재료의 휨시험방법
Method of bending test for structural
wood-based panels
KS F 3026 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Wood for floor decking treated with
preservatives by pressure processes

코멘트 시한 (Comment deadline)
- 2002. 6. 10.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Construction

규격명(title)

KS F 8002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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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개정예정
pipe

scaffolding
KS F 8003 Components and accessories prefabricated steel pipe scaffolding

코멘트 시한 (Comment deadline)
- 2002. 5. 20.

for

KS F 1555 목재 표준 용어 - 목재 접착 및 합판
Standard terminology related to
wood-Wood adhesion and plywood
KS F 1556 목재 표준 용어 - 목재의 방부 및 방
충처리
Standard terminology related to
wood - Preservative treatments for
wood

KS F 2157-1 비구조용 목질 판상재료의 인장시험
방법
Method of tension test for nonstructural wood-based panels
KS F 2157-2 구조용 목질 판상재료의 인장시험방법
Method of tension test for structural
wood-based panels
KS F 2158-1 비구조용 목질 판상재료의 압축시험
방법
Method of compression test for
nonstructural wood-based panels

KS F 2820 플라스틱 - 직접 옥외노출, 유리사용
옥외노출 및 태양 집광촉진 시험방법
Plastic - Methods of exposure to
direct weathering, to indirect weathering using glass-filtered daylight
and to intensified weathering by
daylight using fresnel mirrors

규격번호
(KS number)

규격명(title)

KS F 2156 목재 및 목질제품의 지압시험방법
Method of dowel-bearing strength
test for wood and wood-based
products

KS F 2607 건축재료의 투습성 측정방법
Determination of water vapour
permeability for building materials

분야(field)

규격번호
(KS number)

분야(field)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Construction

규격번호
(KS number)

규격명(title)

KS F 3022 목재 집성판
Edge-glued lumber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Nonstructural glued laminated timber
KS F 3119 수장용 단판 적층재
Nonstructural
laminated veneer
lumber

[생물화학기술표준분야]
- 생물화학분야의 KS 제·개정 및 예고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전재료과

(99.11.1)를 한국산업규격에 수돗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여 통일
화하고자 함

ISC 번호 : 71.060.40

KS M 1510 2002.4.30 폴리염화알루미늄

개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SO 규격없음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KS M 1108 2002.4.30 표백분과 고도표백액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SO 규격없음

정부규격화 일환으로 환

경부에서 수돗물 처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경부고시 1999-173호
(99.11.1)를 한국산업규격에 수돗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여 통일

정부규격화 일환으로 환

화하고자 함

ISC 번호 : 71.100.00

경부에서 수돗물 처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경부고시 1999-173호
(99.11.1)를 한국산업규격에 수돗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여 통일
화하고자 함

◈ 생물환경과

ISC 번호 : 71.060.50

제정
KS M 1201 2002.4.30 황산시험방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MOD

정부규격화 일환으로 환경부에

서 수돗물 처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경부고시 1999-173호(99.11.1)
를 한국산업규격에 수돗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여 통일화하고자
함

정부규격화 일환으로 환경부에

서 수돗물 처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경부고시 1999-173호(99.11.1)
를 한국산업규격에 수돗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여 통일화하고자
ISC 번호 : 71.060.30

멸치조림 통조림에 대한 품
ICS 번호: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SO 규격없음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KS H 6001 2002.4.20 굴통조림시험방법
규격체제 정비에 따른 개정

ICS 번호:

KS H 6002 2002.4.20 굴보일드통조림

KS M 1411 2002.4.30 황산알루미늄
정부규격화 일환으로 환

경부에서 수돗물 처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경부고시 1999-173호
(99.11.1)를 한국산업규격에 수돗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여 통일
화하고자 함

최근 생산얄 증가에 따른 민원요청

개정

KS M 1203 2002.4.30 황산

함

KS H 6028 2002.4.20 멸치조림 통조림
질기준을 설정하고 표시방법 등을 규정

ISC 번호 : 71.060.30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MOD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

규격체제 정비에 따른 개정

ICS 번호:

KS H 6004 2002.4.20 오징어 보일드 통조림
이해관계인이 요청한 자구수정

ISC 번호 : 71.060.50

ICS 번호:

KS H 6005 2002.4.20 고등어 가미 통조림
KS M 1413 2002.4.30 분말활성탄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SO 규격없음

규격체제 정비에 따른 개정

경부에서 수돗물 처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경부고시 1999-173호
(99.11.1)를 한국산업규격에 수돗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여 통일
화하고자 함

ISC 번호 : 71.100.00

KS H 6009 2002.4.20 오징어 가미 통조림
규격체제 정비에 따른 개정

ICS 번호:

KS H 6011 2002.4.20 연체류 통조림 시험방법
규격체제 정비에 따른 개정

KS M 1420 2002.4.30 가성소다액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SO 규격없음

ICS 번호:

정부규격화 일환으로 환

정부규격화 일환으로 환

경부에서 수돗물 처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경부고시 1999-173호

ICS 번호:

KS H 6022 2002.4.20 멸치액젖
규격체제 정비에 따른 개정

ICS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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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자섬유과

담당자(contact point)
- 고분자섬유과(Polymer & Textiles Division)

개정예정
분야(field)
플라스틱
(Plastics)

Tel : (02) 509-7237

규격번호
(KS number)

Fax : (02) 503-7357

규격명(title)

KS M 3020 폴리염화비닐리덴 시험 방법

코멘트 시한(Comment deadline)
- 2002. 5. 14

KS M 3025 폴리아세트산비닐 시험방법
KS M 3156 연질 염화비닐 콤파운드
KS M 3157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성형재료
KS M 3339 열경화성 수지 적층관
KS M 3350 아세탈 수지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KS M 3409 수도영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
KS M 3410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 수송물류과
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KS W 0625 2002.4.27. 비행기의 강도 및 강성, 음향 피로
현재 사용되는 용어 등 일부 내용 변경

KS M 3500 대구경 2중벽 구조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 1.1 방지하기 위하여 ⇒ 예방하기 위한

KS M 3809 경질 우레탄 폼 보온재

- 3.2.1(a) 의 예측을 한다 ⇒ 을 평가한다 등으로 용어내용 수정

KS M 3810 염화비닐 수지
KS M 3604 재활용 폴리에틸렌제 정화조

ISO 8625-1, ISO 8625-2와 부합화 검토한 결과 추가되는 용어 58개

담당부회 (national committee)

의 내용 추가

- 화학2부회(플라스틱)
담당자(contact point)
- 고분자섬유과(Polymer & Textiles Division)
Tel : (02) 509-7237
Fax : (02) 503-7357

ISO 5843-9를 부합화 검토한 결과 용어 등의 내용 추가

ISO 5843-10를 부합화 검토한 결과 추가되는 용어의 내용 추가

- 2002. 5. 14

섬유
(Textiles)

KS W 0116 2002.4.27. 항공용어(항공기일반)

KS W 0118 2002.4.27. 항공용어(기체구조)

코멘트 시한(Comment deadline)

규격번호
분야(field) (KS number)

KSW 0115 2002.4.27. 항공용어(유압 및 공기압계통에 관한 것)

규격명(title)

KS K 0010 방적 기계 용어
KS M 0013 방적 용어
KS M 0014 가정용 편기 용어
KS M 0022 정경 플랜지 목관(면용)

◈ 자동화부품과
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

KS M 9301 바디살

KS B ISO 8579- 1 2002. 4. 1 기어장치의 인수검사 - 제 1부: 기어장

KS M 9302 바디(견용)

로부터 방사되는 공기전파 음의 파워레벨 결정

KS M 9303 바디(면·모용)
KS M 9304 와이어 헬드

ISO 8579-1 규격에 일치화(IDT)
정방법 등 정의

기어에서 발생하는 음의 레벨 측

ICS codes 21.200

KS M 9312 조방 플라이어
KS M 9319 방적용 침
KS M 9321 침포
담당부회 (national committee)
- 섬유1부회(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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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ISO 8579- 2 2002. 4. 1 기어장치의 인수검사 - 제 2부 기어장
의 기계진동의 측정방법 및 진동 등급의 결정
ISO 8579-2 규격에 일치화(IDT)
측정방법 등 정의

ICS codes 21.200

기어에서 발생하는 기계진동의

KS B ISO 9222- 1 2002. 4.20 제도 - 씰(동적환경에 적용) 제 1부:
일반간략표시

ISO 701 규격에 일치화(IDT)

ISO 9222-1 규격에 일치화(IDT)
표시 방법

KS B 0053 2002. 4.20 기어기호

동적환경에 적용하는 씰의 간략

기어기호표 추가

ICS codes

01.080.30

ICS codes 01.100.20

KS B ISO 9222- 2 2002. 4.20 제도 - 씰(동적환경에 적용) 제 2부: 상

개정예고

간략표시
ISO 9222-2 규격에 일치화(IDT)
간략 표시 방법

동적환경에 적용하는 씰의 상세

ICS codes 01.100.20

규격번호
KS B 2804

규격명
오 일 실

- 담당부회 : 기계기본요소부회

개정

- 담당자 : 자동화부품과(Tel 02-509-7351, FAX 02-509-7423)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

- 코멘트 시한 : 2002. 6. 9

KS B 0052 2002. 4.20 용접기호
ISO 2553 규격에 일치화(IDT)
추가

기호 일부 및 각법별 기호 기입부

ICS codes 01.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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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기술표준분야]
- 자본재기술표준분야의 KS 제·개정 및 예고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재과

KS B ISO 6105 2002. 4. 3 연삭제 제품 - 석재류가공 및 절단용 세
먼트 소 - 스틸 블레이드의 치수

제정

석재류 가공 및 절단용 다이아몬드 또는 입방정 질화붕소

IDT

(CBN)세그먼트 소 - 스틸 블레이드의 치수에 대하여 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

ICS 25.100.70

KS B ISO 1703 2002.4 나사 및 너트 조립공구- 명칭
ISO 1703와 IDT

나사 및 너트 조립공구의 명칭에 대하여 규정

25.140.30

KS B ISO 6261 2002. 4. 3 인덱서블 인서트용(원통형 섕크공구 홀더
- 호칭
IDT

KS B ISO 2730 2002.4 목공용 대패
ISO 2730와 IDT

원통형 섕크 공구 홀더를 갖는 인덱서블 인서트용 보링바의

호칭기호를 부착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25.100

KS B ISO 10145- 1 2002. 4. 3 경납땜 헬리컬 초경합금 팁엔드밀
평행 섕크가 부착된

KS B ISO 4875- 1 2002.4 금속절단 띠 톱날 - 제1부 :정의 및 용어
ISO 4875-1와 IDT
정

ICS 25.100.10

목공용 대패에 대하여 규정

금속절단 띠 톱날의 용어 및 정의에 대하여 규

IDT

엔드밀의 치수

평행섕크가 부착된 경납땜 헬리컬 초경합금 팁 엔드밀의 치

수에 대하여 규정

ICS 25.100.20

25.100
KS B ISO 789-2 2002. 4. 18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2부:후

KS B ISO 4875- 2 2002.4 금속절단 띠 톱날 - 제2부 :기본치수 및
용차

3점 링크의 양력
일반요구조건, 유압양력시험, 양력유지시험 등을 규정

IDT

ISO 4875-2와 IDT
하여 규정

금속절단 띠 톱날의 기본치수 및 허용차에 대

ICS 65.060.10

25.100
KS B ISO 789-4 2002. 4. 18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4부:배기

KS B ISO 4875-3 2002.4 금속절단 띠 톱날 - 제3부 :종류별 특성
ISO 4875-3와 IDT
정

금속절단 띠 톱날의 종류별 특성에 대하여 규

25.100

하여 규정

시험장치, 시험조건, 절차, 시험보고서 등을 규정

IDT

ICS 65.060.10

KS B ISO 5609 2002. 4. 3 인덱서블 인서트용 보링바 - 치수
IDT

스의 매연측정

원통형 섕크를 갖는 인덱서블 인서트용 보링바의 치수에 대
ICS 25.100.10

KS B ISO 789- 8 2002. 4. 18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8부:엔
공기청정기
IDT

측정정확도, 시험재료 및 시험조건, 진동저항, 건식공기청정

기의 정비효과, 섬유재의 저항성, 건식공기청정기 거름망의 수분저항,
KS B ISO 5610 2002. 4. 3 선삭 및 모방선삭 인덱서블 인서트용 바이

안전거름망, 습식공기 청정기의 작동각 등을 규정

ICS 65.060.10

트 홀더 - 치수
IDT

선삭 및 모방 선삭용 인덱서블 인서트용 바이트 홀더의 일

반적인 치수에 대하여 규정

ICS 25.100.10

KS B ISO 789- 10 2002. 4. 18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10부
랙터와 작업기간의 유압동력
IDT

KS B ISO 5611 2002. 4. 3 인덱서블 인서트용 A형 카드리지 - 치
IDT

ICS 65.060.10

인덱서블 인서트용 A형 카트리지의 치수에 대해서 규정

ICS 25.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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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단위와 허용오차, 일반요구사항, 가용유압시험, 최대 가

용유압동력 등을 규정

KS B ISO 2057 2002. 4. 18 농업용 트랙터 - 견인형 작업기의 원

조정 유압실린더

KS B 3267

2002. 4. 9 나사 전조용 둥근 다이

KS B 3280

2002. 4. 9 키홈 브로치

KS B 3286

2002. 4. 9 휴대용 동력 공구의 공구진동레벨 측

KS B ISO 3339-0 2002. 4. 18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 분류와

KS B 3288

2002. 4. 9 스프루 리머

어 - 0부:분류체계와 분류

KS B 3342

2002. 4. 9 유니파이 보통 나사용 핸드탭

IDT

구분과 등급, 유압제어용 호스길이 등을 규정

ICS 65.060.01

정방법

IDT

분류체계, 일반분류(동력 및 견인기계, 개간장비, 토양작업

기, 파종 및 이식기, 시비, 토양개량제 살포 및 살수장비, 가축생산용
장비 등)을 규정

◈ 소재과

ICS 65.060.01

KS B ISO 3776 2002. 4. 18 농업용 트랙터 - 좌석벨트 고정
IDT

제정

고정점위치의 선택, 고정점의 상대위치, 좌석지표점, 고정점

시험 등을 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

ICS 65.060.10

KS B ISO 3690 2002. 4. 27 용접 및 관련공정- 페라이트강 아크용
KS B ISO 4252 2002. 4. 18 농업용 트랙터 - 운전자 작업공간, 출

부의 수소함량결정

구 - 치수
IDT

ISO 3690 일치화 (IDT)
비상출구수와 위치, 내부공간 치수 등을 규정

방법

페라이트강 아크용접부의 수소함량 결정

ICS : ISO/FDIS로 미정

ICS 65.060.10
KS B ISO 6847 2002. 4. 27 용접재료- 화학분석을 위한 용접금속
KS B ISO 4253 2002. 4. 18 농업용 트랙터 - 운전자 좌석 치수
IDT

드의 융착

좌석지표점 전면에서의 좌석길이, 폐달과 조향 핸들의 조정,

폐달측면의 조정, 좌석치수 등을 규정

ICS 65.060.10

ISO 16847 일치화 (IDT)
법

용접재료 화학분석을 위한 패드융착 방

ICS : ISO/FDIS로 미정

KS B ISO 9015-2 2002. 4. 27 용접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경도시
제2부 : 용접부의 미소경도시험

제정예고

ISO 9015 일치화(IDT)

규격번호

규격명

KS B ISO 5240

섬유기계 및 부속품 - 정경크릴 - 치수

KS B ISO 572

섬유기계 및 부속품 - 씨실교환 자동
직기용 북 - 치수

- 담당부회 : 일반산업기계부회
- 담당자 : 자본재과(Tel 02-509-7275, FAX 02-507-1923)
- 코멘트 시한 : 2002. 6. 28

용접부의 미소경도 시험방법

ICS : ISO/FDIS로 미정
KS B ISO 9017 2002. 4. 27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파단시
ISO 9017과 일치화 (IDT)

용접부 파단시험

ICS : ISO/FDIS로 미정
KS B ISO 9017 2002. 4. 27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파단시
ISO 9017과 일치화 (IDT)

용접부 파단시험

ICS : ISO/FDIS로 미정
KS B ISO 9606- 1 2002. 4. 27 용접사 승인시험 -용융용접- 제1부

확인

ISO 9016-1과 일치화 (IDT)

강의 용융용접의 용접사 승인시험

ICS : ISO/FDMA로 미정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B 3008

2002. 4. 9 듀얼 플레이트 체크 밸브

KS B 3190

2002. 4. 9 콘크리트용 코어드릴의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KS B ISO 9606-2 2002. 4. 27 용접사 승인시험 -용융용접- 제2부
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ISO 9016-2과 일치화 (IDT)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용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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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의 용접사 승인시험

ICS : ISO/FDMA로 미정

KS B ISO 9606- 5 2002. 4. 27 용접사 승인시험 - 용융용접-제5부
타늄 및 티타늄 합금
ISO 9016-2과 일치화 (IDT)
용접사 승인시험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KS D 4316 2002. 4. 6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라

티타늄 및 티타늄합금의 용융용접의

ICS : ISO/FDMA로 미정

KS B ISO 15607 2002. 4. 27 금속재료 용접시공의 설명서 및 승인반규정
ISO 15607과 일치화 (IDT)

개정

이닝
NEQ

용출시험 방법 및 기준 추가 규정

KS D 3515 2002. 4. 1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ISO 630 부합화 (MOD)

용접 시공시 서명서 및 승인 방법

ICS : 없음

제품분석의 경우 레이들분석과의 허용차

는 KSD 0228에 따르도록 추가 규정

ICS 77. 140. 10

ICS : ISO/FDIS로 미정
KS D 2311 2002. 4. 8 다이캐스팅용 아연합금 잉곳
KS B ISO 15609- 1 2002. 4. 27 금속재료 용접시공의 설명서 및 승

ISO 0301 부합화 (MOD)

- 용접시공 설명서- 제1부 : 아크용접

ICS 77.120.60

ISO 15609-1과 일치화 (IDT)
ICS : ISO/FDIS로 미정

용접 시공시 설명서 및 승인 방법
KS D 2333 2002. 4. 8 다이캐스팅용 마그네슘 합금 잉곳
ISO 16220 부합화 (MOD)
ICS 77.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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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곳의 성분의 부합화 추진

[전자기술표준분야]
- 전자기술표준분야의 KS 제·개정 및 예고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KS C IEC 60335- 2-90 2002.4.25 상업용 전자레인지의 개별요구사
항

제정

IEC 60335-2-90 일치화
KS C IEC 60335-2- 12 2002.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구조 등 29개 항목

감전보호, 온도상승, 절연내력 이상운전

ICS 97.040.20

안전성 제2- 12부 보온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
KS C IEC 60335- 2- 13 2002.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구사항
IEC 60335-2-12 일치화
구조 등 29개 항목

감전보호, 온도상승, 절연내력 이상운전

ICS 97.040.50,130.120

안전성 제2- 13부 전기튀김기, 전기프라이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335-2-13 일치화

KS C IEC 60335-2- 32 2002.4.23 가정용 및 이와유사한 전기기기의

구조 등 29개 항목

감전보호, 온도상승, 절연내력 이상운전

ICS 97.040.20

전성 제2-32부:전기 맛사지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335-2-32 일치화
구조 등 29개 항목

감전보호, 온도상승, 절연내력 이상운전

ICS 97.170, 13.120

KS C IEC 60335- 2-59 2002.4.25 가정용 및 이와유사한 전기기기의
전성 제2- 59부: 전기살충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335-2-59 일치화

KS C IEC 60335-2- 95 2002.4.23 가정용 및 이와유사한 전기기기의

구조 등 29개 항목

감전보호, 온도상승, 절연내력 이상운전

ICS 91.180.13.120

전성 제2-95부:주거용 수직개폐 차고문 구동장치의 개별요구사항
IEC 60335-2-95 일치화
구조 등 29개 항목

감전보호, 온도상승, 절연내력 이상운전

ICS 29.120.01, 91.090

KS C IEC 60335- 2-71 2002.4.25 가정용 및 이와유사한 전기기기의
전성 제2- 71부:동물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335-2-71 일치화

KS C IEC 60335-2- 97 2002.4.23 가정용 및 이와유사한 전기기기의

구조 등 29개 항목

감전보호, 온도상승, 절연내력 이상운전

ICS 65.020.30, 97.100.10

전성 제2-97부:회전식셔터, 차양, 블라인더 및 이와 유사한 구동장치
KS C IEC 60335- 2-73 2002.4.25 가정용 및 이와유사한 전기기기의

의 개별요구사항
IEC 60335-2-97 일치화
구조 등 29개 항목

감전보호, 온도상승, 절연내력 이상운전

ICS 29.120.01, 91.060.50

전성 제2- 73부:고정투입식 전열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335-2-73 일치화
구조 등 29개 항목

감전보호, 온도상승, 절연내력 이상운전

ICS 91.140.65

KS C IEC 60675 2002.4.23 가정용 전기 직접 가열식 실내용 난방기
KS C IEC 60508 2002.4.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전기다리

- 성능 측정방법
IEC 60675 일치화
정 등 16개항목

외곽의 온도상승, 복사열 효과, 유효전력의 측

ICS 97.100.10

미 성능시험방법
IEC 60508 일치화

무게, 유연성 코드길이 내구성 등 15개 항목

ICS 97.060
KS C IEC 60335- 2-27 2002.4.25 피부용 자외선 및 적외선 방출기
KS C IEC 61254 2002.4.25 가정용 전기 면도기 - 성능 측정방법

개별요구사항
IEC 60335-2-27 일치화
구조 등 29개 항목

감전보호, 온도상승, 절연내력 이상운전

ICS 97.170, 13.120

KS C IEC 60335-2- 30 2002.4.25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335-2-30 일치화
구조 등 29개 항목

IEC 61254 일치화
8개항목

전체치수, 무게, 건전지 충전 당 동작시간 등

ICS 97.170

폐지

감전보호, 온도상승, 절연내력 이상운전

ICS 97.100.10, 13.120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및 폐지사유KS C 0906 2002.4.25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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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0079-0 내용 일부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KS C 0914 2002.4.25 전기기기의 방폭구조 통칙
KS C IEC 60079-0 내용 일부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KS C 0915 2002.4.25 전기기기의 내압(耐壓) 방폭구조
KS C IEC 60079-1 내용과 중복됨
KS C 0916 2002.4.25 전기기기의 내압(內壓) 방폭구조
KS C IEC 60079-2 내용과 중복됨
KS C 0917 2002.4.25 전기기기의 유입 방폭구조
KS C IEC 60079-6 내용과 중복됨
KS C 0918 2002.4.25 전기기기의 안전증대 방폭구조
KS C IEC 60079-7 내용과 중복됨
KS C 0919 2002.4.25 전기기기의 본질안전 방폭구조
KS C IEC 60079-11 내용과 중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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