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뉴스

인체형상 및 치수표준화
국제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있었으며, 3차원 인체측정법이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2부 세미나에서는 3차원 전신스케
너를 이용하여 인체측정학적 변화비교시 장점, 모
든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산출방안 및
다양한 산업분야에 가공데이터와 활용프로그램 제
공방안 등이 토의되었다.

국민생활수준 향상 및 생활양식의 선진화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는 오는 2003년 실시예정인 제5

모든 산업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 및

차 국민표준체위조사사업에 3차원 측정법을 도입하

공간설계를 위해서 2차원 인체측정자료 이외에도 3

여 국내 최초로 전 국민에 대한 3차원 형상자료 확

차원 형상자료 등 새롭고 다양한 자료를 필요로 하

보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인체정보를 다양한 산업

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3차

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원스케너를이용한 3차원 인체형상자료 산출 및활
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진행되었으며 선진국을 중
심으로 측정조사사업도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인에

※ 담당 : 고분자섬유과 주소령 (Tel:509-7238),
soyoung@ats.go.kr

대한 3차원 형상자료 산출은 전무한 실정이다.
기술표준원은 3차원 인체측정의 국제표준화기반

보존용품 품질인증 제도

을 마련하고 제5차 국민표준체위조사사업에 3차원

실시

인체측정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미국·유럽 인체
형상측정조사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4월 25일,
26일 미국 Wright- Patterson 공군연구소 책임연

국가적으로 영구보존관리가 필요한 중요 보존기

구원이며 CAESAR(Civilian American and Eur-

록물들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이, 잉크 및 필

opean Surface Anthropometry Resource) 프로

기구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2002년 6월 1일부

젝트의 director인 Kathleen M. Robinette 초청

터 실시하고 있다.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소한 100년 이상 영구보존이 필요한 역사적인

미국·유럽의 3차원 인체측정조사 현황 이라는

편찬물, 전사, 영상매체 등 우리나라의 중요 보존기

주제로 진행된 제1부 세미나에서는 미국, 유럽의

록물의 보존실태는 50년이 되지 않은 문서용지가

산, 학, 연, 관이 연계된 3차원 인체측정조사연구 프

열화(熱化)와 황변(黃變) 등으로 낱장을 넘기기

로젝트인 CAESAR(Civilian American Europ-

가 어렵게 되고, 잉크가 퇴색되어 내용을 쉽게 알아

ean Surface Anthropometry Resource)의 의의,

볼 수가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보존

추진현황 및 향후방향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기록물의 종이, 잉크 등 기록매체 및 재료의 품질이

3

기술표준뉴스

장기간 보존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한 점에 주로 기
인하고 있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보존용품에

여기서 종이의 열화는 자연상태에서 장기간 방치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합당한 인증제

시 부서지는 현상으로 종이의 주성분인 펄프의 분

품만을 보존용으로 사용토록 유도함으로써 역사적

해 등에 의해 나타나며, 황변현상은 종이가 누렇게

인 기록물을 적극 보호하여 오고 있으며, 그 대표적

변하는 현상으로 종이내에 포함된 산성물질의 영향

사례로서는 문서용지에 대한 미국·캐나다의 ∞

으로 나타난다.

마크제도(ANSI), 영국의 보존용 잉크 규격(BSI),

국가적으로 중요한 보존기록물의 훼손시에는 복
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원비용도 막대하여 정
부기록보존소 보유문서(57만권)중 매년 약 10%를
복원하는데 약 500억이 소요되고 있으며, 주요 도
서관등 민간부분까지 포함하면 복원 비용만도 수
조원대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문제점을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하여정부
기록보존소와 협의하여 보존용품인증요령을 제정고시
하고보존용품에대한품질인증을실시하게되었다.
이번에 고시된 보존용품인증요령에는 준영구 이
상의정부기록문서에사용하는문서용지, 잉크및필

호주의 AQ(Achival Quality), 미국의 PAT(Photographic Activity Test)제도 등이 있다.
한편, 금번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종이, 잉크 및
필기구 이외에도 사진, 필름, 디스크, 앨범, 라벨 등
일체의 보존용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보존성 향상을
위한 품질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
술을 개발하여 품질인증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주요 기록물의 보호관리와 복원기술 개
발도 추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기적으로
절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 담당 : 정밀화학과 공업연구관 박종희
(Tel:02-509-7412)

기구에대하여는기술표준원장이품질기준을제정하
고, 제품과생산시설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장기간
보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식별이
용이한 인증표시(∽)를 부착하도록 하였고, 정부조
달물품구매시 등에보존용품인증표시가 부착된 제
품을 우선 구매토록지원하여중요 정부문서에인증

ISO/ TC11(보일러 ·압력
용기) 국제표준화총회
개최

표시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토록 유도키로 하였다.
금번 실시되는 보존용품 인증제도로 인해 중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보일러·압력용기 기

보존문서의 보관 및 복원 비용절감과 함께 국내 보

술위원회(TC11) 2002년총회가5월14일부터3

존용품의 획기적인 품질향상과 인증제품에 대한 신

일간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산업자원부 기술

뢰성 향상 등으로 장기적으로 수출확대에도 크게

표준원 주최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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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이 50

미 국제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표준화활동

여명의 보일러·압력용기 공인검사기관

이 시작되었으나, 표준을 선점하여 세계 시

책임자와 표준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장을 장악하고, 자국의 산업체를 보호하려

참석하였다.

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한 건의
국제표준 제정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보일러·압력용기는 대표적인 전통산업으
로, 안전성확보가 최대의 과제이므로 세계

이에 따라 통일된 국제표준의 제정은당분간 유

각국이 자국의 국가표준을 중심으로 국제

보하고, 각국의 표준을 심사하여, 안전이 확보

표준화하기 위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

될 수 있는 기술수준이라고 판단된 경우에, 3

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제표준 제

년～6년간 한시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 (ISO)

정에 관한 의견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에 등록하여 국제표준으로 간주하는 잠정표준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의 표준을 국제표준화기
구에 등록하기 위하여, 보일러·압력용기 국가

그 동안 통일된 국제표준을 제정하자는

표준이 갖추어야 할 구성요건과 심사절차 등을

EU의 주장에 대해, 1990년대 중반부터 아

규정한 ISO/TS 16528 규격을 제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국에 유리한 조건이 규정되도록
각국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태지역 (미·일·한)을 주도로 우선 국가
표준을 ISO에 등록하고, 이의 사용을 통
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단일 국제표준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우리나라는 우리와 의견과 일치하는 미국,
일본 등과 공동으로 대응하여 우리의 관련
산업이 Global Standard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잠정표준은 ISO에서 처음 시도되
는 것으로, 향후에 제정할 국제표준의 개발방향에
대하여,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이었으며, 미국을 위시한 아태국가와 EU

WTO/TBT협정은 국제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

우리나라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29종의 관련

고 있다.

KS표준을, 이번 총회에서 정해진 양식과 방법
으로 정비하여, KS표준이 순조롭게 등록될 수

보일러·압력용기 산업은 1940년대부터 이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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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분석 교육 실시
기술표준원은 5월22일 귀금속의 미량원소평가기
술교육을 산업체 및 연구소 관련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最高水準級 기술로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탁월한 세계적인 10개의 기술을
선정하여 국내·외에 홍보함으로써 국가 기
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
선정 대상

금번 교육에는 귀금속 생산 및 수요업체 관련기
술자, 시험연구기관 분석담당자 등 14기관 19명이
참가하였으며,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원자흡수분광
법(AAS)과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분광법(ICP)을
이용한 고순도 금 및 백금에 함유된 미량의 불순물
원소 분석법으로서 시료전처리방법, 귀금속분리 및
정제법, 표준용액제조법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현장에서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이론과 실습
을 병행 실시하였고 특히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2년이내(2001년 1월 이후)에 개발완료된 기
술로서 실용화(양산판매)에 성공한 기술
- 실용화에 성공한 世界最初·最高水
準級 기술로서,
-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국산 신기술
대상분야 : 정보산업, 기계설비, 소재·물
질·공정, 생명과학, 원자력·자원·에너
지, 대형·복합기술, 공공복지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참가자들이 가져
온 분석시료를 중심으로 직접 분석하고 원인을 규
명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다.
※ 담당 : 광전재료과 공업연구관 이현자
(Tel:02- 509- 7261)

2002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

신청기간
2002년 10월 1일～2002년 10월31일(1개월간)
신청 방법
2002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선정 신청서 및
신기술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http://www.ats.go.kr → 공지사항 참조)
선정 기준

국내에서 개발한 신기술중 世界最初·最高

기술적 측면 : 독창성, 기술집약도, 첨단기술

水準級 기술로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매

성, 고유설계기술, 선진기술과의 우수성비교,

우 큰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10대

국산화율 등

신기술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경제적 측면 : 수출액 등 매출효과, 수입대체

바랍니다.

효과, 자원절감효과, 환경친화성 등

목적
국내에서 개발한 신기술 중 世界最初·
6

※ 매출실적이 없는 기술은 해당되지 않음
문의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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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본재과
- 주소 : 경기도과천시중앙동 2번지, 427-010
- Home page :http://www.ats.go.kr
E-mail : mioh@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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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자 추천(행정자치부) : 2002. 9. 25.

유공자를 발굴하여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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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분야별 포상 훈격
신기술실용화 유공기업
* 대통령표창 : ○ 업체
* 국무총리표창 : ○ 업체
* 산업자원부장관표창 : ○○ 업체
신기술실용화 유공자
* 산업훈장 : ○ 명
* 산업포장 : ○ 명
* 대통령표창 : ○ 명
* 국무총리표창 : ○ 명
* 산업자원부장관표창 : ○○ 명
판로지원 유공자
* 산업훈장 : ○ 명
* 산업포장 : ○ 명
* 대통령표창 : ○ 명

3. 포상 대상
신기술실용화 유공기업부문
NT(신기술), EM(우수품질), EEC(우수환
경설비), R(우수신뢰성), GR(우수재활용품)
등 신기술인증제품의 실용화에 성공하여 생
산·판매·수출이 신장중인 기업
신기술실용화 유공자부문
위 인증제품 및 대한민국10대신기술 선정제
품의 개발과 실용화에 기여한 기업의 임직
원, 대학, 연구소 등의 개발참여자(연구·개
발에 기여한 외국인 연구원도 추천 가능)
판로지원 유공자부문
인증제품의 구매(우선구매, 수의계약 포함)
를 통하여 판로창출, 시장개척에 기여한 정
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민간기업의 임직원
※ 담당:기술표준원 자본재과(02- 509- 7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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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신기술인증, 앞으로 십년을 준비하자

자본재과장 이화석
02) 509- 7270 leehs @ats.go.kr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 열흘 굶어 군자 없다.

려하지 않는다. 기술은 기술일 뿐이지 기술이 과학
일 수 없고, 기술이 문학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단

숫자 십과 관련된 속담이 제법 많이 눈에 띄는

정해 버린다. 차라리 침대가 과학이라면 몰라도⋯

것은 우리가 십진세상에 살고 있고, 10이란 숫자에

상품의 생산과 거래를 규제하는 가치법칙을통해

완성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리라.

서 기술의 근본을 밝혀보자. 가치법칙에서는 상품

신기술인증업무가 열 해를 맞이한다. 1987년부터

가치의 크기가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보편 타당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

한 노동자가 소비해야하는 노동시간에 따라 결정된

면서 새로운 기술이 많이 개발되었지만 실제 실용

다고 정의한다.

화에 성공한 기술이 많지 않아 신기술의 실용화를

따라서, 보다 좋은 방법으로 노동생산성을 상승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기술인증업무가 기획되

시킨 상품생산자는 다른 사람보다 짧은 노동시간

었다.

안에 그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노동시간을 적게

신기술을 사업화 하는데는 우선적으로 신기술과

들였기 때문에(원가가 적게 들었기 때문에) 그 상

신제품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품생산자는 노동시간을 더 많이 들인 다른 생산자

것이다. 운영요령이 제정된 것이 1993년 5월이니까

의 상품보다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9년전의 일이다. 10년을채우려면아직 1

다른 상품생산자들은 다투어 생산방법을 개량하여

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완성의 의미가 부여된 10

노동생산성을 상승시킴으로써 그 이익을 얻으려고

이란 숫자를 생각하면서 남은 1년 동안 지금까지의

한다. 그 생산방법이 기술이며, 신기술이란 새로 개

실적을 정리하고 앞으로 10년을 준비했으면 하는

량한 방법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상품생산사회에

바람이다.

서는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생산자들의 경쟁

우리는 기술을 말하면서, 기술을 평가하면서, 기
술행정으로밥먹고 살면서, 기술이 무엇인지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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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상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우선 상품

개의 기술과 제품을 분석하였다. 어떤 것은 새로운

이란 인간의 어떤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물건이라

생산기술로, 어떤 것은 신제품으로, 그리고 어떤 것

고할수있다. 어떤생산자가다른생산자의물건보

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분류하면서 각각의 기

다인간의욕망을더욱많이충족시켜줄때그물건

술과 제품의 핵심요소는 무엇인지, 기존의 것들과

의 가치는 크게 평가될 것이다.

비교하여 어떤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평가하

핸드폰, 액정모니터 등 직접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였다. 그 결과 420개의 신기술 신제품이 확인되었

서 소비되는 생활수단뿐만 아니라, 기계나 원자재처

으며, 703개의 제품들은 품질과 신뢰성이 다른 어

럼생산수단으로서 또 다른 생산활동에 투입되어 우

떤 제품보다도 뛰어나다고 판정하였다. 이것은 그

회적인 경로를 거쳐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도 그

숫자상으로만 보아도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자부

가치평가의척도는같다. 상품의가치는욕망충족의

하고 싶다.

정도로 평가되지만, 만약 타임머신과 같이 비교대상

우리원 직원들이 직접 시험방법을 고안하고, 일

이 없는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면 그 상품의 가

일이 평가기준을 만들고, 업체 직원들과 밤을 새워

치는 무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험하면서 얻은 결과이기에 더욱 성취감을 갖게

생산자의 창의적인 노력에 의해서 고안된 비교대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평가단계를 거치면서 산

상이없는이러한물건들을신제품이라정의하자. 그

업체 직원들이 자기가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숨겨

렇다면 공구의 회전속도가 기존제품의 10배가 훨씬

진 진면목을 밝혀내는 능력을 갖게된 것도 보이지

넘는 10만rpm 초초고속 공작기계를 누군가가 개발

않는 성과라 하겠다.

하였다고 하자. 물론 비교대상이야 있겠지만, 그 새

특허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출원

로운 공작기계의 가치는 기존제품과 비교가치로 평

되는 특허 중에서 사업화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의

가하기곤란하지않을까. 우리는이런제품들도신제

26.6%에 불과하다고 한다. 연간 5만7천여건이 아

품의 부류로 포함시키자. 인심 좀쓰자는 얘기다. 신

이디어로서는 성공했으나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다.

제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것을 생산하는 기술보

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다 그 제품 자체의 월등함에 무게가 실린다는 점도

개발한 기술을 실용화하여 얻은 이익을 새로운 기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술과 제품의 개발에 재투자하는 경제성장과 기술력

인간의 욕망을 더욱 만족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아직

있다. 믿을만한 제품, 오래 사용해도 성능이 변하지

도 신기술실용화 노력에 더욱 매진하여야 한다는

않는제품, 어느장소에서어떤물건을구입하더라도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세계는 변하고 있다.

늘동일한 성능이 보장되는 제품은 언제나소비자의

그 변화의 가장 큰 트렌드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욕망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라고 세계적인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 (John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기업들이 개발한 3,400여

Naisbitt) 박사는 서슴없이 단정하고 있다.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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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대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토로한 박사의
글을 음미해 보자.

適者生存.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창안
하는데 노력한 자들에게는 그 노력의 결과가 우수

『지금까지 정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를 달성

한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림으

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공평성(fairness)과 자유

로써 신기술, 신제품의 실용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freedom)다. 대부분의 정부는 중앙집중적 계획을

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공평한 경쟁이 아니겠는가.

통해 소득이나 복지를 재분배함으로써 공평성을 달

그런 의미에서 신기술인증업무는 더욱 활성화시켜

성하려고 노력해 왔다.

나가야할 정부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

하지만 지금까지도 성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앞

금까지 신청에 의해 수동적으로 신기술과 신제품을

으로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대신 정부는 경제적

평가하던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평가하고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인이나 기

인증하는 방법으로 인증업무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

업이나 서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다고 본다.

어줘야 경제나 사회가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 발전

그리고 지금까지 기술평가를 통하여 얻은산업기

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무엇을 해야 하는

술의 흐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자료

시기는 끝났다.』

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산업기술발전의 비전을

존나이스빗 박사의 정의가 명제라면 우리는 무엇

제시하는 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

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신기술인증업무는 어떤 방

다. 우리모두 앞으로 십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머

향으로 십년을 준비해야 하는가. 신기술인증업무는

리를 맑게하고 지혜를 짜내 보기를 바란다.

박사의 단언과 같이 공평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제
공하는 훌륭한 수단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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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N T ·EM 인증제품 실효성 조사

금년 4월 20일부터 20일간 신기술(NT) 및 우수

중 300%이상 급증한 업체도 12개사에 달했다. 수

품질(EM) 인증업체에 대해 수출등 매출실적과 정

입대체효과도 전년대비 12% 증가한 1조 69백억원

부지원시책 및 건의사항에 대해 실효성을 조사하였

으로신기술인증제품의국제수지개선효과는 19억71

다. 그 결과 인증제품은 4년 연속 수출이 큰 폭으로

백만불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증업

증가하여 수출회복의 견인차역할을 하고 있으며,

체종업원 고용도 인증획득 전년도에 비해 4% 증가

수입대체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

하여 인증제품의 매출증가가 종업원고용 확대로 이

증업체 실효성조사는 2001년말 현재 인증이 유효한

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73업체중 331개 NT·EM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또한 NT·EM 인증제품의 우수성과 신뢰성도

조사한 결과 인증제품총매출이 전년대비 21% 증가

수요자로부터 점차 인증받아 조달청 등 구매기관

한 2조 4천억원, 수출은 49% 증가한 5억 7천만불

에서는 전년대비 96%증가한 904억원의 인증제품

을 기록하여 무역수지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을 우선구매 하였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도 전년

나타났다.

대비 11%증가한 2,573억원의 기술우대보증을 지원

특히 품목별로는 신기술성이 많은 부품류수출이
54% 증가하였고, 기계류는 49% 증가, 화학섬유도

받아 인증업체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47% 증가하여 이 분야를 중심으로 4년 연속 수출

앞으로 인증업체가 건의한 인증제품의 국내·외

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제품수출증

홍보강화, 해외시장 개척비용지원 등 건의사항을

가율은 지난 98년 (91%)과 99년 (135%) 수직 상

토대로 인증제도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인증제품

승한 뒤 2000년 (31%) 주춤했으나 지난해는 49%

의 수출 등 초기시장 진출기반조성과 신기술실용화

로 상승폭이 커졌다. 인증제품매출증가율도 98년

촉진을 위해 국내·외 유명 전문 전시회에 인증제

30%, 99년 70%, 2000년 19%, 2001 21% 증가한 것

품공동출품, 공통카다로그제작, 신기술실용화 촉진

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01년 국내제조업 수출

대회개최 및 신기술인증과 관련한 세계 1등상품 발

증가율이 12.7% 감소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굴 등 신기술 인증제도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

한 것이다. 수출을 하고있는 158업체 가운데 작년

획이다.

수출증가율이 100%이상인 업체는 27개사였고, 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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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제품 실효성조사 결과

- 중소기업 : 92% (305업체), 대기업 : 8%
(26업체)

1. 목

적

중기업 이상이 35% (117업체)를 차지하고
있음

신기술개발 제품의 실용화(판로개척) 촉진을 위
해 시행하고 있는 신기술 인증제품(EM·NT)
의 수출 및 수입대체 효과를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강구

종업원 고용동향
- 인증후 종업원고용은 4%증가 ( 01국내 제조
업 고용증감율 : △2.1)
- 업체평균 고용인원: 396명 ( 01국내 5인이상

- 인증획득 업체의 경영일반 및 지원결과(매출,
자금지원 등)를 설문조사

제조업 평균고용 : 27명)
중소기업 : 48명, 대기업 : 4,476명

※ 인증제품의 생산, 수출 및 수입 동향을 정기
적으로 조사·홍보

지역별 업체분포 : 수도권(63%), 영남(19%),
충청(12%), 호남(3%) 등

2. 조사대상

매출효과

조사대상 : 373업체 ( 01. 12말 현재 인증유효기
간내 업체)
조사기간 : 2002. 4. 20～2002. 5. 10
회신현황
(단위 : 업체수)
대상 응답
미응답
비고
구분
응답율 업 체 (대기업체)
업 체 업 체 (%)
합계
373
331
88.5
42
26
- E M 199
185
92.9
14
11
- N T 174
146
83.9
28
15

부도업체 : 4업체 (1.0%)
※ 01년 제조업 5인 이상 업체 부도율 5.3%

인증업체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18% 증가
( 00년 : 18% 증가)
- ( 00) 47조 6천억원 → ( 01) 56조 3천억원
1인당평균매출액 : 4.3억원 (00년3.2억원)
※ 00년 국내제조업 1인당 평균매출액
: 2.1억원
인증제품 총매출은 전년대비 21% 증가 ( 00
년 : 19% 증가)
- ( 00) 1조 97백억원 → ( 01) 2조 38백억원
수출은 기계류를 중심으로 49% 대폭 증가
( 00년 : 31% 증가)
- ( 00) 3조 83백만불 → ( 01) 5조 72백만불
수출증가업체 : 100%이상 27업체, 300%

3. 조사결과
인증업체의 일반현황
조사응답업체 : 331업체
12

이상 12업체
※ 01년국내제조업체수출증감율:△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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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체효과도 12%로 꾸준한 증가 ( 00년 :

업체 건의사항

17% 증가)

인증제품의 국내·외 홍보강화(34%), 해외

- ( 00) 1조 50백억원 → ( 01) 1조 69백억원

시장개척지원(16%), 우선구매활성화(15%),
인증제도개선(12%), 저리의 정책자금 및 신
용지원(7%) 순으로 건의하였음

지원시책효과
정부·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96% 증가
( 00년 : 20%증가)
- ( 00) 45업체 461억원

4. 향후계획
( 01) 62업체 904

억원
주요우선구매기관 : 조달청 등 251기관
※ 인증제품의 36%가 조달청 우수조달제
품으로 선정

가. 인증업체 지원확대
□ 인증제품의 수요기반 구축
인증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
한 유명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2002. 9～10)

- 우선구매지원효과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79%로, 인증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높아지
고 있음(`00년도 74%)

- 국 내 : 국제자동화 정밀기계전 참가비용지
원(30업체)
- 국 외 : 중국 상해 국제기계전 (10업체)

신용보증기관의 기술우대보증 : 11%증가

정부 5개부처 신기술인증제품 종합전시회 공

( 00년 : 44%증가)

동개최추진 (2003년부터 매년추진)

- ( 00) 83업체 2,317억원

( 01) 58업체

2,573억원

제품대상

- 신용보증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정책자금지원 : 225%증가 ( 00년: 40%증가)
- ( 00) 89업체 249억원

- NT, EM, KT, IT,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 01) 122업체809

억원
하자보증 등 지원
- 기계공제조합의 하자이행보증754건 (14,591

- 기술표준원 총괄기능
인증제품 수출 등 해외 홍보용 영문종합카다
로그 제작·배포 (2002. 5～10)
- 제작분야 : 생산기계 등 4분야 238품목
- 배 포 처 : 국내·외전시회, KOTRA해외
지사, 대사관, 바이어 등

백만원)중에서 하자배상은 6건 55백만원(1

인증업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

개업체)에 불과함

래 지원 (2002. 1～12)

인증제품의 품질·성능 등 우수성이 입증

- 주문, 견적, 질의응답 및 인증업체 소개

되고 있음

- 사용언어 : 한글, 영어, 일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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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품의 상설전시장 운영 (2002. 1～12)
- 년중60품목상설전시 (기술표준원본관로비)

- 신기술인증과 관련한 세계1등 상품을 매년 25
개씩 4년간 100개 발굴
- 신개발 기술의 일등상품화(LABCON Plan)

□ 신기술실용화촉진
신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촉진대회 개최
(2002. 11. 1)
- 개발유공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 신기술실용화 심포지움
2002년 대한민국 10대신기술 선정 사업추진
(2002. 12. 17)
- 국내에서 개발한 정보산업, 생명과학 등 제
조업 전분야
- 세계 최초·최고급 기술의 권위있는 세계적
인 기술선정
□ 판로지원 확대
정부·공공기관의 우선구매활성화 추진
- 조달청 「우수구매」선정심사시 우대 (지
속추진)
- 우선구매기여도가 큰 정보·공공기관의 담

육성책과 연계추진
- 인증평가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국제기준
(ISO, IEC 등) 적용으로 인증평가수준의
선진화
- 인증처리기간 단축 등 수요자 중심체계로
인증제도개선
하자보증 등 보증종류 및 보증대상 확대(지
속추진)
- 인증기간만료된기계류인증제품의보증연장
-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종
류확대
□ 기타 지원시책
산업기술개발자금, 기금 등 정책자금 금리인
하 추진
- 현 5.91% → 5.0%
해외시장정보 등 동향제공(KOTRA협조)

당자 적극 발굴 및 포상확대(2002. 11. 1)

나. 조사결과 등 홍보
□ 인증제도의 활성화
인증제도개선 및 발전방향 연계추진 (지속
추진)

조사결과 및 지원확대계획을 주요일간지, 관
련단체 등에 홍보 (200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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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제품의 사용실태 및 시장유통전망

정밀화학과 공업연구사 명영찬
02) 509- 7228 ycmyoung@ats.go.kr

I. 서 론

장균 O- 157, 비브리오, 살모넬라, 칸피로박타 및 황
색포도구균에 의한 식중독, 빌딩 옥상에 설치된 쿨

현재까지 인류는 질병없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링타워내의 냉각수에 증식하는 레지오넬라가 원인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균인 폐렴의 문제, 주택 내의 곰팡이 포자가 원인이

왔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 수

되는 小兒 천식, 의약품과 식품의 제조라인에서의

없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

미생물오염에의한 사고, 공업제품, 주택용 목재, 화

유해미생물에 대한 제제능력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

장품 등의 미생물오염에 의한 노화 등 유해 미생물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원인이 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WHO의 보고서(1996)에 의하면, 1995년 전 세

이들의 대책으로서, 생활환경중의 유해미생물의

계의 사망자수는 약 5,200만명이고, 그 원인 중에

효과적 제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

미생물감염증에 의해 사망한 수가 1,700만명 이상

한 제어가 사전에 행해짐으로써 미생물 감염증에

에 달한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이 감염증의 내역

대한 예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

을 보면, 빈도순으로 폐렴, 콜레라, 말라리아, 결핵

한 항균제품의 시험평가 방법을 위한 개요와 종류

및간염이고, 이들이전체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

를 설명하고, 항균제 및 항균제품의 시장적 배경과

다. 여기에 최근 20년 사이에 에이즈와 에볼라 등

과거 및 앞으로의 수요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새로운 감염증이 30종류 이상 발생했으며, 이에 따
른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II. 항균제품의 시험평가

특히 최근에는 각종 내성균(MRSA, MRSE,
VRE)에 의한 병원 내에서의 감염의 문제, 여기에

이러한 배경으로 항균이라는 말이 일반화되었

항생물질 내성 녹농균 감염에 의한 욕창, 병원성 대

으며, 이미 다양한 항균제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다.
15

시 책 논 단

그러나 약 이십여년 전까지는 그 용도, 유효성,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제조업계는 관련 신제품에 대

지속성, 안전성 등이 매우 애매한 상태였던 것이 사

한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해 국내·외 판로개척에

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계의 각종 협회와 단체

애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에서 국제적 적합성을 고려해, 사용목적과 조건에

있는 표준화된 시험평가방법 및 기준의 정립이 절

맞는 우수한 평가방법을 개발해왔다.

실하다. 그 결과 사용목적에 따른 유효성(항균력의

플라스틱원료나 이들로 제조된 생활용품, 산업제

유효성), 지속성(제품의 사용에 적합한 지속성) 및

품에 대한 미생물의 영향평가기술은 인체에 유해한

안전성(사람 및 생태계에 대한 안전성, 환경에의 친

미생물의 영향이나 제어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

화성)에 있어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될 것

한 기반기술이다. 플라스틱은 미생물이 성장하기

이다.

적합한 온도나 습도 등의 조건에 노출되기 쉬우며,
그 결과플라스틱제품의 외형변화, 오염, 열화, 악취

III. 항균제의 종류

발생 등을 유발하며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성
장한 미생물에 의한 2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현재 제품화되어 있거나 원료상태인 항균제의종

를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제품에 항균처리한

류는 다양하다. 여기서는 크게 유기계항균제, 무기

기능성 제품이 개발되어 제조되고 있다.

계항균제, 그리고 천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계항

항균제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항균제의

균제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한다.

개발, 물질의 특성, 사용용도 및 환경조건에 적합한
항균제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항균제와 항균
제품의 항균력, 안전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1. 유기계
유기계항균제란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항균력을 나타내는 제제로 유효성은 우수하지만 지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

속성과 인체나 기타 환경에 대한 안정성이 미흡한

ardization), ASTM (American Society for

편이다. 유기 항균제는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이 저

Testing and Material), BS (British Standard),

렴하며 소량 첨가에도 높은 항균력을 가지나 내열

SN (Schweizer Norm), JIS (Japanese Industrial

성이 떨어지며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최근에

Standard) 등 외국의 항균성평가시험규격들이 다

는 피리진계나 이미다졸계의 유기계항균제와 무기

양한 항균 제품에 대한 시험방법과 제품의 규격을

계항균제를 결합한 hybrid 항균제를 사용하는 경우

제시하고 있다.

도 보고되고 있다.

항균효과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방법이 미비하여
시행기관마다 시험결과가 달라 객관성을 입증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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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기계

을 주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현재의 무기계항균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이러한 항균제, 항균제품, 항균작용 또는, 항균기

있다. 첫째는 은등의 항균성금속이온을 무기담체인

능이 부여된 제품 중에서 제균크리너, 일회용 티슈,

아파타이트, 실리카겔, 저분자글라스, 인산칼슘, 제

속옷, 타올, 볼펜 등의 항균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오라이트, 인산지르코늄 및 케이산칼슘 등에 담지

젊은 여성 및 남성과 과잉결벽증의 기미를 보이는

시킨 재료이다. 이 재료의 항균성분은 금속이며 무

사람들의 청결지향과 위생지향으로 붐을 이루고 있

기화합물은 담체역할을 하고 직접 미생물세포에 작

다. 이 경향은 항균상품의 제조, 판매사의 고도의

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항균활성의 발현은 담

판매전략과, TV나 잡지 등의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체인 세라믹스의 성질에 의하여 뛰어난 영향을 받

선전, 판매공세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젊은 여성

는다. 무기 항균제는 안정성과 내열성은 우수하나

들이 드랜드 중심이 되어 일으키고 있는 현상이라

고가이며 많은 양을 첨가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

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 수년간 사회의 큰 문

다. 다른 두가지는 세라믹스자체의 성질을 항균제

제가 되고있는 소위 에이즈, MRSA나 병원성 대장

로써 이용한 점에서 금속계와 다르다. 하나는 산화

균 O- 157외에 VRE(반코마이신 내성장구균),

티탄(TiO2 )를 중심으로 한 산화물광촉매계이며, 다

VRSA(반코마이신내선 황색포도상구균), 레지오넬

른 하나는 금속산화물세라믹스에서 세라믹스 그 자

라균, 광우병병원체 등에 의한 감염, 발병이나 사망

체가 항균활성을 갖는 것이다.

에의 공포가 항균제 및 항균제품에 눈을 돌리게 된
원인의 하나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3. 천연계

타나고 있다. 그리고, 항균제 및 항균제품을 비교적

항균제중에서 천연물로부터 얻어진 천연물계항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

균제는 그 유래별 분류, 대표적인 특징과 작용효과

항균제 및 항균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것

에 의하여 분류된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항균

에 집착, 애용하는 사람이 젊은 층만이 아니라 중,

제로는 히노키치올이나 키토산과 같은 천연계항균

고령층에까지 확대되고 있어 더 많은 소비가 기대

제가 있다.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항균제품의 일반시
장에 있어서의 위치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IV. 항균제품의 시장배경 및 사용실
1. 시장 배경
최근 일상생활이나 노동작업환경 중에서, 항균제
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항균성화합물로 가공한 제품

먼저항균제, 항균제품이, 왜, 상기 고객들에게 호평
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 시장배경과 사용실태
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항균제(유기계, 무
기계, 천연계)의 제품별, 재료별 사용실태를 간단한
도표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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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실태

【 표1】국내 항균제· 항균가공제품시장 (2 0 00년)
(단위 : 억원, %)

현재 항균제 및 항균제품의 사용은 여러분야에
서 나타나고있다. 크게 일용품, 섬유제품, 가전제품

수 요

구성비

건설·목재, 가전

595

24

는조사가미흡한 것이사실이다. 아래자료는 1994

플라스틱

357

14

년 일본에서 조사한 항균, 항곰팡이 가공제의 사용

섬유

237

10

종이·펄프

119

5

접착제·도료

119

5

기타

1071

43

합계

2500

100

으로 나누어 각 종류별 수요 정도를 아래 Fig 1.에
나타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사용실태

실태이다.

용

도

※ 세계시장 : 4조 4000억원 규모.
기타 : 식품첨가물, 의약, 화장품, 위생관리용
Fi g 1
항균·항곰팡이 가공제의 사용 실태

표 1.과 Fig 2.에서 최근 이러한 항균제품의 세
계시장규모는미국Biocide Information Services
(2000년 9월)에 따르면 약 34억불(4조4천억원)대에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용품, 섬유제품, 가
전제품 모두에 있어서 무기계항균제가 가장 큰 비
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가공제가공법에 있어서
무기계항균제는 열안정성이 좋고 내첨법이 증가하
고 있으며 마이크로캡슐화등 안전을 위한 고정화
처리기술의 개발이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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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향후 전망과 과제

배경에 의해, 20년 전과 비교하여 항균제품의 시장
유통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큰 규모로 되고, 큰 발

최근 10년간 세계적인 규모로 국제화, 고도기술
화, 정보화 및 물질의 광역유통화 등이, 상상 이상

전, 전개를 이루어, 각종 항균제품이 일상으로 눈에
띄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개인의

그리고 항균제품은, 특히 공공장소와 의료시설등

생활관과 가치관이 변화하고, 생활양식이 다양화하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적절한 사용조건

는 중에, 항균제품을 포함하여 생활위생관련 필수

으로 공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생관리, 위생관행

품에 있어서도, 품질상태가 엄격하게 따져지게 되

과 위생계몽 등 하는 중에서 그 유용성과 필요성이

고, 여기에 환경문제를 얽히게 하면서, 사회적 국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 시야에서 좋은 물건 , 안전한 물건 의 재인식
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항균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조자는 앞
으로, 항균효과 및 이들 제품의 안전대책에도 만전

그래서 지금부터 21세기로 향하여 초고령화사회

을 기하면서 제품의 생산에 임해야 한다. 사용자의

와 쾌적지향이 진행되는 중에, 의료시설과 노인복

요구와 기대에 충분히 응할 수 있을 만큼 품질확보

지시설에 있어서 원내감염대책, 노인개호대책과 일

가 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상의 의식주생활 환경의 쾌적성, 건강성, 안전성이

이며, 이 모든 조건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현재 이상으로 추구되고, 국민의 질병예방을 주목

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적으로 한 건강지향은 한층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앞으로, 이번에 개발된 항균성평가방법 및 기준

특히, 근래 수년간 미생물과 바이러스에 의한 감

이 국가규격으로 정착되면, 동 규격에 따른 전문시

염증의 발생에 의한 사망자의 수가 많아지고, 세계

험기관들의 평가결과가 높은 신뢰도를 갖게되어,

에서의 死因의 1/3을 점하게 되어, 지구차원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게 됨으로써

큰 국제문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위에서 기록한

제조업체는 물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일익을

에이즈, MRSA, O- 157쇼크 등의 계속된 사회적

담당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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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Q와 CECC와의 통합 확정

정밀전자과 전기사무관 이승욱
02) 509- 7307 lee532@ats.go.kr

1. IECQ 제도의 개요

는 구주지역내에만 국한시켜 운영하는 제도였기 때
문에, 미국·일본 등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전자부품

IECQ 제도의 정식명칭은 IEC 전자부품품질인

이 구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를 초래하

증제도이며, IECQ제도(IEC Quality Assessment

였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System for Electronic Components)라고도 부른

1976년에 IECQ 제도가 설립되었다.

다. IECQ 제도는 회원국간에 통일된 규격과 절차

세계화의 추세속에서 IECQ와 CECC(유럽연합

에 의하여 인증된 전자부품은 회원국 상호간에 품

전자부품 품질인증 제도)가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

질확인을 위한 더 이상의 시험 검사를 하지 않고

어 2003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통합인증제도(가칭

국제무역의 촉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IECQ제도는

: IECC)를 운용하기로 통합실무작업반인 JTF

제3자에 의한 품질보증제도이고, 이 제도에는 IEC

(Joint Task Force)에서 결정함에 따라 유럽 각

의 회원국중 18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국에서 IECQ 및 CECC를 이중적으로 운용하던 국
가들은 인증제도가 단일화되는 효과가 있으며, 유

2. IECQ 제도설립 및 CECC와의 통합 럽이외의 국가들에서는 나라마다 유럽인증제도였던
CECC인증도 함께 운용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구주전기표준위원회(CENELEC : European

있어 인증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ommittee)에

두 인증제도의 통합으로 전체 인증기업의 수는

서는 구주국가에서 생산한 전자부품의 국제통상촉진

750개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며, IECQ회원국이 아

을 위하여 구주내의 전자부품품질인증제도인 CECC

니었던 CECC인증만을 운용하던 국가의 편입으로

제도를 1970년에 발족시켰다. 그러나 이CECC제도

통합인증제도의 규모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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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Q/ CECC 통합인증제도 개요
1. 명칭
IECC(국제 전자부품 인증제도)
(International Electronic Component Certification System )
2. 회원국수
CECC회원국 20개국, IECQ회원국 18개국 중 중복되는 회원국을 제외하면 총 27개국이
될 전망임.
3. 통합일정
- 2002.5 IEC CAB(Conformity Assessment Board) 승인
통합시스템 실행팀 구성(IECQ 및 CECC의 사무국장) 및 업무개시
- 2002.6 CENELEC 의 통합시스템 승인
- 2002.11 Electronica에 통합시스템 홍보
- 2003.3.23 통합시스템 운용준비 완료 및 IECC 인증제도 출범

3. IECQ 제도의 조직
IEC는 ISO와는 달리 국제무역촉진을 위하여
IEC총회산하에 전기제품의 상호인증을 담당하는
IECEE(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 방폭전기기기 상

IECQ제도에 참가하고 있는 회원국은 다음과 같
은 국내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1) 전 회원국(준회원국 포함 )

호인증을 담당하는 IECEx(방폭전기기기 국제인증

① 국가대표기관 (NAI : National Authorized

제도) 및 IECQ 등 3대 인증조직이 있다. IECQ내

Institution) 회원국내에서 IECQ 제도 운영

의 CMC는 제도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ICC는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국가를 대표

CMC에 예속된 기구로서 품질인증절차가 각 회원

② 국가표준기관 (NSO : National Standards

국에서 획일적이고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

Organization) IECQ제도와 관련된 국가규

정·감독한다.

격 및 기타 문서의 작성과 발행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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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C

총 회

인증 관 리위 원 회 (18 개

회원국)
C e rtific a tio n Ma na g e me nt

검 사 조 절위 원 회 (11개 회원국)
Ins pe cto ra te C o - o rdina tio n C o mmitte e

국제조직

국내조직

국가대표기관(NAI)
기 술 표 준 원

감독검사기관(SI)
국가표준기관(NSO)

산업기술시험원

기 술 표 준 원

인정대상
- 제조자
- 시험소
- 판매자

교 정 기 관(CS)
표준과학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그림 1
IECQ 조직도

(2 ) 정 회원국(품질인증국 )
회원국중에서 자국내에서 품질인증업무를 수행
하고자 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은 국내조직을 추가
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ICC로부터 국가감독검사기
관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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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감독검사기관 (NSI :National Supervision Inspectorate) IECQ제도운영에 필
요한 모든 시험검사와 조사 등 품질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수행과 인증마크 및 설
명서 사용 등에 대한 확인 및 감독을 행하는
기관

시 책 논

② 교정기관 (CS : Calibration Service) : 측정
기기의 교정 지원기관

① 품질인증(Qualification Approval) 승인된 사
양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범위 또는 부품에
적용할 수 있다.

4. 인정과 인증

② 능력인증(Capibility approval) 기본사양(generic
specification)내에서 특정 부품기술을 커버하는

인정에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제조자의 품질체
계를 인정하는 제조자 인정, 전자부품의 유통시 보

제조공정및품질관리방법에관하여제조자의능
력을 인증하는 제도, 설계도 포함시킬 수 있다.

관, 출하에 대한 조직적인 판매자의 관리체계를 인

③ 기술인증(Technology Approval) (제조라인인

정하는 판매자인정, 특정 전자부품에 대한 시험능

증 포함) 공정관리 그리고 제조기술의 지속적

력을 인정하는 독립시험소 인정이 있다.

인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인증제도. 제조자는 정

인증에는 품질인증과 능력인증이 있고, 품질인증

의된 familiy의 부품제조자를 위한 적절히 공

은 제조자인정을 취득한 제조자가 생산한 특정제품

정관리방법(SPC등)을 사용하는 TQM 등과 같

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고, 능력인증은 고객

은 공식적인 시스템의 적용을 통하여 품질관리

이 주문할 때마다 제품의 일부 설계가 바뀌는 PCB,

시스템을 실증하여야 한다.

HIC 등과 같은 소량 다품종주문생산제품을 생산하
는 제조자의 품질업계와 최종제품의 품질을 보증하
는 것이다.

위 인증범위내에서 생산된 모든 부품은 IECQ승
인품으로 인정되며, 사용자 및 제조자가 결정하는
경우, 적합성선언서(DoC)와 함께 출하될 수 있다.
제조자인정을 득한 전문계약자는 다음 절차를밟

( 1) 제조자인정( suppl i er appr ova l )

을 수 있다.

IECQ인증제도의 첫번째 단계로 제조자, 판매자

④ 공정인증(Process Approval) 전문계약자로서

및 전문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ISO9000시리

IECQ제도하에서 인증을 득하기 위하여 전자

즈의 관련 요구사항보다는 인증요구사항이 범위가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에 적용. 그 예로 세라

넓다.

믹 팩키지 제조자, 인쇄회로기판 또는 통합회

이미 적절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득한 경우에는
제조자 인증심사 시에 고려될 수 있다.

로보드 설계 및 도금술 등을 들 수 있다.
NOTE : 태양열 파워시스템 부품 제조자에 해당
됨. (예:태양열판, 충전 콘트롤러, 배터

(2 ) 인증의 종류
제조자인증을 득한 제조자는 다음 절차 중 1가지
이상의 절차를 통하여 제품인증을 득할 수 있다.

리, 조명시스템, 인버터 등)
제조자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절차가 판매자 및
독립시험소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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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판매자인증(Distributor approval) 제조자의 제

- 광전지(PHOT OVOLTAICS) ; 광전지의

품부문과는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승인된 제조

IECQ 인증은 세계적인 광전지시장의 확대

자의 권한 위임 하에 부품을 저장 및 판매하는

에 따라 에너지의 환경친화적인 이용을 목적

부품판매자에 적용

으로 설립되어, PV 시스템관련의 서비스, 디

⑥ 시험소인증(Testing Lab approval) IECQ제도

자인, 제작, 설치, 판매의 조직적인 훈련, 국

내에서 부품시험을 실시하는 독립시험소에 적

제적으로 인정된 표준과 적절한 품질 관리절

용. 지정범위는 수행되는 시험종류, 시험하는

차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며, PV GAP

부품범위 및 시설 등이며, ISO/IEC Guide 25

(Global Approval Program for Photov-

의 관련요구사항보다 범위가 넓다.

oltaics, 법적 독립기관)의 PV Quality
Mark/ Seal 이 사용된다.

4. IECQ 제도의 인증대상 전자부품
현재 IECQ인증대상 전자부품 및 관련 재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통합회로를 포함하는 능동부품,
- 전자파부품,
- 전자기계부품,
- 전자광학부품,
- 혼성집적회로(hybrid integrated circuits),
- 수동부품,
- 인쇄회로기판,
- 태양광전지시스템(stand- alone) 및 그 부품,
- 전선

- 항공전자부품(AVIONICS)
이 분야는 IECQ의 새로운 분야로 항공산업에
서전자부품관리를위한절차를개발하고관리
하며, 다음 두개의 IEC규격에 대한 항공전자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고 있다.
· 전자부품 관리계획
· 제조자설정 온도정격범위이상의 반도체장
비의 사용
이 분야는 Avionics Implementation Working
Group (AIWG)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IEC/TC 107
(항공전자절차관리)을 통해 작업이 추진될 것이다.

그림 2
인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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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이해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교육홍보부 이사 나경수
02) 579- 3291 ksrha @esak.or.kr

1. PL법의 개관

최근 대법원에서는 정전으로 인하여 하우스 농작물
피해를 본 경북고령군의 이모씨 등 522명이 한국전

제조물책임(PL)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드디어

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

시행된다. 시행기일이 얼마남지 않았다. 이 법은 제

고인 한국전력은 손해액의 40%를 책임져야 한다는

조물의 결함으로 기인한 피해소비자의 피해와 손상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을 제조자 등이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판결은 전기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으로 인하
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배상하지 않는다는

이에 따라 일반소비자들은 현행 민법에 의한 불

전기공급규정의 면책약관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을

법행위로 인한 배상보다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인정한 것으로, 향후 PL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

피해를 보다 손쉽게 배상 받을수 있게 된다. 그래서

는 획기적인 판례가 될 것으로 보여 중요한 의의를

사소한 피해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로부터 크게는

지닌다. 한국전력은 이에 대비해 전기기자재 구매

관련 법정소송이 앞으로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시 PL보험가입업체를 우대하는 등 구매요건을 한

이에 대해 제조업체 등은 잘못하다가는 제품의 결

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과 이에 따른 피해에 의해 막대한 배상액을 물게

지금까지의 해외 사례나 국내판례가 말해주듯이,

돼 기업의 이미지 추락은 물론 도산된 국외사례를

PL법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와 대비를 갖추지 않

보며 걱정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을 경우 기업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무서운 폭

돌이켜보면 1982년 당시 최대의 석면 제조업체

발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맨빌(Manville)사가 석면질환과 관련된 장기간의

PL법은 미국이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이 연두교

PL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와 보상금 부담을 못이겨

서에서 시발되어 1963년에 처음으로 시행했고, 유

결국 도산하여 파산하고 말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럽은 1988～1994에, 필리핀은 1992년에 그리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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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1993년에 그리고 일본은 1995년에, 등 이 지

기업이 PL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안전을

구상의 30여개 국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최우선으로삼는기업이념을 확실히정립해야한다.

우리나라의 PL법 도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제품의질, 원가, 납기, 서비스로 표현되는 품질개념

늦은 편이고, OECD가입국중에서는 PL법을 마지

에 안전성과 내구성을 추가 내지 강화해야 한다. 부

막으로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고 한다.

품 및 원재료를 제공하는 기업과 완성품을 생산하

PL법 적용을받는제조물에는 소프트웨어와 농수
산물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과 관련 부품과 원재료

는 기업이 서로 책임소재와 한계를 사전에 명확히
해 두어 분명한 선을 그어 두어야 한다.

등이포함된다. 또한전기와기타관리할수있는자

PL제도하에서는 보험가입도 필수적이다. 최악의

연력까지도 넓게 포함시키고 있다. 부동산은 대상이

경우에대비해야하며 전기제품의경우에는더욱 그

아니지만 그 부동산에 붙어있는 창호 기타 등기구

러하다. 이와더불어결함이발견되면즉시지체없이

등은 포함되며, 발전기나 변압기는 물론이고 발전소

리콜(recall)해야 하며 제품을 개선하고 개량함으로

에서 송전된 전기 자체도PL법 대상이 되는 것이다.

써 결함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초기에 막아야 한

PL법은 앞으로 제조업자 등과 피해소비자의 PL

다. 그래서 신속한 조치가필요한 것이다. 호미로막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제도

을 것을 잘못하면 나중에 삽으로 막게 된다.

하에서는 제조물과 관련된 사고의 피해자가 손해

현재 국내기업들은 PL법 시행을 바로 앞두고 긴

배상을 제조업체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

장하고 있으며 대응책 마련에 부산하다. 이제 먼산

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의 불이 아니라 발등의 불인 것이다. PL법 대응에

PL법은 피해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한다는 측

부심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응준비는 태부족이라고

면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제조

알려져 있다. 앞으로 PL법이 시행되면 PL분쟁으로

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 요건으로 변경함으로써 피

기업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도산 위기를 맞는 업체

해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쉽게 그리고 빨리 구제하

도 상당수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PL법은 소비자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피해소비자와 제조

권익을 옹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제조물

업체 등간의 PL분쟁과 관련된 소송이 자연히 급증

생산유통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제도로서, 우

할 것으로 보인다.

리나라의 제조체계와 소비문화의 새롭고 밝은 장을

PL법은 일반대중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생활

열 것이다.

의 질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반면에
기업자 입장에서는 PL법이 시행되면 제품개발의

2. 머리말

지연 등 적지 않은 경영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 같
은 영향은 그대로 전기제품 업계에도 고스란히 적
용될 것이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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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인하여 향후

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PL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요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3. PL보험약관의 종류와 구성

우리보다 앞서 PL법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
의 사례를 살펴보면, PL대책 수립과 PL사고 방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산물배상책임

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던 기업들도 PL소송에

(PL)보험약관은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이 있으며, 각

휘말려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약관은담보기준별로사고발생기준(occurrence

수 있다. 즉 PL위험은 기업들에게 예측하기 매우

basis) 약관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

어려운 중대한 위험임에 틀림없다고할 것이다. 따

약관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라서 이제우리 기업들도 PL보험가입을 포함한 PL

사고발생기준(occurrence basis)은 보상의 대상

대책수립을 사업영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

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규정한다. 즉, 담

으로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

보대상이 되는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에 와있다.

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종

PL대책은 무엇보다도 결함없는 안전한 제품을

료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상한다.

만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그리고 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basis)은 보

사실이지만, PL보험은 PL대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상의 대상을 소급일자(retroactive date)로부터 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험기간 종료일까지 발생된 사고로서 보험기간 중에

아무리 PL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신체상해 및

하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재물손해로 한다. 따라서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엄

생하였어도 최초로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이후

청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으

에 이루어지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로서는 PL에대한 대책수립과 아울러 PL위험을 어

여기서 소급일자(retroactive date)는 배상청구

떻게 전가할 수 있는가와 같은 위험의 분산에 대해

기준 증권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으로 보험기간 중에

서도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날짜를 담보의 기

PL보험은 기업이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매우

준으로 하지만 그 사고가 사전에 정해진 일정시점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하지 않는다. 그 일정

공급, 유통 또는 시공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

시점을 소급일자(retroactive date)라고 칭하는데

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

통상적으로 최초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개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등

시일로 정하며 이후 갱신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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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일자를 적용한다.

추가특별약관은 명의사용인을 추가 피보험자로 설

생산물배상책임(Product Liability Insurance)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또 보험료정산특별약관은

보험약관은 보통약관, 특별약관, 추가특약 조항으

보험가입 시점의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정 보

로 구성되어 있고,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확정매출액

대부분 보통약관에 특별약관이나 추가특약 사항을

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산정한 후 예정보험료와의

합쳐서 계약을 하게 된다. 특약사항의 경우에는 각

차액을 정산한다. 단, 이때 확정보험료가 보험가입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그때그

시점의 최저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만 적용한다.

때 결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국문약관의 경우 영

영문약관은 담보범위, 피보험자, 보상한도액, 일

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생산물특별약관을 필

반조항, 보고연장기간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수적으로 채택하고 거기에 각 업체 사정에 따라 기

있는 보통약관에 각종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사용하

타 특별약관과 특약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

는 형태다. 배상청구기준약관으로 수출품에 사용되

약을 체결한다.

는 약관인데,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다.
Additional Insured(Concessionaires) Clause

1)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는 명의사용인을 피보험자에 추가하는 특약이고,

국문약관은 해외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내

또 Additional Insured(Vendors) Clause는 판매

수용으로만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주로

인을 피보험자에 추가하는 특약이다. 그리고

적용하는 약관이다. 영문약관은 해외 수출품 또는

Premium Adjustment Clause는 보험가입 시점의

외국법인이 피보험자가 될 경우에 대하여 주로 적

예상 매출액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정보험료를

용한다.

납입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확정매출액에 따라

국문약관은 배상책임보험에서 공통으로 적용되

실제보험료를 산정한 후 예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정

는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보

산한다. 단, 이는 확정보험료가 보험가입 시점의 최

통약관에 보상하는 사고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저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만 적용한다.

을 규정한 생산물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사용하는 형

또 특이한 Punitive Damage Exclusion Clause

태다. 주로 손해사고기준약관으로 내수용 제품에

가 있는데, 벌금, 과태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 손해

사용되는 약관이다. 다음과 같이 특별약관조항을

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면책

추가하여 담보할 수 있다.

약관이고, Deductible Liability Insurance Clause

판매인 추가특별약관은 판매인을 추가 피보험자
로 설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리고 명의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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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담보기준별 구분

장기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발생기준(occurrence basis) 보험약관은 보

단기(Mini Tail)는 소급일자와 보험계약 만기일

상의 대상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

사이에 발생되고 보험기간 중 보험회사에 보고된

고 있다. 즉 담보대상이 되는 사고 이를테면 신체상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 만기일의 그 다음날부터

해 또는 재물손해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

6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보험기간 종

청구가만기일에제기된 것으로간주하여담보한다.
중기(Midi Tail)는 소급일자와 보험계약 만기일

료 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상한다.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 보험약관은

사이에 발생되고 보험계약 만기일 다음날부터 60일

보상의 대상을 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로부터 보험

이내에 보험회사에 보고된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발생된 사고로서 보험기간 중에

만기일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제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신

기된 경우에는 그 청구가 만기일에 제기된 것으로

체상해 및 재물손해로 한다.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간주하여 담보한다.

발생하였어도 최초로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이

선택(Full Tail)은 소급일자와 보험계약 만기일

후에 이루어지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사이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만기일 다음날 이후

보고연장기간 조항을 통하여 소급일자와 보험계약

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를 담보한다. 다만 보험

만기일 사이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

만기일 60일 이전에 보험계약자의 청구와 추가보험

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는

료 납입이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

담보한다.
여기서

보고연장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은 소급일자와 보험 만기일 사이에 발생된

4. PL보험약관의 내용(국문약관을 중심
으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후 일정기간 이내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일정

1) 담보대상 제품의 범위

기간을 담보하는 자동보고 연장기간(Automatic

PL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조 또는 가공된

Extended Reporting Period)이 있다. 그리고 만기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이 모두 가입

일 이후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는 기한의 제한없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범위를 확대

이 담보하는 선택보고연장기간(Optional Extended

하여 미가공 농수산물, 축산물이 대상 범위에 포함

Reporting Period)으로 구분할 수 있다.

되므로 PL법상의 제조물 개념과는 반드시 일치되

단기(Mini Tail)와 중기(Midi Tail)로 구분되는
자동보고연장기간과 선택(Full Tail)인 선택보고연

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 전체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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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류가 가능하면 일

3 ) 보험기간

부 제품에 국한시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

기본적으로 PL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이다. 주의

다. 이는 주로 거래 상대의 요구로 특정 제품에 한

해야 할 점은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흔히 있는 경우로서 판

그 제품이 언제 제조되었고 또 언제 출하되었는가

단을 잘못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품에 PL사

하는 점은 불문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보험기간 중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에 제조되어 출하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사고 발생
시점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금 지불

2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에서 보상되는 사고가 발생했

예를 들어, 어떤 제품에 PL보험을 든 경우, 몇

을 경우에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가하기 위해

년 전에 제조되어서 출하된 제품에 의해 PL사고가

일정한 보험조건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발생한 경우에도 지불대상이 되며, 장기간 부보했

당사자로서 대부분의 경우 피보험자를 지칭한다.

어도 보험기간 종료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지불 대

그러나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피보험자는 해당보

기타 보험금 지불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는

험에서 정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소정의 보험금

대단히 중요하다. 사고의 발생이 보험기간 중이면

을 지급받는 보험금 수혜자가 된다.

판결이나 화해에 의해 배상책임이 확정된 것이 보

완성품 제조업자와 부품, 원재료 제조업체는 물

험기간 종료 후인 경우에도 지불대상이 된다. 사고

론,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입업자도 피보험자가

발생일을 특정할 수 없을 때 이를테면 의약품이나

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피보험자도 가능하다. 이

식품 등에는 손해배상 청구일이 보험기간 중인지

러한 경우 복수의 회사가 1개의 보험을 공유하게

여부가 기준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보험회

되므로 보상한도액의 설정 등에 대하여 특히 유의

사와 피보험자의 계약에 의해 대상이 되는 제품의

할 필요가 있다.

제조일 또는 제조경과년수 등을 한정하는 경우도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상 혹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있다.

피보험자와 추가보험자특약(Additional Insured
Endorsement)과 같이 별도의 추가피보험자배서에

4 ) 보상되는 손해의 범위

의하여 피보험자로 기재되는 추가 피보험자뿐만 아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니라 피보험자의 직원과 같이 본래의 피보험자는

에 피보험자에게 보상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피보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제한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다음의 손

된 조건내에서 피보험자로 간주된다.

해를 보상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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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
배상금은 사망, 상해, 질병의 경우의 치료비,

이 규정에 따라 보상되지 않는 손해 및 손해배상책
임은 다음과 같다.

휴업손실과 위자료 같은 것이다. 그리고 재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손해의 경우에는 멸실시의 시가와 원상회복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수입, 판매, 공

에 요하는 수리비 등이다.

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둘째,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은 피보험자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노동쟁의 등과

가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응급처

같은 불가항력적 사태로 생긴 손해

치나 긴급호송 등에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

지진,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Act of God)

하였던 비용이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

으로 생긴 손해

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맺은 손해배상에 관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처치나 긴급호송 또

약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가중된 손해배상

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책임

과 지급에 관하여 사전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인해생긴 수질오염, 토

받은 비용만 보상한다. 또 피보험자가 제3자

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생태계 훼손이나

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

환경오염으로 생긴 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

러한 구상권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필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

한 절차를 취하는데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

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하였던 비용이다.

손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사전에 보험회사와 협의한 후 승인을 얻어 지출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 지체 및 피

한 소송 이를테면 조정, 화해, 중재를 포함한 소송

보험자의 생산물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을 위한 비용과 변호사 보수와 증권상 보상한도액

품질의 적합성 또는 내구성이 결함에 의한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 그리고 협력비

것으로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

용 즉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요구에 응해 행하는

의 사용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협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
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 보상되지 않는 손해(면책조항)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체 비용 및 사용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에 대해서 규정한 약관의 부분을 면책조항이라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보험자

하는데, 이것은 생산물특별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상해나 재산손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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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상책임,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

용과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

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인해

정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함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s)

보험회사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에 대한 배상책임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위에 열거한 사항들은 PL보험약관의 생산물특별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일

6 ) 보상한도액

부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보통 약관에

PL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명시되어 있다.

에게 보상하는 손해보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 또는 경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한다. 보상한도액은 주로 1사

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

고당 한도액과 보험기간 중의 총보상 한도액으로

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인데 이

설정한다.

를 태만히 하여 확대된 손해에 상당하는 배

1사고 당 한도액은 하나의 사고(any one occ-

상책임

urrence / each occurrence)에 대해 보상할 수 있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

는 한도액으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일반적

우, 즉 구상권을 보전 또는 행사할 수 있음에

으로 신체 및 재물 사고를 합산한 보상한도액이다.

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하

즉 대인 대물 일괄 한도액 또는 combined single

지 않음으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상당하는

limit로 정한다.

배상책임

그리고 총보상 한도액(aggregate limit)은 보험

사고 발생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피해자와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보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전에 보

험금의 합계를 말한다. 보험기간 중 지급한 보험금

험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

이 이 총보상 한도액에 도달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회사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보험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 된다.

일부를 승인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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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제 금액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공제금액이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액에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

서 차감되는 금액을 말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를

원칙적으로 공제금액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며, 사

지키지 않은 경우에 손해비용 및 변호사비

고당 최저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유의할

시 책 논

점은 공제금액의 경우,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의 적

과거사고이력, 보험가입경력,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용 방법이 다르므로 계약시에 이러한 점을 보다 확

PL보험요율을 결정하게 된다.

실히 검토하며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차이
점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보험요율이 결정되면 보험기간 중의 예상매출액
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예치보험료(deposit premium)를 납입하게 된다. 보험계약이 종료되면 보

국문약관의 경우에는,

험기간 중의 실제 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확정보험

사고당 최대보상금액 = 증권에 기재된 사고

료를 산정하고 이 확정보험료가 기납입한 예치보험

당 보상한도액

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차액을

총보상금액 = 총보상한도액

추가로 납입하게 된다.

영문약관의 경우에는,
사고당 최대보상금액 = 증권에 기재된 사고
당 보상한도액 - 공제금액
총보상금액 = 총보상한도액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면책금액이

6. 보험가입절차
PL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게 되는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1) 보험계약 조건 협의

라고도 칭하며, 일반적으로 사고 1건 당 5～10만엔

보험가입을 원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조건을 미

정도에서 설정된다. 면책금액을 어느 정도 설정하

리 충분히 검토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산정 자

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일정 할인율에 따라 할인

료로 활용할 설문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가 요구하

된다.

는 자료를 준비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5. 보험요율

2 ) 보험요율 산출
보험조건이 결정되고 보험요율 산정 자료들이구

보험료는 보험가입 생산물(제품)의 매출액에 보
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보험료 = 매출액 X 보험요율

비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업가
입안내서를 제출한다.

보험회사는 각 보험계약의 조건, 즉 생산물의 종
류, 판매지역, 주된 사용연령층, 담보기준 곧 사고발

3 ) 보험가입 결정(청약서 제출)

생기준 또는 배상청구기준,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안내서의 모든 조건과 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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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
여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입한다.

또 피해자의 주장 즉 사고원인에 대한 인식, 기
업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 두어야
한다. 피해자의 허가를 얻어서 사고 현장과 피해물

4 ) 보험증권의 발급 및 수령

의 형상을 사진촬영하고, 제조물의 현물은 검사를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면 보험증권을 발급

위해 회수해 두어야 한다.

하고보험계약자는해당 보험증권을수령하게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이 단계에
서는 사고 원인이 불명확하므로 기업의 책임을 인

7. PL Cl aim처리 절차

정하는 듯한 언동은 절대로 삼가 해야 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구체적인 합의나 화해에 대한 교섭도 피

PL Claim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접수하

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일체의

고 PL절차도에 의하여 기록정리하고, 취해야 할 절

방법을 동원하여 사고 확대 방지책을 실시한다. 이

차는 다음과 같다.

와 아울러 제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1) PL사고의 클레임 접수

절차를 미리 취한다.

PL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가 어떤 형태로 기업
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할 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므

3 ) 사고의 원인분석

로 평소에 클레임에 대한 대책을 매뉴얼화하여 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보험계약자 곧 기업은 PL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클레임을 접수한 부

법상의 결함의 유무를 판단하여 원인분석보고서를

서는 PL전담부서나 대책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작성하고 보험회사에 그 사본을 제출한다. 보험회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게 된다.

사에서도 사내 기술 관련부서, 사외의 전문기관 등
과 협조 또는 의뢰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한다. 최종

2 ) 클레임에 대한 정보수집

적으로는 기업과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법률상의 배

PL담당부서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사실조

상책임의 유무와 정도를 검토하게 된다.

사와 정보수집을 실시한다. 이 단계에서 신고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배상 교섭에 들

상황 설명을 청취하고 피해에 대해 위로하는 한편,

어가게 되는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사고 정보 즉 사고 발생일시, 사고발생상황, 제조물

타당한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

사용상황 등과 피해내용 그리고 제조물 정보, 이를

자와 교섭하게 된다. 이때 보험회사와 사전 상담 없

테면 구입년월일, 구입처, 보증서의 유무, 수리, 고

이 책임의 유무와 배상금을 당사자간에 결정하게

장, 개조의 유무, 사용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되면,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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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유의하여야 한다.

저 지급할 수 있다.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대에 대한 배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일이 지나도록

상의무가 없으므로 원인분석의 내용과 판단 근거를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느 경우에는 지체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한다. 상

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은행1년 만기 정기예금 이

대방이 납득하지 않고 소송 등의 법적 수단에 호소

율에 의한 지체 상금을 받게 되어 있다. 물론 지체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협의 후 변호사를 중심

된 원인이 보험회사에 있지 않고 피보험자측에 있

으로 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변호사 비

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또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용은 보험회사에서 지불된다.

청구할 때 제시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되거나 어떤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도

4 ) 합의서 작성과 보험금 청구

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특히 주의할

상대방과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

필요가 있다.

의하게 된다. 용지, 양식, 내용 등은 보험회사와 긴
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합의가 성립하면 PL클레임

8. 꼬리말

은 해결되게 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이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
음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제
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서 완성품, 부품, 원재료가
모두 보험가입의 대상이 된다. 또 담보의 범위를 확

보험금 청구서

대하여 미가공 농수산물과 축산물이 대상범위에 포

보험증권

함됨으로 제조물책임(PL)법의 제조물 개념과는 반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증명하는 서류
회사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 전체를 대
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류가 가능하면 일
부제품에 국한시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

다. 이는 주로 거래상대의 요구로 특정제품에 한해

험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될 보험금을 결정하고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경우로서

것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판단을 잘못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품에 PL

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가 지연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체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추산한

있다.

보험금의 50%이상을 가지급 형태의 보험금으로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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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계약자는 보험에서 보상되는 사고가 발생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 제품의 이윤을 뺀

했을 경우에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가하기 위해

원가를 비교하여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을 보상한다.

일정한 보험 조건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최근에는 생산물보증책임보험이 생산물연장보

당사자로서 대부분의 경우 피보험자를 가리킨다.

증제도(Extended Warranty)의 개념으로 도입되

그러나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어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통한 고객 만족 마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피보험자는 해당보

케팅의 차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소

험에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해진 보험

비자 만족도 제고와 차별화된 서비스제공을 통한

금을 지급받는 보험금 수혜자가 된다.

판매와 MS제고 및 회사에 대한 소비충성도

완성품 제조업자와 부품, 원재료 제조업체는 물
론,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입업자도 피보험자가

(loyalty) 제고를 통한 장기적 마케팅 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피보험자도 가능하다. 이
경우 복수의 회사가 1개의 보험을 공유하게 되므로

4)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7월부터 제조물책

보상한도액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유의할

임법이 시행된다. 기업에게는 여러 가지 압박감과

필요가 있다.

부담을 느끼겠지만, 안전하고 내구성있는 좋은 제
품을 설계하고 제조하여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

3)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유통 또는 제공한 제

그러나 아무리 PL법에 대비하였다 하더라도 불의

조물의 하자 및 결함으로 인한 제품자체의 수리 및

의 사고에 대비하여 PL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교체비용 등 손실을 보상하며, 선택담보로 제품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이다. PL보험회사의 담

수리기간 중의 사용손실도 담보가 가능하다.

당자와 혹은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고 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내에서 피보험자가 제조,

토하여 자기 회사와 총매출의 사이즈에 적합한 PL

판매 또는 분배하는 생산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에 경우에 대비하여 위험을

그 생산물의 품질 결함으로 인하여 생산물을 수리,

분산시키고 후환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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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냉장고 온도표시 강제규정 시행(프랑스)

전기응용과 공업연구관 송양회
02) 579- 7332 songyh@esak.or.kr

1. 개 요

발의에 따라 2000/0469(2000.8.2)호로 EU역내 사
무국에 통보한 문건과 Information Society

프랑스는 자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전기냉장고

Service 에 관련된 기술규제규칙 에서 규정하고

에 대하여 소비자가 냉장실 유지온도를 보다 쉽게

있는 입법예고 명령절차 98/34/ CE(1998.6.22) 및

식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온도 표시제도

형법 제121조 2항, 제121조 40항, 제121조 41항, 소

를 2002년 10월 1일부터(제품판매시점기준) 시행한

비자보호법 L221조 3항에 의거하여 소비자안전위

다고 발표하였다.

원회 고시(2000.11.8)에 따라, 최고행정법원에서 아

동제도 시행 배경 및 목적은 최근 살모렐라균 등

래 표와 같이 규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냉동냉장 식품류에서 빈번
하게 발생됨에 따라 식품을 보다 신선하게 저장 보
관시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2. 관련 근거법령 등
가정용 전기냉장고의 음식물 보관안전에 관한 강
제법령 제2002-478(2002.4.3)호와 관련으로 자국내

3. 세부 규제 내용
3. 1 냉장고에 관한 규제 내용
아래 조항에 적합하지 않는 국내용전기냉장고를
무료로 시장에 유통시키거나, 판매를 위한 소유 및
처분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에서 유통되는 가정용 전기냉장고 저장실 내부 온
도표시를 위한 온도계 및 기타 장치에 관한 규제

제 1 조

규정을 시행하게 되었다.

평균온도가 +4℃ 또는 +4℃ 보다 낮은온도를 유

프랑스 국무총리는 경제·재무·산업부장관의

지할 수 있는 저장실을 가지고 있을 것. 이 저장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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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자, 그래픽, 색상 등의 형식으로 소비자가 보

리구조로 만들어, 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

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를

다는 설명을 하고 있을 것.

할 것.

제 5 항
온도조절방식이 기계식일 경우, 온도조절에 따

제 2 조
본 법령에 정의된 규정에 의거 +4℃이하의 저장실
에 온도를 표시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을 것.

른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있을 것.
제 6 항
식품저장실에 관한 강제규제사항은 간냉식(강제
송풍식) 냉장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저장실 내부의 유지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을 것.

3. 2 온도계에 관한 규제 내용
식품저장실의 온도가 +4℃를 초과하고 있는지
+4℃ 이하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별도의 장치나, 온

제 4 조

도계가 아래 조항에 적합하지 않는 국내용 전기냉

아래의 내용이 명시된 제품 사용 설명서를 첨부

장고를 무료로 시장에 유통시키거나, 판매를 위한

할 것.

소유 및 처분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제 1항
제1조에 정의된 표시를 제품사용설명서 상에서

제 1 조

설명하고 있을 것.

식품저장실 표시장치나, 온도계는 수은을 포함하고

제 2 항
제품 유지를위한보건위생규칙, 특히 소독(살균)
및 청소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것.
제 3 항

있지 않을 것.

제 2 조
식품저장실 내부 온도 측정기는 - 2℃～+15℃ 범
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음식 종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저장실을 별도
로 세부 구분하여 표시하고, 저장된 식품 보관에
대한 권고사항을 설명하고 있을 것.
제 4 항
서로 다른 종류의 음식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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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법인의 경우 3.1항 및 3.2항에 정의된 규제내용

식품저장실 내부온도 2℃를 나타내기 위한 온도

을 위반하였을 때, 형법 제121조 2항, 제131조 40

측정 범위는 ±1℃ 정도의 오차는 허용한다.

항, 제131조 41항에 의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제 5 조
식품저장실 온도는 30초 이내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 6 조
식품저장실 온도측정방법 및 사용조건을 표시하는
정보내용에 특히, 온도를 측정하는 시간이 표시되
어 있어야 한다.

재범의 경우, 5 Class 재범에 관한 처벌을 받게
된다.

3. 4 예외조항에 관한 내용
본 법령은 EU역내국가에서 제정된 협정에 따라
서 상업화한 전기냉장고 및 제품내부의 식품저장실
온도를 표시하는 장치(온도계)에 대해서는 처분 또
는 판매를 하여도 무방하다.

3. 5 적용시기
제 7 조

본 법령은 공포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

식품저장실 온도 표시장치로 나타내어진 온도가 +

후의 날로부터 시행된다.

4℃ 초과인지 +4℃ 이하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장

(제품 판매시점기준 :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치는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 정의된 요구사
항을 만족할 수 있을 것.

3. 3 처벌에 관한 내용
본 법령의 3.1(냉장고에 관한 규제내용)을 만족

3. 6 관련부처
본 법 시행에 관련된 경제·재무·산업부장관,
법무부장관, 중소기업 대표 등은 프랑스 공화국 정
부의 관보에 게재된 본 법령 집행을 책임진다.

하지 않는 국내용 냉장고나, 3.2(온도계에 관한 규
제내용)을 만족하지 않는 온도계를 무료로 시장에
유통시키거나, 판매를 위한 소유 및 처분 등의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 Class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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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냉장고 수출업체(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의 대응전략
규제항목

대

응

전

략

냉장실 내부 온도를 0～4℃ 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냉장식품

하고, 냉장실 내부에 식품별 보관실 또는 구역을 구분

보관구역표시

설치하여,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문자, 그래
픽, 색상 등으로 스티커를 만들어 명확하게 표시한다.

비

고

현행 법령규정에서는 직냉식
냉장고만이 해당되고 간냉식
냉장고는 적용되지 않음
향후, 간냉식냉장고에 대해서는

냉장실내

0～4℃ 를 표시할 수 있는 반도체식 또는 열전대식 정

톰슨 등 프랑스 업체의 동향

온도표시

밀급 온도계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에 따라 대응이 필요시됨.

제품 사용 설명서 상에 식품보관구역, 위생, 청소, 소독,

직냉식 냉장고 및 간냉식 냉장

살균 등의 내용을 삽입한다.

고 모두에 대하여 적용됨.

제품 사용
설명서내용

제품 사용 설명서 상에 식품종류별 보관구역을 설정하
고, 음식 상호간의 혼합에 따른 훼손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을 삽입한다.

♣

40

시 책 논

국제단위계
(SI : Int er nat i onal Sys t em of uni t s )

계량계측과 공업연구관 나기형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문명이 발달함

왔으나 그 뒤 차츰 우리나라 고유의 도량형제도를

에 따라 수많은 단위가 사용되어 왔다. 이중 대부분

개발하게 되었으며, 고구려 시대에는 35.51㎝를 기

의 단위가 비합리성이나 사용상의 불편 등으로 소

준으로 했고 신라는 주척(周尺)인 20.45 ㎝를 1자

멸되었으나 최근까지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로 사용했으나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십지척(十

야드-파운드법, 척관법, 미터법에 의한 단위들이라

指尺)이라는 19.42㎝를 기준으로 하는 고유한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야드-파운드법이나 척관법들은

려척을 제정했는데 이것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비과학적이며, 복잡한 사용체계로 점차 그 사용범

도량형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또 조선시대에는 세

위가 축소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모든 단위체계가

종대왕 때 길이, 부피, 무게 뿐 아니라 시간을 측정

미터법으로 통일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와 같이 미

하기 위한 해시계 및 측우기와 같은 독자적인 도량

터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은 십

형기를 개발했으며, 조선말기인 1902년에는 궁내부

진법을 채택하고 있어 배우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며

에 평식원(平式院)을 두어 도량형업무를 관장하

매우 과학적이어서 거의 모든 활동분야에 적용될

게 하는 한편 도량형 규칙을 제정하여 도량형 제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를 법제화하였다. 특히 개화의 물결이 거세던 구 한

미터법의 시행을 법제화하였으나 미터법에 대한 이

말 1905년에 대한제국의 법률 제1호로 도량형법

해부족과 사용습관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산

을 제정한 것은 근대적인 계량제도의 확립은 물론

업현장에서 비과학적인 단위를 사용하거나 SI단위

당대의 근대화 표상으로 도량형제도를 택하였다고

사용을 기피하는 것을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안타까

여겨지는데 이는 선진 여러 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운 현실이다.

국가측정표준인 단위체계의 확립에 힘을 기울이기

옛부터 중국 대륙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의
조상들은 중국에 기원을 둔 도량형 제도를 사용해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도량형 이란 용어는 본래 중국의 고전인 한서율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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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지(漢書律歷志)에 의해 유래된 것으로 도(度)

정에관한법률에 통상 미터법이라 불리우는 국제단

는 길고 짧은 것(長短)을, 양(量)은 많고 적음(多

위계(SI :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를 대폭

少)를, 형(衡)은 가볍고 무거운 것(輕重)을 재는

반영하였고 이에 관한 법규체제도 합리적으로 개정

것을 지칭하고 있다.

하였다.

이와 같은 도량형이란 용어는 1961년에 계량법

국제 단위계는 기본단위, 보충단위 유도단위, 접

을 제정공포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계

두어 및 기타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에서

량법은 5. 16혁명정부가 구법령(일본법, 총독부령,

는 접두어 및 기타단위를 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미군정법령 등)의 정비 방침에 따라 새로운 법령으

구분하였다.

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도량형법 대신 계량법이란

측정단위는 국제적 과학기술과 문물의 교류·발

용어를 사용한 것인데, 당시 계량법에서는 척관법

전은 물론 국내의 경제, 사회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및 야드- 파운드법에 의한 단위는 1963년 12월 31

있으며 고도의 문명사회일수록 경제, 사회활동이

일 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나 건물

복잡해지고 정확한 거래·증명이 요구되고 있다

에 대하여는 1983년 1월 1일 이 후부터 법정단위인
SI단위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새로 정하거나 변경
하는 측정단위는 이 법을 개정할 때마다 부분적으
로 반영하여 오다가 1993년 7월1일부터 계량및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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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하여하
루빨리 법정단위의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을 계기로 법정계량단
위인 SI단위의 조기정착을 기대해 본다.
♣

국제표준활동

ISO/ TC209 (청정실 및 관련제어환경 ) 국제표준화

생물환경과 공업연구사 채경선
02) 509- 7255, chaek@ats .go.kr

- 청정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에 관해

□개요

제정중인 규격(안)인 DIS 14644- 5(청정실 및

출장 목적
- ISO/TC 209(청정실 및 관련제어환경)총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가하여 청정실 및 관련제어 환
경 등 환경관련 국제규격 제정에 대한 아국의
의견을 제시하고
- 최근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파악하여 KS 업무에
반영하고, 관련기관·업체에 전파하여 환경관련
국제규격 부합화를 추진하고자 함.
기간및 장소 : 2002. 4. 30 ～ 5. 4 (5일간)/미
국(Anaheim)
- 생물환경과

채경선 연구사

- 한양대학교

안강호 교수

□ 주요 활동 내용
◆ TC 209/WG 5(청정실 운영)
회의일시 : 2002. 4. 30(화)～5. 1(수)
주요 논의사항

국에서 제출한 코멘트를 중심으로 문구 및 내
용을 수정,
- 투표를 통하여 ISO DIS 14644- 5를 FDIS로
승격하기로 결정
◆ TC 209(청정실 및 관련제어 환경) 총회
회의명 : ISO/TC209(청정실 및 관련 제어 환
경) 제13차 총회
회의일시 : 2002. 5. 2(목)～5. 3(금)

출장자(2명)

참가자 : 8명

관련 제어 환경 - 제5부 : 운영)에 대하여 7개

참가자 : 20명
-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한국 등 14개국의 P
멤버
주요 논의사항
- Agenda 9.1의 채택에 관한 투표가 있었으며
채택됨.
- 제12차 ISO/TC209 총회(2000. 5. 덴마크 코
펜하겐) 결과보고
- 핀란드의 새로운 working item제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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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Personnel Cleanroom Cloth-

국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ing" Ad Hoc committee가 생성되었으며

참여하며 동분야의 국내규격이 국제규격과 일

핀란드가 일시적으로 의장을 수행

치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의 기술동향을 파악

- ISO/TC209 위원회는 ISO 중앙사무국에 ISO
/ FDIS 14698- 2 문서를 ISO/ DIS 14698- 1
이 FDIS로 될 때까지 보류하도록 요구함.
- ISO/TC209 위원회는 WG6이 14644-6안에
14644-8의 용어 및 정의를 포함하도록 함.
- 차기회의 일정 및 장소 : 2003년 봄, 이탈리아
에서 하며(장소와 날짜는 아직 미정) 내년에
한번 더 총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서
개최키로 잠정결정

□ 종합의견 및 향후 조치계획
◆ 종합의견

하고 이를 국내에 보급함으로써 국내산업 발전
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함.
◆ 향후 조치계획
TC209 청정실 관련분야의 국제규격 제 개정
에 관한 선진국들의 연구활동 및 국제기준 제
정동향 등을 파악하여 국내 관련기업들에게
전파
국내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로 바이오 칩의 표
면 오염 측정 및 분석 방법이 국내에서 필요한
실정이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
다. 이번에 신규도출된 clean surfaces(표면청
정)분야에 적극 참여하여 표면오염분야의 국제

반도체 및 초정밀 부품제조 가공 그리고 제약

적 기술표준화 및 기술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및 식품 산업에서 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되고

하고자 함.

있는 청정실 및 그와 관련된 장비의 국제 표준

TC209 회원국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

화를 위하여 ISO/TC209가 조직되었으며. 우

고 국제표준에 대한 수요를 발굴 및 적극적인

리나라는 동분야에 관한 3종의 ISO규격을 KS

참여로 아국의 의견을 회의에 반영시키도록

화하는 부합화작업을 금년에 실시하고 있으므

노력

로 국내 관련산업계의 관심도 제고 및 기술향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청정실 관련분야에 대

상을 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한 전문가를 발굴하여 국제표준화 회의에 지속

ISO/TC 209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가를 통하

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며, 규격 제

여 청정분류체계, 청정실 운영, 용어 및 정의,

개정시 아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측정방법 등에 관한 국제 규격 제 개정 작업에

있는 전문가 육성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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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M/ E48 (생물공학기술 ) 국제표준화회의

생물환경과 공업연구관 유경희
02) 509-7257 ghyu@ats.go.kr

□개요
출장목적
- ASTM이 주최하는 E48 생물공학기술분야 전
문위원회 참석하여 생물공학기술분야의 규격
개발에 대한 미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동 분야
의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업무 활성화
- 미국의 생물공학기술분야 표준화 관련 정보
수집
기간 및 장소 : 2002. 4. 17(수)～2002. 4. 21
(일)(5일간)/미국(피츠버그)
출장자
- 생물환경과 유경희

공정의 검증, 생물안전(Biosafety), 환경설비
및 공정설비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ASTM/E48 전문위원회는 산업계, 연구소, 정
부부처, 학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 표준화 작업의 수준을 높이고 표준화에 대
한 각계의 의견을 고루 수렴할 수 있음
· 약 40여개의 규격이 ASTM/E48 전문위원
회에서 제정되었으며 약 10여개 규격이 현
재 제정 중

□ 주요 회의 내용
생물안전(Biosafety) 분야
- BT 관련시설에서 미생물 폐기 지침 수립이

□ ASTM/E48 전문위원회 개요
ASTM/E48 전문위원회 개요
- 생물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관련되
는 생물공학기술의 표준화를 다루고 있음
· 시험방법 표준화, 지침수립, 용어 표준화를
다루고 있음
· 현재 생물 소재의 분류·동정에서부터 GMP

시급
· 미생물의 환경 방출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항목 수립
· 생물무기테러와 연계하여 지침 수립이 요
구됨
- GMO의 검출법 및 생물안전성에 대한 평가항
목 수립 방안 토의
- 토양의 수은 오염도 측정방법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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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에서 Cleaning out mercury" 프로

· 암 및 질병관련 유전자 진단

그램 운영중.
- 의료 폐기물 처리 지침안 마련에 대한 토의
· 폐기물 처리과정은 멸균(disinfection)
쇄(homogenization)

- cDNA chip 활용 분야

분

효소처리(cellulase

treatment)로 이루어짐.

· 인체 유전자 기능분석 및 연구
· 산업용 유전자재조합, 동식물 및 미생물연구
· 실험용 동식물 모델연구
· 유전자치료
· 임상병리학

생물시스템 특성 규명 및 동정 분야

· 동식물검역

- 마이크로어레이(DNA칩) 표준화 포인트

·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학연구

· 제 1단계 :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길이에

· 식품 안정성 검사

대한 검증
· 제 2단계 : PCR 시험법 표준화
· 제 3단계 : 특정 항목별 DNA칩 표준화
- 마이크로어레이 표준화시 우선적으로 고려하
여야 할 점
· 대조구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떤 종류
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 마이크로어레이 시장 현황
· Affymitrix의 경우 모든 종류의 돌연변이
를 모두 포함하는 마이크로어레이 칩 판

· 신약개발
- Oligonucleotide chip 활용분야
· 암관련 유전자 돌연변이 검색진단
· 유전병관련 유전자돌연변이 검색진단
· 약제내성 검색진단
· DNA 염기서열 분석
· 유전자변이 가계도 작성
· 장기 이식 가능 조직 검사
· 병원성 미생물 동정
· 법의학 (용의자확인, 친자확인 등)

매중
· 현재까지 표준화된 규격이 수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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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TC147 (수질 ) 국제표준화회의

생물환경과 공업연구사 이석우
02) 509-7251 seokwoo@ats.go.kr

□개요
출장 목적
- 국제표준화 기수(The International Org-

□ 주요 활동 내용
▶ TC 147(수질) 총회
회의명 : ISO/TC 147(수질) 제 21차 총회

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C 147(수

회의일시 : 2002. 5. 13(월)

질) 국제표준화 회의의 참가를 통해 아국의

참가자 : 17개국의 107명

입장에서 수질관련 샘플링, 용어, 분석방법

- 독일, 프랑스, 일본, 덴마크, 노르웨이 등 15개

등 TC 147과 관련된 국제동향을 신속히 파

국의 P-member와 유고, 헝가리 2개국의

악, 대응하고

O- member

- 관련 기술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국내 규격이
국제 규격과 일치할 수 있도록 수질분야의

▶ SC2/ WG15 탄화수소계열 오염물분석방법 의

KS 규격 제·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 국내

견교환 및 회의내용

산업계의 대응 및 기술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의견제안자 : KATS, JIS (Lee Seok Woo,
K.Takasuga)

출장기간 및 장소
- 2002. 5. 11～5. 20 (10일간)/ 미국 플로리다
ASTM

의견 : 분석결과가 좋고 설명에 잘 이해되지만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들은 이해하기
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전자우편으로 각국에
회람시키는 기간을 3개월 정도로 하여 충분한

출장자(2명)

검토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기획관리과 배규환 사무관

답 : 3개월 이내로 하면 2002년 9월 말로 의견

- 생물환경과 이석우 연구사

을 받겠다. 또한 10월 이전에 Inter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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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도 마감하는 방법을 찾아서 결과를 회원

하다.

들에게 보낼 것이다. 자세하고 친근한 의견 바
란다.

▶ SC2/WG49 Bromophenylethers 분석방법 의
견교환

▶ SC6/WG4 강과 하천 샘플링 의견교환
의견제안자 : KATS(Lee Seok Woo) 답변자
: BSI(Mr. J Adam)

의견제안자 : KATS(Lee Seok Woo), 답변자
: BSI(Mrs Susan Owen)
의견 : 일반적으로 추출용매로 dichlorome-

의견 : ISO 5667- 18과 차이를 두어서 규격을

thane을 사용하는데 본 문건에서는 Toluene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추가되는 내

을 사용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용은 ISO 5667- 18의 Annex에 나타내면 된다

답 : Bromodiphenylether의 분석실험에서 농

고 본다.

도범위가 3㎍/㎏～1000㎍/ ㎏으로 질량 분

샘플 채취를 위한 디자인이나 기구 및 지점이

석기의 SIM(Single Ion Monitering)mode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규격으로 만들

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어서 사용자들이 이 지침에 따를 수 있어야 혼
란이 없다.

▶ SC2/WG45 Dioxins 분석방법에대한의견교환.

답 : 샘플 채취를 위한 디자인이나 기구 및 지

의견제안자 : KATS(Lee Seok Woo), 답변자

점이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규격으로

: BSI(Sue Owen chairman)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이 지침에 따를 수 있어

의견1 : Interlaboratory Trial의 Data가 4개

야 혼란이 없다.

국만이 일치하고 있는데 다른 비참석 국가들도
그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기회

▶ SC/WG11 슬러지와침전물의 샘플링의견교환
의견제안자 : KATS(Lee Seok Woo), 답변자

답 : 2002년 8월말까지 의견을 받기 위하여

: BSI(Mr T white, chairman)

WG45에서 ISO/DIS 18073 투표 문건에 4주

의견 : ISO/TC147 수질의 샘플링이 SC6에

간의 의견제시기간을 두어 각국에 전자메일로

ISO 5667 시리즈로 현재 19번째 규격을 제정

회람시킨다.

하려고 하는데 기존 규격을 개정 보안하면 신

의견2 : 의견제시와 투표가 완결되면 언제쯤

규 규격을 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FDIS 문건이 되는 것인가를 밝혀달라.

답 : 핀란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의하

답 : 2002년 11월말에 FDIS 문건으로 작성될

나 유럽 주요국가들은 사용자들의 혼란을 없

것이다.

애고 새로 명확한 정의를 가지는 규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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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의견 및 향후 조치계획
▶ 종합의견
우리나라는 환경관련 수질분야에서 176종의
ISO규격을 KS화하여 부합화율이 98%이다.
그러나 금번회의를 통하여 국내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먹는물 또는 지하수 샘플링 방법
이 생수 업체나 정수기 제조업체의 서비스분
야에서 반드시 국제적 추세를 알아야 하므로
TC 활동을 국내산업계와 연계하여 적극 대응
하는 것이 국내산업의 국제화를 앞당기는 계
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국내 수질분야 규격이 한국에 한정된 것이 아
니며 생수 역시 국내용이 아닌 국제적 인증이
필요한 품목으로 ISO/TC147 회원국들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내산업보호의 한 측면
이 될 것이다.
▶ 향후 조치계획
앞으로 ISO/TC147 회의 참석자는 문건 투표
시에 전체 문항의 수정·보완사항을 자세히
검토하고 Not accepted 를 염두해 두어 관련
기술근거와 수정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국내상황과 배치되거나 합당

관련 TC활동 중 국내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
여 TC 총회참석에 그치지 말고 국내상황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Working Group에 먼저 참
여하는 것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위상을 높
이는 최우선 방법이 될 것이다. 모든 회의는
WG활동 영역에서 진행되므로 우리원에서는
WG활동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회의참석자로
하여금 국제표준의 리더양성도 필요하다고 판
단됨
ISO/TC147의 최대 관심사는 생물학적방법의
접근이며 시험방법의 Interlaboratory Trial에
참여하여 시험방법의 검증능력을 향상시켜야
각국의 규격 제안시 한국의 위상을 알리는 계
기가 될 것임
한국의 환경관련 KS규격은 ISO 규격의 IDT
로서 ISO규격이 곧 KS규격이므로 ISO규격
제안문건의 면밀한 검토와 국내 관련 전문가
및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문건 투표
에임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현실과 상황에 적
합하지 않는 규격제안 문건이 많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도 예의 주시하여야 할 사항임.
♣

한 근거가 있을 경우 좀더 적극적인 수정보완
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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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TC5 (금속관 및 관이음 ) 국제표준화회의

자본재과 공업연구사 오만일
02) 509-7271 mioh@ats.go.kr

□개요
회의기간 : 2002. 5. 16(목)/ 17(금)
참 석 자 : 자본재기술표준부 자본재과 공업
연구사 오만일 등 2명
의장 및 간사
- 의장 : Mr. Eugène Szederjei (스위스표준협
회, SNV)
- 간 사 : Mr. Alfred Brandenberger (스위스
표준협회, SNV)
회원국 : 총 32개국(회의참석 11개국)
- P- member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중국, 일본 등 24개국
- O- member :러시아, 헝가리, 멕시코 등 8개국
※ 참가국 :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오
스트리아, 스위스, 포루투갈, 스페인, 중국,
일본

□ 주요활동내용
의제채택
간사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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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발간 통지
- ISO 228- 1 : 2000

Pipe threads where

pressure-tight joints are not made on the
threads - - Part 1: Dimensions, tolerances
and designation (평행나사 압력조임 이음쇠
관나사 - 1부 : 치수, 허용차 및 호칭)
- ISO 7- 2 : 2000

Pipe threads where

pressure- tight joints are made on the
threads - - Part 2: Verification by means
of limit gauges (테이퍼나사 압력조임 이음
쇠 관나사 - 2부 : 한계 게이지에 의한 검증)
규격이관 (ISO/TC5/SC5 → ISO/TC131/ SC4)
- ISO 1179 : 1981 Pipe connections, threaded to ISO 228/ 1, for plain end steel and
other metal tubes in industrial applications (강 및 기타 금속제 산업용 관 ISO
228- 1 나사 관 이음쇠)
※ ISO/TC131/ SC4 Connectors and similar products and components (접속및 결
합부품)
정기규격검토 투표

국제표준활동

Pipe threads where

- WG4 : ISO/WD 3419 Butt welding pipe

pressure- tight joints are not made on the

fitting in wrought carbon and ferritic

threads - - Part 2: Verification by means

alloy steels(단조 합금강 맞대기 용접식 관이

of limit gauges (평행나사 압력조임 이음쇠

음쇠)

- ISO 228- 2 : 1987

관나사 - 2부 : 한계 게이지에 의한 검증)
- ISO 2016 : 1981 Capillary solder fittings
for copper tubes - - Assembly dimensions
and tests(동관용 모세관 납땜 이음쇠 - 조립
품 치수와 평가)
- ISO 4145 : 1986 Non- alloy steel fittings
threaded to ISO 7- 1(ISO7- 1 나사를 낸 비
합금강 이음쇠)
- ISO 5251 : 1981

Stainless steel butt-

welding fittings (스테인리스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Pipework -

Stainless steel fittings threaded to with
ISO 7- 1(관로공사 - ISO 7- 1 나사 스테인
리스 강 이음쇠)

금번회의의 주요 쟁점사항은 일본측이 제안한
ISO 4144의 6.1항에 관한 것으로서 관용 테이
퍼나사 이음새 측정법에 있어 EU국가의 의견
과 APEC국가의 의견이 서로 대립되었음.
- 투표결과 일본측 제안은 부결(찬성 : 4, 반대 :
5, 기권 1)처리되었고 문안을 수정하여 재투표
하기로 하였음(Resolution #426～428).
- 우리나라는 일본의 표준이 우리의 표준과 비
슷하며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본 건과 관련

작업반 보고
- WG3 : ISO/FDIS 4144

□결 론

하여 우리나라와 WG3의 Project Leader인
일본대표단 Dr. Toshiyuki Sawa는 APEC
각국이 공동협력키로 의견을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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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 및 교환 국제표준화 회의
(ISO/IEC JTC1/ SC32 Seoul Plenary & WG Meetings)

전자거래표준과 공업연구관 정민화
02) 509- 7404 mhjeong@ats.go.kr

1. 회의 개요

2. 표준화 분야

e-비즈니스의 데이터 상호운용성에 관한 국제표

ISO/IEC JTC1/ SC32의 데이터 관리 및 교환

준을 제정하는 ISO/IEC JTCI/ SC32 데이터 관리

기술위원회는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및 교환 국제표준화 회의가 2002년 4월 29일부터

베이스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표준화와

5월 10일까지 12일간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산업자

인터넷 환경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상

원부 기술표준원 주최로 열렸다.

호교환에 관한 표준화 등 e-비즈니스 상호운용

본 회의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국가에

성 실현을 위한 Data 기술표준의 핵심을 다루

서 파견된 54명의 데이터 관리 전문가들이 참가하

고 있다. 그 표준화 작업분야는 그림 1과 같이

여 Open- EDI(인터넷 전자문서교환), XML 대응의

크게 Metadata, Open-EDI, DB 언어 SQL 등

DB 언어(SQL4) 등의 e- 비즈니스 데이터 상호교

3개의 작업분야로 개념적으로 나누어지며 워킹

환을 위한 국제표준의 제정을 논의하였으며 우리나

그룹별로는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라는 12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Open- EDI(WG 1)는 Open- Electronic Data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Metadata와 e- 비즈니스

Interchange의 약자로 Open은 인터넷 환경을

표준화 를 주제로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대한상

의미한다. 즉, 종래의 VAN과 같은 기업 전용

공회의소에서 JTC1/ SC32 Open Forum을 개최하

선 통신환경과 차별해서 Open된 Internet 기

여 국내외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SO의

반에서의 전자 데이터 교환을 의미하며 Int-

e-비즈니스 기술 관련 국제표준의 동향을 일반에게

ernet 기반이므로 당연히 비용이 들지 않는다.

공개하고 그 대응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데이터 관리 표준이 만들어져도 e-비즈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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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SO/IEC JTC1/SC32의 작업분야 개념도

필요한 데이터 상호 교환방법 및 절차가 다르

표
ISO/IEC JTC1/SC32 WG별 작업내용
WG

작업내용

WG 1

e-비즈니스 상에서 전자데이터 교환법

Open- EDI 및 상호 비즈니스 Process를 표준화
WG 2
Metadata
WG 3
SQL
WG 4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데이터들의

게되면, 비즈니스상에서 실제 활용될수 없으
므로 WG 1에서는 Open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데이터 의미론 및 비즈니스 Process 등의 표
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 비즈니스
표준 프레임웍인 ebXML이 동 기술위원회의

정의, 표현, 등록, 속성 등의 데이터의

표준(Open-EDI 참조모델)에 근거하여 개발되

표준화

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 ebXML(e- business XML) : XML(확장

DB 언어 SQL의 표준화

성표기언어)를 기반으로 글로벌 단일시장

DB에서 대용량 Multimedia 데이터를 효

의 창조를 목적으로 UN 산하의 표준화 단

SQL/MM 율적으로 처리하기 SQL 언어의 표준화

체인 UN/ CEFACT와 민간 컨소시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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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IS에서 개발되고 있는 e-비즈니스 표준

프레임을 비롯한 기본 언어, WG4는 대용량

프레임웍이다. 현재, ISO와는 MoU를 체결하

Multimedia용 SQL 언어를 표준화해 나가고

고 있다.

있다.

Metadata(WG 2)는 SC32의 가장 핵심분야라
고 할 수 있다. Metadata는 영어로 data

3. 주요 회의 내용

about data 로 정의된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

이번 ISO/IEC JTC 1/ SC32회의는 다음 표의

고 있는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등록의 경우

WG별 회의일정과 같이 총회와 4개 WG 회의

과천시 , 35세 , 공무원 등이 실데이터라면,

가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진행되어, Open-

이것에 해당되는 주소 , 연령 , 직업 항목

EDI, Metadata, DB 언어에 대한 총52건의 데

이 바로 Metadata가 된다. 예를 들어, 용어의

이터관리 및 교환 표준화 분야의 제·개정 안

관점에서 메타데이터의 표준없이 연령 , 나

건에 대해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가 혼용되어 적용된다면, 통합적인 정보의
검색 및 통계 등에서 용어혼동으로 정확한 데
이터 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e-비즈니스의 상호간

표
ISO/IEC JTC1/SC32 WG별 회의일정

데이터 공유를 위해 WG2에서는 Metadata의
정의, 관리, 검색 등 데이터 관리에 관한 표준

1st week
4/29 30 5/1 2

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Metadata 표준들
은 ISO의 교통정보, 지리정보, 의료정보, 전자

Plenary

문서, MPEG 등 정보기술 분야 대부분의 위원

WG 1

회가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SQL(WG3, WG4)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로 데이터베이스(DB) 언어의
세계표준이다. SQL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표준 컴퓨터언
어로서 ISO에서 1992년 관계형 RDB 언어인

2nd week

구 분
3

6 7 8 9 10

Open- EDI
WG 2

Open

Metadata
WG 3
SQL

Forum

WG 4
SQL/MM

SQL2가 나왔고 1999년 객체지향 ODB 언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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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3가 발표되었다. 현재, e- 비즈니스 환경에

워킹그룹별로 살펴보면, WG 1(Open-EDI)에

대응하기 위해 신버젼 XML- DB SQL4의 표준

서 Open-EDI 참조모델 개정 등 7건, WG

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WG3에서는 SQL의

2(Metadata)에서 Metadata 레지스트리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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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등 31건, WG3(Database 언어SQL)에서

WG3 DB 언어 SQL(Structured Query

XML 대응의 SQL4 표준제정 등 9건, W4

Language) 분야는 86년 SQL의 표준제정이

(SQL 멀티미디어)에서 SQL M/M Frame-

시작된 이래, 92년 SQL 2(관계형 DB), 99년

work 개정 등 5건의 표준에 대해 작업이 이루

SQL 3(객체지향형 DB)의 표준이 제정되어 왔

어졌다.

으며 현재는 e-비즈니스의 표기언어로서 핵심

WG 1 Open- EDI(Open-Electronic Data Int-

요소기술로 자리잡고 있는 차세대 인터넷 언어

erchange) 분야는 e- 비즈니스의 참조모델이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데이터

되고 있는 ISO 14662에 대한개정의 필요성을

를 처리하기 위한 SQL 4 Version의 표준안을

논의하고 e-비즈니스 기술상황을 반영한 개정

개정 중에 있다. 9개 작업분야로 분할되어 있는

안을 마련해서 금년내 FDIS 완료를 목표로 추

SQL 4는 오라클이 중심이 되어 2003년 목표로

진하기로 하였다.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비즈니스협정에 관한 시맨틱표현기술에

FCD 단계의 각 표준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관한 표준인 ISO 15944 (Part 1- 4)의 표준화

가 이루어졌다.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e- 비즈니스 분야의 표

WG4 Multimedia용 SQL 분야는 표준으로 제

준화를 선도하면서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잡고

정되어 있는 4개 규격에 대해 최신기술을 반영

있는 ebXML(차세대 e- 비즈니스 프레임웍)과

한 개정작업이 논의되었고 멀티미디어 프레임

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웍에 대한 규격에 대해 data mining 기술을 융

WG2 Metadata 분야는 e-비즈니스의 데이터상

합한 표준의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호운용성의 인프라로서 Metadata 표준화의 중요
성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Metamodel
상호운용성에 대한 프레임웍과

Metadata

4. 회의 성과

Registry 에 관한 표준화 논의가 심도있게 논

Open- EDI(WG 1) 분야에서는 한국전자거래진

의되어 10개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

흥원(KIEC)이 처음으로 참여하여 활동을 시작

었다. Metadata Registry와 관련하여 CD(14

하였고 Open-EDI 표준을 주도하는 캐나다 대

개), FCD(2개), FDIS(2개) 단계별로 모두 18

표단이 KIEC의 Business process 표준화 개

개의 표준들이 논의되었고 e-비즈니스 분야에

발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WG 1에서

서 용어(Ontology) 표준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KIEC의 계속적인 참여를 요청하게 되었다.

Metadata 분야의 용어표준에 관한 new

KIEC는 EC 표준 프레임웍 ebXML(ISO와

project가 도출되었다.

MoU 체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향후, 한국이 ISO의 Open-EDI 표준분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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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XML 표준분야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8년 이후 매년 미국에서 개최해 왔던 제 5

Metadata(WG 2) 분야에서는 Open-Forum의

회 SC32 Open Forum을 본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와 함께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였

4월 29일 30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하여 300

다. 한국은 SC32 데이터 관리 및 교환 분야에

여명의 국내 관련 전문가들에게 데이터 관리

서 Editor 활동실적이 전무하였으나, 이번 회의

및 교환 분야의 국제표준화 방향을 전파시키고

에서 고려대 백두권 교수가 Metamodel 상호

그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키게 되었다. 금번

운용성에 대한 프레임웍- 제2부 Core 분야에

ISO/IEC

JTC 1/ SC32

Open

Forum은

서 최초로 Editor를 맡게 되었다. 총 4부로 구

Metadata와 e-비즈니스의 표준화 국제포럼

성된 Metamodel 관련 표준은 일본이 제안한

의 형식으로 SC32 회의와 연계해서 개최되어

신규 프로젝트로서 일본이 아시아권의 주도적

ISO의 국제표준 전문가를 중심으로 13명(국외

역할 수행을 주창하여 한국, 중국 등의 적극적

10명, 국내3명)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참여가 모색되고 있은 분야로서 한국은 비록
일부분이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Metadata 분
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본 Open Forum의 목적은 e- 비즈니스 표준화
대상인

Business

Process ,

Business

마련되었다.

Metadata Registry ,

DB 언어 SQL(WG3, WG4) 분야에서는 오라

가별로 발표하고 이로부터 JTC1/ SC32가 e-

클, IBM 등 DB Major 회사들이 표준을 주도

비즈니스 표준화에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하고 있어 그 간 한국의 활동실적이 미진하였

것인지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으나, 이번회의에서 한국 대표단 3명이 적극적
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DB 언어 SQL 표준
분야에서도 향후 한국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Business Object ,

Ontology 등과 같은 핵심분야의 현안을 전문

이번 Open Forum을 통해서 e- 비즈니스 표준
현안에 대한 국제표준화 기구(ISO)의 표준화
동향과 방향을 일반에게 공개하였으며 국제적
표준화 단체인 OMG 및 UN/ CEFACT의 국제

본 회의를 계기로 한국 대표단은 e-비즈니스의

적 표준전문가도 함께 참가하여 ebXML 등과

데이터 상호운용성의 기반표준인 데이터 관리

같은 e- 비즈니스 프레임웍에 대한 표준화 대응

및 교환 분야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크게 상향되어 향후 국제표준을 주도할 수 있
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인식을 같이 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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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G(Object Management Group) :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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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의 800 여개기업을 회원사로 확보하고 있

붙임

는 Objtct 지향 기술분야의 민간 표준화 기구
로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분야의 UML 표준
을 비롯한 다수의 사실상 표준을 개발하였다.

▶ ISO/IEC JTC 1/ SC32 기술위원회◀
명칭 : Data Management and Interchange
(데이터 관리 및 교환)

특히, ebXML을 창시하는데 기여한 크라우스
노약(Klaus Naujok) ebXML 전의장이 Keynote Speaker로 참여해 국내에서도 핵심현안

간사기관 : 미국표준협회(ANSI)

으로 부상되고 있는 Business Process 표
준화에 대한 CO OL 개념을 공개하였다.
COOL이란 Commitment- Oriented Orchestration Layer의 약어로서 e-비즈니스의 목표

회원국 : 총 21개국
정회원(P- member) :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달성을 위해 Business Process 상의 참여자

한국 등 18개국

들이 오케스트라와 같이 협업(collaboration)

준회원(O- member) : 러시아, 오스트리아,

을 할 수 있게 하는 개념으로 소개되었으며 이

스위스 3개국

개념은 국내의 Business Process 표준현안
에 대한 해답으로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관련 위원회
ISO TC 154 전자문서 등 ISO의 약 17개

또한, 관련 국제적표준전문가들이참여해 최근

TC

주목받고 있는 비즈니스 용어, 객체, 메타모델

ISO/IEC JTC1/SC6 정보통신기술 등 JTC1

등 e-비즈니스의 표준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e-비즈니스 산업으로의

의 14개 SC

새로운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 작업그룹 및 국제표준 작업현황
한편, 내년 Open Forum은 e-비즈니스 구현의
핵심 인프라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는 Metadata Registry 표준화 를 중심으로 미국 산타페

표준제정 : 총 31종
작업과제 : 총 38종(AWI 이상)

에서 SC32회의와 연계하여 2003년 1월에 개최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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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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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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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KS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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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 간사국

▶ ISO/IEC JTC 1/SC 32 Open Forum : Program◀
o 4월 29일 (월) 13:30 - 17:40
13:30- 13:50

13:50- 14:40

14:40- 15:30

Open Ceremony

Keynote 1

Vision of MDA and collaboration with ISO activities
A. Watson : OMG(Object Management Group),

Keynote 2

Vice President &Technical Director
Business Process Model
K. Naujok : UN/CEFACT eBTWG &TMWG, Chair
the chair of "ebXML initiative"('99.11- '01.05)
휴 식
Business Transaction Objects

15:30- 16:00
16:00- 16:50

16:50- 17:40

Keynote 3

Keynote 4

J. Knoppers : Canaglobe International Inc, President
Ontology and Terminology
B. Bargmeyer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SO/IEC JTC 1/SC 32 (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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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4월 30일 (화) 10:00 - 18:00
Metadata Registry
10:00- 11:00

Tutorial 1

백두권 : 고려대학교
ISO/IEC JTC1/SC32 (WG2 : Metadata)
Environmental Data Registry

11:00- 12:00

Tutorial2

L. Fitzwater : U.S. EnvironmentalProtection Agency
ISO/IEC JTC1/SC32 (WG2 Convener)
중 식

12:00- 13:40

Metamodel Framework
13:40- 14:30

Keynote 5
H. Horiuchi :Tokyo International University
Technical

14:30- 15:30

Metamodel Framework/Business Object
1. M. Obayashi : Kanrikogaku Ltd.

Session 1

2. 배두환 :한국과학기술원(KAIST)
휴 식

15:30- 16:00
Technical
16:00- 17:00

Business Process Model
1. H. Sugamata : 일본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ECOM)

Session 2
Technical

2. 장재경 : 한국전자거래진흥원(KIEC)
Ontology and Terminology
1. N. Lawler : U.S Department of Defense/NSA

17:00- 18:00
Session 3

2. D. Mann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SO/IEC JTC1/SC32 (Secretar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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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탐방기

의료용 고무제품 생산업체 (주 )유니더

고분자섬유과장 강혜정

중부고속도로의 증평 인터체인지를 나와 증평 보강

무골무를 생산하는 업체로, 1980년 12월 정부의 수출

천을 지나면 조그마한 시골 마을 어귀에 (주)유니더

정책에 대한 공헌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고,

스가 자리잡고 있었다. (주)유니더스라는 흔하지 않은

1989년에는 기술혁신 및 수출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상

회사명에 대하여 최상운 부사장에게 물어보았더니

하였다. 1987년에는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제1공장에

1973년 회사설립초기에는 서흥산업(주)이었으나 사업

이어 충청북도 증평에 제2공장을 설립하여 시설을 확

의 다각화, 정보화 및 세계화라는 야심찬 계획 아래

장함과 동시에, 최신 자동설비를 설치하여 증가하는

상호를 2000년 4월 21일부터 (주)유니더스로 바꾸었

주문량의 적기공급과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 오

는데, 이 말뜻은 귀하를 필요로 합니다 (You Need

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의 선봉에 서겠다는 경영자의

Us) 라는 말을 표현한 것으로 이는 최상의 품질과

의지에 따라 1988년 콘돔 및 수술용장갑에 대한 KS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수요를 창출해 내겠다는 적

규격을 획득하였고, 해외수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극적인 시장개척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라고 설명하

여 프랑스의 NF 마크, 미국 FDA로부터 제품품질

였다.

GMP 검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1995년 ISO9002
인증획득 및 유럽의 CE마크를 획득하였다.

(주)유니더스는 설립이래 의료용 고무제품 업계의
선두 주자자리를 지켜오고 있으며, 그 동안의 기술과

(주)유니더스에서 생산하는 주 제품으로 콘돔을 들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시장에서 그 명성을 쌓아가고

수 있는데, 이는 산아제한 및 질병의 예방에 사용되는

있었다. (주)유니더스는 콘돔, 수술용 고무장갑 및 고

의료용구로서 WHO, SIDA, BS, ISO, ASTM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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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와 같은 엄격한 국제규격에 준하여 생산하고 있었

아울러 이 회사는 시골의 작은 중소기업이면서도

으며 콘돔부문 매출액은 97년에 120억원에서 지난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기능을 갖추고 있었

에는 180억원으로 늘어 올해는 200억원을 넘어설 것

는데, 예를 들면5단계의 생산공정마다제품 하나하나

으로 전망하고 있었으며, 외국의 주문이 밀려 생산라

에 대한 중간검사과정을 거치게 해, 그 결과가 컴퓨터

인을 24시간 3교대로 쉬지 않고 돌리고 있었다. 연간

에 자동으로 기록되어 제품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고

3억 5천만 개의 콘돔을 생산하여 전체 매출액의 80%

포장직전에 또 한번의 재검사를 거쳐 제품이 완성되

이상을 수출하고 있었으며, 창업 초기부터 해외시장

도록 하는 등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와

을 개척하여 현재는 북한을 포함한 50여개국에 수출

같이 제품의 기술성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충분히 경

하고 있었다.

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겪고 있
유엔아동보호기금

는 애로사항은 다양한 제품생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

(UNICEF), 유엔인구활동기금(UNIFPA) 및 국제가

는 제조품목 허가 관련법 이었다. 현행법에 의하면

족계획연맹 같은 국제기구들에 산아조절과 에이즈예

같은 제품이라도 포장단위, 형태, 색상 및 브랜드명

방 목적으로 콘돔을 대량구입하여 여러 나라에 공급

만 달라도 각각의 제품에 대해 제품 품목허가를 득하

하는데 국제입찰을 통해 사들이는 세계수요의 30%가

도록 요구하고 있어 회사로서 감당해야할 시간, 경비

(주)유니더스 제품이다.

및인력낭비는 참으로안타까운 일이라는이야기였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하지만 관련법 운용부처에 건의하여 불필요한 행정규
수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 회사는 덕분에 원자
재(천연고무라텍스)를 전량 수입하여 쓰면서도 IMF

제는 풀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하고 돌아오는 발
걸음이 그리 가볍지는 않았다.

환란을 거뜬히 넘길 수 있었다고 한다. 수술용고무장
갑도 세계적인 수준인 ISO, ASTM, BS 및 JIS의 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애로를

격에 따라 생산하고 있으며, 감마선 및 산화에틸렌 가

겪고는 있었으나 재료비가 출고가의 20% 밖에 되지

스에 의한 멸균장갑과 비멸균장갑을 크기별로 생산하

않는 고부가가치 상품의 세계시장진출로 튼튼한 회사

고 있었는데, 이들 제품은 각 크기별로 손목부위에 색

를 꾸려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멀리

깔을 집어넣어 소비자가 손쉽게 크기를 구별할 수 있

베트남으로부터 와 우리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땀흘리

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소비자 중심의 제품개발에도

고 있는 아가씨들의 바쁜 손놀림을 보며 의료용 고무

남다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품으로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효자 수출상품이요

또한, 공업용으로 생산되는 고무골무는 소, 중, 대
및 특대의 크기로 구분하고 여기에 특별 용도에 따라

세계일류제품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작은 중소기업
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다양한 특징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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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LMF 기술훈련차 베트남을 다녀와서
계량계측과 공업연구관 나기형

4월이 시작되자마자 아·태평양 포럼에서 주관하
는 기술훈련이 시작되었다.
비자동 저울분야에 대한 기술훈련이었다. 내가 최

륙했음을 알았다.
생전 처음으로 밟아 본 월남 땅 하노이 공항인 것
이었다.

초에 발을 들여놓은 곳도 계량관련 부서였고 20년이

착륙 중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공항주위의 전

지난 지금도 계량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물론 중

봇대들은 우리나라보다 여러 면에서 후진국이란 생각

간에 몇 년은 외도를 했었지만 그것은 본인인 내 의

을 하게 만들었다.

사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 옛날 희열을 같이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제는 나 혼자 뿐이다.
옛날 2국 4과에서 담당하던 계량업무가 아니었던
가?
어쩌다 이렇게 나 혼자만 남게 되었단 말인가⋯
이런저런 생각 끝에 살며시 잠이 들었는데 어렴푸
시 귓전을 스치는 여자 아나운서의 맨트. 잠시 후 하
노이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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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합실을 나오자마자 내 이름을 쓴 피켓을 든 사람
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는 호텔에서 픽업 나온 운전기사였다.
나는 그가 안내하는 곳으로 가서 차를 탔고, 차는
어둠을 향에 질주해 가기 시작했다.
구불거리는 공항로를 빠져 나오자 얼마 안 가서 제
법 그럴 듯한 도로가 나왔는데 왠 오토바이들이 그렇
게 많은지⋯
아무리 기적을 울려도 좀처럼 비켜주질 않았다. 편

정신을 차려 밖을 보니 캄캄하기만 하다.

도 2차선에 도로에서 차선에 관계없이 오토바이들이

얼마 후 비행기 동체의 심한 흔들림을 느끼면서 착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최

기술표준가족

소한 베트남보다는 몇십배는 앞서 있음을 느꼈다.
하노이 시내를 들어오자 오토바이 행렬은 피크를
이루고 있었다.
현지 시간으로 자정이 다되었는데도 왠 오토바이들
이 그리 많은지 확연히 느낄 만큼 매큼한 매연, 오토
바이들의 소음과 연신 울려대는 운전자들의 경적소리

장 얻었다
여기에선 아직도 지도를 카피해서 쓰고 있었다
길거리도 구경할 겸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길을 걷
는데, 하노이라는 도시가 생각보다는 너무 초라한 도
시임을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길거리 보도블럭 위에 목욕탕에서나 있음직한 의자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서너개를 놓으면 식당 겸 술집이 되고, 외국인들이 관

그렇게 한시간쯤 왔을까?

광을 하는 사찰의 담벼락에 거울을 걸어놓고 이발하

차가 서는 곳은 침침한 골목언저리 기사가 가리키

면 이것이 곧 이발소가 되었다.

는 곳을 보니 센외이 호텔이란 간판이 보였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호텔에 들어와서 예약을 확인
하고 방에 들어가 보니 조그마한 바구니에 과일이 몇
개 담겨져 있었다.

기온은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더운 편이었는데 습기
가 많아 무척이나 후덥지근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한나절을 걷다보니 기진맥진하여 점심식사
를 하려고 이곳 저곳을 기웃거렸으나 식당은 좀처럼

사과와 바나나는 한국에서도 많이 먹어봤고 처음

찾을 길이 없었다. 식당 찾기를 포기하고 시내버스를

보는 듯한 과일이 있기에 시장기도 해결할 겸 우선

탈 의양으로 버스를 찾았으나 버스는커녕 택시도 구

먹어보기로 했다.

경하기가 힘들었다. 그러기를 얼마나 했을까 한참을

그런데 이놈의 과일은 깎아서 먹는 것인지 그냥 먹

다시 걷다가 어렵게 택시를 타고서야 호텔까지 올 수

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냥 먹

가 있었다. 호텔에 들어와 대충 식사를 하고 피곤한

기로 했다.

탓이었는지 이내 잠이 들었다.

한입을 깨물으니 시큼하고 떫은게 보기와는 영 딴
판이었다.
대충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닭울음소리에
눈을 떴다. 아침 6시였다.
시내의 한복판에서 닭울음소리라니 옛날 시골집에
온 기분이었다. 커텐 사이로 월남 특유의 밀짚모자를
쓴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고 타국에 왔음을 실감
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아침식사를 하고 시내 구경을
하기로 했다.
호텔 로비에서 관광코스를 묻고 카피한 지도도 한

다음날 아침 호텔 2층에 있는 교육장에 가보니 의
자몇 개와 실험용교보재로 보이는저울 몇 대가놓
여있었다.
무척이나 초라하다고 혼자 생각했다.
오전 9시가 되자 훈련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과 인사를 하고 하루 이틀 교육을 받다보니 친
숙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교육생들 중 몽고에서 온 여자 둘이 있었는데
소련에서 유학하고, 한사람은 영어를 8개월, 다른 사
람은 5개월 공부하고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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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말과 섞어서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무척

그곳을 관광하기 위하여는 차량 대절료를 포함하여

힘이 들었는데 용기 하나만은 대단하게 느껴졌다. 우

약 200$ 정도가 소요되는데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리나라 같으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일본인 2명과 몽고인 2명이 같이 가기로 하여 1인당

이들은 한국에서 온 나에게 꽤 친근감을 표시했는
데 국내 계량기 제조업체인 (주)카스라는 회사도 알
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한국차에 대해서는 거의 한국
사람 만큼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두명중 G. OTGONSUREN이라는 분은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한국차인 엑셀을 갖고 있다 하였다
또 자기이름에 대해서도 남편이 부를 때는 OTGON
이라부르고친구들이부를때는 SUREN이라 부른다
는 말까지 하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대부분의 저녁은 개최국인 베트남에서 제공을 했고
한번은 저녁식사를 하러 차를 타고 나가는데 분당
백화점 차가 지나가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온 관광

40$정도를 내고 갔다.
거리는 호텔에서 약 180km정도였는데 시간은 3시
간정도가 소요되었다.
가는 도중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
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차량들이었다. 가는 도중 지루
함도 달랠 겸 지나가는 차량 10대 속에 한국차가 몇
대나 있는지 세어보았다.
대략 8대에서 5대 정도였다. 생각보다는 훨씬 많은
우리나라 차가 베트남의 구석구석을 휩쓸고 다니고
있었다. 아무튼 한국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며 이국 땅
멀리에도 우리의 손길이 뻗쳐져 있음을 알고 이 또한
국력이 아닌가 생각하고 내심 뿌듯함을 느꼈다.

객인줄 알고 누군가, 혹 아는 사람이라도 있을까하는

언제 다시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노이는 순박하

조바심에 찬찬히 들여다보니 월남 현지인들만 타고

고 아직은 도시라기보다는 시골티가 풍겨나는 그러한

있는게 아닌가? 웬일일까 해서 자세히 보니 차량의

도시임을 느꼈으며, 교육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개

번호판만 바꾼채 그냥 운행하는 것이었다

최국으로써 성의를 보인 베트남 당국자의 성의에 감

마지막날 마침 일요일이었고 귀국행 비행기는 밤

사를 표하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다면 과연 나도

11시 30분이 출발시간이라서 하롱베이라는 곳을 관광

저 베트남 사람처럼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

하기로 했다.

구심을 가져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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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TC 138 (플라스틱 관 )/ SC 4 (가스 공
플라스틱 관 ) 런던회의 참석후기
고분자섬유과 최미애

지난 4월 22부터 25일까지 5일간 영국 런던에서

제한한 점, 가스 내구성 시험방법을 각종 규격의 검토

열린 ISO/TC 138/SC 4 회의는 재차 한국의 표준화

끝에 국내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수출입시에 규제가

역량을 과시하고 영국, 미국 등 표준 선진국들과의 협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정하도록 융통

상에서 그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회의였다. 초창기

성을 부여한 점등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하여

ISO 회의 참석시에 움츠러들기만 하던 우리 대표들

이러한 내용들이 ISO 4437(Polyethylene pipes for

에게 이제는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품게

the supply of gaseous fuels)의 개정에 반영하게끔

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한남대학교 최선웅 교수님, 대

하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SCG(저속균열성장저항)을

림산업의 윤상준 과장, SK(주) 한택규 박사, 삼성종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합화학 고문 자격으로 참석한 TC 138의 전회장
Ferry mutter씨 그리고 본인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

왜 SCG가 중요한가?

성되었다.
회의 의제 중에서 우리가 개진한 의견중에는 작년

가스용 플라스틱 관의 국제규격에서는 저속균열
성장저항성에 대하여 파이프의 외면에 노치를 내어
일정 응력하에서 165시간 동안 이상 없이 견디

에 KS M 3514(가스용 폴리에틸렌 관)를 국제규격과

80

부합화하는 과정에 업체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1년간

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파이프용 PE소재에 대한 지

의 진통을 겪으면서도 안전과 품질관리를 고려하여

속적인 개발의 결과로, 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 동유

세계최초로 가스관용 폴리에틸렌 재료를 컴파운드로

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그 사용압력을 점차 증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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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한국 및 아시아 국가들 보다 최고 약 60배까

이를 주장하고 있다. 그 이후 최선웅 교수의 도움으로

지 사용압력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검증자료도 축적

현재 시험방법의 문제점이 파악되어, 파이프의 잔류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01년 해당

응력 및 노치 방법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관종에 따라

규격을 국제규격과 부합화하여 국제규격 수준인 1.0

시험결과의 일관성을 보기 어렵고, 소재의 특성을 평

MPa까지 사용압력을 증가하였으나 개정전의 KS에

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증빙되었다. 한국의

서는 사용압력이 0.4 MPa이었다. 한국의 경우 소재

경우에는 축적된 자료도 부족하지만, 상기 문제점으

개발에 있어서는 유럽 수준에 뒤지지 않지만, 시장적

로 인하여 SCG 규격강화의 수혜를 보기에 어려움이

용자료 및 시험자료가 부족하여 도시가스업체에서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의견은 2001년 12월

고작 0.1MPa 정도의압력에서만사용하고있는현실

영국회의에서 대림산업의 참석자를 통하여 전달되어

이다.

ISO측에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시험방법에 대한 고

아시아권 국가들의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그 동안

찰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신

유럽을 중심으로 한 ISO 기술위원회의 일부 회원국

규 시험방법을 통한 한국제품들의 실험자료를 충분히

들이 파이프용 폴리에틸렌 소재의 시장 재편성을 도

축적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SCG 규격강화에 대응하

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바

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로 가스용 관의 저속균열성장저항성에 대한 규격강

금번 회의를 통하여 한국측은 기 확보한 이론적 배

화 움직임이다. 대부분의 유럽업체들은 PE 100+급

경을 통하여 현행 SCG 규격 강화의 방향에 대한 문

또는 유럽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따라 강화된

제점을 지적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먼저

시험조건에서 165시간보다 긴 시간인 500시간 또는

한국업체들에게 불리하게 강화되지않도록 하였으며,

1000시간 이상의 시험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것을

차기회의에서 SCG 강화에 대한 최종 결론을 유도하

그대로 반영할 경우 아시아 지역의 물량공세를 한

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 만족하기에

동안 따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을 염두에 두고

는 이르며, 오히려 향후 5개월의 시간 동안 업계간 추

있다.

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검토를 위한 기초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하면

시험들도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커다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성급히

아시아 시장의 저가 제품들을 따돌리고 환태평양지역

받아들이기에 앞서 업계 전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에서 한국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 동안 SCG 규격

것으로 본다.

강화 동향은 최초 99년 가을 스위스 회의에서부터 거

이번 회의에선 현재 SCG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시

론되었으나, 그 정확한 의도를 일찍 파악하지 못하였

험방법인ISO 13479 (Polyolefin pipes for the con-

었다. 2000년 봄 제주회의에서 다시 거론되면서 한국

veyance of fluids - Determination of resistance to

은 업체회의를 통하여 약 330시간 정도로 합의하고

crack propagation - Test method for slow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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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on notched pipes(notch test))를 대체할 수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중의 하나이

있는 새로운 시험방법의 개발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

다. 우리나라는 폴리에틸렌 총생산량 180만톤 중의

되었다. 파이프 소재의 시험 방법으로 미국에서 제안

100만톤을 수출하고, 총수출액 6억 3천만$ 중에서 대

한 PENT(ASTM) 방법과 일본의 FNCT(JIS) 방법

중국 수출액이 3억 3천만$로 대중국 비중이 50% 이

들이 경쟁이 되고 있는 반면, 파이프 제품의 SCG 평

상이다. 국내 폴리에틸렌의 품질은 일본의 노후화된

가는 영국에서 제안한 현재 ISO 13479가 유일하게

설비에서 생산되는 폴리에틸렌 보다 품질 우위에 있

사용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독일 그리고 일본에서

는데다 국내의 LG화학 등 7개사에서는 이미 PE 100

도 ISO 13479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시험방법을

을 개발 완료 또는 개발중이며, 몇 회사에서는 PE

제안하였지만 채택된 시험 방법은 유일하게도 우리의

100급 이상의 소재를 개발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

Ring SCG 시험방법이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Ring

라가 세계 제3위의 폴리에틸렌 생산국(미국, 일본 순)

SCG 시험방법은 ISO 13479가 지니고있는 고질적인

으로 그 제품의 신뢰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수출증진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으면서도 정확성, 시험의 용이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성 및 경제성으로 인하여 참석한 전문가들의 관심을

시험방법 측면에서 현재 ISO TC 138가 관장하는

끌었고 그 호응도가 높았다. 현재의 시험방법을 개발

181건의 규격 중에서 파이프의 물성을 측정하는 가장

한 영국측에서조차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험자료를

중요한 시험으로는 SCG(Slow Crack Growth), MRS

확보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와 및 시료지원 등의 적극

(Minimum Required Strength)와 RCP(Rapid Crack

적인 자세를 보였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Ring SCG

Propagation)등 세가지이다. 우리나라가제안한 SCG

시험방법에서는 여타 시험방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와 MRS 시험방법이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

성형조건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어 상당한 가치가 있

다. 이 중 MRS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SC 5(플라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스틱 관의 일반 시험방법)에 이미 제안하여 WD
23228(Thermoplastics pipes for the conveyance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of fluids-Determination of stress-rupture of pipe
resin materials by the use of plain strain

유럽국가들의 국제규격을 이용한 시장전략에서 우

tessile(PSGT) specimens)로 등재되어 제정 추진

리나라가 이를 잘 활용하여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

중에 있다. 우리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국제규격으로

장의 저가 제품들을 따돌리고 환태평양지역에서 한국

채택시킬 경우 3개의 중요 물성시험방법 중 2가지의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중국에서 시장확보에 유리

물성을 우리의 방법으로 측정하는 쾌거를 올릴 수 있

한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모든 유럽국가들이 중국시

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가는 우리나

장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고, 마늘파동에서 알 수 있

라의 플라스틱 파이프 소재 및 관련 기술의 수준을

듯이 우리나라의 폴리에틸렌은 중국에서 70%이상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경쟁력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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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으로 나타나며, 고가의 파이프 시험장비 또한 고
부가가치의 수출상품이 되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활발한 미국이나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유럽국가들의 SCG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면
서 파이프 소재용 폴리에틸렌의 품질제고를 꾀하고자

앞으로 할 일
한국은 소재개발에 있어서는 유럽수준에 뒤지지 않

국내 대부분의 폴리에틸렌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움
을 구성하여 금년 산업기반기술 표준화과제에 참여할
계획이다.

지만 시장적용자료 및 시험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험방법이나 이론에 있어서도 그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시험자료 축적이 미흡하므로 공적인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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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한 인생

블랙앤데커 이사 전영일

우리나라 사적 제10호가 서울성곽(城郭)인데 서

언어에 있어서, 표준어(標準語)는 한나라의 표준

울시 일원에 있는 조선시대의 석조성곽으로 둘레 약

이 되는 말로 대중말이다. 사투리나 속어가 아닌 그

17km나 된다. 전체면적 59만6,812㎡, 1396년(태조

나라 대표적인 말로서 공적인 곳에서 사용되는 규범

5)에 축성된 것으로, 성벽은 백악(白嶽)·낙산(駱

적인 언어를 말한다. 보통 그 나라 수도의 교양있는

山)·남산(南山)·인왕산(仁王山)의 능선을 따

계층의 말을 토대로 다소 인공적인 세련을 가한 것이

라 축조되었다.

라고 할 수 있다.

성에는 4대문(四大門), 즉 흥인지문(興仁之門

이와 관련하여 방언(方言)은 공통어나 표준어와는

- 東), 돈의문(敦義門 - 西), 숭례문(崇禮門 - 南),

다른 어떤 지역 특유의 단어나 언어적 용법이다. 보통

숙정문(肅靖門-北)과 사소문(四小門), 즉 홍화문

<사투리>라고 하나 이 말은 규범적인 면에서 볼 때

(弘化門 - 北東). 광화문(光化門 -南東), 창의문

다소 비하(卑下)된 개념이므로, 보통 언어학 용어로

(彰義門-北西), 소덕문(昭德門- 南西)을 냈다.

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현재는 남대문(숭례문)과 동대문(흥인문)만이 원래의

언어학적으로 방언이란, 한 언어가 분지적(分枝

위치에 남아있고, 성벽은 삼청동·성북동·장충동

的)으로 발달하여 지역적으로 다른 언어체계로 분화

등에 약간 남아있는 정도이다.

되었을 때, 그 체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어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서울 도성(都城)

지방이나 계급층에만 국한되어 쓰이는 언어인데, 언

의 사방에 세운 성문이 사대문(四大門)이다. 정남

어학에서는 한 나라의 언어에서 지역에 따라 발음·

(正南)의 숭례문, 정북(正北)의 숙정문, 정동(正

의미·어휘·어법 등이 표준말과 다른 언어체계를

東)의 흥인지문, 정서(正西)의 돈의문을 말한다.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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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영어와 독일어도 보다 큰

행한《우리말본 첫째 매소리갈, 성음학(聲音學)》

게르만 조어(祖語)에서 분화되어 분지하였으므로 방

에 씨갈(品詞論 : accidence)·월갈(文章論 :

언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와

syntax)을 추가하여 완성한 것이다.

방언은 본질적으로 구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韓國語)는 한국인이

그러나, 방언을 언어와 대립된 개념으로 쓰려면, 각

일상 쓰는 언어이다. 계통상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방언 사용자들이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

것이 통설로 되어 있으며, 형태상 교착어(膠着語 :

식을 가지고 있을 때이다. 그때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glutinous word)이다. 어순(語順)은 주어, 목적어

한정시킬 수 있기는 하나 이 또한 객관적인 정의는

또는 보어, 술어의 순이며, 구어체에서는 주어가 흔히

되지 못한다.

생략된다. 문법적으로 성(性)이 없으며 단수와 복수

이와 유사하게 궁중어(宮中語)는 궁궐안에서 생

의 개념도 엄격하지 않다.

활하던 사람들이 쓰던 말로, 궁정어(宮廷語)라고도

어휘에 있어서는, 논리적 어휘보다 감각어나 상징

한다. 궁중어는 고유어·한자어·차용어로 구분할

어가 발달되어 있고, 높임말과 낮춤말이 매우 분화되

수 있는데, 외부사회와 폐쇄되기 쉬운 궁중사회에서

어 있다. 그리고 어른에 존대스러운 마음이 더 높은

옛말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되거나

어른앞에서는 줄어짐을 이르는 압존(壓尊)도 있다.

일반과는 의미가 다르게 쓰이는 말이 있었다.

문자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고 있으며, 고대로부터

예를들면 <옛말>의 마리(머리)·밧집(민가)·대
루리(다리미) 등이 있고, <뜻을 달리 쓰는 말> 로 아

한자를 차용해 온 관계로, 한자어가 총 어휘의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다.

닙꼽다(마음에 끌리지 않는다)·상(常)없다(버릇없

그러나 순 우리말도 많이 있다. < 인간은 생각을

다)·미안하다(서운하다) 등이 있다. 또 <한자어(漢

할 줄 아는 동물이다. >, <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字語)> 는 고유어의 한자로 표기하여 기별(寄別 :

다. >에서 생각과 외상은 순우리말이므로 한자로 적

官報)·조보(朝報 : 소식)·가자(茄子 : 가지)·

으려고 해서는 아니된다. 서울 사람이 쓰는 말은 소위

나인(內人 : 궁녀) 등으로 썼고, 신체(身體)의 부분

서울말이라 해서 표준어의 기초가 됨은 물론이다. 시

에 대해서는 안정(眼睛 : 눈)·구순(口脣 : 입술)

골 사람이 서울사람을 제 욕심만 차림을 밉게 여겨

등의 말이 있었으며, 대변을 매화(梅花)라 하는 등

하는 말인 서울 깍정이(stingy Seoulites)라는 말이

특수한 말이 있었다. 지금도 일반가정에서 흔히 쓰이

있지만 말이다.

는 조치는 국물이 바특하게 잘끓인 찌개나 찜 따위를
이른다.

그리고 서울 특유의 말이 좀 있는데, 그중에서 <배
틀하다> 가 그 하나이다. 사전에는 배릿하고 감칠맛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의 말, 곧 한국어인 우리말을

이 있다. 비틀하다가 큰말로 되어 있다. 부엌에서는

자꾸 써서 갈고 닦아야 한다. 1937년에 최현배(崔鉉

삼신메를 올릴 양으로 미역국 끓는 내가 배틀한 김을

培)가 지은 문법서가《우리말본》
이다. 1929년에 간

바시시 뿜는다.《朴種和 前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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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전에서는, 이를 배착지근하고 감칠맛이 있

여하튼 요즈음 거리에 어떤 것은 무슨말이지도 모

다(savoury)"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는 비틀하다와

를 국적도 없는 외국어간판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

비릿하다를 같은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비릿하다. 배

는 살고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을 많이 사용

릿하다는 냄새나 맛이 조금 비린 듯하다. <비릿한 피

하여 우리도 배틀한 인생이 되어야 하겠다.

냄새>, <콩이 덜 볶여서 비릿하다> 와 같이 쓰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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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소고
한국보쉬코리아 대리 이병태

풍수설(風水說)은 땅에다 일종의 신비력을 인정

墓) 등을 축조하는데 있어 재화(災禍)를 물리치고

하고 그 힘이 사람에게 미치는 길흉화복(吉凶禍福)

살아있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지상(地相)을

을 설명한다는 중국 고래의 민간이론이다. 성(城)·

판단하려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감여(堪輿)

가옥·묘자리 따위를 만들 경우, 풍수에 맞게 만들면

라고 하는데, 감은 천도(天道), 그리고 여는 지도(地

행운을 부르고 또 자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한

道)라는 것이다. 하늘과 땅 곧 천지(heaven and

다. 풍수는 지술(地術)이라고 하는데, 지리(地理)를

earth)를 지칭하는데, 이러한 풍수지리학을 공부한 사

보아 그 터의 점을 치는 일종의 술법이다.

람을 감여가(堪輿家)라고 한다.

풍수의 전문가는 지관·지사(地師)·풍수장이

또한, 이것을연구하는 사람을 풍수가(風水家)·풍

등으로 불렸으며, 특히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크게 민

수선생·지리가·음양가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우리

심을 지배해 있다. 멀리 중국 후한의 청오자(靑烏

는 흔히 부른다. 그들은 방위를 청룡(靑龍:東)·주작

子)가 쓴 «청오경» 이 기원이라 하나, 후에 일정

(朱雀:南)·백호(白虎:西)·현무(玄武:北)의 4가지

한 체계를 세운것으로 진(晋)의 곽박(郭璞)이 쓴

로나누어, 모든산천과당우(堂宇)는이들4개의동물

《장서(葬書)》가 있다.

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했고, 어느 것을 주로 하는가

다시 말해서 산세(山勢)·지세(地勢)·수세(水

는 그 장소나 풍수에 따라서 판단하여 다르게 된다.

勢) 등을 판단하여 이것을 길흉과 화복, 곧 사람의

그리고 땅 속에 흐르고 있는 정기(正氣)가 물에

운수를 이르는 말인 인간의 길흉화복에 연결시키는

의해 방해되거나 바람에 의해 흩어지지 않는 장소를

설이 소위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이다. 우리나라

찾아 산천의 형세에 따라 선택하여, 살 주거를 짓거나

에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잘못

조상의 묘를 쓰면 후손은 그 정기를 받아서 부귀와

된 생각이다. 이것을 줄여서 풍수설 또는 지리설이라

복을 톡톡히 누리게 된다고 믿었다.

고도 하는데, 도성(都城)·사찰·주거·분묘(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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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는 신라 말기의 중 도선(道詵)이 지었다고 전

짐이나 그에 관한 예언(prophecy)을 지칭하는 것이다.

하는일종의 예언서이다. 당시유행하던참위서(讖緯

그후 참위설은 왕조의 교체를 정당화하는 예언으로

書)의 하나로 추측되나 지금은 전하지 않고《고려사

교묘하게 이용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

(高麗史)》에 그 이름만이 남아있어 전할뿐이다.

왕망(王莽)이전한(前漢)과대체될때, 또후한의광무

도선(827～898)은 신라 말엽의 고승으로 흥덕왕 2

제가왕망을타도할때참기(讖記)가나타났고, 황건적

년에 태어나서 효공왕 2년에 입적했다. 그는 향년으

의난역시이것을교묘히이용하였다. 그러나진(晋)나

로 고희를 넘겼으니 당시로서는 장수한 셈이다. 속성

라이후참위가민심을현혹한다고해서이를금지하였

은 김씨, 전라남도의 영암(靈巖) 출신이고 후에 신승

고, 특히수나라때에는위서를모두불태워버렸다. 이

(神僧)으로 추앙되었다. 혜철대사(慧鐵大師)에게

와비슷하게우리나라에서도궁예의후고구려에서고려

서《무설설(無說說)》《무법법(無法法)》을 배

태조 왕건과 관련되어 전해온다. 상지(相地)는 민속에

워 크게 깨달았고, 운봉산(雲峰山)에 들어가 그곳에

서땅의생김새를살펴보고길흉을판단하는일인데, 풍

굴을 파고 들어앉아 오묘한 참선삼매(參禪三昧)의

수지리설은지형과방위를인간의길흉화복과관련시켜

불도를 닦았다고 전한다. 그는 천강왕의 초빙으로 궁

죽은 사람을 매장하거나 집을 짓는 데 적당한 장소를

중으로 들어가서 많은 영향을 주었고, 다시 산중에 돌

구하는이론이라는것은 주지하는 바다. 이러한풍수지

아가서 도를 닦았다. 그의 음양지리설(陰陽地理說)

리설을 믿는 민간신앙의 하나가 풍수신앙(風水信仰)

과 풍수상지법(風水相地法)이 고려와 조선에 큰

이다. 산천의 지세(地勢), 맥락과 형국(形局), 좌향(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向) 등을 모아 양지의 주택지와 음지의 묘지를 길흉을

참위설은 중국 한대(漢代)에 성행되었던 예언설이

점쳐서 장래의 복록을 구하는 신앙이다.

다. 참(讖)은 하늘에서 내려졌다고하는 예언, 위(緯)

다만 중국은 드넓은 땅덩어리 때문인지 그들은 고

는 옛날 중국의 성현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름의

대로부터 소위 전미(全美)풍수를 지향하였다. 즉 티

총칭인 경서(經書)에 대비되는 위서(緯書)를 말하

없이 완전히 아름다운 땅, 완벽한 풍수를 원했던 것이

는데, 미래의 일이나 길흉화복을 예언한 책을 이른다.

다. 그러나 땅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흠결(欠缺)이

즉 음양오행설이나 천문역수(天文曆數)의 지식으로

있는 땅이라도 도와서 모자람을 채우는 이른바 비보

경서를 해석하여 공자(孔子)의 참사상이 바로 거기

(裨補)풍수를 추구하였다. 보충하고 보완해서 비보

에 있다고 하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 진대(秦

(vivo)의 땅을 만들어 힘차고 빠른 역동(力動)하는

代)에 비롯된 음양오행설에 바탕을 두어 사람의 운명

터전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나라를

을 예측하던 학설인데, 공교롭게도 이는 사회불안에

돕는다는 도참설(圖讖說)과 불교신앙에 따라 전국

따라 한때 유행하였다. 두 가지가 모두 신비적인 요소

각지에 세운 절이 바로 비보사찰(悲報寺刹)인데,

를갖고있기때문에후한(後漢)시대에이를일괄하여

약 3,800개의 이러한 사찰이 전국에 있었다고 한다.

참위라고하는 명칭이생겨났다. 미래의길흉화복의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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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얼굴

전자거래표준과 신소영

석규씨는 중학교 다니는 아들의 생일 선물을 들고

의 다 내려왔을 무렵 노인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

집으로 가고 있었다. 도중에 그는 길을 건너기 위해

갑이 계단으로 떨어졌다. 석규씨는 매우 난감했다. 허

집 근처에 있는 육교로 올라갔다.

리를 숙여 지갑을 주워보려 했지만 노인을 부축한 채

그때 그의 앞에 술에 취한 어떤 노인이 곡예를 하
듯 육교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난간을 잡고 간신히
올라가는 노인의 모습이 너무 불안해 보였다. 만일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노인은 큰 변을 당할 게 틀림 없
었다. 석규씨는 얼른 노인에게로 다가갔다.
할아버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넘어지시면 큰
일나요 ⋯
고개도 못가눌 정도로 술에 취한 노인은 그의 말에

로는 불가능했다. 그는 앞서 걸어가고 있는 학생에게
도움을 청했다.
학생, 나 좀 도와줘. 학생!
차림새가 불량해 보이는 학생은 그의 말을 못 들은
척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는 더 큰
목소리로 학생을 불렀다.
학생⋯⋯. 여기 지갑 좀 주워줘. 내가 주울 수가
없어서 그래.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석규씨는 노인을 부축했

이번에는 잠깐 얼굴은 돌렸지만 학생은 이내 다시

지만 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앞을 보며 관심 없다는 듯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아니었다. 더욱이 그의 한손엔 아들에게 줄 선물까지

날카로운 눈매에 별로 좋지 않은 인생이었던 학생이

들려 있었다. 간신히 육교의 계단을 올라가기는 했지

그는 욕이라도 해주고 싶을 만큼 괘씸했다.

만 내려가는 일이 더 난감했다.
노인은 이제 해면처럼 풀어진 몸을 석규씨에게 전
부 의지하고 있었다. 그는 노인의 팔을 자신의 목에
감고 한걸음 한걸음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왔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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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뒤에 오던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떨어진 지
갑을 주울 수 있었고, 노인도 무사히 육교를 건너 왔
지만 석규 씨의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일요일 오후 아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아들

기술표준가족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왔다.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들 와라. 이렇게들 와줘서 고맙구나.

아빠⋯⋯ 재석이 정말 착해요
사람은 겉만 보고는 모르는 거야.
석규씨는 당장이라도 지난밤의 일을 아들에게 알려

석규씨와 그의 아내는 친구들을 반갑게 맞아주었

주어 그런 친구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

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아들의 친구들중

다. 하지만 친구문제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차

한명이 지난밤 집 앞 육교에서 보았던 바로 그 아이

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였던 것이다. 그 아이는 석규씨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

재석이라는 애. 지금 너하고 같은 반이니?

다. 그도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아이를 잠시 바라보고

아니오. 다른 학교 다녀요. 그런데 아빠. 재석이

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너무 불쌍해요. 요 아래 육교 건너편에 사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거든요. 게다

그날밤 석규씨는 아들의 방으로 갔다.
영민아. 오늘 집에 온 친구들 다 같은 반이니?
같은 반 아이도 있고 학교가 다른반 아이도 있어
요. 왜요?
아니. 우리 영민이가 어떤 친구들하고 지내나 궁
금해서⋯⋯

가 어릴 때 사고로 청각을 잃어서 들을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말하는 입 모양을 보고 겨우 알아듣거든요.
석규씨는 그제야 자신이 도움을 청했을 때 아이가
그냥 가버린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러자 낮에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준 일이 너무나 부끄
러워졌다.

사람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거든. 친구 잘못 사
귀면 착한 사람도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말아.
아빠, 제 친구들 모두 착해요. 공부도 잘하구요.
그래? 근데 말야 제일 나중에 온 친구는 어때?
그는 육교에서 아무 말 없이 가버렸던 아이에 대해
서 넌지시 물었다.
재석이요? 걔가 공부 제일 잘해요.

진실은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옳고 그름을 말
해왔다. 두 눈 부릅뜨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
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작은 것
인가.

세상을 사는데 공부 잘하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사람 됨됨이가 착해야지.

※ 이글은 이철환作 연탄길 중에서 퍼온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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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에 의한 피부장해실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차장 곽영식
02) 925- 2451 training@katri.re.kr

1. 의류장해의 종류

이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신제품개발의 한편에서는 본래부

섬유의 응용분야가 확대되고 섬유소재중에 가공

터의 Formalin에 의한 피부장해의 다발과 방염가

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섬유제품은 거의 없을 정

공제의 발암성 문제, 최근에도 위생가공제 Irga산

도이다.

DP 300에서 다이옥신 발생의 두려움이 문제화되는

섬유제품의 가공은 섬유제품의 실용성 및 촉감의

등 신제품·신가공법의 개발과 함께 안전성의 문

개선, 합성섬유의 고기능성 부여를 위해 각종 가공

제도 여러가지로 제기되어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는 염료, 캐리어, 유연제,

안된다.

방축가공제, 대전방지제, 살균방충제, 계면활성제,
형광증백제 등 약 1200여종이 응용되고 있다.

섬유제품의 안전성문제는 최근의 경우, 피부장해
등 가공제의 독성만이 아니라 제조에서 소비자사

가공제가 반응성 섬유가공제일 경우 섬유상에 어

용,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리사이클을 포함한 환경,

떤 생성물이 생성되는지 모를 때가 많으며 생성물을

공해문제도 합쳐서 재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믿어

알 경우 그 안전성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진다.

최근의 신문·잡지 보도에 의하면, 제품의 가격

섬유제품에 의한 의류장해는 착용즉시 나타나는

파괴를 비롯하여 신소재·신제품 개발경쟁의 격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착용으로 나타나거나, 착용 후

를 둘러싸고, 특히 의류분야에서는 신가공법·신가

수일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의류장해의

공제의 개발성과를 응용한 기능성·촉감가공, 건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고,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강·쾌적의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개발

76

유관기관 칼럼

피부장해 (피부자극, allergy, 광 allergy)
직접장해
독성 (급성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기형성)
의류장해
수질오염
간접장해

환경오염
재해오염(연소성, 정전기, 재해 등)

2. 섬유제품에 의한 피부장해
섬유제품에 의한 피부장해에 관해 원인을 분류하면
물리적 자극과 화학적 자극으로 분류된다.

키는 물리적 자극과 강산, 강알카리가 피부 에 접촉하
여 화상과 같은 피부표면의 화학적 손상을 일으키는
화학적 자극으로도 분류된다.
allergy성 접촉피부염에는 어떤 물질이 처음 피부

물리적 자극의 원인에는 단섬유의 굵기와 형태, 직

에 접촉할 때는 어떠한 염증도 없다가 반복해서 동일

편물의 조직, 의복 착용시 인체에 가해지는 압력과 마

물질에 접촉되면 피부염이 일어나는 allergy성과 물

찰력 등이 있다. 화학적 자극에는 염료 및 가공제의

질자체에 항원성은 없지만 빛을 받으면 그 에너지에

영향이 있다. 하지만 섬유표면에 가공제 등의 화학물

의해 광산화되어 단백질과 결합하여 항원성을 갖게되

질이 붙어있으면 화학적 자극과 물리적 자극(가압, 마

는 광allergy성이 있다. 이러한 피부장해 및 독성을

찰)이 동시에 작용하여 물리적 자극이 더 심해지는

일으키는 물질의 흡수는 주로 모공을 통해 이루어지

요인이 되므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류피부염으로

고, 땀구멍, 표피순으로 흡수가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다. 의류에 의한 접촉성 피부장해는

천연섬유에 대한 피부반응은 자극에 의한 것이며, 합

1차자극성 접촉피부염과 allergy성 접촉피부염으로

성섬유에 대한 피부반응은 주로 첨가물에 의한

구분된다.

allergy성 피부반응이다.

1차자극성 접촉피부염에는 강자극성, 축적자극성,

의복으로 인한 피부장애는 마찰 등에 의한 물리적

광독성이 있고, allergy성 접촉피부염에는 allergy성,

피부염·화학적 자극에 의한 피부염과 항원항체반응

광allergy성이 있다. 1차자극은 어떤 물질이 직접적으

에 의한 allergy성 피부염으로 대별하고, 특히 최근

로 피부에 자극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찰과, 마찰,

합성섬유의 개발과 가공의 발달로 가공처리제나 염료

자극, 압박 등에 의한 피부표면의 물리적 손상을 일으

등에의한 allergy성피부염에 주의해야 한다 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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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에 의한 피부반응은 물리적 반응에 의한 반응과

( 1) 1차 자극성 피부염(축적장해성 피

의 구별이 어려우나 회복력이 물리적 자극에 의한 반

부염)

응보다 더디고, 가공용 화학물질에 따라 피부반응은

접촉된 물질의 자극이 피부의 저항균치를 초과한

다르며, 가공제농도의 대소, 열처리 온도 등이 그 자

경우에 조건만 갖추어지면 누구에게나 발증된다. 증

극성을 좌우한다. 또, allergy성 피부반응은 염료나

상은 가벼운 고통, 가려움을 수반하는 홍반(紅斑),

합성수지에 기인하며, 습진, 반점, 소양증, 색소성 발

낙설(落屑), 이상 건조 등으로 패치테스트는 양성을

진, 두드러기 등이 나타난다. 또한, 계절에 관해서 여

나타내지 않는다.

름철에 주로 발생하고, 부위로는 목, 허리, 겨드랑이,

섬유· 협잡물(첨단·강성) : 폴리에스테르, 모

허벅지순으로, 섬유로서는 나이론, 고무, 모섬유 순으

노필라멘트봉사/심지 마의 인피질, 우모(根)이불

로 피부반응이 나타난다.

의 깃뿌리 잔침 등

의류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은 외용약제의 사용으로

착용마찰(압박·정전기): 사이즈 부적합의 보디

일단 치료되어도 다시 의류로 인해 접촉 allergen이

슈트/브래지어(금속고리), 레이스, 봉제부착 라벨

생기게 되어 재발방지가 불가능하고, 또 원인이 되는

류, 건강타월에 의한 피부장해(흑피증), 유연 마

allergen을 없앤 의류가 공급되지 않는 한 의류에 의

무리제 등의 자극축적 기타 1차자극성 피부염으

한 피부염의 치료는 불가능하다.

로는 단 1회의 접촉으로 발증되는 급성독성 피부

의류에 의한 피부장해의 발병에 깊은 관계가 있는

염이 있다. 세탁기 조작중 코튼이나 속옷에 부착

내의, 양말, 침구, 셔츠, 블라우스 등은 원단가공에 사

된 유리 섬유에 의한 피부염과 같은 고소사례도

용된 가공제의 조성과 물질명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있는데, 착용을 목적으로 한 의류에서는 그러한

이것은 최종 상품메이커는 클레임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례가 없다. 화학 열상이 그 예로서, 강산·강

안전성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과는 달리 가공제생산

알칼리(황산/ 가성소다)등의 강자극성 물질에서

자는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고, 가공제의 비밀

는 화학열상이나 적상, 중간정도와 약자극성 물

이 밝혀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질에서는 자극성 피부염 이 발생한다. 직업병 이

의류는 넓은 면적이 피부에 매일 접촉하고, 땀, 마

외에서는 약자극성 물질에 의한 자극성 피부염이

찰, 피부 상에 잔류하는 비누, 세제, 세탁후의 유연제,

태반이다.

일광 등이 장시간 작용하며 또한 의류에서 분리된 가

가공제 : 硼弗化水素酸(HBF4 ) (강산성에 의

공제의 접촉 allergy로 피부염증상이 야기될 가능성

한 염료의 결합강화/ 양모용 Fix제), 석유계 드라

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사용조건으로 분리

이클리닝용제

되어도 사용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 처리제를 선택해

제품 : 수입품 Wash denim에 의한 피부염

야 하고, 이를 위해 가공제사용자는 안전성의 기본지
식을 잘 익혀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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硼弗化水素酸은 Embrem의 Lame사로 사용한

해를 입게된다. 그러한 결과가 옻을 탄다는 것으로 강

증착 Aluminium이 단기간에 부식, 소실 된 예가 있

한 가려움 등의 자각증상과 홍반, 부종 구진(丘疹)등

고, 이러한 화학열상이 걱정되지만 그 실례는 알 수

다채로운 증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물질에 부착된 부

없다. 염료에 예로부터 사용되어 왔던 가공제이다.

위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의 경과와 함께 주변에 염증

잔류용제에서는 투습성 발수가공의 Anorak 에서

증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Hook를 내장한 주머니 깃속에 대량의 석유용제가 그

섬유

대로 발견된 사례가 있다. 최근의 방향족계 성분을

양모. 수모

제거한 무취형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후각에 의해 경

나일론

Aminocaprolactam

험적으로 건조도를 판단하는 종래의 방법에서는 잔

폴리우레탄

가교제(내열성 향상제)

류용제를 놓치게 됨으로써 자극성 피부염이 발생하

방사유제

고 있다.

Tinuvin P(자외선 흡수제)
고무

가황제

(2 ) 알레르기성 (지연형) 피부염
어떤 물질에 민감한 사람이 그 물질에 접촉되면
염증의 증상을 일으켜 발증된다.

염료
Stocking 피부염

물질과 고체의 요인 등에 영향받게 되며, 발증하기
쉬운 체질이 있다. 피부에는 대식세포의 일종인

C. I. Disperse Yellow 3,
Orange 3, Red 17, Blue 3

형광증백제

Thinopar WG

마무리제

Formaldehyde

Macro phage라는 면역세포가 있다. 체내에 침입된
물질이 접촉되면 세포 내에 기어들어 임파구 (백혈구
의 일종)가 외적이라고 인식되기 쉬운 형태로 만든

유연제(예를 들면 캐티온계

다음 임파절에 운반한다.

제 4급 암모늄염)

이러한 정보가 항원에 대응되는 항원 수용체를 가

의류 부속품

도금피부염: Cr, Ni, Co 등
무두질한 가죽 피부염

진 T세포(임파구)에 전해지면 세포분열이 일어나며,
대량으로 증식된 T세포가 혈류를 통하여 체내에 분
산되고, 항체로서 大食세포의 표면에서 다시 항원을

(3 ) 광독성 피부염

만나기를 기다리는 상태로 된다. 다시 알레르겐과 접

광독성 물질이 피부에 부착하여 그 부위에 빛이 비

촉되면 항체는 외적과 접촉된 것으로 판단하고 기타

추어지면 발증된다. 비키니 수영복의 분산염료 C. I.

T세포나 大食세포를 모아 방어를 시작한다. 그 방출

Disperse Blue 35에 의한 발증 예가 있다. 증상은 색

되는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 알레르겐에 부착된 피부

소침착을 남긴다.

세포를 파괴하는데, 그와 동시에 그 부분의 피부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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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광알레르기성 피부염
물질이 부착된 것만으로는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을 일으키지 않는데, 그곳에 빛이 작용하면 알레르기
성 피부염을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3. 알레르기성 질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과 마찬가지로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인정되는 것에는 반응염료의 분진흡입에 의

(5 ) 알레르기성 즉시형 접촉피부염

한 알레르기성 천식과 점막 자극이 있다.

정상적인 피부에 화학물질이 접촉되어 15분에서

카펫속 진드기의 단백질에 의한 항원항체의 반응

20분 뒤에 팽진(膨疹)이 생기고, 수시간 뒤에는 없어

에서도 알려져 있는 현상이며, 반응염료의 경우는 체

지는 현상을 말한다.

내 단백질과의 결합에 의해 천식성의 호홉곤란이 일

피부나 점막에 많이 존재하는 Masto세포(비만세

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실제 사고의 보고 사례

포)의 표면에는 체내에 침입한 이물질과 결합한 B세

는 매우 적으며, 염료 제조공장이나 염색공장 등에서

포(임파구)의 분열에 의해 대량으로 제조된 항체(면

의 직업병 질환이다. 반응염료에서는 분진방지 기술

역 Globulin E)가 결합되어 있는데, 그런 알레르겐에

로서 과립상이나 액상 염료의 개발, 커로키틴의 도입

반응되면 그 자극으로 Masto세포에서 Histamine등

에 의한 염료의 계량, 조절의 자동화가 급속히 추진

이 방출되어 알레르기 증상이 발현한다. 그러한 발생

되고 있다.

요인은 ① 알레르기반응 ② 알레르기반응에 의하지
않고 물질의 접촉이 직접 Histamine의 유리를 초래
한다. ③ 원인불명 등이다.
한편 의류에서는 나일론 팬츠의 사례가 있고, 미염
색 원단에서의 패치테스트(90분)에서 팽진과 홍반이
인정되고 2～3시간 되에는 소실된 보고가 있다.

4. 정전기 장해
섬유의 정전기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알려진 문
제지만 최근 합성섬유의 사용이 증가하고, 동절기에
난방설비의 보급과 더불어 정전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정전기 장해는 생산공정 중에서는 공기의 이온화

(6 ) 색소침착형 접촉피부염(Reel 흑피증

또는 공기의 가습, 접지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지

접촉피부염의 반복결과 색소의 침착을 가져오는 타

만 의복 착용 시에 발생하는 문제로는 옷이 몸에 달

입의 피부장해에 대한 총칭으로 원인 물질에는 화장

라붙는 현상, 탈의 시 방전쇼크 발생, 먼지 등이 흡착

품(여자의 안면흑피증), 일용가정용품, 직업적으로 취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람의 동작에 수반되어 의복

급하는 화학물질 등이 있다.

상호간의 마찰이나 보행에 의해 바닥재나 카핏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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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전할 때까지 인간은 지각하지 못한다고
한다. 자동차의 도어 개폐 시에 강한 전기충격을 느끼
는 수가 있는데, 대전량은 6～9,000v이다.
인체에의 대전은 전기충격이 아니라 착화원으로서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으로 되는 수가 적지 않으므로
산업안전상의 배려가 필요하며 특히 우리나라 산업규
격의 KS K 7807(정전기 대전방지 작업복)에서는 대
전 전하량을 0.6μC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찰 대전압 2,000V 이하, 반감기 30초
이하(20℃, 40% RH)의 경우에 제전성이 있다고 한
고 있으나 KS K 3720(양복용 인조안감)에서는 세탁
전 마찰대전압이 50V이하, 반감기 5초이내. 세탁후
마찰대전압 100V이하, 반감기 15초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6. 냄새(악취)
냄새에 관한 소비자 불만의 원인은 실 또는 원단의
염색가공 공정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방적유제 또는 편성유제가 과
잉 잔류해 있는 모직 스웨터는 좋지 않은 기름냄새가
난다. 또 부패하기 쉬운 유연 가공제를 사용한 의복을
고온다습의 환경에서 보관하는 것에 의해 가공제의
부패악취가 발생하기도 하다.
악취의 평가법에는 기기분석법과 관능 검사법이
있다. 악취는 질, 강도, 혐오성, 용인성, 확산성 등의
특징이 있다. 실제 냄새에 대한 불만은 냄새의 강도
보다는 혐오성의 평가에 비중이 크게 작용한다. 기

5. 화상장해
2차 재해적인 문제로 단순이 열상이나 화상으로 해

기분석에 의한 악취의 평가는 혐오성이 평가되지 않
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처리에는 관능검사가 필요로
한다.

야 할 범주의 것이다. 섬유제품을 중개로 하여 발생되
고 있으며, 그러한 뜻에서 섬유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특수한 사례도 있다.
제품 : 기모 제품에서의 깃털이 순간적으로 표
면연소(플래시)에 의한 안면 열상(顔面熱傷)
합섬과 트레이닝 웨어 등의 마찰용융에 의한
열상 전기 기구나 전기회로에 의한 저온열상
(발열성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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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 종합기관으로 10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홍보실장 권순걸

지난 92년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박

것이며 수직교통 시설에 대한 관리원의 노하우가 기

문수)은「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승강

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면서 관리원은 수직교통 안전

기 및 기계식주차장의 법정검사와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기관으로 메카적인 위상을 지니게 됐다.

조사, 연구, 교육, 출판, 홍보, 전산, 국제협력을 담당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승강기안전 종합기관이다.

관리원이 다른 몇몇 검사기관보다 중요한 무엇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법정검사 뿐 아니라 승강기 안전

승강기의 법정검사는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여

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한다. 그 일들은 검사에 직접 투자되는 것보다 더 많

완성검사,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계속하여 승

은 노력과 투자를 요구한다.

강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매 1년마다 주기적으로

관리원은 전국의 승강기 제조·보수업자, 관리주

실시토록 되어 있는 정기검사, 사용중인 승강기의 용

체,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매년 수 억원의 예산을

도, 제어방식, 정격용량 및 왕복거리를 변경하거나 승

사용하고 있으며 그에 필적하는 투자를 통해 전문 홍

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

보인력을 가동하고 있다.

하는 수시검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관리원은 지금까지 전국의 모든 승강기의 이

96년 7월부터 시작된 기계식주차장 검사는 기계식

력을 전산화하고 있으며 20여만대의 이력 원장을 기

주차장의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

초로 승강기 안전관리 등급 평가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사용검사와 사용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

전체 승강기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로도 드문 것이며 따라서 호기별 안전관리등급평가제

실시하는 정기검사가 있다.

가 가능한 나라도 손꼽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대단

관리원의 설립과 더불어 산업용 승강기를 포함한

한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관리원은 지금까지 전

모든 승강기가 비로소 선진 안전관리체계에 편입된

산장비 투자에 10억을 넘게 사용해 왔으며 매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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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가 증가하고 투자액보다 많은 전산인력을 고용해
오고 있다.

관리원은 앞으로도 정부를 대신하여 승강기 안전관
리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것

그뿐인가 우리나라 승강기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

이다. 승강기 설치댓수와 증가댓수에서 세계적으로

해 있다. 지방에는 승강기가 많지 않은 탓에 적자에

열 손가락에 꼽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승강기 고장

허덕이는 지방 사무소가 여럿이다. 아마도 생산성과

및 사고 증가는 쉽사리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윤의 원리대로였다면 검사기관이 사무실을 운영하

있기 때문이다.

지 않는 지방의 관리주체들은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
을 것이다.

관리원에서 집계하고 있는 승강기사고 통계는 관리
주체의 정확한 신고가 수행되지 않아 실제 사고의 일

관리원은 전국의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를 교육시

부만을 반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승강기 안전사고시

키면서 교육원가에 밑도는 소위 밑지는 장사에 여

신고 조항이 기표원 고시로만 되어 있고 신고 불이행

념이 없으며 승강기관련 국제규격 제정에 적극 대처

시의 처벌조항이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오히려 정확

하기 위해 업계를 대신해 ISO/TC178 간사기관을

한 통계는 119구조대에서 나오고 있다.

자임하여 관련 업무에 많은 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2000년 한해 동안 승강기 관련 구조인원은 9,183명
이었으나 2001년에는 10,390명으로 증가했다. 행자부

특히 올해 9월에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ISO

소방국의 119구조구급대에 따르면 승강기 관련 구조

/TC178 서울 총회는 그동안 관리원이 기술표준원과

인원은 전체 구조인원의 14.3%나 되며 이는 교통사

함께 승강기분야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온

고와 단순갇힘사고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큰 성과임에 분명하다. 국제표준에 자국의 입장을 얼

다는 것이다. 관리원과 관리원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

마나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는가 하는 것은 이후 승강

기관이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다는 방증이다.

기 산업발전과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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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제 품 명 자기장을 이용한 지하매설배관의 위치측정 기술
업 체 명 (주)이우 TEC
자기장에 의해 지하에 매설된 관로의 위치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로, 정량 정성적
주요개발내용

으로 자기 어레이를 측정해 지하매설물의 정확한 위치 탐지가 가능하며, 정보마커에
영구전원이 필요없이 정보를 독취할 수 있는 RF(Radio Frequency)기술을 이용하여
관로정보를 송수신 저장 정보를 독취

제 품 명 대규모 동시접속 처리용 웹서버(WebtoB)
업 체 명 (주)티맥스소프트
독자적인 분산 프로세스 제어기술로 기존 웹서버의 처리성능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
킨 UNIX/LINUX 기반의 웹서버 소프트웨어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웹 환경에
주요개발내용 서 데이터베이스 무결성을 보장하는 웹 트랜잭션 기능과 여러대의 서버(Multi-Node)
간 부하분담을 소프트웨어로 수행하는 Load Balancing 기능은 웹투비 제품만의 독창
적인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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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C언어로 설계된 ASIC의 기능검증용 에뮬레이터
업 체 명 (주)다이나릿시스템
IC를 모델링한 C언어 코드가 H/W와 신호를 입출력을 가능하게 하는 자체기술로 C
주요개발내용 언어를 사용한 에뮬레이터를 개발한 것으로, 세계 최초로 C언어를 사용하여 ASIC의
기능(Function)을 타겟 보드와 연결하여 검증하는 에뮬레이터임.

제 품 명 장치독립 유무선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 체 명 (주)엠씨글로벌
화상, 음성, Data을 통한 화상회의를 SW로 구현한 것으로서, 본점과 지점과의 회의,
전자칠판 등의 다양한 툴을 이용한 교육, 원격관제 시스템, 화상고객 상담, 화상 면접
주요개발내용 시스템 등에 주로 사용되며, H/W방식에 비해 ～1/ 1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체
비용절감은 물론 확장성이 우수하여 향후 확장에 따른 추가비용 또한 절감되며, 업무
효율성 향상, 기업의 제반 경비 절감

제 품 명 환경친화성 Lyocell섬유 제조기술
업 체 명 (주)한일합섬
무공해 용매(NMMO, N-methylmorpholine N- oxide)를 이용하여 셀룰로오스 유도
주요개발내용 체 형성없이 물리적 용해를 거쳐 제조되는 레이온섬유의 일종이며, 사용된 용매가 전
량(99.9 %)회수되므로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무공해 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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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405 nm UV 형광- LED
업 체 명 (주)이츠웰
LED에서 InGaN을 활성층으로 하여 제작할 수 있는 발광대역중 효율이 가장 높은
405 nm대역의 빛을 적색, 녹색, 청색 형광체를 이용하여 가시광 영역의 빛으로 전환
주요개발내용 함으로써, 기존 LED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다파장 단일 LED의 제작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백색 LED보다 연색성이 우수한 발광소자 개발을 통하여 각종 표시소자 및 백
라이트 등 조명분야에 다양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는 LED 제작

제 품 명 마이크로머시닝 기술을 이용한 저전력형 알코올센서
업 체 명 세주엔지니어링(주)

주요개발내용

종래의 일반기계가공기술을 이용한 센서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마이크로머시닝기술을
적용하여 고감도, 고정밀, 저전력 및 저가격의 특성을 지닌 알코올센서임.

제 품 명 잠금장치 구조의 콘센트 안전장치
업 체 명 진아SPS(주)
안전장치를 잠금구조로 하여, 규격으로 정해진 플러그의 핀만이 콘센트에 삽입될 수
있게 하고, 기타의 젓가락, 철사, 규격외 플러그 등의 삽입은 불가능하도록 한 기술로,
주요개발내용 플러그 접속 불안정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화재위험도가 큰 수입오디오, TV, 소형가
전 제품 등의 핀 굵기가 가는 유럽형 플러그(4.0mm)의 국내사용 억제효과 및 접속
불량에 따른 화재위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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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교량 반력 및 변위 측정 장치
업 체 명 (주)케이알
파스칼의 원리를 적용하여 교량의 상부구조로부터 전달되는 반력의 크기를 알 수 있
도록 교량받침 내부에 측정기기(Load Sell)을 장착, 교량의 고정하중 및 변동하중에
주요개발내용 대해 상시 측정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품으로, 작용하중에 의한 교량의 거동상태에 영
향을 주는 인자인 교량의 좌우이동, 상하이동의 3방향(X, Y, Z) 변위와 온도를 계측
하여 교량의 전반적인 이력을 동시에 측정

제 품 명
업 체 명

스토퍼 일체형 조립식 문틀
(주)정화
기존 先 시공방식 의 문틀설치 공사를 내부 마감공사가 끝나면 가문틀재 위에 조립

주요개발내용

식 문틀 덮개를 부착 시공하여 마무리하는 後 시공방식 이 가능토록 하여 보양재
가 필요치 않고, 시공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손상, 파손 및 오염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스토퍼 일체형 조립식 문틀을 국내·외 최초로 개발

제 품 명 다형 Edge 로타리밸브를 이용한 속도감응형 Power Steering의 제어기술
업 체 명 (주)만도
다단 로터리 밸브를 이용하여 주행속도에 따라 핸들의 조타력을 전자제어로 적절히
변화시켜, Parking 또는 저속시에는 조타력을 가볍게 해주고, 고속시에는 조타력을
주요개발내용 무겁게하여 고속주행 안정성을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국내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차속감응형 전자유압제어 방식 Power steering의 외국기술을 독자적
으로 변형한 국내 독자설계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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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제 품 명
업 체 명

고압용 3중편심 메탈시트 버터플라이 밸브
(사용압력 : 15MPa이하, 호칭지름 : 300mm이하)
범한금속공업(주)
2중 편심형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전폐 작동시 약 70～80% 수준에서 몸통 시트와
디스크 시트사이에 발생되던 마찰에 의한 마모를 불식시킴으로써 시트의 손상을 방

주요개발내용 지하고 낮은 작동 토오크에서도 SEAL특성이 우수하며, STS와 Graphite의 겹층형
실링 채택으로 고압에서도 사용가능하며, 몸통 시트부를 원추형 설계하여 마모를 최
소화함.

제 품 명

용융 아연도금로용 초경합금 하우징

업 체 명

건우초경(주)
기존의 스텔라이트보다 특성이 우수한 초경합금으로 대체하여 사용 수명을 5배이상

주요개발내용

향상시킨 제품으로, 초경합금의 결합제(binder)를 Co에서 Ni로 대체하여 부식성을
개선하였고, 탄화물 합금성분 및 예비 소결시 탄소 제어 기술 개발로 내마모성을 향
상하였음

제 품 명

필터여과식 노면 청소차량의 청소장비시스템

업 체 명

신정개발
비산먼지를 줄이는 싸이크론 기능과 2차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적재함 내
부 필터링 기능으로 대기·환경오염 방지 가능하며, 습, 건식 겸용사용으로 겨울철

주요개발내용 작업이 가능하여 노면청소차의 작업효율성을 증대하였고, 브러쉬 각도 조절장치에 의
한 효율적으로 청소 용이하고, 플랩 자동열림 장치기능으로 큰적재물 등을 흡입할
수 있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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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고속 도비기(최대 900 rpm)

업 체 명

서부기계공업(주)
신청제품은 도비 최대회전수를 기존제품 750rpm에서 900rpm으로 향상시켜 제직시

주요개발내용

직물 생산량을 34% 증대시켰고, 리프팅 방식을 양방향 인장방식에서 단방향 인장방
식으로 개선하고, 장력 조절장치를 부착하여 기계 가동효율을 85%에서 95%로 향상
시켜 안정적 가동이 가능케 하였음.

제 품 명

발포알루미늄 흡음판넬

업 체 명

(주)폼텍
발포알루미늄을 이용한 방음벽(차폐재 + 발포알루미늄)은 경량, 우수한 흡음 특성,
내구성, 유지 관리성, 재활용 등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쾌적한 음향 환경이 우선되는

주요개발내용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으로, 흡음성, 경량성, 불연성, 내구성 및 내열성이 우수하며,
가공성 및 시공성이 양호하며, 100% 재활용 가능으로 환경 친화적임.

제 품 명

링크식 자동 제진기(인양능력 4.9kN 이하)

업 체 명

중앙종합기계(주)
링크시스템에 의한 구조의 단순화로 고장요인 최소화 및 유지보수성을 개선하였고,

주요개발내용

더블 암 방식에 의한 레이크 지지구조로 개선함으로서 비틀림을 방지하고, 2배의 인
양능력 및 4배의 작업능력을 향상시켰고, 이상협잡물 자동제거기능 적용으로 가동율
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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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점퍼와이어 자동삽입기

업 체 명

(주)프로써트 (Prosert Co.,LTD)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인 인쇄회로기판의 회로연결용 점퍼와이어를 별도로 편집하지

주요개발내용

않고 롤 형태의 와이어를 자동으로 절단 및 삽입할 수 있는 장비를 국산화한 것으로,
와이어 편집기의 공정이 없어짐으로서 원자재의 60%를 절감할 수 있고, 와이어의
편집 및 장착 등의 공정감소로 제조공정의 시간을 단축하였음.

제 품 명

평면 공기 매트

업 체 명

만투산업(주)

입체구조의 공간직물 제직기술을 통한 직물의 개발로 매트에 공기주입시 평면유지가
주요개발내용 가능한 제품으로, 재질의 물리적 특성 및 내압성이 우수하며, 입체구조의 공간직물을
위한 평직제직기의 개량기술과 TPU코팅 및 접합기기의 개량기술이 가미된 제품임

제 품 명

오디오 무선송신기

업 체 명

(주)표정밝은세상
MP3 Player, CDP, PC 등의 오디오출력단자에 출력되는 헤드폰청취 수준 레벨의

주요개발내용 음성출력 신호를 FM라디오주파수로 변조 송신하여 Car Radio, FM튜너가 내장된
앰프 등 을 통하여 오디오신호 청취가 가능토록 한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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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디지털 누전경보기

업 체 명

디이시스(주)

주요개발내용

누전량을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전력회로의 누전량을 감시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
로 개발한 제품으로, 전력회로의 누전량을 저장이 가능함.

GR
제 품 명

부산물 비료(퇴비)

업 체 명

동남미생물화학산업
축분,톱밥,동·식물성잔재물,음식물 쓰레기등을 주원료로 혼합, 1차발효,2차발효와후

주요개발내용 숙 공정의 4단계처리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부산물비료(퇴비)로서 유기물의 함량이
높고,유해성분은 최소화시킨 우수한 비료임.

제 품 명

재생고무매트(일반매트)

업 체 명

(주) 그린코리아
산업폐기물인 폐타이어 분말 76%와 규사 16%를 일액형 Poly-urethane계 열가소

주요개발내용

성수지 및 안료를 사용하여 성형한 재생고무매트로서, 규사를 사용하여 제품의 휨
및 뒤틀림을 방지하였고, 콘크리트 보도블록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은 다소 떨어지나
우수한 충격흡수효과로 공원, 휴게소, 노인시설 등에 이용되고 있는 재활용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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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재생플라스틱 배수로(500mm이하,2종,C형)

업 체 명

삼전산업(주)
아파트단지, 주택단지 및 주차장 뿐만 아니라 각종 농업용 관개용수로 등에서 빗물

주요개발내용 또는 하수의 배수를 목적으로 재생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성형한 제품으로 기존의 시
멘트 콘크리트 배수로의 대체품임.

제 품 명

재생 합성수지제 제설 모래함(2종)

업 체 명

삼전산업(주)
폐플라스틱을 주소재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강화제, 충전제 등을 가하여 성형한 것으

주요개발내용 로, 동절기 적설에 의한 결빙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설용제을 비축하는
데 사용되는 재생 합성수지제 제설 모래함

제 품 명

재생플라스틱 비탈면 보호블록(1종)

업 체 명

(주)나노텍코리아
택지조성, 도로현장 등 성·절토의 비탈면에 빗물로 인한 토사의 흘러내림 방지와

주요개발내용 비탈면의 슬라이딩 방지를 위하여 폐플라스틱을 주소재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강화제,
충전제 등을 가하여 성형한 재생플라스틱 비탈면 보호블록임.

제 품 명
업 체 명
주요개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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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플라스틱 흙막이 판
(2군,휨하중 무공6,970N이하 유공5,920N이하)
(주)한국토류판
도로건설공사, 지하철공사 등 낙석과 토사가 침하되고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임시 혹은 반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가설용 재생 플라스틱 흙막이 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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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 소재신뢰성
제 품 명

Jig용 소형 공기압실린더

업 체 명

우성 뉴메틱(주)
·각종 산업기계 및 자동화장치 등의 조립용 기계에 사용되는 핵심제품
·실린더 사양 :
- 피스톤 직경 : 20mm

주요개발내용

- 로 드 직 경 : 8mm
- 스 트 로 크 : 50mm
- 최고사용압력 : 0.7 MPa
- 피스톤 속도 : 50～800mm/ sec
·수명평가시험으로 신뢰수준 90%에서 986km보장(MTBF)보증 결과획득

제 품 명

조립기계용 소형 공기압실린더

업 체 명

우성 뉴메틱(주)
·각종 산업기계 및 자동화장치 등의 조립용 기계에 사용되는 핵심제품
·실린더 사양 :
- 피스톤 직경 : 20mm

주요개발내용

- 로 드 직 경 : 8mm
- 스 트 로 크 : 320mm
- 최고사용압력 : 0.7 MPa
- 피스톤 속도 : 50～800mm/ sec
·수명평가시험으로 신뢰수준 90%에서 986km보장(MTBF)보증 결과획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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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鉛 )슬래그 표준화 조사 ·연구
(Application and Standardiazation of Lead slag aggregate for concrete)

건설서비스과 화공사무관 박순덕
02) 509- 7401～2, sdpark@ats.go.kr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년간 약 12만톤 정도 발생되고 있는
연슬래그에 대하여 폐자재의 재활용 극대화를 도
모하고, 골재난 해소를 위하여 콘크리트 제품 등에
사용하는 골재로서의 활용 가능성 파악할 필요가
있었으며, 도출된 연구 결과 데이터를 토대로 표준
화하여 공적 기준을 하고자 한다.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의 아연과 연제련 공정
에서 발생되는 슬래그의 재활용 문제 대두와 최근
천연골재의 부족으로 인한 동소 주변 콘크리트 또
는 시멘트 제품 생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야적, 폐기 또는 매립시 대두되는 환경문제와 활용
에 따른 자원절약 등 연슬래그의 적정처리로 다양
하고 복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각종 부산물의 재활용과 그에 따른 관련기술 개발
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고로슬래그
는 그 활용성이 대단히 높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
고 있으며, 동슬래그 또한 어느 정도의 안정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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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추진되고 있다. 동슬래그와 형태와 생산공정
면에서 유사한 연슬래그도 충분히 그 활용성이 있
을 것으로 판단되어그 가능성을 본연구를 통하여
진단하고자 한다.
연슬래그의 재활용은 먼저 건축 및 토목분야의
기본 소재인 골재의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하는 시멘트 2차 가
공제품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천연재료의 대체 정
도 또는 효과를 연구할 필요에 기인하여 연슬래그
골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접근
과 검토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효과적인 실용
화 방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나. 연구의 목적
이 조사·연구는 국내 건설재료 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연 제련공정 중발생하는 슬
래그를 골재 대체재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구축으
로 계획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동 부산물이
환경친화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골재로서의 특성

연구보고
라. 시멘트 2차 가공제품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유지 여부의 파악과 실제 적용 가능성을 실험적인

천연재료의 대체 정도를 연구

평가를 통하여 판단하고, 이러한 모든 가능성이 사

마.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의 한국산업규격

용에 부합될 경우에는 그 사용의 극대화를 도모하

(안) 작성 및 제정 추진

기 위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여 공적 기준화를

바. 연슬래그 골재 재활용 가능분야 및 향후 기

도모하고자 하는 것과 국내 건설산업에 실질적으

술개발 방안(Master Plan) 제시

로활용하기 위하여 이연슬래그 골재 연구의목적
으로 추진하였다.

3 . 조사연구 결과
2 .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환경친화성 관련 시험(중금속 용출시험)

연슬래그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슬래그에 대한 용출은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기술적 검토와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

공정시험법상의 기준 항목인 납(Pb), 카드뮴(Cd),

를위해서 다음과 같은연구 내용과 범위로수행되

비소(As), 구리(Cu) 등을 분석한 결과 모든 시험

었다.

항목에서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법에 의한 방법과 보다 가혹한 조건의 시험방법인

가. 환경친화성 관련 시험(중금속 용출시험)

TCLP(Toxic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

나. 연슬래그 골재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적 조

dure)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도 실시하였는데 그

성 분석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다. 연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모르터 및 콘크리
트의 특성 및 활용성 검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량 시험결과>
(단위 : mg/ L)
성분

납(Pb)

동(Cu)

비소(As)

수은(Hg)

카드뮴(Cd)

크롬(Cr+6 )

용출량 기준

3.0 이하

3.0 이하

1.5 이하

0.005 이하

0.3 이하

1.5 이하

시험결과1

0.04

0.02

ND

ND

0.03

ND

시험결과2

0.015

0.026

0.0008

0.161

-

※ ND : 검출안됨(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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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LP 시험방법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량 시험결과>
(단위 : mg/ L)
성분

납(Pb)

비소(As)

수은(Hg)

카드뮴(Cd)

크롬(Cr )

용출량기준

5.0 이하

5.0 이하

0.2 이하

1.0 이하

5.0 이하

시험결과1- 1

1.66

0.02

ND

0.04

-

시험결과1- 2

5.0

0.14

ND

ND

-

시험결과2- 1

4.0

0.146

0.002

0.236

시험결과2- 2

3.0

0.193

0.0003

0.189

+6

나. 연슬래그 골재의 물리적 특성 및 이 44% 정도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화학적 조성
으로는 철분과 산화규소가 전체의 약 70% 이상을

적 조성 분석
보통 대부분이 입상의 형태이며 극히 적은 량이
침상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반 천연골재보다 비중

차지하고 있으며 제련 잔분인 아연과 납이 고형화
된 안정적 상으로 잔존하고 있다.

<연슬래그의 물리적 성질>
구 분

비 중

흡수율(%)

조립율(F.M)

단위용적중량(㎏/㎥)

실적율(%)

연슬래그

3.73

0.9

3.2

1.83

48.7

<연슬래그의 화학조성>
(단위 : mg/ L)

성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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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

산화

철

산화알

규소

칼슘

(FeO

루미늄

(SiO2 )

(CaO)

로서)

(Al2 O3 )

20～30

3～15

40～60

4～7

아연
(Zn)
2～10

산화마
그네슘

납(Pb)

(MgO)
1～4

0.2～1.0

안티몬

구리,

(Sb)

기타

0.65

0.14

연구보고
연슬래그를 배합에 따라 잔골재 대체로 하여 사

다. 콘크리트용 골재로서의 모르타
르 시험
<배합계획에 따른 연슬래그의 골재 시험결과 종합데이터>
시험체

배합비

번 호

(C∶A)

슬래그
혼입율

플로
(cm)

휨강도

압축강도(N/mm )
2

2

7일

28일

56일

91일

(N/mm )

18.0

35.8

46.9

54.7

60.4

2.2

A- 1

(%/vℓ)
0

A- 2

25

17.8

35.7

47.4

52.9

56.0

2.0

50

19.0

33.6

49.7

51.5

53.2

2.2

A- 4

75

17.5

35.5

45.9

51.6

52.0

2.2

A- 5

100

15.1

36.9

50.8

53.6

62.8

2.0

B- 1

0

17.5

34.4

44.4

50.6

53.8

1.8

B- 2

25

16.8

32.9

45.6

50.8

54.3

1.8

50

16.0

34.5

43.1

48.1

51.9

2.1

B- 4

75

15.2

32.7

41.5

51.7

55.9

1.9

B- 5

100

12.5

36.1

47.3

52.9

56.1

2.1

C- 1

0

18.5

29.4

38.4

41.0

37.6

1.5

C- 2

25

17.1

30.9

35.5

39.3

41.6

1.3

50

16.3

22.8

33.2

36.5

34.4

1.5

C- 4

75

16.4

24.9

36.0

37.8

39.4

1.6

C- 5

100

14.8

20.3

32.3

35.3

33.4

1.4

D- 1

0

18.2

15.7

21.8

22.4

24.9

1.0

D- 2

25

17.2

18.3

26.0

21.8

28.4

0.9

50

16.5

17.8

25.9

22.4

24.0

0.9

D- 4

75

15.9

16.0

22.4

23.6

25.3

1.0

D- 5

100

16.0

11.1

18.9

20.5

18.7

1.0

A- 3

B- 3

C- 3

D- 3

1∶2

1∶3

1∶4

1∶5

( 1) 플로

용하였는데, 연슬래그는 잔골재와 조립율은 비슷하

본 실험에서는 세척 해사를 잔골재로 사용하고

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혼입율이 증가 할 수록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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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소하였다.
<연슬래그 혼입율에 따른 플로 측정결과>

(2) 압축강도
연슬래그 혼입율에 따른 압축강도는 모든 배합에서 대체적으로 적은 폭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였으
며, 연슬래그의 혼입율은 압축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슬래그 혼입율에 따른 압축강도 측정결과>

① 재령 7일
98

② 재령 28일

연구보고

③ 재령 56일

④ 재령 91일

(3) 휨강도
연슬래그 혼입율에 따른 휨강도는 재령 28일에서 0.9～2.2N/mm2의값을 나타냈다. 휨강도 역시 강도
특성에 따라 배합비가 높아질수록 강도가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압축강도와 유사한 결과를 나
타냈다.

<연슬래그 혼입율에 따른 휨강도 측정결과>

99

연구보고

라. 연슬래그 골재를 활용한 콘크리

<콘크리트 벽돌 제조 배합비>

제품

재료 시멘트 모래 슬래그 석분

아직 국내에서 연슬래그를 이용한 콘크리트벽
돌, 인터로킹블록 등과 같은 콘크리트 2차 제품의
적용사례가 없어 기존의 천연골재를 사용하여 콘

1batch

제품

(㎏)

(㎏)

(㎏)

(㎏) 총중량(㎏)

콘크리트
벽돌

150

660

300

540

1,650

크리트벽돌과 인터로킹블록을 제작하고 있는 K사
의 배합을 기준으로 제품의 제조와 활용을 검토하

(가) 치수 및 허용오차

였다.

연슬래그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에도 일반 벽돌
과 동일한 수준의 치수 안정성을 나타냈다.

( 1) 콘크리트 벽돌(KS F 4 0 0 4)
본 실험에서 표의 배합으로써 콘크리트 벽돌을
제조하였다.

(나) 흡 수 율
일반콘크리트벽돌평균 흡수율 : 8.5%, 연슬래그
벽돌평균 흡수율 : 7.3%

<콘크리트 벽돌의 흡수율 측정결과>
일반콘크리트벽돌평균 : 8 .49%

(다) 압축강도
실험결과 연슬래그를 혼입한 벽돌의 압축강도는
9.5～10.2N/㎟의 값을 보여 일반벽돌의 압축강도
9.2～9.6N/㎟과 비슷한 강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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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슬래그 벽돌평균 : 7 .29%

(2) 보차도용 인터로킹블록(KS F 4419)
(가) 치수 및 허용오차
연슬래그를 활용한 인터로킹블록의 경우도 가로
는 - 2～+1㎜, 세로는 -0.4～+0.1㎜, 두께는 - 1
㎜의 허용차를 보이고 있어 KS F 4419의 품질기

연구보고
을 만족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벽돌의 압축강도 측정결과>
일반벽돌 :9. 15N/ ㎟

연슬래그 벽돌 : 9 .75%

(나) 흡 수 율

도 계속적으로 결정질 재료로 남아있어 슬래그 자

인터로킹블록의 흡수율 실험결과, 무혼입 인터

체가 흡수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

록킹블록은 6.1～8.0%의 흡수율을 가지는 것으로

로킹블록은 보도용 바닥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흡

나타났으며, 연슬래그를 함유한 인터로킹블록의 경

수율이 낮을수록 내구성이 증가되어 장기적인 사

우에는 연슬래그 함유율에 따라 3.5～6.1%의 까

용상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보도용 바닥재

지의 흡수율을 나타내고 있어 KS F 4419(보차도

의 특성상 벽돌과같이 건축물의 하중에영향을 미

용 인터로킹블록)에서 규정하고 있는 흡수율 기준

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로킹블록의 재료

10%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로 매우 적합한 골재로 나타났다.

흡수율이 낮은 연슬래그가 양생이 완료된 이후에

<인터로킹블록의 흡수율 측정결과>

무혼입인터로킹블록 : 5. 14%

연슬래그를 혼입한 인터로킹블록 :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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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휨강도
KS F 4419에서 규정하고 있는 휨강도(보도용 4.9N/㎟, 차도용 5.9N/㎟)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로킹블록의 휨강도 측정결과>
일반인터로킹블록:7. 15 N/ ㎟

연슬래그를 혼입한인터로킹블록:6 .9 N/ ㎟

(3) 콘크리트경계블록 (KS F 4 0 0 6)

(4) 흡수율

(가) 치수 및 허용오차

콘크리트경계블록의 흡수율 실험결과, 일반 콘

실험결과 일반 콘크리트경계블록의 경우 가로는

크리트경계블록은 4.1～4.7%의 흡수율을 가지는

- 1～+1㎜, 세로는 - 2～+1㎜, 두께는 - 1～+1㎜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제련 슬래그를 함유한 콘크

의 허용차를 보이고 있어 KS F 4006(콘크리트경

리트경계블록의 경우에는 연제련 슬래그 함유율에

계블록)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제련 슬래그를 활

따라 3.2～4.5% 까지의 흡수율을 나타내고 있어

용한 콘크리트경계블록의 경우도 가로는 - 2～+1

KS F 4006(콘크리트경계블록)에서 규정하고 있는

㎜, 세로는 -0.4～+0.1㎜, 두께는 - 1㎜의 허용차

흡수율 기준 5%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를 보이고 있다.

체적인흡수율은연제련슬래그골재의함유량에따
라 일정하게 흡수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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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경계블록의 휨파괴하중
<콘크리트경계블록의 흡수율>
일반콘크리트경계블록:4 .7% 연슬래그를혼입한콘크리트경계블록:4 .36 %

(3) 휨파괴하중 (휨강도)

혼입한 20%의 배합은콘크리트경계블록의 휨강도,

실험결과 일반 콘크리트경계블록에 실시한 배합

최소 4.9kN으로 KS F 4006에 규정하고 있는 휨

의 경우 휨파괴하중은 4.9～5.8kN까지 나타났으

강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며, 연제련 슬래그의 함유율이 높아질수록 강도는

30% 이상의 배합은 성형성이 나빠 강도 측정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제련 슬래그를

실시하지 않았다.

일반콘크리트경계블록:5 .35 kN/ ㎟ 연슬래그를혼입한콘크리트경계블록:5 .05k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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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모르타르는 장기재령

4 . 결론
연슬래그를 대상으로 건설용 골재로서 요구되
는 물리적 특성시험 결과, 일반적인 모래와 비
교하여 비슷한 입도 정도와 높은 비중을 지니
며, 모래와 비교하여 약간 적은 0.2～0.5% 범
위의 흡수율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단위용적중량은 연슬래그 골재의 종류에 따
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83㎏/㎥의 범위를
보이며 천연모래에 비하여 20～30% 높은 수
준을 보였다.
또한, 점토 덩어리 등의 유해물과 유기물질이
거의 없으며, 안정성 있는골재로서 천연모래와
비교하여 중량 이외에 제반 특성의 큰 차이가
없어 한국산업규격인콘크리트용 골재(KS F
2526)에서 규정한 제반 품질을 만족하고 있어
일반적인 잔골재인 모래를 대체하여 사용이 가
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의 압축강도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연슬래그 혼입율에 따라인장강도 및 휨
강도 등이 큰 변화는 없었다. 아울러 강도 및 유
동성을 고려할 때, 모르타르 제조시 천연모래를
약 25～50% 대체 사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연슬래그의 콘크리트 제조용 골재로서 사용성
에 대한 실험결과, 천연모래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비중에 의한 재료분리가 심할 것으로 예
상되었으나, 그다지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나
지 않았으며 천연모래를 대체한 연슬래그 혼
입율 50%까지는 전체적으로 압축강도가 약간
증진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연슬래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
여 중성화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시멘트비를 감소시켜 내구성 확보가 가
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슬래그를 사

연슬래그를 대상으로 환경유해성 검토를 목적

용한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은 1.83t/㎥의

으로 폐기물공정시험법은 물론, TCLP법에 의

범위를 보여 해양구조물, 중량콘크리트 또는

한 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규정한 규제대상별

방화콘크리트 등의 제조에 더욱 유용할 것으

허용한도 이내로 나타나 환경유해성은 없는 것

로 판단된다.

으로 나타났다.
연슬래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2차 제품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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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슬래그의 모르타르 제조용 골재로서 사용성

용성 실험을 실시한 결과, 연슬래그를 사용한

에 대한 실험결과, 압축강도를 비롯한 제반 강

콘크리트벽돌 및 인터로킹블럭의 경우 기존의

도특성은 뚜렷한 특이성의 변화를 보이지 않아

제품에 비하여 낮은 흡수율 및 강도 개선 등

일반적인 모래를 대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성을 보임으로서 연슬래그 골재를 사용할

연구보고
경우 품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각 제품별로 한국산업

점토벽돌과같은고온소성벽돌의재료로활용할

규격에서 규정한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수있는 가능성도있으며, 색상이흑색이라는 점

나고 있으며, 연슬래그 골재의 콘크리트 벽돌

을 활용하여 소성벽돌 등의 표면에 연슬래그를

및 인터로킹블럭 생산에 활용이 가능하였다.

뿌려다양한색상효과나 질감을 유도할 수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현재 국내에서

연슬래그 자체의비중이 큰 점을활용하여 테트

생산되는 연슬래그는 일반적인 모래를 대체하여

라포트와 같은 중량물 제작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골재로서 인정되고 그 용도는 모

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르타르, 콘크리트 및 다양한 종류의 콘크리트 2차
제품(인터로킹블록, 콘크리트벽돌 등)에 활용이

아울러 토목용으로는 도로의 보조기층 및 연약

가능하다.

지반 개량제, 아스팔트 콘크리트, 매립용 및 채
움재 등 다양한 용도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5 . 연슬래그 골재 재활용 가능분야 및

판단된다. 따라서 각 용도별 합리적인 연슬래그

향후 기술개발 방안(Mas t er Pl an )

골재의 활용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제시

요구된다.

슬래그의 강도면에서 고로슬래그 보다는 높기

♣

때문에 미분말화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
지만, 고로슬래그와 같이 연슬래그도 고부가가
치를 창출을 위한미분말화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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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코너

법령코너
국제공인시험기관및검사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개정내용

시험인정과 섬유사무관 이완규
02) 509- 7414～6 wklee @ats.go.kr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발행 및 배포하고 항상 최신의상태로 유지·관

규정에 의거“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운

리하여야 한다.”
에서“인정기구의 장은 품질문

영요령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1- 205호”를 본원

서를 작성, 검토, 승인, 발행 및 배포하고 항상

고시 제2002- 246호(2002.5.4)로 다음과 같이 개정

최신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품

고시합니다.

질책임자(부책임자포함)를 지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로 한다.

1) 고시제목을“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운
영요령”
에서“국제공인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운영요령”
으로 개정했습니다.

5) 제15조(평가 및 인정기준) 제1항 6호의 내용중
“KOLAS인정마크 사용 및 공인기관”
을
“인정마크 사용과 국제공인 기관”
으로 하고

2)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의 내용중“KOLAS

제8호의 내용을“KSA 0004:1997(분석·시험

로고”를“국제시험소 인정기구에서 정한 상호

의 통칙)”
에서“KSA 5725:2001(측정방법 및

인정마크(이하 ILAC MRA마크라 한다)와

측정결과의 정확도)”
로 하며, 제2항 제2호를

KOLAS로고”로 한다.

“KSA 17020:2000 (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일
반기준, ISO/IEC 17020:1999)해설서”
로 신설

3) 재7조(위원회 위원 위촉) 제5항의 “4.기타 인

한다.

정기구의 장이 필요한 경우”
를 신설한다.
6) 제18조(인정신청 및 평가) 제1항 제5호를“인
4) 제10조(품질문서의 제정 및 운영) 제3항을

력현황”
에서“인정대상 업무관련 인력현황 및

“인정기구의장은품질문서를작성, 검토, 승인,

인력별 관장업무”
로 하고 제9호를“숙련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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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참가 실적”에서“숙련도 시험 참가 실적 또

정 인원부족 등 인정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

는 KSA 17025 5.9항에서 규정한 시험결과의

될 시에는 직권으로 인정불가의 조치를 취할

품질보증실적”으로 한다.

수 있다.

7) 제18조(인정신청 및 평가)에서“인정기구의 장

8) 제29조(인정취소 등) 제1항 제1호의 내용중

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심사결과 또는 제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공인기관표시를

6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평가 결과 시정기간이 6

위한 지침”
을“인정마크를 위사용과 국제공인

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 또는 신청기관의 품질시

기관표시를 위한 지침”
으로 한다.

스템 미구축, 설비 미확보, 직원의 능력 및 적

※ 담당 : 시험인정과 섬유사무관 이완규 02) 509- 7414～6 wklee @at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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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규격정보

이달의 규격정보

2 ) 예고 및 협의 절차
산업표준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개정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전까지 산업표준의

□ 한국산업규격의 제 ·개정, 확인 및 폐지에 관한
법규해설 기초

명칭, 규격번호(개정, 폐지의 경우), 주요골자 및 사
유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법 제4조, 영 제16조
의2)

1) 한국산업규격의 제정 발의
기술표준원장이 표준화 수요조사에 의거 업무계획을
수립하고산업표준심의회를거쳐제정

-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예정일30일전까지고시
- 확인건은예고절차생략
산업표준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산업표준의

산업표준의 제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업표준개정(개정)신청서를 기술
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제정(법제5조)

적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함(법제4조, 영제17조)
-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가 산업표준
심의회에참여한경우협의가불필요함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구분(영 제 17 조 관련)>
소방기계기구·육상신호기기 및 경찰전용품 또는 이에 관한 시설

내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군수품으로서 국군전용 물품

국방부장관

교육용품, 기타 교육시설에 관한 것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우리말과 글의 표준에 관한 것
어선, 어항의 선거시설, 광공업품으로서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전용물품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유선·무선·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부장관

병원·아동복지·보건위생에 관계되는 용품 및 그 시설

보건복지부장관

구축물 기타 공작물의 통칙적 사항과 항간·선거시설(어항의 선거시설을 제외한다)
및 건설자재·철도·궤도·삭도·무게도전차·자동차(자동차용구를 포함한다) 기타
차량 및 그 시설, 선박·선박용기관·선박용품 및 선박구난용구, 항공기 등의 장비·
성능에 관한 표준 및 그 시설, 팔레트·컨테이너·지게차·컨베이어·무인반송차·창

건설교통부장관

고랙·물류용어 및 바코드 등 화물의 운송(운전)·하역·보관·운송포장 및 물류정보
와 관련된 규격기기 및 그 시설
기상관측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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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장관

산업표준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필요하다

- 정보산업 등 기술발전의 속도가 빠른 분야의 산업

고 인정할 때 기술표준원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기술

해관계자의의견을들을수있음(법제8조)

- 국제표준과의연계가필요한산업기술
잠정표준을 제정한 경우 그 적용기간내에 잠정표준

3)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법 제6조)

을규격으로전환하거나폐지하여야함

제·개정 및 폐지 예고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가
끝난후산업표준심의회에심의를의뢰

□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과 기능

확인대상 규격은 예고절차 없이 관계 행정기관과의

1) 산업표준심의회(법 제3조, 영 제2조, 제3조)

협의후심의를의뢰

구성
- 산업표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 고 시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300인 이내의 위원으로

산업표준을 제·개정·폐지 및 확인한 때 지체없이

구성

관보에고시(법제9조, 영제21조)

· 생산업체에서 10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

- 고시하고자 할 때 산업표준의 명칭, 제·개정·확
인및폐지의구분, 연월일을게재
관보에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규격이라 함(법
제10조)

한경력이있는자
· 4년제 대학에서 4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연
구경력이있는자
· 공익된 연구소에서 책임 연구원급 이상의 연
구직에있는자

5 ) 산업표준의 확인 ·개정 또는 폐지(법 제7조)
제정한 산업표준에 대하여 제정한 날부터 5년마다
적부를확인하고개정또는폐지
국제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산업기술의 향상 등
으로 산업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5년이내라도개정또는폐지할수있음

·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직에
있는자
·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
준원장이인정한자
- 위원의 임기는 3년(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여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잠정표준의 제정(법 제10조의 2, 규칙 제3조)
국내외 기술발전 및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
기 위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적용기간을 정하여 잠
정적으로시행할산업표준을제정할수있음
잠정표준대상
- 신소재에관한산업기술

기능
- 산업표준의 제·개정·확인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 기술표준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에 관
한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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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표준회의(영 제5조)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이 기술표준원장의 승인

4) 전문위원회(영 제1 1조)
구성
- 산업표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각

을얻어지정하는30인이내의위원

부회장의추천을받아위촉

기능

· 생산업체에서 5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 심의회운영에관한사항
- 부회의 설치·폐지 또는 부회 상호간의 기능 조정
에관한사항
- 부회의 의결과 전문위원회의 의결이 상이한 경우
가부의결정
- 기술표준원장또는위원장이심의요청한사항

경력이있는자
· 4년제 대학에서 3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
경력이있는자
· 공인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
에있는자
·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
원장이인정하는자

3) 부 회(영 제6조, 제8조)
구성
- 각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표준회의의 심
의를거쳐 심의회위원을각 부회별로배정(39개부
회286명)

- 각 전문 분야별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594개
전문위원회6,808명)
기능
- 부회로부터 회부된 산업표준안 및 산업표준화에 관
한사항의조사심의

- 부회의장은부회위원의호선에의하여선출
합동부회
- 표준회의의 권고나 필요시 다른 부회와 협의하여
구성
- 합동부회 의장은 관계부회의 부회장 중에서 호선에

□ 이달(5월)의 KS제 ·
개정 ·
폐지 ·
확인 및 예
고 실적
5월중에 각 부·과에서 수행한 한국산업규격(KS)의
제·개정·폐지 및 확인 실적을 요약 정리·게재하

의하여결정

오니 관련자가 관심있으신 분은 검토하시고 이견이

기능(조사심의)

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분야별 담당과나 기술표

- 산업표준의제·개정·확인또는폐지에관한사항

준총괄과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광공업품의 품목지정 또는 가공기술의 종목지정에

아울러산업표준화제도 및 KS에대하여좋은 의견이

관한사항

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술표준총괄과나 기술표

- 표시명령에관한사항

준원 사이버 민원실 등으로 제시하여 주시면 즉시

- 규격통일·단순화명령에관한사항

조치하여드리겠습니다.

- 기타위원장이심의에부의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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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기술표준부 : 기술표준총괄과

Te l 509- 7396～8

국제표준과

Te l 509- 7400

신뢰성과

Te l 509- 7303

건설서비스과
기술표준정보과

Te l 509- 740 1～2

생물화학기술표준부 : 정밀화학과

Te l 509- 7387
Te l 509- 7220～8

고분자섬유과

Te l 509- 724 1～4

생물환경과
광전재료과

Te l 509- 7245～52

자본재기술표준부 : 자본재과

Te l 509- 7230～3
Te l 509- 7270～8

수송물류과

Te l 509- 7285～9

자동화부품과

Te l 509- 7350～3

소재과

Te l 509- 73 17～9

전자기술표준부 : 정보표준과

Te l 509- 7333～5

전자거래표준과

Te l 509- 7403～5

정밀전자과

Te l 509- 7306～7

전기응용과

Te l 509- 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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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기술표준분야]
- 기초기술표준분야(KS)제·개정, 폐지 및 확인현황

◈ 신뢰성과

법으로 시편준비, 시험장치 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

ICS : 91.100.30

KS F 2712 2002.5.21 콘크리트 내부철근의 반전지전위 시험방법

확인

콘크리트중에 매설된 철근의 부식 활성도 평가하는 방법으로 반전
지전위 측정방법, 유의사항, 시험장치 등 규정

규격번호 고시일
KS D 0237 2002.5.28

ICS : 91.100.30

규격명
스테인레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

KS F 2713 2002.5.21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

방법
경화된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 페이스트의 염화물 추출방법

류방법
KS D 0238 2002.5.2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전위 측정방법

KSD 0242 2002.5.28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압점 이

을 규정한 것으로 시험기구, 시약 및 시험방법 등 규정
ICS : 91.100.30

음의 검사방법
KS F 2714 2002.5.21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 가용성 염화물 시
방법

◈ 건설서비스과

경화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중 산에 용해되는 염화물량의 시험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시험기구, 시약, 시료채취방법 등 규정

제정

ICS : 91.100.30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KS F 4929 2002.5.21 세라믹 메탈계 방수·방식 도료
구조물의 방수·방식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및 강재의 내외면에 도
포하는 세라믹 메탈계 방수·방식 도료에 대한 종류구분, 품질기준, 시
험방법, 검사,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ICS : 87.040

KS F 2715 2002.5.21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경화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중에 물에 용해되는 염화물량의 시
험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시험기구, 시약, 시료채취방법 등 규정
ICS : 91.100.30

KS F 4930 2002.5.21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콘크리트 표면의 보호를 목적으로 표층부에 흡수방지층을 형성하여

개정

물 및 염화물 이온 등의 침투를 억제시키는 액상형 흡수 방지재에 대
한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ICS : 91.120.30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KS F 2418 2002.5.21 콘크리트 중의 펄스속도 시험방법
발진자 및 발진회로의 성능 및 수진자 및 수진회로의 성능 규정등

KSF 9003 2002.5.21 도막방수재 도포방법 시공표준

을 추가

ICS : 91.100.30

KS F 3211, KS F 4920, KS F 4922 등과 같은 도막 방수재의 현장에
서의 도포방법 시공표준에 대한 것으로 용어 정의, 방수재 도포 관리방

KS F 2436 2002.5.21 관입저항침에 의한 콘크리트 응결시간 시험

법, 검사, 보수 및 재시공, 주의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피도포면 청소

방법

및 보수·보강방법에 대하여 부속서로 규정
ICS : 91.200
KS F 2711 2002.5.21 전기전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시험방법
콘크리트의 염화물이온 침투에 대한 저항성을 신속히 측정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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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의 해석방법을 추가

국제단위계로 전환

ICS : 91.100.30
KS F 4023 2002.5.21 철근 콘크리트 근가
국제단위계로 전환

관련규격과 정합화로 치수변경

휨강도 시험방법 단일화

ICS : 91.100.30

지 압축성형
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수지압축 성형 제작방법

확인
규격번호 고시일

KS M ISO 1268-6 섬유강화 플라스틱 - 시험판 제작법 - 제6부 :

규격명

KS F 4531 2002.5.17

배수전

KS F 4806 2002.5.17

욕조

발 성형
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인발성형 제작방법
KS M ISO 1268-8 섬유강화 플라스틱 - 시험판 제작법 - 제8부
SMC 및 BMC의 압축 성형
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압축 성형 제작방법

[생물화학기술표준분야]
KS M ISO 1268-9 섬유강화 플라스틱 - 시험판 제작법 - 제9부

◈ 고분자섬유과

GMT/ STC의 성형
섬유강화 플라스틱의 GMT/STC 성형 제작방법

제정
KS M ISO 4589- 1 플라스틱 - 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 -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KS K 3100 2001. 5. 13 한외여과용 중공사막의 외압식/ 내압식 투과

1부 : 안내서
플라스틱의 산소지수에 의한 연소측정방법

럭스성능 시험방법
한외여과용 중공사막의 투수방식인 외압식 및 내압식 두 종류에 대
해서 온도와 압력에 따른 투과플럭스성능 측정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
정한다.

KS M ISO 4589- 3 플라스틱 - 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
제3부 : 고온시험법
플라스틱의 산소지수에 의한 연소측정방법

ICS번호 : 23.100.60

KS K 3101 2001. 5. 13 중수도적용 한외여과용 중공사막 모듈의 투

KS M ISO 3597- 1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 로빙강화 수지로 만든

과플럭스성능 시험방법

봉의 기계적 물성의 측정 - 제1부 : 일반 사항 및 봉의 제작

중수도에 적용하는 한외여과용 중공사막 모듈의 투과플럭스 성능
측정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의 기계적물성 측정방법

ICS번호 : 23.100.60
KS M ISO 3597-2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 로빙강화 수지로 만든

KS K 3102 2001. 5. 13 한외여과용 중공사막의 분획분자량 측정
방법

봉의 기계적 물성의 측정 - 제2부 : 굴곡강도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의 굴곡강도 측정방법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를 사용해서 한외여과용 중공사막의 분획
분자량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ICS번호 : 23.100.60

KS M ISO 3597-3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 로빙강화 수지로 만든
봉의 기계적 물성의 측정 - 제3부 : 압축강도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압축강도 측정방법

KS M ISO 1172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 프리프레그, 성형 컴파운
드, 적층판 - 유리섬유 및 무기 충전제의 함량 - 연소법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및 유리섬유의 무기 충전제의 연소 함량 측
정방법

KS M ISO 3597-4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 로빙강화 수지로 만든
봉의 기계적 물성의 측정 - 제4부 : 겉보기 층간 전단 강도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압축강도 측정방법

KS M ISO 1268- 1 섬유강화 플라스틱 - 시험판 제작법 - 제1부 :

KS M ISO 7822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 공동율의 측정 - 연소 감

반 조건

량, 기계적 분쇄 및 통계적 계수법

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시험판 제작방법
KS M ISO 1268- 3 섬유강화 플라스틱 - 시험판 제작법 - 제3부 :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의 공동율 측정방법
KS M ISO 9782 플라스틱 - 강화 성형 컴파운드 및 프리프레그 - 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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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휘발 함량의 측정
플라스틱의 휘발 함량 측정방법

KS M ISO 2471 2002.5.13 종이 및 판지 - 불투명도 측정(종이덧
됨)- 산란반사법
ISO 2471과 일치

KS M ISO 10352 섬유강화 플라스틱 - 성형 컴파운드 및 프리프레그

측정방법을 정의

종이 및 판지의 물리적인 성질중 불투명도의

ICS번호 : 85.060

- 단위 면적당 질량의 측정
섬유강화 플라스틱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방법

KS M ISO 3038 2002.5.13 골판지 - 침지에 의한 골판지 접착면의
수성 측정

KS M ISO 11667 섬유강화 플라스틱 - 성형 컴파운드 및 프리프레그

ISO 3038과 일치

- 수지, 강화섬유 및 무기 충전제의 함량 - 용해법

ICS번호 : 85.060

골판지의 접착면의 내수성 측정을 정의

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용해방법
KS M ISO 3039 2002.5.13 골판지 - 골판지원지의 평량 측정
KS M ISO 12114 섬유강화 플라스틱 - 열경화성 성형 컴파운드 및

ISO 3039과 일치

프리프레그 - 경화특성의 측정

ICS번호 : 85.060

골판지의 평량 측정방법을 정의

섬유강화 플라스틱의 경화특성 측정 방법
KS M ISO 2417 2002.5.13 피혁 - 흡수량 측정
KS M ISO 12115 섬유강화 플라스틱 - 열경화성 성형 컴파운드 및

ISO 2417과 일치

프리프레그 - 유동성, 숙성 및 가사시간의 측정

ICS번호 :59.140

피혁의 흡수량 측정방법을 정의

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유동성, 숙성 및 가사시간 측정방법
KS M ISO 2418 2002.5.13 피혁- 시험용 시료-위치와 확인
KS M ISO 13003 섬유강화 플라스틱 - 주기 하중 조건에서의 피로

ISO 2418과 일치

물성의 측정

ICS번호 : 59.140

피혁의 시험용 시료의 시료 채취방법을 정의

섬유강화 플라스틱의 피로물성 측정방법
KS M ISO 2419 2002.5.13 피혁- 물리시험을 위한 시편의 전처리
KS M ISO 14125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 - 굴곡성의 측정
섬유강화 플라스틱의 굴곡성 측정 방법
KS M ISO 14126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 - 면내 방향에서 압축
성의 측정
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압축성 측정방법

ISO 2419과 일치
정의

피혁의 물리시험을 위한 시편의 전처리방법을

ICS번호 :59.140

KS M ISO 2420 2002.5.13 피혁- 겉보기 밀도 측정
ISO 2420과 일치

피혁의 겉보기 밀도 측정방법을 정의

ICS번호 : 85.060

KS M ISO 14130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 - 단봉법에 의한 겉보

KS M ISO 2588 2002.5.13 피혁- 새료채취- 하나의 온장에서 시편

기 층간 전단 강도의 측정

갯수

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층간 전단강도 측정방법

ISO 2588과 일치
을 정의

피혁에서 하나의 온장에서의 시편의 채취방법

ICS번호 : 59.140

KS M ISO 15310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 - 판 비틀림법에 의한
면내 전단 탄성률의 측정
섬유강화 플라스틱의 면내 전단 탄성률 측정방법

KS M ISO 2589 2002.5.13 피혁- 물리시험- 두께 측정
ISO 2589과 일치

피혁의 두께 측정방법을 정의

ICS번호 : 59.140

◈ 생물환경과
KS M ISO 6999(MOD ISO 3377) 2002.5.13 피혁- 인열하중 측정

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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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3377과 동등
ICS번호 : 59.140

피혁의 인열하중 측정방법을 정의

KS M 6900(MOD ISO 3376) 2002.5.13 피혁- 인장강도 및 신장률
측정

평활도 시험방법
KS M 7030 2002.5.13

ISO 3376과 동등

피혁의 인자강도 및 신장률의 측정방법을 정의

KS M 7051 2002.5.13

KS M ISO 3378 2002.5.13 피혁-은면 균열저항과 균열지수 측정
정의

피혁의 은면균열저항과 균열지수의 측정방법을

ICS번호 : 59.140

KS M 7053 2002.5.13

종이 및 판지의 pH 시험방법

KS M 7054 2002.5.13

종이 및 판지의 흡수도 시험방법(콥법)

KS M 7055 2002.5.13

펄프 원재 및 목재의 밀도 시험방법

KS M 7056 2002.5.13

판지의 타공강도 시험방법

KS M 7065 2002.5.13
KS M ISO 3380 2002.5.13 피혁-수축온도 측정
ISO 3380과 일치

피혁의 수축온도 측정방법을 정의

KS M 7082 2002.5.13

제정

KS M ISO 4045 2002.5.13 피혁-pH측정
피혁의 pH측정방법을 정의

ICS번호 : 59.140

측정
피혁의 황화 총회분과 황화 수불용성 회분 측

ICS번호 : 59.140

KS M ISO 4048 2002.5.13 피혁-디클로로메탄 용해물 측정
ISO 4048과 일치

피혁의 디클로로메탄 용해물 측정방법을 정의

ICS번호 : 59.140

KS D ASTM D 6492 2002.5.1 아연, 아연·알루미늄 합금이 도금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미국재료시험학회(ASTM)규격 부합화
아연 혹은 알루미늄 합금 도금된 강 표면의 Cr(Ⅵ)을 검사하는데
사용

ICS번호:77.120.60

KS D 1900 2002.5.1 구리지금의 수은 분석방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JIS규격 부합화
이상 0.0001%이하의 시료에 적용

수은함유율 0.00001%

ICS번호: 77.120.30

KS D ISO 11437- 1 2002.5.1 니켈합금의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 일

KS M ISO 5399 2002.5.13 피혁-수용성 마그네슘염 측정
ISO 5399과 일치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강의 표면에서 크로뮴(Ⅵ)의 검출방법

KS M ISO 4047 2002.5.13 피혁- 황화 총회분과 황화 수불용성 회
ISO 4047과 일치

◈ 광전재료과

피혁의 인자강도 및 신장률의 측정방법을 정의

ICS번호 : 59.140

ISO 4045과 일치

종이 및 판지의 뮤렌 고압형시험기에
의한 파열강도 시험방법

KS M ISO 4044 2002.5.13 피혁-화학시험시료의 준비
ISO 4044과 일치

종이 및 판지의 MIT 시험기에 의한 내
절강도 시험방법

ICS번호 : 59.140

정방법을 정의

판지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링크러
시법)

ICS번호 : 59.140

ISO 3380과 일치

펄프 시험용 수초지 제조압업

피혁의 수용성 마그네슘염 측정방법을 정의

장비 및 시료 용해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DT

니켈합금중의 전열원자흡수분광

법 분석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관하여 규정

ICS번호 : 59.140

ICS번호: 77.120.40

KS D ISO 11437- 2 2002.5.1 니켈 합금의 납 분석방법- 전열원자흡
분광법

확인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DT

니켈합금중에 0.5g/ton～

10.0g/ton인 납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에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관하여 규정

ICS번호: 77.120.40

KS M 6890 2002.5.13

피혁의 염색마찰견뢰도 시험방법

KS M 6887 2002.5.13

피혁의 온면균열 시험방법

KS D ASTM E 536 2002.5.1 아연 및 아연합금의 알루미늄, 카드뮴

KS A 1039 2002.5.13

지료내 충전물 및 미세섬유의 보류도

구리 철, 납 분석방법

KS M 7028 2002.5.13

측정방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미국재료시험학회(ASTM)규격 부합화

종이 및 판지의 베그 시험기에 의한

분석법A:알루미늄 함량이 0.5～4.5%인 아연 및 아연 합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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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규격정보

적용 - 분석법B:아연 및 아연합금중에 0.0002～0.5%의 알루미늄과

구리, 철, 란타늄, 납, 마그네슘, 실리콘, 주석, 티타늄, 지르코늄 분석에

0.001～0.5%의 카드뮴, 0.001～1.3%의구리,0.003～0.1%의 철,0.002～

적용

ICS번호: 77.120.60

1.6%의 납,0.001～0.1%의 마그네슘을 포함한 시료에 적용
KS E 3075 2002.5.1 석회석과 백운석의 형광엑스선 분석방법

ICS번호: 77.120.60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국제규격 없음

이 규격은 석회석·백

KS D ISO 3112 2002.5.1 구리 및 구리합금의 납 분석 방법-추출

운석중의 이산화규소, 산화알루미늄,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 및 산화

정법

제이철을 유리디스크에 의한 형광엑스선 분석방법에 대하여 적용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DT
구리합금에 적용

납이 0.02～20% 함유한 구리 및

ICS번호: 71.040.40

ICS번호: 77.120.30
KS E 3076 2002.5.1 규석·규사의 형광엑스선 분석방법

KS D ISO 4192 2002.5.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납 분석 방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국제규격 없음

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이 규격은 규석·규사중의 이산화규소, 산화알루미늄, 산화칼슘, 산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DT
및 알루미늄 합금에 대하여 적용

납이 0.01～1.5% 함유한 알루미늄

화나트륨, 산화티타늄 및 산화제이철을 유리디스크에 의한 형광엑스선

ICS번호: 77.120.60

분석방법에 대하여 규정

ICS번호: 71.040.40

KS D ISO 4749 2002.5.1 구리 합금의 납 분석 방법- 불꽃 원자 흡

KS D ISO 3613 2002.5.1 아연, 카드뮴, 알루미늄- 아연 합금 및 아연

분광법

알루미늄 합금의 크로메이트 피막 시험 방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DT
금에 적용

납이 0.002～5.0% 함유한 구리합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DT

아연, 카드뮴, 알루미늄-아연, 아

연-알루미늄 합금의 6가 크롬, 전체크롬 함량평가 및 피막의 품질

ICS번호: 77.120.30

ICS번호: 25.220.20
KS D ISO 5960 2002.5.1 구리합금의 카드뮴 분석방법-불꽃 원자
수 분광법

KS D ISO 3892 2002.5.1 금속 소지상의 화성처리 피막 시험 방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DT
리합금에 적용

카드뮴이 0.0005～2.0% 함유한 구

피막 무게 측정법- 중량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DT

ICS번호: 77.120.30

금속 소지 위의 화성처리 피막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을 위한 중량법

ICS번호: 25.220.20

KS D ISO 6351 2002.5.1 니켈지금의 은, 비스무트, 카드뮴, 코발트
구리, 철, 망간, 납, 아연 분석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DT

KS D ISO 4522- 2 2002.5.1 전기 은 및 은 합금도금의 밀착성 시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DT

시료를 질산으로 용해한 후 주성분을 보정한 표준용액 검정곡선에
서 0.0002 ～ 0.20% 함유한 불순물 원소 분석방법

공업용, 장식용 및 보호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 은 및 은 합금도금의 밀착성 시험방법
ICS번호: 25.220.40

ICS번호: 77.120.40
KS D ISO 4524- 5 2002.5.1 전기 금 및 금 합금도금의 밀착성 시
KS D ISO 7523 2002.5.1 니켈지금의 은, 비소, 비스무트, 카드뮴, 납
안티모니, 셀레늄, 주석, 텔루륨, 탈륨의 분석방법- 전열 원자 흡수 분
광법

공업용, 장식용 및 보호목적으로

ICS번호: 25.220.40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DT

시료를 질산으로 용해한 후 주성

분을 보정한 표준용액 검정곡선으로부터 0.1～20 mg/kg 함유한 불순
물 원소 분석방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DT

사용되는 전기 금 및 금 합금도금의 밀착성 시험방법

ICS번호: 77.120.40

KS D 8530 2002.5.1 주석- 코발트 합금 전기도금 시험방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국내 고유규격

주석 75～80%(m/m)와

코발트 20～25%(m/m)로 이루어진 전기 주석-코발트 합금도금의 품질
KS D ASTM E 1277 2002.5.1 아연합금의 유도결합플라스마 방출

평가 방법

ICS번호: 25.220.40

광 분석방법- 5% 알루미늄 혼합 금속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미국재료시험학회(ASTM)규격 부합화
5%알루미늄을 함유한 아연합금의 알루미늄, 카드뮴, 안티몬, 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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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ISO 1456.2 2002.5.1 전기 니켈-크롬 및 구리- 니켈- 크롬 도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DT

철강, 아연합금, 구리, 구리합금,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소지상에 니켈-크롬, 구리-니켈-크롬 전기
도금의 도금조건

KS L 6001 2002.5.17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MOD

ICS번호 : 25.220.40

적용 범위를 연삭 숫돌용 및 기

타 일반용 연마재의 입도로 하여 연마 포지용 연마재의 입도를 제외하
KS D ISO 1458.2 2002.5.1 전기 니켈 및 구리-니켈도금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DT

고 이에 맞게 규격의 명칭도 변경. - 조립에 대해서는 표기를 “#”로

철, 강, 아연합금, 구리, 구리합금,

부터 “F”로 바꾸고 입도의 종류에 F4, F5, F6, F7, F22, F40을 추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니켈 전기도금의 도금조건, 외관 및 내식

하여 대응하는 ISO 규격에 부합화 - 일반 연마용 미분에 대해서 입도

성 규정

의 종류 및 입도 분포의 규정을 신설하여 대응 ISO 규격에 부합화 -

ICS번호 : 25.220.40

개정 전 규격에 있던 미분에 대한 규정은 정밀 연마용 미분으로 추가
KS D ISO 1460 2002.5.1 용융아연도금- 부착량 시험방법(무게
정법)

하여 입도의 종류, 입도 분포 및 표기는 종래와 같이 함
ICS번호: 25.100.70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DT
적당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

철강에 용융도금된 피막의 단위면

ICS번호 : 25.220.30

KS L 6512 2002.5.17 연마재 샘플링 방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MOD

규격의 명칭을 연마재의 시료

KS L ISO 18754 2002.5.1 파인세라믹스- 파인세라믹스의 밀도 및

채취 방법 에서 연마재의 샘플링 방법 으로 개정하였다. - 인크리먼

기공율 측정방법

트의 채취 기구에 대하여 대응 ISO 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샘플링 튜브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DT

파인세라믹스의 겉·부피 밀도,

겉 기공율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를 그대로 채용하여 ISO 규격과 부합화

ICS번호: 25.100.70

ICS번호 : 81.060.30

확인
KS M 1852 2002.5.1 인산염 및 규산염 방청제의 시험방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국제규격 없음

소규모 보일러에 사용

되는 인산염 및 규산염 방청제의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ICS번호 : 71.100.00

규격명

KS D 1886 2002. 5. 1 구리 및 구리합금의 코발트 분석방법
KS D 0039 2002. 5. 1 귀금속 땜납의 샘플링 방법
KS D 2595 2002. 5. 1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우라늄

개정

분석방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KS D 0005 2002.5.1 티타늄 및 티타늄합금의 샘플링 방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SO 규격 없음
탄 - --> 티타늄)

규격번호 고시일

제목 및 용어 변경(티

ICS번호: 77.120.50

항의 인용규격에 KS M0016 추가

SI단위로 변경, 일반 사

ICS번호: 77.120.20

KS D 2034 2002.5.1 마그네슘합금의 칼슘 분석방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SO 규격 없음
항의 인용규격에 KS M0016 추가

SI단위로 변경, 일반 사

ICS번호: 77.120.20

KS D 8507 2002.5.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공업용 경질 양극
산화 피막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MOD
질 양극 산화 피막의 시험방법

KS C 8516 2002. 5. 1 불화탄소 리튬 1차전지
KS M 8043 2002. 5. 6 붉은인(시약)
KS M 8051 2002. 5. 6 산화은(시약)
KS M 8052 2002. 5. 6 염화주석(Ⅳ)(5수화물)(시약)

KS D 2031 2002.5.1 마그네슘합금의 베릴륨 분석방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SO 규격 없음

KS C 8515 2002. 5. 1 원통형 밀폐형 니켈 카드뮴 축전지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의 경

ICS번호 : 25.220.40

KS M 8503 2002. 5. 6 질산수은(Ⅰ)(수화물)(시약)
KS M 8054 2002. 5. 6 질산비스므트(5수화물)(시약)
KS M 8117 2002. 5. 6 티오시안산나트륨(시약)
KS M 8144 2002. 5. 6 크롬산나트륨(시약)
KS M 8150 2002. 5. 6 브롬화수은(Ⅱ)(시약)
KS M 8253 2002. 5. 6 요오드산수소칼륨(시약)
KS M 8258 2002. 5. 6 과요오드산나트륨(시약)
KS M 8259 2002. 5. 6 과염소산칼륨(시약) 지
KS M 8270 2002. 5. 6 이황산칼륨(시약)
KS M 8277 2002. 5. 6 탄산암모늄(시약)
KS M 8278 2002. 5. 6 수은(시약)
KS M 8280 2002. 5. 6 이산화규소(침강성)(시약)
KS M 8292 2002. 5. 6 헥사클로로백금(Ⅳ)산(6수화물)(시약)
KS M 8293 2002. 5. 6 헥사니트로코발트(Ⅲ)산나트륨(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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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8296 2002. 5. 6 염화팔라쥼(Ⅱ)(시약)
KS M 8299 2002. 5. 6 아세트산바륨(시약)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KS B 8024 2002.5.20 야외용 가스히터

KS M 8299 2002. 5. 6 아세트산바륨(시약)

국제규격 없음(무관규격)

KS M 8421 2002. 5. 6 황산나트륨(10수화물)(시약)

ICS번호 : 27.060.10

야외용 가스히터에 대한 규격제정

KS M 8425 2002. 5. 6 황화암모늄 용액(시약)
KS M 8426 2002. 5. 6 규조토(시약)

KS B 8208 2002.5.20 소형 가스흡수식 냉동기

KS M 8433 2002. 5. 6 메타인산(시약)

국제규격 없음(무관규격)

KS M 8434 2002. 5. 6 아황산수소나트륨(시약)

ICS번호 : 27.060.10

가스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규격 제정

KS M 8436 2002. 5. 6 황화철(Ⅱ)(시약)
KS M 8438 2002. 5. 6 황산이암모늄코발트(Ⅱ)(6수화물)(시약)

KS B ISO 9809- 1 2002.5.27 이음매 없는 강제 고압가스용기

KS M 8439 2002. 5. 6 황산사암모늄세륨(Ⅳ)(2수화물)(시약)

제1부:인장강도 1,100㎫미만의 퀜칭 및 템퍼링된 강제 용기

KS M 8440 2002. 5. 6 황산니켈(Ⅱ)(6수화물)(시약)
KS M 8450 2002. 5. 6 고순도 시약 - 황산

ISO 9802-2 일치

인장강도 1,100㎫이상의 이음매 없는 강제 고압

가스용기 규격 제정

ICS번호 : 27.060.10

KS M 8451 2002. 5. 6 고순도 시약 - 수산화나트륨 용액
KS M 8455 2002. 5. 6 과염소산바륨(시약)

KS B ISO 9809- 3 2002.5.27 이음매 없는 강제 공압가스용기

KS M 8457 2002. 5. 6 브롬화칼륨(시약)시약)

제1부:노말라이징된 강제용기

KS M 8458 2002. 5. 6 유리솜(시약)

ISO 9809-3 일치

KS M 8460 2002. 5. 6 이황화탄소(시약)시약)

ICS번호 : 27.060.10

노말라이징된 강제 고압가스용기 규격 제정

KS B ISO 4190- 1 2002.5.31 승객용 엘리베이터 설비

[자본재기술표준분야]

ISO 4190-1

ISO 4190-1의 2.2에서 정의된 분류 Ⅰ,Ⅱ,Ⅲ 및 Ⅳ승

객용 엘리베이터의 설치에 필요한 치수에 대하여 규정

◈ 자본재과

ICS번호 : 91.140.90
KS B ISO 4190- 3 2002.5.31 덤웨이터 설비

제정

ISO 4190-3 일치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KS B ISO 5742 2002.5.15 플라이어 및 니퍼-명칭
ISO 5742와 IDT

Ⅵ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설치에 필요한 치수에 대하여 규정
ICS 번호 : 91.140.90

플라이어 및 니퍼의 명칭에 대하여 규정
KS B ISO 4190- 5 2002.5.31 엘리베이터용 조작 및 표시장치

25.140.00

ISO 4190-5 일치
KS B ISO 7294 2002.5.15 목공용 톱- 톱니 형상- 용어 및 명령
ISO 7294와 IDT
정

엘리베이터 카 및 승강장도어 측면에 표시된 조

작장치 및 표시장치에 대하여 규정

ICS 번호 : 91.140.90

목공용 톱니 형상의 용어 및 명칭에 대하여 규
KS B ISO 7465 2002.5.31 엘리베이터용 가이드 레일

79.120.20

ISO 7465 일치
KS B ISO 8979 2002.5.15 전기용 플라이어 및 니퍼- 명칭
ISO 8979와 IDT

SO 4190-3의 2.2 에서 정의된 분류 Ⅰ, Ⅱ, Ⅲ 및

전기용 플라이어 및 니퍼의 명칭에 대하여 규정

엘리베이터 카 및 카운트웨이터를 승강로내에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가이드레일에 대하여 규정
ICS 번호 : 91.140.90

25.140.00
KS B ISO 9585 2002.5.31 엘리베이터 건물 치수

◈ 수송물류과

ISO 9585 일치

엘리베이터가 정전시 작동되는 카 내의 비상조명

장치에 대하여 절연저항, 내전압 등에 대한 항목 및 시험방법 규정

제정

118

ICS 번호 : 91.140.90

KS B ISO 11071- 1 2002.5.31 세계 엘리베이터 안전규격 비교-전기

외부의 방사원 시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ISO 11452-2와 부합화 제

엘리베이터

정

ISO/TR 11071-1 일치

ICS번호 : 43.040.10; 33.100.20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세계 안전규격에 수

록된 주제중 선택된 주제들의 요건을 비교한 내용

KS R ISO 11452-3 2002.5.22 도로차량-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
에 의한 전기외란- 제3부:TEM셀

ICS 번호 : 91.140.90

ISO 11452-3과 일치

주요규격의 내용 : 차량의 전기 부품의 전자

KS B ISO 11071-2 2002.5.31 세계 엘리베이터 안전규격 비교-위압

기 면역성 시험에 대한 TEM 셀 시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ISO

엘리베이터

11452-3과 부합화 제정

ISO 11071-2 일치

ICS번호 : 43.040.10; 33.100.20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세계 안전규격에 수록된

주제중 선택된 주제들의 요건을 비교한 내용

ICS 번호 : 91.140.90

KS R ISO 11452-4 2002.5.22 도로차량-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
에 의한 전기외란- 제4부:총전류주입(BCI)

KS B ISO 4190-6 2002.5.31 엘리베이터 계획 및 선정
ISO 4190-6 일치

신축건물 설계시 건물내의 교통량을 계산하여

적정 엘리베이터 용량을 계산하기 위한 계산법 및 엘리베이터 기종 선
택 가이드에 대하여 규정

ISO 11452-4와 일치

주요규격의 내용 : 차량의 전기 부품의 전자

기 면역성에 대한 총 전류 주입(BCI) 시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ISO 11452-4와 부합화 제정

ICS번호 : 43.040.10; 33.100.20

ICS 번호 : 91.140.90
KS R ISO 11452-5 2002.5.22 도로차량-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

KS R ISO 11451- 1 2002.5.22 도로차량-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
에 의한 전기외란- 차량시험방법-제1부:총괄 및 정의
ISO 11451-1과 일치

주요규격의 내용 : 협대역으로 방사되는 전

자기 에너지에 의한 전기 외란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 시험방법에 대하
여 ISO 11451-1과 부합화 제정

에 의한 전기외란- 제5부:스트립라인
ISO 11452-5와 일치

주요규격의 내용 : 차량의 전자 부품의 전자

기적 면역에 대한 시험을 규정하고 ISO 11452-5와 부합화 제정
ICS번호 : 43.040.10; 33.100.20

ICS번호 : 43.040.10; 33.100.20
KS R ISO 11452-7 2002.5.22 도로차량-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

KS R ISO 11451- 2 2002.5.22 도로차량-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
에 의한 전기외란- 차량시험방법-제2부:차량외부방사원
ISO 11451-2와 일치

주요규격의 내용 :차량의 시험에 대한 차량

외부의 방사원 시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ISO 11451-2와 부합화 제
정

에 의한 전기외란- 제7부:직접라디오주파수(RF)전력주입
ISO 11452-7과 일치

주요규격의 내용 : 차량의 전기 부품의 전자

기 면역성에 대한 총 전류 주입(BCI) 시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ISO 11452-7과 부합화 제정

ICS번호 : 43.040.10; 33.100.20

ICS번호 : 43.040.10; 33.100.20
KS R ISO 11565 2002.5.22 도로차량-점화플러그-시험방법 및 요

KS R ISO 11451- 3 2002.5.22 도로차량-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
에 의한 전기외란- 차량시험방법-제3부:장착된 송신 기모사
ISO 11451-3과 일치

주요규격의 내용 :차량의 시험에 대한 장착

된 송신기 모사 시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ISO 11451-3과 부합화
제정

사항
ISO 11565와 일치

주요규격의 내용 : 불꽃점화기관용 점화 플러

그의 기계적, 전기적 성능에 대한 시험 방법 및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ISO 11565와 부합화 제정

ICS번호 : 43.060.50

ICS번호 : 43.040.10; 33.100.20
KS R ISO 13476 2002.5.22 도로차량- 점화코일- 전기적특성 및 시

KS R ISO 11451- 4 2002.5.22 도로차량-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
에 의한 전기외란- 총 전류주입(BCI)
ISO 11451-4와 일치

주요규격의 내용 : 차량의 시험에 대한 총 전

방법
ISO 13476과 일치

주요규격의 내용 : 유도에너지 저장을 위한

점화코일에 적용하며, 불꽃점화 내연기관의 고체 스위칭 점화장치에

류 주입(BCI) 시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ISO 11451-4와 부합화 제

사용되는 점화코일에 대한 시험 방법을 정의하고 ISO 13476과 부합화

정

제정

ICS번호 : 43.040.10; 33.100.20

ICS번호 : 43.060.50

KS R ISO 11452- 2 2002.5.22 도로차량-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

KS R ISO 4129 2002.5.31 모페드- 조작, 계기 및 경보장치류의

에 의한 전기외란- 제2부:흡수재장창실

별기호

ISO 11452-2와 일치

주요규격의 내용 : 차량의 시험에 대한 차량

ISO 4129와 일치

주요규격의 내용 : 이 규격은 모페드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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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계기 및 경보장치에 사용되는 기호 및 관습적인 표시를 규정하고
ISO 4129와 부합화 제정

KS R ISO 8705 2002.5.31
ISO 8705와 일치

ICS번호 : 43.060.50

모페드-무게 중심 측정 방법

주요규격의 내용 : 이 규격은 모페드 또는 운

전자가 탑승한 모페드의 무게 중심을 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ISO
KS R ISO 4151 2002.5.31 모페드-조작장치의 형식, 배치 및 기능
ISO 4151와 일치

8705와 부합화 제정

ICS번호 : 43.140

주요규격의 내용 : 이 규격은 모페드에 장착되

어 있는 각종 조작장치의 형식과 위치를 규정하고 ISO 4151와 부합화

KS R ISO 8706 2002.5.31 2륜모페드-메인 및 사이드스탠드의 주

제정

반정성

ICS번호 : 43.140

ISO 8706과 일치
KS R ISO 4164 2002.5.31 모페드-기관출력 시험방법- 네트파워
ISO 4164와 일치

주요규격의 내용 : 이 규격은 엔진의 회전속도

에 대한 출력과 연료 소비율 곡선을 작성하고 모페드의 성능을 평가하

주요규격의 내용 : 이 규격은 사이드 또는 메인 스탠드가 장착되어
있는 이륜 모페드의 주차 안정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ISO
8706과 부합화 제정

기 위한 엔진 시험 방법을 규정하고 ISO 4164와 부합화 제정

ICS번호 : 43.140

ICS번호 : 43.140
KS R ISO 8709 2002.5.31 모페드-브레이크 및 브레이크 장치의 시
KS R ISO 6855 2002.5.31 모페드-점화기관이 장착된 모페드의 유

방법

배기가스 측정방법

ISO 8709와 일치

ISO 6855와 일치

주요규격의 내용 : 이 규격은 공공도로에서 사

주요규격의 내용 : 이 규격은 4행정, 2행정 또는

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 또는 삼륜 모페드(ISO 3833에서 정의)의 제

로터리 방식의 점화기관이 장착된 모페드에서 배출되는 유해배기가스

동 장치를 시험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ISO 8709와 부합화 제

의 배출량을 ISO 3833에 의거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ISO 6855

정

와 부합화 제정

ICS번호 : 43.140

ICS번호 : 13.040.50; 43.140
KS R ISO 9043 2002.5.31 모페드- 관성모멘트의 측정방법

KS R ISO 6970 2002.5.31 모페드-차대동력계 상에서 유해배기가
측정방법

ISO 9043과 일치

주요규격의 내용 : 이 규격은 모페드 또는 운전

자가 탑승한 모페드의 관성 모멘트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ISO

ISO 6970과 일치

주요규격의 내용 : 이 규격은 모페드를 실험실

9043과 부합화 제정

ICS번호 : 43.140

에서 시험하기 위한 한 개의 롤러가 장착된 범용 차대 동력계의 성능
및 설계적 특성을 규정하고 ISO 6970과 부합화 제정
ICS번호 : 43.140; 13.040.50

KS R ISO 9131 2002.5.31 3륜 모페드 및 오토바이 용어(치수)
ISO 9131과 일치

주요규격의 내용 : 이 규격은 ISO 3833에 정의

되어 있는 삼륜 모페드와 모터사이클의 치수와 관련된 용어를 규정하
KS R ISO 7116 2002.5.31 모페드-최고속도 측정방법
ISO 7116과 일치

ICS번호 : 43.140

주요규격의 내용 : 이 규격은 ISO 3833에서 정

의하고 있는 모페드의 최고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ISO 7116
과 부합화 제정

고 ISO 9131과 부합화 제정

ICS번호 : 43.140

KS R ISO 9132 2002.5.31 3륜 모페드 및 오토바이 용어(질량)
ISO 9132와 일치

주요규격의 내용 : 이 규격은 ISO 3833에 정의

되어 있는 삼륜 모페드와 모터사이클의 질량과 관련된 용어를 규정하
KS R ISO 7859 2002.5.31 모페드- 연료 소비량 측정
ISO 7859와 일치

고 ISO 9132와 부합화 제정

ICS번호 : 43.140

주요규격의 내용 : 이 규격은 모페드의 연료 소

비량 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ISO 7859와 부합화 제정

KS R ISO 14722 2002.5.31 모페드용어(모페드와 운전자의 운동학
ISO 14722와 일치

ICS번호 : 43.140

주요규격의 내용 : 이 규격은 모페드와 운전자

의 움직임, 운동학, 모델링과 관련된 용어, 기호 및 규칙에 대하여 규정
KS R ISO 8645 2002.5.31 모페드-경합금제 차륜- 시험방법
ISO 8645와 일치

사용되는 경합금제 차륜의 신뢰성을 시험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ISO
8645와 부합화 제정

하고 ISO 14722와 부합화 제정

ICS번호 : 43.140; 01.040.43

주요규격의 내용 : 이 규격은 일반적인 용도로
ICS번호 : 43.140

KS R ISO 6725 2002.5.31 2륜 자동차 용어(치수)
ISO 6725와 일치

주요규격의 내용 : 이 규격은 이륜 모페드와 오

토바이의 치수와 관련된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고ISO 6725와 부합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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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부품과
폐지
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폐지내용-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KS A ISO 128-23 2002. 5. 18 제도-표시의 일반원칙-건설제도에 사

KS B 2374 2002. 5. 27 헤머레스 첵 밸브
부합화 정도 : 고유규격임

내용 : 관련 인증업체의 요청에 따라

KS B 2350(주철밸브)에 내용을 통합하고 당 규격을 폐지함.

하는 선
부합화 정도 : IDT

내용 : 건설제도에 사용되는 선을 규정함

ICS 번호 : 23.060

ICS 번호 : 01.100.30

확인
KS A ISO 128-24 2002 5.18 제도- 표시의 일반원칙-기계제도에 사

규격번호 고시일

하는 선
부합화 정도 : IDT

내용 : 기계제도에 사용 되는 선을 규정함

규격명

KS B 1566 2002.5.27

미캐니컬 실

KS B 2370 2002.5.27

유압 밸브의 설치면 및 연결관

KS B 2398 2002.5.27

판 스프링 설계기준

KS A ISO 128- 25 2002 5.18 제도표시의 일반원칙-조선제도에 사용

KS B 2399 2002.5.27

비틀림 코일 스프링 설계 기준

는선

KS B 2400 2002.5.27

압축 및 인장용 원통 코일 스프링 설

KS B 2403 2002.5.27

냉간 성형 인장 코일 스프링

KS B 2405 2002.5.27

냉간 성형 인장 코일

KS B 2800 2002.5.27

미캐니컬

KS B 5807 2002.5.27

오일 니플

KS B 6155 2002.5.27

온수기기용 리릴프 밸브

ICS 번호 : 01.100.20

부합화 정도 : IDT

내용 : 조선제도에 사용 되는 선을 규정함

ICS 번호 : 01.100.20
KS B 2376 2002. 5. 27 듀얼플레이트 체크밸브
부합화 정도 : 고유규격

내용 :산업용 플랜트와 일반 장치용 배관

및 수도용에 사용되는 듀얼 플레이트 체크밸브에 대한 규정

계 기준

ICS 번호 : 23.060

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KS B 2308 2002. 5. 27 볼밸브
부합화 정도 : 고유규격임

내용 : 가스용품에 대한 불량율 저감대

책 수립 및 표시사항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
시사항 등 개정

ICS 번호 : 23.060

내용 : 원부표 5에 있던 리프트

(스프링) 체크 밸브의 인쇄오류 정정 및 KS B 2374(헤머레스 첵 밸브
와 내용(부표 5로)통합.

ICS 번호 : 23.060

KS B 2805 2002. 5. 27 O링
부합화 정도 : ISO3601-1 불일치

내용 : 국방부 민군규격통일화

사업중 부자재류규격통일화 사업의 결과로 국방규격과 KS B 2805(O
링)의 규격내용 일치화 개정.

◈ 정보표준과
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

KS B 2350 2002. 5. 27 주철밸브
부합화 정도 : ISO 5996 불일치

[전자기술표준분야]

ICS 번호 : 23.100

KS C IEC 60335-2- 11 2002.5.1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안전성- 제2- 11부: 회전식 세탁물건조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335-2-11 일치화

회전식 세탁물건조기에 대한 안전성

ICS 13.12, 97.06
KS C IEC 60335-2- 52 2002.5.1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안전성- 제2부: 전기구강위생기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335-2-52 일치화

전기 구강위생기기에 대한 안전성

ICS 97.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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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0335- 2-55 2002.5.1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KS C IEC 60811-3- 2 2002.5.2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

의 안전성- 제2부: 수족관 및 정원연못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료의 공통시험방법

IEC 60335-2-55 일치화
안전성

수족관 및 정원연못용 전기기기에 대한

- 제3부 : 합성수지 화합물의 시험방법 - 제2절

: 가열감량 시험 및 열 안정성 시험
IEC 60811-3-2 일치화

ICS 97.02

가열 감량 및 열 안전성에 대한 시험방법

ICS 29.060.20, 29.035.20
KS C IEC 60335- 2-60 2002.5.1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안전성- 제2부: 전기기포발생욕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
구사항

KS C IEC 60811-4- 1 2002.5.2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
공통 시험 방법 - 제4부: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화합물의 시험

IEC 60335-2-60 일치화

전기기포발생욕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

방법 - 제1절: 환경 응력의 내균열성, 가열후의 권부시험, 용융 지수
의 측정, PE의 카본 블랙 및 무기물 충전제의 함유량 측정

기의 안전성 ICS 97.17, 13.12

IEC 60811-4-1 일치화
KS C IEC 60730- 2-7 2002.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전기제

한 시험방법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화합물에 대

ICS 29.035.20, 29.060.20

장치- 제2부 : 타이머 및 타임 스위치의 개별요구사항
IEC 60730-2-7 일치화
장치

타이머 및 타임 스위치에 대한 자동 제어

KS C IEC 60811-5- 1 2002.5.2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
의 공통 시험방법

ICS 97.12

-제5부 : 충전용 화합물의 시험방법 - 제1절 : 온

도하강점 - 기름의분리 - 저온에서부서짐 - 총 산가 - 부식성 - 2
KS C IEC 60730- 2- 13 2002.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전기
어장치- 제2부 : 습도 감지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730-2-13 일치화

습도 감지기에 대한 자동 제어장치

에서의 유전율 - 23℃ 및 100℃에서의 직류 고유저항
IEC 60811-5-1 일치화

충전용 화합물에 대한 시험방법

ICS 29.060.20

ICS 97.12
KS C IEC 60034- 1 2002.5.1 회전기기 제1부 : 정격 및 성능
KS C IEC 60811- 1- 1 2002.5.2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
공통 시험방법

- 제1부 : 시험방법 총칙

경 측정 - 기계적인 특성시험
IEC 60811-1-1 일치화

IEC 60034-1 일치화

정격 및 성능

ICS 29.160.01

- 제1절 : 두께 및 완성품외

기계적인 특성시험에 대한 시험방법 총칙

KS C IEC 60034- 2 2002.5.1 회전기기 제2부 : 회전기기(견인용 모
포함)의 손실 및 효율 측정방법
IEC 60034-2 일치화

ICS 29.140.30, 97.12

회전기기의 손실 및 효율 측정방법

ICS 29.160.01
KS C IEC 60811- 1-2 2002.5.2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
공통 시험방법 - 제1부 : 시험방법 총칙 -제2절 : 열 노화 시험방법
IEC 60811-1-2 일치화

열 노화 시험에 대한 시험방법 총칙

KS C IEC 60034- 3 2002.5.1 회전기기 제3부 : 터빈형 동기기에 대
개별 요구사항
IEC 60034-3 일치화

ICS 29.060.20, 29.035.01

터빈형 동기기에 대한 회전기기

ICS 29.160.20
KS C IEC 60811- 1-4 2002.5.2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
공통 시험방법 - 제1부 : 시험방법 총칙 -제4절 : 저온 시험방법
IEC 60811-1-4 일치화

저온 시험에 대한 시험방법 총칙

ICS 29.060.20, 29.035.01

KS C IEC 60034-4 2002.5.1 회전기기 제4부 : 동기기 특성값 측정방
IEC 60034-4 일치화

동기기 특성값 측정방법에 대한 회전기기

ICS 29.16

KS C IEC 60811-2- 1 2002.5.21 전기 케이블 및 광 케이블의 절연

KS C IEC 60034- 5 2002.5.1 회전기기 제5부 : 회전기기의 보호등급

및 시스 재료 -공통 시험방법 - - 제2- 1부 : 천연 합성고무의 특성

코드)

험방법 - 오존성시험, 핫셋(hot set)시험, 내유 시험
IEC 60811-2-1 일치화
ICS 29.035.20, 29.0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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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034-5 일치화

회전기기의 보호등급

ICS 29.16

천연 합성고무의 특성에 대한 시험방법
KS C IEC 60034- 6 2002.5.1 회전기기 제6부 : 냉각방법(IC코드)

IEC 60034-6 일치화

회전기기의 냉각방법

ICS 29.16

KS C IEC 60034- 7 2002.5.1 회전기기 제7부 : 구조형식과 설치배
열에 따른 분류(IM코드)
IEC 60034-7 일치화
류

KS C IEC 60704- 2- 4 2002.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음측정방법 - 제2- 4부 : 전기 세탁기 및 탈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IEC 60704-2-4 일치화

회전기기의 구조형식과 설치배열에 따른 분

세탁기 및 탈수기에 대한 소음측정방법

ICS 17.140.20, 97.06

ICS 29.16
KS C IEC 61591 2002.5.1 가정용 레인지 후드의 성능측정방법

KS C IEC 60034-8 2002.5.1 회전기기 제8부 : 회전방향과 단자표시
IEC 60034-8 일치화

회전기기의 회전방향과 단자표시

IEC 61591 일치화

레인지 후드에 대한 성능측정방법

ICS 97.04

ICS 29.160.01
KS C IEC 60335-2- 35 2002.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KS C IEC 60034-9 2002.5.1 회전기기 제9부 : 소음한도
IEC 60034-9 일치화

회전기기의 소음한도

ICS 17.140.20

안전성- 제2부:순간 온수기의 개별요구 사항
IEC 60335-2-35 일치화

순간 온수기에 대한 안전성

ICS 97.040.50, 13.12
KS C IEC 60034- 10 2002.5.24 회전기기 -제10부 : 동기기에 대한
반사항

KS C IEC 60335-2- 53 2002.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IEC 60034-10 일치화

회전기기의 동기기에 대한 일반사항

안전성- 제2부:사우나용 전열기의 개별요구 사항
IEC 60335-2-53 일치화

ICS 29.16

사우나용 전열기에 대한 안전성

ICS 97.100.10
KS C IEC 60034- 11 2002.5.24 회전기기 -제11부 : 내장 열보호기
장 : 회전기기 보호에 대한 규정
IEC 60034-11 일치화

KS C IEC 60335-2- 61 2002.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안전성- 제2부:축열식 난방기의 개별요구 사항

회전기기 보호에 대한 규정

IEC 60335-2-61 일치화

ICS 29.160.10

축열식 난방기에 대한 안전성

ICS 97.100.10, 13.12
KS C IEC 60312 2002.5.1 가정용 전기 진공 청소기의 성능측정방법
IEC 60312 일치화

진공 청소기의 성능측정방법

ICS 97.08

KS C IEC 60335-2- 78 2002.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안전성- 제2부:야외용 전기 바베큐기기의 개별요구 사항

KS C IEC 60335- 2- 28 2002.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IEC 60335-2-78 일치화

안전성 - 제2부 : 전기재봉기의 개별 요구사항

ICS 97.18, 13.12

IEC 60335-2-28 일치화

야외용 전기 바비큐기기에 대한 안전성

전기재봉기에 대한 안전성
KS C IEC 60335-2- 98 2002.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ICS 61.08, 97.18

안전성- 제2부:전기 가습기의 개별요구 사항
KS C IEC 60456 2002.5.1 가정용 전기 세탁기의 성능측정방법
IEC 60456 일치화

IEC 60335-2-98 일치화

가습기에 대한 안전성

ICS 97.03

세탁기에 대한 성능측정방법
KS C IEC 60704-2- 74 2002.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ICS 97.06

안전성- 제2부:이동형 수중히터의 개별요구 사항
KS C IEC 60535 2002.5.1 제트팬 및 조절기의 성능측정방법
IEC 60535 일치화

IEC 60704-2-74 일치화

이동형 수중히터에 대한 안전성

ICS

제트팬 및 조절기에 대한 성능측정방법
KS C IEC 60531 2002.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축열식 난방기의

ICS 23.12

성능측정 방법
KS C IEC 60665 2002.5.1 가정용 환풍기 및 조절기의 성능측정방법
IEC 60665 일치화

환풍기 및 조절기에 대한 성능측정방법

IEC 60531 일치화

축열식 난방기에 대한 성능측정방법

ICS 97.100.10

ICS 23.12
KS C IEC 61255 2002.5.24 가정용 전기 가열패트의 성능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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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1255 일치화

전기 가열패트에 대한 성능측정방법
KS C IEC 60335- 2-81 2002.5.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ICS 97.100.10

의 안전성제2부: 발 보온기 및 발 보온 매트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0255-21- 1 2002.5.1 전기릴레이- 제21- 1부: 보호계전기와

IEC 60335-2-81 일치화

호장비의 진동, 충격, 충돌, 지진시험 - 진동시험

ICS 97.100.10

IEC 60255-21-1 일치화

발 보온기 및 발 보온매트에 대한 안전성

전기릴레이에 대한 진동시험
KS C IEC 60370 2002.5.21 절연바니시의 내열성 시험절차 - 절연

ICS 29.120.70

도 시험
KS C IEC 60255-21- 2 2002.5.1 전기릴레이- 제21- 2부: 보호계전기와

IEC 60370 일치화

호장비의 진동, 충격, 충돌, 지진시험 - 충격 및 충돌시험

ICS 17.220.99, 29.035.01

IEC 60255-21-2 일치화

절연바니시에 대한 절연강도 시험

전기릴레이에 대한 충격 및 충돌시험
KS C IEC 60343 2002.5.21 연면방전을 통해 파괴되는 절연재료의

ICS 29.120.70

비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55-21- 3 2002.5.1 전기릴레이- 제21- 3부: 보호계전기와

IEC 60343 일치화

호장비의 진동, 충격, 충돌, 지진시험 - 지진시험

ICS 17.220.99, 29.035.01

IEC 60255-21-3 일치화

절연재료의 연면방전 파괴에 대한 측정방법

전기릴레이에 대한 지진시험
KS C IEC 60345 2002.5.21 온도상승시 절연재료의 저항 및 저항율

ICS 29.120.70

측정방법
KS C IEC 60255-22- 2 2002.5.1 전기릴레이- 제22- 2부: 보호계전기와

IEC 60345 일치화

호장비의 전기교란시험 - 정전기 방전시험

ICS 17.220.99, 29.035.01

IEC 60255-22-2 일치화

절연재료의 온도상승에 대한 저항 측정방법

전기릴레이에 대한 정전기 방전시험
KS C IEC 60335-2- 6 2002.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ICS 29.120.70

전성 - 제2부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KS C IEC 60335- 2-39 2002.5.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안전성 - 제2부: 상업용 전기 다목적 조리팬의 개별 요구사항
IEC 60335-2-39 일치화
성

상업용 전기 다목적 조리팬에 대한 안전

개별 요구사항
IEC 60335-2-6 일치화
안전성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등에 대한

ICS 13.12, 97.040.20

ICS 97.040.50
KS C IEC 60704-2- 8 2002.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KS C IEC 60335- 2-42 2002.5.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음측정방법 - 제2부 전기면도기의 개별 요구사항

안전성제2부: 상업용 전기 강제 대류형 오븐, 스팀형 조리기 및 스팀

IEC 60704-2-8 일치화

대류형 오븐의 개별 요구사항

ICS 97.17

전기면도기에 대한 소음측정방법

IEC 60335-2-42 일치화 상업용 전기 강제 대류형 조리기 및 오븐
에 대한 안전성

ICS 97.040.20

KS C IEC 60884- 1 2002.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
및 콘센트 제 1 부 :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0335- 2-47 2002.5.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IEC 60884-1 일치화

안전성제2부: 상업용 전기 끓임 팬의 개별 요구사항

ICS 29.120.30

IEC 60335-2-47 일치화

플러그 및 콘센트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상업용 전기 끓임 팬에 대한 안전성
KS C IEC 60884- 2- 2 2002.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

ICS 97.040.50

및 콘센트 제2- 2부 : 기기용 콘센트의 개별요구사항
KS C IEC 60335-2- 50 2002.5.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안전성제2부: 상업용 전기 이중 냄비의 개별 요구사항
IEC 60335-2-50 일치화
ICS 97.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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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884-2-2 일치화

플러그 및 콘센트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ICS 29.120.30

상업용 전기 이중 냄비에 대한 안전성
KS C IEC 60884- 2-3 2002.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

와 콘센트 제2- 3부 : 고정배선용 인터록이 없는 스위치형 콘센트의
개별요구사항

확인

IEC 60884-2-3 일치화
트의 개별요구사항

고정배선용 인터록이 없는 플러그 및 콘센

ICS 29.120.30

KS C IEC 60884-2- 4 2002.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
와 콘센트 제2-4부:SELV의 플러그와 콘센트의 개별요구사항
IEC 60884-2-4 일치화
SELV의 플러그와 콘센트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ICS 29.120.30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C 3800 2002.5.21

애자 및 부싱용어

KS C 3812 2002.5.21

저압 애자 클리트

KS C 3814 2002.5.21

네온 애자

KS C 4307 2002.5.21

주상변압기 부싱

폐지

KS C IEC 60884-2- 5 2002.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
와 콘센트 제2-5부:어댑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884-2-5 일치화

어댑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C 3805 2002.5.21

저압애자놉

KS C 3803 2002.5.21

저압 애관

KS C 3809 2002.5.21

고압 핀애자

KS C IEC 60884-2- 6 2002.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

KS C 3811 2002.5.21

통신용 나사식 2중 애자캡

와 콘센트 제2- 6부 : 고정배선용 인터록 스위치형 콘센트의 개별요

KS C 3814 2002.5.21

네온 애자

구사항

KS C 3815 2002.5.21

특수 컵애자

KS C 3816 2002.5.21

정자형 애자

KS C 3817 2002.5.21

장간 애자

KS C 3821 2002.5.21

180㎜클레비스형 현수애자

KSC IEC 60669- 1 2002.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고정전기설비

KS C 3826 2002.5.21

특고압 핀애자

스위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S C 3829 2002.5.21

고압기기내 배선용전선

KS C 3831 2002.5.21

라인포스트 애자

KS C 3833 2002.5.21

고압내장 애자

KS C 3834 2002.5.21

전선용 핀애자

KS C 8331 2002.5.21

특초고압 교류차단기

KS C 9203 2002.5.21

전기 곤로

KS C 9207 2002.5.21

전기 로스터

KS C 9209 2002.5.21

모발 컬기

ICS 29.120.30

IEC 60884-2-6 일치화
사항

ICS 29.120.30

IEC 60669-1 일치화
항

인터록 스위치형 콘센트에 대한 개별요구

고정전기설비용 스위치에 대한 일반요구사

ICS 29.120.40

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KS C 3804 2002.5.21 저압 핀 애자
SI 단위로 통일
KS C 3806 2002.5.21 저압인류 애자
SI 단위로 통일
KS C 3808 2002.5.21 구형 애자
SI 단위로 통일
KS C 3823 2002.5.21 특별고압 가공선 클램프
SI 단위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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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O/ IEC 국제규격의 재 개정 동향
다음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가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규격(안)
의 목록이다.

가 . IS O 국제규격 (안 )
T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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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번호

규 격 명 칭

TC 8

ISO/DIS 6218

Inland navigation vessels- Manually operated coupling devices for push
tows- Safety requirements and main dimensions(Revision of ISO
6218:1981)

TC 17

ISO/DIS 13583- 2

Centrifugally cast steel and alloy products- Part 2:Heat resistant materials

TC 22

ISO/DIS 14469- 4

Road vehicles- Compressed natural gas(CNG) refuelling connector

TC 28

ISO/DIS 3838

Crude petroleum and liquid or solid petroleum products- Determination of
density or relative density- Capillary- stoppered pyknometer and
graduated bicapillary pyknometer methods(Revision of ISO 3838:1983)

TC 28

ISO/DIS 20783- 1

Petroleum and related products- Determination of emulsion stability of
fire- resistant fluids- Part 1:Fluids in category HFAE

TC 28

ISO/DIS 20783- 2

Petroleum and related products- Determination of emulsion stability of
fire- resistant fluids- Part 2:Fluids in category HFB

TC 38

ISO/DIS 3175- 3

Textiles- Professional cleaning and finishing- Part 3:Procedures for use in
the assessment of cleanability in hydrocarbon solvents

TC 38

ISO/DIS 3175- 4

Textiles- Professional cleaning and finishing- Part 4:Procedures for use in
the assessment of cleanability in wet- cleaning systems

TC 38

ISO/DIS 13936- 1.2

Textiles- Determination of the Slippage resistance of yams at a seam in
woven fabrics- Part 1:Fixed seam opening method

TC 44

ISO/DIS 636- 1

Welding consumables- Rods, wires, deposits for tungsten insert gas
welding of non- alloy and fine- grain steels- Part 1:Classification(Revision
of ISO 636:1989)

TC 44

ISO/DIS 9692- 1.2

Welding and dllied processe- Recommendation for joint preparation- Part
1:Manual metal- arc welding, gas- shielded metal- arc welding, gas
welding and beam welding of steels(Revision of ISO 9692:1992)

TC 44

ISO/DIS 14174.2

Welding consumables - Fluxes for submerged arc welding- Classification

TC 44

ISO/DIS 17632

Welding consumables- Tubular cored electrodes for gas shielded and
non- gas shielded metal arc welding of non- alloy and fine grain
steels- Classification

TC/SC

규격 번호

규 격 명 칭

TC 44

ISO/DIS 17634

Welding consumables- Tubular cored electrodes for gas shielded metal
arc welding of creep resisting steels- Classification

TC 44

ISO/DIS 18276

Welding consumables- Tubular cored electrodes for gas shielded and
non- gas
shielded
metal
arc
welding
of
high
strength
steels- Classification

TC 45

ISO/DIS 125

Natural rubber latex concentate- Determination of alkalinity(Revision of
ISO 125:1990)

TC 45

ISO/DIS 4652- 2.2

Rubber compounding ingredients- Determination of surface area- Part
2:Determination of multipoint nitrogen surface area(NSA) and statistical
thickness surface area(STSA)

TC 47

ISO/DIS 8007- 3

Carbonaceous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aluminium- Sampling
plans and sampling from individual units- Part 3:Sidewall blocks

TC 47

ISO/DIS 12988- 2

Carbonaceous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aluminium- Baked
anodes- Determination of the reactivity to carbon dioxide- Part
2:Thermogravimetric method

TC 47

ISO/DIS 12989- 2

Carbonaceous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aluminium- Baked
anodes and sidewall blocks- Determination of the reactivity to air- Part
2:Thermogravimetric method

TC 61

ISO/DIS 9772 :
2001/DAmd 1

Cellular plastics- Determination of horizontal burning characteristics of
small specimens subjected to a small flame- Amendment 1:Specimens

TC 61

ISO/DIS 11443

Plastics- Detemination of the fiuidity of plastics using capillary and
slit- die rheometers (Revision of ISO 11443:1995)

TC 61

ISO/DIS 16770.3

Plastics- Detemination of environmental stress
polyethlene (PE)- Full- notch creep test(FNCT)

TC 61

IEC 60695- 11- 10:
1999 / DAmd 1

Fire hazard testing- Part 11- 10: Test flames- 50 W horizontal and
vertical flame test methods- Amendment1

TC 61

IEC 60695- 11- 20:
1999 / DAmd 1

Fire hazard testing- Part
methods- Amendment1

TC 67

ISO/DIS 13503- 1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ies - Completion fluids and materials Part 1: Measurement of viscous properties of completion fluids

TC 69

ISO/DIS 3951- 1

Sampling procedures for inspection by variables - Part 1 : Specification
for single sampling plans indexed by acceptance quality limit (AQL) for
lot - by - lot inspection for a single AQL (Revision of ISO 3951 : 1989)

cracking(ESC)

11- 20: Test flames- 500 W flame

of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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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번호

규 격 명 칭

TC 72

ISO/DIS 11111- 7

Textile machinery - Safety requirements - Part 7 : Dyeing and finishing
machinery (Revision of ISO 11111 : 1995)

TC 72

ISO/DIS 16853

Textile machinery - Sliver cans, rectangular - Main dimensions
tolerances

TC 85

ISO/DIS 7195

Nuclear energy - Packaging of uranium hexafluoride(UF6) for transport
(Revision of ISO 7195 : 1993)

TC 94

ISO/DIS 14876- 4

Protective clothing - Body armour - part 4 : Needle
resistance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TC 106

ISO/DIS 16408

Dentistry - Oral hygiene products - Oral rinses

TC 113

ISO/DIS 4365

Liquid flow in open channels - Sediment in streams and canals Determination of concentration,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d relative
density (Revision of ISO 4365 : 1985)

TC 113

ISO/DIS 9213

Measurement of total discharge in open channels - Electromagnetic
method using a full- channel - width coil (Revision of ISO 9213 : 1992)

TC 126

ISO/DIS 15592- 3

Fine - cut tobacco and smoking articles made from it - Methods of
sampling, conditioning and analysis - Part 3 : Determination of total
particulate matter of smoking articles using a routine analytical smoking
machine

TC 126

ISO/DIS 21147

Fine - cut tobacco and smoking articles made from it - Survey and
analysis of consumer - made articles

TC 147

ISO/DIS 18856

Water quality - Determination of selected
chromatography / mass spectrometry

TC 159

ISO/DIS 13732- 3

Ergonomics of the thermal environment - Touching of cold surfaces part 3 : Ergonomics data and guidance for application

TC 168

ISO/DIS 8548- 5

Prosthetics and orthotics - Limb deficiencies - part 5 : Description of the
clinical condition of an amputee

TC 168

ISO/DIS 8548- 6

Prosthetics and orthotics - Limb deficiencies - part 6 : Description of the
condition of the orthotic recipient, clinical objectives, and functional and
biomechanical requirements of orthosis

TC 172

ISO/DIS 8980- 3

Ophthalmic optics - Uncut finished spectacle lenses - part 3 : Transmittance specifications and test methods (Revision of ISO 8980- 3 : 1999)

TC 172

ISO/DIS 12870

Ophthalmic optics - Spectacle frame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Revision of ISO 12870 : 1997)

TC 188

ISO/DIS 10240

Small craft - Owner's manual (Revision of ISO 10240 : 1995)

and spike

phthalates

using

and

stab

gas

TC/SC

규격 번호

TC 190

ISO/DIS 14256- 2

Soil quality- Determination of nitrate, nitrite and ammonium in field- moist
soils by extraction with potassium chloride solution- Part 2:Automated
method

TC 204

ISO/DIS 14819- 3

Traffic and Traveller Information(TTI)- TTI messages via traffic message
coding- Part 3:Location referencing for ALERT- C(Revision of ISO/TS
14819- 3:2000)

TC 213

ISO/DIS 2692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GPS)- Geometrical tolerancing Maximum material requirement(MMR) and least material requirement
(LMR) (Revision of ISO 2692:1998, ISO2692:1988/Amd 1:1992)

TC 221

ISO/DIS 13426- 2

Geotextiles and geotextile- related products- Strength of internal structural
junctions- Part 2:Geocomposites

JTC 1

ISO/IEC DIS
23270
ISO/IEC DIS
23271
ISO/IEC DIS
23289

Information technology- C# Language Specification

JTC 1
JTC 1

규 격 명 칭

Information technology- Common Language Infrastructure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Corporate telecommunication networks- Signalling
interworking between QSIG and H.323 Basic services

JTC 1

ISO/IEC DIS
23290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Mapping functions
for the tunnelling of QSIG through H.323 networks

TC 20

ISO/FDIS 16091

Space systems- Integrated logistic support

TC 23

ISO/FDIS 6489- 2

Agricultural vehicles- Mechanical connections between towed and towing
vehicles- Part 2:Specifications for clevis coupling 40(Revision of ISO
6489:1980)

TC 28

ISO/FDIS 12917- 1

Petroleum and liquid petroleum products- Calibration of horizontal
cylindrical tanks- Part 1:Manual methods

TC 31

ISO/FDIS 4223- 1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e
tyres(Revision of ISO 4223- 1:1989)

TC 34

ISO/FDIS 6579

Microbiology of food and animal feeding stuffs- Horizontal method for
the detection of Salmonella spp(Revision of ISO 6579:1993)

TC 35

ISO/FDIS 15710

Paints and varnishes- Corrosion testing by alternate immersion in and
removal from a buffered sodium chloride solution

TC 36

ISO/FDIS 17266

Cinematography- Multichannel analogue and digital photographic sound
and control records on 35mm motion- picture prints and negatives, and
digital sound- control records on 70mm motion- picture prints and
negatives- Position and with dimensions

tyre

industry- Part

1:Pneumatic

129

이달의 규격정보

130

TC/SC

규격 번호

규 격 명 칭

TC 37

ISO/FDIS 639- 1

Codes for the representstion of names of languages- Part 1:Alpha- 2
code(Revision of ISO 639:1988)

TC 42

ISO/FDIS 17531

Photography- Processing
chemicals- Specifications
for
4- (N- ethyl- N- 2- methanes ulfonylaminoethyl)- 2- methylphenyle nediamine
sesquisulfate monohydrate

TC 44

ISO/FDIS 8205- 1

Water- cooled secondary connection cables for resistance welding- Part
1:Dimensions and requirements for double- conductor connection
cables(Revision of ISO 8205- 1:1993)

TC 44

ISO/FDIS 8205- 2

Water- cooled secondary connection cables for resistance welding- Part
1:Dimensions and requirements for single- conductor connection
cables(Revision of ISO 8205- 2:1993)

TC 54

ISO/FDIS 4735

Oils of Citrus- Determination of CD value by ultraviolet spectrometric
analysis(Revision of ISO 4735:1981)

TC 58

ISO/FDIS 10691

Gas cylinders- Refillable welded steel cylinders for liquified petroleum
gas(LPG)- Procedures for checking before, during and after filling

TC 58

ISO/FDIS 13769

Gas cylinders- Stamp marking

TC 60

ISO/FDIS 8579- 1

Acceptance code for gear units- Part
sound(Revision of ISO 8579- 1:1993)

TC 61

ISO/FDIS 3451- 5

Plastics- Determination of ash- Part 5:Poly(vinyl chloride) (Revision of ISO
3451- 5:1989)

TC 61

ISO/FDIS 11359- 3

Plastics- Thermomechanical
penetration tempetature

TC 67

ISO/FDIS 16812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ies- Shell- and- tube heat exchangers

TC 69

ISO/FDIS 2859- 4

Sampling procedures for inspection by attributes- Part 4:Procedures
forassessment of declared quality levels(Revision of ISO 2859- 4:1999)

TC 72

ISO/FDIS 8640- 3

Textile machinery and accessories- Flat warp knitting machines- Part
3:Vocabulary of patterning devices

TC 92

ISO/FDIS 834- 8

Fireresistance tests- Elements of building construction- Part 8:Specific
requirements for non- load- bearing vertical separating elements

TC 94

ISO/FDIS 13999- 3

Protective clothing- Floves and arm guards protecting against cuts and
stabs by hand knives- Part 3:Impact cut test for fabric, leather and other
materials

TC 94

ISO/FDIS 14876- 2

Protective clothing- Body armour- Part 2:Bullet resistance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1:Test

analysis(TMA)- Part

code

for airborne

3:Determination

of

TC/SC

규격 번호

규 격 명 칭

TC 94

ISO/FDIS 14876- 3

Protective
clothing- Body armour- Part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TC 104

ISO3874:1997/
fdaMD 2

Series 1 freight containers- Handling and securing- Amendment 2:Vertical
tandem lifting

TC 113

ISO/FDIS 4377

Hydrometric determinations- Flow measurement in open channels using
structures- Flat- V weirs(Revision of ISO 4377:1990)

TC 118

ISO/FDIS 13631

Petroleum and
compressors

TC 122

ISO/FDIS 16104

Packaging- Tranaport packaging for dangerous goods- Test methods

TC 131

ISO/FDIS 18413

Hydraulic fluid power- Cleanliness of parts and components- Inspection
document and principles related to contaminant collection, analysis and
data reporting

TC 138

ISO/FDIS 7432

Glass- reinforced thermosetting plastics(GRP) pipes and fittings- Test
methods to prove the design of locked socket- and- spigot joints,
including double- socket joint, with elastomeric seals

TC 138

ISO/FDIS:15908

Ashesives for themoplastic piping systems- Test
determination of thermal stability of adhesives

TC 147

ISO/FDIS 17993

Water quality- Determination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
in water by HPLC with fluorescence detection

TC 150

ISO/FDIS 7206- 4

Implants for surgery- Partial and total hip joint prostheses- part4:
Determination of endurance properties of stemmed fermoral
components(Revision of ISO 7206- 4:1989)

TC 154

ISO/FDIS 9735- 1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EDIFACT)-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Syntax version
number:4, Syntax release number:1)- Part 1:Syntax rules common to all
parts (Revision of ISO 9735- 1:1998,ISO 9735- 1:1998.Cor 1:1998)

TC 154

ISO/FDIS 9735- 10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EDIFACT)-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Syntax version number:
4,Syntax release number:1)- Part 10: Syntax service directories(Revision
of ISO 9735- 1:1998, ISO 9735- 2:1998. ISO 9735- 3:1998, ISO
9735- 8:1998. ISO 9735- 5:1999, ISO 9735- 6:1999. ISO 9735- 9:1999, ISO
9735- 4:1998. ISO 9735- 3:1999)

TC 154

ISO/FDIS 9735- 2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EDIFACT)-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Syntax version
number:4, Syntax release number:1)- Part 2:Syntax rules specific to
batch EDI (Revision of ISO 9735- 2:1998)

natural gas

3:Knife

industries- Packaged

stab

resistance

reciprocating gas

method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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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번호

규 격 명 칭

TC 154

ISO/FDIS 9735- 3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EDIFACT)-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Syntax version
number:4, Syntax release number:1)- Part 3:Syntax rules specific to
interactive EDI (Revision of ISO 9735- 3:1998)

TC 154

ISO/FDIS 9735- 4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EDIFACT)-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Syntax version
number:4, Syntax release number:1)- Part 4:Syntax and service report
message for batch EDI(messagetype- CONTRL) (Revision of ISO
9735- 4:1998)

TC 154

ISO/FDIS 9735- 5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EDIFACT)-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Syntax version
number:4, Syntax release number:1)- Part 5:Security rules for batch EDI
(authenticity,integrity and non- repudiation of origin) (Revision of ISO
9735- 5:1999)

TC 154

ISO/FDIS 9735- 6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EDIFACT)-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Syntax version
number:4, Syntax release number:1)- Part 6:Secure authentication and
acknowledgement message(message type- AUTACK) (Revision of ISO
9735- 6:1999)

TC 154

ISO/FDIS 9735- 7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EDIFACT)-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Syntax version
number:4, Syntax release number:1)- Part 7:Security rules for batch
(confidentiality) (Revision of ISO 9735- 7:1999)

TC 154

ISO/FDIS 9735- 8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EDIFACT)-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Syntax version
number:4,Syntax release number:1)- Part 8:Associated data in EDI
(Revision of ISO 9735- 8:1998)

TC 154

ISO/FDIS 9735- 9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EDIFACT)-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Syntax version
number:4, Syntax release number:1)- Part 9:Security key and certificate
managerment message message type- KEYMAN) (Revision of ISO
9735- 9:1999)

TC 164

ISO/FDIS 12135

Metallic materials- Unified method of test for the determination of
quasistatic fracture toughness

TC 171

ISO/FDIS 11962

Micrographics- Image mark(blip) used with 16 mm and 35 mm roll
microfilm

TC 172

ISO/FDIS 14534

Ophthalmic
optics- Contact
lenses
and
contact
lens
care
products- Fundamental requirements (Revision of ISO 14534:1997,ISO
14534:1997/Cor 1:1998)

TC/SC

규격 번호

규 격 명 칭

TC 172

ISO/FDIS 15254

Ophthalmic optics and instruments- Electro- optical devices for enhancing
low vision

TC 182

ISO/FDIS 14688- 1

Geotechnicak engineering-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soil- Part
1: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TC 190

ISO/FDIS 14869- 2

Soil quality- Dissolution for the determination
cintent- Part 2:Dissolution by alkaline fusion

TC 190

ISO/FDIS 15903

Soil quality- Format for recording soil and site information

TC 204

ISO/FDIS 14819- 1

Traffic and Traveller Information(TTI)- TTI messages via traffic message
coding- Part 1:Coding protocol for Radio Data System- Traffic Message
Channel(RDS- TMC) using ALERT- C

TC 204

ISO/FDIS 14819- 2

Traffic and Traveller Information(TTI)- TTI messages via traffic message
coding- Part 2:Event and Information codes for Radio Data
System- Traffic Message Channel(RDS- TMC)

TC 213

ISO/FDIS 1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GPS)- Standard reference temperature
for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Revision of ISO 1:1975)

JTC 1

ISO/IEC FDIS
8348

Information technology-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Network Service
Difinition(Revision of ISO/IEC 7348:1996, ISO/IEC 8348:1996/Amd 1:1998,
ISO/IC 8348:1996/Amd 2)

JTC 1

ISO/IEC FDIS
13568

Information technology- Z formal specification
system and semantics

JTC 1

ISO/IEC FDIS
14143- 2

Information
technology
Software
measurement- Functional
measurement- Part
2:Conformity
evaluation
of
software
measurement methods to ISO/IEC 14143- 1:1998

JTC 1

ISO/IEC FDIS
14776- 326

Information technology- 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Part 326:SCSI
Reduced Block Commands(SCSI RBC)

JTC 1

ISO/IEC FDIS
14776- 331

Information technology- 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SCS I)- Part
331:Stream Commands(SSC)

JTC 1

ISO/IEC FDIS
15414

Information
technology- Open
Model- Enterprise Language

Distributed

JTC 1

ISO/IEC FDIS
15938- 1

Information technology- Multimedia
1:Systems

content description interface- Paet

JTC 1

ISO/FDIS 3376

Leather- Physical and mechanical tests- Determination of tensile strength
and percentage extension(Revision of ISO 3376:1976)

of

total

element

notation- Syntax, type

size
size

Processing-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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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번호

규 격 명 칭

JTC 1

ISO/FDIS 3377- 1

Leather- Physical and mechanical tests- Determination of tear load- Part
1:Single edge tear(Revision of ISO 3377:1975)

JTC 1

ISO/FDIS 3377- 2

Leather- Physical and mechanical tests- Determination of tear load- Part
2:Double edge tear(Revision of ISO 3377- 1975)

JTC 1

ISO/FDIS 3378

Leather- Physical and mechanical tests- Determination of resistance to
grain cracking and grain crack index(Revision of ISO 3378:1975)

JTC 1

ISO/FDIS 3380

Leather- Physical and mechanical tests- Determination of shrinkage
temperature(Revision of ISO 3380:1975)

JTC 1

ISO/FDIS 5402

Leather- Physical and mechanical tests- Determination of flex resistance
by flexometer method

JTC 1

ISO/FDIS 17227

Leather- Physical and mechanical tests- Determination of dry heat
resistance of leather(Revision of ISO 11645:1993)

JTC 1

ISO/FDIS 17229

Leather- Physical and mechanical tests- Determination of water vapour
absorbtion

JTC 1

ISO/FDIS 17233

Leather- Physical and mechanical tests- Determination of cold crack
temperature of surface coatings

TC 4H

ISO 104:2002

Rolling bearings0Thrust bearings- Boundary dimensions, general plan

TC 8N

ISO 17631:2002

Ships and marine technology- Shipboard plans for fire protection, life
saving appliances and means of escape

TC 215

ISO/CD TR 17119

Health information modelling framework

TC 215

ISO/CD 18104

Health Informatics- Integration of a reference terminology model for
nursing

TC 5

ISO/DIS 8179- 1

Ductile iron pipes- External zinc- based coating- Part 1: Metallic zinc with
finishing layer (Revision of ISO 8179- 1:1995)

TC 6

ISO/DIS 8784

Dried
market
pulp,
paper
and
paperboard- Microbiological
examination- Enumeration of bacteria, yeast and moulds
(Revision of ISO 8784- 1:1987)

TC 8

ISO 15849
2001/DAmd 1

Ships and marine technology-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a fleet
management system network- Amendment 1

TC 8

ISO/DIS 19019

Sea- going vessels and marine technology- Guide for planning, carrying
out and reporting sea trials

TC 10

ISO/DIS 3766

Construction drawings- Simplified representation
of concrete reinforcement (Revision of ISO 3766:1995,
ISO 4066:1994)

TC/SC

규격 번호

규 격 명 칭

TC 17

ISO/DIS 9328- 1

Steel flat products for pressure purposes- Technical delivery
conditions- Part 1: General requirements (Revision of ISO 9328- 1:1991)

TC 20

ISO/DIS 14621- 1

Space systems- Electrical, electronic
parts- Part 1:Parts management

and

electromechanical (EEE)

TC 20

ISO/DIS 14621- 2

Space systems- Electrical, electronic
parts- part 2: program requirements

and

electromechanical (EEE)

TC 20

ISO/DIS 14623

Space systems- Pressure vessel structural design

TC 20

ISO/DIS 14952- 1

Space systems- Surface cleanliness of fluid systems- Part 1: Vocabulary

TC 20

ISO/DIS 14952- 2

Space systems- Surface cleanliness of fluid systems- Part 2: Cleanliness
levels

TC 20

ISO/DIS 14952- 3

Space systems- Surface cleanliness of fluid systems- Part 3: Analytical
procedures for the deter- mination on non- volatile residues and
particulate contamination

TC 20

ISO/DIS 14952- 4

Space systems- Surface
Rough- cleaning processes

TC 20

ISO/DIS 14952- 5

Space systems- Surface cleanliness of fluid systems- Part 5: Processes
for drying equipment

TC 20

ISO/DIS 14952- 6

Space systems- Surface cleanliness
Precision- cleaning processes

TC 20

ISO/DIS 15889

Space data and information transfer systems- Data
language- EAST specification (Revision of ISO 15889:2000)

TC 20

ISO/DIS 21961

Space data and information transfer systems- Date entity dictionary
specification language(DEDSL)- Abstract syntax

TC 20

ISO/DIS 21962

Space data and information transfer systems- Data entity dictionary
specification language(DEDSL)- PVL syntax

TC 22

ISO/DIS 7637- 2.2

Road vehicles- Electrical disturbances from conduction and coupling- Part
2: Electrical transient conduction along supply lines only
(Revision of ISO 7637- 1:1990, ISO 7637- 2:1990)

TC 22

ISO/DIS 14513

Road vehicles- Pedestrian protection- Head impact test method

TC 22

ISO/DIS 15031- 3.2

Road vehicles- Communication between vehicle and external test
equipment for emissions- related diagnostics- Part 3: Diagnostic
connector and related electrical circuits : specifications and use

cleanliness

of

of

fluid

fluid

systems- Part

systems- part

4:

6: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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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명 칭

TC 22

ISO/DIS 15031- 4.2

Road vehicles- Communication between vehicle and external test
equipment for emissions- related diagnostics- Part 4: External test
equipment

TC 23

ISO/DIS 5692- 1

Agricultural vehicles- Mechanical connections on towed vehicles- Part 1:
Dimensions for hitch rings (Revision of ISO 5692:1979)

TC 23

ISO/DIS 6489- 4

Agricultural vehicles- Mechanical connections between towed and towing
vehicles- Part 4: Dimensions of piton- type coupling

TC 23

ISO/DIS 9261

Irrigation equipment- Emitters and emitting pipe- Specification and test
methods (Revision of ISO 9260:1991. ISO 9261:1991)

TC 23

ISO/DIS 11681- 1

Machinery for forestry- Portable chain- saws- Safety requirements and
testing- Part 1: Chain- saws for normal forest work
(Revision of ISO 11681- 1:1996)

TC 23

ISO 11681- 2:
1998/DAmd 1

Machinery for forestry- Portable chain- saws- Safety requirements and
testing- Part2: Chain- saws for tree service- Amendment 1

TC 23

ISO/DIS 15081

Irrigation equipment- Graphic symbols for pressurized irrigation systems

TC 23

ISO/DIS 17103

Agricultural machinery- Rotary and flail mowers- Test methocs
acceptance criteria for protective skirts

TC 25

ISO/DIS 5922

Malleable cast iron (Revision of ISO 5922:1981)

TC 28

ISO/DIS 3170

Petroleum liquids- Manual sampling (Revision of ISO 3170:1988)

TC 28

ISO/DIS 20623

Petroleum and related products- Determination of the extreme- pres- sure
and anti- wear properties of fluids- Four ball method(European conditions)

TC 28

ISO/DIS 20764

Petroleum and related products- Preparation of a test portion of
high- boiling liquids for the determination of water content- Nitrogen
purge method

TC 28

ISO/DIS 20844

Petroleum and related products- Determination of the shear stability of
polymer- containing oils using a diesel injector nozzle

TC 31

ISO 4000- 1:
2001/DAmd 1

Passenger car tyres and rims- Part 1: Tyres(metric series)- Amendment 1

TC 34

ISO/DIS 6090

Milk and dried milk, buttermilk and buttermilk powder, whey and whey
powder- Detection of phosphatase activity

TC 34

ISO/DIS 11285

Milk- Determination of lactulose content- Enzymatic method

TC 34

ISO/DIS 13875

Heat- treated milk- Determination of
content- Reverse- phase HPLC method

acid- soluble

and

beta- lactoglobulin

TC/SC

규격 번호

TC 34

ISO/DIS 14637

Milk- Determination of urea content- Enzymatic method using change in
PH(Reference method)

TC 34

ISO/DIS 21572

Foodstuffs- Detec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derived
products- Protein- based methods

TC 34

ISO/DIS 21807

Microbiology food and animal feeding stuffs- Horizontal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water activity

TC 35

ISO/DIS 15711.2

Paints and varnishes- Determination of resistance to cathodic disbonding
of coatings exposed to sea water

TC 35

ISO/DIS

Paints and varnishes- Corrosion protection of steel structures by
protective paint systems- Measure- ment of, and acceptance criteria for,
the dry film thickness on rough surfaces

TC 37

ISO/DIS 12615

Bibliographic references and source identifiers for terminology work

TC 38

ISO/DIS 8499

Knitted fabrics- Description of defects- Vocabulary (Revision of ISO
8499:1990)

TC 38

ISO/DIS 13936- 2.2

Textiles- Determination of the slippage resistance of yarns at a seam in
woven fabrics- Part 2: Fixed load method

TC 42

ISO/DIS 15739.2

Photography- Electronic still- picture imaging- Noise measurements

TC 44

ISO/DIS 17657- 1

Resistance welding- Welding current measurement
welding- Part 1: Guideline for measurement

for

resistance

TC 44

ISO/DIS 17657- 2

Resistance welding- Welding current measurement for
welding- Part 2: Welding current meter with sensing coil

resistance

TC 44

ISO/DIS 17657- 3

Resistance welding- Welding current
welding- Part 3: Current sensing coil

measurement

for

resistance

TC 44

ISO/DIS 17657- 4

Resistance welding- Welding current
welding- Part 4: calibration system

measurement

for

resistance

TC 44

ISO/DIS 17657- 5

Resistance welding- Welding current measurement for resistance
welding- Part 5: Verification of welding current measuring system

TC 44

ISO/DIS 17660

Welding of reinforcing steel

TC 44

ISO/DIS 18273.2

Welding consumables- Wire electrodes, wires and rods for welding of
aluminium and aluminium alloys- Classification

TC 44

ISO/DIS 18278- 1

Resistance welding- Weldability- Part 1: Assessment of weldability for
resistance spot, seam and projection welding of metallic materials

19840.2

규 격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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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명 칭

TC 44

ISO/DIS 18278- 2

Resistance welding- Weldability- Part 2: Alternative procedures for the
assessment of steel sheets for spot welding

TC 45

ISO/DIS 126

Natural rubber latex concentrate- Determination of dry rubber content
(Revision of ISO 126:1995)

TC 45

ISO/DIS 706

Rubber latex- Determination of coagulum content (sieve residue)
(Revision of ISO 706- 1985)

TC 45

ISO/DIS 1652

Rubber latex- Determination of apparent viscosity by the Brookfield test
method (Revision of ISO 1652:1985)

TC 45

ISO/DIS 3858.2

Rubber compound ingredients- Carbon black- Determination of light
transmittance of toluene extract
(Revision of ISO 3858- 1:1990, ISO 3858- 2:1990)

TC 45

ISO/DIS 3949.3

Plastics hoses and hose assemblies- Textile- reinforced types
hydraulic applications- Specification (Revision of ISO 3949:1991)

for

TC 45

ISO/DIS 7617- 2

Plastics- coated fabrics for upholstery- Part 2: Specification
PVC- coated woven fabrics (Revision of ISO 7617- 2:1994)

for

TC 45

ISO/DIS 9631

Rubber seals- Joint rings for pipe- lines for hot- water supply, drainage
and sewerage up to 110 degrees C- Specification for material
(Revision of ISO 9631:1991)

TC 45

ISO/DIS 11237- 1.3

Rubber hoses and hose assemblies- Wire- braid- reinforced compact
types for hydraulic applications- Specification- Part 1: Oil- based fluid
applications

TC 45

ISO/DIS 13363.3

Rubber and plastics
systems- Specification

TC 54

ISO/DIS 856

Oil of peppermint(Mentha piperita L. var. piperita)
(Revision of ISO 856:1981)

TC 54

ISO/DIS 3045

Oil of bay [Pimenta racemosa (Miller) J.W.Moore]
(Revision of ISO 3045;1974)

TC 54

ISO/DIS 18054

Oils of orris rhizome(Iris pallida Lam. or Iris germanica L.)- Determination
of irone content- Method using gas chromatography on a capillary
column

TC 54

ISO/DIS 21093

Oil of dwarf pine (Pinus mugo ssp. mugo )

TC 54

ISO/DIS 22972

Essential oils- Analysis by gas chromatography on chiral capillary
column- General method

TC 58

ISO/DIS 10297

Transportable gas cylinders- Cylinder valves- Specification and type
testing (Revision of ISO 10297:1999)

TC 58

ISO/DIS 16148

Gas cylinders- Refillable seamless
testing for periodic inspection

hoses

for

gas

marine- engine

wet- exhaust

cylinders- Acoustic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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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명 칭

TC 60

ISO/DIS 18653

Gears- Evaluation of instruments for the measurement of gears

TC 61

ISO 178:2001/
DAmd 1

Plastics- Determination of flexural properties- Amendment 1: Precision
statement

TC 61

ISO/DIS 306

Plastics- Thermoplastic materials- Determination
temperature(VST) (Revision of ISO 306:1994)

TC 61

ISO/DIS 1133

Plastics- Determination of the melt mass- flow rate(MFR) and the melt
volume- flow rate (MVR) of thermoplastics
(Revision of ISO 1133:1997)

TC 61

ISO/DIS 1183- 1.2

Plastics- Methods for determining the density of non- cellular
plastics- Part 1:Immersion method, liquid pyknometer method and titration
method (Revision of ISO 1183:1987)

TC 61

ISO/DIS 1183- 2.2

Plastics- Methods for determining the density
plastics- Part 2: Density gradient column method
(Revision of ISO 1183:1987)

TC 61

ISO/DIS 2580- 2.2

Plastics-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ABS) moulding and extrusion
materials- Part 2: Preparation of test specimens and determination of
properties (Revision of ISO 2580- 2:1994)

TC 61

ISO/DIS 2897- 2.2

Plastics- Impact- resistant polystyrene(PS- 1) moulding and extrusion
materials- Part 2: Preparation of test specimens and determination of
properties (Revision of ISO 2897- 2:1994, ISO 2897- 2:1994/Cor 1:1995)

TC 61

ISO/DIS 6402- 2.2

Plastics- Acrylonitrile- styrene- acrylate(ASA),
a c rylo nit rile - (e t hyle ne - p ro pyle ne - d ie ne )- s tyre ne (AEP DS )a nd
acrylonitrile- (chlorinated
polyethylene)- styrene(ACS)
moulding
and
extrusion materials- Part 2: Preparation of test specimens and
determination of properties (Revision of ISO 6402- 2:1994)

TC 61

ISO/DIS 10618

Carbon fibre- Determination of tensile properties of resin- impregnated
yarn (Revision of ISO 10618:1999)

TC 61

ISO/DIS 11403- 2

Plastics - Acquisition and presentation of comparable
data- Part 2: Thermal and processing properties
(Revision of ISO 11403- 2:1995)

TC 61

ISO/DIS 15314

Plastics- Methods for manne exposure

TC 67

ISO/DIS 10426- 3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ies- Cements and materials for well
cementing- Part 3: Testing of deepwater well cement formulations

of

Vicat

of

softening

non- cellular

multi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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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명 칭

TC 72

ISO/DIS 8117

Textile machinery- Knitting machines- Nominal diameters
machines (Revision of ISO 8117:1986)

TC 72

ISO/DIS 8122

Textile machinery- Knitting machines- Number of needles for circular
knitting machines of large nominal diameter
(Revision of ISO 8122:1988)

TC 72

ISO/DIS 15393- 1

Textile machinery and accessories- Ring spindles with plug and tube
coupling- Part 1: For tubes with taper 1:38 according to ISO 368

TC 72

ISO/DIS 15393- 2

Textile machinery and accessories- Ring spindles with plug and tube
coupling- Part 2: For tubes with taper 1:64 according to ISO 368

TC 72

ISO/DIS 16854

Textile machinery- Ring twisting machines- Terms and definitions

TC 72

ISO/DIS 16875

Textile machinery- Ring spinning machines for cotton spinning- Terms
and definitions, and principles of construction

TC 79

ISO/DIS 2107

Aluminium and aluminium alloys- Wrought products- Temper designations
(Revision of ISO 2107:1983)

TC83

ISO/DIS 5912

Camping tents (Revision of ISO 5912:1993, ISO 5912:1993/Amd 1:1998)

TC 85

ISO/DIS 4037- 4

X and gamma reference radiation for calibrating dosemeters and
doserate meters and for determining their response as a function of
photon energy- Part 4: Calibration of area and personal dosemeters in
low energy X reference radiation fields

TC 86

ISO/DIS 16522

Performance testing and rating of factory- made refrigeration
systems- Automatic commercial ice makers and storage bins

TC 94

ISO/DIS 10333- 6

Personal fall- arrest systems- Part 6: System performance tests

TC 94

ISO/DIS 18691

Safety, protective, occupational and specific job- related footwear for
professional use- Shoe laces

TC 94

ISO/DIS 22609

Clothing for protection against infectious agents- Medical face masksTest method for resistance against penetration by synthetic blood
(fixed volume, horizontally projected)

TC 106

ISO/DIS 14801.2

Dental implants- Fatigue test

TC 106

ISO/DIS 21533

Dentistryinjections

TC 107

ISO/DIS

Thermal spraying- Pre- treatment and finishing of thermally sprayed
coatings

TC 107

ISO/DIS 17836

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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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명 칭

TC 110

ISO/DIS 2328

Fork- lift
trucks- Hook- on
type
fork arms
and
fork
carriages- Mounting dimensions (Recision of ISO 2328:1993)

TC 110

ISO/DIS 6055

Industrial trucks- Operator over- head protection- Testing and specfication
(Revision of ISO 6055:1997)

TC 110

ISO/DIS 22877

Castors and wheels- Vocabulary, recommended representation and
multilingual terminology (Revision of ISO 2163:1975)

TC 110

ISO/DIS 22878

Castors and wheels- Test methods and apparatus

TC 110

ISO/DIS 22879

Castors and wheels- Castors for furniture

TC 110

ISO/DIS 22880

Castirs and wheels- Castors for furniture- Castors for swivel chairs

TC 110

ISO/DIS 22881

Castirs and wheels- Manually propelled use in institutional environments

TC 110

ISO/DIS 22882

Castirs and wheels- Hospital bed castors

TC 110

ISO/DIS 22883

Castirs and wheels- Applications up to 1.1 m/s (4 km h)

TC 110

ISO/DIS 22884

Castirs and wheels- Applications over 1.1 m/s (4 km h) and up to 4,4
m/s (16 km/h) (Revision of ISO 2175:1981, ISO 2184- 1:1972,
ISO 3101:1981, ISO 3102:1981)

TC 115

ISO/DIS 21049

Pumps- Shaft sealing systems for centrifugal and rotary pumps

TC 117

ISO/DIS 13347- 1

Industrial fans- Determination of fan sound power level
standardized laboratory conditions- Part 1: General overview

TC 117

ISO/DIS 13347- 2

Industrial fans- Determination of fan sound power level under
standardized laboratory conditions- Part 2: Reverberant room method

TC 117

ISO/DIS 13347- 3

Industrial fans- Determination of fan sound power level under
standardized laboratory conditions- Part 3: Enveloping surface methods

TC 117

ISO/DIS 13347- 4

Industrial fans- Determination of fan sound
standardized laboratory conditions- Part 4:
Sound intensity method

TC 118

ISO/DIS 20643

Hand- transmitted
vibration
from
hand- held
or
machinery- Measurement of vibration at the grip surface

TC 121

ISO/DIS 11197

Medical supply units (Revision of ISO 11197:1996)

TC 127

ISO/DIS 6011

Earth- moving machinery- Visual display of machine operation functions
(Revision of ISO 6011:1987)

TC 127

ISO 6165:2001/
DAmd 1

Earth- moving machinery- Basic- types- Vocabulary- Amendment 1

power

level

arm

under

under

hand- gu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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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127

ISO 6747:1998/
DAmd 1

Earth- moving machinery- Tractor- dozers- Terminolog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 Amendment 1

TC 127

ISO 7131:1997/
DAmd 1

Earth- moving
machinery- Loaders- Terminology
specifications- Amendment 1

TC 127

ISO/DIS 15219

Earth- moving machinery- Cable excavators- Terminolog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

TC 131

ISO/DIS 6981

Hydraulic fluid power- Cylinders- Mounting dimensions of rod end plain
eyes (Revision of ISO 6981:1992)

TC 135

ISO/DIS 18173

Non- destructive testing- General terms and definitions

TC 135

ISO/DIS 580.2

Plastics piping and ducting systems- Injection- moulded thermoplastics
fittings- Methods for visually assessing the effects of heating
(Revision of ISO 580:1990)

TC 135

ISO/DIS 7671

Plastics piping systems for soil and waste discharge(low and high
temperature) inside buildings- Polypropylene(PP)
(Revision of ISO 7671:1991)

TC 135

ISO/DIS 7682

Plastics piping systems for soil and waste discharge(low and high
temperature) inside buildings-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ABS)
(Revision of ISO 7682:1991)

TC 135

ISO/DIS 8770

Plastics piping systems for soil and waste discharge(low and high
temperature) inside buildings- Polyethylene(PE) (Revision of ISO
8770:1991)

TC 135

ISO/DIS 9311- 3

Adhesives for thermoplastic piping systems- Part 3:Test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resistance to intemal pressure

TC 135

ISO/DIS 19220

Plastics piping systems for soil and waste discharge(low and high
temperature) inside buildings- Styrene copolymer blends(SAN+PVC)

TC 147

ISO/DIS 13641- 1.2

Water quality- Determination of inhibition of activity of anaerobic
bactena- Part 1:Test at low biomass concentration

TC 147

ISO/DIS 13641- 2.2

Water quality- Determination of inhibition of activity of anaerobic
bactena- Part 2:Test at low biomass concentrations

TC 147

ISO/DIS 17381

Water quality- Guidelines for the choice and application of ready- to- use
test kit methods in analysis

TC 153

ISO/DIS 17292

Metal ball valves for petrcieum, petrochemical and allied industries

TC 157

ISO/DIS 8009

Reusable rubber and silicone contraceptive diaphragms- Recuirements
and tests

and

commercial

TC/SC

규격 번호

TC 157

ISO/DIS 16038

Rubber condoms- Guidance on the use of ISO 4074 in the quality
management of natural rubber latex condoms

TC 159

ISO/DIS 9886

Ergonomics- Evaluation of thermal strain by physiological measurements
(Revision of ISO 9886:1992)

TC 159

ISO/DIS 15536- 1

Ergonomics- Computer manikins and body templates- Part 1: General
requirements

TC 159

ISO/DIS 15537

Principles for selecting and using test persons for testing anthtopometric
aspects of industrial products and designs

TC 164

ISO/DIS 376

Metalic materials- Calibration of force- proving instruments used for the
verification of uniaxial testing machines (Revision of ISO 376:1999)

TC 164

ISO/DIS 7800

Metallic materials- Wire- Simple torsion test (Revision of ISO 7800:1984)

TC 164

ISO/DIS 20482

Metalic materials- Sheet and strip- Erichsen cupping test (Revision of
ISO 8490:1986)

TC 172

ISO/DIS 15367- 1

Lasers and laser- related equipment- Test methods for determination of
the shape of a laser beam wavefront- Part 1:Terminology and
fundamental aspects

TC 176

ISO/DIS 10006

Quality management systems- Guidelines for quality management in
projects (Revision of ISO 10006:1997)

TC 176

ISO/DIS 10007

Quality management systems- Guidelines for configuration management
(Revision of ISO 10007:1995)

TC 184

ISO/DIS 10303- 14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 Part
14:Description
methods:The
EXPRESS- X language reference manual

TC 184

ISO/DIS 16100- 2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Manufacturing software
capability profiling- Part 2:Profilingmethodology

TC 184

ISO/DIS 19439

CIM Systems Architecture- Frame work for enterprise modelling

TC 190

ISO/DIS 10381- 5

Soil quality- Sampling- Part 5:Guidance on
contamination of urban and industrial sites

TC 190

ISO/DIS 16133

Soil quality- Guidance on the
monitoring programmes

TC 190

ISO/DIS 20279

Soil quality- Extraction of thallium and determination by electrothermal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TC 193

ISO/DIS 18453

규 격 명 칭

investigation

establishment and

of

maintenance

soil

of

Natural gas- Corelation between water content and water dew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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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201

ISO/DIS 17331

Surface chemical analysis- Chemical methods for the collection of
elements from the surface of silicon- water working- reference materials
and their determination by total- reflection X- ray fluorescence
spectroscopy(TXRF)

TC 204

ISO/DIS 14825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Geographic Data Files(GDF)- Overall data
specification (Revision of ISO/TR 14825:1996)

TC 216

ISO/DIS 17693

Footwear- Test methods for uppers- Resistance to damage on lasting

TC 216

ISO/DIS 176924

Footwear- Test methods for uppers- and lining- Flex resistance

TC 216

ISO/DIS 17695

Footwear- Test methods for uppers- Deformabiliity

TC 216

ISO/DIS 17696

Footwear- Test methods for uppers, lining and insocks- Tear strength
ISO/DIS 17697

TC 216

ISO/DIS 17701

Footwear- Test methods for uppers, lining and insocks- Colour migration

TC 216

ISO/DIS 17702

Footwear- Test methods for upper- Waster resistance

TC 216

ISO/DIS 17703

Footwear- Test methods for upper- High temperature behaviour

TC 216

ISO/DIS 17705

Footwear- Test
insulation

TC 216

ISO/DIS 17706

Footwear- Test methods for uppers,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TC 216

ISO/DIS 17709

Footwear- Samplinc location, preparation and duration of conditioning of
samples and test pieces

TC 216

ISO/DIS 19953

Footwear- Test methods for heels- Resistance to lateral impact

TC 216

ISO/DIS 19956

Footwear- Test methods for uppers, Fatigue resistance

TC 216

ISO/DIS 19957

Footwear- Test methods for heels- Heel pin holding strength

TC 216

ISO/DIS 19958

Footwear- Test methods for heels and top pieces- Top piece retention
strength

TC 219

ISO/DIS 6347

Textile floor
6347:1989)

TC 221

ISO/DIS 13438

TC 221

ISO/IEC
DIS 17011

Geotextiles and geotextile- related products- Screening method for
determiniting the resistance to oxidation at elevated oxygen pressure
(Revision of ISO/TR 13438:1999) CASCO
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providing assessment and accred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methods

for

uppers,

coverings- Consumer

lining

information

and

insocks- Thermal

(Revision

of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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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명 칭

JTC 1

ISO/IEC
DIS 13865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 Specification,
functional model and information flows- Call transfer supplementary
service (Revision of ISO/IEC 13865:1995)

JTC 1

ISO/IEC
DIS 13868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Inter - exchange
signalling protocol- Name identification supplementary services (Revision
of ISO/IEC 13868:1995, ISO/IEC 13868:1995/Amd 1:2001)

JTC 1

ISO/IEC
DIS 13869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Inter- exchange
signalling protocol- Call transter supplementary service (Revision of
ISO/IEC 13869:1995, ISO/IEC 13869:1995/Cor 1:1999)

JTC 1

ISO/IEC
DIS 13870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Inter - exchange
signalling protocol- Call completion supplementary service (Revision of
ISO/IEC 13870:2001)

JTC 1

ISO/IEC
DIS 13872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Specification,
functional model and information flows- Call diversion supplementary
services (Revision of ISO/IEC 13872:1995)

JTC 1

ISO/IEC
DIS 13873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Inter- exchage
signalling protocol- Call diversion supplementary services (Revision of
ISO/IEC 13873:1995, ISO/IEC 13873:1995/Cor 1:1999)

JTC 1

ISO/IEC
DIS 13874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Inter- exchange
signalling protocol- Path replacement additional network feature (Revision
of ISO/IEC 13874:1999)

JTC 1

ISO/IEC
DIS 14843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Inter- exchange
signalling protocol- Call offer supplementary service (Revision of ISO/IEC
14843:1996)

JTC 1

ISO/IEC
DIS 14844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Inter- exchange
signalling protocol- Do not disturb and do not disturb override
supplementaty services (Revision of ISO/IEC 14844:1996)

JTC 1

ISO/IEC
DIS 14846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Inter- exchange
signalling protocol- Call intrusion supplementary service (Revision of
ISO/IEC 14846: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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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명 칭

JTC 1

ISO/IEC
DIS 15050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Inter- exchange
signalling protocol- Advice of charge supplementary services (Revision of
ISO/IEC 15050:1997)

JTC 1

ISO/IEC
DIS 15051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Specification,
functional model and information flows- Recall supplementary service
(Revision of ISO/IEC 15051:1997)

JTC 1

ISO/IEC
DIS 15052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Inter- exchange
signalling protocol- Recall supplementary service (Revision of ISO/IEC
15052:1997, ISO/IEC 15052:1997/Cor 1:2002)

JTC 1

ISO/IEC
DIS 15053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Specification,
functional model and information flows- Call interception additional
network feature (Revision of ISO/IEC 15053:1997)

JTC 1

ISO/IEC
DIS 15054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Inter- exchange
signalling protocol- Call interception additional network feature (Revision
of ISO/IEC 15054:1997)

JTC 1

ISO/IEC
DIS 15429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Inter- exchange
signalling protocol- Wireless Terminal Location Registration supplementary
service and Wireless Terminal Information exchange additional network
feature (Revision of ISO/IEC 15429:1999)

JTC 1

ISO/IEC
DIS 15431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Inter- exchange
signalling protocol- Wireless terminal call handling additional network
features (Revision of ISO/IEC 15431:1999)

JTC 1

ISO/IEC
DIS 15433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Inter- exchange
signalling protocol- Wireless Terminal Authentication supplementary
services (Revision of ISO/IEC 15433:1999)

JTC 1

ISO/IEC
DIS 15505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Specification,
Functional Model and Information Flows- Message Waiting Indication
supplementary service (Revision of ISO/IEC 15505:2000)

TC/SC

규격 번호

규 격 명 칭

JTC 1

ISO/IEC
DIS 15506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Inter- exchange
signalling protocol- Message Waiting Indication supplementary service
(Revision of ISO/IEC 15506:2000, ISO/IEC 15506:2000/Cor 1:2000)

JTC 1

ISO/IEC
DIS 15772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Inter- exchange
signalling protocol- Common Information additional network feature
(Revision of ISO/IEC 15772:1998, ISO/IEC 15772:1998/Cor 1:2000)

JTC 1

ISO/IEC
DIS 15991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Specification,
functional model and information flows- Call Priority Interruption
Protection supplementary services (Revision of ISO/IEC 15991:1998)

JTC 1

ISO/IEC
DIS 15992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Inter- exchange
signalling protocol- Call Priority Interrruption Protection supplementary
services (Revision of ISO/IEC 15992:1998)

JTC 1

ISO/IEC
DIS 17876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Inter- exchange
signalling protocol- Private User Mobility(PUM)- Registration supplementary
service (Revision of ISO/IEC 17876:2000)

JTC 1

ISO/IEC
DIS 17878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Inter- exchange
signalling protocol- Private User Mobility(PUM)- Call handling additional
network features (Revision of ISO/IEC 17878:2000)

JTC 1

ISO/IEC
DIS 19460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Inter- exchange
signalling protocol- Single Step Call Transter Suppiementary Service
(Revision of ISO/IEC 19460:2001)

JTC 1

ISO/IEC
DIS 21408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Inter- exchange
signalling protocol- Simple dialog supplementary service (Revision of
ISO/IEC 21408:2001)

JTC 1

ISO/IEC
DIS 23651

Information technology- 8 mm wide magnetic tape cartrige
information interchange- Helical scan recording- AIT- 3 format

ISO/DIS 14347

Fatigue design procedure
Recommendations

IIW

for

welded

hollow

section

for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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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8

ISO/FDIS
14726- 2

Ships and marine technology- Identification colours for the content of
piping systems- Part 2:Additional colours for different media and/or
functuons

TC 10

ISO/FDIS
14617- 1

Graphical symbols for diagrams- Part 1:General information and indexes

TC 10

ISO/FDIS
14617- 10

Graphical symbols for diagrams- Part 10:Fluid power converters

TC 10

ISO/FDIS
14617- 11

Graphical symbols for diagrams- Part 11:Devices for heat transfer and
heat engines

TC 10

ISO/FDIS
14617- 12

Graphical symbols for
punification and mixing

diagrams- Part

12:Devices

for

TC 10

ISO/FDIS 14617- 2

Graphical symbols
application

diagrams- Part

2:Symbols

having

TC 10

ISO/FDIS 14617- 3

Graphical symbols for diagrams- Part 3:Connections and related devices

TC 10

Graphical symbols for diagrams- Part 4:Actuators and related devices

TC 10

ISO/FDIS
14617- 4
ISO/FDIS 14617- 5

TC 10

for

separating,

general

Graphical symbols
devices

for diagrams- Part 5:Measurement

and

control

ISO/FDIS 14617- 6

Graphical symbols
functions

for diagrams- Part 6:Measurement

and

control

TC 10

ISO/FDIS 14617- 7

Graphical symbols for diagrams- Part 7:Basic mechanical components

TC 10

ISO/FDIS 14617- 8

Graphical symbols for diagrams- Part 8:Valves and dampers

TC 10

ISO/FDIS 14617- 9

Graphical symbols for diagrams- Part 9:Pumps, compressors and fans

TC 17

ISO/FDIS 8458- 1

Steel wire for mechanical springs- Part 1:General requirements (Revision
of ISO 8458- 1:1989)

TC 17

ISO/FDIS 8458- 2

Steel wire for mechanical springs- Part 2:Patented cold- drawn (Revision
of ISO 8458- 2:1989)

TC 17

ISO/FDIS 13520

Determination of ferrite content in austeniric stainless steel castings

TC 20

ISO/FDIS 12256

Aerospace- Drives, intermal, cruciform, ribbed- Metric series

TC 20

ISO/FDIS 14620- 1

Space systems- Safety requirements- Part 1:System safety

TC 22

ISO/FDIS 11096

Road vehicles- Pedestrian protection- Impact test method for pedestrian
thing, leg and knee

T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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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명 칭

TC 22

ISO/FDIS 15763

Road vehicles- Alarm systems for buses and commercial vehicle of
maximum authorized total mass greater than 3,51

TC 28

ISO/FDIS 12917- 2

Petrcieum and liquid petroleum products- Calibration of horizontal
cylindrical tanks=Part 2 Internal electro- optical distance- ranging method

TC 34

ISO/FDIS 5530- 4

Wheat flour(Triticum aestivum L)- Physical chatactenstics of doughs- Part
4 Determination of theological properties using an alveograph (Revision
of ISO 5530- 4:1991)

TC 34

ISO/FDIS 7565- 1

Dried milk, dried ice- mixes and processed cheese- Determinationof
lactose content- Part 1:Enzymatic method utilizing the glucose moiety of
the lactose

TC 34

ISO/FDIS 5765- 2

Dried milk, dried ice- mixes and processed cheese- Determination of
lactose content- Part 2:Enzymatic method utilizing the glucose moiety of
the lactose

TC 34

ISO/FDIS 15174

Milk and milk products- Microbial coagulants- Determinnation of total
milk- clotting activity

TC 34

ISO/FDIS 15323

Dried milk protein products- Determination of nitrogen solubility index

TC 34

ISO/FDIS 16140

Microbiology of food and animal feeding stuffs- Protocol for the
validation of altrmative methods

TC 35

ISO/FDIS 9038

Test for sustained combustibility of liquids
9038:1991)

TC 36

ISO/FDIS 491

Cinematography- 35 mm motion- piture film and magnetic film- Cutting
and perforating dimensions (Revision of ISO 491:1995)

TC 38

ISO/FDIS 1806

Fishing nets- Determination of mesh breaking load of netting (Revision
of ISO 1806:1973)

TC 38

ISO/FDIS 15797

Textiles- Industrial washing and finishing procedures for testing of
workwear

TC 39

ISO/FDIS 230- 6

Test code for machine tools- Part 6:Determinnation of positioning
accuracy on body and face diagonals (Diagonal displacement tests)

TC 42

ISO/FDIS 10330

Photography- Synchronizers, ignition circuits and connectors for cameras
and photoflash units- Electrical characteristics and test methods
(Revision of ISO 10330:1992)

TC 42

ISO/FDIS 10349- 1

Photography- Photographic- grade chemicals- Test methods- Part
1:General (Revision of ISO 10349:1992)

TC 42

ISO/FDIS 10349- 8

Photography- Photographic- grade
chemicals- Test
methods- Part
8:Determination of volatile matter (Revision of ISO 10349- 8:1992)

(Revision of ISO/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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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번호

규 격 명 칭

TC 42

ISO/FDIS 18903

Imaging materials- Films and paper- Determination of dimensional change
(Revision of ISO 6221:1996)

TC 43

ISO/FDIS 13473- 2

Characterization of pavement texture by use of surface profiles- Part
2:Terminology and basic requirements related to pavement texture
profile analysis

TC 43

ISO/FDIS 13473- 3

Characterization of pavement texture by use of surface profiles- Part
3:Spec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profilometers

TC 43

ISO/FDIS 15186- 3

Acoustics- Measurement of sounf insulation in buildings and building
elements using sounf intensity- Part 3:Laboratory measurements at low
frequencies

TC 44

ISO/FDIS 9013

Thermal cutting- Classification of thermal cuts-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 and quality tolerances (Revision of ISO 9013:1992)

TC 45

ISO/FDIS 10282

Single- use sterile rubber surgical gloves- Specification (Revision of ISO
10282:1994)

TC 45

ISO/FDIS 14557

Fire- fighting hoses- Rubber and plastics
assemblies

TC 48

ISO/FDIS 4142

Laboratory glassware- Test tubes(Revision of ISO 4142:1997)

TC 48

ISO/FDIS 8655- 1

Piston- operated volumetric apparatus- Part
requirements and user recommendations

TC 48

ISO/FDIS 8655- 2

Piston- operated volumetric apparatus- Part 2:Piston pipettes

TC 48

ISO/FDIS 8655- 3

Piston- operated volumetric apparatus- Part 3:Piston burettes

TC 48

ISO/FDIS 8655- 4

Piston- operated volumetric apparatus- Part 4:Dilutors

TC 48

ISO/FDIS 8655- 5

Piston- operated volumetric apparatus- Part 5:Dispensers

TC 48

ISO/FDIS 8655- 6

Piston- operated volumetric apparatus- Part 6:Gravimetric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measurement error

TC 54

ISO/FDIS 770

Crude or rectified oils of Eucalyptus globulus(Eucalyptus globulus Labill.)
(Revision of ISO 770:1980. ISO 4732:1983)

TC 54

ISO/FDIS 3523

Oil of cananga(Cananga odorata(Lam)Hook.f.et Thcmson,forma macrophylla) (Revision of ISO 3523:1976)

TC 54

ISO/FDIS 3760

Oil of celery seed (Apium graveolens L.) (Revision of ISO 3760:1979)

TC 54

ISO/FDIS 4716

Oil of vetiver(Vetivena zizanioides (L.) Nash) (Revision of ISO 4716
:1987)

suction hoses and hose

1:Terminology,

general

TC/SC

규격 번호

규 격 명 칭

TC 59

ISO/FDIS 7389

Building construction- Jointing products- Determination of elastic recovery
of sealants(Revision of ISO 7389:1987)

TC 59

ISO/FDIS 7390

Building construction- Jointing products- Determination of resistance to
flow of sealants(Revision of ISO 7390:1987)

TC 59

ISO/FDIS 11431

Building construction- Jointing products- Determination of adhe- sion/
cohesion properties of sealants after exposure to heat and artificial light
through glass and to water (Revision of ISO 11431:1993)

TC 59

ISO/FDIS 11600

Building construction- Jointing products- Classification and requirements
for sealants(Revision of ISO 11600:1993)

TC 59

ISO/FDIS 15686- 3

Buildings and constructed assets- Service
Performance audits and reviews

TC 67

ISO/FDIS
10414- 2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ies- Field testing of drilling fluids- Part
2:Oil- based fluids ISO/10426- 1:2000/FDAmd 1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ies- Cements and materials for well cementing- Part
1:Specification- Amendment 1

TC 85

ISO/ASTMFDIS
51276

Practice for use of a polymethylmeth- acrylate
(Revision of ISO/ASTM 51276:2002)

TC 92

ISO/FDIS 5660- 1

Reaction- to- fire tests- Heat release smoke production and mass loss
rate- Part 1:Heat release(cone calorimeter method) (Revision of ISO
5660- 1:1993. ISO 5660- 1:1993/Cor 1:1993)

TC 92

ISO/FDIS 5660- 2

Reaction- to- fire tests- Heat release smoke production and mass loss
rate- Part 2:Smoke production rate (dynamic measurement)

TC 92

ISO/FDIS 13785- 1

Reaction- to- fire tests for facades- Part 1:Intermediate- scale tests

TC 94

ISO/FDIS
14876- 1

Protective clothing- Body armour- Part 1:General requirements

TC 96

ISO/FDIS 9374- 3

Cranes- Information to be provided for enquiries, orders, offers and
supply- Part 3:Tower cranes

TC 105

ISO/FDIS 12076

Steel wire ropes- Determination of the actual modulus of elasticity

TC 114

ISO/FDIS 764

Horology- Magnetic resistant watches (Revision of ISO 764:1984)

TC 121

ISO/FDIS 7396- 1

Medical gas pipeline systems- Part 1:Pipelines for compressed medical
gases and vacuum

TC 131

ISO/FDIS 3601- 1

Fluid power systems- O- rings- Part 1:Inside diameters, cross- sections,
tolerances and size identification code (Revision of ISO 3601- 1:1988)

life

planning- Part

3:

dosimet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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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번호

규 격 명 칭

TC 131

ISO/FDIS 3601- 5

Fluid power systems- O- rings- Part 5:Suitability of elastomeric material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TC 131

ISO/FDIS 10771- 1

Hydraulic fluid power- Fatigue pressure testing of metal pressurecontaining enveloper- Part 1:Test method

TC 135

ISO/FDIS 9934- 2

Non- destructive testing- Magnetic particle testing- Part 2:Detection media

TC 138

ISO/FDIS 3633

Plastics piping systems for soil and waste discharge (low and high
temperature) inside buildings- Unplasticized poly(vinyl cnloride) (PVC.U)
(Revision of ISO 3633:1991)

TC 146

ISO/FDIS 12141

Stationary source emissions- Determination of mass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dusi)at low concentrations- Manual gravimetric method

TC 146

ISO/FDIS 14956

Air quality- Evaluation of the suitability of a measurement procedure by
comparison with a required measurement uncertainty

TC 146

ISO/FDIS 16622

Meteorology- Sonic anemometers- thermometers- Acceptance test methods
for mean wind measurements

TC 150

ISO/FDIS 13958

Concentrates for haemocialysis and related therapies

TC 150

ISO/FDIS 13959

Water for haemodialysis and related therapies

TC 150

ISO/FDIS 14607

Implants for surgery- Specific requirements for mammary implants

TC 163

ISO 6946:1996/
FDAmd 1

Building components and building elements- Thermal resistance and
thermal transmittance- Calculation method- Amendment 1

TC 163

ISO/FDIS 13787

Thermal insulation products for building equipment and industrial
installations- Determination of declared thermal conductrvity

TC 164

ISO/FDIS 12108

Metallic materials- Fatigue testing- Fatigue crack growth method

TC 172

ISO/FDIS 8321- 1

Ophthalmic optics- Specifications for material, optical and dimensional
properties of contact lenses- Part 1:Rigid comeal and scleral contact
lenses(Revision of ISO 8321- 1:1991)

TC 172

ISO/FDIS 11810

Optics and optical instruments- Lasers and laser- related equipment- Test
method for the laser- resistance of surgical drapes and/or
patient- protective covers

TC 184

ISO/FDIS
10303- 204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 Part 204:Application protocol:Mechanical design
using boundary representation

TC 190

ISO/FDIS 11271

Soil quality- Determination of redox potential- Field method

TC/SC

규격 번호

규 격 명 칭

TC 190

ISO/FDIS 15709

Soil quality- Soil water and the unsaturated zone- Definitions, symbols
and theory

TC 192

ISO/FDIS 3977- 3

Gas turbines- Procurement- Part 3:Design requirements

TC 192

ISO/FDIS 3977- 7

Gas turbines- Procurement- Part 7:Technical information

TC 192

ISO/FDIS 3977- 8

Gas turbines- Procurement- Part 8:Inspection, testing, installation and
commissioning

TC 194

ISO/FDIS
10993- 10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Part 10:Tests for irritation and
delayed- type hypersensitivity (Revision of ISO 10993- 10:1995)

TC 195

ISO/FDIS 11886

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Pile driving
extracting equipment- Terminology and commercial specifications

TC 198

ISO/FDIS 11607

Packaging for terminally sterilized medical devices(Revision of ISO
11607:1997)

TC 221

ISO/FDIS
13426- 1

Geotextiles and geotextile- related products- Strength of internal structural
junctions- Part 1:Geocells

JTC 1

ISO/IEC FDIS
9075- 13

Information technology- Database languages- SQL- Part 13:SQL Routines
and Types Using the Java TM Programming Language(SQL/J RT)

JTC 1

ISO/IEC FDIS
9796- 2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techniques- Digital signature schemes
giving
message
recovery- Part
2:Integer
factorization
based
mechanisms(Revision of ISO/IEC 9796- 2:1997)

JTC 1

ISO/IEC FDIS
10192- 1

Information technology- Home Electronic
1:Universal Interface(UI) Class 1

JTC 1

ISO/IEC
10646- 1:2000/
FDAmd 1

Information technology- Universal Multiple- Octet Coded Character
Set(UCS)- Part 1:Architecture and Basic Multilingua Plane- Amendment
1:Mathematical symbols and other characters

JTC 1

ISO/IEC FDIS
14772- 2

Information techrology- Computer graphics and image processing- The
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VRML)- Part 2:External authoring
interface (EAI)

JTC 1

ISO/IEC FDIS
15288

Systems engineering- System life cycle processes

JTC 1

ISO/IEC FDIS
15444- 4

Information technology
4:Conformance testing

JTC 1

ISO/IEC FDIS
15939

Software engineering- Software measurement process

-

J PEG2000

and

System(HES)interfaces- Part

image

coding

system-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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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명 칭

ISO/IEC FDIS
18014- 1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techniques- Time- stamping servies- Part
1 Framework

ISO/FDIS 14344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Flux and gas shielded electrical welding
processes- Procurement guidelines for consumables

TC 6

ISO 186:2002

Paper and board- Sampling to determine average quality

TC 8

ISO 3715- 1:2002

Ships and marine technology- Propulsion
1:Vocabulary for geometry of propellers

TC 20

ISO 15888:20001

Space data and information transfer systems- Standard formatted data
units- Referencing environment

TC 21

ISO 145201:2000/Cor 1:2002

Gaseous fire- extinguishing systems- Physical properties and system
design- Part 1:General requirements- Technical Corrigendum 1

TC 22

ISO 7637- 1:2002

Road vehicles- Electrical disturbances from conduction and coupling- Part
1:Definitions and general considerations

TC 22

ISO 8820- 4:2002

Road vehicles- Fuse- links- Part 4:Fuse- links with female contacts(type A)
and bolt- in contacts (type B)and their test fixtures

TC 22

ISO 12214:2002

Road vehicles- Direction- of- motion stereotypes for automotive
controls

TC 22

ISO 12353- 1:2002

Road vehicles- Traffic accident analysis- Part 1:Vocabulary

TC 22

ISO 15007- 1:2002

Road vehicles- Measurement of driver visual behaviour with respect to
transport information and control systems- Part 1:Definitions and
parameters

TC 22

ISO 15500- 14:2002 Road vehicles- Compressed natural
components- Part 14:Excess flow valve

TC 22

ISO 22628:2002

Road vehicles- Recyclability and recoverability- Calculation method

TC 23

ISO 5692- 2:2002

Agricultural vehicles- Mechanical
2:Coupling ring 40 with socket

I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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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명 칭

2

IEC 88528- 11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 driven alternating current
generating sets: Part 11 - Rotary uninterruptible power systems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9

IEC 60494- 1

Railway applications - Rolling stock - Pantographs - Characteristics
and tests - Part 1: Pantographs for mainline vehicles

9

IEC 60494- 2

Railway applications - Rolling stock - Pantographs - Characteristics
and tests - Part 2: Pantographs for metros and light rail vehicles

9

IEC 60349- 1,
Amd. 1

Electric traction - Rotating electrical machines for rail and road vehicles
- Part 1: Machines other than electronic convertor- fed alternating
current motors

9

IEC 60349- 2

Electric traction - Rotating electrical machines for rail and road vehicles
- Part 2: Electronic convertor- fed alternating current motors

17C

IEC 60298 Ed.4.0

Appareillage sous enveloppe m tallique pour courant alternatif de
tensions assign es sup rieures 1 kV et inf rieures ou gales 52 kV
(French version)

18A

IEC 60092- 354
Ed. 2

Electrical installation in ships- Part 354: Single and three core power
cables with extruded solid insulation for rated voltages 6kV (Um =7.2
kV) up to 30kV (Um = 36kV)

20

IEC 60331- 12,
Ed. 1

Tests for electric cables under fire conditions - Circuit integrity - Part
12: Apparatus - Fire with shock at a temperature of at least 830 øC

20

IEC 60331- 31, Ed. Tests for electric cables under fire conditions - Circuit integrity - Part
1
31: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fire with shock - Cables of rated
voltage up to and including 0,6/1,0 kV

21

IEC 61982- 2 Ed.1

Secondary batteries for the propulsion of electric road vehicule - Part
2: Dynamic discharge performance test (DDPT) and dynamic endurance
test (DET)

IEC 62040- 1- 1

Uninterruptible power systems (UPS) - Part 1- 1: General and safety
requirements for UPS used in operator access areas

IEC 61534- 1Ed.1

Powertrack systems Part 1: General requirements

32C

IEC 60127- 2 f2
Ed. 2.0

Revision of standard sheets 1, 2, 3, 5 and 6 of IEC 60127- 2

34B

IEC 60061

Lamp caps and holders together with gauges for the control of
interchangeability and safety - Part 1: Lamp caps - Amendment 31 /
Part 2: Lampholders - Amendment 28 / Part 3 Gauges - Amendment
30 / Part 4: Guidelines and general information - Amendment 8

22H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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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명 칭

37

IEC 60099- 4
Ed.2 - Part 4

Metal- oxide surge arresters without gaps for a.c. systems.

37

IEC 60099- 6- f1
Ed.1

Surge arresters - Part 6: Surge arresters containing both series and
parallel gapped structures - rated 52 kV and less.

45A

IEC 61888

Nuclear power plants - Instrumentation important
Determination and maintenance of trip setpoints

46A

IEC 61935- 1

Amendment 1 to IEC 61935- 1, Ed. 1

48B

IEC 60512- 11- 14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Tests and measurements - Part
11- 14: Climatic tests - Test 11p - Flowing single gas corrosion test

48B

IEC 60603- 7- 4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Part 7- 4: Detail specification for
8- way, unshielded, free and fixed connectors, for data transmissions
with frequencies up to 250 MHz (CAT 6, unshielded)

48B

IEC 60352- 7

Solderless connections - Part 7: Spring clamp connections - General
requirements, test methods and practical guidance

48B

IEC 61076- 2- 103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Part 2- 103 : Detail specification
for a range of multipole connectors (type 'XLR').

49

IEC 60444- 8

Measurement of quartz crystal unit parameters - Part 8: Test fixture for
surface mounted quartz crystal units

49

IEC 60122- 1
Ed. 2.0

Quartz crystal units of assessed quality - Part 1: Generic specification

56

IEC 61164 Ed. 2

Reliability growth - Statistical test and estimation methods

57

IEC 61970- 401
Ed. 1.0

Energy management system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EMS- API) Part 401: Component interface specification (CIS) framework

59A

IEC 60436
Ed 3.0

Electric dishwashers for household use - Methods for measuring the
performance

65

IEC/PAS 62337

Milestones and Activities during commissioning of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in the Process Industry

65B

IEC/PAS 61987- 1

Industrial- process measurement and control - Data structures and
elements in process equipment catalogues - Part 1: Measuring
equipment with analogue and digital output

76

IEC 60825- 1Ed.2

Safety of laser products - Part 5: Manufacturer's checklist

86A

IEC 60794- 4 Ed.2

Optical fibre cables - Part 4: Sectional Specification - Aerial optical
cables along electrical power lines

to

safety

-

Electrical,

TC/SC

규격 번호

규 격 명 칭

86C

IEC 61291- 5- 2
Ed. 1.0

Optical fibre amplifiers
Reliability qualification

-

Part 5- 2: Qualification specifications

-

77A

IEC 61000- 4- 7
Ed.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4- 7: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 General guide on harmonics and
interharmonics measurements and instrumentation, for power supply
systems and equipment connected thereto

78

IEC 60903 Ed. 2

Live working - Gloves of insulating material

78

IEC 60895 Ed. 2

Live working - conductive clothing for use at nominal voltage up to
800 kv AC and n600 kv DC

80

IEC 60945 Ed. 4.0

Maritime navigation and radiocommunication equipment and systems General requirements - Methods of testing and required test results

86A

IEC TR 62324
Ed. 1

Raman gain efficiency measurement of single- mode optical fibres using
continuous wave method - Guidance

98

IEC 61857- 22,
Ed. 1

Electrical insulation systems - Procedures for thermal evaluation - Part
22: Specific requirements for encapsulated- coil model - Wire- wound
electrical insulation system (EIS)

98

IEC 61857- 23,
Ed. 1

Electrical insulation systems - Procedures for thermal evaluation - Part
23: Specific requirements for general- purpose, tall- channel model Wire- wound electrical insulation system (EIS)

100

IEC 61937- 5

Digital audio - Interface for non- linear PCM encoded audio bitstreams
applying IEC 60958 - Part 5: Non- linear PCM bitstream according to
the DTS (Digital Theater Systems format(s) (TA 4)

100

IEC 61937- 6

Digital Audio - Interface for non- linear PCM encoded audio bitstreams
applying IEC 60958 - Part 6: Non- linear PCM bitstreams according to
the MPEG- 2 AAC format (TA 4)

100

IEC 61947- 1

Electronic projection - Measurement and documentation of key
performance criteria - Part 1: Fixed resolution projectors

100

IEC 62330- 1

Helical- scan digital video cassette recording system using 12,65 mm
(0,5 in) magnetic tape - Format HD- D5 - Part 1: VTR specifications
(TA 6)

100

IEC 62330- 2

Helical- scan digital video cassette recording system using 12,65 mm
(0,5 in) magnetic tape - Format HD- D5 - Part 2: Compression format
(T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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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명 칭

100

IEC 62330- 3

Helical- scan digital video cassette recording system using 12,65 mm
(0,5 in) magnetic tape - Format HD- D5 - Part 3: Data stream format
(TA 6)

100

IEC 62315

DTV profiles for uncompressed digital video interfaces

CIS

CISPR 14- 1 Ed.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Requirements for household appliances,
4.0, Amd. 2
electric tools and similar apparatus - Part 1: Emission

CIS

CISPR 15 Ed. 6.0,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of radio disturbance characteristics
Amd. 2
of electrical lighting and similar equipment

WTO/TBT 통보문
등록번호 통보국가
10

10

덴마크

분류
기타

베네수엘라 기타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주요내용

BNWAS(선박 2002- 05-

화물선,

운항 감시 경 03

BNWAS(Bridge

보 시스템)?

system; 선박 운항 감시 경보 시스템) 관련 규정

위험물질

2002- 0507

국제항해용 선박 및 어선에서의
Navigational Watch alarm

위험물질과 관련한 사고시 취하는 긴급조치. 육
상수송로에서의 사고 및 산업시설에서 발생하
는 사고에 적용

11

베네수엘라 통신기기

2002- 05-

단극 전선 및 케이블과 600V까지의 케이블용

07

열가소성 절연체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일반적

2002- 05-

모빌 크레인, 연결식 크레인, 기중기선, 데릭

07

(derrick) 등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 기

2002- 05-

리프팅 장비 관련 디자인, 부속품, 작동절차에

/수송

07

대한 최소 요건

섬유/화학 유해물질

2002- 05-

캐나다환경보호법 별표1에 유해물질을 포함시

/환경

07

키는 법안

기준
2

베네수엘라 자동차

리프팅장비

/수송

준 및 조건
3
33
34

베네수엘라 자동차
캐나다
캐나다

리프팅장비

식품/약품 사람의 혈장 2002- 05/의료기기

35

캐나다

식품 및 약품 규정에 대한 개정안

07

섬유/화학 화학 및 의약 2002- 05-

불법 의약품의 비밀 생산에 종종 쓰이는 전구

/환경

체[前驅體, precursor] 및 다른 화학물질의 감

품 전구체

07

시 및 규제와 관련한 국제적 의무를 캐나다가

(precursor)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장치를 제공
4

베네수엘라 기타

용접강기통(w 2002- 05elded

5

6
7

베네수엘라 기타

베네수엘라 기타

steel 07

차량용 천연가스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실린
더(기통)의 정기점검 관련 최소한의 기술적 요

cylinder)

건

천연가스차량 2002- 05-

차량용 천연가스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 관련

의 전환 및 07

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적

관리 시설

요건

소방용 보호 2002- 05-

소방수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장갑 관련 디

장갑

자인, 성능요건, 검사방법

07

베네수엘라 기계/금속/ 스테인레스 2002- 05가스기기 및 합금강 잠 07
금장치?

압력용기, 밸브, 플랜지(flange), 조임쇠에 쓰이
는 스테인레스 및 합금강 막대, 볼트, 나사, 스
터드,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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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류

해당품목

시행일

베네수엘라 전기/전자 축전지(a ccu 2002- 05mulator)?

9

통보일

베네수엘라 식품/약품/ 식품
의료기기

주요내용
연산(lead- acid) 축전지 관련 최소 요건 및 검

07

사방법

2002- 05-

국내산이든 외국산이든 간에 사람이 소비하는
포장식품을 확인하는 문자화 되거나 프린트되

07

거나 그림으로 나타내어진 라벨, 꼬리표, 스티
커 관련 지침
12

베네수엘라 자동차/수 소형버스
송

13

도로를 이용하는 소형버스 관련 기본 요건

2002- 0508

베네수엘라 생활용품 치약

치약 관련 기본 요건

2002- 0508

1

19

헝가리
미국

건축
기타

건축제품
초의심지

2002- 05-

건축제품의 기술적 요건 및 적합성 인증, 시판

15

및 사용 관련 세부 규정

2002- 05-

美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0.06% 이상의 납을
포함하고 있는 메탈계 초의 심지 및 그러한 심

15

을 가진 초가 위험 물질이므로 금지해야 한다
고 제안
2

헝가리

기타

유아용 장난 2002- 05-

3세 이하의 유아용 장난감에서 특정 프탈레이

감

트계 물질의 금지 및 PVC(염화비닐수지)로 만

15

든 육아제품의 금지
4

핀란드

특정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및 그 물질을 포

섬유/화학/ 잔류성 유기 2002- 05환경

오염 물질

함하거나 다루는 물품의 생산, 사용, 수입, 수출

15

의 금지

(POPs)
40

체코

섬유/화학/ 대기오염물질 2002- 05- 2002-07-0 대기오염물질의 강제배출한계, 대기오염물질의
환경

41

42

체코
체코

15

1

조절 절차 및 조건을 규정하는 정부 법령(안)

섬유/화학/ 연료 등 14가 2002- 05- 2002-07-0 대기 오염 물질의 운영과 관련, 배출한계 및 다
환경

지 물질

15

기타

바이오매스

2002- 05- 2002-07-0 Combustion Plants Polluting Air의 운영과 관
15

1

1

른 조건을 규정하는 정부 법령(안)

련, 배출한계 및 다른 조건을 규정하는 정부 법
령(안)

7

뉴질랜드

13

남아공

30

칠레

식품/약품/ 식품
의료기기
기타

라이터

전기전자 열가소성
물질

160

2002- 05-

호주 뉴질랜드 식품 규격 코드에 의해 적용되

15

기 위해 새 뉴질랜드 식품 규제 조치가 철회됨

2002- 05-

라이터 관련 강제 요건

16
2002- 05-

열가소성 물질-절연전선 및 케이블 관련 요건

16

등록번호 통보국가
31

칠레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전기전자 전기전도재료 2002- 05-

전기전도재료-연동연선 및 고정전선- 관련 요
건

16
32

칠레

주요내용

전기전자 전기전도재료 2002- 05-

구리 및 알루미늄 전기전도재료 관련 요건

16
20

미국

자동차/수 자동차용 연 2002- 05-

자동차용 연소자 보호 장치 관련 연방자동차안

송

전기준의 개정

소자 보호 장 17
치

1

1

이스라엘

TPKM

식품/약품/ 의료용 주사 2002- 05-

의료용 주사기 및 바늘 관련 개정. 국제표준과

의료기기 기 및 바늘

17

의 연계

기계/금속/ 가스실린더

2002- 05-

액화석유류 가스용 가스용기 및 휴대용 가스레

가스기기

21

인지, 발염방사장치, 충전식 라이터용 가스용기
에 대한 강제적 검사 제안

2

10

이스라엘

식품/약품/ 인스턴트 커 2002- 05-

인스턴트 커피 관련 개정. 카페인의 첨가 및 최

의료기기 피

소 함유량 관련 조항의 개정

슬로베니아 기타

비료

21

2002- 05- 2002-07- 비료의 판매 및 규제, 사용조건, 샘플링 방법,
22

15

분석 방법, 암모늄 질산비료 관련 조건을 규정
하는 법

13

EC

식품/약품/ 식품, 음료

2002- 05- 2002-07- 식품에서 조미로 쓰이는 퀴닌(quinine) 및 카페

의료기기

22

01

인은 성분표시에서 언급되어야 하며, 150mg/
이상의 카페인을 포함하는 음료는 <높은 카페
인 함량>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카페인 함량
(mg/100ml 단위로)이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

47

8

일본
뉴질랜드

통신기기 무선설비
기타

2002- 05-

5GHZ 주파수대 무선 액세스 시스템용 무선 설

22

비 관련 기술 규정의 설립

유채(oleifera) 2002- 05- 2003-01- 유전자 변형 유채 씨의 뉴질랜드 내 무허가 반
22

9

뉴질랜드

기타

옥수수씨

체코

입을 금하는 조치(안)

2002- 05- 2002-08- 유전자 변형 옥수수 씨의 뉴질랜드 내 무허가
22

43

01

01

반입을 금하는 조치(안)

섬유/화학/ 연료

2002- 05- 2002-07- 오염원 목록, 일반적 배출 한계, 배출된 오염원

환경

24

01

양의 검출 방법, 스모크 농도 및 악취 강도, 오
염원의 운영 기록 관련 요건 및 대기 오염 규
제 관련 요건을 규정하는 환경부의 정부 법령
(안)

16 1

이달의 규격정보

등록번호 통보국가
44

네덜란드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기타

포장

2002- 05- 2004-01- 포장지, 포장폐기물, 종이, 마분지 관련 규정을
24

44

체코

시행일

01

주요내용
포함하는 법령

섬유/화학/ 고체연료, 석 2002- 05- 2002-07- 대기오염의 고정오염원에서 연소에 이용되는
환경

탄, 연탄, 나 24

01

연료의 품질 관련 조건 및 요건을 규정하는 환
경부의 법령(안)

무, 액체 및
가스연료
45

46

체코
체코

섬유/화학/ 온실가스

2002- 05- 2002-07- 지구상 기후 체계의 보호 조건을 규정하는 정

환경

24

01

부 법령(안)

섬유/화학/ 고형, 액형폐 2002- 05- 2002-07- 폐기물 소각 관련 배출한계 및 조건을 규정하
환경

기물, 도시폐 24

01

는 정부 법령(안)

기물?
47

체코

섬유/화학/ 대기환경보호 2002- 05- 2002-07-0 대기환경품질평가 및 경영, 대기 보호의 이행
환경

24

1

등을 위한 배출제한, 조건, 요건을 규정하는 정
부 법령(안)

48

체코

섬유/화학/ 휘발유, 유기 2002- 05- 2002-07-0 휘발유의 저장 및 보급시, 혹은 유기용제 사용
환경

물질, 유기용 24

1

과정시 생기는 휘발성 유기 물질을 방출하는
대기 오염물질의 운영에 대한 배출한계 및 조

제

건을 규정하는 정부 법령(안)
49

체코

섬유/화학/ 클로로플루오 2002- 05- 2002-07-0 오존층 보호 관련 조건을 마련하는 환경부 법
환경

로카본, 메틸 24

1

령(안)

브로마이드
36

37

캐나다

캐나다

식품/약품/ 약 색소

2002- 05-

의료기기

28

기타

위험물품

식품 및 의약품 규정을 개정하는 규정(안)

위험물품 수송 규정의 개정(안)

2002- 0528

1

50

21

인도

체코

스위스

기타

기타

포장제품 등 2002- 05-

선별제품

식품/약품/ Angi

의 수입 관련 품질 기준

2002- 05-

적합성 평가 관련 선별제품을 명기하는 정부령

29

을 개정하는 정부 법령(안)

casti 2002- 05- 2002- 11- Angi casti fructus(Fruits de Gattilier)의 정의,

의료기기 fructus(Fruits 30
de Gattilier)

162

모든 포장제품의 라벨링 요건 및 133가지 제품

28

01

확인, 검사, 성분 관련 요건을 설립

등록번호 통보국가
36

한국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주요내용

식품/약품/ GMO(유전자 2002- 05- 2002-07- 표시, 광고의 중요정보 고시. 유전자변형물질을
의료기기 변형물질)를 31

01

포함하는 농산물 및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

포함하는 농

업자는 당해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물질이

산물 및 식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의 광고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