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뉴스

반도체 국제표준을
한국이 주도
- 우리나라가 IEC/TC47(반도체소자)
간사국 및 국제간사 수입 2002. 7. 1.(월)부터 반도체소자분야 국제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IEC TC 47(반도체소자)의 간사
국 및 국제간사를 한국이 수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IEC 기술위원회(TC)의 간사국
(국제간사)을 담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국제간사 : 삼성전자 반도체 R&D센터 김기
남 상무
간사국(국제간사)은 해당분야 국제표준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국제기술동향 파악은 물론 향후
기술전망을 사전에 알 수 있게 하여 국제표준
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체생산 세계 3위
국을 기반으로 표준을 주도하게 됨으로써 반도

하는 기술위원회로서 이번 국제간사 수임을 계
기로 반도체 분야의 국제표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는 PDP 및 LCD분야에서 2개의 국제표준안을
제안해 놓고있어 이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하에 SC47A(집적회로), SC47C(평판디스
플레이), SC47D(반도체패키지), SC47E(개
별반도체소자)등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음.
＊분과위원회 SC47E의 국제간사도 우리나라
에서 담당〔동일기연(주) 김영민〕
반도체분야 국제표준은 JEDEC을 중심으로 이
루어져 왔었으나 최근 WTO/TBT 협정에 따
라 WTO 회원국들은 ISO/IEC의 국제표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점차 IEC 규격을 중심으
로 통일될 예정임에 따라 이번 간사국(국제간
사)수임은 우리나라 기술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JEDEC : 합동전자장치협의회〔미국 전자공
업협회(EIA)의 하부조직〕

체분야에서 생산과 기술 양면에 있어 명실공히
반도체기술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에서는 이번 IEC TC47 간사국(국

위상이 크게 높아짐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우

제간사) 수임을 계기로 차세대반도체 세계표준

리나라 기술발전 및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화와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을 적극 추진하여 나갈 방침이다.

＊D램 세계 1위, S램 세계 2위, Flash 메모리
세계 3위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간 자율적으
로 어려움이 있는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
＊첨단기술 인력양성과 반도체 장비 및 재료산

TC47은 반도체소자에 관한 국제표준을 담당

업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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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으로 세계표준화를 위한 표준기술연
구회 구성 등

산업기술진흥회의 개최

전자책 문서표준의
KS제정
기술표준원은 컴퓨터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 기술표준원은 2002. 7. 12(금). 07:30 서울 플라

급속한 확산 및 디지털 컨텐츠시장의 급성장에

자 호텔에서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주재로

따라 종이책의 컨텐츠를 디지털 형태의 정보로

“산업기술진흥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

가공(편집), 저장할 수 있는 전자책에 대한 수

서는 산자부 산하 20개 기관 및 삼성전자(주)

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관한 문서 표준을 7

삼성종합기술원 등 34개 기관장 60여명이 참석

월 8일에 KS로 제정고시하였다.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다.

- 이에 따라 전자책 콘텐츠 제작사와 전자책
서비스업체 또는 서비스업체간의 콘텐츠의

기술표준의 일류화 촉진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

교환이 용이해지고, 더 나아가 독자들이 전
자책을 저장 및 가공하거나 읽고 보기가 간

95년 WTO출범이후 Global Market이 출현

편해져 국내의 전자책 시장도 활성화 될 것

하면서 세계시장은 Global Standards시대로

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입
- 세계경제환경은 무역·기술·표준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융합화단계로 급진전

전자책이란 도서로 간행되었거나 또는 도서로
간행될 수 있는 저작물의 내용을 디지털 데이

- 아울러 세계시장의 통합화에 따른 무역상기

터로 CD-ROM, DVD 등의 기록매체 또는 저

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장장치에 수록하고, 유·무선 통신망을 경유하

제거를 위한 기술표준의 동질화 심화

여 전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 그

따라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

내용을 시스템을 통해서 읽고, 보고, 들을 수

술표준의 방향과 TBT의 주요 사례를 분석함

있는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을 말한다.

으로써 실물경제 흐름에의 능동적인 대응체제
를 구축

현재 전자책 출판과 관련하여 HTML PDF,

- 주요 부문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XML 등의 컨텐츠 포맷이 사용되고 있으나,

- 관련 기관별 향후 대응체제를 확립토록 방향

이러한 다양한 전자책 포맷을 사용함으로써 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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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 및 전용 단말기를 개발하여야 하는

표준원 강당에서 2002년 상반기 환경설비 품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또한, 전자책 소비자는

인증 6업체 6품목에 대하여 인증서 수여식을

특정업체의 전자책을 읽거나 보기 위하여 여러

거행하였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유 및 교환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의 이산화탄소(CO2 ) 배출량 감축, 폐차

HTML : Hyper Text Markup Language

재활용 의무화 등 전세계가 환경친화적 경제

XML : eXtensible Markup Language

사회구조로의 전환됨에 따라 환경산업(ET)이

PDF : Portable Document Format

정보통신(IT)·바이오산업(BT)과 함께 21세
기 유망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이번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전자책 문서 표준
은 가장 일반적인 인터넷 언어 수단인 XML

아직도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확장성 표기언어, eXtensible Markup Lang-

는 환경전문업체의 육성 및 대형화 유도, 환경

uage)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XML 기반의 전

산업체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수출증대 등 내수

자책은 상호운용성, 공개성, 응용성 등을 제공

및 수출의 확대를 위하여, 환경설비 수요기반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책 문서 포맷으로 가장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환경설비시장 : 세계시장 98년 110십억$, 05
년 160십억$, 연평균 증가율 7.6% 국내시장

전자책 출판시장 규모는 2005년에 전세계 출판

98년 2.1조원, 05년 4.6조원, 연평균 증가율

시장의 10%에 해당하는 39억달러로 예상된다.

18%

기술표준원은 이번 규격 제정에 따라 국내 전
자책 산업의 중복투자를 막고 전자책의 개발
촉진은 물론 미국의 OEB(Open e- Book 협회)
의 표준과도 호환이 가능하여 세계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산개발 우수 환경설비
품질인증서 수여

- 업체당 연평균매출액 : 세계 50대 기업 2조4
천억원, 우리나라 24억원( 99)
기술표준원은 신제품 개발을 통한 환경설비의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을 위하여 국산화 개발된
환경설비를 정밀 평가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
화 설비'등 품질성능이 우수한 환경설비 6업체
6품목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였다.
- 2001년 처음으로 환경설비 품질인증을 시작
한 이래 24업체 31품목을 우수 환경설비로

기술표준원은 2002년 7월 2일 (화) 11시 기술

인증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설비의 수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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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수출 촉진을 위하여 우수 환경설비 품질

계에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인증을 계속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ㅇ 이번에 KS로 제정되는 4종의 실버산업 제품
은 마비, 변형 또는 통증의 예방, 경감 및 신

실버산업제품에도 KS 도입

체기능 향상을 위한 목보호대 및 허리 보호
대와 일상생활에서 상용되고 있는 성인용 기
저귀 및 베개로서 이들 제품은 현재 노인층

기술표준원에서는 우리 국민 전체 인구의 7.3%

의 수요가 가장 많은 제품이다.

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외되

ㅇ 이들 제품은 그동안의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

어온 노년층의 생활 편의성 향상 및 제품의 고

한 것으로 이에 대한 KS는 제정과정에서 많

품질화를 위해 실버산업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

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실정

규격(KS)을 제정키로 하였다.

에 맞는한국형 표준규격으로제정한 것이다.

ㅇ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층

이들 제품이외에도 앞으로 기술표준원에서는 실

은 전체 인구의 7.3%로서 노령화 사회 진입

버산업 제품의 고품질화를 통한 소비자 편의성

기준인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7% 를 이

및안전성 확보를위해 KS 제정이 요구되는 지

미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어 실버 산업 제품

팡이, 훨체어 및 노년층 의류제품 등 관련분야

의 개발 및 품질 향상의 기초가 되는 제품의

규격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표준화가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제품은 고령자나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

정밀분석 교육실시

이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사용자의 신체특성상
어떤 다른 제품보다도 제품의 편리성과 고기능

기술표준원은 글로우방전질량분석기를 이용한

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반도체 재료의 화학적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을 반

에 따른 품질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사

도체산업체 및 연구소 관련기술자를 대상으로 6월

용자의 편의성 확보 및 업계의 생산성 향상에

27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실시하였다.

걸림돌이 되어 왔다.

글로우방전질량분석기(Glow Discharge Mass
Spectrometer, VG9000)는 국내 본원에서만 유일

6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는 노년층의 수요가

하게 보유하고 있는 고가장비로서 반도체 부품 및

가장 많은 대표적인 실버제품인 성인용 기저귀,

소재, 고순도 금속, 고기능성 합금재료, 초전도체,

목보호대, 허리보호대, 베개 등 4종에 대하여

다층박막제품, 센서 및 전자재료 등의 성분분석 및

우선적으로 한국산업 규격을 제정하고 이를 업

제품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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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에는 반도체타겟용 고순도 티타늄을 생산
하는 현대티타늄 등 관련업체 4업체와 6개 시험연
구기관 분석담당자 등이 참가하였으며 관련기관이

· 고장문리 및 고장분석과정 : 32시간
※ 2개 교육과정을 각 5회 총 10회에 걸쳐 기
본교육 실시

첨단분석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기기사용법

- 전문교육(16시간) : 총 5회 교육실시

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특

- 교육인원 : 40명/ 1회 이내(선착순 모집)

히 국내에서 분석할 수 없어 해외분석기관에 의뢰
하여 처리해오던 고기능성재료(예:원자로 증기발
생기장치용 신소재, 반도체타겟용 고순도티타늄 및
칼륨등)를 교육참가자들이 가져와 직접 분석함으로
서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산업체의 신제품개발을 도모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산업체의 분석기술자를
대상으로 본 장비에 대한 첨단분석교육을 지속적으
로 실시할 계획이다.

신뢰성평가 전문인력
양성교육실시

ㅇ 교육훈련비 : 무료(식비, 교통비 및 숙박비는
수강생 부담)
ㅇ 세부교육일정 및 장소 : 상세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WWW. ats.go.kr)참조
ㅇ 7월 신뢰성교육
- 02. 7. 8～12(5일) : 신뢰성분석 및 시험과
정(기본교육)
- 02. 7. 19～20(2일) : 신뢰성향상을 위한
FMEA/FTA 실무과정(전문교육)
- 교육장소 : 아주대학교

가스분석 및 안전에 관한
표준화 Wor kshop 개최

기술표준원(신뢰성과)에서는 부품·소재 신뢰성

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각종 가스

평가·인증 및 신뢰성 향상활동에 필요한 신뢰성

취급상의 안전문제 등 가스관련산업계의 당면문제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신뢰성교육을 다음과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가스분석 및 안전에 관

같이 개최한다.

한 표준화 Workshop」
을 지난 6월11일(화) 기술표

ㅇ 교육일정: 2002. 7월～2003. 2월(8개월)
ㅇ 교육대상: 신뢰성평가센터 전담인력 및 산업
현자의 신뢰성 담당인력
ㅇ 기본교육 시간 및 과정별 인원
- 기본 교육 : 68시간
· 신뢰성분석 및 시험과정 : 36시간

준원 중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압가스와 혼합가스 등각종
가스 취급상 안전가이드 라인과 국제표준화동향이
소개되고 가스사고의 사례별 예방기술에 관한 정보
를 제공했다.
최근 선진 각국은「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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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으로 기술기준을 강화하고, 고난도의 분석기술

과거에는 천연가스의 성분분석 목적이 거래를위

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는 등 새로운 기술장벽을

한 단순한 계량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연료로 사용

쌓고 있다.

할 때 배출될 수 있는 환경유해화학물질의 성분 확

이번 Workshop에서는 이러한 국제동향에 대응
하여 현장실무자들에게 ISO/TC 158(가스분석),

인과 가스의 품질 등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193(천연가스), 146(대기의 질)과 관련하여 최근 국

이번 Workshop에서는 기술표준원 한애란 연구

제규격화 되고 있는 가스분석의 현황 및 국제동향,

관이 ISO의 전반적인 표준화기술동향에 대해 소개

가스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했고, 이어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김진석 책임연

우리나라가 천연가스의 도입을 시작한 1986년

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충근 처장, 한국가스공사

당시의 사용량은 불과 200만톤에 지나지 않았으나,

허재영 실장 등이 가스분석의 현황 및 국제동향, 대

발전용 연료만으로 쓰이던 천연가스가 도시용 연료

기의 질 측정, 가스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

가스(총량의 70%이상)로 사용되면서 매년 10%의

내관련 산업계 공동의 문제를 토의하는 자리를 마

수입증가 추세가 계속되어 2001년의 사용량은

련했다.

1600만톤에 달하고 있다.

※ 문의 :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공업연구관 한애란 (02- 509- 7245, 7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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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의 기술개요와 표준화

정보표준과장 한태수
02) 509- 7333 tshan@ats.go.kr

산업의 발달과 함께 산업을 구성하는 개별 업종

GIS)란 지구에 관련된 자연현상과 지구의 지상 및

또는 기술의 변천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지하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또는 인공으로 형성된

제조업에 기반을 둔 기계, 전자, 화학산업이 경제성

지질, 지형 및 구조물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장의 핵심이었으나, 미래에는 정보기술 관련산업이

이들 정보를 디지털 지도로 표시, 저장, 분석, 출력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할 수 있는 컴퓨터응용시스템을 말하며, 이러한 지

실제로 정보기술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놀라

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목적은 우리들

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이 살고있는 제한적인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보기술산업은 업종상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
지만 기술의 많은 부분은 서비스업종에 해당하는

이를 위한 합리적인 최선의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함에 있다.

면이 대단히 많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

기존의 지도(Map)는 실세계의 위치를 추상화하

에서 우리들이 담당하고 있는 정보기술의 중요 분

여 지형도, 지적도, 관광안내도, 버스노선도, 기상도

야를 열거하면,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지리정보,

등 용도에 맞게 표현하여 인쇄물의 형태로 제작하

교통정보, 교육정보, 의료정보, 문헌정보, 금융정보

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의 급속한 발달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로 인하여 지도사용의 용도가 과거처럼 단순하지

본고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지리정보에 대한 기술개요와 정부정책, 표준화

않으며, 따라서 기존의 지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그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① 산업의 발전에 따라 지도상에 표시해야만 하는
정보의종류및양이급격히증가함에따라기존

1. 기술개요
지리정보(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지도로는표현하는정보의양이극히제한적이고
② 기존의 아날로그 지도로는 인터넷상에서의 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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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정보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③ 용도가 서로 다른 지도간에 상호호환성이 없어
지리정보의 응용성이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컴퓨터 처리속도의 향상과 기억용량의 증
대, 입출력장치및인터페이스의발전과함께문자와
숫자 정보 및 영상, 음성 등의 다양한 매체에 대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Multimedia Database)
기술의 발전으로 지구상의 공간정보를 dB화하고,
지형 및 지물에 대한 영상데이터를 디지털화한 지
리정보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고, GIS의 등장으로
기존 지도가 가지고 있는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
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장점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① 각종 지도의 확대, 축소 그리고 축척과 내용이
서로 다른 지도의 상호중첩 등이 손쉽게 가능
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예
로써 지하에 매설하는 위험시설물 공사시 기
설치 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② 인터넷기술과 접목하여 많은 사용자에게 동시
에 GIS 데이터와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
③ 지구상의 모든 공간 데이터에 대한 검색 및 분
석이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가능
④ 가상의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가
능함에따라자연재해(수해, 지진, 산불등)에가
장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대책마련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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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GIS의 장점으로 인하여 GIS기술을
LBS(Location Based Service, 위치기반서비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측위시스
템), ITS (Intelligent transports systems,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의 관련 기술과 조합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현
재는 차량용 Navigation System과 이동통신 단말
기를 활용한 위치기반서비스에 관련된 제품과 서비
스가 상용화되어 있으며, 보다 다양한 정보와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지도를 기반으로 현재서비스중인
인터넷 지도 검색서비스 외에 GIS의 분야별 활용
용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그림 1 참조).

( 1) 토지관련
토지에 대한 실제 이용현황과 소유자, 거래, 지
가, 개발, 이용제한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통합 데
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토지관련 정책수
립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 가능
하며, 각종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다양한 시나리오
를 검색할 수 있어 민원인에게 종합적인 토지정보
를 서비스 할 수 있다.

(2 ) 시설물 관리
지상과 지하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종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속성정보(시공자, 관
경, 재질, 설계도면 등)를 연계하여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을 절감하고 관리 부실로 인
한 재난을 사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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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통

(6 ) 농업

교통개선계획, 도로유지보수, 교통시설물관리 등

지표경사, 토양, 지질 및 재배기술에 관한 정보를

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여 도로관리

데이터 베이스화한 후토양특성에 가장 적합한 작목

및 운영에 관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자동

을 추천하고, 작물재배시 수확량을 예측하며 토양

차용 Navigation System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관리지침을 제공하는 등 과학적 영농을 지원

(ITS)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교통정보에 관한 체계
적인 서비스 실시.

(7) 재해/ 재난
하천정보, 강우정보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홍

(4 ) 도시계획 및 관리

수발생 시간을 예측하고, 지질정보와 지진발생 사

도시화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인구, 교통, 건물,

례에 관한 정보 등을 통한 지진발생의 가능성을 예

환경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통합 구축하여 도시

측하는 등으로 재난 발생시 긴급출동 및 피해 최소

현황파악, 도시 계획수립과 정비 및 도시 기반시설

화 방안을 신속히 수립하는데 활용

물 관리에 활용.

2 . 정부정책
(5 ) 환경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리정보시스템은국

동식물정보, 수질정보, 지질정보, 대기정보, 폐기

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중요성이 대단

물정보 등을 데이터 베이스화한 후 각종 환경영향

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정

평가와 혐오시설 입지선정 및 대형건설사업에 따른

책은 국가적 차원에서『국가지리정보체계(NGIS)

환경변화예측 등에 활용

사업 기본계획』
이 수립되어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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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NGIS사업의 추

표준분과(정통부), 토지정보분과(행자부) 등 5개분

진목적과 경위, 중점 추진방향과 전략, 추진체계 등

과로 부처별 역할분담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체화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 1) 추진목적

(3 ) 중점 추진방향과 전략

국가적으로 토지이용계획, 지하공간 등에 대한

공급자 위주의 정책수립에서 벗어나 국민을대상

종합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으로 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공간정보 인

각 부처별로 필요자료를 별도 관리함에 따라 정보

프라의 확충 및 인터넷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지

공유부족으로 인한 국토관리가 비효율적임에 따라

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국가차원에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고, 대형사고의

극대화시키고, 각 부처별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위험이 있어 관련부처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시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종합적인 국

NGIS 구축이 요구되었다..

토개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2 ) 추진경위

(4 ) 추진체계

국가지리정보체계(NGIS)는 1994년 5월 경제장

매년 각 부처에서 수립되는 GIS관련 정책들을

관회의에『국가지리 정보체계 구축방안』
이 당시

건교부(총괄분과)에서 취합하여 각 부처별 업무의

건설부에 의해 제안되면서 본격화되어, 1995년 5월

중복성을 검토한 후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NGIS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수립,

추진위원회에서 조정함으로써 NGIS추진에 보다

1997년 2월『국가지리정보체계(NGIS) 표준화 추

효율을 기하게 되었고, 표준화분과는 정보통신부가

진계획』수립함으로써 국가 디지털 지도구축사업

국가 지리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단체표준을 아래

이 본격화되었으며, 2000년 10월에는『제2차 국가

와 같은 제정절차에 의해 제정보급하며, 우리원은

GIS 기본계획』
이 확정되어 총괄분과(건교부), 기술

제정된 단체표준을 국가규격으로 제정하는데 중점

개발분과(과기부), 지리정보분과(건교부국립지리원),

을 두고 동 분과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표준연구개발
이해단체 또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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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단체표준(TTA)

⇒

표준분과위원회
(분야별 실무반)
표준(안) 검토/보안 및 개발

⇒

표준분과위원회
(프로젝트그룹)
표준(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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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표준화 동향

등 활발한 표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1) GI S의 표준화 대상

(3 ) 국제동향

과거의 GIS에 관련된 표준화 대상은 지리정보를
주로 인쇄물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대상물 및 자연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디지털 지도를 제작하
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각국에서 작성한 디

현상의 표시기호, 위도/경도 표현방법 등이 주류를

지털 지도가 상호 호환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리정

이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산업발전에 따른 인공 구

보에대한 표준화가시급하다는데 인식을같이하고,

조물에 대한 정밀 수치치도 등을 구현하기 위한 다

1994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지리정보기술원

양한 지리정보를컴퓨터에 입력, 유지, 저장, 활용하

회(TC211)를 신설하였다. ISO/TC 211은 Olaf Ø

기 위해 필요한 아래와 관련된 사항들이 주류를

stensen (Norway)를 의장으로 하여 미국 등 57개

이루고 있다.
수치지도 제작, 지하 및 지상의 인공시설물

국(P- 멤버 : 30개국, O- 멤버 : 27개국)의 회원국을
둔 기술위원회로 발전하였다.

지도제작에 필요한 기호, 용어, 표시방법 등
지도제작 및 토지개발에 필요한 지형 및 지질

지리정보 관련 국제규격은 동 기술위원회가발족

정보

이전(1983년)에 제정된 ISO 6709(지도상 위치표시

디지털지도 작성에 필요한 사항

를 위한 위도, 경도)가 유일한 국제규격이었고, 동

i - GIS 운용을 위한 Protocol 등

기술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각국에서는 자국의 기술

GIS 구축을 위한 응용 S/W간의 상호 운용성

을 국제규격으로 제정시켜 디지털 지리정보시장을

시험방법

선점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2000년 이후 ISO

기타 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 표현, 전송에

19105 (적합성 시험) 등 3종이 제정되었으며, 최근

관한 도구, 방법 및 서비스등에 관한 사항

에는 무선 인터넷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이를 이

(2 ) 국내동향

용한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등
응용분야에 대한 규격 제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

KS규격은 KS X 1516 (지리적인 점 위치를 위

는 추세로 ISO/ CD 19133 (위치기반서비스) 등 49

한 위도, 경도 및 고도) 등 4종의 국제규격을 기술

종이 국제규격으로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 활발하게

적인 내용 변경없이 KS규격화한 것이 지리정보 관

진행중이다.

련 KS규격의 전부이며, 국내기술을 KS규격으로
제정된 것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민간표준은 미국을 주축으로 29개국 235개(미국

그러나, 최근에는 표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100개)의 GIS 관련업체, 대학, 정부기관 등이 참여

서 GIS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부처별로 표준

한 OGC(Open GIS Consortium)컨소시엄을 구성

화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여 표준기술을 개발하는

하여 ISO TC211과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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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Open GIS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프

뿐만 아니라 TC 211의 제15차 총회가 2002년

로젝트 수행 등 민간표준 제정을 위해 활동중이며,

11월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건교부(국립지리원), ETRI, 한동

나라가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Working Document

대, 인하대, 부산대, 서울대, SK C&C 등이 참여하

의 CD를 완성시키기 위한 워킹그룹회의(TC211/

고 있다.

WG8)가 2002년 7월 30부터 8월 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4 . 표준화 대응방안
우리나라는 지리정보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1995년 ISO/TC 211에 P멤버로 가입하여 1996년 제3차 총회 및 워킹그룹회
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동 국제표준화회의에
매년 국내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그리고 2001년 10
월에는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다중교통
매체를 위한 위치기반서비스 가 정식 Working
Document로 채택되었다.

우리원 정보표준과는 지리정보분야의 국제표준
화 활동 강화와 KS제정을 위한 지리정보 표준화
5개년 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5
년까지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80종의 KS규
격을 개발하여 제정/보급할 예정이다. 동 사업의 일
환으로 2002년 2월 LBS(위치기반서비스)포럼 을
발족시켜 민간표준화활동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표
준을 적극 발굴하여 KS규격 및 국제표준으로 발전
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

14

시 책 논

나노섬유기술 개발동향

고분자섬유과 공업연구사 이근완
02) 509 - 7241 yhie848@ats.go.kr

나노기술(Nanotechnology, NT)은 물질을 분자,

또한 나노섬유의 경우 기존의 초극세사섬유보다

원자단위에서 제어하는 기술이며, 주로 1～100 나

훨씬 넓은 표면적을 지니고 단위 면적당 중량이 적

노미터(1나노미터=10억분의 1m)수준의 연구를 의

어 기존 소재 성능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

미한다. 1990년대 들어 여러 첨단산업분야에서 나

으로 기대된다.

노기술의 급격한 부상과 함께 섬유분야에도 나노섬

이러한 나노섬유는 그림 2와 같이 대부분 전기방

유기술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세계

사(electro- spinning)에 의하여 제조되며, 그림3과

최고의 차세대 섬유제조기술인 나노급 산업용 섬유

같이 섬유의 생성과 동시에 3차원 네트워크 구조로

(Tech- textile) 개발에 향후 9년간 401억원(정부

융착되어 적층된 형태의 다공성 웹형태로 제조가

252억원·민간 14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섬유는 굵기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전기방사는 충분한 점도(약 1～200 poise)를 지
닌 고분자용액이나 용융체가 정전기력을 부여받을

분류할 수 있다.
나노섬유는 직경이 1 ㎛이하인섬유로서 약 10g

때 섬유가 형성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의 양으로 지구와 달 사이를 최대 1300번 왕복할

즉 수직으로 위치한 모세관 끝에 고분자용액은 중

수 있는 신개념 섬유로 정보기술(IT), 생명공학

력과 표면장력사이에 평형을 이루며 반구형 방울을

(BT), 환경기술(ET) 등 첨단산업의 원부자재로 사

형성하며 매달리게 되고, 이 때 정전기가 부여되면

용할 수 있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fibers according to their thickness
Fiber

ordinary fiber

fine denier fiber

microfiber

nanofiber

Thickness

17～70㎛

4～10㎛

1～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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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구형 방울 표면에 전하 또는 쌍극자 배향이

보호치료 및 피부 조직의 균일재생, 인공혈관, 약물

공기층과 용액의 계면에 유도되고, 전하 또는 쌍극

전달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 응용사용이 가능하며,

자의반발로표면장력과 반대되는힘을발생시킨다.

향후 연간 15억달러의 수출, 30억달러의 수입대체

따라서 모세관 끝에 매달려 있는 용액의 반구형 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면은 원추모양으로 늘어나게 되고, 임계 전기장세

지금까지 약 30여종 고분자를 이용한 나노섬유

기에서 이 반발정전기력이 표면장력을 극복하게 되

가 제조되었으며, 나노섬유기술은 전통적인 의미의

면서 하전된 고분자용액의 흐름이 방출되면서 섬유

섬유분야를 초월하여 매우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

를 형성하게 된다.

가능성이 있다. 즉 나노섬유는 기존 범용성 소재의

나노섬유는 작은 기공의 크기, 높은 표면적을 지
니므로, 방호복이나 필터소재, 생체조직배양, 상처

한계를 극복하고 차세대 신기술 및 신소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Fig 2. Schematic drawing of electro- spinning proces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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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photographs of nanofibers manufactured by electro- spinning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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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품 제조업체를 위한

PL시대의 십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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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율(戒律)은 불교용어로 3학 6탁(三學六度)

하며, 조선조 때는 남산종이라 하였는데 그것은 자

의 하나인데 수련(修練)과 성선(性善)의 뜻이다.

장이 도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소승은 금제지악(禁制止惡)을 주로 하고 출가는

있다.

250계, 재가는 5계, 대승은 행선(行善)이다. 그래

십계(十界)는 불교에서 말하는 일종의 세계관

서 3중정계(三衆淨戒) 및 원돈계(圓頓戒)와 율

이다. 즉 지옥계·아귀계(餓鬼界)·축생계(畜

을 합하여 계율이라 일컫는다.

生界)·수라계(修羅界)·인간계·천상계(天

기독교 용어로서는 종파(宗派)내의 질서를 유
지하기 위해 각 교파에서 규정한 규칙과 처벌을 말
한다. 구교에서는 교회규율 가운데에도 특히 수도
원의 규칙을 지칭한다.

上界)·성문계(聖聞界)·연각계(緣覺界)·
보살계·불계(佛界)의 10가지 세계를 일컫는다.
이러한 십계와 관련된 십계도(十界圖)는 육도
화(六道畵)의 일종이다. 지옥·아귀·출생·아

이와 관련하여 계율종(戒律宗)은 불교교종(敎

수라(阿修羅)·인간·하늘·성문·연각·보살

宗)의 한 종파이다. 율장(律藏)을 주로 하여 일상

(菩薩)·불(佛)의 10 세계를 그려 정토교(淨土

생활에 유의(留意)하는 불교의 한 종파이다. 중국

敎)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정토교는 정토문(淨

에서는 당나라 때 종남산(終南山)에 살고 있었던

土門)의 교법(敎法)인데, 아미타불(阿彌陀佛)

도선(道宣)이 펴서 보급한 남산율종(南山律宗)

의 극락으로 정토에 왕생하여 부처되기를 가르치는

이 대표적이다.

교문(敎門)이다. 여기서 정토(Buddhist Elysium)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계율종이 자장(慈藏)에

는 번뇌의 속박을 벗어난 아주 깨끗한 곳을 말한다.

의해 창시되었고 그 후 통도사(通度寺)를 중심으

또한 십계(十戒)는 불교에 있어 사미(沙彌)와

로 발전하였다. 계율종을 약(略)하여 율종이라고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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律)을 말한다. 생물을 죽이지 말 것, 남의 것을 훔

이웃을 사랑할 것, 탐내지 말 것 등을 말한다.

치지 말 것, 음탕한 생활을 하지 말 것, 망녕된 말

이 십계명은 기독교생활에 긴장과 훈련을 주는

을 하지 말 것, 술을 마시지 말 것, 고기를 먹지 말

대헌장(Magna Charta)으로서 여호와에 대한 경건

것, 훼방하지 말 것, 허물을 말하지 말 것, 인색하지

한 사람에게 대한 성실과 사랑의 율법이라고 할 수

말 것, 속이지 말 것 등이다.

있다.

기독교인들이 수덕(修德)과 인격완성의 생활기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 전기제품 제조업체를위한

준으로 삼는 대신(對神) 및 대인(對人)적 규율이

제조물책임(PL) 시대에 필히 지켜야 할 십계명을

이른바 십계명(十誡命)이다. 이것은 신명기(4 :1

적어본다.

3～14)에 의하여 불려진 이름이다. 보통 구약성경

1. 긍정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PL법 시행에 대

의출애급기(20:3～17)에기록되어있는 10계명과신

하여 반대하고 막연한 불만을 토로해서는 아

약성경 요한복음(13:34·15:12)과 마태복음(22:37～

니된다. 부정적인 태도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

40)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아

인이 되며, 오히려 능동적으로 대처할 마음의

울러 일컫는다.

자세를 가져야 한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할

전자는 모세의 율법 또는 옛법이라고도 하는데,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교의(敎義)와 예배 등

것이 없음을 이르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
라는 말도 있다.

대신(對神)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계명부터

2. 전사적으로 준비를 해여야 한다. 여기에는 최

제10계명까지는 민법과 형법 등 대인(對人) 의무

고경영자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사장

를 규정한 것이다. 후자는 그리스도의 계명, 예수의

에서 저 말단 평직원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

계명 또는 새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가 인간상

한 뜻으로 일사불란하게 일치된 총의(conse-

호 간에 사랑할 것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이다.

nsus)가 있어야 하고 합치된 마인드(mind)가

전자와 후자 중 신과 사람에 대한 새로운 그리스도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의 계명을 가장 큰 것이라 하겠다.

3. 품질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안전

신교에서는 전후 계명을 모두 합하여 10계명으

하고 결함없는 양질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

로 삼으며, 카톨릭에서는 여기다가 다시 교회의 6

록 사내의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하여야

가지 교규(敎規)를 첨가하여 일컫는다.

한다. 뭐니뭐니해도 제품안전(PS)이 최우선이

즉다른신(神)을섬기지말것, 우상을만들지말

며 제품의 내구성과 환경친화성도 역시 주요

고그앞에절하지말것, 여호와의이름을망녕되게

한 항목임을 명심하고 소비자의 사용상 편의

하지 말 것, 안식일을 지킬 것, 어버이를 공경할 것,

성이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살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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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기록과 사실을 문서화하여 그 관리를 확

의 사고는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사고는 예

고히 하여야 한다. 특히 어느 제품이 언제 제

고없이 찾아온다. 장래의 사고발생시를 대비

조되어 언제 출고되었는지를 장부를 만들어

하여 필히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제품의 추적가능성

최소화하고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

(traceability)은 후에 분쟁발생시 제조업체

8. 가능한한 초동진압하여야 한다. 무슨 일이건

등은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초두(初頭)부터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

유일하고 주요한 자료임으로 기록과 보관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장에 마무리를 해야한

철저를 기해야 한다.

다. 오래 끌면 냄새나고 기업이미지가 추락되

5. 전천후(all-weather) 준비태세(preparedness)

며, 오래 끌어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

다. 춘하추동, 눈이오나 비가오나 할 것 없이

다고 대충대충 성급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24시간 긴장상태에서 일년 365일을 준비하면

전투에서도 초전박살이 으뜸이다.

서 경계해야 한다. 사고는 언제 어느때 밤낮

9.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대응준비를 충분

가리지 않고 발생된다. 화불단행(禍不單

히 했지만 그래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혼

行), 재앙은 매양 겹쳐 오게 마련이다.

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조언을

6. 협력업체와 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협력업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진흥원이나 조합내의

체와의 긴밀한 제휴를 통해서 유대를 돈독히

법원외 PL분쟁조정기구(ADR)가 있으면 지

하여야 한다. 부품제조업체도 보상의 주체가

체없이 이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될 수 있으니, 이를 양지시키고 교육시켜 같

10. 기업의 위상정립이다. 항상 건전한 시민으로

이 PL준비에 동참시켜야 한다. 특히 사고 발

성실한 자세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투철한

생시에 어떻게 책임분담을 할 것인지 한계를

기업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평소에 좋

명확히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명히 해 두

은 기업의 이미지를 쌓아 두면 어려울 때 큰

어야 한다.

도움이 된다. 늘 고객을 만족시킨다는 정신

7. 적절한 PL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아무리 사

으로 소비자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강화된

전에 준비와 대비를 했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컨슈머리즘(consumerism)에앞장서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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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정밀모터에 대한 표준화

전기응용과 공업연구관 김석태
02) 509 - 7330 kyseo@ats.go.kr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산업전반에 걸쳐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제품수출만

ISO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ISO 9000 및 IOS

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 따라서 국제수준의 표준

14000시리즈란 환경 및 품질에 관련된 국제인증 규

화동향과 활동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격으로서 이 인증을 얻지 못한 업체의 제품에 대하

국가 인증시스템을 국제수준의 표준화규격의 인증

여 통상무역시 수입을 거부하는 등에 도구로 쓰이

화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되고 있다. 앞에

고 있으므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제인증규격은 이를 따르지

이러한 인증규격을 제정하기 위해 선행되어져 할

못하거나, 따르지 않는 제품들의 수출 및 수입을 규

문제가 바로 표준화와 규격화이다. 여기서 표준화

제하는 하는데 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

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기업 수준의

실상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준화, 둘째 단체(국내) 수준의 표준화, 세째 국가

다양한 산업분야중에서 최근 가장 두드러지게나

(정부) 수준의 표준화, 네째 인접국가들간의 지역

타나고 있는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국가군) 수준의 표준화, 다섯째 국제 수준의 표준

발전은 통신기기, OA/FA/HA기기, 가전기기 및

화가 순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들 표

자동차 전기장치부품 등이 소형, 경량화됨에 따라

준화에서 핵심이 되는 규격은 공공으로 얻은 기술

이들 기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형 정밀

적인 시방서 또는 그 밖의 문서로 과학기술 및 경

모터의 용도별 종류와 크기가 매우 다양화되어지고

험으로부터 통합된 결과에 근거하여 관계자의 협력

있으며 수요 또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세계

과 의견일치 또는 인정하에 작성되어진 최적의 사

시장규모가 년 간 약 160억불에 다다르고 있다.

회적 편익을 도모하고자 국내·국제적 수준의 기

세계시장규모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관에서 인정된 것을 말하며 표준화에 있어서 규격

65%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1%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의 적합함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인증이다.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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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모터 또한 상당 부분이 기술도입형태인 모방연

정밀모터와 제어용 모터에 대한 국제규격(IEC34 -

구로 인해 기술수준이 저하(선진국의 1～10% 수

20)의 제정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다. IEC의

준)되어 있고 모터의 종류, 규격 및 평가기술이 국

국제규격 제정작업은 현재 유럽주도로 진행되고 있

내에서도 아직까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기업 간의

으며 규격제정이 완료되면 유럽지역으로 수출되는

부품개발에 대한 중복투자나 성능평가에 대한 신뢰

모든 제품은 동 규격을 품질규격으로 적용하여 비

성이 결핍되어 있기에, 국가 차원에서의 국제규격

관세 무역장벽 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되

의 표준화와 신뢰성 평가기술의 개발이 절실하며,

고 있다.

21세기 무한 기술경쟁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독

이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소형 정밀모

자적인 기술을 확보,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정

터의 표준화를 위해 한·미·일 국제 워크샵을 개

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하였고, 유럽과 미국 표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현재까지의 KS규격을 살펴보면 회전기기 중 유

을 통하여 선진국주도로 추진중인 국제표준을 국내

도전동기만이 규격화되어 있다. 이는 인력과 정책

표준규격으로 정립하고 있으며, 한·일 국제 공동

적 측면 모두 전자 및 소프트웨어쪽으로만 집중되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또한 국내 산·학·연 전문

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반산업인 전동기부문에 대한

가로 구성된 회전기기 표준기술연구회를 운영하여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모터로 주목받고있는 브러시리스직류모터,

소형 정밀모터는 아직까지 국제규격이 제정되지

교류 기어드 모터, 스위치드 릴럭턴스 모터와 스테

않은 상태로써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핑 모터 등의 소형 정밀모터에 대한 설계기술, 부품

표준화를 미래 기술의 입지 선점의 기회로 생각하

표준화 및 성능평가기술을 연구개발하여 국내업계

여 이미 소형 정밀모터에 대한 성능 평가방법의 표

에 보급함으로써 국내 기술선진화를 촉진시키고,

준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국제전기기술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에 반영토록 모든 힘을 기울

위원회(IEC)에서는 산업기기의 핵심부품인 소형

일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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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설비보전 강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평가정책과 사무관 권순각
02) 509 - 7407～8 skkwon@ats.go.kr

1. 제도의 개요
설비보전은 설비의 전생애를 통하여 생산성과 품
질을 향상시키고 정비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
표로 전개하는 활동으로 설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비상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기술적인 근
거에 의해 설비보수와 교체의 시기를 결정하여 설
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낙후된 설비보전기술의 선진화, 부품 표준화 및 설
비보전요원 양성을 통하여 설비보전산업을 적극 육
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2 . 설비보전의 발전추이
설비관리 개념이 처음 대두된 것은 1,2차 세계대
전 무렵이며, 그 이전에는 수공업 중심의 산업기반

최근 제조설비는 기계와 전기전자기능이 복합된

으로 인해 설비를 통한 생산활동은 극히 미약했고

메카트로닉스 설비로 첨단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설비관리 또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는 사후보전

보전기술이 원가절감의 핵심으로 국가 경쟁력의 주

(BM, Breakdown Maintenance)의 형태로 존속되

요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설비보

었으며,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을 정점으로 하여

전방식이 진동을 포함한 과학적 상태보전방식으로

예방보전(PM, Prevention Maintenance)활동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설비보전방식은 경험에

론이 대두되어 통계적인 방법이나 경험에 의하여

의한 사후보전 위주로 그 기술이 낙후되어 있어, 우

확보한 설비의 점검기준과 주기를 통해 설비의

리 업체들은 설비보전조직의 분사화 및 외주용역

개·보수 및 교체작업을 실시하였고, 1950년대 미

화로 설비보전기술을 전문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국(GE사)에서 생산보전(PM, Productive Mainte-

위한 설비효율 향상을 꾀하여야 하며, 고가장비의

nance)개념이 도출되어 설비에 대한 열화발생의 원

수명연장, 수리부품의 재고 감소, 생산 서비스의 품

인분석과 돌발고장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질향상 등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수립하고 설비운전중 생산성을 최고로 높이기 위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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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의 한 분야로 발전하였으며, 1970대는 설

全), 계획보전활동 및 개별개선활동과 예방보전

비자동화가 도입되어 설비관리가 기업의 중요한 전

(MP: Maintenance Prevention)정보활동 등이 지

략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1971년 일본

속적으로 발전되고있으며, 1990년부터 CMMS

(日本電裝)은 TPM(Total Productive Mainte-

(Computerized

nance, 종합설비보전활동)을 채택, 제조업체의 경

System:설비관리전산시스템)이 등장하여 디지털혁

쟁력을 제고하였다. 현재 많은 제조현장에서 TPM

명과 정보통신의 혁신적인 발달로 산업현장에 급

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주보전(自主保

속도로 전파되었다.

조사

→

계획

→

설계

→

제작

→

설치

→

Project Engineering
건설단계

운전

→

보전

Management

→

Maintenance Engineering
보전단계

설비관리의 Life cyc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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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8년EAM(Enterprise Asset Manage-

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설비보전은 기업의 기술

ment :설비자산관리)의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적 Know how의 Think tank 역할을 하고 원가절

설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개념 추구하는 것으로

감의 핵심부문으로 인식되어 있다.

미국 샌디에고의 IT 전문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 그
룹에서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나. 국내 설비보전 현황
선진국은 설비관리를 데이터에 의한 설비관리(예

3 . 국내·외 설비보전 현황
가. 선진국의 현황
미국의 경우 부품단위의 보전정보 및 보전기술의
표준화가 확산되어 있고, 표준화된 보전정보 및 기
술방식을 기초로 한 CMMS 및 설비 예비품에 대
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1997년부터는
CALS/EC(Commerce at Light Speed/Electronic
Commerce)의 핵심 구현 시스템인 IETM (Interactive Engineering Trainning Mannual)내에
IMSS(Intergrated Maintenance Support System)
기능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경우 진동·마모·마찰·온도·
설비부식 등 설비상태 진단기술 및 모니터링, 컴퓨
터응용시스템에 의한 예지보전기술이 발달하였으
며, CMMS, CMS 등 설비보전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1981년 (사)일본플랜트매인

방보전), 지식경영(설비의 노하우), 표준화에 의한
설비관리로 진동, 온도, 윤활, 전류등의 측정평가를
통하여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에
서는 설비보전방식이 고장나면 수리하는 사후보전
방식 위주로 보전기술을 경험에 의존하고 있으며,
설비종합효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설비보전자재
의 부품표준화 미흡으로 인한 수리부품 재고가 증
가하고, 설비보전기술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Infra
가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경영층의 설비보전에 대
한 비용절감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설비보전요원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 투자
및 설비상태진단 및 모니터링 평가인력에 대한 교
육투자가 미흡하고, 보전요원들에 대한 전문교육기
관이 없어 CMMS 및 전문기술 CMS 등 설비보전
전문기술 습득의 기회가 거의 없는 등 보전요원에
대한 교육 투자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에 있다.

터넌스협회 설립 이후 설비효율관리(TPM) 구축이

4 . 발전방향

확산되고 있으며, 센서를 통한 설비의 열화를 측정

가. 설비보전산업 육성책 법제화 추진

진단하는 예지보전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설비보전산업 육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필요

또한 미국의 PSI, 영국의 CSA, 덴마크 B&K 등

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

많은 민간기관에서도 설비보전업무를 활발히 전개

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설비보전전

진보적 보전관리기법과 과학적 설비진단기술을 도

담기구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설비보전기술 지원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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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설비보전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등

대하여는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방문지도를 할 계획

이 포함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다.

에 있다.

나. 설비보전 기술지원 및 부품 통일화 라. 설비보전 현장애로기술의 해소
부품, 소재 등 신기술분야, 전자통신, 정보처리,

설비보전 연구개발 및 보급활동을 강화하기위해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 자원, 에너지 절약 및 물류

산·학합동으로 설비보전연구회를 구성·운영하

서비스분야 등 중점대상분야에 대한 업계 전문가를

고, 전문분야별 연구개발 세미나를 활성화하며, 설

설비보전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개

비보전 현장체험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설비보전사례

발기술을 기업에 전파하여 보전기술을 지원하고,

발표회 개최를 통하여 설비보전 현장기술을 보급함

설비보전을 위한 부품의 통일화를 추진하여 농기계

으로써 기업의 설비보전 애로기술을 해소할 계획에

부품, 자동차부품 등 호환성을 제고를 요하는 품목

있다.

을 늘려 나갈 계획에 있다.

마. 설비보전기술의 선진기법 도입
다.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진단

일본의 JIPM, 영국의 CSA, 덴마크의 B&K 등

설비관리 진단 3개년 사업을 추진하여 200개 업

선진국의 설비보전전문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진

체를 대상으로 설비보전관리체계, 공정관리, 제조

보적 설비보전기법과 과학적 설비진단기술을 도입

및 검사설비관리 등을 진단하여 부품, 소재의 국산

하여 기업에 전파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화, 유망기업 등의 설비관리 추진상 문제점을 분석

향상시킬 계획에 있다.

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며, 설비보전 취약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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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표준협회 연구원 이강대
02) 369 - 8346 kdlee @ksa.or.kr

표준화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매우 중요한

(표준화 원리위원회)에 효과 평가 문제를 취급하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정성적 효과 이외에 정량적

위한 WG을 설치하고 연구를 시작하여, 경제적 효

효과는 표준화 효과를 직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

과의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를 하여왔다. 하지만 국

는 좋은 척도이다. 과거의 많은 연구들은 관련연구

제규격의 경제효과를 산정하기 위한 식을 구하기가

의 난해함을 토로하여왔다. 표준의 보급과 활용정

매우 어렵다는 것과 아울러 국가규격에 대한 효과

도는 한 국가의 산업발전 기반을 설명해 줄 수 있

해석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었다.

다. 발전의 터가 단단하다는 것은 자국의 경제발전

이 분과위원회는 1971년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리

과 대외 경쟁력 확보의 우위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하여발표하고각국에서 발표된문헌을해설하였다.

표준화의 정량적 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ISO의 STACO의 연구 결과 중에 주목할 만한 내

논리는 산업계의 표준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

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표준화의 정량적 경제 효과를

첫째, 국제표준화와 국가표준화 등과 같은 공적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

표준화의 경제효과를 측정을 위한 식을 도출하기가

해 기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고, 결론으로 제시되

매우 어렵다는 것과 둘째, 표준화 효과의 정량적 산

었던 난해함의 까닭과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찾고

정은 사내표준화의 특정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연구 방법론을 제안

란 결론을 내리고 그 활동을 중지했다.

하고자 한다.

또한 1982년 ISO는 당초부터의 연구 성과를 정
리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연구의 한계와 어려움을

기존 문헌 고찰 및 시사점 획득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에서는 1965년 STACO

지적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공업회의의 표준화효
과 평가방법으로 NAS1) - 1524가 있으며, 최근에
IFAN2)의 지침(Guide1) 등이 주목할 만한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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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에 관한 효과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

근거하여 사내표준화의 특정분야를 먼저 확정하고,

미한다.

연구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영국 Manchester 경영대학의 연구를 살펴보면,

특정분야의 정의는 국내 산업자원부3)의 연구결

표준화는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이므로 정부의 역할

과를 바탕으로, 사내표준화에 다양한 부문들 중 물

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류분야를 선정한다. 물류분야를 선정한 이유는 첫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85년 이후의 표준화의 경제

째, 사내표준화 중 특정 한 분야이다. 둘째, 물류의

성관련 연구를 학계와 전공별로 분류하였으며, 표

기능적 분류에 따른 관련 표준규격 내용을 정의할

준화의 절차를 단순경제모형으로 변형하여 설명하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수익구조에서 물류비항목은

고자 하였다.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참여와 역할, 기

있다. 넷째, 물류표준화의 세부 내용에관련되는 물

술의 혁신비율, 표준화 속도, 표준화 품질 등과 소

류비 항목들이 존재한다.

비자와 생산자의 기본 요건을 토대로 수요, 공급의
기본적인 경제적 이론을 토대로 정부의 역할을 유
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준화 효과 분석의 난해함과 가능성 열기
표준분류에 해당되는 많은 어떤 대상 에 대한

또한, 이 연구에서의 표준화의 거시적 경제 이익

표준화는 그 내용이 매우 많고, 광범위하고, 상호

산정은 아주 어려운 작업이라는 전제로 하면서, 표

연관이 되고, 또한 중복 정의 될 수 있는 등의 문제

준이 기술혁신, 무역 및 경제성장을 증진한다는 것

가 있다. 정량적 경제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명확한

을 결론으로 이끌고 있다.

비용항목을 요구한다. 또한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

이상의 기존 연구인 ISO와 NASA의 연구 노력

의도 명확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공적표준은

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표준화 효과의 정량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
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적 산정은 사내표준화의 특정문제에 대해서는 가능

공적표준화와 사내표준화의 표준화의 특징을 살펴

하다』라는 하나의 실마리이다. 이는『표준이 기

보고, 이러한 특징들로 인한 표준화 효과 평가의

술혁신, 무역 및 경제성장을 증진한다』는 것과 아

난해함을 분석함으로써, 효과 분석의 가능성을 찾

울러 본 연구의 목적과 의도를 설명함과 동시에 연

아보도록 한다. 다음은 표준화의 특징을 정리한 것

구 결과에 대한 의미를 더해 준다. 도출된 시사점을

이다.

1) NAS : National Aerospace Standard
2) IFAN :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the Application of Standards
3) 산업자원부, 기업품질경쟁력모형 및 평가지표, 2000. 3.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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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표준화의 평가의 특징4)
구 분

공적표준화

사내표준화

표준설정

이해관계자와 국가간의 의견 조정과 동의
를 얻는데 역점을 둔다. 동의는 대부분 이
익의 최대공약수이다.

새 표준 전환에 필요한 작업량, 자재, 설비 변경
조치, 이의 투자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며, 표준
설정의 최종 권한은 최종 결정 자이다.

표준적용

산업활동, 사회·공공에 대한 적용평가이
기 때문에 표준화기구에 의한 평가가 아니
라 주로 외부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표준과 비표준중 선택, 표준 중 선택에 관한 평
가와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용 평가가 주
가 된다.

표준관리

표준화기구 자체의 평가인 위원회 활동,
계몽활동의 진척상태와 성과로 평가한다.

표준 실태 파악, 경영도움 여부 평가하며, 자가
평가와 외부의 진단 및 감사에 의하기도 한다.

공적표준화와 사내표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내표준화는 분명히 이윤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 그 목적이 하나는 공공성 추구이고, 다른 하나는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표준화 효과에

이윤추구란 점이다. 평가 특징 분석에서 우리는 사

대한 평가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표-3】표준화 효과 평가의 특징5)
구 분

내

용

공적표준화

·사내표준화에 비해 효과 광범위, 효과발생시기 예측곤란,
·표준화 투자비용 산출 곤란, 투자회수 곤란
·다양한 가정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추측가능, 정확한 효과 거의 불가능

사내표준화

·공공표준화에 비해 용이
※ 제품, 부품 등의 특정대상의 특정 표준화 Project에 대해 원가절감 및 배제 효과 면에
서 평가 가능(단, 일정 가정 존재)
·직접비 보다 간접비 절감

공

통

·총괄적인 효과 평가
·효과의 복잡성과 무형의 효과 평가
·마이너스 효과의 평가

4) 전게서, 재정리. p.170.
5) 전게서, 재정리.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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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효과 평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적표준

효과분석을위한필요한가정을도출해보고자한다.

화나 사내표준화 둘 다 총괄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예를 들어 A는 국가규격이다라고 하자. 하지만

있으며, 효과의 복잡성과 무형 효과에 대한 어려움

동시에 국제규격일 수도 있으며, 단체규격 혹은 사

이 있다. 주목할 내용은 기존 연구 고찰에서 얻어진

내표준, 그리고 나머지 기준에 따라 다른 분류에도

시사점인데, 이는 일정 가정 하에 사내표준화의 간

중복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A 표준화

접비 부문에 대한 표준화로 인한 효과 분석이 가능

에 들어가는 비용과 표준화에 따른 비용 효과를 명

하다는 점이다. 타당한 가정이라면 효과 분석의 신

쾌하게 정의될 수 있는가란 것이다. 여기서도 여전

뢰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다음 [표- 4]는 표준화의

히A 표준화에 따른 수혜자 및공급자 혹은 소비자

특징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밖에 없는 정량적 경제

와 생산자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며, 이는 A의 표준

적 효과 분석의 난해함을 정리한 것이다.

화에 따른 효과 분석을 더욱 난해하게 할 뿐이다.

위의 분석에 따라 기존연구고찰에서 얻어진

하지만, A에 다음의제약 조건을붙여보자. 첫째,

『사내표준화의 특정분야에 가능성』과 함께『일

해당 표준 활용 조직이 특정하다. 둘째, 이 조직은

정 가정 혹은 제약 조건하에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수익구조에 대한 명확한 비용항목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추론을 거침으로써 표준화의 정량적 경제적
【표-4】표준화 효과 평가의 난해함6)
구분

난

해

점

·효과는 복잡 다면적이며 다종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공공표준화에서는 표준 설정자(생산자)와 적용자(소비자)가 다르다.
·공공표준화에서는 설정되는 표준의 이용정도를 예상하기 어렵다.
·사내표준화에서는 소비자와 사회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경제효과의 정확한 금액 산출이 매우 어렵다.
·개념표준 등 경제효과 산출이 거의 불가능한 표준이 존재한다.
내용
·공공표준화에서는 투자비용의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
·사내표준화에서는 간접비의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으며,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하다.
·무형의 효과를 포함하고 고려해야 하며 더욱이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표준화 효과를 다른 활동의 효과로부터 분리하기 어렵다.
·마이너스 효과가 과대 시 되어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6) 전게서, 재정리.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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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 조직은 적극적인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목과 관련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처음의 문제

다. 이 세 가지 조건은 A 표준화에 필요한 비용과

보다 수월하다. 기업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A

A 표준화의 달성으로 인한 효과를 정의하여 준다.

의 내용은 결정되기 때문이다. A의 표준화에 따른

즉, A 표준화에 따른 비용의 항목의 정의는 곧바로

A관련 비용항목에 년간 얼마의 절감효과가 있는가,

A 도입 혹은 표준화에 따른 정량적인효과 분석의

A 표준화로 인하여 기업 비용항목 어디에 영향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었고 전체 비용절감은 년간 얼마인가란 결론에

위와 같은 추론 결과에 따르면 [표- 1] 분류에서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의 간단한 논의와 추론은

사내표준이 위의 세 가지 조건을 가장 가깝게 만족

표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어려움과 가능성을

시킨다. 사내표준 즉,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게 되는

열어보기 위한 작업이었다. 다음은 표준화 효과 평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비용구조는 많은 항목들로

가의 난해점을 극복하고, 그 가능성을 열기 보기 위

구성된다. 이들 비용 항목들과 관련된 표준화 내용

한 제약 조건을 도입한 것이다.

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온다. 즉 A가 어느 비용항
【표-5】표준화 효과 평가의 가능성을 위한 제약 조건
구 분

난

해

점

·효과는 복잡 다면적, 다종 다양한 형태이다
·개념표준 등 경제효과 산출이 거의 불가능한 표준이
존재한다.
·무형의 효과를 포함하고 고려해야 한다.
·공공표준화의 표준 설정자(생산자)와 적용자(소비자)가
다르다
·공공표준화에서는 설정되는 표준의 이용정도를 예상하
기 어렵다.
·사내표준화의 소비자, 사회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해야
내 용

가능성 열기
제약 조건
·정량적인 효과만을 대상
·표준규격이 기술적이고, 물리적
인 것만 대상

·사내표준화로 인한 기업 내 영향
만을 대상

한다.
·경제효과의 정확한 금액 산출이 매우 어렵다.
·공공표준화의 투자비용의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
·사내표준화 간접비의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
·효과 즉시 나타나지 않으며,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하다.

·기업의 명확한 수익구조
·물류비는 간접비에 해당
※물류비항목 분석을 위해 정부의
자료를 활용한다.
·경제성 분석 이론 도입

·표준화 효과를 다른 활동 효과로부터 분리하기 어렵다.
·연구대상에서 제외
·마이너스 효과가 과대 시 되어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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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조건의 내용은 표준화의 정량적인 경제적 효

내용들에 대한 합리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과를 분석하기 위한 제약내용이다. 이를 위하여 필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란 제약은 연구의 목적에 따

요한 가정은 앞서 추론 과정에서 제시하였던 3가지

라 되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하려

주요 가정이다. 첫째인 표준 이용 조직이 특정하다

는 의도이다.

란 가정은 기업의 사내표준화로 범위를 제안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수익 구조에 대한
명확한 비용항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량적인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표준화의 내용이 기술적, 물

사례 적용을 통한 표준화 효과 분석
방법론 제안 및 한계

리적 내용이며,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화가 가능

사례 분석을 위한 기본 접근 방법은 앞장들에서

함을 의미한다. 셋째, 적극적인 이윤 추구를 목적으

논의되었던 내용을 전제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로 한다는 것은 두 번째 가정이 설명하고자 하는

분석을 위한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표- 6】기업 물류표준화 내용 및 비용 항목7)
물류 표준화
기능적 단계

표준화 내용

포장

포장치수, 상자치수 포장
강도, 포장재질

상·하역

보관·창고

수·배송

정보

물류관리

Pallet, 내수용 Container
지게차(인양높이, 차체
폭, 포크 크기, 바퀴규격,
안전도 시험방법, 소음기
준, 작업시야 범위, 작업
회전반경, 직각적재, 통
로 폭 등), Rack 통로, 일
반창고 통로 나비
트럭 적재함(적재함 바
닥높이, 폭과 길이 등)

물류 (바)코드, EDI, 전표

-

반품 및 회수 계

-

물류비 산정기준
비용범위
·운송포장 재료비(속포장 제외), 운송포장설비 감가상각비,
운송포장 인건비
·운송포장 용역비
·하역인건비, 하역장비 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비
·하역용역비, 하역장비 임대료
·자사창고의 감가상각비, 운영비, 창고인건비
·임대창고 수수료
·연평균 재고비 = 연평균 총재고가액 15%
※ 연평균 총재고가액 = 연평균 제품재고가액+자재재고가액+
재공재고가액
·지급운임
·자사차량 감가상각비, 유지보수 및 기사 인건비
·물류관련 정보처리 인건비, 물류관련 고객서비스 인건비, 물
류관련 정보기기(PC, 바코드, S/W 등)의 감가상각비, VAN
사용료, 물류업무 관련 통신비용
·물류정보처리 용역비
·물류관련 정보기기 및 S/W 임대료
·물류활동의 전반적인 계획, 조정, 통제를 위해 소요되는 인
건비, 경비,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등
·반품 및 회수를 위한 차량운영비, 인건비, 재포장비용 등
·매출액 대비 물류비율 = 100%×년간 총 물류비/년 매출액

※주 : 검게 칠한 부분은 물류기능의 전통적인 5단계가 아니며, 물류비 산정기준을 위한 분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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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내표준화 중 그 표준화 대상 및 내용이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표준화내용과

명확하고, 이들 세부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적, 물

비용항목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

리적인 표준규격이 존재하며, 기업의 수익구조중

지만 물류비용의 각 항목을 살펴보면 유독 인건비,

이들에 대응 혹은 관련된 명확한 비용항목이 존재

용역비란 내용이 많다. 일반적으로 물류비 중 가장

한다. (가정)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배송의 운송

기본 가정을 배경으로 기업의 물류표준화 대상

비로써 전체 물류비의 50%～70%를 차지하고 있

및 내용과 이와 관련된 물류비 항목을 비교하고, 기

다. 특히, 운송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용은 인건

업의 물류표준화 성과 측정 지표를 도출한다. 마지

비이다. 물류효율화를 통한 물류비절감의 기본 축

막으로 사례적용을 통하여 물류표준화의 정량적 경

은 물류표준화, 물류정보화, 물류공동화이다. 물류

제 효과를 도출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표준화는 의심의 여지없이 물류정보화, 공동화 등

물류표준화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며, 사업의

의 기반이 된다. 인건비와 용역비 절감이라는 측면

성격과 목표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는 달라진다. 본

에서자동화, 기계화, 공동화, 정보화를 통해서 달성

연구에서는 공간적으로는 사내표준, 내용적으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관련된 기기·수단·내

기본규격, 기능적으로는 임의규격을 범위로 한다.

용 등에 대한 표준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비용 절

그러나 이들 기준에 따라 접근하는 것도 앞서 밝힌

감 등은 달성할 수 없다.

바와 같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준에 따른

기업물류표준화의 부문적 성과지표 도출을 위하

절대적인 해석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문제해결의

여 이하의 두 가지 분석 결과를 이용하고, 이를 바

접근 방법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류의 기능적

탕으로 성과지표를 확정한다. 첫째, 기업물류비 절

단계인 총 5단계를 중심으로 기업의 물류표준화의

감을 위해서 국내 화물자동차의 통행 특성을 분석

내용과 관련비용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7]과 같다.

【표-7】국내 화물자동차 통행 특성 분석
구

분

일 통행 수(회)
공차 통행 율(%)
적재 효율(%)

국
전 국
2.72
41.4
47.5

내
수도권
3.35
47.3
31.3

※ 자료. 1) 교통개발연구원,「제1차 전국물류현황조사」, 1997.
2) 서울시, 물류조사 및 물류종합계획수립 구상, 1998.
7)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품질경쟁력 모형과 평가지표, 2000. 12. p. 117. 물류비용의 항목 규정
은 기업마다 다르며, 관련기관마다 다르며, 표준화된 물류비 항목에 대한 정의는 현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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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공차율과 적재

위의 두 가지 사실은 표준화를 통한 이상적인 수

효율의 저하 등을 고려한다면, 도로 수송률이 90%

송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하

에 육박하는 편중된 수송분담구조를 가진 국내 물

는 것이다. 즉, 포장, 파렛트, 컨테이너, 창고, 화물

류비용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8) 따라서, 물류비 중

차량 적재함 등의 표준화는 화물수송의 적재효율

가장 높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비를 절감하

향상으로 인한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는 것이 물류비 절감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 둘째,

따라서, 기업의 부문적인 물류성과 지표로써 운

[표- 6]에서 밝히는 있는 물류표준화의 각 내용들은

송비 절감을 위한, 공차율 감소의 유도는 화물차량

궁극적으로 화물의 짐꾸러미화를 위한 것이다.

의 적재효율과 파렛트의 적재효율, 그리고 관련 비

이를 기반으로 한 ULS(Unit Load System)은

용절감을 성과측정의 기본 지표가 될 수 있다. 표준

가장 이상적인 화물 운송 체계이다. 이를 위하여 포

화는 적재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장, 파렛트, 화물적재함, 창고, 정보 등의 표준화가

같이 공동화와 정보화를 위한 직접적인 기반이 된

상호 관련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다. 기타 물류표준화의 부문적 성과 측정 지표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8】물류표준화의 성과 측정 지표
표준화 세부 영역
구 분
포장 및 Pallet

창 고

수 송

표준화 대상

치수, 강도, 재질

Rack, 높이, 통로 나비

차량 적재함, Container

효율

Pallet 적재효율

창고 활용 효율

화물차량의 적재효율

비용

포장재료비
Pallet 보관 유지 관리비

재고 관리비

운송비

성과
측정
지표

8) 한국경제, 2000.10.10. 「e비즈로 유통 동맥경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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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근거하여 사내표준화의 특

재효율 향상으로 인한, 운행빈도 감소 및 인건비 감

정 분야인 물류표준화를 대상으로, 세부 표준화 내

소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류표준화의 내용과 이

용과 추진 효과에 따른 경제적 비용 절감 내용은

와 관련된 직접적인 투자비용 및 절감효과는 본 연

다음과 같다.

구에서 의도한 바와 같이 표준화의 정량적 효과 분
석이, 일정 가정 하에서 혹은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표- 9】물류표준화 사례 적용
개선 전

개선 후

물류비
절감
(백만원/년)

65%

89.6%

3,900

적재효율
구분

표준화 내용/목적

S사 ·겉포장 치수 표준을 통한 컨테이너 적재효율 향상
H사

·겉포장 치수 표준화를 통한 Pallet 적재효율 향상

·기존 대비 12.5% 향상

·포장 강도 및 재질 표준화

※ 표준화 상자로 불필요한
치수의 상자 없앰

·겉포장 치수 표준화를 통한 Pallet 적재효율 향상

90%

1,500
256

※ 표준화 추진으로 불필요
한 과대 포장비 절감

661

·화물차량의 적재효율 향상으로 수송비용 절감

·기존 대비 7.3% 향상

173

·겉포장 치수 표준화를 통한 Pallet 적재효율 향상

·기존 대비 10% 향상

650

·창고 표준화

※ 창고 활용 효율 증대

230

·Pallet 표준화

※ 겉포장 표준화로 불필요
한 규격의 Pallet 없앰

125

-

736

D사 ·포장강도 및 재질표준화

A사

82%

30

·화물차량의 적재효율 향상으로 수송비용 절감

이상의 사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물류표준화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정

의 내용중 포장 표준화의 구체적 대상인 강도·치

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표

수·재질 등의 표준화와 파렛트규격표준화, 창고규

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은 매우 어렵다는 것은 분

격표준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포장 및

명한 사실이지만, 결코 모든 표준화 분야가 불가능

Pallet을 없애고 관련 비용을 절감시켰다. 이들 표

한 것은 아니란 결론을 얻었다. 즉, 연구에서 밝혀

준화는 창고의 활용 효율 향상과 Pallet의 적재효율

진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일정 조건하에서는 표준

및 차량의 적재효율을 동시에 높였다. 결국 물류비

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정량적으로 분석 가능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운송비의 절감은 적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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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표준화가 추진되어지는 조직의 한계가 명

의 정량적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문에서 언

확하다. 둘째, 이 조직은 분명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급하고 있듯이 표준화의 효과는 매우 광범위하여

있으며, 적극적인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셋째,

측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표준

표준화의 범위, 대상, 내용이명확하며, 이들에 관련

화 효과의 정량적 분석을 위한 하나의 접근 방법론

된 특정표준들이 존재한다. 넷째, 이들 특정표준과

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제약 조건

관련된 혹은 속하는 비용항목이 반드시 존재한다.

혹은 가정은 이러한 방법론의 주요한 부문을 담당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어떤 대상 에 대하여 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따

준화를 추진하게 되었을 때는 추진항목과 그에 대

라 분명히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한 것은 연

응되는 비용이 명쾌하게 정의되며, 표준화 효과도

구의 의도에 따라 제약 조건 혹은 가정은 가공되거

조직 혹은 범위의 수익구조 내에서 정량적으로 분

나, 새로운 내용으로 마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석될 수 있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물류표준

이는 본 연구의 성과이자 반면에 한계일 것이다.

화의 정량적 효과는 분명히 관련 비용의 절감이다.

표준화의 정량적 효과 분석은 과거 30년 동안 매

특히, 포장표준화, Pallet 표준화, 창고 표준화 등은

우 난해한 연구 분야였으며, 현재에도 명쾌한 분석

관련 적재효율과 활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불필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지

한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기업의 전체 물류비를

도 모른다. 하지만 가능성은 늘 열어놓아야 된다고

절감하였다.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접근하고 있는 방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에 따른 정량적인 경제적

법을 다른 표준화 영역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준화 효과 분석의 난해

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표준화의 정량적

함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약 조건을 마련함으로

경제 효과 분석을 위한 명쾌한 해법이 나오기를 바

써 특정 가정이 유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화

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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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 RM (유럽표준물질 작업그룹 )

시험인정과 공업연구관 류경임
02) 509 - 7415 girhyu@ats.go.kr

ISO/IEC 17025(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다. 이번 4E- RM회의는 제 11차 회의로 6.3～6.4간

일반요건)가 2003년 1월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게

에 베를린 BAM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의 의장은

됨에 따라 각 인정기구와 시험소들이 비상이 걸린 상

BAM의 Zschuzke(EUROLAB) 박사였다. 이번 회

태이다. 특히, ISO/IEC 17025를 효과적으로 이행하

의는 EURACHEM 총회 등 다른 회의기간과 겹쳐 4

기 위해 요구되는 품질이 보증된 표준물질의 정의 및

개 그룹 대표들과 세계시험소인정기구협력체(ILAC)

활용에 대한 방침을 정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

대표 3명 등 13명이 참석한 조촐한 모임이었다.

되었다.

회의는 ILAC에서 참석한 3명의 옵서버들을 소개

2001년 11월 교토에서 개최된 ILAC(세계시험소인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4E-RM 측은 유럽의 작업

정기구협력체) 기술위원회에서 표준물질관련 논의는

반에 유럽이외의 지역에서 참석하여줌에 따라 지역작

별도의 ILAC 작업반이 구성될 때까지 4E- RM(유럽

업반이 전세계 작업반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계

표준물질작업그룹) 작업반에 참여하여 ILAC 의견을

기가 되었다고 보고 ILAC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반영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아·태지역의 참

다른 국제회의에 참가했던 회원들의 보고를 받는

여를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금번 4E- RM 회의에

시간에 마침 5.27～5.29간에 슬로베니아에서 개최된

ILAC 기술위원회 멤버가 옵서버로 참석하게 되었으

ISO/REMCO(표준물질위원회)에 참가했던 Alan과

며 참석 멤버는 ILAC secretary인 Alan Squi-

본인이 REMCO 회의 결과를 나누어 요약보고하였

rrell(NATA, 호주), Orna Dretzen(ISLAC, 이스라

다. 표준물질관련 국제 기준이나 지침을 작성하는

엘) 그리고 본인(KOLAS, 대한민국) 등 3명이었다.

REMCO 회의 결과는 4E- RM에 큰 관심사였으며 특

4E-RM은유럽의4E(EA, EURACHEM, EUROLAB,

히 마무리 단계인 ISO 가이드 35(표준물질의 인증 -

EUROMET 등 4개 그룹)가 참여하는 표준물질 작업

일반적, 통계적 원칙)개정안이 7월말경 회원국들의 투

반으로 표준물질의 선정 및 활용에 대한 유럽 4개 그

표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는데 관심을 보였다. ISO 가

룹의 방침 및 기술기준을 논의하고 제정하는 그룹이

이드 35는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를 운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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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기준으로 표준물질생산기관이 표준물질을 인

제3자 인정에 대한 세부사항 논의 등이 포함되었다.

증할 때 따라야 할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이 과정에서 4E-RM 그룹의 멤버 구성이 화학분야에

발간되면 KOLAS를 비롯하여 표준물질생산기관이나

치우쳐 있어서 화학분야 모임인 EURACHEM 이외

인정기구들이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할 기준이다.

의 그룹에서 전기, 역학, 생물학 등 다른 분야 전문가

한편 ILAC의 인정방침위원회는 2002년 2월 오클

를 지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ILAC측은

랜드 회의에서 표준물질의 선정 및 활용과 표준물질

4E-RM이 ILAC과 같이 작업반을 운영하는 경우에

생산기관의 자격에 대한 ILAC 방침을 개발하기 위한

ILAC에서 다른 분야 전문가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제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하였다.

ILAC 인정방침위원회 의장인 Hans Mittman(BAM)

표준물질의 선정 및 활용에 대한 지침 논의시간에

이 4E- RM 회의에 참석하여 표준물질관련 ILAC 방

EUROLAB의 의견을 검토하였다. 그중에서 논의의

침을 문서화하기 위해 ILAC 작업반을 구성할 것임을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표준물질생산기관의 제3자 인

발표하고 4E-RM 멤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

정 문제였다. 인정기구에 대해 stakeholder 위치에

청하였다. 4E- RM은 같은 주제에 대해 별도의 그룹

있는 시험기관들의 모임인 EUROLAB은 기존에 표

에서 동시에 논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APLAC

준물질을 생산해온 기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태 시험소인정기구협력체)을 포함한 ILAC 멤

새삼 3자 인정을 받는 수고를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

버를 받아들여 국제적인 작업반으로 4E-RM을 재구

다. 그러나 ISO/IEC 17025를 이행하고 측정의 소급

성하고 의장 선출 등의 문제는 추후 협의키로 제안하

성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이 보증된 표준물질의 필요

였다. ILAC 인정방침위원회 의장은 국제적인 작업반

성에 대해서는 EUROLAB도 공감하였으며 그러한

을 구성하는데 찬성하고 ILAC 표준물질관련 방침 개

표준물질을 생산하는 기관의 품질보증수단의 하나

발을 새로 구성될 작업반에 위임할 것을 차기 인정방

로 3자 인정의 필요성이 4E-RM 논의 결과로 채택

침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되었다.

4E- RM의 작업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한 결과 ①

표준물질생산기관의 3자 인정의 필요성은 합의되

표준물질의 소급성을 수립하는데 국가측정대표기관이

었으나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표준물질생산기관을 평

나 지정기관의 역할을 고려하고 지침 개발, ② 모든

가하고인정할 것인가에대해서는 의견이분분하였다.

측정분야에서 일반실험실에서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ILAC은 REMCO에서 제정한 ISO 가이드 34(표준물

소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서개발, ③

질생산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 요건)를 기본 인정기준

표준물질의 선정 및 활용에 대한 분야별 워크숍 개최

으로 하자는 입장이며 특히 아·태 지역은 이미 호주,

촉진, ④ 인증표준물질의 정보시스템 촉진 및 지원 -

미국, 뉴질랜드, 대한민국에서 ISO 가이드 34를 기본

특히 CIPM- MRA(국제도량형위원회- 상호인정협정)

인정기준으로 하는 인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도

대상 인증표준물질의 포함, ⑤ 표준물질생산기관의

제도도입을준비중이다. 반면유럽지역은EURO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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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자 인정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을

인증부분이 빠져있다. 그러나 ISO/IEC 17025를 인정

제외하고 ISO/IEC 17025를 기본요건으로 하자는 입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면 이미 체결되어있는 ILAC

장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표준물질생산기관의 인정을

MRA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이 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

위한 평가요건으로 4E- RM에서 조사하고 논의해온

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ISO 가이드 34와 ISO 가이드

바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1】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 검토
평가기준
ISO 가이드 34

ISO/IEC 17025

장 점

단 점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을 목적으

시험소들은 ISO/IEC 17025에 대해서도 별도의 인정

로 개발된 지침

필요

국제 MRA가 체결되어 있음.

시험소 인정을 위해 개발된 평가기준으로써 표준물
질의 제조 및 인증부분이 결여

ISO/IEC 17025

모든 요건을 포함, 기존의 MRA 두 기준의 합성을 위한 지침 필요.

ISO 가이드 34

활용 가능

시험기관이 아닌 경우 인정 곤란

ISO 가이드 34

시험소가 아닌 표준물질생산기관

표준물질의 인증은 ISO/IEC 17025를 준수하는 시험

ISO 가이드 65

인정

소가 수행하여야 함.

※ ISO 가이드 65: 제품인증기관 지정요건

ISO 가이드 34는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을 위한

65를 같이 적용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표준물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정되어서 인정에 필요한

질의 인증은 별도의 ISO/IEC 17025로 인정받은 시

모든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기관이 표준

험기관이 하여야하는 단점이 있다.

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받고자할 때에는 ISO/IEC

여러 안들을 검토해 볼 때 ISO 가이드 34와

17025도 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

ISO/IEC 17025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력해

를 보완하기 위하여 ISO 가이드 34와 ISO/IEC

보인다. 4E- RM은 ISO/IEC 17025를 기본 평가기준

17025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으로 하고 ISO/IEC 17025에서 누락된 표준물질의

두 기준을 같이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

제조부분과 인증부분만을 남기는 방향으로 ISO 가이

할 필요가 있으며 시험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적합하

드 34를 개정하기를 희망하는 의견이었으나 이는

지 않은 단점이 있다.

ISO 가이드 34를 제정한 REMCO에서 받아들이지

ISO/IEC 17025는 시험 및 교정기관의 인정을 위

않을 사항임이 제기되었다. ILAC은 ISO 가이드 34

한 기준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표준물질의 제조나

를 기본 평가기준으로 하고 ISO/IEC 17025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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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포함된 요건에 대해서는 ISO/IEC 17025를 받아

의 Ed de Leer와 인사를 나눴으며 이들이 10월중에

들여 시험기관이 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CIPM- MRA peer evalua-

할 경우에는 한번의 평가로 인정해줄 수 있는 방향으

tor로 내한하는 전문가들임을 알았다. peer review

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평가팀의 반장으로 지명된 CCQM(CIPM의 물질량자

한국시험소인정기구(KOLAS)는 이미 ISO 가이드

문위원회) 의장 Robert Kaals를 REMCO회의에서

34에 의거하여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를 수립하

만나 peer review를 위한 방한 중에 기술표준원주관

였으며 ISO/IEC 17025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있는

세미나 개최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 이들 전문가

요건에 대해서는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평가에 적용

들도 세미나 발표에 참여하여줄 것을 제안하여 수락

하는 ISO 가이드 34 해설서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질

을 받았다. 구체적인 발표 주제는 귀국 후에 다시 논

적으로 두 기준을 같이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

의하기로 하였다.

영하는 기반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시험기관이 표준

4E-RM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소속국의 전문

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중복된 평

가이면서 4E의 각 그룹을 대표하는 입장을 가지고 회

가를 받지않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의에 임하고 있어서 흥미로왔다. 4E- RM에서 결정된

4E- RM은 표준물질 품질의 신뢰성을 위해 3자인

사항들은 다시 각 4E에서 승인을 얻어야 유효하게 된

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나 시간관계로 표

다. 앞으로 ILAC과 4E- RM이 새로운 작업반을 구성

준물질생산기관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하게 되면 4E에서 돌아가면서 맡던 의장직도 그룹에

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차기 회의는 ILAC 총회

관계없이 선출되어야 할 것이나 유럽에 기반을 둔 작

가 베를린에서 02.9.17～9.27간에 개최되는 것을 인

업반에 아·태지역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

지하고 ILAC 회의 기간 중인 9.26～9.27간에 BAM

지는 우리 아·태지역 인정기구들이 얼마나 적극적

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공통된 목소리로 의견을 개진

회의기간중 영국에서 온 Bernard King과 네덜란드

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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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TC35/ SC9 (도료/ 바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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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한일국제공동연구 과제수행 업무협의
- 산기반표준화 과제로 수행중인 도막의 부착성

- 橋本定明<일본도료검사협회>

▣ 주요활동내용

및 부식실험을 위한 도막절단 방법 표준화 연

수행중인 도막의 부착성 및 부식실험을 위한 도

구와 관련하여 ISO NWIP로 제출한 실험결과

막절단 방법 표준화 연구와 관련 업무협의

에 대한 의견교환 및 협의

- 진행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도막절단 도구에

- 진행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도막절단 도구
에 따른 흠집의 넓이 외에 이에 관한 제반사
항 협의
- 향후 국제공동 연구의 추진계획 협의

따른 흠집의 넓이 외에 깊이에 관한 제반사항
협의.
- 도구별, 도료별 도막절단 방법 표준화에 관한
향후 추진계획 협의함.
-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참여국들의 연구 결과 자

기간 및 장소

료 및 자료 확보

2002년 06월 17일 - 2002년 06월 21일(5일간) /
일본(토쿄)

향후 추진될 공동연구 계획 협의
<이미지 해석기술에 의한 도막결함 측정 평가방

작성자

법 표준화>

생물화학기술표준부 정밀화학과
공업연구관 박 종 희

1) 목 적
이미지 해석기술은 현재 지리정보, 군사적 목적 등

접촉인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도막의 결함

- 田中丈之<(주)A&D>

평가에 적용하여 도막의 내구성, 내식성, 내후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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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도편의 결함에 대한 정량적 산출방법을 표준화하

기여할 것으로 예상.

여 도료 사용처 전반에 확산 보급하여 국내 도료제품
의 품질향상과 평가방법 국제 표준화의 선도적 역할
을 하고자 함.

4)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결함별 표준도편의 제작(Blistering)
- 조명방법의 표준화

2) 필요성

- 이미지 수집방법의 표준화

-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

- 이미지 프로세싱

- 국제적으로 도막 결함 평가를 위한 이미지 해석

- 이미지 분석

은 아직 확립된 기술은 아니나 관련 장비 및 소

- 정량적 이미지 평가 방법 표준화

프트웨어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간 경쟁
및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평가
기술의 국내개발은국제표준의 선도적 우위를 점
유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기술임.
- ISO와 ASTM간의 평가방법 차이를 해소하고
국제적인 평가방법 확립.
3) 파급효과
- 평가에 대한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이미지

▣ 공동연구기관의 업무소개
명칭 : 재단법인 일본도료검사협회
JAPAN PAINT INSPECTION AND
TESTING ASSOCIATION
연혁
- 1955 재단법인 도료검사협회 설립
- 1962 도료검사방법연구회 발족

해석 기술을 응용한 각종 현상의 평가방법 개발

- 1978 일본주택 공단품질인정검사기관으로지정

에 크게 응용될 것이다.

- 1991 ISO/ TC35/ SC9 도료시험방법 국내심의

- 도막의 각종 결함 평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의 개발로 도료의 내식성, 내후성 등의 평가
에 활용하며 국내 규격화하여 관련 도료제품의
품질 수준향상에 기여 예상.
- 국제규격화 함으로써 관련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단체 사무국 업무개시
- 1998 통상산업대신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지정
검사기관 지정(공시검사)
- 1999 통상산업대신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시험
사업자 인정

의 주도적 입장 확보 예상.
- 내구성이 향상된 도료제품의 생산 유도하여 국
내 관련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아울러 국제
표준 규격의 제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측정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산화 및 수출에

42

업무내용
- JIS 규격, 외국규격, 공단규격, 기타법령에 기초
한 도료 등의 시험/ 검사
- 시험방법의 평가기술 조사 연구

국제표준활동

1) 공관, 각종 단체에서 의뢰된 도료 등에 대한 조
사 연구
2) 심규시험방법 허가방법의 개발연구

▣ 결 론
- 향후 신규 국제규격 제정 기반을 조성함으로서
유럽 위주의 ISO 활동에 아시아에서의 참여 기

- 표준화 업무

회를 확대하고 아국의 국제위상을 제고하는 기

1) ISO/ TC35/SC9 <도료시험방법>의 국내심의

회가 됨.

단체 국내사무국
2) 도료·도막에 대한 원자재 개발 시험방법, 제품
가공 등의 JIS 원안작성 및 제안
3) 공시규격

- 원활한 공동연구 추진을 위하여 계속적인 접촉
과 협의가 필요함.
- 국제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아국의 점검과 준비
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정보제공업무
<도료시험방법연구회>를 통한 기준안, 기술자재
자료의 발행에 대한 최신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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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TC47/ SC7 (화학/ 알루미늄산업용 탄소재료 )

정밀화학과 공업연구관 정기원
02) 509 - 7224 gwchung@ats.go.kr

□개 요
출장목적
- 산기반표준화과제 (과제명 : 기능성 탄소재의
평가 및 표준화) 수행중 도출된 신규 규격(안)
제출
- 신규 규격관련 각종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전
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국제표준화에 우위확보
기간및 장소 : 2002년6월 2일- 2002년 6월 8
일 (7일간) 스위스, 리기

관련 고연화점 피치의 연화점 측정방법의 KS
규격제정은 물론 국제규격에 도출하는 적극적인
표준화 방안을 모색 중으로
- 현재까지 진행해온 연구과제의 일부인 피치의
연화점 측정방법- Mettler 법을 국제규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하며향후 기술원의 표준화업
무 등을 관련 국제 전문가들에게 소개하고자 함.

□ 주요활동 내용
가. TC47/ SC7 (화학/알루미늄산업용 탄소재료)
- 참가자 : 영국, 독일, 중국, 미국, 네덜란드, 노르

출장자
- 기술표준원 정밀화학과 공업연구관 정기원

웨이,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한국 등 25명 및
ISO Central Secretary

- 기술표준원 광전재료과 공업연구사 홍현기

- 회의 일자 : 2002. 6. 4(화)～6(목)

- 전남대학교 섬유공학과 교수 양갑승

- 신임의장 선출 Herald Øye(노르웨이) 등
Agenda 50 여건

□배 경
- 우리원에서는 고기능성 탄소재를 소재로한“기
능성 탄소재의 평가 및 표준화”를 산기반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00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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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WI현황 : 한국에서 제안한 규격이 ASTM에
근거한 것으로, DIN과 비교하자는 의견이 있어
새로운 규격을 만들기 위한 Ad- Hoc 그룹이 만
들어졌음.
·기존규격 - Ring and Ball Method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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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 직원이 아닌 경

5940) ; ISO 5940- 1
·신규규격 - Mettler Method ; ISO 5940- 2
(예정)

우, 전문가라도 꾸준히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적인 지원이 필요함.

- Ad - Hoc Group : Ulrich Schwarzer(독일),
양갑승(한국), Erwin

Smits(네덜란드), P.

Lossius(노르웨이)등
- 차기회의 : 신임의장 선출로 2003년 가을(2003.
9 예정)에 노르웨이에서 개최, 2005년 봄에 한국

이번 회의에 의제로 채택된 한국측 신규규격제
안에 따른 Ad-Hoc 그룹이 구성되었고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아국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회의의제 결론사항 (re s o l ut i on
□ 종합의견 및 향후계획

1. 한국에서 N1353(피치의 메틀러 연화점 측정

2002년 6월 스위스 리기에서 열린 ISO/ TC47

법)으로 제안한 의제 21A사항을 N1346의 의

/SC7회의는 한국이 처음 참석한 회의로 2002

제에서 채택함.

년 9월까지로 임기를 마치는 현 의장(Schmidt

2. 향후 의제는 영문으로만 작성함에 동의함.

-Hatting, 독일)의 마지막 회의였음.

3. 안 작성위원으로Mr. Stockton과Mr. McCoy
를 지정함.

한국측 간사기관인 기술표준원은 이번 회의에

4. 모든 진행중인 문서는 ISO 인터넷 웹사이트

NWI(신규규격)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관련 전

(www.iso.org/tc47)에 올려놓는다. 회원들은

문가들이 DIN, ASTM 등 관련규격을 먼저 검

SC7 간사로부터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부여

토하고 규격화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받을 수 있음.

이를 위한 Ad- Hoc 그룹이 구성되었고 국내전

5. SC7 간사가 2002년 11월부터 SC7의 새로운

문가가 이에 포함되었다.

의장으로 Herald Øye 교수를 추천하였으며

규격이 완성되게 되면 기존규격은 Ring and

Øye 교수는 이를 수락하였음.

Ball Method - ISO 5940은 ISO 5940- 1으로

6. CEN/TC317(석탄열분해 유도체)과 접촉(liai-

신규규격은 Mettler Method - ISO 5940- 2으

son)을 계속하며 신임의장은 향후에도 이 관

로 번호를 부여받게 됨.

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함. 또한 Scmidt Hatting 박사가 ASTM과 계속 관계를 유지

ISO/TC47/SC7 회의는 한국이 P-member임

하기로 함.

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회의참석을 하지 않

7. NWI(알루미나, 시험시료의 제조 및 보관)은

았다. 최소한 P- member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투표결과에 따라 PWI로 인정됨. 반면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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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802는 WG3에서 새로운 방법이 도출될
때까지 유지됨.
8. PWI로 인정된 PWI803 및 PWI806은 Mr.

13. AS2879.4(개정)은 ISO8008의 개정안으로
WG3에서 SC7으로 제출됨에 따라 NWI투표
가 진행될 예정임.

Stockton이 안을 수정하여 ISO의 형태로 작

14. WG3은 PWI17500(알루미나, attriction 지수)

성한다. 간사에게 DIS 투표를 위하여 송부하도

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로Round Robin이 진행

록 요청.

중이므로 현재 SC7에서는 진행의 필요성이 없

9. NWI(알루미나, 대량시료 밀도 측정)은 투표결

음.

과에 따라 PWI로 인정됨. 반면 현재의 ISO

15. Mettler법(한국에서 제안한 규격)에 기초하여

903는 WG3에서 새로운 방법이 도출될 때까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PWI를 준비한다. 이

유지됨.

를 위하여 ad hoc 그룹을 구성하고 기존의 방

10. XRF법(ISO23201)이 개발됨에 따라 현재의

법과 비교 검토한다. ad hoc 그룹은 2003년3

non-XRF법인 습식 화학분석법 (ISO805 등)

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것이 NWI가 되

은 폐지될 것임.

면 현재의 ISO5940은 ISO5940- 1로 다시 번

11. ISO2926에 관한 DIS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SC7 간사는 WG3에 의견을 보내고 WG3은
10월31일까지 결론을 확정하도록 한다.
12. WG3의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ISO2927(알루
미나, 시료채취)에 관하여 특정 조치가 없음.

호를 받게 됨.
16. 차기회의는 선출된 신임의장의 뜻을 반영하여
노르웨이에서 개최(2003. 9 예정)하고, 차차기
회의(2005년 봄)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이 제안
되어 이를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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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TC38/ SC24 (섬유직물의 환경조건과 물리시험

고분자섬유과 섬유사무관 이길호
02) 509-7237 leekh@ats.go.kr

□개 요
출장목적
- 섬유분야 국제표준화 기구 ISO/TC38(섬유)
/SC24(섬유직물의 환경조건과 물리시험) 정기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
시하고
- 최근 국제표준화 동향을 파악하여 KS규격 제·
개정 관리업무에 반영을 통해 국가규격의 국제
화 기여하고자 함
기간 및 장소 : 2002. 5.21～5.26(6일간)/이태리
(밀라노)
출장자(2명)
- 고분자섬유과이길호 사무관
- 전남대학교 박창규 교수

conditioning and testing)개정안 토의
- Textile에서 사용중인 표준 환경조건(온도 20±
2℃, 상대습도 65±2%)외에 Plastic, Rubber
등의 재료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 환경조건(온도
23±2℃, 상대습도 50±2%)을 Textile에서도
표준환경조건에 선택적 환경조건으로 추가하여
규정하자는 내용
·주로 온·습도의 허용오차(tolerance, tolerance limit)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온도의 ±
2℃, 상대습도의 ±2%에 대한 적정성 토의
ISO DIS 13936- 1, - 2 분석 및 각 국의 Comments를 상세하게 확인 및 검토 후 수정제안
- ISO DIS 13936- 1: Textiles - - Determination
of the slippage resistance of yarns at a seam
in a woven fabrics- - Part 1: Fixed seam
opening method

□ 주요 회의 내용
1. ISO/TC38/SC24/WG3 논의 및 의결사항
ISO DIS 139("Standard atmosphere for

- ISO DIS 13936- 2: Textiles - - Determination
of the slippage resistance of yarns at a
seam in a woven fabrics- - Part 2: Fixed
loa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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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General Comments, Editorial Comments

EN 1773 (TC38/ SC24/N26, N27, N37)은 처음

는 각 국 주장대로 수정

부터 상세하게 점검 후 채택

- Technical Comments 중 영국과 독일에서 제안

- ISO 3932 Woven fabrics-Measurement of

한 Table 1에서 각각 규정한 재봉사 규격의 제

width of pieces 와

한 조건은 미 합의하고 재검토키로 함.

fabrics- Measurement of length of pieces 의

·영국 : 기존 규격을 오히려 단순화시킴

ISO 3933 Woven

결합

·독일 : Apparel Fabric과 Furnishing Fabric에
따른 상세 조건 제시(아래 표 참고)
Apparel Fabric
mass per unit area

mass≤220gm- 2

Stitch type

Furnishing Fabric
mas≥220gm- 2

lock stitch type 301, ISO 4915

Needle

Nm70 (normal tip)

Nm80 (normal tip)

Nm100 (round tip)

Sewing thread

approx. R 25 tex

approx. R 33 tex

approx. R 74 tex

100% Polyester core spun

Et.- Nr. 120

Et.- Nr. 100

Et.- Nr. 40

Stitches
Reference load

(40±2) st./100mm
2±0.1 N

ISO CD 13936-3과 실험실간 비교실험결과 분
석 및 Comments는 회람 후 추후 다시 토의하
기로 함.

(32±2) st./100mm
3±0.1 N

5±0.1 N

3. 차기회의 일정 및 장소
SC24 WG 2, 3의 차기 Meeting
- 일시 : 2003년 9월 2일 - 3일
- 장소 : 영국 런던 BSI

2. ISO/TC38/SC24/WG4 논의 및 의결사항
TC38/SC24/WG4/N2 (Prescision data) 토의
- 이 문건은 독일, 미국이 Expert 회원국인데 본

- 내용 : ISO DIS 12945 (pilling), ISO DIS
13936-3 (seam slippage - needle clamp
mtehod) 검토

미팅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8월말까지 WG4의
Convenor에게 해당 Comments 송부하여 검토
후 차기 Meeting시 재 논의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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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회원국 회람 후 최종 결정키로 함.

제화 및 신뢰도 제고를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음.

4. ISO TC38/SC24 WG2(Pilling and Abras ion
Prope rties) 에 NWIP제출 계획 제의

2. 향후 추진계획

내년 초 제출할 NWIP Objective Evaluation

세계시장에서의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섬유산업

of Pilling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관련단체 및 업체에 알리고 섬유산업의 신기술개

Image Processing Technology(화상기법을 이

발 및 품질향상을 꾀하고

용한 천의 필링성 측정 기술표준화) 내용을 설명
하고 계획을 공식적으로 전달함.

□ 종합의견 및 향후 조치계획

ISO TC38/ SC24회의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섬유부회 및 전문위원회, 업계에 알리고,
KS규격에 반영시킴으로써 섬유산업 경쟁력제고
방안을 강구함.

1. 종합의견
국제규격(ISO)는 유럽국가 등의 선진국들이 자국

향후 TC38/ SC24/WG2 및 TC38/WG9 에 제출

의 제품에 대한 보호장벽 수단으로 규격의 차별

할 NWIP 의 ISO(국제규격)화 성공을 지원

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TC38/SC24/WG2 : Objective Evaluation of
Pilling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금번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규격 제·개정작업에

Image Processing Technology

우리 기술수준 및 규격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 TC38/WG9 : Objective Evaluation of Fabric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내 규격의 국

Drape Using Image Processing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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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TC 183 (구리 , 납 , 아연광석 및 정광 )

광전재료과 공업연구관 이현자
02) 509 - 7361 hyunja@ats.go.kr

1. 회의개요
제 10차 ISO/TC 183(광물 분야) 총회 및 WG에
대한 국제표준화회의가 6월3일부터 6월7일까지 세계
적인 광제련회사인 SOMINCOR(Sociedade Mineira
de Veves- Corvo, S.A)의 주최로 포루투갈 리스본에
서 있는 IPQ( Institute of Portugese Quality)에서
열렸다. 본 회의에는 세계적인 주요 광물자원 보유국
과 광물을 가공하여 관련금속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들
인 호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1개국 30명이

참가하여 동 분야의 화학적, 물리적 분석방법의 국제
표준 제정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 줬으며 우리측은
업체(고려아연, LG니코) 및 연구소(요업기술원) 등
관련 전문가 4명이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O-member 회원국으로 있으면
서거의국제활동을하지않았으나, 2001년P-member
로 변경되면서 이번 회의 안건과 관련된 WD 10개중
5개분야에서 반대투표를 하였으며 그 중 3개 분야에
서 우리의견이 반영되었다.

2 . 주요 회의 안건
WG
WG9

WG 16
WG 17
WG 18
WG 14
WG 15

WG 13

50

심 의 내 용
ISO12743- Sampling procedures for determination of Metal and
moisture content
ISO12744- Experimental methods for checking the precision sampling
ISO13292- Experimental Methods for checking the bias of sampling
ISO10251 - Determination of Mass loss of bulk material on drying
Sampling of Ores and smelter residues
N689E Determination of fluorine content - 1st WD
N687E Gold and silver in copper, lead, zinc concentrates
ISO/TC 183 N691 XRF-Analysis (N666E- comment)
ISO/WD 13546 - Determination of mercury in copper, lead, zinc
sulfides concentrates
ISO/WD 11456 - Determination of silver content - Acid digestion
and flam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ic or inductively coupled plasma emission spectrometric method
ISO/WD 13546.4.4 - Determination of mercury content
ISO/WD 13547- 1.4 - Determination of arsenic content
ISO/WD 13547-2 - Determination of arsenic content

국제표준활동

3 . 세부 회의 내용
3. 1 총회 결과 및 WG 작업 내용(요약)
ISO 12743:1998(Sampling procedure)은 document N690 내용으로 개정함.
ISO 12744, ISO 13292, ISO 10251은 WG9에
서 토의된 내용으로 개정함.
황화 정광과 용해 잔류물(smelter residue) 시료
채취 방법은 투표안 작성을 초기 안으로
Document N693을 참조하여 작성하기로 함.
ISO 12742:2000 개정을 위하여 새로운 WG를
구성 실험실간 test- program을 수행하여 정밀
한 data를 도출하도록 함.
WG 13진행은 단계 A에서 2년간 더 연장하고
ISO/ CD 11456에 대하여 정밀한 data를 도출하
여 발전시키기로 함.
ISO/ CD 11456(Document N657)의 범위를 구
리, 아연, 정광의 분석에만 제한하고, 황화 납 정
광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item으로 처리하기
로 함.
WG 14는 단계 B에서 2년간 더 연장되며
ISO/WD13546에 대하여 정밀한 data를 도출
하여 발전시키기로 함.
WG 15는 단계 B에서 2년간 더 연장되며 단계
B의 ISO/WD 13547- 1와 단계 A의 ISO/WD
13547- 2에 대하여 정밀한 data를 도출하여 발
전시키기로 함.
WG 16은 단계 A에서 2년간 더 연장되며
ISO/WD13548에 대하여 정밀한 data를 도출
하여 발전시키기로 함.
총 염소(ISO/NP 15661- 1) 분석방법은 WG 16

에서 작업하고, 수용성 염화물 (ISO/NP15661
- 2)분석법은 새로운 working group에서(WG
19) 작업함.
WG 17은 단계 B에서 2년간 더 연장되며
ISO/WD10378에 대하여 정밀한 data를 도출
하여 발전시키기로 함.
ISO 10469(동 정광 중의 동의 정량 분석방법 전기분해 중량법)규격과 ISO 10258(동 정광 중
의 동의 정량 분석방법 - 적정법)은 ISO 10469
로 통합시킴.
WG 18은 단계 A에서 2년간 더 연장되며
ISO/WD21511에 대하여 정밀한data를 도출하
여 발전시키기로 함.
XRF-project를 위한 연구비 모금을 위하여 의
장과 간사는 황화 정광 분석과 관련된 기업에
편지를 보내어 2002년 말까지 회신을 받음(3년
간 2억원이상 필요함.)
ISO 12739 : 1997, ISO 13291:1997은 회원국에
서 제안한 안건으로 개정하기로 함.
ISO/TC 183은 회원국들이 ISO- Homepage에
서 TC 183의 Draft business plan을 검토하도
록 하였고, 받아들여진 제안서는 ISO central
secretariat에게 수정할 것을 요청하기로 함.
TC 183의 reference의 term을 확장하기 위한
제안서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ISO 본부 간사
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함.

3. 2 우리 측 주요 제안 내용
『WD11456 구리, 아연 및 납광석 중 수은분석
방법 』
에서 수은 측정 범위(Hg : 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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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5～500㎍/ g) 확대를 요구함.

하고 있으면서도 이 분야에 대한 TC 활동이 전

『WD13546 구리, 아연 및 납광석 중 은 분석방

무하여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으나 금번

법』
에서 적용범위(Ag : 10～500 ㎍/ g → 1

회의 참가 계기로 ISO/TC 183에의 적극적인

0～700㎍/g) 확대를 요구함.

참여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주도해

『ISO/TC183 N691 구리, 아연 및 납광의 형광

나가야 할 주요분야로 기대되고 있다.

엑스선분석방법』에서 국내 관련 업체 연구소 및
시험연구기관 공동으로 제안된 시험방법대로 실
험한 결과 성형시편이 균질하지 못하고 깨짐현
상이 일어나는 등 융제의 배합율(LiB4O7 :
LiBO2 = 12 : 22)과 혼합제에 문제점이 있음을 제
기, WG 18에서 재작업하기로 함.
기타 4개 WD분야에서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시켜 국제표준제ㆍ개정에 반영시키게
함으로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

4 . 종합의견

5 . 향후 추진계획
WD11456과 WD13546에 대한 WG 작업시 우
리나라 고려아연에서 제공하는 시료를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함으로서 공통시험용 시료를 빠른
시일안에 제작하여 ISO/TC183에 제공해 주기
로 함.
그동안 WG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번 회
의에서 4개분야(WG16 : 구리, 아연 및 납광석
중 불소및 염소분석방법 등)를 우리측이 참여하
기로 함으로서 국내 관련업체, 연구소 및 전문가
들과 작업반을 새로이 구성하고 지속적인 공동

ISO/TC 183이 10차 정기 총회가 진행되는 동

연구를 추진하여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안 우리나라는 아연 및 구리 정광의 세계 최대

해 나갈 것임.

제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광의 수입 세계
1～2위, 관련금속 생산 및 수출 세계1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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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TC184/ SC4 (산업 데이터 )

자동화부품과 공업연구관 오유천
02) 509-7353, youchon@ats.go.kr

개 요
회의기간 : 2002. 06. 09～06. 14
회의장소 : 스웨덴, 스톡홀름
출장목적
- 2002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ISO/TC184/ SC4
(산업 데이터) 제33차 총회에 대한 홍보 및 회의
진행 방법 숙지.
- 산업자동화분야 (ISO/TC184/SC4) 국제표준화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
- STEP- NC, 조선, 파라메트릭스 분야 등에서의
국제 표준 제안 활동의 지원
-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 및 관련 자료 수집
참석자 :기술표준원 자동화부품과 김세진 과장 등
13명

주요 활동 내용
파라메트릭 분야
- 파라메트릭스 그룹은 WG11 소속으로 영국의
Mike Pratt 박사가 팀장.
- STEP은 현재 파트 42나 AP 203을 통해 형상

정보를 교환하면, 경계표현 (B- rep: boundary
representation)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환 후에 파라메트릭 변환이 불가능해 진다.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려
는 시도가 이 파라메트릭 그룹에서 진행.
- 한국의 KAIST 한순흥 교수와 부품디비가 공동
으로 표준 모델링 명령어 집합 (Standard
modeling commands set for macro parametric) 추진중. 11월 서울회의에 NWI 제출 예정
Manufacturing 분야
- 우리가 제안한 선반 모델 (Turning data
model) CD안에 대한 검토의견 수렴.
조선분야
- 해양연구원은 조선용 AP의 구현과 검증을 위한
가이드를 위한 ATS318 등을 주도하고 있음.
- ATS318을 미국 등의 자료를 받아 다음 회의까
지 완성키로 함.
건설분야
- 건설기술연구원과경희대학교는 KOSDIC (Korea
Standard of Drawing Information in Construction) 표준으로, 일본의 SCADEC과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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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활동

CDS와 함께, 건설도면의 저장과 교환을 위한
국제 표준 제정에 활동 중.
서울회의 홍보
- 서울회의 개요

정보 교환에 합의함.
- 중국측 대표
· CNIS (China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ization)

·개최일자 : 2002년 11월 3일(일)- 11월 8일(금)

· Wang Ping (Vice Chief)

·개최장소 : COEX 컨퍼런스 센터

- 일본측 대표

- 개회식(Opening Plenary)에서 11월의 한국 회

· ECom (Electronic Commerce Prootion Council

의를 소개
- 회의장 자료 테이블에서 서울회의를 소개하는

of Japan)
· Yoshitaka Terakado (Research Director)

안내문, 한국 홍보 브로셔, KATS 홍보 브로셔

- 주요 안건

등을 배포

·국제규격채택을위한사전기술정보교환및협력

- SC4 총회 각국 대표들에게 홍보 CD, 한국 홍보
브로셔, KATS 홍보 브로셔 등을 전달.

·제품모델 교환 테스트
·국제 표준에서 아시아권의 의견 반영 확대 (예
를 들어 표준에서 아시아 문자의 표기 등)

회의 결과
한국 대표단은 13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였고, 주로 참석한 분야는 조선, 건설,
STEP- NC, 파라메트릭스로 특히 이번 회의에서

련하여야하며, 특히 기업체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
도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SIS 및 스톡홀름 무역관 방문

는 파라메트릭 분야의 NWI 제안을 위한 활동이

SIS (Swedish Standard Institute) 책임자 Lars

많이 이루어졌음.

Flink (Managing Director)로부터 브리핑.

서울회의 준비
- 홍보 CD, 브로셔 등을 이용 11월 서울회의에 많
이 참석토록 요청.
- ISC(International STEP Center) 공개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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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의 제품모델표준의 활성화 방안을 마

- 전체직원은 160명이고, 정부지원은 10%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출판, 교육, 컨설팅, 프로젝트 수
행으로 예산 확보 (약2,000만불)
- SIS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SIS Forum과 출판을

개최를 제안하여 11월 서울 회의에서 한국 기업

담당하는 SIS Forlag이라는 하부조직이 있음.

체 전문가들을 위해 국제적인 STEP 구현 성공

무역관을 방문하여 손병만 관장 등과스웨덴 경제

사례를 중심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함.

동향에 대한 얘기를 나눔.

- 조선분야에서는 조선소 방문 (Field Tour) 협의

- 스웨덴이 정보통신, 자동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

한·일·중의 산업데이터 표준(STEP) 기술 협

로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은 높은 수준의 자

력을 위하여 정보교류위원회를 제안하였고, 상호

동화 기술력이 요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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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회사『자경케미칼

정밀화학과장 강갑수

자경케미칼(주)은 1989년 9월“자경산업”창립이

정오염이 증가됨에 따라 제지용 오염방지제의 사용이

래 제지용 화학약품을 꾸준히 개발해 온 제지약품 전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백상지 등의 고급지에도 고지

문회사로 주요 생산제품은 제지공정중에 유입되는 각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로 세척제 및 오염방지

종 금속성분에 의한 스케일 형성을 억제하는 무기물

제의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향후 자경케미칼

오염방지제·각종 Pitch나 Sitcky성 유기오염물 침

의 성장전망도 밝은 편이다.

적 방지제·효과적인 유기물 오염방지제 등 8종의

2000년에는 천안시 천흥공단에 R&D 공장을 완공

오염방지제, Felt·배관·Pump·Disk Filter망 등

한 이래로 2001년에는 (구)Union carbide 천안공장

의 청소에 효과적인 7종의 세척제, 이외 소포제·탈

을 인수하여 제2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제·발수제·과수안정제·미끄럼방지제·살균제

현재 Homogenizer, Homomixer, 고분자 생산용 반

·표면사이즈제·고지해리제 등 약 40여종의 제품

응기외에 pilot 유화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내실있는

을 생산하여 국내 판매 및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등

회사로 여겨지고 있다.

에도 수출하고 있다.

자경케미칼이 89년 창립이래 길지않은 기간에 국

회사의 규모에서는 년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27

내에서 제지약품 전문회사로 성장한 원인으로는 그간

명의 조그마한 중소기업이지만 화학저널 2001년 5월

에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온 결과이다. 회

호 보도와 같이 자경케미칼은 제지약품중 세척·오

사창업과 동시에 설립한 자경케미칼부설 기술연구소

염방지제 부문에서 국내시장의 점유율이 55%로 1위

는회사의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을수행하여 왔으며,

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다.

국내 최초로 제지공정용구, 약품 및 세척제 등의 국산

최근 제지산업은 고지 및 재활용수 사용증가로 고

화에 성공하여 그간 수입품에만 의존하던 세척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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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공장 전경

▲ 제1공장 전경

국산품으로 대체 하였으며, 또한 세척의 개념에서 진

다는 이기석 사장의 정확한 판단아래 직원을 위한 다

일보한 개념인 오염방지제를 개발하여 이를 제지회사

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다.

에 적용,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 받았다. 그 동안의 연

직원교육의 일환으로 매주 월요일 자체교육을 실시하

구성과로는 95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함께 제지공

고 있고, 직원간의 Study를 적극 장려하여 이를 통해

정에서의 Pitch 측정 및 제어방법 으로 특허를 획득

각자의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또한 자칫 건강을 해

하였고, 96년 연세대-신무림제지와 공동으로 공업기

치지않도록 회사내 체력단련실과인도어 골프연습실,

반기술과제(제지용효소탈묵제 )를 수행하였으며, 99

당구대, 탁구대를 갖추고 있어 회사 직원이면 누구라

년에는 제지용 내열성발수제제조기술로 국산신기술

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놓고 있었다.

(KT마크)인증을 받았으며, 2001년에는 제지용 오염

그리고 회사와 직원에게 여러가지 공을 세운 사원들

방지제 를 특허출원하였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

에게‘버들잎’
이라고 하는 점수를 수여하고, 이를 토

로 2000년 벤처기업에 선정되었고, 2001년에는

대로 여러 종류의 쿠폰을 발행하여 이를 이용하여 금

INNO-BIZ에 선정(AA)되었으며, 동 년도에 중소기

전적인 부담 없이 여러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업대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제지약품외에도 화장품원

있다. 미혼 직원들의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별장처럼

료, 의약품 중간체분야의 연구를 진행중으로, 향후 제

아름다운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고, 사원의 휴식과 정

지약품, 화장품 및 의약품원료를 제조·생산하는 화

신 수양을 위해 양평에 한옥건물로 養心齋(양심재)

학회사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라는 수양관을 지었으며, 이들 시설의 활용은 자경 가

무엇보다도 인상깊었던 것은 자경케미칼 이기석 사

족이면 항상 이용이 가능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찾아

장의 기술개발에 대한 열정과 사원복지에 대한 관심

가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모든

과 정성이었다. 아무리 크고 좋은 회사라도 흥이 나서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일하고 싶은 여건이 되지 못하면 발전을 이루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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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正’,‘眞’,‘進’의 기업이념으로 공정

싶어하는 기술, 핵심선도 기술을 확보하여 항상 나아

투명한 기업활동을 통해 고객, 사원, 사회에 대한 사

가는 기업(進)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회사이다.

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그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정직한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正),

자경은 진정으로 직원들을 배려하고 위하는, 그래
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회사였다.

회사의 이익보다는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주고 숨

중소기업을 많이 접해본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봐도

겨진 욕구까지 총족시켜주는 고객을 위한 길 하나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자경만큼 배려를 하는 회사

을 생각하는 진실한 기업이 되고자 하고 있으며(眞),

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직원간의 끈끈한 정과 열정

생산공정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계

으로 취약산업인 국내 화학약품 전문회사로서의 무궁

속 육성하여 기업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술, 갖고

▲ 생활관 전경

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 養心齋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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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류 제조업『우성에이스램프』

제품 안 전과 공 업 연구 관 김 상구

대구의 어느 중소기업에서 사장인 형을 도우면서

지니고 있었으나 품질에 대해서는 경영마인드가 굳게

10여년 동안 성실히 사업재능을 쌓아온 우길영씨, 그

서 있었고 자기제품을 자기 일가친척이 사용한다는

동안 우리는 잦은 면담을 통해 기술지원, 제품개발,

마음으로 확고한 경영소신을 갖고 품질향상에 노력한

기술동향 등 여러 형태의 인과관계를 유지해오면서도

결과로 수출의 탑을 수상한 것으로 보아진다.

최근 거의 4년간을 무관심으로 지내왔던터라 우연히

창업과 동시에 국내시장보다 국외시장쪽으로 방향

우길영씨에 대한 근간의 동향이 궁금하여 형의 회사

을 선택한 우영길 사장은 수출상품개발에 주력해왔고

에 전화를 하였더니 97년 10월에“우성에이스램

다양한 제품개발로 동남아 시장 공략을 목표로 삼았

프”라는 상호로 독립하여 전구류 제조업을 한다는 것

으나 운명적으로 미국과 호주로 수출방향을 바꾸게

이다.

되었다.

10여년간 형을 도우다가 이젠 자가경영을 하게된

‘97 미국 처녀수출 할 때 우사장 제품에 크레임이

데 대한 성숙의 일면에서 놀라움도 있었지만, 전구류

걸려 제제조치를 받게되었다. 지금까지 품질 최우선

산업이 시장 경제원칙에 따라 거의가 도산 직전에 있

으로 전신을 바쳐온 우사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고 창업이래 4년만에 이 업체는 2001년 수출백만불탑

되지않아 미국으로 직접 찾아가 선적된 물건을 확인

을 수상했다 하니 관심집중 대상이었고 수출지원을

해보니 타제품과 바뀌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더더욱 독려하고 이에 수반되는 애로, 정부건의, 지원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경영소신과 품질의 우

방안 등 여러문제를 상담하고자 며칠후 대구로 내려

수성을 인정받은 우사장은 이후 미국측에서 장식용

가 그를 상면하였다.

전구(천연유리칼라 램프, PAR 램프)를 년차별로 수

비록 사업장 임대와 직원 12명으로서 영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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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90만불, 00년 95만불, 01년 120만불을 수출하여

이젠 수출에 자신감을 얻은 우사장은 더나아가 동

01년 11월 3일“수출백만불탑”
을 수상하게 되었다.

남아 지역으로의 수출촉진을 위한 과감한 시설투자와

이것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품질관리의

자동화 설비로 꾸준한 사업성장을 계획하고 있었고

경영소신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며 완벽한 고객 A/S중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자인의 콤팩

심으로 사업을 성장 발전시켜 나간 결과임을 우사장

트화, 수명, 고효율화 등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있는

은 야심차게 밝혔다.

현 시점을 잘 간파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

지금까지 운영상 큰 어려움은 없으나 장식용전구의

갈 계획이다.

유리구 구입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고 있어 수주물량

앞으로는 수출전용 장식용전구 뿐만아니라 일류화

맞추기가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자동화 설비

기술을 요하는 고효율 램프, 삼파장 램프, 전구형 형

를 갖추어 미리 고안된 디자인의 유리구를 만들려고

광램프, 슬림램프, 메탈라이트 램프 분야를 지속적으

노력하고 있으나 자동화 설비의 설계, 제작에서 어려

로 연구개발하고 올해 180만불, 03년도에는 250만불

움이 발생되고 있다고 했다.

이상 수출목표를 위해 다방면으로 직원과 면밀히 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타에 업무협조
를 얻어 설계가능업체를 소개하고 자금지원 필요시

토해 나가고 있으며 바램이 있다면 현재로서는 자그
만 공장을 하나 마련하는게 꿈이라 한다.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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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 Ri g i (스위스 )속의 그림같은 마
Ka l t bad를 찾아
정밀화학과 공업연구관 정기원
gwchung@ats.go.kr

기술원에 들어온 지 이제 만 7년이 넘었고 그 동안

기 위한 자동침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6월 2일 일요

두어 번 국외출장이 있었지만 모두 학회참가의 경우

일 아침에 출발을 하였다. 과천에 살고 있어서 반포

였고 사실상 이번처럼 국제회의에 정식으로 한국을

센트랄시티에 위치한 공항터미널을 이용하기로 했다.

대표해서 나가본 적은 한번도 없었다. 나는 나름대로

이곳을 이용하는 이점은 우선 사람이 없어 한가하다

미션을 띠고 있기도 했고 대표라는 생각에 긴장이 되

는 것이다. 수속을 하는데 2～3분도 채 안 걸리고 공

기도 했다.

항이용료도 절약이 된다. 아무튼 출발 3시간 전에 공
항터미널에 도착하여 수속을 마치고 리무진을 타고

내가 참석한 회의는 ISO/TC47화학/ SC7 알루미늄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일요일 오전이라 1시간이 채

산업용 탄소재분야의 총회였다. 이번 회의는 스위스

안되어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전화카드 하나를 사고

의 리기(Rigi)라는 산 속에서 열렸다. TC47/ SC7은

간단한 보안검색 후 gate로 들어갔다. 시간이 2시간

기술원 내부적으로 유기화학과 무기화학분야로 나뉘

가량 남아 면세점을 둘러보고 월드컵기념 열쇠고리

어져 있어서 실제적으로 유기화학쪽에서는 활동을 크

몇 개를 샀다. 이것은 기술원의 다른 직원이 알려준

게 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아무튼 나는 신규규

Know-how이였다. 별건 아니더라도 회의 때 우리를

격제안과 국제회의 유치 건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늘

알리는 좋은 방법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 프

몸이 부실한 터라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떠나기

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려서 또 2～3시간을 지루하게

하루 전부터 체기가 있었다. 덕분에 비상시에 사용하

헤매다 취리히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탔다. 취리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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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도착한 것이 그곳 시간으로 밤 10시경이었고 택

회의장소인 Rigi-kaltbad까지는 취리히역에서 기

시를 타려고 호텔이름을 대었더니 택시 기사가 호텔

차로 1시간 가량걸리는 Lucern으로 가 다시배를 타

셔틀버스를 타라고 일러주었다. 참 고마운 일이란 생

고 호수를 건넌 후 산악열차를 타야만 했다. 너무나

각이 든다. 그냥 자기 차에 태우고 얼마간의 요금을

가는 길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서 내심 불만을 품고

벌 수도 있었겠지만⋯ 호텔에와서는 바로 골아 떨어

있었지만 호수를 건네주는 배 안에서 모든 불만은 사

진 것 같았다.

라지게 되었다. 산과 물이 간간이 보이는 작은 마을들
은 그야말로 엽서속에 나오는 그림같은 풍경이었다.

다음날엔 Rigi- kaltbad의 회의장소까지 저녁 안으

또한 산악열차는 깎아지른 경사의 산을 유유히 올라

로 들어가면 되니까 취리히 중앙역으로 가서 안내소

가고있는데 이 또한다시 보지 못할 한 폭의그림이

에 들어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2시간 코스의 취리히

었다. 나는 그제야 왜 회의장소를 이곳으로 택했는지

시내관광을 했다. 밖이 환히 보이는 버스(trolly)에 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오고 가는 동안 스위스의 가장

고 이어폰으로 설명을 들었다. 가격은 스위스 돈으로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끔 배려한 것이다.

32프랑쯤 했다. 나는 유럽에서는 이제유로화만 쓸 거
란 생각을 하고 유로화만 환전을 했는데 스위스는 여

Rigi-kaltbad의 회의장소에서 나는 다른 한국인과

전히 스위스 프랑(CHF)만 사용하고 있었다. 환전은

합류하였다. 그날 저녁부터 회의 주최측의 환영만찬

주요한 역에 환전센터가 있어서 쉽게 할 수 있었다.

이 있었다. 내가 좀 이르게 왔던지 몇몇 VIP들만 자

2시간의 취리히 시내구경은 나름대로 유익했다. 그

리를 잡고 있었다. 처음으로 회의에 온 한국인에 대한

중 흥미로운 것은 스위스에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예의였는지 무언지는 정확치 않지만 나를 그쪽 좌석

세금이 2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다. 또한 취리

으로 안내를 하였다. 둥근 식탁에 8～9명쯤 앉게 되

히시에서는 15% 정도의 시민만이 집을 소유하고 있

는데 나는 의장부부, 간사부부를 비롯한 VIP들 틈에

고 나머지는 임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스위스 전

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약간의 전략도 있었고 해서,

체를 볼 때에도 이러한 임대율은 상당히 높아서 75%

다른 한국인들과는 같은 식탁에 앉지 않았다. 실제 회

가량이 임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의가 시작된 것이 아니어서인지 편안하고 화기애애한

주거문화와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내

분위기였다. 흔히 외국인들이 주로 하는 파티 또는 사

구경을 하였다.

교모임과 같았다. 개인적인 시시콜콜한 얘기들이 오

취리히 시내에는 궤도차라고 하는 전기로 움직이는

고갔고 스위스의 아름다운 경치를 화제에 올리기도

버스가 다닌다. 모든 대중교통수단은 전기를 이용하

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개최중인 월드컵도 예외

고 있어 매연을 줄이고 있는 것 같았다. 사실 매연을

는 아니었다. 다음날 (6월 4일) 한국의 경기가 있다는

줄인다기보다 매연을 느낄 수가 없었다.

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61

해외여행기

회의가 시작된 4일부터는 조금 더 긴장이 되었지만

의장을 선출하는 일도 있었다. 그런데 신임 의장 선출

태연한 척 애쓰고 회의장에 들어갔다. 회의가 시작될

이라는게미리짜고하는건지누군가노르웨이의Dr.

무렵 각자 소개를 하였고 처음으로 참석한 한국대표

Øye를 거론하자 다른 사람도 거의 대부분 찬성하여

인 우리는 기술표준원 영문 안내책자와 함께 명함을

단독 출마, 당선이 되었다. 의장선출에 있어서는 아마

돌렸다. 진행은 부드러웠고이 모임에 30년이 넘게 나

도나이와연륜이중요한듯하였다. Dr. Øye는현재의

왔으며 의장으로 20여 년을 지내온 독일인 의장은 상

의장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아 보였다.

당히 많은 나이임에도(후에 73세 임을 알게 되었음)

이외에도 우리는 차기회의 장소를 제의하기로 했

불구하고 노익장을 과시하여 빈틈없이 하나하나를 챙

다. 사실 한번도 출석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회의에 와

겨 나갔다.

서 다음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하자고 제의하는 게 얼

일이 술술 풀릴 때는 2～3개 의제가 쉽게 지나가

마나 우스꽝스러운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둘째날

지만, 한번 문제점이 시작되면 1가지를 가지고 2시간

저녁식사중에 넌지시 말을 꺼내었다. 그런데 마침 11

도 넘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물론 심각한 마찰

월부터 의장이 될 Dr. Øye가 다음 회의를 자기나라

은 없었지만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져서 논쟁이 계속

인 노르웨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그 다

되면 의장이 coffee-break를 제안하여 한숨 돌리고

음 회의를 한국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정중히

나가기도 하였다.

물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타협을 보았고 이는 마지

우리가 제안한 신규규격 건에 있어서 Mettler라는

막 날 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었고 모두가

기기 회사명이 규격에 거론되면 안 된다고 하였지만,

동의하였다. 회의를 모두 마친 뒤 서로 작별의 인사를

마침 이번 회의가 의장교체의 시기라서 ISO 사무국

할 즈음, 나는 준비해 간 기념 열쇠고리를 하나씩 주

에서 일하고 있는 Central Secretary (Mr. William

었다. 마침 월드컵기념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우리

Andrew)가 배석하고 있어서 일이 쉽게 풀렸다. 그의

나라 하회탈 모양이 새겨져 있어서 간단히 설명도 하

설명은 간단하였다. 유일하게 한 회사에서만 측정기

여 주었고 월드컵 자랑도 함께 하였다.

기를 만들고 있다면 기기 회사명이 언급되어도 상관
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규격을 만들어 여러 업체가

회의에 관한 모든 얘기를 다하자면 끝도 없을 것

유사기기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

같다. 몇 가지만 간추려보면 첫째로 전문가의 참여가

다고 하였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TC, SC를 다녀본 것

한편 독일에서도 유사한 규격이 DIN에 있을 거라
고 하여 이를 규격화하기 위한 Ad-Hoc 그룹이 만들

이 아니니 쉽게 얘기 할 바는 아니지만 전문가의 참
여기회를 더욱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졌다. 한국에서도 이 그룹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두번째로 국제회의 참석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올 10월로 의장이 퇴임을 원하여서 이번 회의는 새

해야 할 것이다. 될 수 있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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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일 인물이 꾸준히 참석하여 외국인들과 계속적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덧붙이고 싶다. 사실이 얘기

인 유대관계를 갖고 우정을 쌓아갈 때 우리의 표준화

는 이번 회의의 참관인으로 온 ISO Central

전략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든다. 세번째

Secretary가 내게 해준 말이다.“DO NOT COME

로 식사, 만찬은 물론 coffee-break 동안에도 끊임없

TO THIS ISO MEETING TO WORK BUT

이 외국인들과 어울리고 사교를 하여야 한다. 국제적

COME TO HERE TO ENJOY!" 아직도 오십이 다

인 모임에서 사실 그들과 어울리는데 익숙치 못한 것

된 나이에 청바지를 입고 어린아이처럼 웃던 그 모습

이 일반적인 우리 정서이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우

이 눈에 선하다. 그는 2005년에 한국에서 열릴 차기

리를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나와 약속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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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강의 도시 카이로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이사 이규봉
02) 3299- 8 103 kbrhe e @fiti.re .kr

1. 나일강의 도시 카이로
제82회 Textile Institute World Conference
가 2002년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인류문명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영국
The Textile Institute(TI)주관으로 개최되었다.
The Textile Institute는 1925년에 설립되어 현재
전세계에 6,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Textile Progress , Journal of Textile Institute
등과 같이 권위있는 기술책자를 출판하고 있는 80년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섬유기술단체이다.
본 Conference에 한국에서는 한양대, 전남대, 영남
대, 숭실대, 중앙대 등의 대학교수와 KIST, 생산기술
연구원 등 연구기관 관계자 그리고 필자도 참가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에서 이집트 카이로까지의 직행노선은 주2회
목요일과 화요일에 있다.
본 Conference에 참가하는 우리 일행이 인천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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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3월21일 20:45분에 출발하여 두바이 공항에
서 1시간여 머물면서 중간급유를 한 다음 최종 목적
지인 카이로 공항에 도착한 것은 3월 22일(금) 아침
08:00시였다.
이집트는 전체인구의 90%가 이슬람 신도인 회교
국가로 금요일은 공공예배날로서 공휴일이다. 마침
도착일이 금요일 아침이었기에 카이로시내를 구경할
기회를 잡았다. 예약된 한국식당에서 아침식사를 간
단히 한 후 짐은 호텔버스에 실은 채 이집트 박물관
으로 향하였다. 카이로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
옆에는 깨끗하고 좋은 주택가가 이어져 있으며 이곳
에서는 여기를 Heliopolis(태양의 도시)라 부르고 있
다. 카이로에서 최고의 부촌으로 무바라크 대통령도
이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공항근처에 최고급 주
택가가 있는 것도 조금 특이한 일이다.
이 곳을제외한카이로 시내는회색의도시로 색깔도
건물의아름다움도거리의질서도거의찾아보기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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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길거리에 신호등이 없거나 있어도 제 기능을

생각 못하고 그대로 놓아두었기 때문이란다.

하지 못한 채 행인들은 달리는 차 사이를 곡예를 하

박물관에는 투탕카멘의 그 유명한 황금마스크, 미라

듯 헤집고 다니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길거리를

제작 당시의 내장을 담은 항아리, 당시 사용하던 금으

오가는 자동차는 폐차장에나 있어야 할 고물자동차로

로도장한의자, 침대등가구류와장신구류등수십종

부터 번쩍번쩍한 고급 벤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의 각종 유물이 박물관 2층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당

우리가 타고있는 차 앞에도 옆에도 우리 눈에 익숙한

시 어린 나이에 힘없이 죽어간 투탕카멘, 실제 왕들의

현대, 대우, 기아 소형차들이 쉴새없이 지나간다. 아마

계곡에 있는 그의 무덤은 다른 왕들의 무덤에 비하여

달리는 승용차 중 대략 3대중 1대 정도는 한국 자동

그 규모가 1/3도 안 되는 초라한 것이었다. 하지만 초

차인 것 같다.

라한 그의 무덤 속에 이처럼 화려한 황금빛 유물이 나

세계 최고의 박물관 중 하나라는 이집트 국립박물

온 것을 볼 때 당시 상대적으로 힘있던 파라오들의 무

관은 명성만큼 규모가 크진 않았으며, 수많은 유물이

덤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황금유물이 있었을까를 상상

좁은 공간에 쌓여 있었다. 5,000년 전의 고대 이집트

하게 하며, 당시 이집트 고대문명이 얼마나 풍요롭고

의 유물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유물이 있

휘황 찬란하였던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었지만, 이중 특히 관객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투탕카

박물관 지하에는 1944년부터 개방된 역대 11명의

멘의 묘에서 발굴된 유물로서 박물관 2층 전체의 약

파라오(이중 3명은 여왕)가 머리, 얼굴, 손, 피부가 생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투탕카멘은 이집트 신왕국

전과 거의 똑같은 형태로 미라가 되어 누어있었다.

시대 제18왕조의 왕으로 9세(B.C.1333년)때 즉위하여

이중에는 유명한 람세스 2세도 있었는데, 람세스 2

19세(B.C. 1323년)의 어린 나이에 사망한 파라오(왕)

세는 재위기간만 66년으로 8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

이다.

에 약간 대머리에 늙은 제왕의 모습 그대로였다.

고대이집트왕들의묘는피라미드처럼인간의상상

수많은 전쟁을 몸소 지휘하며 승리로 이끌어, 아프

을 초월할 정도로 견고하게 만들었지만, 후세에 모두

리카와 지중해 연안에 대 이집트 대제국을 건설하고

도굴당하여 당시의 유물을 원형 그대로 발견하는 것은

거대한 제국의 곳곳에 수백 개의 자신의 형상을 돌

어려운 일이지만 이상하게도 투탕카멘의 묘만은 기적

위에 조각해 놓고 정실 4명과 측실 200명을 거느렸던

같이원형그대로남아있다가 1922년에발굴되었다. 이

제왕 람세스 2세. 그도 이제 단지 한 덩어리의 미라가

유인즉슨 투탕카멘이 어린 나이에 일찍 죽어 그 묘의

되어 뭇 방문객들의 호기심 속에 관광의 대상으로 변

존재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투탕카멘의 묘가 있는

해 있는 모습을 보니 空手來 空手去란 옛말이 떠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묘 위에 다시 다른 파라오의 묘

오른다. 며칠을 두고두고 봐도 다 못 볼 박물관이지만

를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도굴꾼들은 위에 있는 묘만

다음 기회에 상세히 관람하기로 하고 약 3시간에 거

을 도굴하고 묘 밑에 다시 묘가 묻혀 있을 줄은 미쳐

쳐 대충 훑어보고 박물관 문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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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 와서 처음으로 대하는 이집트식 점심식사

사실 이집트는 이 나일강이 아니면 하루도 삶을 유

는 나일강가 노천식당에 예약되어 있었다. 세계에서

지할 수 없다. 특히 1년에 단 며칠밖에 비가오지 않는

가장 길다(6,650km)는 인류4대 문명의 발상지 나일

사하라사막지대에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은 신이

강, 길이는 한강의 10배가 넘지만 강폭은 서울의한강

이 메마른 땅에 준 유일한 선물일 수밖에 없다.

보다 약간 더 크거나 비슷한 정도다. 도심을 흐르는

강 건너 저 멀리 갈색의 사막 위에 산처럼 우뚝 솟

강이라 그런지 아주 맑지는 않고 흙탕물이 섞인 듯

은 삼각형 피라미드 2개가 시야에 들어왔다. 우리 일

투박하나 공해에 찌든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 하긴 이

행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일강에 걸쳐진 다리를 건

집트의 경제구조는 총수입 중 40%는 관광수입, 40%

너 기자지구의 이 피라미드를 보러 갔다. 피라미드로

가 농업으로, 공업의존도가 극히 낮아 강물이 산업공

가는 도중에 위치해 있는 카이로 외각지대에는 나일

해로 몸살을 앓을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강 물을 끌어가는 수로가 사방으로 뻗어있으며. 이 수

카이로 시내가 색상없는 잿빛의 도시라면 나일강

로를 통해 농사를 짓고 야자수 등 열대식물의 숲을

강변은 생명이 넘쳐나는 푸른 도시이다. 나일강은 고

형성하고 있었다. 차는 피라미드 아래에서 멈추었다.

대로부터 범람의 강으로 이 범람으로 상류에서 기름

한 포기의 풀도 없는 붉은 사막들판에 거대한 피라미

진 흙을 실어다 하류평야에 쏟아 부어 옥토가 되는

드와 관광객을 태우기 위해 우두커니 서있는 낙타, 그

것이며 이 범람이 없었다면 고대문명의 발생도 농업

리고 대수롭지 않은 관광물품을 팔려는 장사꾼들만이

도 세계에서 최고품질의 면화(Cotton) 생산도 없었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며, 그 위로 작렬하는 사막의 태

것이다. 그러나나세르대통령시절상류에아스완댐을

양만이 내려 쪼이고 있었다.

건설하여 이제는 범람도 없어졌고 나일강의 물높이도

이집트의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는 모두 고대 이집

년중일정하게되었다. 따라서강물에서 1～2m 높이에

트 제 4왕조(BC 2600～BC 2480년)에 만들어진 것

힐튼호텔 등현대적 고층건물이 즐비하게늘어서 있어

이다. 가장 큰 것은 쿠푸왕의 피라미드로 높이가

마치 건물과 푸른 숲이 강물에 떠있는 것처럼 조망되

148m에 이른다.(현재는 137m) 다음으로는 카프레왕

어 강변을 따라 조성된 도시는 아름답기가 그지없다.

의 것으로 136m, 세 번째가 멘카우레 왕의 것으로

나일강을 따라 오가는 배도 그 유형이 다양하다.

62m에 이른다. 밑변의 길이가 233m인 쿠푸왕의 피

대중교통수단으로 사람들을 싣고 다니는 수중버스,

라미드는 각 모서리가 정확히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는

유람선으로 상류로부터 하류로 관광객을 태우고 다니

완전직각형태로이루어져있으며, 이피라미드는입구

는 쿠루즈 유람선, 관광객 몇 명씩 태우고 나일강을

와조그만 내실을 제외하면모두 석회석으로 이루어졌

유유자적하는 황포 돛단배,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

는데 돌의 크기는 높이 1m, 폭 2m로 되어있고 길이는

으러 다니는 작은 고깃배, 여러 형태의 배들이 이집트

각각 다르다. 평균2.5톤의 이 돌을 밑변에서 꼭대기까

의 젖줄인 나일강을 다니고 있다.

지는 210단을쌓아올렸기때문에전체적으로 230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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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50만개의 돌이 소요되었다. 그 규모는 12만 명
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라 한다.

어쨌든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건조물이 지금부터
4,8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쿠푸왕의 피라미드 건설 사업은 돌을 캐내어 뗏목

평균 2.5톤의 돌을 230만개나 250만개 쌓아올리면

으로 운반하고 공사를 하기 위한 도로를 만들고 피라

그 무게가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무거운 건조

미드의 지하공사를 하는 데만 적어도 10만 명의 노예

물은 상당히 탄탄한 기초위에 세우지 않으면 세월이

가 석달씩 교대로 해서 10년이 걸렸고 돌을 쌓아 올

흐르면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그 건조

리는데도 20년 이상 걸렸다고 한다.

물도 붕괴될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피라미드 건설당시 이집트인은 수레나 말을 이용한

4,800년의 기간동안 장엄함을 드러내며 우뚝 서있는

운반법을 알지 못했으며 따라서 지레나 굴림대를 제

것을 볼 때 진정 세기의 신비이며 놀라운 기적이 아

외하면 오로지 인력에만 의지하여 작업이 이루어 졌

닐 수 없다.

다. 즉 수백명의 사람이 채석장에서 운반해온 무거운

피라미드를 관광하고 나서 우리 일행은 스핑크스가

석재를 직접 손으로 뗏목에 올려 강을 건넜고 역시

있는 아래로 내려왔다. 스핑크스는 사람의 머리와 사

강기슭에 도착한 석재를 맨손으로 건설현장까지 운반

자의 동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왕자(王者)의 권력

하였던 것이다.

을 상징하며 제4왕조(BC 2650년경) 카프레 왕(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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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 아래 위치해 있다. 이것은 자연암석을 통째

유공학과 졸)가 참가하여 한국섬유산업의 미래에 대

로 이용하여 조각한 것인데, 전체의 길이 약 70m, 높

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서교수는 앞으로 한국에

이 약 20m, 얼굴 너비만 약4m나 되는 거상(巨像)으

서 Knit 산업의 개발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

로, 그 얼굴은 상당히 파손되어 있으나 카프레왕의 생

였고, 한국정부에서 전주에“니트연구소(소장 이제덕

전의 얼굴을 본따 조각한 것이라 한다. 또한 앞으로

박사)”
를 새로 건립하였다고 이야기해 주었더니 한국

뻗은 앞다리 사이에는 투트모세 4세의 석비(石碑)가

에 나오면 니트연구소를 꼭 방문해야겠다고 말했다.

있었다. 이 스핑크스는“지평선상의 매 를 나타내는

Conference는 Cairo International Convention &

이집트 최고권위인 태양신의 상징이라고 한다.

Exhibition Center에서 다음날 24일(일요일)부터 26

이집트 파라오는 수염이 그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

일(화요일)까지 3일간“ Through the eye of a

나 스핑크스에는 수염이 없다. 이는 영국군인들이

needle, Advances in fibers , fashion and

1800년대 아프리카 진출시 스핑크스의 수염을 잘라가

fabric” 라는 표어아래 열렸다. 본 학술회의장의 개

서 현재 대영박물관에 수염만 보관하고 있기 때문인

막식에는 주최국인 이집트를 비롯하여 한국, 미국, 영

데 이집트에서 반환을 요구하자“수염은 영국에서

국, 터키, 벨기에, 뉴질랜드, 그리스, 폴란드, 중국, 인

잘 보관할 터이니 스핑크스나 잘 관리하라 고 오히려

도, 파키스탄, 독일, 타이, 포르투갈, 오스트레일리아,

큰소리치고 있다고 한다.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리비아, 리

이집트에 도착한 첫날, 박물관·피라미드 그리고
나일강 등 이집트를 대표하는 명소, 명물들을 보았으
니 비록 수박 겉 핥기이지만 카이로에 대한 것은 대
충 본 셈이다.

투아니아 등 22개국에서 300여명의 전세계 섬유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Conference Committee President인 Mr. Hani
El Habibi의 개회사를 필두로 Textile Institute
World President인 Dr. Garth Carnaby와 이집트의

2 . Text i l e Conf erence

국무장관인 Mr. Atef Ebeid의 축사가 있었고, The
International

Textile Manufactures

Federa-

다음날(23일) Conference Reception이 나일강 한

tion(ITMF)의 Dr. Herwig Strolz가 “Working

가운데 섬에 있는 카이로문화관에서 열렸다. 300여명

up to Reality- Textile Industry in Search of a

의 전세계의 섬유인들이 모여들었다. 이집트 상공부

New Balance 라는 제목을 가지고 초청강연을 하였

장관이 참석하였으나, 장관이 2시간이나 늦게 도착하

다. 3일간의 학술발표회는 특별강연이 있는 오전프로

는 바람에 Reception은 2시간이나 늦게 시작하는 해

그램과 구두논문 발표가 있는 오후프로그램으로 진행

프닝도 있었다. 이 자리에는 미국 North Carolina

되었다. 특별강연은North Carolina University 서문

University의 한국인 교수 서문원 박사(서울공대 섬

원 교수가 “New Techniques and R&D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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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Global Textile and Apparel Markets 라는 제
목으로 강연을 한 것을 비롯하여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Textile Industry within the

섬유산업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은
- 문화의 다양성과 기능성을 보유한 세계적 패션
을 추구하고

New Trading Environment 등의 제목을 가지고 15
명의 연사가 강연하였다.

- 다양한 수요계층의 짧아지는 Life- Cycle (1980

오후프로그램은 104편의 구두논문 발표와 21편의 포

년대 Life- Cycle 6월, 1990년에는 3월, 2000년

스터 발표가 진행되었다. 연구논문은 최근에 많이 발

대 1월)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표되는 고분자, 산업용 섬유보다는 섬유, 방적, 제직,

- 환경표준, Eco- labelling, Effluent Treatment,

염색가공, Apparel과 패션 등 전통적 섬유분야에 대

그린하우스 등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공정 및

한 연구논문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전반적인 세계 섬

제품을 개발하고

유산업의 흐름(쿼터제, 수출, 수입, 경기와 기술 변화

- Interdisciplinary

in

Nature,

Perceived/

등)과 국가나 기업이 나가야할 방향제시, 섬유무역과

Dormant Need, Priority in Communication,

경영에 관한 현대섬유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Marketing in Planning 등 소비자 요구에 대

Marketing & Promotion에 대한 Program, 섬유

한 정보에 충실하고

소재에 새로운 기능성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 환경
친화적 내용, 기계적 열적 기능성을 설계하려는 연
구로 New Opportunity Program과 세계각국에서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한 새로운 분야들이 서

- 최소비용으로 Quick Response 체제를 구축하
며, 높은 품질의 수요 욕구에 충족하고
- 산업용 및 의료용 섬유 등의 비의류용 섬유의 개
발 등이다.

서히 섬유산업 내에서도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미국 등 선진국의 섬유연구개발 동향은 그간의

있었다.

material science, Fabrication, chemical

본 Conference에서 시사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modification에서 Intelligency system으로
확대되고 있다.(미국의 경우 Intelligency
system에 대한 연구개발 비중은 1997년

섬유제품의 시장은 섬유제품을 더 좋게, 더 빨

25.6%에서 2001년 37.8% 차지)

리 더 값싸게 생산하고, 관습에 매이지 않는 새
로운 기술에 의한 기획과 디자인의 창출을 요
구한다.

3 . 맺음말
섬유산업이 많이 발전하지 못한 이집트이지만 세계
최고 품질의 면화를 생산하는 고대 문명국가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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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02년도 Textile World Conference를 개최한

나일강 물에 손을 씻으면 이집트를 다시 올 수 있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로 생각되었으며, 특히 일반

는 인연이 맺어진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호텔을 나와

적으로 학술발표회는 호텔이나 대학교 등에서 열리지

강변에 나가 나일강 물에 손을 담그고 후일 다시 오

만, 이번 TI Conference는 발표장마다 통역실이 완

기를 기원하며 나일강을 뒤로한 채 카이로 공항으로

비되어 있는 전문적인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어서 모

향하여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든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비행기에서바라본이집트전경은모두가붉은사막

본 Conference에는 지리적인 이유로 유럽과 중동

산이다. 이집트에 와서 정말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

에서 많이 참가하였지만, 대학내 섬유학부를 가지고

한 것인가를 더욱 실감했다. 생명의 근원은 물이다. 분

있는 미국의 North Carolina University에서 서문원

자량 18의H2O, 유사한분자량을가진물질(CH4 , NH3 ,

교수를 비롯한 10여명의 교수가 참석하여 12개 과제

HF, Ne)중비점이 100℃이고 융점이0℃인물질은물

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Conference를 주도하는 듯한

밖에없다. 이신비스런생명의물질인물이쓰고남도록

분위기에서 미국의 거대한 힘을 느끼게 하였으며, 각

하늘에서내려주고, 계곡마다맑은물이흘러서온천지

대학마다 섬유공학과를 폐지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가푸름으로 가득찬 우리나라는분명 신으로부터 축복

대학풍토와 전통적인 섬유공학기술을 천시하는 우리

받은땅이며, 이속에살고있는우리들은정말행복한사

의 풍토와 비교해 볼 때 이번 Conference는 우리에

람들이라고 느껴졌다. 그래서 이번 이집트 Conference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참가가 더욱 보람차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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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예찬
자본재과 피윤섭

나는 여름이 좋다.
봄은 황사가 섞인 바람이 불어 싫고, 가을은 풍성
함은 있으나 떨어지는 낙엽이 쓸쓸해 보여 싫다.
여름은 실록의 푸르른 싱그러움이 한없이 아름답고
좋다.
자연은 자연 속에 원시 그대로 일 때가 가장 아름
답다.
작은 풀꽃 하나에서 아름드리 느티나무 고목의 모

산 개나리 노오란 꽃, 산도라지 파란 꽃에 벌과 나
비가 이리저리 찾아든다.
작은 계곡 숲과 돌 사이 그리고 바위 이끼를 스며
들며 흐르는 깨끗한 물줄기가 청량제처럼 산을 찾은
나그네의 가슴을 시원하게 적셔준다.
푸른 잎사귀를 흔들며 계곡을 지나온 산들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나무그늘 사이사이로 비추어진 태양
빛이 따사롭다.

습까지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이 좋다.
잘 가꾸어진 정원의 깨끗함보다 얽히고 설킨 칡넝
쿨, 그사이를 비집고 올라온 억새풀 무리, 길섶에 외
롭게 핀 늦은 민들레 꽃 한송이가 더욱 아름답고 싱
그럽게 느껴진다.
자주 내린 빗줄기 덕분에 푸르름이 한결 빛나고 촉
촉한 습지는 자연을 키운다.
밝은 햇살 받아 짙은 녹음은 마음껏 영양분을 흡수
하고 꽃이 진자리 열매맺어 토실토실 익어간다.

어째서 잎사귀는 모두 푸른 색뿐일까?
가을이 되면 단풍은 형형색색이건만 녹음은 푸르름
그 자체뿐이다.
널찍한 떡갈나무 잎사귀, 뻗어 올라가는 칡넝쿨, 작
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사시나무 작은 잎사귀, 지난겨
울 무거운 눈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진 소나무 가지들,
주어진 자리에 불평없이 커 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삶
의 지혜를 배우고 싶다.

가을이 오기 전 결실을 재촉하고 겨울내 참고 살아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가야 할긴 세월, 소모될영양분을 충만하고 있나보다.

마음과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데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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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사람은 쉬어야 한다.
쉼이란 창조주의 섭리이며 의무 요 명령 이다.

산!
더위를 피해 작은 산을 찾고싶다. 계곡에 물이 있
고 나무 그늘이 있는 곳. 그리고 바람과 햇볕과 맑은

또한 열심히 일한 이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쉬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공기가 만나는 곳. 그곳에서 잠시 삶에 쉼표 하나 찍

여름만 되면 바다로 산으로 남들을 따라 어디론가

고 싶다. 작지만 소중한 쉼표 하나가 더위와 삶의 고

떠나지 않으면 스스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

단함에 여유를 줄거라는 마음으로⋯

나보다. 밀리는 줄 알면서 떠나는 바보스러움. 그렇게

준비없이 그저 자리 하나 들고 나무그늘아래 훌러

따라나선 휴가는 고생일 수밖에 없다. 도로는 밀리고

덩 누어 흘러가는 구름을 세고 싶다. 뭉게 구름, 새털

휴가지는 인산인해. 바가지 요금. 휴가를 마친 이들에

구름. 잔잔한 은하수 같은 구름띠⋯

게 잘 쉬었느냐고 물으면 쉬느라 힘들었다 고 대답

모두가 어릴적 여름밤에 모깃불 피워놓고 반딧불이

한다.

나는 깜깜한 밤에 멍석에 누워별을 헤는 마음으로⋯
나의 휴가! 금년은 이렇게 보내고 싶다.
노오란 찰옥수수 살찐 맛이 생각나고 산아래 옹달

나무 그늘 아래 생수 한 모금 마시면서 책도 보고

샘 찬물에 등목하던 기억이 아물거린다. 할머니의 옛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싶다. 모든 것은 잠시 잊어

날 이야기에 밤은 깊어가고 그대로 잠든 머리 위에

버리고 시원한 바람만을 맞고 싶다.

잔잔한 이슬이 맺히던 시절, 육체적으론 고통스러웠
지만 그래도 남는 것은 그때의 향수뿐이다.

조금 아래 절에서 나는 풍경소리가 운치를 더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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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의 재가
philips Ko re a 부장 김홍경

「화류구경(花柳求景) 다 버리고

리말로 흥미를 가지고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빈방으로 돌아오니

우리말에 <구경 가마리>란 말이 있는데, 하는 짓이

정월삼경(正月三更) 깊은 밤에

이상하여남의 구경감(a sight worth seeing)이되는

실솔(

사람의 별명(a laughing butt)이다. 삼경(三更)은

)이 더욱 섧다.

이리 가도 슬픈 노래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눈 셋째로 밤11시부터 새벽 1시

저리 가도 슬픈 노래

가지의 사이로 병야(丙夜)라고도 한다. 실솔(

이 간장 댈데 없어

은 귀뚜라미이고, 간장(肝腸)은 간과 창자인데, 여기

신구(新舊) 벗을 찾아가니

서는 몹시 애타는 심정을 가리킨다. 엄밀히 말해서 가

이 집도 가장(家長) 있고

장(家長)은 집안의 어른이고, 남편(男便)은 아내의

저 집도 남편 있네.」

배우자로 부군(夫君)이다.

)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자를 과부라 하는데, 과
조선시대의 <과부가(寡婦歌)>인데 작자와 정확

수·미망인·상아(孀娥)·홀어미로도 불린다. 이 중

한 연대는 지금까지 미상이다. 여기에 실은 것은 그

에서 미망인(未亡人)이라는 용어는 현대인들은 피

중에서 1절의 내용이다. 15세의 처녀가 화촉을 밝힌

했으면 싶다. 이 말의 출전은 <춘추 좌씨전>의 <장

지 보름만에 낭군을 여의고, 한평생을 과부로 외롭게

공편(莊公篇)>이라하는데, 아직따라 죽지 못한사

살아가야 하는 애절한 심정을 읊은 것이다.

람이라는 뜻으로, 죽은 사람의 아내를 이르는 말이다.

화류(花柳)는 글자그대로 꽃과 버들인데, 변하여

독수공방(獨守空房)하는 과부의 애절한 심정을

사내들을 상대하여 노는 계집을 이른다. 경치를 구하

노래한 것이 동서고금을 통해 어디 이것뿐이랴. 동서

다는 구경(求景)은 지금은 한자로 쓰지 않고, 순 우

고금을 통해 그래서 과부에 관한 이언이 지금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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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전해온다. <과부가 찬밥에 곯는다>는 홑몸이라

(高宗)때 당시 무인(武人)들이 정치를 하였으므로

고 먹는 것을 허실히 하여 허약해진 과부가 많다는

이런 창피하고 비속(卑俗)한 이름을 붙였다고 전한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 또 과부는 알뜰하여

다. 이것으로 보면 무고한 공녀를 바치게 된 것은 고

규모 있게 살아도홀아비는 생활이 궁하다는 <과부는

종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은이 서 말이고 홀아비는 이가 서 말이다>이고, <과

원래는 고려 원종 15년(1274)에 원(元)나라에서

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속

요구하는 여자들을 징발하고자 설치한 관아가 결혼도

담으로 무슨 일이든 당해 본 사람이라야 그 사정을

감(結婚都監)이었다.

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과부 설움은 홀아비가

예전에는 과부로 인한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전한

안다>도 남의곤란함은 비슷한 처지에있는 사람만이

다. 이것은 아마도 고대 우리사회가 남성일방주의였

잘 안다는 뜻이다.

고 폐쇄된 사회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후 조선조 때

이 외에도 유사한 이언이 많이 있다. 이를테면 <과

과부의 재가 여부로 일어났던 문제가 과부재가(寡婦

부 은 팔아먹기>는 벌지는 못하고모아두었던 재물을

再嫁)였다. 조선사회에서는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고

쓰기만 한다는 말이고, 비록 높은 이자의 돈이라도 급

죄악시하였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 때는 과부의

하여 갖다 쓸 때 이르는 말로 <과부의 대돈 오 푼 빚

재가는 문제되지 않았는데, 후에 조선시대에는 유교

을 낸다>가 있다. 또는 <과부집 똥넉가래 내세우듯

사상에 의하여 죄악으로 보았었다.

한다>는 변통성은 없고 마냥 호기만 부린다는 것이

태종(太宗) 6년(1406) 경제지전(經濟之典)을

다.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는 일을 사실인 듯 꾸며서

편찬할 때, 허웅의 시무7조(時務七條)에 삼가녀(三

말하는 사람에게 이르는말로 <과부집 수코양이 같다

嫁女)에서 태어난 사람은 벼슬을 금한다는 것이 재

>라고 하고, <과부 집에 가서 바깥양반 찾기>란 당

가금지의 시초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유교적

연히 없는 데에 가서 무엇을 찾는다는 말이다. 아마도

인 발상이고 실제로 사회적 실정에 맞지 않았다.

연목구어(緣木求魚)와 비슷한 의미일 것이다.

세조 때 김개(金漑)는 그의 어머니가 세 번 시집

과부에관한애환이나슬픈이야기는동서고금을통

을 갔으나 의정부(議政府) 좌참찬이 되었다. 이때

하여많이있다. 특히엄격한남성중심사회인우리나라

이것을 이유로 들어 신하들이 김개를 탄핵하였으나

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고려 말기에 둔 임시 관청이

성공하지 못하였다. 성종(成宗) 8년(1477)에 관제를

과부처녀추고별감(寡婦處女推考別監)이다. 이를

개혁할 때 소장학자인 임원준(任元濬)의 과부재가

뒤에 충렬왕(忠烈王) 2년(1276)에 귀부군행빙별감

불가론을 채택하였다. 즉 여자는 한 번 시집가면 종신

(歸府軍行聘別監)이라 개칭하였는데, 이곳에서는

토록 불개(不改)해야 되며 재가녀의 자손은 벼슬을

원나라에 바치는 공녀(貢女)를 선발하였다 한다.

시키지 않음으로써 풍속을 바로 잡는다는 내용의 전

고려사에 이러한 이름을 만들어 내게된 것은 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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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16년(1485)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이상

고종(高宗) 31년(1894)에 과부의 개가를 법적으로

의 전교가 드디어 법으로 편입되었다. 이것은 실정에

허락하였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풍속이

맞지 않는다고 말이 많았으나 점차로 풍속화 되었다.

남아 있었다. 이것 또한 100년 훨씬 전의 일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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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데이의 모든 것
림스교역 이사 정형석

일반적으로 패러데이의 법칙(法則)이라하면, 첫째

예를 들면 물의 전기분해에서는 양극에서 수소, 음

로 패러데이(Faraday)의 전기분해의 법칙과, 둘째로

극에서 수소가 발생하며,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전기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의 법칙을 말한다. 전기분해의

분해에서는 양극에서 염소, 음극에서 수산화나트륨

법칙은 전해질용액의 전기분해에 관한 법칙으로,

수소가 생성된다. 전기분해가 일어나는 전압은 개개

1833년에 영국의 패러데이가 발견했다.

의 화합물에 따라 다르며, 이것을 분해전압이라 한다.

전기분해에 의해 석출하는 원소 또는 원자단의 양

전기분해에 의한 물질의 석출량과 전기량 사이에는

은 통해 준 전기량에 비례하며, 1 그램당량의 석출에

역시 패러데이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 법칙은 전해분

소요되는 전기량은 원소 또는 원자단의 종류에 관계

석, 전기도금, 금속의 전해정련(電解精鍊), 전해연

없이 일정하다. 이것이 패러데이의 상수이다.

마 등 널리 공업적으로 이용된다.

전기분해에 있어서 패러데이의 법칙에 따라 1 그램

이와 관련해서 코일에 자석막대를 끼워 넣으면 코

당량의 원소 또는 원자단을 석출시키는데 소요되는

일에는 순간적으로 기전력(起電力)이 생긴다. 또, 1

전기량의 패러데이 상수(常數)이다. 기호는 F인데,

개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키면 가까이에 있

F=9644.6±0.3C/그램당량이다.

는 다른 코일에도 기전력이 생긴다. 이것은 모두 코일

전기분해(電氣分解)는 전해질 용액 또는 용융전
해질에 1쌍의 전극을 넣고 직류전류를 통하여 화학반
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전해라고도 한다. 양극

에횡단하는 자력선속이 변함으로써생기는 현상이며,
이것을 전자기유도(電磁氣誘導)라 한다.
코일을 횡단하는 자력선속을

[Wb], 코일의 감

에서는 양이온 생성 등의 산화(酸化)가, 음극에서는

은 수를 n이라고하면 코일에 생기는 기전력 V[V] 자

금속의 석출(析出), 수소발생 등 환원(還元)이 일어

력선속의 시간적 변화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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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전력이 방향은 코일을 흐르는 전류가 자력

견(1831), 전기분해의 패러데이의 법칙(1833), 자기유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는데, 이것이

도의 발견(1834), 편광에 관한 패러데이 효과(1845),

렌츠의 법칙이다. 1831년에 영국의패러데이가 실험적

반자성(反磁性)의 발견(1845) 등 많이 있다. 여기서

으로 발견했는데, 변압기나 발전기 등은 전자기 유도

편광(偏光 : a polarized light)이란 광파의 진동이

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한 방향으로 한정된 빛을 말한다.

그리고 패러데이 효과(效果)는 자기장(세기 H)속

또 1835년 정전기의 연구에 있어서 전기장·자기

에 놓인 등방성(等方性) 물질(두께 ℓ)속을 직선평

장·역선(力線) 등의 개념을 사용한 근접작업론을

광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평광면이 회전

제창하였다. 그밖에 진공방전에 있어서의 패러데이

(회전각 θ)하는 현상이다. θ=VHL이며, V를 베르

암부(暗部)(1837), 염소 등 기체의 액화(1823), 철합

데의 상수라고 한다.

금의 연구(1819~1824), 벤젠(Benzen)의 발견(1825)

이와관련하여패럿(farad)은전기용량의단위인데,

등 많이 있다.

기호는 F이다. 1F는 1V의 전위차(電位差)를 주었

처음에 그는 제본회사의 견습공(1805)으로 있다가

을 때 1C의 전하(電荷)가 축적되는 컨덴서의 전기용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실험을 거듭하였다. H.데비에

량이다. 1μF=10- 6F, 1ρF=10- 12F인데, 이것도 영

게 발견되어 왕립연구소 조수(1812), 왕립협회 회원

국의 물리학자 패러데이의 이름에서 딴 것이다.

(1824), 왕립연구소 실험소 소장(1825~1867), 동연구

우리의 광학에서 잊지 못할 패러데이(Michael

소 교수(1833~1861)로 있었다. 1821년에 결혼하고 이

Faraday : 1791～1867)는 런던교외에서 대장장이의

후 36년간 연구소의 다락방에서 청빈한 생활을 하였

아들로 태어난 영국의 물리학자이며 화학자이다. 중

다 1858년 빅토리아 여왕의 호의로 이궁(離宮)으로

요한 업적은 전자기학의 영역으로서 전자기유도의 발

옮겨가 살게 되었는데, 말년 내내 그곳에서 지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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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VCCI인증 절차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자파팀 선임연구원 김정한
031) 428- 7524 jhkim@keeti.re.kr

1. Member shi p 제도

서 론
2002년 6월14일에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은
VCCI Membership에 가입하였고 VCCI 시험기관으

1) Regular Member : ITE 기기를 제조하거나
Distributor가 가입할 수 있는 회원제이다.

로 지정 받았음을 알리며 향후 VCCI 인증 계획이 있

2) Supporting Member : VCCI와 협력하는 조직

는 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

이 가입할 수 있는 회원제로 일반 시험 기관들

람에서 일본의 VCCI 인증절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해당된다.
3) Special Member : 일본이나 외국의 정부기관

본 론

및공공측정조직이가입할수있는회원제이다.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Infor-

4) Organization Member : 일본의 JEITIA 또는
JBMMA와 같은 조직이 가입하는 회원제이다.

mation)는 정보처리장치 등 전자파 장해 자율규제협
의회로서 IT기기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VCCI
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Member shi p 가입비용:
1)￥800,000 : 70개 이상의 성적서를 제출한 기관

VCCI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협의회로서 Memb-

2) ￥400,000 : 10개 이상의 성적서를 제출한 기관

ership 가입비용과 측정 설비(시험장) 등록비용의 두

3) ￥200,000 : 10개 이하의 성적서를 제출한 기관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4) ￥100,000 :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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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mber shi p 가입을 위한 신청 양식
: For m 8e 참조

* 4.4 Sketch of Shielded room
* 4.5 Photo (CE )
5) Calibration

4. 측정설비 등록을 위한 신청서류 목록
음과 같다.
1) Application letter
2) Form 101 (Radiated emission test Facilities)
* 2.1 Form 103 (Outline of OATS)
* 2.2 Form 106 (List of test instruments)
* 2.3 Form 109 (NSA Data)
* 2.4 Form 111 (NSA Graph)
* 2.5 Cable loss of OATS(Open Area Test
Site)
* 2.6 Sketch of OATS
* 2.7 Photo (RE)
3) Form 102a (전원선 Conducted emission test
Facilities)
* 3.1 Form 105 (Outline of Shielded room)
* 3.2 Form 106 (List of test instruments)
* 3.3 Cable loss, AMN impedance characteristics, AMN Insertion loss
* 3.4 Sketch of Shielded room

* 5.1 Procedure
* 5.2 Traceability
* 5.3 Data
6) Other Certification
* 6.1 FCC ( By ANSI C 63.4 1992 )
* 6.2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서
7) FCC 신청 서류 및 승인서

5. 설비 등록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신청시의 설비 등록 비용 ;
* Radiated Field 등록비용
(according to Form 101) : ￥80,000
* 전도전압설비 등록비용
(according to Form 102) :￥20,000
2) 2년 또는 3년 후 갱신시의 설비등록비용
* Radiated Field 등록비용
(according to Form 101) : ￥40,000
* 전도전압설비 등록비용
(according to Form 102) : ￥10,000

* 3.5 Photo (CE)
4) Form 102b (통신단자 Conducted emission
test Facilities)

6. 제품인증 방법
VCCI로부터 제품을 인증 받기 위해서는 Confo-

* 4.1 Form 105 (Outline of Shielded room)

rmity Verification Report를 VCCI에 제출하면 되

* 4.2 Form 106 (List of test instruments)

며, 현재는 Internet으로 신청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

* 4.3 Cable loss, AMN impedance char-

다. 단, Regular Membership에 가입한 사람만 신청

acteristics, CDN or ISN의 Insertion loss

을 할 수가 있으며, Supporting Membership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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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험소에서는 적합시험 성적서만 발행하며, 제품
인증 업무는 제조자나, Distributor가 진행하여야 한
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ANSI C63.4의 Site Attenuation 방법 ;
* 야외 시험장 : Dipole 안테나로 측정한다.
* Chamber : Broadband(광대역) 안테나로 측

7. VCCI 에 설비 등록 방법
VCCI에서 요구하는 모든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Internet으로 신청(2002년 4월1일부터 변경됨)하면
되며, 신청시 요구되는 Process는 다음과 같은 것들
이 있다.
1) VCCI 기술기준에 따라 VLAC로부터 인증 받
는 방법과

정한다.
* 안테나 교정 : ANSI C63.5의 방법에 따라 자
체적으로 교정을 할 수 있음.
= 참조 =
안테나 교정 방법은 안테나 Factor를 모르는 3
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3회(2조로 하여 실시)를
시험한 후에 각각의 안테나 Factor를 구하는

2) 외국 인증 기관의 신청서류 및 인증서를 근거로

방법이다. 단, 반드시 야외 시험장에서 실시하

VCCI로부터인증 받는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여야 하며, 자신의 시험장에서 구하면 안 된다.

미국 FCC에 Filling된 서류 같은 것.

2) VCCI의 Site Attenuation 방법 ;
* 야외 시험장 : Dipole 안테나로 측정한다.

여기에서 VCCI 기술기준에 따라 측정설비를 등록

* Chamber : Broadband(광대역) 안테나와,

하는 방법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이 경우에는

단축 Dipole 안테나 및 Dipole 안테나로 각

안테나의 교정에 대한 측정 소급성이 유지되어야 하

각 측정한다.

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또한,

* 안테나 교정 : 측정(교정)에 대한 소급성이

Chamber의 경우에는 Site Attenuation의 방법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VCCI에서 인정하는 업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및 Type의 안테나로만 시험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시험소의 경우에는 대부분

* Site Attenuation시 Open Site의 경우는 요

FCC Filling된 서류를 근거로 ANSI C63.4 기준으로

구 조건이 동일 하지만, Chamber의 경우에

등록을 하고 있다.

는 차이가 있다.
3) Chamber의 경우 Site Attenuation 방법

8. VCCI 방법과 ANSI C63. 4 방법의 차이

아래의 그림에서 ANCI C63.4의 경우에는 안테나

위의 자료들은 측정 설비, 계측기, 측정시험장 (야

의 끝 부분이 내부 원 안에 배치되는 것이고, VCCI

외시험장 또는 Chamber)조건 및 평가 방법 등을

및 CISPR16의 방법은 안테나의 끝 부분이 외부원에

Guide하는 자료 들이다. 2 자료의 요구 사항에서 큰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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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SI C63.5 방법
2- 1) 사용된 안테나
① R&S Ant., BBA9106 & 91071327
② R&S Ant., BBA9106 & 91071328
③ R&S Ant., BBA9106 & 91071211
2-2) 측정 방법
① ANSI C63.5 규정에 따라서 3개의 조합에 대
하여 각각 Site Attenuation을 실시하여
송신 안테나

ANSI에서 권장하고 있는 Ed max 값을 적용
하여 각각의 Factor를 산출한다.

즉, VCCI나 CISPR의 방법이 더 Tight한 조건이

② 측정 도예 :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ANSI C63.4의 방법에서는 전
후면을 생략할 수 있지만 VCCI는 생략할 수 없다. 5

①안테나 ②안테나

Point에서 감쇄량 특성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ANSI C63.4 방법에서는 Broadband 안테나로만
만족하여도 되지만, VCCI 방법에서는 3회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1) Broadband 안테나 : 30MHz～1000MHz
2) 단축 Dipole 안테나 : 30MHz～80MHz

②안테나 ③안테나

3) Tuned Dipole 안테나 : 80MHz～1000MHz

9. 안테나 Fact or 산출 방법 ;
1) CISPR 방법 : 이미 알고 있는 안테나를 이용하
여 교정하는 방법으로 송신 안테나를 2m 높이에
설치하여송신한후, 이미알고있는안테나로측

①안테나 ③안테나

정값을 읽은후시험장 감쇄량값을확인한 후에
확인하려는 안테나를 수신안테나와 교체하여 측
정하면 안테나 Factor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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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의 높이 h1은 1meter와 2meter에 대해서
각각 실시하며. 수신안테나의 높이는 각각에 대해서

Cable 간의 관계임.)
* 측정장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반드시 Open Site 이어야 함.)

1～4m 까지 가변 시키면서 가장 높은 값을 구한다.
2-3) 측정결과의 표현
* V direct = Signal Generater Level Attenuator 2개
(각 6dB) - Cable Loss

* Antenna의 길이에 의한 편차가 있음(주파수 별
정확히 맞추어야 함)
* 송신 Antenna와 수신 Antenna의 거리 및 수평
유지

* Measure = Site Attenuation을 하여 Receiver
로 구한 값.

10. 신청에 필요한 신청 For m들은 유첨
조하시기 바랍니다.

* A (V site) = V direct - Measure
* AF1AF2 = ((fM * Edmax) / 279.1) * A1

Detail한 자료는 VCCI Home Page에서 확인할

* AF1AF3 = ((fM * Edmax) / 279.1) * A2

수 있으며, VCCI 기술기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

* AF2AF3 = ((fM * Edmax) / 279.1) * A3

니다.

* AF1 = 10 log fM- 24.6+1/ 2[ED Max + A1 +
A2 - A3]

11. VCCI Mar k 및 적용 문구(85쪽)

* AF2 = 10 log fM- 24.6+1/ 2[ED Max + A1 +
A3 - A2]
* AF3 = 10 log fM- 24.6+1/ 2[ED Max + A2 +
A3 - A1]
* Site Attenuation을 실시할 때는 ED Max 값
대신에 Antenna Factor 보정 계수를 적용하면
된다.
* Cable Loss는 제품 측정 시 사용하기 위해서 구
하며, Antenna Factor 및 Site Attenuation시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4) 측정 편차 (불확도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
* 측정 오차는 측정 장비의 불확도 값.
* 측정자의 Reading 편차
* Cable의 영향(Cable Loss가 아니라 Antenn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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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VCCI는 자율 규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
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일본의 Importer들이 요구
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Detail한 자료들을 모두 개재하지 못하는 것이 조
금 아쉬움으로 남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첨 :
VCCI 신청 Form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제공
(031)455- 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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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제 품 명

무 화학접착방식의 다층 저밀도 부직포 제조기술

업 체 명

서오산업
주로 자동차 내장용으로 사용되는 부직포를 초경량화하고 다층 구조의 부직포를 제

주요개발내용

조하는 기술로, 화학성분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고후도의 자동차 내장용 부직포
를 물리적방법으로만 결합시켜 층간 결합력과 압축탄성을 향상시키고 같은 중량에서
가장 낮는 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 제품임.

제 품 명

비정렬방식 광 고정 감쇠기

업 체 명

(주)포앤티
광통신 시스템에서 광 Fiber를 통하여 전송되는 광에너지를 감소 조절시켜 최적의
조건에서 광신호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부품으로, 낮은 파장의존성, 반사손실, 편광

주요개발내용 특성 및 우수한 외부환경특성과 기계적특성을 만족시킴은 물론 0.2dB에서 25dB 범
위의 광감쇠량, 최대 200㎽의 광입력 파워, 0.2dB 이하의 광정밀도를 갖는 비정렬접
합형 광감쇠기를 국내 최초 개발한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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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미세전류를 이용한 수처리용 판형 고정화 담체

업 체 명

(주)청한
촉매기능이 우수한 티탄, 니켈, 알루미늄 금속이온과 활성탄 및 패각 혼합물을 평판

주요개발내용 형 담체 표면에 코팅하여 미세전류가 흐르게 한 격막식 수직판형 담체로써 오·폐
수의 생물학적 처리효율을 월등히 높인 제품

제 품 명

3-Layer 분말용착 코팅강관 제조기술

업 체 명

(주)현대특수강
액화가스, 물 등의 액체를 이송하기 위하여 지중에 매설 사용되고 있는 강관 직관
및 이형관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말용착식에 의한 3층 코팅 제조기술로, 선진

주요개발내용

국에서 사용되는 압출식 3-LAYER 코팅의 문제점인 이형관(Fittings) 및 관 직경
Φ700mm이상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용융 온도가 상이한 코팅재인 Fusion
Bonded Epoxy, Adhesive 분말, Polyethlene 분말을 용융코팅 하는 새로운 생산방
법임.

제 품 명

PCB용 라우터 비트

업 체 명

(주)원테크
PCB(인쇄회로기판) 외곽 가공용 공구로서, 라우터 비트 공구의 특성상 내절손성과

주요개발내용 내마모성이 제품의 수명과 직결되므로 소재선정, 생크의 센터레스 연삭가공기술개발,
최적화된 절삭날 형상 설계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된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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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제 품 명

강관말뚝 이음용 루트백링

업 체 명

대천산업
파일 내경에 접하는 외경을 갖는 수직링 형태의 상.하단에 15°경사각을 주어 상.하
파일에 원활히 관입될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간격유지 수

주요개발내용 단으로 배면링에 4ψ원형 핀으로 고정하여 일정한 Root gap을 형성 시켜 주므로
파일 이음시 수직. 수평레벨을 일정하게 하므로 용접결함등 불량율 감소 및 강도 증
대효과가 큰 제품임.

제 품 명

대형 굴삭기용 Track Roller

업 체 명

흥국단철(주)
암반, 습지 등 악조건 환경에서 작업하는 궤도타입 굴삭기의 Track Roller는 수십톤
에 달하는 분포, 집중 및 피로하중을 견디어야 하므로 내마모성, 내구성이 요구되는

주요개발내용

굴삭기의 핵심부품임. 최적열처리 조건 확보(코일설계, 전류, 냉각등)를 위한 형상 설
계 및 적절한 소재선택으로 Tread면과 Bore면의 경도차를 발생하는 열처리 기술과
열처리 효과를 증대시키는 특수합금 소재변경 및 동분말 소결을 Bi- metal 방식으로
개발하여 윤활성 향상시킨 제품임.

제 품 명

다수격벽 원통형 스테인레스 물탱크

업 체 명

(주)정림산업
저수용으로 사용되는 물탱크로 기존 패널형 사각 물탱크보다 용접개소가 작고 내부

주요개발내용 보강대가 필요없는 등 구조적 안정성이 우수하며, 대용량 콘크리트 배수조에 비하여
도 사수발생이 적고 청소시 단수가 불필요하며 위생성이 뛰어난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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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수처리용 공기진동분리형 엘리먼트

업 체 명

(주)SK 케미칼
주로 호텔, 대규모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재사용하는 중수도시스템에 사용
되는 제품으로, 공기진동분리(Vibrating and Stripping by Air)형 정밀여과막모듈은

주요개발내용 다공성 Core- tube를 모듈 중앙부에 도입하고 고압공기방울을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막표면의 축적된 오염물질 제거를 진동과 공기방울로 제거함으로서 막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고성능 맴브레인 모듈임.

제 품 명

가스절연개폐장치용 열화상시감시장치

업 체 명

(주)피에스디테크
가스절연개폐장치(GIS)의 내부에서 열화 등으로 부분방전 발생시 방출되는 전자파를

주요개발내용

외장형 UHF센서로 검출하여 가스절연개폐장치의 이상유무를 상시 감시하는 장치로,
기존 GIS설비에 추가설치가 용이하고 관리 및 이상 상태 감시기능이 우수하며, 독자
적 기술력으로 경제적이며 현장 적용성이 높은 제품임.

GR
제 품 명

부산물 비료(퇴비)

업 체 명

(주)명신비료
해초박, 축분, 유박, 어박, 수피 등을 주원료로 혼합, 전처리, 본발효, 후발효 과정의
4단계 처리과정을 거쳐 생산한 부산물비료(퇴비)로,

주요개발내용 강제급기형식(바로크식)의 발효조에서 4단계의 이동과정과 6대의Blower를 설치하여
필요한 공기의 공급과 발효온도(70 )를 유지하면서 당, 셀룰로오스, 리그닌 등을
분해시키는 발효공정과 호기성 미생물을 투입하여 발효촉진 및 퇴비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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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남은 음식물 사료(건식)

업 체 명

경기특장개발(주)
버려지는 남은 음식물을 선별, 파쇄, 탈수, 건조 공정을 거쳐 일련의 위생제어 및 영

주요개발내용

양제어공정을 통하여 제조된 남은 음식물 사료로서, 이물질 선별기, 파쇄, 탈수, 멸
균, 건조 등 전 공정이 안전성과 합리성이 구비되어 있으며 건식 사료제조의 필수인
사료공정규격을 만족하는 시스템

제 품 명

재생고무매트

업 체 명

(주)엔에스디
폐고무분말과 우레탄바인더를 하층부로 하고 상층부에 신생 EPDM 쉬트로 복층성
형하여 자유로운 색상선태과 우수한 충격흡수 효과를 갖는 재생고무매트로, 특징은

주요개발내용 폐고무분말과 우레탄계 바인더를 사용하여 하층부를 구성하고 상층부에 신생EPDM
을 사용하였고, 기존제품에서 생기는 변색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탄력성이 우수하고
색상변화에 따른 디자인 구성 원활

제 품 명

재생고무매트(일반매트)

업 체 명

(주)부성리싸이클링
산업폐기물인 폐타이어 분말 80～87%와 일액형 Poly- urethane계 열가소성수지
8～12%및 안료 5～8%를 사용하여 성형한 재생고무매트로, 폐타이어분말과 접착

주요개발내용 제를 자체 생산하며 계절의 온·습도 변화에 따라 바인더의 조성 및 함량을 변화시
켜 제품의 휨 및 뒤틀림을 방지하고 우수한 물성을 구현하였으며, 우수한 충격흡수
효과와 형상디자인의 고안을 통한 미끄럼성 및 배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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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재생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업 체 명

(주)부성리싸이클링
산업폐기물인 폐타이어 분말 85～91%와 일액형 Poly- urethane계 열가소성수지
6～10%및 안료 3～5%를 사용하여 복층구조로 성형하여 충격 흡수력을 향상시킨

주요개발내용

제품으로, 폐타이어분말과 바인더를 자체 생산하며 계절의 온·습도 변화에 따라
바인더의 조성 및 함량을 변화시켜 제품의 휨 및 뒤틀림을 방지하고 우수한 물성을
구현하였으며, 복층구조 성형방법으로 탄성력 조절이 용이하며 우수한 충격흡수 효
과와 분말 크기의 선정을 통하여 미끄럼성 향상.

제 품 명

재생고무 도로 안전 분리대

업 체 명

(주)부성리싸이클링
산업폐기물인 폐타이어 분말 88～92%와 일액형 Poly- urethane계 열가소성수지
8～12%를 사용하여 성형한 충격 흡수용도의 중앙분리대 및 안전 표지대로서, 폐타

주요개발내용

이어분말과 바인더를 자체 생산하며 계절의 온·습도 변화에 따라 바인더의 조성
및 함량을 변화시켜 제품의 휨 및 뒤틀림을 방지하고 우수한 물성을 구현하였으며,
복층구조로서 원가 절감 및 하중 부여하였고, 분말 크기의 선정 및 바인더의 개발을
통하여 도장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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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C ( 환경설비품질인증 )
제 품 명

웨지망형 스크류 프레스식 탈수설비

업 체 명

(주)한성환경기연

섬유, 피혁, 제지, 염색공장 등에서의 섬유질이 많은 폐수의 탈수에 효과적인 설비
로, Wedge Bar를 이용한 원통형의 여과망을 개발하여 함수율 저감 및 내구성을
주요개발내용 향상시켰으며, 기존의 탈수설비가 외통의 여과망만을 사용하였으나, 샤프트의 끝단
에 내부 여과망을 설치하여 탈수능력 향상시켰고, 열매체 오일에 의한 가열로 기존
의 스팀가열방식과 차별화된 가열방식을 채택

제 품 명

전기식 집진설비 (환기용)

업 체 명

(주)중외엔비텍

자동세정방식 데미스터 필터 및 전기 집진기를 이용하여 외기 및 환기로부터 유입
되는 미세분진 등 공기중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설비로, 지그재그방식 데
주요개발내용 미스터 필터에 의한 여과면적 증가로 집진효율이 향상되며, 자동세정방식에의한 반
영구적인 필터로 수명연장과 집진판 코팅에 의한 점착액 미사용으로 2차오염발생이
없음.

제 품 명

반도체 폐가스처리용 가스 스크러버(수평형 세정식, 처리용량

업 체 명

(주)길광그린텍
세정식 가스집진방식을 이용하여 각종 가스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연소가스중 및
반도체 생산공정중의 유해가스을 제거하는 설비로, Horizontal type방식에 의한

주요개발내용 Guide Vane 설치로 내부편류현상 방지로 성능향상 및 경사충진제판 채택으로 세정
액 비산방지가 가능하고, FRP 재질로 부식방지 및 가스압력변동을 제어하는 자동제
어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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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재생골재 및 재생모래 생산설비

업 체 명

(주)대명크라샤
건설 폐콘크리트 등을 재활용하여 재생골재 및 재생 모래를 생산하는 건설폐기물

주요개발내용

재활용 설비시스템으로, 로타리 회전에 의한 충격파쇄로 입방형의 골재 및 모래 생
산으로 품질이 향상되며, 토분분리후 1차파쇄로 Compact화가 가능하여 운용비용이
절감되며, 세척되는 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폐수발생이 거의 없는 세척 시스템

제 품 명

스크류 공기 주입식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 퇴비화설비

업 체 명

지성축산기계(주)
음식물 쓰레기 및 축산분뇨 등을 퇴비화 시키는 Plant 설비로, 공기주입식 축분

주요개발내용 뇨·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 기술 및 음식물 쓰레기 발효조에 신선한 공기공급 및
배출장치 기술 개발과 음식물 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의 불순물 제거장치 개발

제 품 명

2상 혐기성 소화방식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설비

업 체 명

한라산업개발(주)
국내 음식물의 특성에 적합한 2상 혐기성 소화공정을 이용한 자원화 설비로, 음식물

주요개발내용 에 대한 연속형 2상 중온 혐기성 소화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유기성 폐기물의 발효단
계를 상분리하여 안정되고 효율적인 메탄발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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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 소재신뢰성
제 품 명

가솔린 기관용 스핀온형 오일필터(Φ90이하)(B631 14 302)

업 체 명

(주)대기시스템
·오일필터는 부품의 마모에 따라 생성된 금속산화물을 제거하여 엔진을 정상
회전시켜 엔진마모를 극소화하며, 엔진오일을 청정하게 하여 엔진의 수명을
연장함.

주요개발내용

·오일필터 사양 :
- 적용차종 : 1500cc(세피아, 프라이드, 리오 등)
- 성

능 : 압력손실, 요과효율 등

- 내 구 성 : 진동강도, 내압강도, 임펄스강도, 차압강도, 내환경성 등
· 수명 및 고장율 : 6개월 또는 10,000km(B0.01, 신뢰수준 99%)

제 품 명
업 체 명

가솔린 기관용 스핀온형 오일필터 승용전차종
(Φ90이하(26300- 35500)
(주)동우
·OIL 속에 함유된 연소 생성물인 탄소, 엔진 내부에서 발생되는 금속분말, 슬
러리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화된 OIL을 엔진 내부의 각 윤활부로 공급함
으로서 엔진 내부 수명을 증대시키고, 출력 증강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역할
을 함.

주요개발내용

·오일필터 사양 :
- 적용차종 : 현대자동차 승용차 전 차종에 적용함
- 성

능 : 압력손실, 여과효율 등

- 내 구 성 : 진동강도, 내압강도, 임펄스강도, 차압강도, 내환경성 등
- 제조기술 : HOUSING 투압부터 완성품 포장까지 전라인 자동화
· 수명 및 고장율 : 6개월 또는 10,000km(B0.01, 신뢰수준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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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 폴리스티렌의 연소성 시험방법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flammability testing methods of foamed polystryrene

고분자섬유과 공업연구사 최미애
02) 509 - 7269 machoi@ats.go.kr

1.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기존의 목재 및 금속재 소재의 많은 부
분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면서 건축용 재료와 사
무용 기기를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플
라스틱 제품의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플라스
틱은 신소재의 개발 또는 물성 개선 등으로 건축
용, 자동차용, 전기제품, 항공기, 선박 등으로그 용

개발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대형 화재에서 문제화된 건축 단
열재용 발포 폴리스티렌에 대하여 기존 규격의 연
소성 시험방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의 새로운 평가장비에 의한
시험을 병행하여 이론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재현
성과 정확성을 확보한 연소성 시험방법을 개발하
고자 한다.

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화재 발생시 그로 인

발포 폴리스티렌은 가격이 저렴하고 우수한 단

한 인명피해도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열 효과로 인하여 국내의 건축 단열재용으로 가장

국내외적으로 화재시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 규모는 수천억원

가 증대되면서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

대에 이르고 있다. 소규모의 가공업체가 원료회사

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생산자와 안전성을 요구하

로부터 공급받은 EPS(Expanded polystyrene)를

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발포가공하여 건축용 단열재로 제품화한다. 해당

소재의연소특성에 대한연구는필수적이다. 한편,

KS인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의

쉽게 연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플라

KS 인증업체도 90여 업체가 있다. 원료회사는 금

스틱을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화원

호석유화학을 비롯하여 6개의 대기업이 있으며, 생

과의접촉시에 잘 타지못하도록 난연 기능을부여

산량 중 상당량은 국외로 수출하고 있다.

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연소성에 대한 평가기법의

발포 폴리스티렌은 발포에 의한 표면적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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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S M 3 808의 연소성 시험의 문제점 및 대책

항 목

문 제 점
·전처리 시간이 짧음

시험편의
전처리

연소시험
조건

대

책

- 표준환경(23±2 , RH 50±5%)에서 16시간 이상 방치

상태조절 시간 연장 및 건
조 온도 올림

- 성형품내 잔류되어 있는 발포제 가스의 함량정도에 따
라 연소시간에 영향을 줌

(건조기에서 70 에서 건조)

·시험장소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음

제한된 공간 즉 통풍이 차
단되는 시험장비 또는 산소
지수시험으로 대체 필요

- 촛불이 흔들리지 않는 조건 으로만 되어있음
- 통풍차단 유무에 따라 연소에 영향이 큼
·화원용으로 양초를 사용함
- 직경이 20mm이고, 심지 10mm 불꽃길이가 50mm 이상

(시판중인 양초의 직경 : 25 ～ 35mm)
불꽃 발생 - 현재 국내에서 심지 10mm일때 50mm 이상의 불꽃길이
장치
를 얻을 수 없음

불꽃크기 조절이 가능한 장
치 사용 (분젠버너 사용)

- 시험 중 시험편에 심지가 접촉 또는 가까울수록 양초
의 주성분인 파라핀의 영향을 받아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 불꽃길이에 따라 시험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불꽃이 짧을수록 연소시간은 길어짐
시험방법

- 불꽃접염위치에 따라 시험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심
지에 가까울수록 연소기간은 길어짐
- 불꽃접염속도에 따라 시험결과가 달라짐(착화지시선까
지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기가 용이하지 못음) : 속도가
빠를수록 연소시간은 길어짐

시험편에 불꽃에 접촉시킨
후 일정한 시간동안 체류시
켜 시험

·연소시간이 3초이내이어야 하고, 찌끼가 없어야하며,
연소한계지시선을 지나 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 시험편이 타면서 용융찌끼는 반드시 발생
판 정

- 착화연소지시선을 초과할 수 있음
- 착화연소지시선을 초과할 수 있음
- 잔류가스에 의한 표면연소로 인해 연소한계지시선을
초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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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해 물질 전달이용이한데다 고분자 소재자체

으로 지정되어 1년마다 사후관리를 받게 되어 있

의 가연성으로 인하여 급격한 연소반응을 유발시

다. 그러나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KS M 3808

키기 때문에, 쉽게 착화되고 착화 후 연소가 매우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의 연소성 시험방법의 고

빠르게 진행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난연제를 첨

질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간에 시험

가하여 발포 폴리스티렌에 난연성을 부여하고 있

결과에 대한 시시비비가 항상 발생하고 있다. 관련

음에도 불구하고 발포 폴리스티렌에 기인한 화재

업계나 학계에서도 꾸준히개정 논의가 있어그 해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결방안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발포 폴리스티렌의 연소성은 국민의 안전생활과

건축 단열재용 발포 폴리스티렌의 연소성 시험

직접적인관련이 있는 만큼엄격한 규제를 통한화

방법으로는 KS M 3808 양초시험, ISO 9772 수평

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철저한 품질관

연소시험, DIN 18164- 1 45°연소시험, ISO 4589

리에 의해 불량품의 유통이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

산소지수시험, ISO 5660- 1 콘칼로리미터 시험 및

하기에 발포 폴리스티렌은 1년 정기심사 대상품목

UL-94 규격 등이 있다. 건축 단열재용 발포 폴리

표 2 . 발포 폴리스티렌의 연소성 시험방법
시험

인용 규격

시험편 크기

특징

비고

양초시험

KS M 3808

200×25×10 mm

장치 간단
(연소시간,
길이 측정)

양초이용

수평연소시험

KS M 3809
ISO 9772

150×50×13 mm

2차발화
(잔염연소, 무염연소,
연소속도 측정)

분젠버너이
용

45°연소시험

DIN 18164- 1

edge: 90×190×25
surface: 90×230×25

2차발화
(연소시간, 길이,
무염연소 측정)

분젠버너이
용

산소지수시험

KS M 3032
ISO 4589

150×10×10mm

수치확인
(연소시간,
길이 측정)

산소지수
확인

콘칼로리미터

ASTM E 1354
ISO 5660- 1

100×100×50mm

연소시
발열량 확인

산소 소비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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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의 연소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시험방법을

발포 성형하였다. 발포제의 함량은 부탄과 펜탄 혼

표 2에 정리하였다. 각 시험방법은 시료크기와 측

합가스를 이용하여 겉보기 밀도를 15～30 kg/m3

정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시험결과에 대한

으로 하였고, 난연제의 함량은 브롬계인 HBCD

연관성을 검증으로부터 새로 개발된 시험방법에

(hexabromocyclododecane)를 0～0.8 wt%로 조

따라 그 품질기준도 설정하고자 한다.

절하여 시판중인 제품의 밀도와 난연제 함량이 범
위에 속하도록 조절하였다.

1.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M 3808의 연소성 시험방법을 대

2. 2 전처리

체할 수 있는 재현성과 반복성이 확보된 시험방법

발포 폴리스티렌은 발포제로 펜탄과 부탄 등을

을 개발하여 규격 수요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사용하기 때문에 상태조절 조건이 연소성 시험결

규격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건축 단열재용 발포 폴

과에 많은 영향을 준다. 실험에 앞서 건축 단열재

리스티렌의 연소성 시험으로 국외에서 널리 사용

용 발포 폴리스티렌과기타 건축용 재료에대한 각

되고 있는 시험방법에 대한 국내 도입의 타당성을

국별 규격을 검토하고 상태조절 조건을 표 3에 비

검증하고, 기존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 기준과

교 분석하였다.

의 상관관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한편 연소성 평
가의 최신 기술인 콘 칼로리미터 시험을 수행하여
수집한 연소거동 및 특성자료에 의한 이론적 근거
를 토대로 시험결과를 검증하고 시험방법 개발에
반영하고자 한다. 나아가 향후 플라스틱 연소성 시
험방법 및 제품 기준에 관련한 ISO규격의 제·개
정시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다.

2. 실 험
2. 1 재료

2. 3 연소시험
(1) 양초시험
양초시험은 국내 시판중인 직경 20 mm의 양초
로는 KS M 3808의 연소성 시험에서 규정한 불꽃
의 길이 50 mm 이상, 불꽃의 굵기 약 7 mm 이상
이 되지 않는다. 시험시 불꽃의 길이가 중요한 요
소이므로 규격에 맞는 불꽃의 길이를 맞추기 위하
여 양초의 굵기가 50 mm인 양초를 사용하여야
KS M 3808에 규정한 불꽃의 길이 및 불꽃의 굵
기를 얻을 수 있었다. 시험편 치수는 200mm ×

본 연구에서는 발포 폴리스티렌의 겉보기 밀도

25mm × 10mm로 준비하고, 시험편에 대고 약 5초

와 난연제 함량에 따른 연소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동안 양초를 같은속도로 착화 한계지시선까지 밀

위하여 발포제와 난연제의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어 보내었다. 착화 한계 지시선에 도달하였으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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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 재빨리 후퇴시키고, 그 순간부터 불꽃이 꺼질

(4) 산소지수시험

때까지의 시간(초)과 길이(cm)를 측정하였고 남은

고분자 재료의 연소 시험방법에 따라 투명한 유

심지의 유무 및 연소의 정지 위치를 확인하였다.

리 원통안에 산소와 질소의 혼합기체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시료에서 150mm×10mm×10mm의 시

(2) 수평연소시험

험편을 절취하고 시험편에 50 mm 기준선을 표시

ISO 9772에서는 연소시 발포 폴리스티렌의 용

하였다. 점화 연료는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여 불꽃

융물낙하에 의한 화재의발생 여부를 확인하기위

의 길이를 20mm로 조절한 뒤, 산소 및 질소 유량

해 탈지면을 이용하고, 연소 시간과 경과 시간을

조절 밸브를 열어 연소 원통 내에 약 30초동안 가

측정하여 연소속도를 확인한다. ISO 9772의 부속

스를 방출한 후 시험편 상부에 점화한다. 시험편의

서에는 연소 상태에 따른 난연 등급이 나타나 있

상부를 점화시켜 연소가 가능한 산소의 최저농도

다. 시험편은 150mm×50mm×13mm로 준비하고,

를 구한다.

불꽃을 60초간 댄 후 분젠 버너를 시험편에서 떼
어내고 연소상태를 확인한다.

(5) 콘칼로리미터 시험
콘칼로리미터 시험은 시험편의 가연성과 연소동

(3) 4 5°연소시험

안에 발생되는 연기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45°연소시험은 불꽃 접촉위치를 변화시키는 모

100mm×100mm×25mm의 시험편을 준비하고 측

서리 점화시험과 표면 점화시험 두 부분으로 나눠

정조건으로 열유량은 45 kW/m2 , 기체 유속은 24

진다. 모서리 점화시험인 경우는 시료에서 190mm

l/ s로 유지하였다. 점화기로 전기적 spark를 사용

× 90mm의 시험편을 5개 절취하고 길이 150 mm

하고 시험편의 위치는 수평방향으로 시험편의 지

에 기준 표시선을 표시한다. 표면 점화시험인 경우

지대에 장착한 뒤, spark igniter에서 점화가 되면

는 시료에서 길이 230mm×90mm의 시험편을 5개

점화시간을 기록하고 시험편의 불꽃이 사라지면

절취하여 길이 40mm 와 190mm에 각각 기준 지

측정을 멈춘다. 연소의 열방출 속도는 산소 소모량

시선을 표시한다.

으로부터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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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건축 단열재용 발포 폴리스티렌 및 건축용 재료의 상태조절 조건
국 명

국 제
규 격

영 국

시험
방법

시험편 상태조절
조건

숙성
시간

측정항목

기 준 치

ISO 4898
Cellular plastics Specification for rigid cellular materials
used in the thermal insulation of
buildings

-

(23±2 )(45-55%)
에서 48시간

28일

burning
characte
ristics

각국의 규정을
따르며 규격
제정중임

ISO 9772
Cellular plastics Determination of horiz ontal burning
characteristics of small specimens
subjected to a small flame

수평연소
시험

(ⅰ)(23±2 )(50±5
%) 48시간
(ⅱ)(70±2 )(168±
2시간)

24시간

combust
ibility
characte
ristics

각국의
규정을 따름

ISO 1622 Plastics - Polystyrene(PS)
moulding and extrusion materials - Part
2 : Preparation of test specimens and
determination of properties

수평·수
직연소·
산소지수
시험법

(23±2 )
(50±5%)에서
16시간

-

reaction
to fire

각국의 규정을
따르며 규격
제정중임

수평연소
시험

part 1:
(23±2 )(50±5%)
16시간
part 2:
(23±2 )(50±5%)
12시간

part 1:
72시간
part 2: -

combust
ibility
characte
ristics

24이상

24이상

규

격

명

BS 3837 - Expanded polystyrene
boards Part 1. Specification for boards
manufactured from expandable beads
BS 3837 - Expanded Polystyrene
boards Part 2. Specifications for
extruded boards
BS 6203 Fire characteristics and fire
performance of expanded polystyrene
materials used in building applications

-

-

-

combust
ion
characte
ristic

독 일

DIN 18164- 1
Rigid cellular plastics
insulating building materials- Thermal
insulating materials
DIN 18164- 2
Rigid cellular plastics
insulating building materials- Polystyrene
foam impact sound insulating materials

45°연소
시험
(edge,
surface
test)

24시간

42일

burning
characte
ristics

연소길이가 125
mm 이내

캐나다

CAN/CGSB-51.20- M87
Thermal
Insulation, Polystyrene, Boards and Pipe
Covering

산소지수

(23±2 )(50±5%)
에서 (88-96)시간

28일

fire
characte
ristics

-

미 국

ASTM C 578 Standard Specification for
Rigid, Cellular Polystyrene Thermal
Insulation

산소지수

(23±2 )(50±5%)
에서 40시간

-

ignitabilit
y test

20초내에
연소길이
150mm 이내

유 럽

EN 13164 Thermal insulation products
for buildings - Factory made products
of extruded polystyrene foam Specification

-

(23±5 )(50±5%)
에서 6시간

-

연소성

3초이내 소화,
난연
한계지시선
불초과

일 본

JIS A 9511 Preformed cellular plastics
thermal insulation materials

양초시험

(23±5 )(50+0
- 10%)
에서 16시간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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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결과 및 토론
3. 1 양초시험
난연제 함량과 겉보기 밀도의 변화가 연소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KS M 3808에 규
정한 양초에 의한 연소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과 같이, 난연제 함량이 증가할수록 연소시간과
연소길이가 짧아지며, 동일한 난연제 함량하에서
겉보기 밀도가 증가할수록 연소시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비난연제품은 밀도차에 따라 연소시간
의 차이가 뚜렷하였지만 시험편이 동일한 부피를
갖고 있으므로 연소길이에 있어서는 비슷한 결과
를 얻었다.
난연제 함량 및 겉보기 밀도에 따른 시험방법의
정밀도를검증하기 위하여 ISO 5725- 2 Accuracy

알 수 있듯이 최소·최대값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보아 KS M 3808의 연소성 시험이 가지고 있는
정확성과 재현성이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한다. 그
림 3에서 보면 동일한 시험편임에도 불구하고 연
소시간이 시험소간에 최소 0.6초부터 최대 3.6초로
그 차이가 컸다. 이는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인
3초에 적합하는 경우와 부적합한 경우를 모두 보
여주어 표준 시험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음을 보
여준다. 시험결과인 연소길이와 연소시간의 표준편
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양초시험은 반복성이
부족함으로 판단되었다. 즉 연소시간 및 연소길이
의 최소·최대값이 크게 나타났으며, 시험소에 따
라 재현성이 떨어짐을 볼 수 있었다. 동일한 시료
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성·재현성 시험결과 최
소·최대값이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rueness and precision) of measurement
methods and results - Part 2 : Basic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repeatability and
reproducibility of a standard measurement
method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였
다. 반복성 시험은 시험자, 실험실 및 실험장치를
모두 동일하게 하여 반복성 시험을 수행하고, 동일
5개의 시험편으로부터 평균, 표준편차, 최대 및 최
소값을 구하였다. 재현성 시험은 실험실, 시험자
및 시험장치를 모두 달리하여 시험기관 및 관련업
계를 포함한 7곳 시험소간의 상호비교시험을 수행
하였다. 반복성 시험에서 사용된 동일 시료를 시험
을 하여 연소길이 및 연소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림 2와 3에서는 시험결과의 표준편차에서도

그림 1. 양초시험에서 난연제 함량과 밀도에 따
른 연소시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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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초시험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연소성 시험

3. 2 수평연소시험

방법을 찾기 위하여 수평연소시험, 45°연소시험 및

겉보기 밀도와 난연제 함량을 변화하면서 수평

산소지수시험을 수행하고, 연소특성에 대한 기본자

연소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편을 상온 (23±2

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콘칼로미터 시험을 통하여

) 상대습도 (50±5%)하에서 48시간이상 상태조

열방출속도,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발생량에 대

절하였다. 실제 화재 발생시 상온이므로 연소성을

한 시험자료를 확보하였다.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상온에서 상태조절하
여 사용하였다. 연소시 폴리스티렌의 용융면이 탈
지면 위에 떨어졌을 때 2차 발화성은 폴리스티렌
에 포함되어 있는난연제 함량의 차이와각 시료마
다 녹는 온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4와 같이, 비난연제품인 경우 밀도가 증가
함에 따라 경과시간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밀도가
높으면 불꽃이 확산되는 속도가 느려지지만 불꽃
이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소되므로 최종 경과
시간은 증가된다. 또한 난연제품인 경우 밀도가 증

그림 2. 양초시험에서 연소시간 측정결과에 대
한 반복성 분석

가함에 따라 60mm까지 도달하는 경과시간이 감
소하였는데 이는 밀도가 높으면 불꽃이 확산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자기소화성 성질 때문에 경과
시간이 단축된다. 그러나 25mm 연소길이부터 측
정하는 연소시간은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난연
제품인 경우에는 경과시간과 같은 결과를 보이나
난연제품인 경우에는 금방 꺼져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난연제 함량 및 겉보기 밀도에 따른 시험편의
재현성과 반복성을 검증한 결과, 경과시간과 연소
시간은 그 경향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초시험

그림 3. 양초시험에서 연소시간 측정결과에 대
한 재현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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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만 수평연소시험은 그림 5,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난연등급과 표준편차 값이 작아짐을 확인하
였다. 이에 수평연소시험방법이 발포 폴리스티렌의
연소성 시험에서 적절한 시험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포 폴리스티렌에 잔존하는 발포 가스는 연소
성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특히 밀도가 큰 경
우에는 상태조절 조건에 의한 영향이 적합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편으로 취한 뒤 상온에서 48시간
건조후 시험과 70 하에서 비강제순환식 건조기
또는 강제순환식 건조기를 이용하여 168시간동안

그림 4. 수평연소시험에서 난연제 함량과 밀도
에 따른 연소시간과 연소길이의 영향

상태조절 후 수행한 시험결과, 건조기에 의한 차이
는보이지 않았지만 온도와시간에 따라 그영향이
크게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수평연소시험에서 연소길이 측정결과에
대한 반복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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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평연소시험에서 연소길이 측정결과에
대한 반복성 분석

3. 3 45°연소시험
45°연소시험은 작은 규모의 실험실에서 화재 발
생시발생원의 위치에 따른영향을 확인할 수있는
시험방법이다. 난연제 함량 및 겉보기 밀도가 다른
두 종류의 시험편에 대하여 두께를 25mm, 50mm
로 변화시켜 시험한 결과, 두께에 따른 차이가 없
음을 확인하였다. 화원의 접촉위치를 달리한 모서
리연소와 표면연소 시험을 수행하고 그 영향을 고
찰하였다. 그림 7과 같이, 화원의 접촉위치가 모서
리일 때 표면연소보다 연소면적이 감소하고, 연소

그림 7. 45°연소시험에서 난연제 함량에 따른
연소시간과 연소면적의 영향

3. 4 산소지수시험

시간도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불꽃의 확산 때

난연제 함량이 증가할수록 산소지수는 증가하였

문에 접촉 위치가 시험편 중간에 있으면 아래위로

으며, 동일한 난연제 함량하에서 겉보기 밀도가 증

확산되기 때문에 표면연소시험인 경우 연소시간도

가할수록 산소지수는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증가된다.

밀도가 크면 같은 난연제 함량이라도 난연효과가
그만큼 적어져 산소지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난연제 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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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산소지수가 선형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난연
특성이 우수해짐을 확인하였다. 그림 9, 10과 같이,
반복성, 재현성을 분석한 결과 시험소에 따른 오차
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양초시험이나 수평
연소시험에 비해 재현성이 높은 시험방법임을 입
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산소지수는 시험편의 난연
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정밀도가 높은 시험방
법이다.
그림 10. 산소지수 측정결과에 대한 재현성 분석

3. 5 콘칼로리미터 시험
콘칼로리미터 시험은 종합적인 난연성 평가방법
으로써 제품의 연소성을평가할 수 있는우수한 연
소성 시험방법이다. 발포 폴리스티렌의 난연제 함
량과 겉보기 밀도에 따라 연소거동을 측정하고자
콘칼로리미터시험을수행하고다른시험방법의타
당성을 검증하는 과학적 시험자료를 확보하였다.
그림 8. 난연제함량과밀도에따른산소지수의영향

난연제 함량을 변화시켰을 때 최대 열방출속도는
감소하였으며, 동일한 난연제 함량시 겉보기 밀도
가 증가할수록 최대 열방출속도가 증가함을 보였
다. 높은 최대 열방출속도는 시료가 연소하면서 산
소소비량이 많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겉보기 밀도
가 클수록 난연효과가 적음을 알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산소지수측정결과와일치하는경향을보여
준다.
그림 11은 발포 폴리스티렌의 난연제 함량을
변화하였을 때 연소시간에 따른 열방출속도를 측

그림 9. 산소지수 측정결과에 대한 반복성 분석

정한 것이다. 난연제 함량이 증가할수록 최대 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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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속도가 감소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소이론과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난연제 함량 증
가시 CO발생률은 증가하며 CO2 발생률은 감소하
는데 난연제 함량이 증가할수록 연소에 필요한 산
소공급원이 할로겐 라디칼(Br·, Cl·)이나 불연
성가스에 의한 방해로인하여 불완전 연소가됨으
로 일산화탄소의 발생률은 증가하여 이산화탄소의
발생률은 감소하는 것이다. 그림 12는 연소시간에

그림 11. 난연제 함량에 따른 열방출속도

따른 총 열방출량을 나타내었다. 기울기가 완만하
다는 것은 flashover현상을 억제하면서 서서히 소
화되어 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난연제 함량이 많
고 겉보기 밀도가 낮을수록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
림 13에서 보여주는 열방출속도와 유효연소열 측
정 결과는 난연제 함량이 증가할수록 유효연소열
의피크를 낮아진 것을보이는데 이는 시험편이연
소 분해되어가면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가 연소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연소에 필요
한 연소열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난연제

그림 12. 난연제 함량에 따른 총열방출량

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난연제의 거동으로 인한 연
소열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콘칼로리미
터 시험은 난연제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방출속
도 및 유효 연소열이 선형적으로 비례하고 난연제
함량이 클수록 난연효과가 있음을 연소 거동을 연
소시간에 따라 실시간으로 수치화하여 측정할 수
시험방법이다.
그림 13. 난연제 함량에 따른 열방출속도와 유효
연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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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은 정밀도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산소지수 시험

건축 단열재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발포 폴
리스티렌 보온재에 대한 연소성시험인 KS M3808
의 양초시험을 대체할 수 있고 재현성과 반복성을
확보한 정밀도 높은 시험방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양초시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검증
시험에서 규격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결과에영향을 미칠 수있는 시험조건에 대해서분
석하였다. 또한 시험소간 상호비교시험으로부터 정
밀도 인자인 재현성 및 반복성이 부족함을 입증하
였다. KS M 3808의 연소성 시험방법을 대체하기
위한 여러 연소시험방법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수
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난연제 함량 및 겉
보기 밀도를 변화시킨 시료를 제작하고 수평연소
시험, 45°연소시험 및 산소지수법을 대상으로 시험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콘
칼로리미터 시험으로부터 열방출속도, 유효연소율
등을 측정하였다. 양초시험은 시험소간 상호비교시
험에 의한 정밀도의 평가결과, 재현성 및 반복성이
떨어지는 반면에 수평연소시험과 산소지수시험은
시험결과의 경향성이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높

과 콘칼로리미터 시험에서는 난연제 함량에 따른
난연특성이 선형적으로 나타나며, 두 시험방법이
유사한 경향을 보여 주었다.
양초시험과 수평연소시험법은 시료의 연소성이
큰 차이가 있을때는 그 결과가뚜렷하였지만 연소
거동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변별이 어려웠다.
그러나 수평연소시험의 장점으로 용융물의 낙하에
의한 2차 발화의 발생유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에 상당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산소지
수법은 연소성의 차이가 적더라도 변별할 수 있는
정밀도가 확보된 시험방법으로 다른 시험방법에
비해 산소지수시험이 연소특성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발포 폴리스티렌의
연소성 시험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
되었다. 그러나 2차 발화의 발생유무가 연소성에
있어서 중요하므로 수평연소시험은 산소지수와 병
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표 4의 정밀도
평가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수평연소시험과 산소
지수시험이 표준편차가 작으므로 표준 시험방법으
로 채택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 각 시험방법의 반복성 및 재현성의 표준편차
반복성 평가

재현성 평가

양초시험(연소시간)

0.174

0.924

수평연소시험(연소길이)

0.060

0.335

산소지수시험

0.189

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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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칼로리미터 시험은 수평연소시험 및 산소지수

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수행 결과, KS M

시험결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으

3808의 연소성 시험방법에서 양초시험 대신에 수

며, 다른 시험방법보다 시험변수에 의한 오차가 적

평연소시험과 산소지수시험을 적용하고자 한다. 규

어정밀도가 높을 뿐아니라 일회 시험으로부터얻

격의 개정을 통하여 정확도 높은 시험방법을 마련

을수 있는 많은정보 때문에 최상의시험방법이라

함으로써 생산자측에선 철저한 품질관리를 할 수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워낙 고가의 시험장비이므

있고,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선 화재시에 안전성

로 당장 KS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으며,

을 확보하게 되며, 소비자로부터는 KS 인증제품에

현재 국제 규격에서도 콘칼로리미터 시험을 규격

대해 확신을 주고, 규격 수요자로부터는 KS의 신

으로 제정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러한 국제적인

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추이에 따라 향후 KS에의 적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뿐만
아니라 건축용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기타 소재,
폴리우레탄, 폴리에틸렌, 페놀 등의 발포제품 및

5 .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화재시에 그 난연성에 대한 시시
비비가 발생하고 KS의 연소성 시험방법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어 온 건축 단열재용 발포 폴리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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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등에 대한연소성 평가방법에도 응용할수 있
을 것이라 사료된다.
♣

법령코너
제조물 책임(P L) 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
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

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다. 표시상의 결함 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

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

(시행일 2002. 7. 1)

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
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3. 제조업자 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제조·가공또는수입을업으로하는자

1. 제조물 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신

말한다.

한 자또는 가목의자로 오인시킬수 있는표시

2. 결함 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를 한 자 (시행일 2002. 7. 1)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
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제3조 (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

있는 것을 말한다.

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

가. 제조상의 결함 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

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

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

다)를입은자에게그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

② 제조물에제조업자를알수없는경우제조물을

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경우를 말한다.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나. 설계상의 결함 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

자신에게공급한자를알거나알수있었음에도

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

공급한자를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에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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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2. 7. 1)

제조물을 공급받는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
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제4조 (면책사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2. 7. 1)

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7조 (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의한손해배상의

1. 제조업자가당해제조물을공급하지아니한사실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

술수준으로는 결함 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

사실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

할 당시의 법령 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발생한 사실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한다. 다만, 신체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

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

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다.
(시행일 2002. 7. 1)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

제8조 (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

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

배상 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일 2002. 7. 1)

(시행일 2002. 7. 1)

제5조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배상할 책
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
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시행일 2002. 7. 1)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
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

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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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하여인증기관으로부터정기심사를받아야함.
－5년마다공장심사및제품심사
－ 1년마다제품심사

《산업 표준화법 해설 》
이달의 규격정보코너에서는 산업표준화에 관련된 규

□ 표시대상품목 및 인증심사기준(법 제11조,
영 제2 2조)

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지난달에

기술표준원장은 다음과 같은 제품 또는 가공기술에

이어 이번달에는 산업 표준화법 중 한국산업규격

대하여 KS표시인증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보에 게재

(KS)표시인증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설명

하여공고하게되며이를광공업품에대한품목지정,

코자합니다.

광공업품의가공기술에대한종목지정이라고함.
－품목지정대상

□ 한국 산업 규격(KS ) 표시 인증
1 ) 인증기관(법 제10조의 3 )

한국 산업 규격 표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
로한국표준협회를지정

· 품질의식별이용이하지아니하여소비자보호를위하여
규격에맞는것임을표시할필요가있는광공업품
·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
향이큰광공업품
· 독과점·가격변동 등으로 현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

2 ) 지정심사기관(규칙 별표 10 )

는광공업품

인증 심사와 정기심사를 실시할 때 기술적인 사항을

－종목지정대상

심사하는인증심사원을보유한기관

·규격에정해진기술수준에도달한가공기술

－ 한국(화학, 생활용품, 원사, 의류, 전기전자, 기기유화,
건자재) 시험연구원 13개기관

· 해당 가공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또는 생산성의
향상이가능한가공기술
KS 표시인증 심사시 적용하는 인증심사기준에는 표

3 ) 품목별 품질관리단체(규칙 제28조, 요강 제30조)

준화 일반,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

기술표준원장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때 인력 등의

조 및 검사설비의 관리,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

지원을요청할수있는비영리법인

식, 규격표시의 방법, 제품의 인증구분 등을 규정함.

－ 한국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 시멘트가공업

(법제18조, 규칙제15조)

협동조합연합회7개기관
KS 인증 받은 후 1년마다 심사를 받는 품목(173종)
의제품심사업무수행

□ 광공업품 및 부품의 통일 ·단순화(법 제16
조, 영 제2 8조)
주요 광공업품의 산업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

4 ) 정기심사(법 22조, 규칙 제21조)

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요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또는

KS 인증 받은 후 제품, 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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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조립업자 포함)에게

시판품 조사시 수수료, 출장비, 수당, 시험수수료 등

그 광공업품·부품 및 소재의 사용, 규격통일 또는

에대해서인증업체는부담하지않음.

단순화를 위하여 품목·종목 또는 규격의 지정 등
필요한 명령을할수있음
－ 광공업분야의 업종간의 호환성의 확대를 위하여 규
격의단순화가필요한경우
－ 기업의 창의와 제품의 품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자절약을 위하여 형식·형상 등 규격의 단
순화가필요한경우
－ 기계류 국산화촉진 또는 국제규격 활용의 촉진을 위
하여규격의단순화가필요한경우
－ 건축표준화를 위하여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 등의
규격의단순화가필요한경우
－ 기업의 원가절감 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규격의
단순화가필요한경우

□ 표시제거 등의 명령( 법 제2 5조, 제2 7조)
정기심사 또는 시판품 조사결과 제품이 규격에 미달
된 경우 KS 표시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
준(기술표준원고지 제 1997-124호) 에 위거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으로분류하고행정처분
－경결함 : 개선명령
－중결함 : 표시정지
－치명결함 : 인증취소
처분기관
－인증취소 : 한국표준협회장
－개선명령, 표시정지 : 기술표준원장
청문(변명의기회부여)

명령을 하고자 할 때 미리 그 품목·규격·준수사

－ 개선명령 처분의 경우 청문 없이 바로 처분하고 표

항·준비기간 및 유보사항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 정지, 인증취소의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 의견체

확장하고이를공고하여야함.

출의기회를부여함.

□ 시판품 조사(법 제2 4조, 영 제2 4조의2 ,
규칙 제2 2조, 요강 제2 4조)

□ 단체표준(법 제2 8조, 규칙 제2 4조, 제
2 5조)

소비자단체의요구가 있거나 KS 표시품의품질저하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중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소

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경

비자보호 또는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우 기술표준원장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품질

비영리법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공업품 또

시험을 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공장에서 제품·원자

는 광공업품의 기술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단체

재및기술적생산조건등을조사할수있음.

표준인증업무를실시할수있음.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규격표시제품으로서 품질저하

단체표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품의 기술을

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

사용하는 자는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인증을 받아 제

고인정되는때에도시판품조사실시

품, 포장, 용기 또는 송장에 단체표준인증 표시를 하

－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등에서 KS 표시품의 품질시험
결과불합격통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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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이를홍보할수있음.
기술표준원장이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규격이 제정되

어있지아니한단체표준이거나규격이제정되어있는

식승인면제

단체 표준으로서 규격의 수준보다 우수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으로 다음 요건을 만족할
경우KS 표시품과동등하게우선구매의대상이됨.
－ 기술표준원장이 인력과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인증능
력이우수하다고인정할것.

□ 벌 칙 (제 3 9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KS 표시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제품·포장·용기

－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

또는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당해 제품이 규격에 맞

합한지의여부에 관한 품질시험을받아 합격한 단체

는 것임을 나타내는 (㉿)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

표준제품일것.

시를한자
－ KS 표시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규격에 맞는 것임을

□ KS 표시 인증 제품에 대한 특례 사항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 등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하

1) 규격준수(법 제 32조)

거나판매를위한진열·보관또는운반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의

－ 외국제품의 규격표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규격에

물자 및 용역의 조달·생산관리 및 시설 공사 등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한

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규격을 준수하

제품을수입하거나판매한자

여야 하며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 표준을 존

－통일·단순화명령을위반한자

중하여야 함.

－표시의제거명령에위반한자
－단체표준인증단체가아닌자가인증업무를행한자

2 )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의 우선 구매(법 제33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 단체표준 인증을 받지 않고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한자

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 표시
를 한 제품 또는 우수한 단체표준 인증표시 제품을

□ 6월중의 KS 제 ·개정, 폐지 및 확인 실적

우선적으로 구매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 산업규격

6월중에 각 부·과에서 수행한 한국산업규격(KS)의

표시제품을우선적으로구매하여야함.

제·개정, 폐지 및 확인 실적은 요약 정리 게재하오
니 관심있는자 또는 관련자께서는 검토하시고 이견

3 ) 검사 또는 형식승진 등의 면제(법 제34조)

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규격 담담과나 기술

KS 표시품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검

표준총괄과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시험또는형식승인을면제할수있음.

아울러 산업표준화 제도 및 KS 제·개정 추진 방향

－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사전·사후검사, 전기용품안

등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술

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표준총괄과 또는 우리원 사이버 민원실 등에 제시하

보호구의 검정 등 14개 법령에 의한 검사·검정·형

여주시면즉시조사, 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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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규격정보

〈 규격담당과별 전화번호 〉
기초기술표준부: 기술표준총괄과
국제표준과
신뢰성과
건설서비스과
기술표준정보과
생물화학기술표준부: 정밀화학과
고분자섬유과
생물환경과
광전재료과

Tel 509-7220～8
Tel 509-7241～4
Tel 509-7245～52
Tel 509-7230～3

자본재기술표준부: 자본재과
수송물류과
자동화부품과
소재과

Tel 509-7270～8
Tel 509-7285～9
Tel 509-7350～3
Tel 509-7317～9

전자기술표준부: 정보표준과
전자거래표준과
정밀전자과
전기응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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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509-7396～8
Tel 509-7400
Tel 509-7303
Tel 509-7401～2
Tel 509-7387

Tel 509-7333～5
Tel 509-7403～5
Tel 509-7306～7
Tel 509-7330～2

바닥 마감 구조의 경량 충격음 레벨 저감량을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방

[기초기술표준분야]

법으로 용어의 정의, 측정장치, 시험준비, 측정방법, 정밀도 및 부속서
1, 2, 3 등을 규정

◈ 건설서비스과

ICS : 91.120.20

KS F 1555 2002. 6. 15 목재 표준 용어 - 목재 접착 및 합판

제정

목재 접착 및 합판 관련 용어를 요소의 구성과 준비, 나무결, 합판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

패널, 목재 고유의 결점, 합판 고유의 결점, 보수, 표면 상태, 변화 등으
로 구분하여 용어를 규정

KS F 2814-2 2002. 6. 7 임피더스관에 의한 흡음계수와 임피던스
결정방법 - 제2부 : 전달함수법
MOD

ISO 10534-2를 기초로 하여 두 마이크로폰 간의 복소 음압

비인 전달함수를 통하여 물체의 흡음계수, 반사계수, 표면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용어의 정의, 기본원리, 시험장비, 시편의 설치, 시
험방법 등을 규정

방법

목재의 방부 및 방충처리 관련 용어를 균류 피해관련 용어, 충해관
련 용어, 약제관련 용어, 방부 및 방충처리 관련 용어 등으로 구분하여
용어를 규정

ICS : 01.040.79

KS F 2156 2002. 6. 15 목재 및 목질제품의 지압시험방법
목재의 부재와 부재 결합을 위해사용하는 철물에 의해 목재 접착부
위에 작용하는 지압강도에 대한 시험방법으로 시험측정의 원리, 시험

ISO 717-1을 기초로 하여 건물 및 건물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용어의 정의, 단일수치 평가량 산출방
법, 결과의 표시 및 부속서 1, 2, 3, 4 등을 규정

ICS : 91.120.20

KS F 2863- 1 2002. 6. 7 건물 및 건물부재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가방법 - 제1부 : 표준 경량충격원에 대한 차단성능
MOD

KS F 1556 2002. 6. 15 목재 표준 용어 - 목재의 방부 및 방충처리

ICS : 17.140.01

KS F 2862 2002. 6. 7 건물 및 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평가
MOD

장치, 시험편, 시험방법, 계산, 기록사항 등을 규정

정한 건물 및 건물부재의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방법, 계산 및 부속서 1, 2, 3 등을 규정

ICS : 91.120.20

가구, 내장재 등과 같이 비구조용에 사용되는 목질 판상재료의 인장
강도에 대한 시험방법으로 시험측정의 원리, 시험장치, 시험편, 시험방
법, 계산, 기록사항 등을 규정

목조 건축물의 구조용재로 사용되는 목질 판상재료의 인장강도에
대한 시험방법으로 시험측정의 원리, 시험장치, 시험편, 시험방법, 계산,
기록사항 등을 규정

표준 중량 충격원을 이용해서 측정한 건물 및 건물부재의 바닥 충
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용어의 정의, 단일수치 평가량을
구하는 방법 및 부속서 1, 2 등을 규정

ICS : 91.120.20

KS F 2864 2002. 6. 7 실내공간의 잔향시간과 음향변수 측정방법
ISO 3382를 기초로 하여 실내공간에서의 잔향시간 측정방

법 및 실내 음향변수인 음압레벨, 명료도, 음성전달지수, 측면음에너지
비율, 양이상호상관도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용어의 정의, 측정조건,
측정과정, 측정결과의 평가, 결과의 표시 및 부속서 1, 2 등을 규정
ICS : 91.120.20

ICS : 79.060

KS F 2157-2 2002. 6. 15 구조용 목질판재의 인장시험방법

KS F 2863- 2 2002. 6. 7 건물 및 건물부재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가방법 - 제2부 : 표준 중량충격원에 대한 차단성능

ICS : 79.040

KS F 2157- 1 2002. 6. 15 비구조용 목질판재의 인장시험방법

ISO 717-2를 기초로 하여 표준 경량 충격원을 이용해서 측

용어의 정의, 단일수치 평가량을 구하는 방법, 바닥충격음 감쇠량 평가

MOD

ICS : 01.040.79

ICS : 79.060

KS F 2158- 1 2002. 6. 15 비구조용 목질판재의 압축시험방법
가구, 내장재 등과 같이 비구조용에 사용되는 목질 판상재료의 압축
강도에 대한 시험방법으로 시험측정의 원리, 시험장치, 시험편, 시험방
법, 계산, 기록사항 등을 규정

ICS : 79.060

KS F 2158-2 2002. 6. 15 구조용 목질판재의 압축시험방법
목조 건축물의 구조용재로 사용되는 목질 판상재료의 압축강도에
대한 시험방법으로 시험측정의 원리, 시험장치, 시험편, 시험방법, 계산,
기록사항 등을 규정

ICS : 79.060

KS F 2159- 1 2002. 6. 15 비구조용 목질판재의 휨시험방법
가구, 내장재 등과 같이 비구조용에 사용되는 목질 판상재료의 휨강

KS F 2865 2002. 6. 7 콘크리트 슬래브위 마감구조의 경량충격음 저
감량 실험실 측정방법
MOD

ISO 140-8을 기초로 하여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시공되는

도에 대한 시험방법으로 시험측정의 원리, 시험장치, 시험편, 시험방법,
계산, 기록사항 등을 규정

ICS : 7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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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159- 2 2002. 6. 15 구조용 목질판재의 휨시험방법

개정

목조 건축물의 구조용재로 사용되는 목질 판상재료의 휨강도에 대
한 시험방법으로 시험측정의 원리, 시험장치, 시험편, 시험방법, 계산,
기록사항 등을 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KS F 3022 2002. 6. 15 목재 집성판

ICS : 79.060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
KS F 3026 2002. 6. 15 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목조 건축물의 외부시설물인 바닥테크용으로 사용하는 가압식 방부

인용규격 변경

노출면에 따른 구분을 추가
로 변경

종류에서 핑거무늬의

표3 치수허용차에서 두께 허용차를 ㎜

함수율 시험방법 규격번호 변경

ICS : 79.040

처리 목재에 대한 품질기준, 치수, 제조방법, 시험방법, 보고사항 등을
규정

KS F 3118 2002. 6. 15 수장용 집성재

ICS : 79.100

인용규격 변경

표1, 2 품질기준에서 접착력을 침지박리시험, 표

KS F 2378 2002. 6. 25 역청포장 혼합물의 반복 휨 피로 시험방법

면갈라짐 시험, 블록전단시험으로 구분하여 규정

침지박리 시험방

역청포장 혼합물에 휨하중을 반복적으로 가하여 포장의 피로수명을

법, 표면갈라짐 시험방법, 블록전단 시험방법 추가

함수율 시험방법

결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기구, 공시체 제작방법, 시험방법 및 계산
방법 등을 규정

규격번호 변경

ICS : 79.040

ICS : 75.140
KS F 3119 2002. 6. 15 수장용 단판 적층재

KS F 2379 2002. 6. 25 낙하식 충격 하중장치에 의한 변형 측정방법
낙하식 충격하중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의 변형을 측정하는 시험방
법으로 시험기구, 보정방법,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고 부속서에는 휴대
용 중추 낙하식 하중장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

표1, 2 품질기준 변경

침지박

리 시험방법, 표면갈라짐 시험방법, 블록전단 시험방법 추가

규격명 변경

인용규격 변경

함수율

시험방법 규격번호 변경

ICS : 79.040

ICS : 75.140
KS F 1002 2002. 6. 25 도로 및 포장용 재료의 정의

KS F 2380 2002. 6. 25 끊는 물에 의한 역청 피막 골재의 박리 저항
성 시험방법
역청으로 피막된 골재를 물에 넣고 끊여 골재와 역청재의 부착력
손실을 빠르게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기구, 시료의 준비, 시험방
법 등에 대하여 규정

ICS : 75.140

ICS : 75.140
KS F 2337 2002. 6. 25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
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81 2002. 6. 25 앱슨 방법에 의한 아스팔트 회수 시험방법
용제에 녹아있는 구재아스팔트를 추출·회수하는 시험방법으로 시
험기구 시약, 시료준비, 시험방법 등을 규정

다양한 포장재료중 최근들어 개질제 및 첨가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새로운 용어의 정의를 추가

ICS : 75.140

KS F 2579 2002. 6. 25 케이슨 채움재용 철강슬래그
해양공사용 케이슨의 속채움로 사용되는 철강 슬래그에 대한 종류,
품질성능, 에이징방법, 시험방법 등에 대해 규정

ICS : 91.100.30

KS F 2580 2002. 6. 25 철강슬래그의 80℃ 수침 팽창 시험방법
철강슬래그의 팽창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침 팽창비를 구하는 시험
방법으로 시험기구, 시료,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을 규정

마샬설계법에 의한 공시체 추출기, 받침대 재질, 자동다짐기의 타격
회수 등에 대한 상세 설명 및 국제단위계 사용에 따른 변경
ICS : 75.140
KS F 2354 2002. 6. 25 역청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4(원심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와 KS F 2365(역청포장 혼합물로부터 역청의 정량 추출 시험방법)을
통합하여 개정

ICS : 75.140

KS F 2356 2002. 6. 25 가열 역청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 조건
아스팔트 저장용 탱크의 눈금표시 용량 변경 및 관련 외국규격과
비교 검토하여 규격명을 변경

ICS : 75.140

ICS : 91.100.30
KS F 2535 2002. 6. 25 도로용 철강 슬래그
관련규격과의 정합화 및 국제단위 전환, 용어 수정, 부속서의 내용
변경 등

114

ICS : 93.080.10

KS F 4604 2002. 6. 25 열간 압연강 널말뚝
SI단위 전환 및 해설서 추가

개정예정

구리함유량 삭제 ICS : 77.140.70
분 야
(field)

확인

규격번호
(KS number)

규

격 명
(title)

Daily necessaries KS G 2621 스테이플러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STAPLERS
KS G 3119 안전면도기

KS L 0011 2002. 6. 8 내화물용어
KS L 1206 2002. 6. 8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부착강도 측정

SAFETY RAZOR

방법

KS G 3218 스테인리스제 보온·보냉 물통
STAINLESS STEEL THERMO
BOTTLES AND WATER COOLER
KS G 3701 알루미늄 합금제 사다리
ALUMINIUM
LADDER
AND
STEPLADDER

KS L 1550 2002. 6. 8 화학 공업용 내산 도자기의 일반 통칙
KS L 2012 2002. 6. 8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L 2300 2002. 6. 8 피스톤식 미량 피펫
KS L 2302 2002. 6. 8 이화학용 유리기구의 형상 및 치수
KS L 2515 2002. 6. 8 탄소섬유 시험방법

KS G 3702 급탕용 온수통
HOT WATER TANK
KS G 3703 조립식 온수 온돌판

KS L 3206 2002. 6. 8 크롬·마그네시아질 벽돌
KS L 3308 2002. 6. 8 화학 공업용 내산 벽돌
KS L 3309 2002. 6. 8 크롬 벽돌

FABRICATED
HOT
ONDOL PANELS

KS L 3310 2002. 6. 8 마그네시아 벽돌
KS L 3519 2002. 6. 8 경량캐스터블 내화물의 부피비중 시
험방법
KS L 4001 2002. 6. 8 도자기용 점토의 시료 채취방법
KS L 4002 2002. 6. 8 도자기용 점토의 유리수분 측정방법
KS L 4003 2002. 6. 8 도자기용 점토의 습식 체가름 시험
KS L 4004 2002. 6. 8

담당부회 (national committee)
- 일용품부회 (Daily necessaries Committee)
담당자 (contact point)
- 건설서비스과 (Construction and Service Standards Division)

방법

Tel : (02) 509-7401~2

도자기용 점토의 건조 수축과 소성 수

Fax : (02) 503-7977

축률의 측정 방법
KS L 7102 2002. 6. 8 공업용 글라스 라이닝 기기

WATE

코멘트 시한 (Comment deadline)
- 2002. 7. 9.

KS L 7103 2002. 6. 8 공업용 글라스 라이닝 기기 시험방법
KS L 8510 2002. 6. 8 부생석회 벽돌

[생물화학기술표준분야]

KS L 8520 2002. 6. 8 연소재 벽돌
KS L 8551 2002. 6. 8 경량 발포 세라믹 블록
KS L 9004 2002. 6. 8 석회의 화학분석방법
KS L 9104 2002. 6. 8 세라믹 섬유 블랭킹

◈ 정밀화학과
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

폐지

KSM 1808 2002. 6. 21 피치의 연화점측정방법-메들러 연화점법
메틀러 기기를 사용한 「150 ～350℃」온도범위의 연화점을 갖는 피치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의 연화점측정방법

KS F 2365 2002. 6. 25 역청포장 혼합물로부터 역청의 정량
추출 시험방법

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KSM 2201 2002. 6. 18 피치의 연화점측정방법-메들러 연화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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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명칭변경 (『도로포장용아스탈트』→『스트레이트 아스팔
트』)

KSM 8359 2002. 6. 24 L(+)- 타르타르산 (시약)
KSM 8154 2002. 6. 24 자이렌 (시약)

국제단위계(SI)로 단위통일

제정예고
확인
- 규격번호(고시일) 규격명, 담당부회, 담당자, 코멘트시안 KS M ISO 2212 2002. 7. 8 공업용 트리클로로에틸렌 - 시험방법

규격번호

규격명

KS M 1033

고순도 탄화수소의 밀도 시험방법

KS M 0024

적외선 분광 분석방법 통칙

KS M 0064

화학제품의 체가름 잔분 시험방법

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KS M ISO 2221 2002. 7. 8 공업용 포름알데히드 용액 - 무기염화
의 한계시험
화학1부회

폐지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M 0201 2002. 6. 24 화학 제품의 색 시험 방법－제1부：하

정 기 원 2002. 9. 6.

KS M ISO 2223 2002. 7. 8 공업용 포름알데히드 용액 - 중금속의
계시험
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젠 단위 색수(백금－코발트 스케일)
KSM 8108 2002. 6. 24 아세트산(시약)
KSM 8010 2002. 6. 24 아세톤(시약)

KS M ISO 2498 2002. 7. 8 공업용 메틸 에틸 케톤 - 잔류 냄새 검
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KSM 8261 2002. 6. 24 클로로포름(시약)
KSM 8111 2002. 6. 24 시트르산 (1수화물) (시약)
KSM 8222 2002. 6. 24 시클로헥산 (시약)

KS M ISO 2513 2002. 7. 8 공업용 아세트알데히드 - 밀도 측정
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KSM 8101 2002. 6. 24 에틸알콜(99.5) (시약)
KSM 8254 2002. 6. 24 에틸렌디아민사아세트산이수소이나
트륨(2수화물) (시약)

KS M ISO 2514 2002. 7. 8 공업용 아세트알데히드 - 수분함량 측
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KSM 8171 2002. 6. 24 메탄올 (시약)
KSM 8019 2002. 6. 24 옥살산(2수화물) (시약)
KSM 8153 2002. 6. 24 톨루엔(시약)

KS M ISO 2517 2002. 7. 8 공업용 디아세톤 알콜 - 시험방법 목
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KSM 8065 2002. 6. 24 아세트산(무수물) (시약)
KSM 8029 2002. 6. 24 벤젠 (시약)

KS M ISO 2518 2002. 7. 8 공업용 디아세톤 알콜 및 헥실렌 글리콜

KSM 8482 2002. 6. 24 2,2' - 비피리딜(시약)

- 물과의 혼화성 시험

KSM 8176 2002. 6. 24 1- 부틸알코올 (시약)

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KSM 8032 2002. 6. 24 사염화탄소 (시약)
KSM 8265 2002. 6. 24 옥살산암모늄 (1수화물) (시약)
KSM 8161 2002. 6. 24 디클로로메탄 (시약)

KS M ISO 2519 2002. 7. 8 공업용 헥실렌글리콜 - 시험방법 목록
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KSM 8211 2002. 6. 24 디에틸에테르 (시약)
KSM 8320 2002. 6. 24 N,N- 디메틸포름아미드 (시약)

KS M ISO 2523 2002. 7. 8 공업용 아디페이트 에스테르 - 시험방

KSM 8349 2002. 6. 24 1, 4- 디옥산 (시약)

목록

KSM 8151 2002. 6. 24 아세트산에틸 (시약)

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KSM 8485 2002. 6. 24 포름알데히드 용액 (시약)
KSM 8340 2002. 6. 24 글리세린 (시약)

KS M ISO 2324 2002. 7. 8 공업용 아디페이트 에스테르 - 열처리

KSM 8454 2002. 6. 24 L(+)- 아스코르브산 (시약)

색 측정

KSM 8027 2002. 6. 24 2- 프로판올 (시약)
KSM 8228 2002. 6. 24 녹말 (가용성)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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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KS M ISO 2525 2002. 7. 8 공업용 아디페이트 에스테르 - 페놀프

KS M ISO 5277 2002. 7. 8 방향족 탄화수소 - 150℃이하 비점을

탈레인 산도 측정

갖는 제품의 증발잔류물 측정

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KS M ISO 2526 2002. 7. 8 공업용 아디페이트 에스테르 - 회분 측
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KS M ISO 5789 2002. 7. 8 방향족 탄화수소 - 비휘발성 잔류물
측정
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KS M ISO 2755 2002. 7. 8 공업용 1,1,1- 트리클로로에탄 - 시험방
목록
화학1부회

KS M ISO 6792 2002. 7. 8 공업용 부타디엔 -액체 부타디엔위 기
정기원

2002. 9. 6.

의 산소 및 아르곤 측정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KS M ISO 2756 2002. 7. 8 공업용 헥사클로로벤젠 - 시험방법 목
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KS M ISO 6794 2002. 7. 8 공업용 부탄- 1,4- 디올 - 불포화도 측
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KS M ISO 2757 2002. 7. 8 공업용 1,2,4- 트리클로로벤젠 - 시험방
목록

KS M ISO 6795 2002. 7. 8 공업용 프탈산 및 아디프산 에스테르

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유리 알코올의 함량 측정
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KS M ISO 2879 2002. 7. 8 공업용 글리세린 - 글리세롤 함량 측
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KSM ISO 510 2002. 6. 25 도료용 광명단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8. 24

KS M ISO 2885 2002. 7. 8 공업용 아세트 알데히드 - 카르보닐화
물의 총함량 측정
화학1부회

KSM ISO 1248 2002. 6. 25 도료용 산화철 안료
정기원

2002. 9. 6.

KS M ISO 2886 2002. 7. 8 공업용 아세트알데히드 - 철 함량 측
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KS M ISO 2887 2002. 7. 8 공업용 sec- 부틸알콜, 메틸에틸케톤,
소부틸메틸케톤, 이소아밀에틸케톤, 디아세톤알콜 및 헥실렌글리콜
- 페놀프탈레인 산도 측정- 용량법
화학1부회

정기원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8. 24

KSM ISO 591 2002. 6. 25 도료용 이산화티탄 안료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8. 24

KSM ISO 3711 2002. 6. 25 크롬산 납안료 및 크롬산 납-몰리브데
트 안료
화학3부회

김윤근

2002. 8. 24

2002. 9. 6.
KSM ISO 473 2002. 6. 25 도료용 리토폰 안료

KS M ISO 2888 2002. 7. 8 공업용 푸르푸랄 - 페놀프탈레인 산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8. 24

측정
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KSM ISO 788 2002. 6. 25 도료용 군청 안료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8. 24

KS M ISO 5274 2002. 7. 8 방향족 탄화수소 - 산수세 시험
화학1부회

정기원

2002. 9. 6.

KSM ISO 1249 2002. 6. 25 크롬산 아연 안료- 염기성 크롬산 아연
륨과 4- 수산화 크롬산 아연안료

KS M ISO 5276 2002. 7. 8 방향족 탄화수소 - 중성도 시험
화학1부회

정기원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8. 24

200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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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예고

KSM 5013 2002. 6. 27 연백 (안료)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7. 26

- 규격번호(고시일) 규격명, 담당부회, 담당자, 코멘트시안 KSM 4823 2002. 6. 27 유기 중간물 일반 시험방법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7. 26
KSM 4825 2002. 6. 27 4- 히드록시- 1- 나프탈렌술폰산나트륨[NW
(나트륨염)]

KSM 5014 2002. 6. 27 축광 안료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7. 26
KSM 5108 2002. 6. 27 프탈로시아닌 블루 (안료)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7. 26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7. 26
KSM 5110 2002. 6. 27 파스트 스카이 블루 (안료)
KSM 5002 2002. 6. 27 보드로 10B (안료)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7. 26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7. 26

◈ 고분자섬유과
KSM 5003 2002. 6. 27 보드로 5B (안료)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7. 26
KSM 5004 2002. 6. 27 아닐린 블랙 (안료)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7. 26

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KS M ISO 527- 1 2002. 6. 28. 플라스틱 - 인장성 시험 방법 - 제1
통칙

KSM 5005 2002. 6. 27 버밀리언 레드 (안료)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7. 26
KSM 5006 2002. 6. 27 파스트 옐로 G (안료)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7. 26

한국산업 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복합재

료의 인장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일반 원칙에 대하여 규정
KS M ISO 178 2002. 6. 28. 플라스틱 - 굴곡성의 시험 방법
한국산업 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플라스틱의 굴곡특성을 측정

하기 위한 시험조건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KSM 5007 2002. 6. 27 레이크 레드 D (안료)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7. 26

KS M ISO 75- 1 2002. 6. 28. 플라스틱 - 하중 변형 온도의 시험 방
- 제1부 : 통칙

KSM 5008 2002. 6. 27 레이크 레드 C (안료)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7. 26

한국산업 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플라스틱 재료를 3점 굴곡에

의한 굴곡 응력을 가하여 하중 변형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KSM 5009 2002. 6. 27 브릴리언트 카민 6B (안료)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7. 26

KS M ISO 899- 1 2002. 6. 28. 플라스틱 - 크리프 특성의 시험 방법
제1부 : 인장크리프

KSM 5010 2002. 6. 27 스칼릿 3B (안료)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7. 26
KSM 5011 2002. 6. 27 브릴리언트 스칼릿G (안료)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7. 26

한국산업 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의 인장 크리프의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KS M ISO 2039- 2 2002. 6. 28. 플라스틱 - 경도의 측정 - 제2부 : 로
웰 경도
한국산업 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KSM 5012 2002. 6. 27 리톨 레드 B (안료)
화학 3부회 김윤근 200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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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웰 M, L, R의 경도 스케

일을 사용하는 로크웰 경도 시험장치로부터 플라스틱의 압입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

KS M ISO 899-2 2002. 6. 28. 플라스틱 - 크리프 특성의 시험방법
- 제2부 : 3점 굴곡 크리프
한국산업 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KS K 0046 2002. 6. 27 방적사의 표준허용차
인용규격 추가

용어 및 문구 변경

플라스틱의 표준 시험편에 의

한 굴곡 크리프(3점굴곡)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KS K 0504 2002. 6. 27 필링판정 표준사진
글자 수정

KS M ISO 180 2002. 6. 28. 플라스틱 - 아이조드 충격강도 시험방
한국산업 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플라스틱의 아이조드 충격강

도의 시험조건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KS M ISO 179- 1 2002. 6. 28. 플라스틱 - 샤르피 충격강도 시험방
- 제1부 : 계측기 미보유

KS A 1037 2002. 6. 27 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
국제단위계(SI)로 통일

KS K 3716 2002. 6. 27 폴리에스테르 로프
국제단위계(SI)로 통일

한국산업 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플라스틱의 샤르피 충격강도

용어 및 문구 변경

트랜드 → 가닥

용어변경 : 8가닥 꼬임 → 8가닥 엮음, 스

내용변경 : - 4.3.3의 내용을 로프를 구성하는 각

의 시험조건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가닥은 동일해야 한다.로 수정 - 4.3.5 비고 삭제

KS M ISO 974 2002. 6. 28. 플라스틱 - 충격에 의한 취화온도

KS K 3717 2002. 6. 27 나일론 로프

정방법
한국산업 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국제단위계(SI)로 통일
유연성이 있는 플라스틱이 충

용어변경 : 8가닥 꼬임 → 8가닥 엮음, 스

트랜드 → 가닥 이어 가공 → 아이 가공

내용변경 : - 3.3 c)의 내용

격에 의해 취화 파괴되는 온도를 측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

을 로프를 구성하는 각 가닥은 동일해야 한다.로 수정- 3.3 비고 삭제

KS M ISO 458- 1 2002. 6. 28. 플라스틱 - 유연성 재료의 비틀림 강

KS K 3718 2002. 6. 27 비닐론 로프

측정 - 제1부 : 일반 방법
한국산업 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국제단위계(SI)로 통일
각각의 온도 특히 영하 0℃

이하에서 유연성 있는 플라스틱의 비틀림 강성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용어변경 : 8가닥 꼬임 → 8가닥 엮음, 스

트랜드 → 가닥 순 비닐론 → 비닐론

내용변경 : - 4.3 c)의 내용을

로프를 구성하는 각 가닥은 동일해야 한다.로 수정 - 4.3 비고 삭제

방법
KS K 4001 2002. 6. 27 마 로프 : 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M ISO 306 2002. 6. 28. 플라스틱 - 열가소성 플라스틱 - 비카
연화온도(VST) 시험방법
한국산업 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국제단위계(SI)로 통일

용어변경 : 8가닥 꼬임 → 8가닥 엮음, 스

트랜드 → 가닥 각 스트랜드의 실 수 → 각 가닥을 구성하는 실 수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비카트

연화온도(VST)의 시험방법에 대한 규정

KS K 6401 2002. 6. 27 폴리에틸렌 로프

KS M ISO 604 2002. 6. 28. 플라스틱 - 압축성 시험방법

단위계(SI)로 통일

제목 변경 : 폴리에틸렌 필라멘트 로프 → 폴리에틸렌 로프
한국산업 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플라스틱의 압축특성에 대한

시험조건 및 시험방법에 대한 규정

개정

→ 가닥

내용변경 : - 5.3 c)의 내용을 로프를 구성하는 각 가닥은

동일해야 한다.로 수정 - 5.3 비고 삭제
KS K 6405 2002. 6. 27 폴리프로필렌 로프
국제단위계(SI)로 통일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KS K 0001 2002. 6. 27 섬유용어

국제

용어변경 : 8가닥 꼬임 → 8가닥 엮음, 스트랜드

트랜드 → 가닥

용어변경 : 8가닥 꼬임 → 8가닥 엮음, 스

내용변경 : - 4.3 c)의 내용을 로프를 구성하는 각

가닥은 동일해야 한다.로 수정 - 4.3 비고 삭제

신규 섬유용어 추가 리오셀
KS K 3703 2002. 6. 27 양모펠트
KS K 0045 2002. 6. 27 화학섬유 타이어코드의 표준 허용차
용어변경 : 수축률 → 치수변화율

인용규격 추가 : KS K 0220 , KS K 0221 추가

내용 변경 : 6.5

의 내용 전체를 수분율 시험은 KS K 0200 또는 KS K 0221에 따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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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정수로 표시한다.로 대체

용어 및 문구 변경

KS K 1455 2002. 6. 27 헤시언 클로스

KS K 9304 2002. 6. 27 와이어 헬드

2. 인용규격 추가 및 변경 : KS K 0520 → KS K 0521

불필요한 내용 삭제 (예, 5.의 사용상 해로운)

용어 및 문구 변경

국제단위계(SI)로 통일
KS K 9312 2002. 6. 27 조방 플라이어
KS K 0480 2002. 6. 27 텍스 번수 사용방법

불필요한 내용 삭제 (예, 5.의 사용상 해로운)

ISO 1144와 국제규격 부합화 개정
KS K 0466 2002. 6. 29 직물 또는 편성물의 보온성 시험방법
국제단위계(SI)로 통일

용어변경 : 서멀 리지스티비티 → 열저항

내용 변경 : 정의에 열저항률(thermal resistivity) 추가

률

용어 변경 : 진동

→ 진동 폭
KS K 9319 2002. 6. 27 방적용 침
용어 변경 : 불식 → 프랑스식
참조) 추가

설명 추가 : 4.1.1의 (3)에 (그림 19

기호 통일 : 그림 3, 그림 4에서 α → α°

표 5에서 영문 용어를 국문으로 수정
KS K 9321 2002. 6. 27 침포
KS K 0469 2002. 6. 29 원면의 잡물 시험방법
국제단위계(SI)로 통일

용어 변경 : 박리도 → 박리강도

용어 및 문구 변경
KS K 6517 2002. 6. 29 합성고무 SBR의 시험방법

KS K 1321 2002. 6. 27 광목(가공품)
2. 인용 규격 추가

국제단위계(SI)로 통일

SI 단위체계로 수정
용어 변경 : 세탁수

축률 → 세탁 치수변화율 견뢰도(급) → 염색견뢰도(급)

내용 변경

변색, 퇴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준을 변퇴로 통합 수정
KS K 0025 2002. 6. 27 연사 목관
1. 적용범위에서 비고 삭제

2. 인용규격 추가

KS K 0026 2002. 6. 27 북

KS K 6633 2002. 6. 29 가정용 고무장갑
인용규격 정리

SI 단위체계로 수정

KS K 6643 2002. 6. 29 공업용 보호 장갑
인용규격 정리

SI 단위체계로 수정

KS K 6681 2002. 6. 29 고무겉창 포화 및 총 고무신의 표준 치수

단위부분 괄호 첨부 : 예) L mm → L (mm)

영문 표기 정정

용어 변경 : 줄음 → 주름
KS K 6745 2002. 6. 29 철도차량용 방진 고무 통칙
KS K 0022 2002. 6. 27 정경 플랜지 목관(면용)

인용규격 정리

SI 단위체계로 수정

기존 표현들을 현재 통용되고 있는 표현으로 변경
KS K 6749 2002. 6. 29 철도차량용 고무 완충기

(예, 썩정이 → 썩는 부분)

인용규격 정리

SI 단위체계로 수정

KS K 9301 2002. 6. 27 바디살
용어 변경 : 면, 모 및 견용 → 면, 모 및 견직기용
표 1에서 두께 → 바디살 두께

중복 내용 삭제 (4.의 (1) 삭제)

KS K 9302 2002. 6. 27 바디 (견용)
용어 및 문구 변경 불필요한 내용 삭제 (예, 4., 5, 7.의 사용상 해

KS K 6952 2002. 6. 29 고무제 벽면 홈틀
인용규격 정리

SI 단위체계로 수정

KS K 6953 2002. 6. 29 가로수 보호 고무판
인용규격 정리

SI 단위체계로 수정

로운)
KS K 6954 2002. 6. 29 흡음용 고무 패널
KS K 9303 2002. 6. 27 바디 (면·모용)

인용규격 정리

용어 변경 : 면·모용 → 면·모직기용 길이방향(L 방향)의 면 → 길
이방향의 중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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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K 6955 2002. 6. 29 고무제 배관 받침목

인용규격 정리

SI 단위체계로 수정

KS K 6642 2002. 6. 29 합성 고무 NBR의 시험 방법
인용규격 정리

폐지

SI 단위체계로 수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폐지사유KS K 6673 2002. 6. 29 방진 마스크
SI 단위체계로 수정

KS F 2121 2002. 6. 27 지반용 섬유의 샘플링 방법
전년도(2001년) 국제규격 부합화 사업으로 KS K ISO 9862를 신규제
정함에 의해 폐지

KS M ISO 3020 2002. 6. 29 폴리염화비닐리덴 시험 방법
국제단위계(SI)로 통일

KS F 2123 2002. 6. 27 지반용 섬유의 무게 측정 방법
전년도(2001년) 국제규격 부합화 사업으로 KS K ISO 9864를 신규제

KS M ISO 3025 2002. 6. 29 폴리아세트산비닐 시험방법

정함에 의해 폐지

국제단위계(SI)로 통일
KS K 0745 2002. 6. 27 지오텍스타일의 봉합강도 시험방법
KS M ISO 3156 2002. 6. 29 연질 염화비닐 콤파운드
국제단위계(SI)로 통일
KS M ISO 3157 2002. 6. 29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성형재료
국제단위계(SI)로 통일
KS M ISO 3339 2002. 6. 29 열경화성 수지 적층관
국제단위계(SI)로 통일

전년도(2001년) 국제규격 부합화 사업으로 KS K ISO 10321를 신규제
정함에 의해 폐지
KS K 0753 2002. 6. 27 토목섬유의 광폭 스트립법에 의한 인장강도
시험방법
국제규격 부합화 사업으로 KS F 2124를 ISO 10319와 부합화 개정함
에 의해 폐지

◈ 생물환경과

KS M ISO 3350 2002. 6. 29 아세탈 수지
국제단위계(SI)로 통일
KS M ISO 3368 2002. 6. 29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국제단위계(SI)로 통일

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KS M ISO 5267- 1 2002. 6. 29 펄프 - 여수도 측정 - 제1부 쇼퍼러법

KS M ISO 3409 2002. 6. 29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
국제단위계(SI)로 통일
KS M ISO 3410 2002. 6. 29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국제단위계(SI)로 통일

ISO 5267-1과 일치
법을 정의

ICS번호 : 85.060

KS M ISO 5267- 2 2002. 6. 29 펄프 - 여수도 측정 - 제2부 캐나
표준 여수도법
ISO 5267-2와 일치

KS M ISO 3500 2002. 6. 29 대구경 2중벽 구조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쇼퍼-리글러법에 의한 펄프의 여수도 측정방

도 측정방법을 정의

캐나다 표준형 여수도법에 의한 펄프의 여수
ICS번호 : 85.060

국제단위계(SI)로 통일
KS M ISO 4934 2002. 6. 26 강 및 주철의 총 황 분석방법 - 무게
KS M ISO 3809 2002. 6. 29 경질 우레탄 폼 보온재
국제단위계(SI)로 통일

석법
ISO 4934와 일치
대해 정의

강 및 주철의 총 황 분석방법 중 무게분석법에

ICS번호 : 77.080.01

KS M ISO 3810 2002. 6. 29 염화비닐 수지
국제단위계(SI)로 통일

KS M ISO 439 2002. 6. 26 철 및 강의 총 규소 분석방법 - 무게
석법
ISO 439와 일치

철 및 강의 총 규소 분석방법 - 무게분석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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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의

KS M 7058 2002. 6. 29 펄프 원재의 1% 수산화나트륨 용액 가용성

ICS번호 : 77.080.01

KS M ISO 4829- 1 2002. 6. 26 강 및 주철의 총 규소 분석방법 환원된 몰리브도규산염 흡광광도법 제1부: 규소함량이 0.05～1.0%
인것

ISO 692, 699와 불일치
변경

ISO 4829-1과 일치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ICS번호 : 85.060

강 및 주철의 총 규소 분석방법 - 환원된 몰리

브도규산염 흡광광도법 제1부: 규소 함량이 0.05～1.0%인 것에 대해 정
의

분 시험방법

KS M 7068 2002. 6. 29 종이 및 판지의 내절도 시험방법(쇼퍼형)
ISO 5626과 불일치

ICS번호 : 77.080.01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85.060
KS M 9902 2002. 6. 18 회수 재생 냉매(R- 12, R-22, R- 134a)
관련 국제규격 없음

사용중인 냉공조시스템에서 냉매를 회수 재

생 후 다시 사용하기위한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에 대해 정의
ICS번호 :

KS M 7059 2002. 6. 29 펄프원재의 셀롤로스 시험방법
관련 국제규격 없음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85.060

KS M 9243 2002. 6. 17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기의 성능평
가 시험방법

KS M 7069 2002. 6. 29 펄프 원재의 메톡실기 시험방법
관련 국제규격 없음

관련 국제규격 없음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기의 성능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시험방법에 대해 정의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85.060

ICS번호 :
KS A 1054 2002. 6. 29 지류식품 용기중 해독성 잔류물질 시험방법

KS M ISO 5264 2002. 5. 펄프 - 실험실적 고해 - 제2부 PFI밀법
ISO 5264와 일치

펄프의 실험실적인 고해방법을 정의

관련 국제규격 없음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85.060

ICS번호 : 85.060
KS A 1053 2002. 6. 29 음료용 카튼 원지의 가장자리 침투 시험방법
KS M ISO 5269- 2 2002. 6. 1 펄프 - 시험용 수초지 제조 - 제2부 라

관련 국제규격 없음

드-코헨법

ICS번호 : 85.060

ISO 5269-2와 일치

펄프 시험용 수초지 제조방법을 정의
KS M 7067 2002. 6. 29 종이 및 판지의 75도 거울면 광택도 시험방법

ICS번호 : 85.060

ISO 8254와 불일치
KS M ISO 9895 2002. 6. 1 종이 및 판지 - 압축강도 - 쇼트 스팬
ISO 9895와 일치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85.060

종이 및 판지의 압축강도 측정방법을 정의
KS A 1056 2002. 6. 29 종이의 내구성 시험방법

ICS번호 : 85.060

관련 국제규격 없음
KS M ISO 7965- 1 2002. 6. 1 포장 - 포대 - 낙하시험 - 제1부 지
ISO 7965-1과 일치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85.060

포대 중 지대의 낙하시험방법을 정의
KS A 1038 2002. 6. 29 활엽수 펄프 및 종이의 도관(물관) 측정방

ICS번호 : 85.060

관련 국제규격 없음
KS M ISO 7965-2 2002. 6. 1 포대 - 낙하시험 - 제2부 열가소성 플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85.060

스틱 필름대
ISO 7965-2와 일치
험방법을 정의

포대 중 열가소성 플라스틱 필름대의 낙하시

ICS번호 : 85.060

KS M 7064 2002. 6. 29 펄프 원재의 홀로 샐롤로오즈 시험방법
관련 국제규격 없음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85.060

개정
KS A 1014 2002. 6. 29 포장재료의 투수도 시험방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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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5633과 불일치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관련 국제규격 없음

ICS번호 : 85.060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77.080.01
KS A 1047 2002. 6. 29 지류의 세로(기계) 방향 측정방법
관련 국제규격 없음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SO 9682-1, 9684, 9685, 10203, 10204, 13312, 13313와 불일치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85.060
KS M 7049 2002. 6. 29 종이의 미터평량 측정방법
관련 국제규격 없음

KS E 3030 2002. 6. 26 철광석의 원자 흡수 분광법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KS M 9126 2002. 6. 29 수질 - 켈달법에 의한 질소 측정방법(셀렌
물화후의 방법)
ISO 5663과 일치

ICS번호 : 85.060

ISO

ICS번호 : 77.080.01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13.060.00
KS M 7070 2002. 6. 29 용해용 펄프의 시험방법
관련 국제규격 없음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KS M 9127 2002. 6. 29 수질 - 암모늄 측정방법(증류 후 적정법)
ISO 5663과 일치

ICS번호 : 85.060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13.060.00
KS M 7062 2002. 6. 29 종이 및 판지의 내마모도 시험방법
관련 국제규격 없음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KS M 9128 2002. 6. 29 수질 - 용존 산소량 측정 방법(요오드 측정법
ISO 5813과 일치

ICS번호 : 85.060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13.060.00
KS M 7057 2002. 6. 29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ISO 5633과 불일치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KS M 9129 2002. 6. 29 수질 - 유리 염소와 총염소 측정방법(제2
- N,N- 디에틸- 1,4페닐렌디아민비색법)

ICS번호 : 85.060

ISO 7393-2와 일치
KS M 7066 2002. 6. 29 판지의 층 분리 시험방법
ISO 5633과 불일치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13.060.00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KS M 9130 2002. 6. 29 수질 - 유리 염소와 총염소 측정방법(제3부

ICS번호 : 85.060

염소 측정을 위한 요오드 적정법)
KS A 1057 2002. 6. 29 감 압 지
관련 국제규격 없음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SO 7393-2와 일치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13.060.00

ICS번호 : 85.060
KS M 9131 2002. 6. 29 수질 - 계면활성제의 측정방법(제1부:메틸
KS A 1101 2002. 6. 29 크라프트지대 용어
ISO 6590-1과 불일치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KS A 1508 2002. 6. 29 셀 로 판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85.060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

ICS번호 : 13.060.00

KS M 9132 2002. 6. 29 수질 - 전기 전도율 측정 방법
ISO 7888과 일치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13.060.00

KS A 1509 2002. 6. 29 폴리에틸렌 가공 셀로판
관련 국제규격 없음

ISO 7875-1, 7875-2와 일치
위 변경

ICS번호 : 85.060

관련 국제규격 없음

블루 분광법에 의한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측정법)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85.060

KS M 9133 2002. 6. 29 수질 - 질산염 측정방법(제1부:2,6- 디메틸페
분광법)
ISO 7890-1, 7890-2와 일치
위 변경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

ICS번호 : 13.060.00

KS D 1673 2002. 6. 26 강의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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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9134 2002. 6. 29 수질 - 칼슘 및 마그네슘 측정방법(원자 흡
분광법)

KS M 9150 2002. 6. 29 수질 - 인의 측정방법(제1부:암모늄몰리브

ISO 7890-3과 일치 일치
변경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산염 분광 측정법)
ISO 6878-1과 일치

ICS번호 : 13.060.00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13.060.00
KS M 9135 2002. 6. 29 수질 -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카드뮴,
측정방법(불꽃 원자 흡광 분광 분석법)
ISO 7980, 8288과 일치
경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

ICS번호 : 13.060.00

KS M 9151 2002. 6. 29 수질 - 암모늄 측정방법(제1부:수동 분광
정법)
ISO 7150-1와 일치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13.060.00
KS M 9136 2002. 6. 29 수질 - 용존 산소량 측정방법(전기 화학
사법)
ISO 5814와 일치

KS M 9152 2002. 6. 29 수질 - 암모늄 측정방법(제2부:자동 분광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정법)
ISO 7150-2와 일치

ICS번호 : 13.060.00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13.060.00
KS M 9137 2002. 6. 29 수질 - 5일후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측정방법(희석법 및 종자법)
ISO 8515와 일치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KS M 9153 2002. 6. 29 수질 - 유리 염소와 총염소 측정방법(제
부:N,N- 디에틸- 1,4- 페닐렌디아민 적정법)
ISO 7393-1과 일치

ICS번호 : 13.060.00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13.060.00
KS M 9138 2002. 6. 29 수질 - 수중에서 유기화합물의 호기성 생물
적 산소분해 평가방법[반연속적 활성 슬러지법(SCAS)]
ISO 9887과 일치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KS M 9154 2002. 6. 29 수질 - 황산염 측정방법(염화바륨을 사용
중량법)
ISO 9280과 일치

ICS번호 : 13.060.00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13.060.00
KS M 9139 2002. 6. 29 수질 - 칼슘 및 마그네슘의 총합량 측정방
(EDTA 적정버)
ISO 6059와 일치

확인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13.060.00

규격번호 고시일

KS M 9140 2002. 6. 29 수질 - 철 함량 측정방법(1,10-페난트롤린
사용한 분광법)
ISO 6332와 일치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ICS번호 : 13.060.00
KS M 9148 2002. 6. 29 수질 - 아질산염 측정방법(분자 흡수 분광

규격명

KS M 9718 2002. 6. 5 기준물질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
KS M 9420 2002. 6. 4 공기의 질 - 측정방법에 대한 평가

◈ 광전재료과
제정

정법)
ISO 6777과 일치

ISO 체제에 따른 서식, 용어 및 SI단위 변경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KS D ISO 1461 2002. 6. 11 철강 구조물 상의 용융 아연과 아연-

ICS번호 : 13.060.00

합금 도금 및 시험방법
KS M 9149 2002. 6. 29 수질 - 암모늄 측정방법(전위차법)
ISO 6778과 일치
ICS번호 : 13.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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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격부합화 정도 : IDT

철강 구조물 제품에 대한 용융 아연

도금(기타 금속 2%이하 함유)의 특성 및 시험방법을 규정
ICS No. : 25.220.30

KS D ISO 2177 2002. 6. 11 도금 두께 시험 방법 - 양극용해에 의
전해식 방법

KS C 6938 2002. 6. 18. 광섬유 심선 융착 접속 방법 (IEC 61073-

국제규격부합화 정도 : IDT
의 두께 측정 방법

전해식 방법을 이용한 금속 도금층

1999 : MOD)
융착 접속기의 요구사항 및 품질평가과정 등을 추가함.

ICS No. : 25.220.40

IEC 61073-1의 용어를 포함시킴.

ICS번호: 33.180.10

KS D ISO 2178 2002. 6. 11 피막 두께 시험 방법 - 자성 소지위의
자성 피막 - 자기식 방법
국제규격부합화 정도 : IDT

KS C 6961 2002. 6. 18. 광섬유 커넥터 시험 방법 (IEC 61300-2자성 소지금속상의 비자선 피막(범랑

피막 포함)의 두께를 비파괴로 측정하는 자기식 시험 방법

2000 : MOD)
칫수측정 부분에 분극유지 광섬유용 광커넥터에서의 키 위치 정확
도를 추가함

ICS No. : 25.220.40

IEC 61300-2-24의 내용을 포함시킴.

ICS번호: 33.180.20
KS D ISO 3882 2002. 6. 11 금속 및 무기질 피막의 피막두께 측정방
KS M 1701 2002. 6. 29 목재 방부제

법(통칙)
국제규격부합화 정도 : IDT

금속계 및 비금속계 소지 위의 금속

및 무기질 피막의 두께 측정 방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고유규격
의해 CB-HDO, CUAZ 2종을 추가

ICS No. : 25.220.40

KS L 6525 2002. 6. 26 연삭 숫돌 - 일반 - 호칭 기호 붙이는 방법,

입업공학회의 개정 요청에

ICS번호: 71.100.50

폐지

시 방법, 바깥 지름의 범위 및 치수 허용차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MOD

연삭 숫돌의 치수를 나타내는

기호, 모양 기호, 모서리 기호 및 사양의 호칭 기호 등의 국제 표준화를
도모하고, 연삭 숫돌의 모양은 이 규격에서 규정하므로 현행의 KS L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폐지사유KS M 8009 2002. 6. 17 질산은(시약)
기존 KS 규격의 ISO 일치화로 폐지

6517의 규격에서는 삭제하며, ISO 525를 번역하여 규격화하였고 KS 규
격에 대한 추가 사항은 각 제품 규격에 규정

ICS번호: 25.100.70

KS M 8011 2002. 6. 17 암모니아수(시약)
기존 KS 규격의 ISO 일치화로 폐지

개정
KS M 8012 2002. 6. 17 염화암모늄(시약)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

기존 KS 규격의 ISO 일치화로 폐지

KS C 6904 2002. 6. 18 광스위치 시험 방법 (IEC 60876- 1 : 200
KS M 8013 2002. 6. 17 과산화수소(30%)(시약)

MOD)
광스위치 성능 측정조건 및 환경시험절차 등을 추가함
60876-1의 부속서 A, B를 추가함

IEC

기존 KS 규격의 ISO 일치화로 폐지

ICS번호: 33.180.30
KS M 8014 2002. 6. 17 플루오르화수소산(시약)

KS C 6910 2002. 6. 18. 광브랜칭 디바이스 통칙 (IEC 60875- 1: 20

기존 KS 규격의 ISO 일치화로 폐지

MOD)
파장선택형 및 파장 비선택형과 관련된 용어를 도입함.

IEC

60875-1에 의거 제품의 표시 및 포장법을 변경함.

KS M 8015 2002. 6. 17 요오드산 칼륨(시약)
기존 KS 규격의 ISO 일치화로 폐지

ICS번호: 33.180.20
KS M 8017 2002. 6. 17 브롬(시약)
KS C 6914 2002. 6. 18. 광전송용 광 아이솔레이터 통칙 (IEC 6120

기존 KS 규격의 ISO 일치화로 폐지

: 2000 : MOD)
아이솔레이터의 분류를 형태와 환경적 범주 등에 의거 세분화시킴.
IEC 61202-1에서의 용어 적용범위 등을 추가함.

KS M 8018 2002. 6. 17 질산암모늄(시약)
기존 KS 규격의 ISO 일치화로 폐지

ICS번호: 33.1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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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8020 2002. 6. 17 아세트산 암모늄(시약)
기존 KS 규격의 ISO 일치화로 폐지
KS M 8022 2002. 6. 17 티오황산나트륨(시약)

제정예고

기존 KS 규격의 ISO 일치화로 폐지
KS M 8030 2002. 6. 17 염화바륨(2수화물)(시약)
기존 KS 규격의 ISO 일치화로 폐지

분 야
(field)

규격번호
(KS number)

화 학

KS M 0000 자연·인조 크리오라이트 - 나트륨 함량

기존 KS 규격의 ISO 일치화로 폐지

측정
KS M 0000 알루미늄 제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산화
물 - 인함량 측정
KS M 0000 자연·인조 크리오라이트 - 알루미늄 함량

KS M 8034 2002. 6. 17 염화주석(II)(2수화물)(시약)
기존 KS 규격의 ISO 일치화로 폐지

측정
KS M 0000 알루미늄 제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산화물

KS M 8035 2002. 6. 17 과망간산칼륨(시약)

- 입자분석
KS M 0000 알루미늄 제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산화물

기존 KS 규격의 ISO 일치화로 폐지

- 흡수도 측정
KS M 0000 알루미늄 제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산화물

KS M 8042 2002. 6. 17 요오드(시약)
기존 KS 규격의 ISO 일치화로 폐지

KS M 0000
KS M 0000
KS M 0000
KS M 0000

KS M 8047 2002. 6. 17 산화마그네슘(시약)
기존 KS 규격의 ISO 일치화로 폐지

기존 KS 규격의 ISO 일치화로 폐지

제 정 사 유
KS M 8061 2002. 6. 17 탄산칼슘(시약)

기존 KS 규격의 ISO 일치화로 폐지

- 망간함량측정
자연·인조 크리오라이트 - 칼슘 함량 측정
자연·인조 크리오라이트 - 물함량 측정
자연·인조 크리오라이트 - 수분측정
알루미늄 제조에 사용되는 나트륨 불화물 -

철 함량 측정
KS M 0000 알루미늄 제조에 사용되는 나트륨 불화물 -

KS M 8057 2002. 6. 17 질산칼륨(시약)

KS M 8066 2002. 6. 17 프루오르화나트륨(시약)

격 명
(title)

측정
KS M 0000 자연·인조 크리오라이트 - 알루미늄 함량

KS M 8031 2002. 6. 17 염화제이수은(시약)

기존 KS 규격의 ISO 일치화로 폐지

규

규사함량측정
국제규격 일치화화를 위해 관련 ISO규격
을 적용시켜 새로운 규격을 제정.

담당부회(national committee) : 화학부회
담당자(contact point) : 광전재료과
Tel : (02)509-7231, Fax: (02) 503-7357
코멘트 시한(Comment deadline) : 2002. 7.

KS M 8069 2002. 6. 17 탄산칼륨(시약)
기존 KS 규격의 ISO 일치화로 폐지

확인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분 야
(field)

규격번호
(KS number)

도자기

KS L 1616
KS L 1617

제정사유

규

파인세라믹스 분말의 등전점 측정방법
습식체가름 시험방법에 의한 파인세라믹
스 분말의 조대입자 함량측정방법
파인세라믹스의 기본물성 평가방법으로
제정 필요

KS M 1109 2002. 6. 15 도금용 시안화 구리
KS M 1304 2002. 6. 15 질산칼륨

격 명
(title)

담당자(contact point) : 광전재료과
Tel : (02) 509-7231,

Fax : (02) 503-7357

담당부회 (national committee) :요업부회
코멘트 시한(Comment deadline) : 200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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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규격번호
(field) (KS number)

규

격 명
(title)

금 속 ISO 7530-1 니켈합금의 원자흡광분석방법(통칙)
ISO 7530-2 니켈합금의 원자흡광분석방법(코발트)
ISO 7530-3 니켈합금의 원자흡광분석방법(크롬)
ISO 7530-4 니켈합금의 원자흡광분석방법(구리)
ISO 7530-5 니켈합금의 원자흡광분석방법(철)
ISO 7530-6 니켈합금의 원자흡광분석방법(망간)
ISO 7530-7 니켈합금의 원자흡광분석방법(알루미늄)
ISO 7530-8 니켈합금의 원자흡광분석방법(규소)
ISO 7530-9 니켈합금의 원자흡광분석방법(바나듐)
ISO 6352

페로니켈의 니켈분석방법

ISO 7520

페로니켈의 원자흡광분석방법(코발트)

ISO 11438-1 페로니켈의 원자흡광분석방법(샘플링 및 통칙)
ISO 11438-2 페로니켈의 원자흡광분석방법(납)
ISO 11438-3 페로니켈의 원자흡광분석방법(안티몬)
ISO 11438-4 페로니켈의 원자흡광분석방법(주석)
ISO 11438-5 페로니켈의 원자흡광분석방법(테릴늄)
ISO 11438-6 페로니켈의 원자흡광분석방법(탈륨)
ISO 11438-7 페로니켈의 원자흡광분석방법(은)
ISO 11438-8 페로니켈의 원자흡광분석방법(인디움)
ISO 7156

고순도 니켈지금(샘플링)

ISO 7525

니켈,페로니켈 및 니켈합금의 탄소 분석방법

ISO 7526

니켈,페로니켈 및 니켈합금의 황 분석방법

ISO 7527

니켈,페로니켈 및 니켈합금의 황 분석방법

ISO 8343

페로니켈의 규소분석방법

ISO 11433

니켈합금의 티탄 분석방법

ISO 7528

니켈및니켈합금주물의 철 분석방법

ISO 9388

니켈합금의 인 분석방법

ISO 7524

니켈및니켈합금의 탄소 분석방법

ISO 1554

구리및구리합금의 구리 분석방법

ISO 1811-1 구리및구리합금의시료 샘플링방법(화학분석용)
ISO 1811-2 구리및구리합금의시료 샘플링방법(화학분석용)
ISO 1553

구리지금의 구리 분석방법

ISO 4742

구리합금의 니켈분석방법

ISO 7266

구리 및 구리합금의 황 분석방법

ISO 7529

니켈합금의 크로뮴 분석방법

ISO 1810

구리합금의 니켈 분석방법

ISO 4743

구리합금의 니켈 분석방법

ISO 1812

구리합금의 철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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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규격번호
(field) (KS number)
금 속 ISO 4748
ISO 2543
ISO 3110
ISO 3111
ISO 4751
ISO 4741
ISO 4744
ISO 12739
ISO 13291
ISO 13658
ISO 15247
ISO 15248
ISO 9599
ISO 12742
제정사유

규

격 명
(title)

구리합금의 철분석방법
구리및구리합금의 망가니즈분석방법
구리합금의 알루미늄 분석방법
구리합금의 주석 분석방법-부피분석법
구리 및 구리합금의 주석 분석방법-흡광광도법
구리및구리합금의 인 분석방법
구리 및 구리합금의 크로뮴 분석방법
황화아연정광의 아연 분석방법 (부피분석법)
황화아연정광의 아연 분석방법(부피분석법)
황화아연정광의 아연분석방법(수산화침전-부
피분석법)
황화아연 정광의 은 분석방법
황화아연정광의 은 및 금 분석방법
구리, 납, 아연정광의 결합수분 측정
구리, 납 및 아연정광의 운송수분한계값 분석
방법
국제규격 부합화를 위해 관련 ISO 규격을
적용시켜 새로운 규격을 제정.

담당부회 (national committee) : 분석부회
담당자(contact point) : 광전재료과
Tel : (02) 509-7261,

Fax : (02) 503-7357

코멘트 시한(Comment deadline) : 2002. 8.

개정예고
분 야
규격번호
(field) (KS number)
화 학 KS M 0013
KS M 1119
KS M 1120
KS M 1302
KS M 1303
KS M 1313
KS M 1315
KS M 1301
KS M 1318
KS M 1319
KS M 1401
KS M 1402
KS M 9717
ISO 12742
개정사유

규

전기화학적 분석방법
산화제일구리(공업용)
황산제일철
염소산칼륨
탄산칼륨(공업용)
이산화티탄(화섬용)
산화제이철(페라이트용)
질산은
염화아연
플루오르화수소암모늄
아황산나트륨(결정)
아황산나트륨(무수)
산업용 화학제품-한원 및 적정법에 의한 황화
합물을 황산염으로 전환후의 미량 측정방법
구리, 납 및 아연정광의 운송수분한계값 분석
방법
KS A 0001 규격서의 서식 및 SI 단위에 적
합토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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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명
(title)

담당부회(national committee) : 화학제1부회

KS B ISO 4254- 9 2002. 6. 1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 안전확보

담당자(contact point) : 광전재료과

를 위한 기술적방법 - 9부: 파종기, 이식기, 시비기

Tel : (02) 509-7230,

Fax : (02) 503-7357

코멘트 시한(Comment deadline) : 2002. 7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 -

IDT

부:파종기, 이식기, 시비기에 대하여 규정

ICS 65.060.25

KS B ISO 5007 2002. 6. 1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와 운전석 - 전달

[자본재기술표준분야]

동의 시험실 측정
에 대하여 규정

제정

KS B 6314- 1 2002. 6. 7 기름회전 진공펌프 도달진공도 시험방법
기름회전 진공펌프 도달진공도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ICS 23.160

반사광 - 반사경 장비
흙 운반기계 - 조명, 신호 및 표시등과 반사광 - 반사경장비

IDT

에 대하여 규정

기름회전 진공펌프 배기속도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원칙
크레인 - 안전표시 및 위험표시도 - 일반원칙에 대하여 규정

IDT

ICS 01.080.20

ICS 23.160
KS B 6252 2002. 6. 11 일반용 준저압 액화석유가스(LPG)압력조정
무관 일반용 준저압 액화석유가스(LPG)압력조정기에 대하여 규정

KS B ISO 15513 2002. 6. 7 크레인 - 크레인 운전사(작업자), 줄걸
작업자, 신호수 및

KS B 6879 2002. 6. 11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성능시험 방법
폐열회수형 호나기장치 성능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

KS B 6880 2002. 6. 11 급유식 스크류 공기 압축기
무관

급유식 스크류 공기 압축기에 대하여 규정

평가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규정

크레인 등가용어 목록에 대하여 규정

IDT

승강작업대 - 마스트 승강 작업대에 대하여 규정

위한 기술적방법 - 1부: 일반사항

ICS 53.020.99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 ICS 65.060.01

KS B ISO 4254-3 2002. 6. 1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 안전확보
위한 기술적방법 - 3부: 트랙터
IDT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 -

부: 트랙터에 대하여 규정

ICS 65.060.10

KS B ISO 4254-5 2002. 6. 1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 안전확보
위한 기술적방법 - 5부: 동력구동토양작업기
IDT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 -

부: 동력구동토양작업기에 대하여 규정

ICS 65.060.20

ICS 17.240

KS B ISO 16369 2002. 6. 7 승강작업대 - 마스트 승강 작업대
IDT

IDT

ICS 53.020.20

KS B ISO 15696 2002. 6. 7 크레인 등가용어 목록

KS B ISO 4254- 1 2002. 6. 1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 안전확보

부: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

평가자의 자격요건

크레인 - 크레인 운전자(작업자), 줄걸이 작업자, 신호수 및

IDT

무관

ICS 53.100

KS B ISO 13200 2002. 6. 7 크레인 - 안전표시 및 위험표시도 - 일

KS B 6314-2 2002. 6. 7 기름회전 진공펌프 배기속도 시험방법
MOD

ICS 13.160

KS B ISO 12509 2002. 6. 7 흙 운반기계 - 조명, 신호 및 표시등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MOD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와 운전석 - 전달진동의 시험실 측정

IDT

◈ 자본재과

KS B ISO 12374 2002. 6. 15 농업용관개 - 전기적으로 구동 또는
어되는 관개용 기계

의 배선과 장비

농업용고나개 - 전기적으로 구동 또는 제어되는 고나개용

IDT

기계의 배선과 장비에 대하여 규정

ICS 65.060.35

KS B ISO 13457 2002. 6. 15 농업용 관개장비 - 물구동식 화학물
분사 펌프
IDT
규정

농업용 관개장비 - 물구동식 화학물질 분사 펌프에 대하여
ICS 65.060.35

KS B ISO 13860 2002. 6. 15 임업용 기계 - 포워더 - 용어정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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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시방서
IDT
여 규정

KS R ISO 4151 2002.6.1 모페드- 조작장치의 형식, 배치 및 기능

임업용 기계 - 포워더 - 용어정의 및 상업적 시방서에 대하

과 위치를 규정

ICS 01.040.65

KS B ISO 13861 2002. 6. 15 임업용기계 - 휠스키더 - 용어정의
상업적 시방서
IDT
여 규정

ISO 4151 일치

모페드에 장착되어 있는 각종 조작장치의 형식
ICS 번호 : 43.140

KS R ISO 4164 2002.6.1 모페드- 기관출력 시험방법- 네트파워
ISO 4164 일치

임업용기계 - 휠스키더 - 용어정의 및 상업적 시방서에 대하

엔진의 회전속도에 대한 출력과 연료 소비율 곡

선을 작성하고 모페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엔진 시험 방법을 규정
ICS 번호 : 43.140

ICS 01.040.65

KS R ISO 6855 2002.6.1 모페드-점화기관이 장착된 모페드의 유

개정

배기가스 측정방법
ISO 6855 일치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

클을 정의하고, 유해배기가스의 채취 및 측정 장치와 시험 벤치의 사양

KS B 3205 2002. 6. 26 센터드릴
MOD

센터드릴에 대하여 규정

을 규정

ICS 25.100.30

톱줄에 대하여 규정

ICS 번호 : 13.040.50; 43.140

KS R ISO 6970 2002.6.1 모페드- 차대동력계 상에서 유해배기가

KS B 3152 2002. 6. 26 톱줄
무관

여러 가지 형식의 모페드에 요구되는 운전 사이

측정방법

ICS 25.100.30

ISO 6970 일치
무관

제재용 톱줄에 대하여 규정

ICS 25.100.30

모스테이프 섕크 롱 드릴에 대하여 규정

ICS 번호 : 43.140; 13.040.50
KS R ISO 7116 2002.6.1 모페드- 최고속도 측정방법

KS B 3270 2002. 6. 26 모스테이프 섕크 롱 드릴
MOD

모페드를 실험실에서 시험하기 위한 한 개의 롤

러가 장착된 범용 차대 동력계의 성능 및 설계적 특성을 규정

KS B 3153 2002. 6. 26 제재용 톱줄

ICS 25.100.30

ISO 7116 일치

모페드의 최고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조건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ICS 번호 : 43.140

KS B 3271 2002. 6. 26 스트레이트 섕크 롱 드릴
MOD

스트레이트 섕크 롱 드릴에 대하여 규정

ICS 25.100.30

KS R ISO 7859 2002.6.1 모페드- 연료 소비량 측정
ISO 7859 일치
시험방법을 규정

KS B 3341 2002. 6. 26 미터 나사용 핸드텝
MOD

미터 나사용 핸드탭에 대하여 규정

모페드의 연료 소비량 측정을 위한 시험조건 및
ICS 번호 : 43.140

ICS 25.100.30
KS R ISO 8645 2002.6.1 모페드- 경합금제 차륜-시험방법
ISO 8645 일치

KS B 3272 2002. 6. 26 곧은 섕크 스터브 드릴
무관

곧은 섕크 스터브 드릴에 대하여 규정

ICS 25.100.30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합금제 차륜의 신

뢰성을 시험하는 방법을 규정

ICS 번호 : 43.140

KS R ISO 8705 2002.6.1 모페드- 무게 중심 측정방법

◈ 수송물류과

ISO 8705 일치

모페드 또는 운전자가 탑승한 모페드의 무게 중

제정

심을 구하는 방법을 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

KS R ISO 8706 2002.6.1 2륜모페드-메인 및 사이드 스탠드의 주

KS R ISO 4129 2002.6.1 모페드- 조작, 계기 및 경보장치류의 식
ISO 4129 일치

모페드의 각종 조작, 계기 및 경보장치에 사용되

는 기호 및 관습적인 표시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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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ISO 8706 일치

기호
ICS 번호 : 43.140; 01.080.20

ICS 번호 : 43.140

사이드 또는 메인 스탠드가 장착되어 있는 이륜

모페드의 주차 안정성의 정의와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ICS 번호 : 43.140

KS R ISO 8709 2002.6.4 모페드- 브레이크 및 브레이크 장치의 시
험방법

ISO 8317 일치

의약품, 가정용 화학제품 등에 대한 어린이 보호

포장의 안전 관련으로 재봉함 용기에 대한 유아보호용 포장요건 및 시

ISO 8709 일치

공공도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 또는

험절차에 대하여 규정

ICS 번호 : 01.040.55

삼륜 모페드의 제동 장치를 시험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KS A ISO 10531 2002.6.11 유닛로드의 안전성 시험방법

ICS 번호 : 43.140

ISO 10531 일치
KS R ISO 9043 2002.6.4 모페드-관성 모멘트의 측정방법
ISO 9043 일치

KS A ISO 11686 2002.6.11 포장용기의 위험경고용 점자블록 표시
요건

ICS 번호 : 43.140

ISO 11686 일치
KS R ISO 9131 2002.6.4 3륜 모페드 및 오토바이 용어(치수)
ICS 번호 : 43.140

소형선박에 사용되는 선외기용 휴대용 연료탱크

의 제품 및 일반요건에 대하여 정의

ICS 번호 : 47.080

삼륜 모페드와 모터사이클의 질량과 관련된 용어

ICS 번호 : 43.140

개정

KS R ISO 14722 2002.6.4 모페드용어(모페드와 운전자의 운동학)
ISO 14722 일치

ICS 번호 : 01.040.55

KS V ISO 13591 2002.6.27 소방선박- 선외기용 휴대용 연료시스템
ISO 13591 일치

KS R ISO 9132 2002.6.4 3륜 모패드 및 오토바이 용어(질량)
를 규정

위험물질이나 위험 조제물등의 모든 포장용기의

위험경고용 점자블록 표지요건에 대한 규정

모페드 또는 운전자가 탑승한 모페드의 관성 모

멘트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ISO 9132 일치

ICS 번호 : 55.180.40

모페드 또는 운전자가 탑승한 모페드의 관성 모

멘트를 다양한 발생현상들을 고려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ISO 9131 일치

보관, 하역 및 수송의 위험 등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유닛로드의 안전성 시험방법 규정

모페드와 운전자의 움직임, 운동학, 모델링과 관

련된 용어, 기호 및 규칙에 대하여 규정

ICS 번호 : 43.140; 01.040.43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KS A 1020 2002.6.11 포장 화물 및 용기의 살수시험 방법
ISO 2875 동등

완제품 수송포장 및 단위화물이 살수에 견디는

저항성을 평가하기위한 시험방법 규정

ICS 번호 : 55.180.40

KS R ISO 6725 2002.6.4 2륜 자동차 용어(치수)
ISO 6725 일치
대하여 규정

이륜 모페드와 오토바이의 치수와 관련된 용어에

ICS 번호 : 01.040.43; 43.140

KS B 6141 2002.6.22 환기용 공기필터 유닛
국제규격 없음

규격서서식 변경 및 관련규격 수정

ICS 번호 : 27.200
KS R ISO 6726 2002.6.4 2륜 자동차 용어(질량)
ISO 6726 일치
규정

이륜 모페드와 오토바이의 질량과 관련된 용어를

ICS 번호 : 01.040.43; 43.140

KS B 6271 2002.6.22 흡수식 냉동기
국제규격 없음

규격서서식 변경 및 관련규격 수정

ICS 번호 : 27.200
KS R ISO 7636 2002.6.4 자전거와 모페드용 벨의 시험방법
ISO 7636 일치

자전거 및 일부 모페드 종류에 장착할 수 있는 벨

의 음압과 내구성에 관한 기술 사양과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
ICS 번호 : 43.140; 43.150
KS R ISO 5995 2002.6.4 모페드의 타이어 및 림
ISO 5995 일치

모페드 타이어의 호칭, 치수와 하중 등급과 모페

드 타이어에 사용되는 테이퍼 비드 시트 림(직선 측)의 치수를 규정

KS B 6272 2002.6.22 원격형 강제 통풍식 공냉응축기
국제규격 없음

규격서서식 변경 및 관련규격 수정

ICS 번호 : 27.200
KS B 6273 2002.6.22 원격형 수냉응축기
국제규격 없음

규격서서식 변경 및 관련규격 수정

ICS 번호 : 27.200

ICS 번호 : 83.160.10; 43.140
KS B 6274 2002.6.22 냉동용 유닛 쿨러의 냉동능력 계산 방법
KS A ISO 8317 2002.6.11 재봉합 용기에 대한 유아보호용 포장요건

국제규격 없음

및 시험 절차

ICS 번호 : 27.200

규격서서식 변경 및 관련규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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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6275 2002.6.22 워커 칠링 유닛
국제규격 없음

규격서서식 변경 및 관련규격 수정

ICS 번호 : 27.200

국제규격 없음

규격서서식 변경 및 관련규격 수정

ICS 번호 : 27.200

KS B 6315 2002.6.22 증기 분사 펌프 성능 시험방법
국제규격 없음

KS B 6506 2002.6.22 유압 플런저 펌프

규격서서식 변경 및 관련규격 수정

ICS 번호 : 27.200

KS V 7228 2002.6.27 선박용 원통형 사이트 글래스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선박용 원통형

사이트 글래스의 제품치수 및 재질에 관하여 규정
ICS 번호 : 47.020.05

KS B 6314 2002.6.22 기름 밀봉식 회전 진공펌프 성능시험 방법
국제규격 없음

규격서서식 변경 및 관련규격 수정

ICS 번호 : 27.200

KS V 7132 2002.6.27 선박용 원통형 윤활유 냉각기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선박용 엔진에

사용되는 원통형 윤활유 냉각기의 제품 성능에 대하여 규정
KS B 6322 2002.6.22 냉동용 개방형 압축기의 공기에 의한 성능시험

ICS 번호 : 47.020.05

및 검사방법
국제규격 없음

규격서서식 변경 및 관련규격 수정

ICS 번호 : 27.200

KS V 7014 2002.6.27 선박 기관부 온도계 장비 기준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선박용 엔진의

각부 온도를 표시하는 온도계의 장비 기준에 대하여 규정
KS B 6367 2002.6.22 냉동, 냉장 진열장의 성능시험방법
국제규격 없음

ICS 번호 : 47.020.05

규격서서식 변경 및 관련규격 수정
KS V 3624 2002.6.27 선박용 종

ICS 번호 : 27.200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KS B 6328 2002.6.22 유압- 용정식 유압펌프 및 용적식 유압모터 축
에 틀렌지를 붙이기 위한 치수 및 표시기준- 제2부:2구멍 및 4구멍 틀

선박에서 승무

원간의 음향신호로 사용되는 선박용 종(bell)에 대하여 규정
ICS 번호 : 47.020.05

랜지 및 축끝-미터기
국제규격 없음

규격서서식 변경 및 관련규격 수정

ICS 번호 : 27.200

KS V 3439 2002.6.27 선박용 강판재 하역 활차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선박에 사용하

는 강판제 하역 활차(롤러 베어링붙이)에 대하여 규정
KS B 6361 2002.6.22 송풍기, 압축기의 소음 레벨 측정방법
국제규격 없음

ICS 번호 : 47.020.05

규격서서식 변경 및 관련규격 수정
KS V 3438 2002.6.27 선박용 주강재 하역 활차

ICS 번호 : 27.200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KS B 6365 2002.6.22 냉동용 압축기의 성능시험 방법
국제규격 없음

규격서서식 변경 및 관련규격 수정

선박에 사용하

는 주강제 하역 활차(롤러 베어링붙이)에 대하여 규정
ICS 번호 : 47.020.05

ICS 번호 : 27.200
KS V 3435 2002.6.27 선박용 신호기 활차
KS B 6366 2002.6.22 냉동장치의 성능시험 방법
국제규격 없음

규격서서식 변경 및 관련규격 수정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는 신호기 활차에 대하여 규정

선박에 사용하

ICS 번호 : 47.020.05

ICS 번호 : 27.200
KS V 3428 2002.6.27 선박용 시브
KS B 6018 2002.6.22 수치 및 펌프수치의 모형시험방법
국제규격 없음
ICS 번호 : 27.200

규격서서식 변경 및 관련규격 수정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이 규격은 원칙

적으로 KS V 3429[선박용 섬유로우프 가이 강제 활차(스위블 붙이)]
KS V 3432(선박용 개폐식 활차), KS V 3433(선박용 강삭대 목제 활차
KS V 3434(선박용 로우프 가이 강제활차), KS V 3436(선박용 띠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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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활차)에규정하는 활차에 사용하는 마 로우프에 대하여 규정
ICS 번호 : 47.020.05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선박의 화물, 전

마선, 호스, 드럼통, 식료품 등을 들어올리는 데 사용하는 사용하중
5kN의 데릭 붐에 대하여 규정

ICS 번호 : 47.020.05

KS V 3430 2002.6.27 구명정용 강재활차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는 신호기 활차에 대하여 규정

선박에 사용하

ICS 번호 : 47.020.05

KS V 2216 2002.6.27 선박용 경하중 데릭 토핑 브래킷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선박에 사용하

는 호칭 하중 5kN의 데릭 토핑 브래킷에 대하여 규정
KS V 3426 2002.6.27 선박용 가이 클리트

ICS 번호 : 47.020.05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는 하역 가이 클리트에 대하여 규정

선박에 사용하

ICS 번호 : 47.020.05

KS V 2025 2002.6.27 주강재 빗장식 체인 스토퍼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KS V 3425 2002.6.27 선박용 와이어 로프 스테이 아이 플레이트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선박의 마스트,

선박에 사용하

는 KS V 3313의 제2종 체인 및 제3종 체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강제 빗
장식 체인 스토퍼에 대하여 규정

ICS 번호 : 47.020.05

데릭 포우트 등에 사용하는 와이어 로프 스테이 아이 플레이트에 대하
여 규정

KS V 0311 2002.6.27 소형선의 제관 방열 방로 요령

ICS 번호 : 47.020.05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KS V 3416 2002.6.27 체인스토퍼

소형선의 선체

부 모든 관의 보온·단열 방로의 시공 요령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선박의 계류 및

하역용 와이어 로프에 사용하는 체인 스토퍼에 대하여 규정

단열에 대해서는 관내 유체의 온도가 60

이상인 관으로 한다.

ICS 번호 : 47.020.05

ICS 번호 : 47.020.05
KS B 8003 2002.6.29 석유 풍로
KS V 2343 2002.6.27 소형 선박용 강제 비풍우밀 문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강선구조 기준

규격서 서식 변

ICS 번호 : 27.060.10

경 및 용어 수정

에 의한 선박길이(L) 90m 미만 선박의 창고 등의 출입구에 사용하는
강제 비풍우밀문에 대하여 규정

ICS 번호 : 47.020.05

KS B 8017 2002.6.29 기름연소 온수 보일러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KS V 2342 2002.6.27 소형 선박용 강제 풍우밀 문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격서 서식변경

관련규격 및 규

ICS 번호 : 27.060.10

강선구조 기준

에 의한 선박의 길이(L) 90m 미만인 선박의 선루단 적격, 갑판실 둘레

◈ 자동화부품과

벽 등의 출입구에 사용하는 강제 풍우밀 문에 대하여 규정
ICS 번호 : 47.020.05

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

KS V 2341 2002.6.27 탱크 청소구 덮개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강선구조 기준

에 의한 선박의 길이(L) 90m 미만인 선박의 선루단 적격, 갑판실 둘레
벽 등의 출입구에 사용하는 강제 풍우밀 문에 대하여 규정한다.
ICS 번호 : 47.020.05

KS P ISO 10993- 1 2002. 6. 11 의료용구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제 1부 평가와 시험
ISO 10993-1 규격에 일치화(IDT)

인체와 접촉하는 의료용구의

시험검사에 대해 기술하고, 의료용구의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음

KS V 2323 2002.6.27 해치보드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해치 보드에 대하여 규정

ICS 번호 : 47.020.05

ICS codes 11.100
선박에 쓰이는
KS P ISO 10993-3 2002. 6. 11 의료용구의 생물 안전성 평가 - 제
부 유전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KS V 2261 2002.6.27 선박용 소하중 데릭 붐

ISO 10993-3 규격에 일치화(IDT)

의료용구의 새물학적 안전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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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관련된 유전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생식 및 발생독성시험의 시험
검사에 대해 규정

ISO 10993-12 규격에 일치화(IDT)

의료용구의 생물학적 안전

성 시험검사를 할 때 샘플의 준비와 관련하여 시험재료의 선정, 의료용

ICS codes 11.100

구의 대표적 부분의 선정, 시험체계의 적합성 및 표준물질 선저오가 용
KS P ISO 10993- 5 2002. 6. 11 의료용구의 생물 안전성평가 제 5

출물의 준비 등 요구사항과 지침에 대해 규정

ICS codes 11.100

- 세포독성시험
ISO 10993-5 규격에 일치화(IDT)

의료용구의 세포독성에 대한

체외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이러한 시험방법들은 적절한 생리학적
변수를 이용하여 체외에서 포유동물의 생물학적 반응을 파악할 수 있
도록 함 간략표시 방법

KS P ISO 10993- 13 2002. 6. 11 의용구의 생물 안전성 평가 제 13
- 고분자성 의료 용구에서 나온 분해산물의 확인 및 정량화
ISO 10993-13 규격에 일치화(IDT)

임상용으로 준비된 최종의 고

분자성 의료용구에서 나온 분해산물의 확인 및 정량을 위한 시험검사

ICS codes 11.100

의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명
KS P ISO 10993-6 2002. 6. 11 의료용구의 생물 안전성 평가 제 6

ICS codes 11.080.01

- 이식시험
ISO 10993-6 규격에 일치화(IDT)

이식재료의 생체조직에 대한

국소적 영향을 육안 및 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평가하는 시험방법에 대
해 규정

KS P ISO 11138- 1 2002. 6. 11 의료용품의 멸균 - 생물 지시제 제
부 - 일반
ISO 11138-1 규격에 일치화(IDT)

ICS codes 11.100

멸균사이클의 감시와 유효성

검증에 사용될 생물학적 지시제의 제조를 위한 생산, 라벨, 성능의 요
KS P ISO 10993-8 2002. 6. 11 의료용구의 생물 안전성 평가 제 8
- 생물시험을 위한 참조 재료의 선택과 필요조건
ISO 10993-8 규격에 일치화(IDT)

하나의 재료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참조재료나 인증된 참조재료들의
사용에 관한 필요조건에 대해 규정

구조건들을 설명하며, 직접 시험용 균주로 접종된 제품에 대한 요구사
항이나 그렇게 접종된 제품의 회수과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담체
에 한 종이상의 미생물의 사용하는 생물학적 지시제의 요구조건에 대
해서는 다루지 않음

ICS codes 11.080.01

ICS codes 11.100
KS P ISO 11138-2 2002. 6. 11 의료용품의 멸균 - 생물 지시제 제

KS P ISO 10993-9 2002. 6. 11 의료용구의 생물 안전성 평가 제 9
- 잠재적 분해산물의 확인과 정량화에 고나한 구성체계
ISO 10993-9 규격에 일치화(IDT)

의료용구에서 잠재되고 관찰되

는 생분해에 관한 체계적인 평가와 생분해 연구의 설계 및 실행에 대
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설명

부 - EO가스멸균에 대한 생물 지시제
ISO 11138-2 규격에 일치화(IDT)

20℃～65℃사이의 멸균 온도에

서 EO가스를 이용하여 멸균성능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시험균주와 생
물학적 지시제의 요구 조건들을 설명

ICS codes 11.080.01

ICS codes 11.100
KS P ISO 11138-3 2002. 6. 11 의료용품의 멸균 - 생물 지시제 제

KS P ISO 10993- 10 2002. 6. 11 의료용구의 생물 안전성 평가 제
부 - 자극성시험 및 감작성 시험

부 - 습열 멸균에 대한 생물 지시제
ISO 11138-3 규격에 일치화(IDT)

ISO 10993-10 규격에 일치화(IDT)

의료용구중 인체접촉에 적용

되는 의료용구 및 그 재료의 잠재적 자극성의 시험평가, 감작성 시험평

100℃ 이상의 멸균온도에서 습

열을 이용하여 멸균성능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시험균주와 생물학적 지
시제의 요구조건들에 대한 설명

ICS codes 11.080.01

가에 대한 시험방법과 해당 시험에 대한 재료의 준비사항등에 대해 규
정

ISO 10993-10 규격에 부합화(IDT)

ICS codes 11.100

KS P ISO 11140- 1 2002. 6. 11 의료용품의 멸균 - 화학지시제 제
- 일반 요구 조건

KS P ISO 10993- 11 2002. 6. 11 의료용구의 생물 안전성 평가 제
부 - 전신 독성 시험
ISO 10993-11 규격에 일치화(IDT)

의료용구가 그 구성성분을 체

내로 배출하는 경우 전신독성의 잠재적 가능성 평가에 대한 시험방법
과 발열성 시험에 대해 규정

ISO 11140-1 규격에 일치화(IDT)

만족스러운 멸균과정을 위해

필요한 변수들의 존재나 획득검색에 사용되거나 멸균장비의 특정시험
에 사용되어 물질의 물리/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멸균과정에 대한 노출
을 알리는 지시제의 성능 요구조건을 규정

ICS codes 11.080.01

ICS codes 11.100
KS P ISO 11140-2 2002. 6. 11 의료용품의 멸균 - 화학 지시제 제

KS P ISO 10993- 12 2002. 6. 11 의료용구의 생물 안전성 평가 제
부 - 샘플의 준비와 표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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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시험장비 및 방법
ISO 11140-2 규격에 일치화(IDT)

ISO 11140-1에서 주어진 요구

조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화학적 지시제를 사용하는데 이에 사

험 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통칙 규정

ICS codes 11.040

용되는 시험장비와 방법들에 대한 요구조건에 대하여 설명. 단, 방사선
멸균을 위한 클래스 1 화학적 지시제를 사용하는 시험장비와 방법들에
대한 요구조건은 제외함.

KS P IEC 60601-2- 10 2002. 6. 20 저주파 자극기
IEC 60601-2-10 규격에 일치화(IDT)

규격번호, 규격명 변경. 물

리치료에 쓰이는 신경 및 근육 자극기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

ICS codes 11.080.10

ICS codes 11.040.60
KS P ISO 15010 2002. 6. 11 수혈 및 주사병용 일회용 걸이 - 필요
KS P IEC 60601-2- 19 2002. 6. 20 보육기

건 및 시험방법
ISO 15050 규격에 일치화(IDT)

기구에 수혈이나 주사병을 안전

하게 정립하여 수혈이나 약물투여 도중 기구에서 수혈 및 주사병의 낙
하를 방지하기 위한 요구조건들을 명시

IEC 60601-2-19 규격에 일치화(IDT)
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

규격번호 변경. 보육기의 안

ICS codes 11.040.10

ICS codes 11.040.20
KS P IEC 60601-2- 2 2002. 6. 20 전기 수술기 (전기메스)

KS P ISO 11737- 1 2002. 6. 11 의료용품의 멸균 - 미생물방법 제
- 제품상의 미생물군의 평가
ISO 11137-1 규격에 일치화(IDT)

규격번호 변경. 고주파 수술
ICS codes 11.040.30

의료용구, 구성성분, 원재료

포장에 대한 미생물 오염정도를 평가하는 데 적용될 일반적인 기준들
에 대해 설명. 부속 서로 기술선택의 가이드와 선택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

IEC 60601-2-2 규격에 일치화(IDT)
기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

ICS codes 11.080.01

KS P IEC 60601-2- 22 2002. 6. 20 레이져 진료기
IEC 60601-2-22 규격에 일치화(IDT)

규격번호, 규격명 변경. 의

료용 레이져 기기의 안전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을 기술
ICS codes 11.040.50

KS P ISO 11737-2 2002. 6. 11 의료용품의 멸균 - 미생물방법 제
- 멸균과정의 유효성 검증에서 수행되는 멸균상태 시험
ISO 11137-2 규격에 일치화(IDT)

멸균과정에 대한 유효성 검증

목적으로 멸균제에 의해서 처리된 의료용구의 멸균상태 시험에 적용될
일반적인 기준들에 대해 설명. 멸균과정에 적용된 제품의 일상적 발매
를 위한 멸균상태 시험, 멸균상태에 대한 약전시험법 수행 및 생물학적
지시제의 배양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KS P IEC 60601-2- 25 2002. 6. 20 심전계
IEC 60601-2-25 규격에 일치화(IDT)

규격번호 변경. 진단목적을

위해 심전도를 기록하는 심전계의 안전 요구사항 기술
ICS codes 11.040.50

ICS codes 11.080.01
KS P IEC 60601-2- 38 2002. 6. 20 병원용 침대

KS B 5641 2002. 6. 20 압력전송기
고유규격

IEC 60601-2-38 규격에 부합화

정압측정전송기에 대한 계측적인 사항을 포함한 기술

전 요구사항 기술

규격번호 변경. 병원용 침대의 안

ICS codes 11.140

적 요구사항, 전송기 형식평가요구사항, 전송기의 교정과 OIML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 및 전송기의 1차 및 주기적인 검증사항 규정

KS P IEC 60601-2- 4 2002. 6. 20 제새동기
IEC 60601-2-4 규격에 일치화(IDT)

KS B 5642N 2002. 6. 20 과실류당도 측정기 - 시험방법
고유규격

과실류당도 측정을 위해 과실류에 함유되어 있는 당

규격번호 변경. 용량성 에너

지 저장장치를 포함하는 심장충격기 및 심장충격기-감시기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

ICS codes 11.040.10

분의 정도에 따른 빛의 굴절을 이용한 과실류 당도 측정기에 대하여
KS P IEC 60601-2- 40 2002. 6. 20 근전도 및 유발성 응답기

규정

IEC 60601-2-40 규격에 일치화(IDT)
료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시험 방법 통칙

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

규격번호, 규격명 변경. 의
ICS codes 11.040.50

제정예고

KS P IEC 60601- 1 2002. 6. 20 의료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시험 방
통칙
IEC 60601-1 규격에 일치화(IDT)

규격번호
의료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시

KS P

규격명
의료기기-리스크관리-제1부 : 리스크 분석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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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규격정보

KS P

의료기기-리스크의 라벨, 라벨링 및 제공해야 할 정보
에사용하는 기호

KS P

- 담당부회 : 의료기부회
- 담당자 : 자동화부품과(Tel 02-509-7351, FAX 02-509-7423)
- 코멘트 시한 : 2002. 8. 21

KS B

규격명

KS B ISO 7800 2002. 6. 27 금속재료- 선재- 단순 비틀림 시험
ISO 7800 일치화 (IDT)

선재의 비틀림 시험방법

ICS : 77. 040 10
KS B ISO 7801 2002. 6. 27 금속재료-선재-역전굽힘시험
ISO 7801 일치화(IDT)

선재의 역전굽힘 시험방법

ICS : 77. 040 10

배관내 물흐름 측정 - 냉수용 수도미터 -제 1부- 세부사항

- 담당부회 : 계량 및 측정 부회
- 담당자 : 자동화부품과(Tel 02-509-7351, FAX 02-509-7423)
- 코멘트 시한 : 2002. 8. 24

KS B ISO 7802 2002. 6. 27 금속재료- 선재- 랩핑시험
ISO 7802 과 일치화 (IDT)

선재의 랩핑 시험방법

ICS : 77. 040 10
KS B ISO 9649 2002. 6. 27 금속재료-선재-역전 비틀림시험

개정예고
규격번호

페라이트강의 아크용접에 대한 추천

ICS : ISO/FDIS로 미정

의료기기-의료기기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한 필수 원칙에
관한 규격 선택 지침

규격번호

ISO 17671-2 일치화 (IDT)

ISO 9649과 일치화 (IDT)

규격명

ICS :

KS B 5239

공기마이크로미터 (유량식)

KS B 5246

금속제 곧은자

ISO 11531과 일치화 (IDT)

KS B 5337

매달림 지시저울

ICS :

KS B 5334

판 지시저울

KS C 1607

가동 코일식 타점 기록 온도계

KS G 2013

플라스틱제 자

- 담당부회 : 계량 및 측정 부회

선재의 역전 비틀림 시험방법

KS B ISO 11531 2002. 6. 27 금속재료- 귀 시험
금속재료의 귀 시험방법

KS D ISO 1352 2002. 6. 29 강- 비틀림 응력 피로시험
ISO 1352과 일치화 (IDT)

강의 비틀림응력 피로시험 방법

ICS : 77. 040 10

- 담당자 : 자동화부품과(Tel 02-509-7351, FAX 02-509-7423)
- 코멘트 시한 : 2002. 8. 24

KS B ISO 14556 2002. 6. 29 철강-샤르피 V홈 충격시험- 계장화 시
방법

규격번호
KS B 2369

규격명

ISO 14556과 일치화 (IDT)
장화 시험방법

철강소재의 샤르피 V홈 충격시험의계

ICS : 77. 040 10

세척밸브

- 담당부회 : 기계기본요소부회

KS D ISO 2142 2002. 6. 29 가공용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그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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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적시험용시편 및 시험편의 선택법

- 코멘트 시한 : 2002. 8. 9

ISO 2142과 일치화 (IDT)

가공용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그합금

의 역학적 시험시편 및 시험편의 선택방법

ICS : 77. 040 10

◈ 소재과
KS D ISO 377 2002. 6. 29 철강 및 철강제품- 역학적시험을 위한

제정

험편 채취 위치와 준비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

시험편 채취 위치와 준비 방법

ISO 377과 일치화 (IDT)

철강 및 철강제품의 역학적시험을 위한
ICS : 77. 040 10

KS B ISO 17671- 2 2002. 6. 1 용접-금속재료의 용접에 대한 추천
부 : 페라이트강의 아크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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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8500 2002. 6. 1 수도용강관 외면 폴리에틸렌테이프 도복

장방법
NEQ

KS X ISO 5138- 4 2002.6.15 사무기기 - 용어 - 제4부 : 편지개봉
폴리에틸렌필림 두께 상향조정

ICS : 대상아님

기
ISO 5138-4와 일치화

확인
규격번호 고시일

편지개봉기의 용어 정의

ICS 01.040.35, 35.260

규격명

KS E 3702 2002. 6. 3 석탄 및 코크스류의 샘플링방법 및 전
수분, 습분측정방법
KS E 3704 2002. 6. 3 석탄류의 전수분, 습분측정방법
KS E 3714 2002. 6. 3 철광석의 낙하강도 시험방법
KS E 3732 2002. 6. 3 구멍탄 시험방법
KS E 3809 2002. 6. 3 제지용 납석점토 시험방법
KS E 3902 2002. 6. 3 선탄페수 시험방법
KS B 3903 2002. 6. 3 방폭용 베릴륨 동합금제 공구류의 착
화성 시험방법
KS B 3904 2002. 6. 3 침전동의 샘플링 방법 및 수분결정방법
KS B 3905 2002. 6. 3 방폭용 암분의 품질기준
KS D 3508 2002. 6. 19 피복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51 2002. 6. 19 특수마대강(냉연특수강재)
KS D 3693 2002. 6. 19 스텐인리스 클래드강
KS D 3707 2002. 6. 19 크로뮴강재
KS D 3708 2002. 6. 19 니켈크로뮴강재

KS X ISO 5138- 5 2002.6.15 사무기기 - 용어 - 제5부 : 편지접철
ISO 5138-5와 일치화

편지접철기의 용어 정의

ICS 01.040.35, 35.260
KS X ISO 5138- 7 2002.6.15 사무기기 - 용어 - 제7부 : 우편소인
ISO 5138-7과 일치화

우편소인기의 용어 정의

ICS 01.040.35, 35.260
KS X ISO 5138- 9 2002.6.15 사무기기 - 용어 - 제9부 : 타자기
ISO 5138-9와 일치화

타자기의 용어 정의

ICS 01.040.35, 35.260
KS X 5610 2002.6.15 정전복사기 성능시험방법
복사기중 사무용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전복사기에
대한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 정밀전자과
제정

[전자기술표준분야]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

◈ 정보표준과

KS C IEC 61024- 1 2002. 4. 22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제1부 일
원칙

제정

IDT

높이 60m까지의 통상적인 건축물에 대한 피뢰설비(LPS)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91.120.40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KS X ISO 5138- 1 2002.6.15 사무기기 - 용어 - 제1부 : 구술기기
ISO 5138-1과 일치화

구술기기의 용어 정의

ICS 01.040.35, 35.260

KS C IEC 61024- 1- 1 2002. 4. 22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제1부 일반
칙 제1절 피뢰설비의 보호레벨의 선정
IDT

KS C IEC 61024-1에 의한 뇌보호시스템의 보호수준 선정에

적용하며, 뇌격 결과의 영향에 따른 건축물들의 분류 및 충분한 보호수
KS X ISO 5138- 2 2002.6.15 사무기기 - 용어 - 제2부 : 경인쇄기
ISO 5138-2과 일치화

경인쇄기의 용어 정의

준을 주는 뇌보호시스템의 선정 절차에 관한 정보에 대한 규정
91.120.40

ICS 01.040.37, 37.100.10
KS C IEC 61024- 1- 2 2002. 4. 22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제1부 일반
KS X ISO 5138- 3 2002.6.15 사무기기 - 용어 - 제3부 : 주소인쇄
ISO 5138-3과 일치화
ICS 01.040.35, 35.260

주소인쇄기의 용어 정의

칙 제1- 2절 뇌보호시스템의 설계, 설치, 보수 및 검사
IDT

KS C IEC 61024-1에 따라 사용자가 뇌보호시스템의 물리적

설계, 건설, 유지 및 검사에 고나한 사항을 규정

91.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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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0885- 1 2002.6.24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부:정격전압 450V 이상 750V 이하의 전기케이블 및 코드와 절연전

◈ 전기응용과

선 등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IEC 60885-1 일치화

제정

방법

전기케이블 및 절연전선의 전기적 특성 시험

ICS 29.060.20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KS C IEC 60704- 1 2002.6.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

KS C IEC 61302 2002.6.24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측정 방법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가방법- 회전체 담금시험

IEC 60704-1 일치화

소음 측정 방법의 일반요구사항

IEC 61302 일치화
가 방법

ICS 17.140.20, 97.030
KS C IEC 60704- 2-6 2002.6.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음 측정 방법 - 제2부 : 회전식 건조기의 개별 요구사항
IEC 60704-2-6 일치화

회전식 건조기의 소음 측정 방법

회전체 시험의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의 평

ICS 17.220.99, 29.035.01

KS C IEC 61251 2002.6.24 전기절연재료- 교류전압 내구성 평가- 서
IEC 61251 일치화

전기절연재료의 교류전압 내구성 평가 서론

ICS 17.220.99, 29.035.01

ICS 17.140.20, 97.060
KS C IEC 60167 2002.6.24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704- 2-7 2002.6.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IEC 60167 일치화

절연재료의 저항 측정방법

ICS 29.035.01

음 측정방법 -제2부 : 팬의 개별요구사항
IEC 60704-2-7 일치화

팬의 소음 측정 방법

KSC IEC 60034- 12 2002.6.29 회전기기 제12부 : 660V이하의 단일속
삼상농형유도전동기의 기동특성

ICS 17.140.20, 23.120

IEC 60034-12 일치화
KS C IEC 60704- 3 2002.6.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

삼상농형유도전동기의 기동특성

ICS 29.160.30

측정방법 - 제3부 : 표시 소음 방출값 결정 및 검증 절차
IEC 60704-3 일치화

소음 측정 값 결정 및 검증 절차

KSC IEC 60034- 14 2002.6.29 회전기기 제14부 : 56mm이상의 축높
를 갖는 회전기기의 기계적 진동 - 측정, 평가 및 진동한도

ICS 17.140.20, 97.030

IEC 60034-14 일치화
KS C IEC 61284 2002.6.24 가공선로- 부속품의 요구사항 및 시험
IEC 61284 일치화

회전기기의 기계적 진동 측정

ICS 29.160.01

가공선로 부속품의 요구사항 및 시험
KSC IEC 60034- 15 2002.6.29 회전기기 제15부 : 형상권 고정자 코

ICS 29.240.20

을 갖는 회전기기의 임펄스 내전압
KS C IEC 61773 2002.6.24 가공선로- 구조물기초의 시험
IEC 61773 일치화

IEC 60034-3 일치화

회전기기의 임펄스 내전압

ICS 29.160

가공선로 구조물 기초 시험
KSC IEC 60034- 16- 1 2002.6.29 회전기기 제16부 : 동기기 여자시스

ICS 29.240.20

- 제1장 : 정의
KS C IEC 61854 2002.6.24 가공선로- 스페이서의 시험 및 요구사항
IEC 61854 일치화

가공선로의 스페이서의 시험 및 요구사항

IEC 60034-16-1 일치화

회전기기 동기기 여자시스템의 정의

ICS 29.160

ICS 29.240.20
KS C IEC 60077- 1 2002.6.29 철도 차량용 전기설비 - 제1부 : 일
KS C IEC 61897 2002.6.24 가공선로- 스톡브리지형 미세진동 댐퍼
시험 및 요구사항
IEC 61897 일치화
항

요구사항
IEC 60077-1 일치화

가공선로의 미세진동 댐퍼의 시험 및 요구사

철도용 전기설비의 일반요구사항

ICS 29.280

ICS 29.240.20
KS C IEC 60077- 2 2002.6.29 철도 차량용 전기설비 - 제2부 :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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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050-551 일치화

IEC 60077-2 일치화

철도용 전기부품의 일반요구사항

전력전자에 대한 국제전기기술용어

ICS 01.040.29, 01.040.31

ICS 45.060
KS C IEC 60146- 1- 1 2002.6.18 반도체컨버터 일반요구사항 및 선전
KS C IEC 60310 2002.6.29 견인용 변압기 및 유도기의 개별 요구

컨버터 제 1- 1부 기본 요구사양

사항

IEC 60146-1-1 일치화

IEC 60310 일치화

변압기 및 유도기의 요구사항

구사항

반도체 컨버터 및 선전류 컨버터의 기본요

ICS 29.200, 29.045

ICS 29.180, 29.280
KS C IEC 60146- 1- 2 2002.6.18 반도체컨버터 일반요구사항 및 선전
KS C IEC 60322 2002.6.29 철도 차량용 전기설비 - 개방형 전력 저

컨버터 제 1- 2부 적용지침

기의 개별 요구사항

IEC 60146-1-2 일치화

IEC 60322 일치화

철도용 저항기의 요구사항

ICS 29.280

침

반도체 컨버터 및 선전류 컨버터의 적용지

ICS 29.200, 29.045

KS C IEC 60349- 1 2002.6.29 전기견인 철도 차량용 및 도로 차량

KS C IEC 60146- 1- 3 2002.6.18 반도체컨버터 일반요구사항 및 선전

회전기기 - 제1부 : 컨버터 구동형 교류 전동기 이외 기기의 개별 요

컨버터 제 1- 3부 변압기 및 리액터

구사항

IEC 60146-1-3 일치화

IEC 60349-1 일치화
기기의 요구사항

철도 및 차량용 회전기의 교류 전동기 이외

및 리액터

반도체 컨버터 및 선전류 컨버터의 변압기

ICS 29.180, 29.045

ICS 29.280
KS C IEC 60146-6 2002.6.18 반도체컨버터 - 제 6부 : 반도체컨버터

KS C IEC 60349- 2 2002.6.29 전기견인 철도 차량용 및 도로 차량
회전기기 - 제2부 : 컨버터 구동형 교류 전동기의 개별 요구사항
IEC 60349-2 일치화

철도 및 차량용 회전기 전동기의 요구사항

퓨즈에 의한 과전류 보호지침
IEC 60146-6 일치화

반도체 컨버터의 과전류 보호지침

ICS 29.200

ICS 29.280
KS C IEC 60450 2002.6.15 신규 및 열화된 절연지의 평균 중합도
KS C IEC 60571 2002.6.29 철도 차량용 전자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IEC 60571 일치화

철도용 전자기기의 요구사항

ICS 45.060

측정
IEC 60450 일치화

절연지의 중합도 측정

ICS 17.220.99, 29.035.01
KS C IEC 60850 2002.6.29 철도용 견인 시스템의 공급전압
IEC 60850 일치화

철도용 견인 시스템의 공급전압

ICS 29.280

KS C IEC 60426 2002.6.15 절연재료의 전해부식 측정방법
IEC 60426 일치화

KS C IEC 61133 2002.6.29 전기견인 및 엔진견인 철도 차량의 사용

절연재료의 측정방법

ICS 17.220.99, 29.035.01

전 완성차 시험방법
IEC 61133 일치화

철도 차량 사용전 시험 방법

ICS 45.060

KS C IEC 60371- 1 2002.6.15 마이카 절연재료의 사양 - 제1부 용어
의 및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1373 2002.6.29 철도 차량 설비의 충격 및 진동시험방법
IEC 61373 일치화

철도 차량의 충격 및 진동 시험방법

IEC 60371-1 일치화

절연재료의 정의 및 일반요구사항

ICS 29.035.50

ICS 45.060
KS C IEC 60377- 1 2002.6.15 주파수 300 MHz이상에서 절연재료
KS C IEC 60050- 101 2002.6.18 국제전기기술용어 제 101부 수학
IEC 60050-101 일치화

수학에 대한 국제전기기술용어

ICS 01.040.07
KS C IEC 60050-551 2002.6.18 국제전기기술용어 제 551부 전력전

유전특성 측정방법 - 제1부 일반사항
IEC 60377-1 일치화

절연재료의 일반사항

ICS 17.220.99, 29.035.01
KS C IEC 60377- 2 2002.6.15 주파수 300 MHz이상에서 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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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특성 측정방법 - 제2부 공진법
IEC 60377-2 일치화

SI 단위로 통일
KS C 3303 2002.6.15 고무 코드

절연재료의 공진법

SI 단위로 통일

ICS 17.220.99, 29.035.01
KSC IEC 60320- 1 2002.6.29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IEC 60320-1 일치화

KS C 3304 2002.6.15 비닐 코드
SI 단위로 통일

제1부 : 일반요구사항
커플러의 일반요구사항

ICS 29.120.30
KS C 3306 2002.6.15 8자형 옥외 전화선

KSC IEC 60320-2- 1 2002.6.29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SI 단위로 통일

제2- 1부 : 재봉기용 커플러
IEC 60320-2-1 일치화

재봉기용 커플러

ICS 29.120.30

KS C 3313 2002.6.15 옥외용 비닐절연 전선
SI 단위로 통일

KSC IEC 60320-2- 2 2002.6.29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제2-2부 : 가정용 및 유사설비의 상호연결 커플러
IEC 60320-2-2 일치화

상호연결 커플러

ICS 29.120.30

KSC IEC 60998-2- 2 2002.6.29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저압용 접속기
- 제2- 2부 : 꽂음형 전선커넥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998-2-2 일치화

KS C 3315 2002.6.15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SI 단위로 통일
KS C 3317 2002.6.15 600V 고무절연 캡타이어 케이블
SI 단위로 통일

꽂음용 전선커넥터의 요구사항
KS C 3321 2002.6.15 용접용 케이블

ICS 29.120.20

SI 단위로 통일
KSC IEC 60998-2- 3 2002.6.29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저압용 접속기
- 제2- 3부 : 절연관통형 전선커넥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998-2-3 일치화

절연관통형 전선커넥터의 요구사항

KS C 3324 2002.6.15 고압 인하용 절연 전선
SI 단위로 통일

ICS 29.120.20
KS C 9804 2002.6.29 전기 물끊이기
KSC IEC 60998-2- 4 2002.6.29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저압용 접속기

SI 단위로 통일

- 제2- 4부 : 트위스트형 전선커넥터의 개별요구사항
IEC 60998-2-4 일치화

트위스트형 전선커넥터의 요구사항

SI 단위로 통일

ICS 29.120.20
KSC IEC 60998-2- 5 2002.6.29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저압용 접속기
- 제2- 5부 : 단자 또는 접속기구용 접속박스의 개별요구사항
IEC 60998-2-5 일치화
항

KS C 9220 2002.6.29 전기장판

KS C 9209 2002.6.29 모발 컬기
SI 단위로 통일

단자 또는 접속기구용 접속박스의 요구사

ICS 29.120.20

KS C 9207 2002.6.29 전기 로스터
SI 단위로 통일

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KS C 3131 2002.6.15 고압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SI 단위로 통일
KS C 3132 2002.6.15 600V EP 고무 절연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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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9205 2002.6.29 전기 스토브
SI 단위로 통일
KS C 9204 2002.6.29 전기 재봉 인두
SI 단위로 통일
KS C 9203 2002.6.29 전기 곤로

SI 단위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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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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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번호

규 격 명 칭

27

IEC 60519- 6

Safety in electroheat installations - Part 6: Specifications for safety in
industrial microwave heating equipment

33

IEC 60831- 1
Ed.2.0

Amendment 2 to IEC 60831- 1 Ed.2.0

34C

IEC 60384- 22

Fixed capacitors for use in electronic equipment - Part 22: Sectional
specification: Fixed surface mount multilayer capacitors of ceramic
dielectric, Class 2 This document is circulated again to include
comments made on the CD draft and SUPERSEDES 40/1278/CDV

42

IEC 60052 Ed.3

Recommendations for voltage measurement by means of standard air
gaps

46

IEC/PAS 62338
Ed. 1.0

Coupling attenuation, triaxial method

46C

IEC 61156- 7

Symmetrical pair cables for digital and analog communications with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up to 1200 MHz - Sectional specification

46C

IEC 61156- 7- 1

Symmetrical pair cables for digital and analog communications with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up to 1200 MHz - Blank detail specification

46C

IEC 61156- 7- 2

Symmetrical pair cables for digital and analog communications with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up to 1200 MHz - Quality assessment
procedure - Sectional specification

46C

IEC 61156- 1,
Ed. 2

Multicore and symmetrical pair/quad cables for digital communications Part 1: Generic specification for test methods - Bending tests - Tensile
performance of the cable: cold bend performance

46C

IEC 62255- 1

Multicore and symmetrical pair/quad cables for broadband digital
communications (High bit rate Digital access Telecommunication
Network) - Outside plant cables - Part 1: Generic specification

47

IEC 60749- 1
Ed. 1

Semiconductor devices - Mechanical and climatic test methods - Part
1: General

47C

IEC 61988- 2- 1
Ed. 1

Plasma display panels - Part 2- 1: Measuring methods - optical

47D

IEC 60191- 6 Ed.2

Mechanical standardization of semiconductor devices - Part 6: General
rules for the preparation of outline drawings of surface mounted
semiconductor device packages

48B

IEC 61076- 3- 103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Detail specification for rectangular
connectors with non- removable ribbon cable contacts on 1.25 mm pitch
single row used with high speed serial data connector (hssdc

TC/SC

규격 번호

규 격 명 칭

48B

IEC 60512- 23- 7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Tests and measurements - Part
23- 7: Screening and filtering tests - Test 23g: Effective transfer
impedance of connectors

49

IEC 61592 TR
Ed 2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 - Guidelines for consumer panel testing

59E

IEC 60311 Ed 4.0

Electric Irons for Household or similar use - Methods for measuring
performance

59E

IEC 60311 Ed 4.0

Electric Irons for Household or similar use - Methods for measuring
performance

61

IEC 60335- 2- 80
Ed 2.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 8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fans

61

IEC 60335- 2- 30
Ed. 4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room heaters

61

IEC 60335- 2- 44,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Part 2- 44 Ed. 3
ironers

61

IEC 60335- 2- 17
Ed. 2

Particular requirements for heated blankets, pads and similar flexible
heating appliances.

61

IEC 60335- 2- 29
Ed. 4

Particular requirements for battery chargers.

61

IEC 60335- 2- 35
Ed 4.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instantaneous water heaters

61

IEC 60335- 2- 56,
Ed.3.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projectors and similar appliances

61

IEC 60335- 2- 59,
Ed.3.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insect killers

61

IEC 60335- 2- 61,
Ed.2.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rmal storage heaters

61

IEC 60335- 2- 65,
Ed.2.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air- cleaning appliances

61

IEC 60335- 2- 66,
Ed.2.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water- bed heaters

61

IEC 60335- 2- 73
Ed 2.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fixed immersion he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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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명 칭

61

IEC 60335- 2- 74,
Ed. 2.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portable immersion heaters

61

IEC 60335- 2- 81
Ed.2.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foot warmers and heating mats

61

IEC 60335- 2- 103
Ed 1.0

Part 2- 103: Particular requirements for drives for gates, doors and
windows

61

IEC 60335- 2- 14
Ed. 4.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kitchen machines

61

IEC 60335- 2- 27,
Ed.4.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appliances for skin exposure to ultraviolet
and infrared radiation

61F

IEC 60335- 2- 10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hand- held mains- operated garden vacuums,
garden blower/vacuums and garden blowers

62A

IEC 60601- 1- 8
Ed. 1.0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1- 8: General requirements for safety
- Collateral Standard: Alarm systems - Requirements, tests and
guidelines - General requirements and guidelines for alarm systems in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and in medical electrical systems

62A

IEC 62296

Considerations of unaddressed safety aspects in the Second Edition of
IEC 60601- 1 and proposals for new requirements

62B

IEC 60601- 2- 44
Ed.2, Amd. 1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2- 44: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safety of X- ray equipment for computed tomography

62C

IEC 61676 Ed. 1.0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Dosimetric instruments used for
non- invasive measurement of X- ray tube potential in diagnostic
radiology

62D

IEC 60601- 2- 4
Ed. 2.0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2- 4: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safety of cardiac defibrillators

65C

IEC/PAS 61804- 1,
Ed. 1

Function blocks for process control - Part 1: Overview of system
aspects

65C

IEC/PAS 61804- 2, Function blocks for process control - Part 2: Specification of FB
Ed. 1
concept and Electronic Device Description Language (EDDL)

68

Amendment 1 to Informative Annex 'Epstein to SST relationship for grain- oriented sheet
IEC 60404- 3 Ed.2 steel' - Methods of measurement of the magnetic properties of
magnetic sheet and strip by means of a single sheet tester

72

IEC 60730- 2- 9 Ed. Automatic electrical controls for household and similar use - Part 2- 9:
2, Amd. 2, 6, 7,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emperature sensing controls
11

TC/SC

규격 번호

규 격 명 칭

72

IEC 60730- 2- 5,
Ed. 3 Amd.1

Automatic electrical controls for household and similar use - Part 2- 5:
Particular requirements for automatic electrical burner control systems

78

IEC 60903 Ed. 2

Live working - Gloves of insulating material The target date for voting
was wrong, it is should be 2 months. It has been changed from
2002- 09- 06 to 2002- 08- 02 for the rest of the text, please refer to
78/462/FDIS

80

IEC 61097- 2 Ed.2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GMDSS) - Part 2:
COSPAS- SARSAT EPIRB - Satellite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operating on 406 MHz - Operational an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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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A

IEC 60793- 1- 48
Ed.1

Optical fibres - Part 1- 48 : Measurement methods and test procedures
- Polarisation mode dispersion.

86B

IEC 62005- 7 Ed 1 Fibre optic interconnecting devices and passive components

86B

IEC 61300- 3- 26
Ed 2

Basic test and measurement procedures - Part 3- 26: Examinations and
measurements - Measurement of the angular misalignment between
fibre and ferrule axes

86C

IEC 61282- 2- TR

Fibre optic communication design guides - Part 2: Multimode and
single- mode Gbit/s applications - Gigabit ethernet model

86C

IEC 61291- 4
Ed 1.0

Optical amplifiers - Part 4: Multichannel applications - Performance
specification template

86C

IEC 62149- 5
Ed 1.0

Fibre optic active components and devices - Performance standards Part 5: ATM- PON transceivers with LD driver

86C

IEC 61290- 5- 2
Ed 1.0

Optical amplifier test methods - Part 5- 2: Reflectance parameters Electrical spectrum analyzer method

89

IEC 60695- 5- 3,
TS, Ed.1

Fire hazard testing - Part 5- 3: Corrosion damage effects of fire effluent
- Leakage current and metal loss test method - (The French version
will be circulated later)

89

IEC 60695- 10- 2,
Ed.2

Fire hazard testing - Part 10- 2: Abnormal heat - Ball pressure test (The French version will be submitted at the FDIS stage)

91

IEC
Ed.1

61249- 2- 1 Materials for printed boards and other interconnection structures - Part
2- 1: Sectional specification set for reinforced base materials, clad and
unclad - Phenolic cellulose paper reinforced laminate sheet, economic
grade, copper c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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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IEC 61249- 2- 2
Ed.1

Materials for printed boards and other interconnection structures - Part
2- 2: Sectional specification - Phenolic cellulose paper reinforced
laminate, high electrical grade, copper clad

91

IEC 62137, Ed.1

Environmental and endurance testing - Environmental and endurance
test methods for FBGA, BGA, FLGA, LGA, SON and QFN package on
mounting condition

100

IEC 60268- 16,
Ed. 3

Sound system equipment - Part 16: Objective rating of speech
intelligibility by speech transmission index

100

IEC 61606- 1
Ed. 1.0

Audio and audiovisual equipment - Digital audio parts - Basic
measurement methods of audio characteristics - Part 1: General

100

IEC 61606- 2
Ed. 1.0

Audio and audiovisual equipment - Digital audio parts - Basic
measurement methods of audio characteristics - Part 2: Consumer use

CIS

CISPR 11 Am. 2
Ed. 3.0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ISM) radio- frequency equipment Electromagnetic disturbance characteristics -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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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4- 21: Testing
measurement techniques - Reverberation Chamber Test Methods

and

WTO/TBT 통보문
등록번호 통보국가
23

33

멕시코
브라질

분류

해당품목

캐나다

시행일

주요내용

식품/약품/ 우유, 유동식, 2002- 06-

우유, 유동식, 혼합우유제품의 설명, 물리화학적

의료기기 혼합우유제품03

요건, 정보, 시험방법 관련 멕시코 공식 표준안

자동차/

도로용차량 2002- 06-

수송
38

통보일

도로용 차량의 오염가스 및 소음 배출의 최대치
를 규정하는 기술규정

03

섬유/화학/ 산업용 유해 2002- 06-

특정 환경 유해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환경

PIC(Prior Informed Consent, 사전동의) 절차에

화학물질 및 05
살충제

관한 로테르담 협약을 캐나다가 이행토록 허가
하는 규정(안)

14

스페인

기타

경장섭식 2002- 06(enteral

특수 의료용 식품의 라벨링 관련 요건. 이와 같
은 용도의 식품의 특성, 용도, 사용 설명 및 주

05

의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

feeding)
14

33

EC

칠레

식품/약품/ 사료첨가물 2002- 06-

사료 첨가물의 안전성 평가, 허가, 감독, 라벨링

의료기기

요건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제안

식품/약품/

05
포장식품 2002- 06-

의료기기
46

아르헨티나 식품/약품/

포장식품의 라벨링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

05
조제약

의료기기

2002- 06- 2002-04- 판매대에서 팔리거나 물약 형태로 조제된, 에틸
05

13

알콜을 함유한 조제약은 용량 당 몇 %의 에틸
알콜을 함유하고 있는지 라벨 및 스티커에 표시
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설립

47

아르헨티나 식품/약품/ 동물성제품 2002- 06- 2002-03- 동물성 제품 관련 결의안. 품질 및 절차 안내서
의료기기

15

EC

식품/약품/

06

13

와인제품 2002- 06- 2003-01- 기만적 관행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기

10

01

일부 와인 제품의 라벨에 상세내용을 의무적으
로 표시해야 한다는 위원회 규정

2

39

41

중국
캐나다
캐나다

식품/약품/

식품 및

2002- 06- 2002-07

식품 및 화장품의 품질 관리, 검사, 검역 관련

의료기기

화장품

11

고시

식품/약품/

니코틴

2002- 06-

의료기기

흡입기

11

섬유/화학/
환경

독소물질 2002- 0611

- 01

식품 및 약품 규정의 개정(안)
캐나다 환경 보호법 별표1에 독소물질을 추가하
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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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5

캐나다
네덜란드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섬유/화학/ 살충제

2002- 06-

환경

12

자동차/
수송

맹점(blind

시행일

주요내용
캐나다 환경 보호 법 별표3을 개정하는 법안

2002- 06- 2002-09- 거울, 카메라/모니터 같이 이른바 맹점(blind

spot)을 줄이 18

01

spot)을 줄이고 시야 영역을 넓히기 위한 고안
품과 관련한 차량 규정의 개정 법안

기 위한 고안
품
3

중국

기타

살균제품

2002- 06- 2002-07- 살균 관련 위생 요건을 제공하는 조치
21

13

스웨덴

01

섬유/화학/ 휘발유

2002- 06- 2002- 11- 차량 휘발유 관련 개정 법령. 주유소 및 알킬레

환경

25

01

이트 휘발유 배부처의 휘발유 펌프에 쓰이는
노즐은 23.7밀리미터 이상의 최소외부직경을 가
져야 하고, 알킬레이트 휘발유 배부용 휘발유
펌프는 2행정 엔진의 알킬레이트 휘발유 라는
라벨을 붙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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