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뉴스

2002년 1차 서비스품질

정보보안 경영시대

우수기업인증서 수여

열린다

기술표준원은 2002. 7. 15(월), 14:00 기술표준원

기업경영에 있어 중요 기밀정보와 고객정보등을

강당에서 서비스품질이 우수한 백화점, 할인점, TV

체계적으로 보호하면서, 기업의 정보보안 능력을

홈쇼핑, 택배 등 9개 업종의 26개 사업장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보안경영 실무지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침이 국가표준(KS)으로 마련되었다.

서비스산업 발전 인프라구축 일환으로 2001년부
터 서비스산업 국가표준(KS) 제정과 더불어 시행

기술표준원은 안전한 정보보안시스템 구축과 보

하고 있는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서비스

안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표준 가이드라인을 명시한

품질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사

정보보안경영 실무지침을 KS 규격으로 제정했다.

업장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

이 KS규격은 인사보안, 자산 관리, 외부침입에

여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 인

대한 물리적 경비, 내부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환경

증하는 제도이다.

적 관리,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 정보시스템에 대
한 접근관리 등의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업체에 대해서

술표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우리기업이 정보보

는 지식기반서비스지원자금을 포함한 정책자금지원

안경영이라는 신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신

등 정부의 각종 정책추진시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뢰할 만한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을 글로벌스탠다드에

선정기업의 프로필과 서비스품질 우수성 등을 소개

적합하게 구축할 수 있는 핵심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인증기업 및 관련 기

하게 될 전망이다.

관·단체 등에 배포하여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

또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안규정을 제정하고자

고, 기술표준원 및 한국표준협회등 집행기관의 홈

하여도 참고할 만한 규격이 없는 상황에서 이 규격

페이지에도 수록할 계획이다.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은 기업의 보안규정이나 보안정책 수립에도 많은

인증제도는 연중 수시로 인증을 실시하며, 신청업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체는 심사원의 여비와 수당 등 최소한의 심사비용
을 부담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

이 정보보안경영 KS 규격은 정보보안 국제표준

은 2년이나 기간만료시 재평가를 받아 기간연장이

화 규격인 ISO 17799를 토대로 제정됐으며 보안

가능하다.

정책, 조직보안, 접근관리, 인사보안등 10개 항목
36개 관리목표와 127개 세부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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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개발하여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서 알려지게

제3회 플라스틱 파이프
심포지움 개최

되었다. 참석한 GASTEC의 전문가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업체에서는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고
자 하는 의지를 보여 관련 전문가들과의 검토를 거
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파이프 분야의 학계, 연구소 및 기업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제3회 플라스틱 파이프
심포지움이 7월 25일(목)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국내 플라스틱 파이프 관련기술이 소재면에서는

세탁에 의한 의류색상 손상
및 오염 평가방법,
국제규격과의 일치화 추진

앞서 있는 데에 비해 대부분의 가공업체는 품질관
리와 기술향상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2000년에 처음
으로 심포지움을 시작하여, 업계에 최신 기술동향
및 표준화 정보를 제공하여 품질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민간업계에 표준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금번 심포지움에서는 ISO/TC 138/ SC 4(가스공
급용 플라스틱 관)의 국제간사를 맡고 있는 네델란
드 GASTEC에서 참석한 전문가의 강의가 있어 유
럽의 선진기술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국외 유명기관에 국내 기술 수준 및 표준
역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국내외 업체의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전시를 통해 관련업계에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그 중 국내 한
벤처기업에서 전시한 기술은 세계최초로 개발한 초
음파에 의한 폴리에틸렌 파이프의 융착성을 평가하
는 기술로써 미국의 GRI 등에서도 개발을 시도한
바 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는데 국내의 벤처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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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은 국내 섬유관련 한국산업규격(KS)
의 선진화를 이루고, 이를 통한 섬유제품의 수출경
쟁력 제고를 위해 세탁견뢰도 시험방법에 대한 9종
의 신규 규격을 제정함으로써 국제규격과의 일치화
를 추진키로 하였다.
세탁견뢰도는 섬유제품의 세탁시 탈색(물빠짐)정
도와 다른 섬유제품에 대한 오염정도를 평가하는
시험방법으로서, 염색된 섬유제품의 품질을 결정하
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KS에는 1종의 세탁견뢰도 시험방법에 대
한 규격(KS K 0430 세탁에 대한 염색견뢰도 시험
방법)이 있으나, 국제규격인 ISO에서는 9종(ISO
105 Colour fastness to washing 등)의 규격을 운
영하고 있다.
현행 KS는 우리나라 섬유류의 주 수출지역인미
주 및 유럽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ISO규격과 그
내용이 상이하여, 국내 염색가공업체에서는 내수용
제품의 경우 KS, 수출용 제품인 경우 ISO규격에

기술표준뉴스

조」제조업계로부터 관련규격 개정요청이 있어

라 품질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 많은 불편함을 호
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세탁견뢰도

KS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관련 KS를 ISO규격과 일치화된 규격으로 신규 제

이에 따라 이 규격개정이 국민들의 관심사인 점

정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불편 해소는 물론 국내 섬

을 감안하여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기술전문가회의,

유제품의수출경쟁력제고에 기여토록할계획이다.

산업표준심의회의, 규격개정 용역 등 일련의 조치

신규 제정되는 규격은 시험설비면에서는 기존 규

를 통하여 규격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최종 심

격과 동일하나, 시험편의 크기 및 세탁액의 조성 등

의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번 공청회를

을 변경하였는데, 현재 예고중인 이들 규격은 금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은 KS 규격에 대한 최종의결기

8월중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관인 산업표준심의회에 상정하여 바람직한 방향으
로 규격을 개정할 계획이다.

재활용 폴리에틸렌제
정화조 규격개정에 관한

제7차 국산개발 우수
신기술제품 상설전시

공청회 개최

우수 국산개발자본재 및 신기술 인증제품을 상설
기술표준원은 2002년 7월 30일 현재 정화조 관

전시하여수요자의인식제고및품질의우수성을홍보

련업계의 관심사인 KS M 3604(재활용 폴리에틸

함으로써 개발제품 및 업체에 대한 판로지원, 개발의

렌제 정화조)에 대한 규격개정(안)을 심의하기에

욕고취하고자신기술인증(NT : New Technology)

앞서 정부, 제조업계, 관련전문가, 소비자 등 관계

및 품질인증(EM: Excellent Machine, Mech-

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

anism, Material) 제품에 대하여 2002년 8월 1일

최하였다.

(목)부터 기술표준원 상설전시장에서 한전기공(주)

재생 폴리에틸렌제 정화조는 그간 국회내의 환경

: 가스터빈 연소기 바스켓 등 15품목에 대하여 제7

포럼을 비롯한 여러 환경단체에서 지하수와 토양을

차국산개발우수 신기술제품을상설전시하고있다.

오염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많은 논

본 상설전시는 7번째 전시이며 앞으로 6개월간

란이 있어 온 제품이다. 지금까지는「오수·분뇨

성설전시한다.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일

장

소 :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본관1층로비

체형 정화조」
에 국한하여 제조토록 하는 조치가 환

규

모 : 진열장(1,000×600×3,000mm) 15개

경부에 의해 취해져 왔으나, 기존의「접합형 정화

전시품목 : 한전기공(주) 가스터빈 연소기 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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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켓 등 15품목
- 연중 상설 전시(6개월 전시후 교체 전시)
전시기간 : 2002. 8.～2003. 1.

- 접

수 : 8월 19일 12:00- 13:00

- 교육시간 : 8월 19일(13:00- 17:00)
8월 20일～8월 23일(09:00- 18:00)

2002 부산지역
신뢰성평가 전문인력
양성교육 안내
기술표준원(신뢰성과)은 부품·소재 신뢰성평

고장물리 및 고장분석과정
- 2002년 9월 3일～2002년 9월 6일 (4일)
- 접

수 : 9월 3일 08:00-09:00

- 교육시간 : 9월 3일～9월 6일(09:00- 18:00)
교육장소 : 부산대학교 산학협동관 세미나실

가·인증 및 신뢰성향상 활동에 필요한 신뢰성 평
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신뢰성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교육 시간 및 인원
- 교육시간 : 신뢰성 분석 및 시험과정(36시간)
고장물리및 고장분석과정(32시간)

교육대상

- 교육인원 : 40명 (선착순 모집)

신뢰성평가센터 전담인력 및 산업현장의 신뢰
성 담당인력

교육훈련비 : 무료
※ 식비, 교통비 및 숙박비는 수강생부담

교육과정, 일정 및 접수
신뢰성 분석 및 시험과정
- 2002년 8월 19일～2002년 8월 23일 (5일)

상세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 ats. go.
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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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경영실무지침 규격(KS X17799 )
개발배경 및 주요내용
전자거래표준과 공업연구사 차재현
02) 509- 7338 chajh@ats.go.kr

1. 정보보안의 필요성

서비스를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
으로 정보보안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정보는 기업 또는 기관 등 당해 조직의 다양한
가치를 지니는 자료로써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보
호되어야 할 자산이다. 정보는 많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종이로 인쇄되거나 쓰여질 수 있고, 전자
적으로 저장될 수 있고, 우편이나 전자매체를 통하
여 전달될 수 있으며, 필름으로 보여지거나 대화로
말해질 수도 있다.
정보보안은 외부의 광범위한 위협으로부터 자신
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과 절차로서, 대상정
보의 형태 또는 정보의 공유 및 저장수단이 무엇이
든 간에 항상 적절한 보호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
어야 한다.
정보보안은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의 특징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기밀성이란 인증되지 않은 폭로 또는 지
적 침해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하
고, 무결성은 정보와 소프트웨어의 정확성 및 완전
성에 의하여 명확하게 보호된다는 보장을 말하며,
가용성은 사용자의 정보요구에 대하여 대상정보와

오늘날의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는 컴퓨터를이
용한 사기, 스파이 활동, 방해공작, 파괴행위, 화재
또는 홍수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원인들로부
터 충분한 보호장치없이 더욱 빈번하고, 더욱 대규
모적이며,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와 컴퓨터 해킹 등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
는 실정이다. 일반조직에 있어서 정보시스템과 서
비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이 보안
위협에 더욱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 및
개인 네트워크의 상호접속과 정보자원의 공유는 점
점 보안관리의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네
트워킹 기반의 정보시스템 확산은 여러 가지 편리
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반대로 심각한 보안의 취약
성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사용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시스템은 업무처리를 위한
관점에서만 집중적으로 고려되고 설계되며 안전성
에 대해서는 설계시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기 때문
에, 기술적 수단만으로 보안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조직의 구성원 및 보안절차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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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전반적인 대응여부가 성공적인 정보보안을

스탠다드에 적합하게 구축할 수 있는 핵심가이드라

결정짓게 된다. 이번에 KS로 제정된 정보보안경영

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실무지침은 조직적인 정보보안을 준비하는 많은 기
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을 찾는 이유는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범죄로 인한 기업의 손실은

2. 정보보안경영
기업경영에 있어 기밀정보와 고객정보 등을 체계
적으로 보호하면서 기업의 정보보안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
급과 기업들의 e-비즈니스 활성화와 비례해 보안사
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능적인 정보유출과 해킹 등
에 대한 완벽한 정보보안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안규정을 제정하고자
하여도 참고할만한 규격도 없고 어떤 방법에 의하
여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또한 인터넷망을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하거나 은

기업의 이윤보다 클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
이외에도 회사직원들의 실수와 네트워크 장애 등
내부적인 손실 요인을 감안하면 기업들의 피해 규
모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
그러므로 정보보안경영 실무지침에는 기업의 사
고 예방과 위험의 조기발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
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고 있다.

3. 정보보안경영 실무지침(KS X 17799)
의 제정배경

행거래를 하는 고객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해

정보보안경영시스템 규격은 2000년 전세계 각국

킹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의 주요기관의 홈페이지 해킹소동과 전자상거래 확

이런 우려를 씻어주고 특정기업에 안정된 정보보

산에 따른 사이버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더욱 요구

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되고 있으며 또한,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기업의 보

이번 KS규격 제정에 안전한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안경영이 국제적으로 급속히 부각되어 각국의 요청

과 보안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표준 가이드라인을

에 따라 정보보안국제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표

명시한 정보보안경영실무지침을 제정하였다.

준화기구(ISO) 정보기술위원회 산하의 정보보안분

정보보안경영실무지침에는 인사보안, 자산관리,
외부침입에 대한 물리적 경비, 내부자료 유출방지

과위원회(JTC1 SC27)에서 2000년 12월 ISO
17799를 제정하였다.

를 위한 환경적 관리,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 정보

ISO 17799( Information technology- Code of

시스템에 대한 접근관리 등의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practice for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을 위한 기술표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우리기업

는 1998년에 영국에서 정보보안경영인증이 필요한

이 정보보안경영이라는 신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안

조직의 요청에 의하여 제정된 BS7799를 기본으로

전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을 글로벌

하여 신속제정 프로그램(Fast Track)에 따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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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국제표준규격이다.

워크 관리 등 정보시스템의 보안 대책으로 구성되

정보보안 표준 규격을 제정하고 있는 JTC1

어 있으며 10개 항목에 걸쳐 36개의 관리목표와

SC27에서 한국 대표(NB)로서 활동하고 있는 기술

127개의 세부관리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되

표준원은 정보보안분야의 표준을 주도적으로 이끌

어있다.

고 있으며 작년(2001년) 10월에는 서울에서 SC27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JTC1 SC27의 총회원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7개국(정회원 26개국, 부회
원 11개국)이며, 담당하고 있는 국제표준분야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경영, 전자지불보안 등에
관련된 암호기술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디지털서명, 전자서
명기술
·정보보안제품 평가 및 국가별 인증서비스 기술
등이다.
기술표준원은 점차 외국의 바이어들이 정보보안
경영시스템이 인증된 기업에서 나온 제품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 정보보안경영시스
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서 ISO 17799를 한국산업
규격(KS)으로 도입하였으며, 국제적으로도 정보보
안관리에 대한 논의가 매우 크게 확대되고 있어 적
절한 시기에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보보안경
영을 국내 도입으로 국내기업의 신뢰성 확보와 경
쟁력 향상을 기할 수 있으며 우리기업의 정보보안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4. 정보보안경영 실무지침(KS X 17799)
주요 내용

정보보안경영을 위한 10개 주요 관리항목으로는
1) 보안정책(Security Policy) : 정보보안경영시
스템의 구축을 위한 경영정책 수립에 관한 방
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 조직보안(Organizational Security) : 조직
전체의 보안업무의 총괄 및 보안지침 등을
제정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제3자 접근
및 아웃소싱에 대한 보안관리방안도 포함되
어 있다.
3) 자산분류 및 관리(Asset Classification and
Control) : 효율적인 보안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보호자산을 식별, 분류하고, 각 자
산별로 보안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4) 인사보안(Personnel Security) : 내부직원에
대한 보안책임을 규정하여 실수, 절도 또는
남용에 의한 보안위험을 줄이는 방안규정으
로 보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훈련방안
이 포함되어 있다.
5) 물리적 및 환경적보안(Physical and Environmental Security) : 정보 및 사업장에 대
한 비인가자의 접근, 손상 및 방해를 예방하

정보보안경영실무지침 규격에는 인사, 조직, 경

기 위한 경비방안으로서 경비 및 보안구역,

비 대책 등 일반적인 보안 대책과 패스워드와 네트

장비에 물리적 및 환경적 보안 유지방안을 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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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는 규정을 하도록 하며

적인 보안사항을 정보보안경영이라 하며 이것은 경

6) 통신 및 운영관리 (Communications and

영자 및 관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조직내

Operations Management) : 정보보안경영시

의 모든 종업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급자,

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통신보안의 최적

고객 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고

화로서 정보처리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외부 조직으로부터의 전문가 조언도 필요할 수가

책임과 절차를 구분하며 바이러스 등 악성 소

있다.

프트웨어로부터의 보호방안을 수립하도록 하

정보보안경영은 최초 시스템설계단계에서부터

며,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방안을 규정하고

필요한 요구사항 명세서를 포함하여 설계된다면,

네트워크에서의 보안에 관한 운영절차 수립

상당히 경제적이며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시

과 조직간에 교환되는 정보의 손실, 변조를

스템에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

예방하기 위한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규정을

수적인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중요한

담고 있으며

분야로 분류되어 설계되어야 한다.

7) 접근관리(Access Control) : 네트워크정보의

·보안성이 약한 조직은 위험평가에서 모든 것

보호를 위하여 네트워크 사용자의 관리와 책

이 노출된다. 그러므로 수시로 위험평가를 시

임에 대하여 규정하는 네트워크 관리방안이

행하면 자산에 대한 위협이 파악되고, 보안유

있어야 하며

출사항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성 및 가능성이
평가되며 잠재적 영향이 예측된다.

8)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System Development and Maintenance) : 위험(Risk)에

·우리 조직과 조직의 교역 파트너, 계약자 및

대비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기술의 적

서비스 제공자가 만족해야 하는 법률적, 규제

용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방안을 수

적 및 계약상의 요구사항이다.

립하여야 하고

·조직이 자체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해 온 정보처리에 대한 조직 특유의 원칙, 목

9) 업무의 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적 및 요구사항이다.

Management) :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발생
시 주요업무처리를 중단없이 수행할 수 있도
록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보안요구사항은 보안위험에 대한 철저한 위험평
가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 위험평가기법은 위험

10) 준거성(Compliance) : 각종 법규 및 규정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시스템과 특정 시스

또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른 보안의무에 대

템의 요소 또는 서비스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전체

한 관리방안 등이 기술되어 있다.

조직 또는 조직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경영에 필요한 관리, 절차 등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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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선택한 관리를 구현하

이러한 모든 관리는 제한되지 않는 환경에서 모

기 위한 적절한 경영조치 및 우선 조치사항을 결정

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다. 비록 모든 관리시스템이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위험평가와 관리선택 프

중요할지라도, 그것의 적절성은 조직이 당면한 특

로세스는 조직 또는 개개 정보시스템의 상이한 부

정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분을 포함하기 위해 수 차례 수행될 수도 있다.

비록 상기 접근방식이 좋은 출발점으로 간주될지라

일단, 보안요구사항이 파악되면, 위험이 축소 가

도, 위험평가에 근거한 관리를 선택하는 것을 대신

능한 수준까지 감소된다는 것이 보장되는 관리시스

하지는 않는다.

템이 설정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리

많은 경험에 의한 결과로 다음 요인들이 포함되

시스템은 어떤 방법으로 전 분야에서 실행될 수 있

어야 보통 조직 내 정보보안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

으며 적절한 경우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

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해 새로운 관리시스템이 계획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모든 정보시스템이나 환

·사업목적을 반영하는 보안정책, 목적 및 활동
·조직문화에 일치하는 보안 이행의 접근방식

경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조직에 대

·경영자로부터의 가시적인 지원 및 책임

하여 실용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

·보안요구사항, 위험평가 및 위험경영관리에

여야 할 것이다.
법률요구사항은 정보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적인 법률적 사항에 근거를 두거나 조직의 정보보
안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세워야 한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직에 필수적인 것으
로는
·개인정보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조직의 기록보호
·지적재산권을 말할 수 있으며

대한 충분한 이해
·모든 관리자와 종업원에 대해 보안의 효과적
인 홍보
·모든 종업원과 계약자에게 정보보안정책 및
규격에 대한 지침의 배포
·적절한 교육훈련 및 교육의 제공
·정보보안경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피드백 제안을 위해 사용되는 포괄적이며 균
형된 측정시스템
이와 같은 모든 분야에서의 정보보안이구현되어

정보보안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야만 보안성이 높은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을 구축하

· 정보보안 정책 문서

였다고 볼 수 있다.

· 정보보안 책임의 할당

그러므로 기업에서 인증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 정보보안 교육 및 교육훈련

준비로는 인증을 받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다

· 보안사고 보고

음과 같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것은 ISO 9000 시스

· 업무연속성 관리가 있다.

템의 문서체계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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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범위
보안방침 매뉴얼

위험성평가,
적합성 보고서
절차를 기술

절차

누가 , 무엇을, 언제, 어디서

업무지침서, 점검표, 서식

특정 업무나 활동의 상세 내역을 설명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게

기록

이행될 활동의 객관적 증빙자료

그림 .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의 문서화 체계도

정보보안경영시스템 문서에 관한 내용이 준비되

·5단계 : 적절한 관리목표 및 방안을 실무지침의

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인증 준비를 확인한

세부항을 토대로 선정하고, 그 선정을

다. 이것은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라기보다 평소 기

정당화한다.

업의 보안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하면

·6단계 : 적용성 보고서를 작성한다. 설정한 관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목표 및 방안과 그것의 설정사유는 적용

·1단계 : 정보보호정책을 정의한다

성 보고서로 문서화한다. 이 보고서는

·2단계 : 정보보호 관리시스템의 범위를 정의한
다. 경계는 조직특성, 위치, 자산 및 기

세부항에 정의한 관리방안 중 제외된 것
을 전부 기록하여야 한다.

술 등의 요소로서 정의한다.
·3단계 : 정보자산의 파악 및 적절한 위험평가를

5. 맺음말

실시한다. 위험평가는 자산에 대한 위

앞으로 정보보안경영 실무지침에 따라 구축되는

협, 취약점 및 조직에 대한 영향을 식별

우리기업의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은 국내외 공인인증

하고 위험수준을 결정한다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수 있게 된다.

·4단계 : 관리하여야 하는 위험영역은 조직의 정

이것은 제3자가 인정해주는 인증이므로 관련된

보보안정책과 요구되는 보장수준을 토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받은

대로 식별하여야 한다.

우리기업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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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보의 관리능력을 공인받게 되는 것이다.

되면 외국 바이어들이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이 인증

인증결과에서 보면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의 독립

된 국내기업에서 나온 제품을 선택하는 요구사항을

적인 검토로 취약한 부분을 식별하여 개선할 기회

충족하고 수출에 대한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로 삼고 사업에 필수적인 정보자산의 보호와 내부

현재, 기업의 품질 및 환경경영을 보증하는 것으

조직의 위험을 줄이고 취약부분을 보완하여 경쟁력

로 널리 알려진 ISO9000(품질경영시스템), ISO

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서 상업적인 이미지를 높

14000(환경경영시스템)의 양대 경영시스템 인증과

여 요구기관 및 바이어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함께, ISO 17799(ISMS, Information Security

방법으로 이어져야 한다.

Management System; 정보보안경영시스템)에 의

그러므로 이번에 제정된 정보보안경영 실무지침

한 인증은 앞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에 이어 우리기업이 국내에서도 국제적 수준의 정

가장 중요한 경영시스템 인증의 하나로 부상할 것

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

으로 전망되고 있다.

을 KS규격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인증규격이 도입
♣

13

시 책 논 단

기록물 보존용품에 대한 품질인증
정밀화학과 과장 강갑수
02) 509- 7220 gabs @ats.go.kr

기록의 보존
총명불여둔필(聰明不如鈍筆) 이란 말이 있
다. 아무리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도 막 적어 놓은
기록만 못하다 는 뜻으로 인간 기억의 유한성과 기
록의 중요성을 말한 구절이라 하겠다. 기록물은 인
류 문화의 전갈 매개체로서 언어보다 영속적(永續
的)이고 인간의 기억보다 영구적이다.
기록(記錄)은 현재의 문화를 후세에 전하기 위
한인류의독특한 수단이며보존됨으로써존재한다.
한 국민의 과거시대 기념물의 보존에 바치는 노력
의 정도는 그 나라 국민이 도달한 문명수준의 진정
한 척도 라는 어느 역사학자의 말에 비추어 보면
기록의 보존은 우리 선조에 대한 의무이며 후세에
대한 책임일 것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금속활자의 발명 등 세계 최고
의 기록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환란 중에도
기록물을 보존하려는 세계 최고의 아키비스트
(Archivist) 정신이 있었다. 27대왕, 519년 간 이어

신의 한 산물일 것이다.
하지만 근래의 우리들은 불과 30년도 채 지나지
않은 문서들이 낱장은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헤
어져있고 글씨는 바래서 알아보기가 힘들다. 이것
을 복원해야 되는데 복원기술도 마땅하지 않고 막
대한 예산이 소모된다. 이것이 덮어놓고만 싶은 우
리의 현실이다.
선조들에 대한 의무와 후세들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검증된 기록보존 재료 및 방법의
표준화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보존에서의
표준화란 1차적으로 기록 보존에 사용되는 물품의
표준화, 2차적으로 보존환경, 시설 등에 대한 표준
화, 3차적으로 관리, 제도 등에 대한 표준화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을 담당하고 있
는 우리 원에서는 금년 6월부터 보존용품의 품질인
증제도를 실시하여 기록보존의 표준화에 한 획을
긋게 되었다.

진 이조의 역사가 888책의 방대한 양에 담겨 고스

보존용품과 인증제도

란히 전해진「조선왕조실록」도 이 아키비스트 정

보존용품이란 기록물을 훼손 요인으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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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존·관리에 사용

3. 기록물의 보존 관리에 이용되는 물품

하는 일체의 기록매체, 보관용기 및 보존관리·보

자외선차단재료, 액자, 필름감개, 필름용기(캔

존처리를 위한 각종 제품을 말하며, 보존용품인증

류·상자), 전시대, 서가, 가구(도면함, M/F

제도란 기록물의 보호 및 훼손 예방을 위하여 보존

함), 도료, 조명, 건축재 등

용품 일체에 대하여 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기록물

4. 보존처리 및 복원에 이용되는 물품

의 보존성 유지에 필요한 일정기준 이상의 품질을

수선테이프, 접착제(풀), 배접지(수선지), 제본

보유한 보존용품에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마크를

용 실, 코팅필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존용품을 인증하는 것은 첫째, 기록물의 보존

5. 기타 내광성(耐光性), 내약품성, 내산화성의
특성이 필요한 제품

을 위한 목적에 맞도록 보존용품을 생산하고 사용
토록 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적 재산을 보존 관
리하며 둘째, 일반 수요자가 보존용 제품과 일반 제
품을 쉽게 식별하도록 하며 셋째, 기록물의 보존성
향상 및 일반인의 보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인증 대상

국외 보존용품 인증 제도 현황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과 국제표준화 기구
인 ISO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존용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ISO에서는 보존용품의 규격을 설정하고(ISO
9706 등 8종) 이에 합치되는 품질의 보존용품에 대
하여는 ISO의 인증 절차에 따라 영구보존마크 ○

금번 실시되는 보존용품 품질인증의 인증대상은

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국가

문서용지, 필기구·잉크에 한정하고 있지만 향후

규격을 정하여 이에 합격하는 종이를 사용하는 도

사용량·사용대상 등에 대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서등에 대하여 영구보존마크인 ○와 함께그 내용

기록보존용품 및 기록물 보존공간 구성재질 등에

을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AFNOR -

포함되는 품목으로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

1994)에서도 규격에 합치하는 보존용품에 대하여

획이며 그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다.

1. 각종의 기록용 매체

한편 미국에서는 보존용 앨범 및 사진제품의 용

용지, 필기구, 스템프 및 잉크, 프린터토너, 전

기 등에 (AQ, Archival Quality)마크와 사진용품

산 저장용디스크, 필름, 사진, 자기 테이프 등

에는 PAT(Photographic Activity Test)제도를

2. 기록물의 보관에 이용되는 물품
바인더, 폴더, 표지, 상자, 앨범, 간지(間紙),
봉투, 라벨, 인식표 등

실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종이의 주요 노화원인인 산성성분이
제거된 제품에 대하여 AF(Acid Free) 마크를, 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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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CE마크를 부여한다.
호주에서는 보존성이 확보된 제품에 대하여 국립기
록보존소에서 인증하는 Permanence Quality 마크

급) 및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산업표준화법 ; 제11조(제품의 규격표시 인증)
및 제12조(가공기술의 규격 표시 인증)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제24조(기록

를 사용한다.
외국의 인증제도와 운영은 국가나 공인 표준화
및 시험기관과 국립기록보존소가 공동으로 운영하

물관리의 표준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3
조(편철 및 관리) 및 제39조(장기보존용 기록재료)

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보존용품 인증절차 및 지원제도
보존용품 인증을 위한 신청, 평가, 인증과정은 다
음과 같다.

보존용품 인증제도 시행
1996년부터 종이에 대한 인증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단체표준규격으로서 한국제지공업연합회에서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기록물의 보존성 향상과 효
율적 관리를 위하여는 잉크, 필기구 등 보존용품 전
반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의 시행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1999
년 1월 19일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 법률에는 보존
용품의 규격 및 품질수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정부기록보존
소에서 기술표준원에 보존용품의 품질시험 및 인증
표시업무를 위임하였으며 우리 원에서는 2002년 6
월1일 자로「보존용품인증요령」을 제정 고시하여
정밀화학과에서 보존용품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실
시하게 되었다.
보존용품의 표준화 및 인증표시제도의 운영을 위
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국가표준기본법 ;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
16

1. 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기술표준원장에 정
해진 서식과 견본제품을 가지고 신청한다.
2. 인증평가
기술표준원장이 보존용품평가위원회 를 구성
하여 시험·검사 등 인증평가를 실시하여 3
개월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3. 인증서 교부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보존용품인증서 를 교
부한다.
4. 인증표시의 사용
보존용품인증서 를 받으면 제품, 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된 보존용품의 판매 확대 및 수요 확보를 지
원하기 위한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인증제품, 인증업체, 인증사항 등을 공공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우선구매 등 각종지원 제
도에 반영토록 요청한다.

시 책 논

2. 중소기업진흥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 조치를

존수명과 기록물의 영구 보존성을 표현하고 있다.
색상은 흑색, 청색 등 단색(單色)으로 한다.

요구한다.

맺음말
보존용품 인증마크

이제 우리는 후세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록물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존용품의 대한 규격에 심사

남기기 위한 작은 노력으로 보존용품 인증제도를

결과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아래의 마크를 부여

실시하게 되었다. 앞으로 인증대상 제품의 확대, 인

한다. 인증마크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무한대 표시

증제도 및 제품의 홍보 등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

(∞)와 태극 문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장기간의 보

한 노력을 다짐한다.

인증기간 : 200 .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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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동 저울의 OIML 적합성 인증서
발행 및 제도 소개
계량계측과 공업연구사 남하욱
02) 509- 7410 awook@ats.go.kr

기술표준원 계량계측과에서는 OIML1) 국제권고

족시키는 계량기에 대해 제조, 판매, 사용을 확대시

R 76 비자동 저울 에 대하여 OIML 적합성 인

키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의 주된 특징 및 OIML

증서의 발행기관으로 국제법정계량사무국(BIML)

적합성 인증서를 등록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

에 등록하고, OIML 적합성 인증서 발행을 시작

음과 같다.

하여 이에 대한 OIML 적합성 인증서 제도를 소
개하고자 한다.

( 1) OIML 국제 권고의 유효한 활용
이 제도는 OIML 가입국의 계량관련 법규를 정

< OIML 적합 증명서 제도의 개요 >

합화하기 위한 것으로, OIML에서는 법적으로 규제

OIML 적합성 인증서 제도란 계량기의 형식이

의대상이 될수 있는계량기(상거래, 건강, 안전 및

OIML의 국제권고와 기술요구사항이 적합하다는

환경보호 등의 관련)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국제

적합성 인증서를 발행, 등록 및 사용에 대해 규정한

권고를 책정하고 있다.

제도로서 이 제도는 1991년 만들어져, 10여년의 역
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132개의 국제권고가 발행되어 있지만, 그
중에 OIML 국제권고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계량

이 제도의 최종 목적은 계량기의 국제 무역에 있

요구사항(기술요구사항), 시험순서, 시험보고서 형

어서 기술장벽을 해소하고, OIML의 요구사항을 충

식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R 76「비자동 저울 을

1) 국제법정계량기구(Organization Internationale de Métrologie Légale ; OIML)은 계량기
의 사용상 야기되는 행정상, 기술상의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해결하고 각종 계량기의 형
식인증, 검정·검사제도 등 법정계량에 대한 국제권고, 국제문서 등을 개발 보급함으로
써 법정계량제도의 국제적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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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34개의 국제 권고이다. 이 제도에서는 이들
국제권고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위한 방법으로 유용
하게 사용되고 있다.

(2 ) 외국에서 시험한 시험성적서(보
인정
형식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표준계량기관은
다른나라의 가입국에서 발행한 OIML 적합성 인증
서 및 시험성적서(보고서)를 인정함으로써, 형식인
증 시험의 중복을 피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
할 수 있다.
또한, 형식승인시험의 기술기준이 OIML 국제권

(5) 계량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계량기는
OIML 적합성 인증서를 취득함으로써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 발행기관과 제도의 이용자 >
가입국은 OIML 적합성 증명서 제도의 운영, 감
독, 관리 등에 관련된 절차서를 확립하고, 자국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면, OIML 적합성 인증서를
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국제 권고에 근거
한 계량기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을
지정(우리나라에서는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이 비
자동 저울에 대한 시험기관으로 지정됨)한 후, 그

고와 다른 경우는 다른 가입국에서 추가시험을 실

국제권고의 OIML 적합성 인증서의 발행기관(기술

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보고서)를 심사한 후에 형식

표준원)이 국제법정계량사무국(BIML)에 등록한다.

인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시험기관은 ISO/IEC 17025 교정기관 및

국제법정계량사무국(BIML)의 보고에 의하면 지
금까지 이 제도를 이용한 기업의 수는 31개국 224

시험소의 인정시스템-운영 및 승인에 관한 일반요

개사879개의 OIML 적합성 인증서가발행되고, 등

구사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인정을 받은 시

록되었다.(2001년 12월 말 현재). 현재 한국 기업 3

험기관이어야 한다.

개사가 해외에서 취득한 수는 약 30개 형식이다.

(3 ) 시험비용과 시간의 절약
제조업자는 그 제품이 관련 OIML 국제권고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한번의 형식인증 시
험으로 완료되어, 형식인증에 요하는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4 ) 형식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해서는 계량기의 초기검정을 쉽
수 있다.

< OIML 적합성 인증서 신청 순서 >
제조업자(대리인, 또는 수입업자도 가능)은 「계
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에 따라, OIML 적합성 인
증서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신청
서외에 다음과 같은 별도의 내용을 기입하여 제출
할 필요가 있다.
① 제조업자 또는 해당하는 경우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
② 다른 CIML 위원에게 동일형식에 대하여 중
복으로 동시에 신청하지 않겠다는 선언.
19

시 책 논 단

③ 타 형식과 충분하게 구별이 가능하도록 상세
한 형식에 관한 설명 및 시험에 관련된 정보
④ 제조업자에 의한 조작설명서 등의 계량기 조
작에 관한 설명
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이전에 접수한 형식평
가 시험성적서(보고서)
또한, 신청자는 상기 이외에 그 계량기가 해당
국제권고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업체 스스로가 한 시험결과와 제
3자 시험기관 등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 OIML측에 증명서 등록 >
상기의 신청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OIML 적합성 인증서는 신청자에게 발행되고, 그

에반영시키는것을결정한 형식인증시험결과의상
호인정에 관한 양해각서(MoU) 을 체결하고 있다.
실제 이 각서의 상호체결에 의거 OIML 가입국
10개국과 준가입국 3개국이 체결기관에서 발행한
OIML 적합성 인증서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NMIJ(계량표준종합센
터)와

R 76 비자동 저울 에 대해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있다.

< MAA(상호승인협정) 체결에 관해서 >
위에 서술한 절차의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OIML에서는 국제문서 형식승인시험의 시험결과
에 대한 상호 승인에 관한 체결(MAA) 을 결정하
기 위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제9차 위원회 초안이
심의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가까운 시일 안에 합의
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복사본은 발행기관에서 BIML에게 송부하고, 신

가입국사이에서 시험능력에의 신뢰관계를 높이

청자는 BIML에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면, BIML

기 위한 방법으로서, 발행기관에서는 ISO/IEC

에서는 OIML 웹사이트(http:// www.oiml.org/

Guide 65에 따라 내부감사를, 시험기관에서는

certificates /cert_english.htm)에 등록한다.

ISO/ IEC 17025에 따른 제3자 인정 또는 Peer

< 이 제도을 이용한 형식인증심사 >
OIML 가입국은 반드시 시험능력을 국제기준을

Review을 요구하고 있다.

< 이후의 전망 >

근거로 하여 심사한 후 발행기관과 시험기관의 등

산업계 및 국제화 요구에 따라기술표준원에서는

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국은

처음으로 R 76 비자동 저울 의 OIML 적합성 인

그것을 발행한 OIML 적합성 인증서를 전면적으로

증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인정하여 형식인증검사를 대신한다는 것에 위험한
부담을 안은 경우가 있다.

이후부터는연료유미터, 가스미터등에대한OIML
적합성인증서의발행분야를확대해나갈예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개국 사이의 전문가가 상호

상세한 신청절차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기술표준

방문하여서로의시험능력을평가하여형식인증심사

원 계량계측과(전화 02-509-7409～10)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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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제품안전관리 실태 및 국가별 안전기준 현황
제품안전과 공업연구관 임헌진
02) 509- 7411 hjlim@ats.go.kr

1. 제품 안전관리의 필요성
소비자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문화생활을 즐기고, 여가시간을 활용하
는데 약 15,000 여종에 달하는 많은 제품들을 쓰고
있다.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보다 품질
이 우수한 제품을 싼 가격에 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되므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우수한
제품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제
품들은 자연히 시장에서 도태하게 된다.

방하고 불량·저급의 공산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나라의 정부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제
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도 국가
마다 자국민의 보건(health), 환경(environment),
안전(safety)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2. 위해성 평가

그러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어 기도가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

막혀 숨진다든지, 압력솥의 뚜껑을 열다가 화상을

면,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입는다든지, 텔레비전에 과부하가 걸려 화재가 발

어린아이(3세 이하)가 혼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생하는 등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많은 안전사고가

다가 질식사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원인

발생하고 있다.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을 조사한 결과,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서 떨어진 조

에서 발표한 1996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작업 현

각을 삼키다가 기도가 막히어 질식사한 것으로 밝

장에서의 안전사고가 6,000여건, 교통사고가 45,000

혀지게 되었다. 그러면, 장난감에서 떨어질 가능성

여건, 가정과 여가활동중의 안전사고가 83,000여건

이 있는 부품조각을 어린아이의 기도보다 크게 제

으로, 가정과 여가활동중의 안전사고가 가장 큰 비

작하게 되면 이러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중을 차지하고 있다.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난감

따라서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은 어린아이의 기도보다 작은 부품들로 구성되어

신체상의 상해, 재산상의 손해 등의 안전사고를 예

있어,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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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품의 결함요소와 발생가

3. 제품 안전기준

능한 상해와의 상관관계를 평가하는 것을 위해성

앞절의 위해성평가를 통해서 어린이가 질식사하

평가(risk assessment)라 하며, 표 1에서와 같이

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3세 이하의 어린이

각 제품의 결함요소와 발생가능한 상해를 분류하고

가 사용하는 장난감에서 사용중에 떨어질 우려가

있다.

있는부품은 어린이의 기도보다 커야 한다. 는규정

<표 1> 제품의 결함요소 및 발생가능한 상해에 대한 분류
잠재적 위험
대분류

소분류

전기적 위험

전기적 충격, 과열

열·화재 위험

화학물질에 의한
위험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실

감전, 화상

기물 파손, 화재에
의한 손실

발생가능한
환경상 손실

뜨거운 표면, 열환경, 화상, 열에 의한 기진,
화재에 의한 손실
냉환경, 화재, 과열 동상, 유독가스 중독

연쇄 화재, 산불

화학적 부식, 발화,
유독성 가스, 유독성
방출 물질

지역사회규모의
중독, 질식, 오염

화상, 질식, 발암,
음독

기물 파손, 화재에
의한 손실

운동성 위험

움직이는 부품, 튕겨
베이거나 찔림,
나오는 부품, 조각,
타박상, 골절상, 안구
파열, 충격물,
손상
낙하부품, 분진

기물 파손

기계적 위험

예리한 모서리,
사지 절단, 손가락
흔들거림(불안전성), 절단, 수족 타박, 근육
중량, 전도
긴장, 안구 손상

기물 파손

압력 위험

용기 파열, 과압

자외선 방사,
마이크로웨이브 방사,
방사선 위험
X-선 방사, 레이저
방사 등
과대 사용시간,
오용, 남용, 개조,
오작동, 민생품의
타제품과의 잘못된
업소 사용에 따른
조합 사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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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가능한 상해

찔림, 안구손상,
타박상

기물 파손

화상, 발암, 실명,
기형아 출산

화재, 기물 파손,
물성 변화, 기기
오작동

상기 상해

기물 파손

지역사회 규모의
방사선 오염

시 책 논

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러한 규정을 안전요구사항

보신 분들은 배가 난파하여 사람들이 차가운 바닷

(safety requirement)이라 한다.

물 속에서 구명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구조를 기

이러한 내용이 완구 안전검사기준의 5.1.1에 완

다리다가 죽어가는 장면을 기억할 수 있다. 이는 안

구 및 분리 가능한 완구 부품은 어느 위치로든 간

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안전사고가

에 8.2 에 규정된실린더 안으로 완전히 잠기지 않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로서, 인라인롤러

아야 한다. 는 안전요구사항과 8.2.에 아래의 그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지게 되면 무릎·팔목 등

림에 표시된 치수를 갖는 실린더 속에 어느 방향이

을 다칠 수 있으며, 구명복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든 압박하지 않고 완구나 부품을 놓고 완구나 부품

호흡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역할은 하지만 구조를

이 실린더속에 완전히 잠기는지를 확인한다. 는 시

기다리는 동안 차가운 물 속에서 체온이 떨어져 사

험방법으로 기술되어 있다. 즉, 제품의 안전기준

망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safety standard)이란 안전요구사항과 이에 적합

이유로, 안전기준에 인라인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한지의 여부를확인하기위한 시험방법이기술되어

넘어지면 다칠 수 있으니, 보호대를 착용해야 합니

있는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라 할 수 있다.

다. 또는 구명복은 익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
품이지생명 구조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등의표
시 사항을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품 안전기준(safety standard)이란 제
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요구 사항과 표시사항, 그리고안전요구사항에 적합
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한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 라 정의할 수 있다.

<그림> 작은 부품 실린더

4. 강제 안전기준
각 나라의 정부에서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

그러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면 모

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과 같은 개별 법령으

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인가? 공원이나

로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정하여, 안전기준을 의무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이 헬멧을 쓰고 팔목·무릎보

적으로 준수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호대를 하고 인라인롤러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는

에는 행정처벌 등의 제재를 가하는 안전관리제도를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영화 타이타닉을

시행하고 있다. 이때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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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준(mandatory safety standard)이라 한다.

준(International Standard)을 강제안전기준으로

미국은 소비자제품안전법 등의 연방법(code of

동일하게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기용품의

federal regulation)과 주법에 의거하여 제품에 대

경우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 International

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강제안전기준은 미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 마련한 국제표

국표준협회 등에서 마련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지만,

준을 전 세계적으로 강제 안전기준으로 적극 채택

기준 자체는 국가표준과는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용품 이외의 제품들은 아직

연방법과 각 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제정된 국제표준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각국에

인터넷 사이트『http:// www.access. gpo.gov/

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nara/ cfr/ index.html』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은 개별 제품
군에 대한 안전관리지침(directive)에 의거하여 안
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 달리 유럽표준화 기
구(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에
서마련한유럽표준을강제안전기준으로채택하고
있다. 안전관리지침과 강제안전기준으로 채택하는
유럽표준의목록, 공인시험기관 등의 유용한정보를
인터넷 사이트『http://www.newapproach.org/
directiveList.asp』에서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사하게 국가표준과 별도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유해물질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주부 부처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부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안전기준을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WTO/
TBT)위원회에서는 강제안전기준이 무역상의 기술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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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안전기준이란 어떤 제품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술문서로서 국제표준을 따르는 것
이 원칙이나, 전기용품을 제외하고는 제정된 국제
표준이 많지 않아 각국별로 서로 다른 강제안전기
준들이 상당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안전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안
전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또
한,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유럽표준을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으로 채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
기준의 안전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게 되
면, 우리나라 소비자의 제품사용으로 인한 안전사
고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한 제
품이 곧바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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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조물책임(PL)제도 운영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교육홍보부 이사 나경수
02) 579- 3291 ksrha @esak.or.kr

1. 서 언

한 상황을 초래된 원인으로는 손해배상청구금액에

이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에서 오늘날 제조물책임

관계없는 저렴한 소송제기비용, 허다한 변호사의

(PL)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30여 개국

존재, 패소할 경우에도 원고가 변호사비용을 부담

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와의 주요교

할 필요가 없는 이른바 변호사 성공보수제도, 일반

역 대상국은 예외없이 거의 모두가 이 법을 이미

시민 가운데에서 무작위로 선임된 배심원이 책임의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제조물책임제도는 각 나라

유무와 배상액을 결정하는 배심원제도, 실제로 피

마다 그 풍습과 토양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해를 입은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일반화된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바람

손해배상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미국

직하게는 PL법의 국제적이고 통일적인 적용문제만

PL법이 현재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제도이다.

남아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회풍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누적된 판례의 발전과 그

조가 일반대중의 국민생활과 불특정다수의 소비자

축적에 의하여 형성되어 진전되어 왔다. 결함있는

를 우대시하는 관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각종 규

제조물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의 추이는 과실책

제 완화에 따른 제조자와 소비자 쌍방의 자기책임

임을 시발로 해서 보증책임을 거쳐 무과실 엄격책

원칙의강화를요구하는 여론도세차게제기되었다.

임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제조물

또한 외국으로부터 제조물의 수입이 대폭적으로 증

책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엄격책임은 일종의 무과

가일로에 있었고, 유럽 각 국에서는 EC지침에 따른

실책임으로 미국에서 1963년 캘리포니아주 최고재

제조물책임법이 다투어 제정되는 과도기에 있었다.

판소가 채택한 획기적인 원칙이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하여 제조물책임의입법

그 후 미국에서 엄격책임이 일반화 되어 채택되

을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렵게 되었고,

면서, 그 결과 제조물책임에 관련된 크고 작은 소송

만시지탄이 있지만 제조물책임법은 1994년에 드디

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의 이러

어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PL법은정당·학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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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산업계·소비자단체·노동계 등의 갑론을

미국에서는 헌법수정 1- 10조를 말한다. 그 후의 수

박과폭넓은논의를거쳐서, 그리고PL법이시행되고

정조항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남북전쟁 후에 증

있는다른나라의그것들을본(本)을따서관련정부

보된 노예제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 13조

부서와 일체가 되어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내지 15조이며, 이의 영향으로 오늘날 헌법에서 말

탄생되었고, 드디어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하는 인권보장의 기본적 부분이 거의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성문화되었다.

2. 미국헌법
미국헌법(美國憲法)이란 미국의 성문헌법을
말한다. 미국헌법은 역사적으로는 미국의 영국식민
지의 지배로부터 독립혁명의 소산이며, 오늘날의
미합중국은 1787년 영령식민지 13주로 이루어지는
연방으로서 발족한 것이다. 이미 독립선언을 한
1776년부터 1780년에 걸쳐, 버지니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 천부인권적 기본권이나 사회계약이론을
사상적 기초로 한 주 헌법이 성립되었다. 미국의 연
방헌법은 이들의 여러 주를 통합한 통일적인 성격
의 안정된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여러 주의 요망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1777년 이른바 연합규약 이라고 하는 과도기를
거쳐, 1787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헌법은 초대 대
통령에 워싱턴을 선출하고, 이 후 연방헌법의 정비
와 수정에 노력하였는데, 최초의 수정 10개조는
1892년에 증보되었으며, 그 내용은 이른바 권리장
전의 포함이다.
Bill of rights는 민권조례 곧 권리장전(章典)으
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보장에 관한 입법적
선언으로 역사적으로 특히 유명한 것은 다음의 2가
지이다. 영국에서는 1689년 William Ⅲ세와 Mary
Ⅱ세 치세 원년에 제정된 것(the Bill of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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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의 특징으로서 50주로 이루어지는 연방
제와 권력분립주의 및 위헌법률심사제와 같은 사법
권우위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연방제에 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합중국과 각 주의 권한분배가 헌
법에 의하여 명기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법
(Federal law)과 주법(State law)의 이원성이 미
국법체계의 큰 틀을 이루었다. 이렇게 하여 사법제
도에 있어서도 연방법원과 주 법원의 이원적인 계
통을 찾아 볼 수 있다. 또 권력분립제는 대통령과
연방의회 및 연방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엄격한 분
립체제에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
대통령은 4년 임기제로 정착되어 있는데, 국민의
선거대표인단에 의하여 소위 간접선거로서 국회와
는 전혀 관계없이 선출되며,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
는 행정부와 국회의 입법부간에는 영국 의원내각제
의 긴밀한 협동관계와는 달리 그 분립이 엄격하게
되어 있다. 또 국회를 구성하는 상원(Senate)과 하
원(House of Representatives) 중에서, 후자는 인
구에따라각주에서선출된위원에의하여성립된다.
이에 대하여 전자가 각주에서 주의 대표로서 2명씩
선출되는 임기 2년의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은
말할나위도없이연방제의특색에관계되는것이다.
또한 미국헌법의특색중이른바사법권의우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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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년의마베리대매디슨(Marbury V. Madison)

고 부르기도 한다.

에 있어서 연방최고법원장 마샬의 판결에 의하여
확립된 판례법상의 원칙으로, 이것은 법률이 헌법
에 비추어보아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심사하고 판정
하는 권한은 법을 해석하는 법원이 독점한다고 하
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의 위헌심사제는 법원이
사법권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내
리는 판단에 그칠 뿐이지, 이른바 독일의 경우와 같
이 위헌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제판소적 기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헌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법
원과는 별개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우리헌법은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심
사는 일반법원의 권한으로 하고, 법률의 위헌심사
는 법원과는 별개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3.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 )의 개관

4. 제조물책임법의 특징
불문법(不文法 : the common law)이란 문서
의 형식을 취하고 정규의 제정절차를 거친 이른바
성문법이외의 모든 법을 말한다. 관습법이 대표적
이고 판례법이나 조리(條理)도 이에 속한다. 독일
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에서는 성문법(written law)
을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에서는 대개의 경우 불
문법이 법체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
미국의 제조물책임(PL)법은 이러한 불문법계통
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그것은 이와는 대조적
으로 성문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제조
물책임법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미국의 제
조물책임법의 역사도 꽤 오래되어 장장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실제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
은 1970년대 초반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여하튼 불문법은 글자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또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제조자가 제조한 제조물이

조문화되어있지는 않으나관례상 인정되는법인데,

소매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 그 제

판례의 누적에 의해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이

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입

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의 제조물책임법리는 소비

은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말하

자의 권익을 철저히 그리고 최대한으로 옹호하는

여 제조자책임이라고도 칭한다.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을 도

그러나 제조물책임은 결함있는 제조물을 제조한

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상당히

제조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 제조물의 원료나 부

광범위하게 제조물책임법리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품을 제조자에게 공급한 제3자나 그 제조물의 판매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조업자 등에게는 과다

유통과정에 관여한 중간상인 등의 책임을 모두 포

한 보상책임을 부과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함하는 개념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공급자책임이라

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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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제조물책임법리의 발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전통적인 영국의 판
례법이 유지되어왔고 제조물책임(PL)의 판례에 있
어서도 판례법이 유지되어 발전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다음과 같은
4기간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되었다.

1) 제1과정
1842년 계약관계가 중심이 되었던 영국의
Winterbottom v. Wright 사건에서부터 1916년
MacPherson v. Buic Motor Co.사건의 판결까지
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피해의 구제는 원칙적으
로 계약관계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되었다. 이의 법
적 정의는 생산의 극대화라는 고전주의 경제학파의
지배적 경제논리를 보지하는 방편이 되었다. 그러
나 계약관계의 예외로서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제조물이나 원천적으로 위험한 제조물은 즉 제조물
의 결함에 의한 피해의 구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용인되었다.

유통과정에서 계약당사자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시
대에 뒤떨어진 모순이라고 보았다. 오늘날 물건에
성질상 제조상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아 확실하다면 그 물건은 분명히 위
험한 제조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판례가 확산되
어, 그동안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던 결함이라는 개
념을 보편화시키기에 이르렀다.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의 특별교서인 알권리, 선
택할 권리, 안전을 추구할 권리 그리고 의견을 반영
할 권리, 이른바 이러한 소비자의 4대 권리는 이 후
판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후 1963년에 발
생한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사건의 Tranyor 판사의 엄격책임를 기초로 한 무
과실 법리의 판결은 가히 획기적이었다.
엄격책임의 법리는 결함있는 제품이나 비합리적
으로 위험한 제조물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결함
이 없고 외관상 명백한 위험이 없는 제품에 의한
피해는 제조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고가 엄격
책임을 근거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제품에결함이 불합리하게위험한 제품이라는사실,

2 ) 제2과정

그리고 이와 같은 결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손

1916년 MacPherson 사건이후 1965년 제2차 불

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야만 한다.

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 제정까지의 단계이다. 리스

따라서 엄격책임의 법리가 절대 책임이 아니라는

테이트먼트(Restatement)는 미국법률협회(ALI)가

점을 극명하게 밝히고 있다.

1965년에 발표한 과거의 불법행위법의 판례로서 도

여기서 엄격책임이 제품 전체의 결함을인정하고

입된 법률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법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엄격책임은 주로 제

률은 아니지만 권위를 인정하여 판결에 인용한 것

조과정상의 결함에 연유한 손해, 설계상의 결함에

으로 판결이나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해 야기된 손해, 지시나 경고상에 의한 손해로 규

오늘날과 같은 제조물의 범람과 함께 복잡다단한
28

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엄격책임은 결함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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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이 아닌 경우나 거래의 성격에 비추어보아

이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모순이 없으며 법사회학적

적용대상외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 견지에서도 합리적이다. 또 제조업자는 엄격책

손해를 야기시킨 제품이 상업적인 유통에 놓이지

임에 의한 손실을 담보를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덜

않았거나 또는 공공의 이용을 위해 일반인에게 제

위험한 제품의 제조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이 또한

공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책임은 인정하

손해방지기능의자극제가되어 크게작용하게된다.

지 않는다. 또 가해자나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를

결국 Greenman 전동공구 사건의 판결은 많은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

반향을 일으켜 이용자나 소비자의 유형적 손해에

고 재정과 조직력 그리고 손실의 분산능력이 비등

대한 제품매도인의 특별책임을 규정한 제2차 리스

한 대기업끼리의 거래 관계에서는 엄격책임은 인정

테이트먼트 제402조 A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리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엄격책임의 목적은 힘없는

스테이트먼트 제402조 B는 동산 매도인에 의한 소

사용자 곧 무력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에 있기 때

비자의 부실표시에 관련된 것이다.

문이다. 그러나 엄격책임의 요건을 만족하여도 피
해자 자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또는 구입자가

3 ) 제3과정

요구한 특정의 사양에 의해 제조된 경우에는 엄격

1965년의 Greenman 판결이후 1997년 제3차 불

책임의 적용은 극히 제한되고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가 작성되기까지 엄격책임

감면될 수 있다.

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미국내의 대부분의 주에

엄격히 말해서, 엄격책임의 근거는 정보의 격차

서 채택되었다. 그 적용대상도 비단 제조물에 국한

에서 오는 불합리성의 제거에 있는 것이다. 나날이

되지 않고 서비스에 의한 피해에 이르기까지 확대

발전되고 있는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제조물의

되었다. 현재는 대륙법계에서 많은 이론과 논란을

기술적 또는 과학적 특성에 관한 많은 정보가 제조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전기, 제작물 등의 분야

업자 측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제

에서도 많은 판례를 확립하여 놓고 있다.

조업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데 가장 좋은

부실한 표시에 대한 엄격책임과 함께피해소비자

조정자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또 제조업자는 제조

구제의 천국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물을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소정의 이익을 취득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인수거부가 빈발하여 제조업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응

자의 피해사례는 연방차원의 불법행위법의 근본적

분의 배상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 개혁과 함께 손해배상 방지기능에서 사고피해

더군다나 제조업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방지기능으로의 대전환을 시사하였다.

에 대한 분산기능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책임자이므

2차에 걸친 보험회사의 제조물책임보험의 인수

로 당연히 제조업자에게 엄격책임을 부담시키는 것

거부는 끝내는 기업의 도산으로까지 이어졌으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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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연방의회 차원의 대책이 심각하게 논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9조부터 11조가 이에 해당

되었다. 현행의 제조물책임의 환경하에서는 기업의

된다. 제3장은 승계자와 외견상 제조자의 책임의

경쟁력강화와 소비자피해의 실질적 구제라는 두 마

규정으로 제12조부터 14조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가 힘들어 이에 따른 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장은 제15조부터 21조까

급한 개선이 급선무임을 역설하였다. 여기에다가

지로 인과관계와 정의의 일반적인 적용 규정이다.

특히 재판을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의 주요한 특징은 과실책임에

이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다양한 대비책을 연방의회

의 복귀라 할 수 있다. 이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를

에 제출하였다.

확정하는데 장기간이 걸린 까닭은 설계상의 결함과

따라서 피해소비자의 용이한 구제책과 기업의 대

지시나 경고의 이른바 표시상의 결함에 대한 합리

외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적인 대체 설계라는 과실책임의 요건을 요구하고

헨더슨 교수와 트위스키 교수에 의한 연구팀은

있으며 이에 대한 원고측 변호사의 강력한 반발이

1992년부터 기존의 판례와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

있어 그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기업의

테이트먼트를 대폭적으로 수정한 제3차 불법행위법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과실책임에의 복귀는 미국

리스테이트먼트를 기초안을 작성하여 수차에 걸친

의 소송제도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공청회를 통한 수정작업을 거쳐서, 드디어 1997년
5월 20일에 확정하였다.

4 ) 제4과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확정이후의 시기이며 제3

6.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제
조물책임)
제1장 판매시의 제품결함에 입각한 상업적 제품 판
매자의 책임

차 리스테이트먼트는 전체 4장 21개조로 구성되어

제1절 제품일반에 적용되는 책임법칙

있다. 제1장은 판매시의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판

제1조 결함제품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

매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조부터 4조까지

적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는 제조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책임원칙을 다루고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業에 종사하

있으며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특수한 제조물 또는

는 사람으로서, 결함제품을 판매 또는 공

제조물시장에 적용되는 책임원칙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다.
제2장은 제조물의 결함이외의 사유로 인한 상업
적 판매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으로 매도시 부실표
시 및 매도후의 경고 및 회수에 대한 책임이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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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람은 그 결함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조 제품결함의 종류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제조상의 결함을 가지거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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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또는 지시나 경고가

고 있던 결함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

부적절하여 결함으로 되는 경우, 그 제품

할 수 있다.

은 결함제품이 된다.

(a) 사고가 통상 제품결함의 결과로 일어

(a) 제품의 준비 및 마케팅에 모든 가능한

날 수 있는 종류일 것

주의를 다하였다고 해도, 제품이 그 의도

(b) 당해사건에 있어서, 사고가 오로지 제

한 설계로부터 벗어난 경우, 그 제품에는

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존재하고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

있던 제품결함 이외의 원인의 결과로만 일

(b) 판매자, 공급자, 상업적 연쇄유통과정

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

의 피승계인(선순위자)이 합리적인 대체설

제4조 제품의 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에 대

계를 채용하였더라면, 당해 제품에 의하여

한 적합 및 부적합

발생할 수 있는 예견가능한 위험을 감소

설계결함 또는 부적절한 지시·경고에 대

또는 회피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대체설계

한 책임과 관련하여,

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당해 제품을 합리

(a) 제품이 적용되는 제품안전에 관한 법

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한 경우, 그 제품은

률 또는 행정규칙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하여 감소시키고자 하

(c) 판매자, 공급자, 상업적 연쇄유통과정

는 위험과 관련하여 당해 제품은 결함제품

의 피승계인(선순위자)이 합리적인 지시

이 된다.

또는 경고를 제공하였더라면, 당해 제품에

(b) 제품이 적용되는 제품안전에 관한 법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상가능한 위험을

률 또는 행정규칙에 적합하다면, 그 법률

감소 또는 회피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지시

또는 규칙에 의하여 감소시키고자 하는 위

나 경고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당해제품을

험과 관련하여 제품결함의 유무를 판단할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한 경우, 그 제

때 적절하게 고려된다. 다만, 법률문제로

품은 부적절한 지시 또는 경고로 인한 결

서, 적합하다는 것이 제품결함의 인정을

함제품이 된다.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3조 제품결함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
원고에게 피해를 준 사고가 다음 각항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한 결함에 관

제2절 특수한 제품 또는 제품시장에 적용되는 책
임법칙

한 입증이 없어도 원고가 입은 피해는 그

제5조부품을사용한제품에의하여생긴피해에대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존재하

한부품의상업적판매자또는공급자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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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부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처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부품을 판매 또는

방의 약품 또는 의료기기는 결함이 있다.

공급하는 사람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

(1) 제2조 (a)항에서 정의되고 있는 제

는 경우 당해 부품을 사용한 제품에 의하

조상의 결함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2) 제2조 (c)항에서 정의되고 있는 설

책임을 진다.

계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합리적으

(a) 당해 부품 그 자체에 본 장에서 정의

로 안전하지 않는 경우

되고 있는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피해의

32

(3) 제2조 (d)항에서 정의되고 있는 부

원인이 되는 경우

적절한 표시 또는 경고로 인하여

(b) (1) 부품의 판매자 또는 공급자가부품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는 경우

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에 실질적으

(c)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가 초래할

로 참여하고,

예상가능한 피해의 위험이 예상가능한 치

(2) 당해 부품을 사용한 것이 제품에

료의 이익보다 휠씬 크고, 그와 같은 예상

본 장에서 정의되고 있는 결함을 있게

가능한 위험과 치료상의 이익을 모두 알고

한 원인이 되고,

있는 합리적인 의료제공자라면 당해 의약

(3) 당해 제품결함이 피해를 야기한

품 또는 의료기구를 어떠한 환자에게 처방

경우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제6조 결함 있는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의

당해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는 설계상

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판매자 또

의 결함으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는 공급자의 책임

않다.

(a) 처방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d) 예상가능한 피해의 위험에 관한 합리

사람으로서, 결함 있는 의약품이나 의료기

적인 지시 또는 경고가 다음 각호의 1에

기를 판매 또는 공급하는 사람은 그 결함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에 의하여 생긴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책

당해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는 부적절

임을 진다.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란

한 지시 또는 경고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의료제공자의 처방에 의해서만 합법적으

안전하지 않다.

로판매 또는공급할수있는것을말한다.

(1) 당해 지시 또는 경고에 따라 피해

(b) 본조 (a)항에서 있어서, 판매 또는 공

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위에

급하는 시점에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있는 처방자 및 기타 의료제공자

시 책 논

(2) 의료제공자가당해지시또는경고

중고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

에 따라 피해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함 있는 중고품을

있는 지위에 있지않다는 것을 제조자

판매 또는 공급한 사람은 다음 각항의 1에

가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의 환자

해당하는경우그결함에의하여생긴인적

(e)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소매업자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a) 판매한사람이합리적인주의를베풀지

경우 당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의하여

않았기 때문에 당해 결함이 생기는 경우

생긴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b) 당해 결함이 제2조 (a)항에 의한 제조

(1) 판매 또는 공급시점에 당해 의약

상의 결함 또는 제3조에 의하여 추정되는

품 또는 의료기기가 제2조 (a)항에서

결함에 해당되고 또한 판매자에 의한 당해

정의되고 있는 제조상의 결함을 가지

제품의 판매가 구매자의 입장에 있는 합리

는 경우

적인 사람에게 그 중고품은 신제품과 비교

(2)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하여 그 이상으로 결함의 위험성이 높지

공급시점 혹은 그 이전에 소매업자 또

않다는 기대를 갖게 한 경우

는 공급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베풀지

(c) 당해 중고품의 판매자 또는 연쇄유통

않았고 그것이 인적 피해의 원인이 된

과정에 있어서 피승계인(선행판매자)에 의

경우

하여 再製造된 중고품에 제2조 또는 제3

제7조 결함식품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

조에 의한 결함이 있는 경우

적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d) 제4조에 의하여 중고품에 적용되는 제

식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품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규칙에 적합

사람으로서,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에

하지 않는 중고품으로부터 결함이 생긴 경

의한 결함이 있는 식품을 판매 또는 공급

우 중고품이란 본 조에서 말하는 판매 또

한 사람은 그 결함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

는 공급시점 이전에 연쇄유통과정에 있지

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자. 제

않는 구매자에게 상업적으로 판매 또는 공

2조 (a)항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소

급되고 또한 일정한 기간 사용되었던 제품

비자라면 예상할 수 없는 성분이 식품에

을 말한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의 피해
를 발생시킨 성분이 결함이 된다.
제8조 결함중고품의상업적판매자또는공급자의

제2장 판매시의 제품결함에 의거하지 않는 상업적
제품 판매자의 책임

책임
33

시 책 논 단

제9조 부실표시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

(3) 경고를 제공받아야 할 상대방에게

적 제품 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책임

경고가 유효하게 전달되고 그 경고에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

사람으로서, 판매와 관련하여 사기적으로,

(4) 피해의 위험이 경고를 제공하는

과실로 또는 선의로 당해 제품에 관한 중

부담을 충분히 정당화할 만큼 클 것

요한 사실을 부실표시한 사람은 당해 부실

제11조 판매 후 제품을 회수하지 않은 것에 의하

표시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

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제품 판매자

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는 공급자의 책임

제10조 판매후 경고를 하지 않는 것에 의하여 생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

긴 피해에 대한 상업적 제품의 판매자 또

는 사람은 다음의 각항의 전부에 해당하

는 공급자의 책임

는 경우에 그 제품의 판매 또는 공급 후

(a) 판매자의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

에 제품을 회수하지 않은 것에 의하여 생

이라면 경고를 제공하였을 경우, 제품의

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

판매 또는 공급의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을 진다.

판매자가 제품의 판매 후에 경고를 하지

(a) (1) 법률 또는 행정규칙에 의한 정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

의 명령이 판매자 또는 공급자에게

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품의 회수를 특별히 요구하고 있거

(b) 판매자의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

나,

이라면 다음 각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

(2) (1)호에 의한 회수 요구 없는 경

우에는 판매 후에 경고를 제공하였을 것

우에 있어서, 판매자 또는 공급자가

이다.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1) 판매자가 제품에 인적 또는 재산

(b) 판매자 또는 공급자가 당해 제품을

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회수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있었을 것
(2) 경고를 제공받아야 할 상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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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할 수 있고 그들이 피해의 위험성

제12조 피승계(선행)자가 상업적으로 판매한 결

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추

함제품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승계

측할 수 있을 것

자의 책임

시 책 논

피승계회사 또는 단체의 재산을 취득한

(2) 승계자의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승계회사 또는 단체는 그 재산취득이 다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경고를 제공하

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승

는 경우

계자가 상업적으로 판매 또는 공급한 결

(b) 다음 각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함제품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는, 승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경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고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a) 승계자가 그 책임을 인수한다는 합의

(1) 승계사업자가 당해 제품에 인적

를 수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b) 피승계자의 채무 또는 책임을 회피하

한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위한사기적인재산이전의결과인경우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

(c) 피승계자와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

(2) 경고를 제공받아야 할 상대방을

을 구하는 경우

특정할 수 있고 그들이 피해의 위험

(d) 승계자가 피승계자를 계속하는 결과

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합

가 되는 경우

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제13조승계자자신이판매후경고를하지않은것

(3) 경고를 제공받아야 할 상대방에

에의하여생긴피해에대한승계자의책임

게 경고가 유효하게 전달되고 그 경

(a) 다음 각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

는 피승계회사 또는 단체의 재산을 취득

(4) 피해의 위험이 경고를 제공하는

한 승계회사 또는 단체는 제12조에 의한

부담을 충분히 정당화할 만큼 클 것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승계

제14조 他人이 제조한 제품을 자신의 제품으로

자가 판매 또는 공급한 제품에 의하여 발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것

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

것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

는 사람으로서, 타인이 제조한 제품을 자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기의 제품으로 판매 또는 공급하는 사람

(1) 승계자가 당해 제품의 보수 및

은 당해 제조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수리업무를 제공할 것을 인수 또는
동의한 경우 혹은 현실적 또는 잠재

제4장 일반적 적용 규정

적인 경제적 이익을 승계자에게 가져

제1절 인과관계

다 줄 피승계자의 제품 구입자와 동

제15조 제품결함과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적용되

일한 관계를 맺는 경우

는 일반법칙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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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결함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의

제2절 적극적 항변

원인인지 여부는 불법행위법상의 인과관

제17조 원고, 제품결함의 판매자 및 공급자, 그

계에 적용되는 일반법칙과 원칙에 의하

밖의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책임분배

여 결정된다.

(a) 원고의 행위와 제품의 결함이 결합하

제16조 제품결함으로 인하여 증대된 피해
(a) 상업적 판매 또는 공급시점에 제품에

가 적절한 주의수준을 정하고 있는 일반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다른 원인으로부

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을 준수하지 않은

터 생긴 피해를 넘어서 원고의 피해를 증

경우, 결함제품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

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경우,

한 원고의 손해배상은 경감될 수 있다.

당해 제품의 판매자는 증대된 피해에 대

(b) (a)항에 의한 경감의 방법 및 정도

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다수의 피고간의 원고에 대한 손

(b) 증거에 의하여 제품의 결함이 없어도

해배상의 분배는 책임분배를 정한 일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임이 입증된 경우, 당해 제품의 판매자의

제18조 인적 피해의 제조물책임청구에 대한 항

책임은 당해 제품의 결함만에 의하여 생

변으로서의 면책, 책임제한, 권리포기 및

긴 증대된 피해로 한정된다.

그 밖의 계약상의 면책조항

(c) 증거에 의하여 제품의 결함이 없어도

제품의 판매자 또는 공급자에 의한 손해

생길수있는 (b)항에의한 피해를입증하

배상의 면책 및 제한, 제품구입자에 의한

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판매자

권리의 포기 및 그 밖의 구두 또는 서면

는 제품의 결함 및 다른 원인으로 야기된

에 의한 계약상의 유사한 면책조항은, 그

원고의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러한 면책약속이 없었더라면, 당연히 유

(d) (b)항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효한 인적 피해에 관한 신제품의 판매자

일부에 대하여 또는 (c)항에 의하여 원

또는 공급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청구를

고가 입은 피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을 지는 결함제품의 판매자는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가지
고 있는 다른 당사자와 함께 연대책임
법리에 의하여 결정된 연대책임 또는
개별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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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피해를 야기하였고 또한 원고의 행위

제3절 정의
제19조 제품의 정의
본 리스테이트먼트에 있어서,
(a) 제품이란사용또는소비를위하여상
업적으로 공급된 유형의 동산을 말한다.

시 책 논

부동산이나 전기 등은 그 공급 및 사용의

(c) 상업적 거래에 있어서, 제품과 서비

관계가 본 리스테이트먼트상의 규정들을

스를 같이 제공하고 또한 그 거래가 전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유형의 동산의 공

로써 또는 제품 부분이 (a) 또는 (b)의

급 및 사용과 아주 유사한 경우에는 제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판매

이 된다.

또는 공급한 것으로 된다.

(b) 서비스는 상업적으로 공급된 것이라

제21조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한 정의 : 경

도 제품이 아니다.

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c) 사람의 혈액이나 조직은 상업적으로

본 리스테이트먼트에 있어서, 인적 또는

공급된 것이라도 본 리스테이트먼트의

재산적피해는다음각호 1에해당하는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에의하여생긴경제적손실을포함한다.

제20조 판매 또는 공급한 사람의 정의

(a) 원고의 신체에 대한 피해

본 리스테이트먼트에 있어서,

(b) 타인에게 생긴 피해가 불법행위법에

(a) 상업적 관계에 있어서, 사용, 소비 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원고의 이익을 침

는 최종적인 사용 또는 소비로 이어지는

해한 때에 그 타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

재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소유권을 이전

(c) 결함 있는 제품 자체를 제외한 원고

하는 경우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된

의 재산에 대한 피해

다. 상업적 제품판매자에는 제조자, 도매
상 및 소매상이 포함되지만 그들에만 한

7. 제정법에 의한 발전

정되는 것은 아니다.

1) 제정법

(b) 판매 이외의 상업적 거래에 있어서,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 곧 제정법(制定法)은판

사용, 소비 또는 최종적인 사용 또는 소

결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근대에

비로 이어지는 예비단계로써 타인에게

이르러 제정법도 많이 제정되었지만 보통법이 영국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품을 공급하

법의 근간(根幹)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영국법은

는 것으로 된다. 상업적 비판매제품 공급

로마법의 영향도 일부 받았지만, 그 영향은 그리 많

자에는 임대인, 기탁자 및 제품의 사용

지 않으며 이 점에 있어서 유럽대륙의 법을 의미하

또는 소비나 기타 상업적인 활동을 촉진

는 대륙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보통법과 형평법

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에게 제품을 제

(衡平法)은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의 구 식민지에

공하는 사람이 포함되지만 그륻에만 한

도 이어받게 되어 영미법은 일대 법계의 큰 흐름을

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성하고 있다.

37

시 책 논 단

2 ) 보증책임에 의한 발전

운전사는 치료비 이외의 기타의 재산적 손해 및 얼

보증책임은 미국의 통일상법전의 매매편에서 규

굴에 상처가 남았다거나 아니면 불구가 되었을 경

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판례법주의를 고수하는

우의 정신적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각 주마다 고유의 판례법을 통일시킬 목적

운전사가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를 고려해서 민법은

으로 영국의 어음교환법, 동산매매법의 본(本)을

운전사의 사용자 곧 운송회사에 운전사와 부진정연

따서1952년에 제정한 것이 통일상법전이다. 이 통

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의 연대로, 제3자에게

일상법전이 성문화된 것은 1960년 Henningsen 판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결이후인 1966년의 일이며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함

나라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인신손해의 경

께 1997년 일부 개정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현황

우에 대해서 고용주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

이다.

는 추세이다.

보증책임은 결함있는 제품에 의한 피해자인 원고

간단히 말해서,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

가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판매업자를 추급하기

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보증책임은 명시적 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

증책임과 묵시적 보증책임으로 크게 구분되며 묵시

야 되며, 이 손해 배상의무는 계약과 더불어 채권발

적 보증책임은 상품성에 대한 묵시의 보증과 특정

생원인의 2대 지주를 이루고 있다.

목적의 적합성에 대한 보증이 있다. 보증책임은 계

미국에서는 1970년대 제1차 보험위기를 맞은 미

약당사자의 관계와 합리적인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국의 상무부(USTR)는 연방차원의 통일된 제조물

하자의 통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통

책임법의 유도지표로 모범통일제조물책임법(Model

지기간의 불합리성이 큰 한계로 지적되어 논란이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 : MUPLA)의 제

되고 있다.

정을 시도하였으나, 그러나 각주의 채택이 미비하
여서 통일적인 성격으로까지 발전하는데에는 실패

3 )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발전

하였다.

불법행위(不法行爲:tort)는 고의 또는 괴실로

이 모범통일제조물책임법의 성격은 한 마디로말

인한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해서, 제품의 결함이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 소비자

것이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결함을 입증하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

면, 제조자의 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하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러나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제

예를 들면 운송회사의 트럭운전사가 과음으로 운

품이 불합리하게 불안전한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였

전을 하다가 젊은 여성을 치어 부상을 입힌 경우에

다. 그러나 판매자에게는 당해 제품의 판매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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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는가만을 판단하는 과

미불 100달러 전후가 된다. 따라서 거대한 금액의

실책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소송에도 개시에 약간의 소송비용으로 소송이 언제

결론적으로말해서, 모범통일제조물책임법(MUPLA)

든지 가능하다.

은 비록 미국 전지역에서의 확산과 채택에는 실패
하였다. 그러나 현재도 많은 주가 판례상 MUPLA

4 ) 배심제도

를 인용하거나 주 차원의 제정법에 일부를 채택하

배심제도는 일반 시민중에서 취사선택된 배심원

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지금까지 그 의의와 영향력

이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쌍방의 주장이나 증언

이 크다고 인정되고 있다.

을 듣고 판사로부터의 법률적 설명을 듣는다. 그리
고 나서 배상책임의 유무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8. 소송제도의 특징
1) 다수의 변호사
미국의 법과대학(law school)에서 배출되는 변
호사는 매년 약 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약
100만명의 변호사가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의뢰인이 하시라도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취사선택
하여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선정하고 합의하여 평결을 내리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평결(評決)이란 원래 합의제
법원의 법관이 모여서 재판내용을 결정짓기 위해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의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
명 합의라고도 한다.

5) 개시절차(Di scover y )
디스커버리극(劇)이나 시(詩) 따위의 줄거리의

2 ) 성공보수제도
미국의 변호사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성공보수제
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개시시 원고는 처음
부터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없이 사건을
의뢰할 수 있다. 또한 화해나 승소시 피고로부터 수
취한 배상금의 30～50%의 변호사 보수를 지불하
는 조건으로 소송을 의뢰가 가능하므로 초기비용의
지출이라는 부담없이 소송제기가 항상 가능하다.

3 ) 염가의 소송비용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법원에 소송비용을 지불하
여만 하지만 그 비용이 소송액에 관계없이 대체로

전개를 지칭하고, 법률에서는 논거로 하는 사실이
나 문서의 강제적인 개시(開示)나 발표(disclosure)를 의미한다. 그래서 공판전 원고와 피고 쌍방
이 갖고 있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증거개시절
차가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고
는 자기의 주장에 필요한 정황이나 증거를 용이하
게 입수할 수 있다.

6 ) 징벌적 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 損害賠償 : punitive damages)은, 민사손해배상의 원칙은 손해의
전보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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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제손해를 전보받은 것이 원칙이지만 영미법계

으므로 제조자의 자력에 의해 오직 현찰(cash)로

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수정하여 일부러 가해자의

지불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체에서는 지불하고

손해를 악화시키거나 책임을 회피한 경우, 기존의

싶어도 시재가 부족하여 일시에 지불하지 못해 허

손해의 전보(塡補)를 훨씬 뛰어 넘어 형벌적 성격

덕이는 경우가 있다.

을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배상금은 전액을한꺼번

현실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일반 평배심원들의 감

에 갚는 것이 보통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 때문에 기업소송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선고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몇 회에 나누어 지불하는 이

되는 일이 자주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내려지는

른바 할부지불(installments)를 허용해 주고 있다.

경우에는 손해 배상액이 훨씬 가중되므로 기업측은

그리하여 피고의 사정에 따라 요청이 있을 때는 정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분할하여 어느 시기까지

미국에서는 특히 가해자의 행위에 악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통상의 배상금과는 별도로 배심원의 판단

지불완료하는 형태로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길을 터놓았다.

하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된다. 그러나 그 인정
기준은 애매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을 경
우에는 상당히 고액이 부과되며 기업의 존망을 좌
우한다.

9 ) 집단소송
집단소송(集團訴訟 : class action)은 많은 사
람이 어떤 행위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슷한 피해
를 입었을 때, 그 중 일부의 피해자나 전체피해자를

7 ) 손해의 중복전보
이중 급부의 원칙(Collateral Source Rule)이 인

대표하여 제기(提起)하는 소송으로, 일명 집합대
표(集合代表)소송이라고도 한다.

정되어 원고가 상해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의 다름

주로 공해, 결함상품, 가격의 위법적 인상 등에

급부원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의 공제없이 손해배상

의해 피해를 받은 다수인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이나

금의 이중수취가 가능하다. 이 점에서 있어서는 논

유지(留止)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노동쟁의

란이 계속되고 있다.

에서 대량의 처분자, 이를테면 집단해고 등이 나온
경우에도 제기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것은 법률

8 ) 정기적 배상

상의 호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민사소송법상

정기적 배상(Structured Settlements)은 우리가

다수인이 원고가 되는 공동소유의 대규모적인 형태

흔히 볼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이다. 배상금액이 너

의 것이다. 또는, 다수인 중에서 적당한 수의 대표

무 높고 특히 징벌적 배상금을 지불해야하는 경우

자를 선정하여 전원을 위해 소송을 시키는 이른바

에는 PL보험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있

선정당사자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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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선정당사자(選定當事者)와 유사한 경우

10 ) 연대책임

가 될 것이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자가

연대책임과 이와 관련된 디프포겟이론(Deep

공동으로 소송을 하여야 할 때 그 가운데서 선출되

Pocket Theory)이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

어 전원에 갈음하여 소송당사자가 되는 자이다. 이

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책임을

에 의하여 각자가 모두 소송하지 않으면 안될 번잡

지는 것이다. 그래서 연대책임이란 2인 이상의 가

을 피할 수 있을뿐더러 소송이 단순화되고 편의가

해자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본 피해자가

있다.

양쪽 혹은 가해자 사이의 책임정도와는 무관하게

이를테면, 미국의 실리콘젤 부작용 소송사건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다. 유방확대수술 후

어느 한쪽의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금 전체도 회수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전개되었다.

가슴에 주입되어 있었던 주머니가 터져서 체내에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10%의 책임이 있는 갑

누출된 실리콘 면역체계 파괴와 피부조직의 이상을

(甲)과 90%의 책임이 있는 을(乙)이 공동가해자

일으키는 피해가 여기저기서 미국내서는 물론 세계

인 경우, 을에게서는 충분한 배상능력이 없고 갑에

각처에서 속출하였다. 이로 인해 각지에서부터 사

게는 충분한 배상여력이 있다면, 갑은 책임분담 비

고정보나 소비자의 고충이 FDA에도 제기되었고,

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100%의 책임도

급기야는 1992년에 FDA는 그 사용을 제한하는 조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후에 갑은 을에 대한 구

치를 취하고 같은해에 다우코닝사는 제조를 중지하

상권을 획득하게 되지만 책임분담 비율에 비해 과

였다. 피해자들은 제각기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을

다한 부담을 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것은 어느면

추궁하는 소송을 각지에서 제기하였고 일부에서는

에서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하는 이론도

거액의 평결이 나오게 되었다. 그 후 무려 약 1만

제기되고 있다.

2,000여건의 소송이 되기되었다. 알라바마주 버밍

이러한 연대책임법리는 특히 교통사고나 사업장

햄의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집단소송에서는 피

에서의 산업재해사고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

고 중 다우코닝사, 브리스틀 마이어사 및 백스터 헬

다. 이러한 경향은 대기업의 경우일수록 위험의 분

스케어사의 3사가 공동으로 총액 40억달러의 기금

산이 가능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통해 다시 이윤

을 설립하고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한다는 조건으로

창출을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

전세계 화해안(global settlement)을 마련하였다.

이 인정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주머니가 두둑한

이 전세계 화해안은 몇번의 수정과정을 거친 후 확

(Deep Pocket) 대기업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정되었다. 피해자들 중 이 화해안을 받아들이지 않

것이 사회적인 공평의 견지에서도 타당하다는 근거

는 사람들은 계속 소송을 진행시킬수 있지만 대부

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자금력

분의 피해자들은 화해안을 받아 들였다.

이 든든한 대기업은 간혹 전혀 책임이 없는데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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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가 되어 소송의 피고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나마 그런데로 미국에서 정착된 것은 오랫동안 민

서는 엄청난 고액의 부담금을 지불해야하는, 일면

주주의가 꽃피었고,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합리주

억울한 사례도 발생하게 되었다.

의적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깔려있는 정돈된 사회

미국의 제조물책임소송은 판례법에 의한 불법행

분위기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위책임과 통일상법전이라는 제정법에 의한 보증책

의 질서와 안정이 정착된데다가 초현대적인 유통체

임의 양축으로 하여 결함 제조물에 대한 피해자 구

계의 확립, 바람직한 법관의 자질형성 그리고 다수

제의 방안을 도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법

의 변호사 등이 작용하여 소비자천국을 일구어 낸

의 운용과 함께 절차법으로서 다른 대륙법과는 특

것이다.

이한 소송제도를 갖고 있어 미국의 제조물책임에

사실 미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성이 정착되어있고

대한 대응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초중심의 지상낙원을 만든 것도 큰
요인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모든 세상의 일

9. 결 언

이 동전과 같이 양면이 있듯이, 제조물책임에 의한

이와 같이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PL소송의 남

강화된 컨슈머리즘(consumerism)이라는 측면이외

발, 상상을 초월하는 고액의 징벌적 배상금액, 수없

에 기업활동에 위축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

이 많은 사소한 예상밖의 자디잔 소송사건들, 고액

게 되어 최근에는 주(州)별로 다양한 보완장치를

에 대한 정기적 분할배상, 집단소송 등 여타국가에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는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성격의 요
인을 지니고 있다.

어쨌든 미국은 우리에게 최대의 수출시장으로국
내의 제조업체들이 미국내에서의 PL소송을 통해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법리의 적용은 미국의 사

막대한 배상손실을 초래하여 그동안 값비싼 교훈을

회에서 특정한 산업이 무리하게 자리를 잡을 수 없

통해 통렬한 경험을 맛본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

도록 한다는 일종의 국민들의 일치된 사회여건을

타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한 나라의 경우에도 국가별

형성하여 반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에 상당

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과 토양에 따

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회와

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의 제조물책임법리를

정부를 중심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체제를 너무 일방

근간으로 하여 자국의 법체계를 변경하고 개정하며

적으로 소비자과잉보호라는 중심에서 조정내지 재

보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우리도 향후

정비하고자 하는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많은 정성과 관심을 가지고 미국내에서의 추이를

미국의 특성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특수법리가 그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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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시장 및 기술동향
- S i 반도체 및 Post D램의 기술 동향 및 전망 정밀전자과 공업연구관 이상근
02) 509- 7325 sglee @ats.go.kr

1. 반도체 기술개요
1. 1 반도체 기술의 발전역사
1947년 미국 벨연구소의 바딘, 브래튼, 쇼클리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공로로 1956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면서, 반도체 기술의 서막이 시
작되었다. 1958년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는
집적회로(IC)를 개발하였으며, 1971년 미국 Intel은
초고밀도집적회로(VLSI)를 개발함에 따라 1 k bit

1. 2 반도체의 정의, 분류 및 기능
반도체란 원래는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 그
렇지만 빛이나 열, 또는 불순물을 가해주면 반도체
는 전기가 통하게 되고 또한 전류 제어가 가능한
물질이다. 반도체는 Si반도체와 비Si반도체 (화합
물반도체, MEMS 등)로 분류하며, Si반도체는 메
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대별한다. 본 논의에서
는 Si반도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한다.

의 D램, S램을 최초로 만들었다. 그 이후 미국이

메모리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기억소자이며,

70년대의 반도체 기술을 주도하게 되었다. 1984년

휘발성메모리와 비휘발성메모리로 분류된다. 휘발

일본의 Toshiba에서 Flash메모리를 양산하여 일본

성메모리는 고집적·대용량의 기능을 가지는 D램

이 80년대의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게 되었다.

과 고속도의 기능을 가지는 S램으로 분류하며, 비

1983년 한국의 삼성전자는 64 k D램을 생산하
며 양산에 진입하였으며, 그 당시에 미국, 일본의

휘발성메모리는 전원을 제거해도 데이터를 잃어버
리지 않는 기능을 가지는 Flash 메모리가 있다.

선진국과 한국의 기술격차가 5년 뒤지는 상태였다.

메모리 반도체는 data저장이 주기능이므로 제품

1992년 한국의 삼성전자는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여

의 경쟁력은 cost/bit의 최소화에 있으며, D램은

64 M D램의 세계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90년대 D

각 세대별로 성숙기에 개당 5$ 이하의 가격을 유지

램세계시장을선도하게 되었다. 그 후한국은 1996

하며, 생산업체는 고집적도의 제품 개발에 모든 역

년과 2000년에 각각 1 Giga와 4 Giga D램을 개발

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여 세계최고기술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고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인텔사의 CPU와 같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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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가 대표적인 제품이며, 핵심적인 기능이 고속

가격의 급락으로 2000년 2,271억불에서 2001년

연산 성능에 있기 때문에 고집적화보다는 고속화에

1,550억불로 32%감소하게 되었다. 세계시장은

개발 목표가 맞추어져 있다.

2006년 2,500억불 규모로 년평균 10% 성장하며,
한국은 2001년 143억불 수출에서 2006년 300억불

1. 3 D램의 동작원리

에 이르는 수출확대가 전망된다.

D램의 1 셀은 1 트랜지스터와 1 커패시터로 구

메모리와 비메모리 시장은 약 1 대 4의 점유분포

성되어 있으며, 커패시터는 데이터저장을 하고 트

를 가지며, 2001년 반도체시장 1,550억불중에서 메

랜지스터는 신호전달을 제어한다. 또한 D램의 동

모리가 270억불로 17%, 비메모리는 1,280억불로

작은 전하를 커패시터에 충전할때 0 또는 1 로

83%를 점유하는 비메모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데이터를 저장한다. 기억내용을 유지하기 위해 누
설전류에 따른 전하손실을 외부에서 주기적으로 초
당 2～4회 정도의 refresh(재충전)을 해주어야 하
며, 그 만큼의 전력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커패시터와 트랜지스터는 상하에 위치하는 3차
원적인 구조를 가지므로 D램은 초고집적화가 가능
하여 메모리 효율을 크게 가지게 된다.

2. 2 메모리반도체 시장현황
표1에서와 같이 종류별 메모리반도체의 세계시
장을 살펴보면 2001년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큰 폭
으로 축소되었으며, 메모리반도체에서 D램이 큰 비
중을 차지하며 2001년도의 메모리반도체시장이 크
게 위축되어 -61%성장을 이루었지만 향후 D램은
지속적인 증가로 메모리반도체를 주도할 전망이다.

2. 반도체 산업동향
2. 1 반도체 시장 동향
반도체세계시장은2001년세계경제의침체와 D램
<표 1> 메모리반도체의 세계시장 추이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D램

231

315

118

131

170

220

190

S램

46

75

44

40

40

30

30

Flash

71

116

81

90

120

150

140

기타메모리

7

9

8

8

10

10

9

355

515

251

269

340

410

369

구분

합계

(출처: Gartner Dataquest, 20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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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S램 시장에서 한국은 일본에 이어 2위 시장점

2. 3 한국의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은 한국의 전략수출산업이며 단일품
목으로 1992년이래 10년연속수출1위품목으로 2000
년 260억불의 수출로 전체 수출의 15.1%와 2001년
143억불의 수출로 9.5%를 차지하고 있다. 메모리와

유로 미국과 함께 3강 구도를 이룬다. Flash메모리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이 압도하며 한국은 한자리수
의 시장점유로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 시장의 확
대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

비메모리의 생산비율은 78 : 22로 메모리가 주를 이
루고있어세계반도체업계의평균(17 :83)과 비교시

3. 반도체 기술동향

한국의 반도체 생산구조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3. 1 반도체 제조공정

향후한국은세계시장을선도하는메모리반도체분야
를 더욱 강화하며, 또한 소량다품종의 고부가가치인
비메모리제품을사업의다각화함으로세계일류상품
의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2001년 메모리 세계시장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과 각축하며 3위를 차지하였다(표2). D램 시장에서
한국이 4년 연속 1위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

반도체 제조공정은 Si 웨이퍼를 가공하는 전공정
(FAB)과 조립하는 후공정(Packaging)으로 분류된
다. 전공정의 핵심은 초미세화 공정기술을 다음 두
기술로 크게 대별하는데 첫째가 리소그라피 공정기
술이고, 둘째가 박막증착, 식각, 세정 등의 리소그라
피 이외의 기타 공정 기술이다.

<표2 > 2 0 0 1년 메모리 세계시장 및 국가별 시장점유율
2001년
세계시장
(억불)

한국
매출액
(억불)

한국

미국

일본

메모리전체

251

68

25.3

32.6

26.6

3위

D램

118

49

41.5

19.7

20.6

1위

S램

44

13

30.9

30.6

36.1

2위

Flash

81

5.2

5.3

51.2

33.5

3위

구분

시장점유율(%)
비 고

(출처: Gartner Dataquest, 20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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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반도체 기술발전추세
<표3 >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 동향 및 전망
메모리 반도체 (휘발성 & 비휘발성 메모리)
종 류

·휘발성
메모리

·D램

·SD램

용도

기능

메인
메모리

고집적
대용량

·DDR SD램

추세
고집적
고속화

저전력
저가격

·램버스 D램
·S램
·비휘발성
메모리

·DDR SS램

·Flash메모리

동영상

고속도

디지털
정보기기

비휘발성
저전력

비휘발성

표3에서와 같이 메모리반도체는 PC의 메인 메모

채택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국내업체들이 국제

리에 주로 사용되며, 고집적화, 고속화, 저전력화, 생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JEDEC(미국

산단가 절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90년대 후반

반도체관련 단체규격)의 차세대 D램분야에 선도적

부터펜티엄급PC출시로이전에비하여D램의속도

활동을 하고 있다.

도 중요성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D램은 고속화를

모바일 기기 및 디지털가전의 디지털화확산으로

위해 S(싱크로너스)D램, SD램의 2배의 전송속도를

Flash 메모리가 부상하고 있으며 Flash 메모리의

가지는 DDR SD램, SD램의 4배의 전송속도를 가

큰 소비전력, 느린 쓰기속도 등에 대한 한계로 F램

지는 램버스 D램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SD

과 같은 새로운 비휘발성메모리의 개발이 요구되고

램(63%)과 DDR SD램(30%)이 대부분의 D램시장

있다.

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D램의 고집적도 향상에
의한 가격경쟁력 향상이 최우선시 되고 있다.
SD램, DDR, 램버스 등의 고속화 D램에서 생산
업체는 제품의 규격을 먼저 우선적으로 표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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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 D램 메모리반도체의 Ro a d Ma p
개발
년도

양산
년도

용량
DRAM

선폭
(㎛)

리소
그라피
광원

웨이퍼
동작전압
사이즈
커패시터 유전체
(V)
(㎜)

'92

'95

64M

0.35

I/KrF

200

3.3

'94

'98

256M

0.25

I/KrF

"

'96

'01

1G

0.18

KrF

'00

'04

4G

0.13

'03

'07

16G

'06

' 10

'09

' 13

전극
재료

용량
(신문지)

SiO2/Si3 N4
(ON)

poly- Si

520매
(15일)

2.5

ON

poly- Si

300

1.8

ON/
Ta2 O5

Si/TiN

KrF
ArF

"

1.5

Ta2 O5/
Al2 O3/
HfO2

Si/TiN/Ru

0.10

ArF
F2

400

1.2

SrTiO3

Ru

64G

0.07

ArF
F2

"

0.9

(Ba,Sr)TiO3

Ru

256G

0.05

EB, EUV

"

(Ba,Sr)TiO3

Ru/Pt

3. 3 고집적화

백과
사전

인간
메모리

리소그라피(Lithography, 노광)는 노광원을 사

D램의 고집적화에 따라 선폭이 축소되면서 양산

용하여 설계된대로 웨이퍼 위에 미세회로 패턴을

성 확보의 어려움, 공정 복잡도의 증가에 따르는 생

형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0.1㎛이하의 선폭축소에

산성 저하 등의 제반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다. 또한

따라 단파장의 광원을 채택한 나노 리소그라피기술

차세대 D램의 주요 기술개발은 나노 리소그라피기

을 개발중이며, 짧은 파장의 노광원이 높은 해상력

술, 고정전용량 커패시터와 고유전 트랜지스터 등

을 가지며 더 미세한 회로선폭을 형성시킨다. 0.1

에 집중되고 있다.

㎛이하의 선폭 적용을 위해 광학 리소그라피기술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그림1에서와 같이 선폭은

에서 비광학 리소그라피기술로 발전되고 있다. 광

한 셀의 짧은 변의 반으로 정의하며, 비메모리 로직

학 리소그라피기술는 엑사이머 레이저(KrF, ArF ;

소자의 경우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선폭 즉 게이

193㎚～248㎚)를 사용하고 있으며, 엑사이머 레

트 길이로 정의한다.

이저(KrF, ArF) 리소그라피공정의 문제점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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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은깊이, 라인모서리의 라운딩, 후 노출 지연,

금속(Ru, Ru/Pt)전극재료를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건식에칭의 낮은저항, 비싼가격 등이 있다. 이러한

고유전체와 금속전극을 이용한 고정전용량 커패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광학 리소그라피기술

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은 전자빔과 극초자외선을 사용한다. 전자빔(EB,

소자 및 트랜지스터 내에서 전자의 전달속도를

Electron Beam)은 100 kV의 전자빔을 이용하며

높이기 위해 (게이트)선폭을 줄이는 추세이나 0.13

초점의 큰 깊이와 싼가격의 마스크 등의 이점을 가

㎛이하의 선폭에서는 short channel효과가 발생한

지는 나노 리소그라피기술이다. 극초자외선(EUV,

다. 그림2에서와 같이 short channel효과란 source

Extreme Ultra Violet)은 현재 가장 짧은 파장(13

- drain(channel)의 짧은 거리로 인하여 게이트

㎚～11㎚)을 가지며, 70㎚～35㎚의 선폭을 형

on/ off가 조절되지 않아서 누설전류가 흐르는 현상

성시키는 최상의 차세대 나노 리소그라피기술로 알

을 말한다. short channel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려져 있다.

기존의 SiO2 저유전체에서 HfO2 등의 고유전 박막
절연체로 대체됨으로 고유전 트랜지스터가 개발되
고 있다.

그림 1. DRAM과 CP U의 선폭

그림 2 . MOS FET의 단면 구조

커패시터의 용량증대를 위하여 전극표면적의 증
가, 고유전율 재료의 채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3. 4 고속화

행되고 있다. 현재의 저유전율의 유전체는 SiO2

배선기술은 IC에서 트랜지스터의 상호 연결회로

( ～3.9)와 Si3 N4 (8)이며, 향후 차세대 고유전율의

를 구성하며, 전원공급 및 신호전달의 통로를 실리

유전체는 Ta2 O5 (25), HfO2 (25), STO(200), BST

콘 위에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는 주로 알루

(>300)등이 있다. 또한 열 안전성이 높은 전극재료

미늄 배선을 사용하고 있으나 고집적화/고속화 추

를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의 poly- Si (Si)을 대체할

세에 따라 제반 문제점이 유발된다. 선폭감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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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배선및콘택트저항치가증대되고저항열과일

연시키므로 누설전류를 감소하게 한다. 현재 주로

렉트로마이그레이션등의문제점이발생된다. 일렉트

사용되는실리콘 대신에실리콘이중막 웨이퍼(SOI)

로마이그레이션(Electromigration)은 전류밀도가 높

및 에피 웨이퍼를 개발 중이며, SOI(Silicon On

을 경우 전자이동의 반대방향으로 원자가 움직여 심

Insulator, SiO2 )는 실리콘 웨이퍼에 산소이온을 주

할 경우 배선이 끊어지기도 하는 현상이다.

입해 실리콘 표면 아래에 실리콘산화막(SiO2 )을 형

고속화를 위한 차세대 배선재료로써 구리/저유전
절연재료에대해많은연구가진행중에있다. 구리는

성시키게된다. SOI를적용할경우전력소모량은30%
이상 감소하고 속도는 30%이상 향상하게 된다.

알루미늄에 비해 낮은 저항(62%)을 가지며, 현재의
고유전율(3.9)을 가지는 SiO2 에서 저유전율(2.5)을

3. 6 생산단가의 절감

가지는 SiOC 절연재료가 대체되며 부각되고 있다.

300㎜웨이퍼를 채택할 경우 기존의 200㎜웨이
퍼보다 면적이 2.25배 늘어나 장당 칩생산량의 증대

3. 5 저전력화

로인하여생산단가가크게감소된다. 웨이퍼의크기

Non- PC의 반도체 수요급증에 따라, 동작속도의
증가와 발열량의 감소를 위하여 저전압, 저소비전

가 커지면 단위공정당 가격은 높아지지만, 웨이퍼당
칩수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생산단가가 절감된다.

력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주요 Non- PC는 휴대

셀 크기는 칩 사이즈와 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화, DVD, MPEG, GPS, 게임기, HDTV 등의

셀구조를 8F2 구조에서 6F2 또는 4F2 구조로 변경

정보기기이다. 표5에서와 같이 메모리반도체의 선

하여 절반의 셀 크기를 가지는 새로운 셀을 개발하

폭 감소에 따라 D램은 3.3 V에서 2.5 V 및 1.8 V

고 있다. F는 minimum feature size, 즉 선폭과

로, S램은 1.8 V에서 1.2～1.5 V 및 1.0 V이하의

대략 같다. 그러나 8F2 이외의 cell architecture는

저전압에서 동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0㎚의

아직 한번도 대량 생산되어 그 성능이 검증된 바

선폭에서 최대소비전력은 1.0W이하로 될 것이다.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achitecture의 변경은 모든

소자와 소자, 소자내 트랜지스터 사이를 완전 절

회사에서 가장 꺼려하는 부분이다.

<표5 > 메모리반도체의 선폭 감소와 저전압 동작
D램

S램

전압(V)

선폭(㎛)

전압(V)

선폭(㎛)

3.3

0.35～0.14

1.8

0.17～0.07

2.5

0.26～0.11

1.2～1.5

0.11～0.05

1.8

0.17～0.07

< 1.0

<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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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차세대 반도체 공정과 나노기술의

이미 적용중인 나노기술을 살펴보면, 커패시터

반도체 공정에서 나노기술은 선폭이 150nm이

제조공정에서 HSG (hemi- spherical grain)를 이

므로 nano-tech이 아니고 100nm이므로 nano-

용하여 커패시터 표면적을 늘리는 공정은 이미

tech임 과 같이 구별하지 않으며, 신공정의 채택여

64M 때부터 적용하고 있다. HSG는 구불구불한 표

부와 나노크기 생성물의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는가

면을 형성하여 커패시터 표면적을 최대화한다.
반도체공정에서의 나노기술은 양산성을 구비한

의 여부에 따라 나노기술로 정의한다.
기존 기술(마이크로기술)과 나노기술의 적용 사
례를 살펴보면, CMOS(상보성금속산화물반도체)

리소그라피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특성을 보이는
나노 생성물을 형성한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산화박막의 경우에 대하여
150nm 선폭의 IC에서 산화박막의 두께는 2～3nm

4. 차세대반도체

수준이지만 기존의 SiO2 열산화막 공정으로 제조하

표6에서와 같이 차세대반도체는 향후 3년후의

고 있다. 100nm 이하에서는 short channel 효과의

단기전망으로 메모리와 로직을 복합화한 다기능 칩

발생으로 기존 산화박막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새로

인 SoC, 5년후의 장기전망으로 기존 D램과 다른

운 고유전율 산화박막이 요구되고 있다. ALD법(원

동작원리와 신재료를 이용하는 포스트 D램의 개발

자층 증착법)을 이용하여 절연박막을 형성하며, 새

에 집중되고 있다.

로운 산화박막의 5nm두께는 short channel 효과

SoC는 하나의 칩에 다기능회로를 집적한 반도체

를 저지하여 누설전류를 억제한다. 이로 인하여 기

이며, PC, 이동전화기 등 각종 디지털 정보기기에

존의산화박막보다 새로운박막의 두께가두껍지만,

내장되는 다수의 반도체 칩을 하나로 통합하는 디

그 박막의 특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는 나노기

지털 컨버전스의 휴전 기술을 이용한다.

술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표6 > 포스트 D램의 전망
구
단기전망

장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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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실용화 시기

·D램, S램, Flash

현재～

·SoC
(시스템온칩)

현재～

·F램(강유전체)
·M램(자성)
·P램(상전이)
·N램(나노튜브)
·SET램(단전자)

2～5년
5～10년

주요사항
·D램 기술 로드맵
·휴전 기술
(메모리&비메모리 통합)
·디지털 컨버전스
IBM (256 M?)
Cost Down, SoC용이
초고집적도(Terabit)
Ter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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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D램의 구비요건은 대용량, 고속, 비휘발
성, 저전력 등을 들수 있다. 현재 유력한 차세대메
모리로 F램과 M램이 부상하고 있으며, P램, Nano
메모리, 단전자메모리가 연구개발 중이다. D램의
가격경쟁력을 능가하는 포스트D램은 아직 출현하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 2 포스트 D램
4. 2. 1 F램 (Fer r oel ect r i c RAM)
: 강유전체램
F램은그림4에서와같이D램과동일한구조와동작
원리로 커패시터를 강유전체로 대체되었으며 가해진
전기장에방향에따라잔류분극을이용하여0과1을저
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이며, Flash 메모리를 대체할

4. 1 SoC(시스템온칩)
SoC는 선폭 130～70㎚의 초미세회로 나노공
정, 구리배선공정, 300㎜ 웨이퍼공정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초소형·초박형으로 시스템화한 것이다.

대표적인 차세대 메모리로 부상되고 있다. 그 용도는
PC, 모바일기기및디지털가전기기등의메모리이다.
F램의 특징은 D램의 기록 횟수(> 1015 )에는 못
미치지만 Flash 메모리 (～106 회 반복 기록) 보다

그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반도체단말기의 다기능

더 긴 동작수명 (> 1013 회)을 가진다. 뿐만아니라

지원을 하는 원칩 휴대폰을 인텔이 출시할 예정이

대용량, 정보처리속도의 고속화, 저전력, 비휘발성

다. 플래시메모리와 S램에 DSP, 휴대폰프로토콜

을 나타낸다. D램과 동일한 동작 원리를 사용하기

S/W, 주변장치 등을 하나의 칩으로 만든 셀룰러온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접 셀 간의 간섭 등 초고집적

칩은 2007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그림3에서

화에 따른 문제가 거의 없다.

보는바와 같이 D램, S램 및 Flash메모리를 하나의

국내외 개발동향을 보면 국내업체가 외국업체에

칩으로 만든 메모리반도체 SoC 뿐만아니라 메모리

비해 약간 앞서나아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90년부

반도체에 비메모리(시스템LSI)를 통합한 반도체 통

터 F램 개발에 착수하여 00년 7월에 4Mb F램을

합칩 SoC들이 개발되고 있다.

개발하였으며, 03～ 04년에 상용화 예정으로 현재

그림 3 . 메모리반도체와 비메모리반도체의 통합칩 S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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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Mb를 개발중에 있다. 일본의 Fujitsu와

M램의 특징은 기존의 전기 신호를 자기신호로

Toshiba, 독일의 Infineon등은 2003년에 양산할

바꾼 것이 가장 크며, 저전력, 비휘발성, 반영구적

예정으로휴대기기용및 IC카드용 8 Mb 및 16 Mb

인 제품 수명을 가진다. 또한 Flash메모리의 1000

를 개발하고 있다.

배 빠른 쓰기 특성, 데이터접속(access) 시간도 D

그 동안의 수많은 연구개발결과로 인하여 생산공

램보다 10배 빠른 5ns, 사용전력은 D램의 1/ 100수

정및소재물질의문제는해결하였지만가격경쟁력을

준인 2mA로 현재의 메모리중 최고의 동작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상용화가 지체되고있다. 가격 경쟁력

가진다.

문제는전체적인시장규모와장비, 재료시장의상황

M램의 문제점은 자계를 이용하여 하나의 셀을

에따라 크게좌우된다. 따라서이 분야에대한 지원

동작시키기 때문에 집적도가 증가될 수록 인접 셀

을강화할 경우매우 큰파급효과 가기대된다.

간의 간섭이 심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으나 공정이 어려워지고 양산성에

4. 2. 2 M램 (Magnet i c RAM) : 자성램

장애로 작용한다. 또한 TMR junction에서 사용되

M램은 그림5에서와 같이 가해진 자기장에 의한

는 텐낼링 산화막의 두께를 웨이퍼 전면에서0.1nm

박막의 자화방향에 따른 자기저항효과를 이용한 비
휘발성 차세대 메모리이다.

그림 4 . F램의 로드맵, 구조 및 동작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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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균일성을 갖도록 조절해야 하는데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위 셀의 성능은 우수하나
양산성 있는 공정으로 발전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
으로 판단되고 있다.

4. 2. 3 P램 (Phase- change Memor y ) :
상전이 메모리
P램은 그림6에서와 같이 물질의 상(Phase) 변환
에 따른 전기저항 차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

국내외 개발동향을 보면 IBM은 2004년에 256

는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가역적 구조 상전이 현상

Mbit 상용화제품의 출시 예정을 발표한바 있지만,

을 데이터저장 메모리로 활용하며, 찰코젠나이드

IBM, Infineon 등은 최근 M램의 제품화의 문제점

합금재료 (Ge2 Sb2Te5 ) 박막이 비정질상에서 결정

들에 의하여 오히려 이 분야에서의 투자를 줄이고

질상으로 상변환을 하여 결정질 상태일때 저항 및

있는 상태이다. 삼성전자는 커패시터의 자성박막을

활성화에너지가 낮고, 장거리 원자질서와 자유전

대체하여 2004년 Mb급 M램을 개발 진행중이다.

자밀도는 높다.
P램의 장점은 SoC로 제작하기가 쉬우며, 생산가
격이 차세대메모리반도체중에서 낮은 편이다. P램
은 5 ns의 처리속도는 매우 빠르며, 저소비전력, 10
년 이상의 비휘발성을 가지며, 10조(1013 ) 이상까지
의 동작수명을 가진다. 작동온도는 77K(- 196 )의
저온에서 453K (180 )의 고온영역까지 넓은 영
역에 이른다.

그림 5 . M램의 구조 및 원리

P램은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 상용화 시기
가 요원하지만, 차세대 메모리로 향후 전망이 좋다.
Intel과 STMicroelectronics은 모바일 기기용의 P
램을 개발하며 전반적으로 기술개발은 주도한다.
국내업체는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므로 산학연
컨소시엄하에서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림 6 . P램의 구조 및 원리

53

시 책 논 단
4. 2. 4 N램 (Nanot ube Memor y )

는 경제성 있는 공정이 없는 상태이고 가까운 장래
에 실현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기초적인 연

: 나노 메모리
N램은 그림7에서와 같이 탄소 나노튜브(CNT,
수～20㎚의 튜브형 소재)의 특성을 이용하여 제작

구는 계속하되 대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 나노메모리이며, MOS-FET의 소스와 드레인

2010년 이후 약 1조달러 규모의 세계반도체시

사이의 채널을 CNT로 대체하여 수직으로 성장시

장이 예상된다. 삼성종합기술원은 세계최초로

켜 제작한 트랜지스터 구조를 가진다.

CNT반도체소자 고집적도(0.2 Tera급)를 개발하였

1 Terabit이상의 초고집적 소자를 제작할 수 있
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연구개발단계로

으며, 과기부의 21C프론티어사업 사업단장을 이조
원박사가 수행하고 있다.

차세대반도체에서 향후전망은 좋은편이다. CNT
특성 조절을 통한 band gap의 제어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또한 소자 설계 최적화 및 제작에 대한
연구도 진행중이다.

4. 2. 5 SET램 (Si ngl e El ect r on Tr ans i s t or ) : 단전자 메모리
SET램은 반도체, 초전도체, 나노튜브 등을 사용

N램의 문제점은 아직 이와 같은 나노 재료들을

하여 트랜지스터 내에서 단일전자의 이동을 이용한

웨이퍼 상에 원하는 형태와 크기로 배열시킬 수 있

단전자 메모리이다. 분자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그림 7 . N램의 구조 및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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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스터를 분자 스위치로 대체하며, 나노기술

반도체산업은 타이밍산업으로 시의 적절한 연

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며, 이론상으로 반도체 크

구개발 지원의 중요성이 크며, 미국과 일본 선진

기를 무한대로 축소할 수 있다.

국에서도 범국가적 반도체기술개발을 추진하고

SET램은 하나의 분자 혹은 원자가 스위치 역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선행공정 기술개발을 추진하

을 하기 때문에 초전력구동 및 초고속 구동의 장점

며, 일본은 70㎚ 나노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을 가진다.

또한 EU도 SoC 설계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소의 나노 단분자 트랜지스터 는 재미

차세대반도체의 기술개발은 ALD법을 이용한 나

한국과학자인 하버드대 박홍근교수와 코넬대 박지

노박막공정을 SoC 및 포스트 D램에 적용하고, 나

용씨가 개발하였다. 금으로된 2개 전극사이에 단분

노반도체용 나노리소그라피(EUV)의 핵심기술을

자 (바나듐2원자 혹은 코발트원자)를 배치하며, 그

개발하는 차세대기술개발사업 뿐만아니라 수요업체

전극의 간격은 2㎚로 머리카락의 5만분의 1이 되

와 장비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개발 프로젝

는 극미세 전극이다. 바나듐 단분자 아래에 위치한

트의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제3극인 게이트에 전기를 가하면 전자가 바나듐을

비메모리반도체의 기초·설계 기술 및 인력양성

통해 전극 사이를 이동함으로써 전류를 조절한다.

등 Infra 구축으로 반도체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유

이는 나노크기의 전자소자의 개발에 크게 기여할

도한다. 세부적 추진사례로 통신·디지털가전 분야

것이다.

의 SoC 기술개발 활성화로 비메모리 반도체의 적

10여년 전부터 이 분야의 많은 연구개발이 진행
되었으나, 현재 확실한 실현 방법이 어려워 단분자
트랜지스터의 실용화는 곤란한 실정이다.

극적 육성과 중소·벤처기업 연계의 제도적 지원
체재를 구축하고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반도체의세계표준화를위해민관공동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국제규격(IEC)과 단체규격(JEDEC)

5. 차세대반도체 기술개발 지원방향 등에서 한국의 규격안을 채택시키는 등 규격 제정
향후 기술개발의 지원분야는 차세대반도체의 나
노공정 분야, 장비·재료 분야, 기초·설계 기술향
상의 인력양성 분야 및 세계표준화 분야 등 기반구
축이 우선적이며, 해당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확대,
지적재산권확보 및 양산라인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업체는 연
구·개발단계인 공정·재료·구조 등의 유효 특
허, 개념정립단계인 원천 특허 확보의 유도로 지적
재산권을 구축함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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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활동

ISO/ TC34 (식품 )WG7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관련제품검사법 ) 국제표준화회의
생물환경과 공업연구관 유경희
02) 509-7257 ghyu@ats.go.kr

□개요
출장 목적
- 전세계적으로 GMO의 생산이 급증하여 GM
대두는 세계 총생산량의 36%, GM 옥수수는
7%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GMO에 대
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GMO 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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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장소
- 2002. 5. 6～5. 7(2일간) / 방콕
참석자
- 생물환경과 유경희 연구관

주요 활동 내용 및 성과

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콩, 옥수수

국제 표준화기구(ISO)에서는 2000년부터 TC34

에 대한 GMO 표시제를 2001년부터 시행하고

(식료품)내에 GMO검출 작업반을 구성 운영하면서

있다.

GMO의 샘플링, 핵산 추출법, 핵산 정성·정량분석

- 이에 WE7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GMO검사법

법, 단백질 분석법 등 6종의 규격에 대한 제정 작업을

규격제정작업에서 우리나라의 검정방법이 ISO

수행 중이다. ISO는 또한 유럽표준화기구(CEN)와

의 표준검정방법에 반영되어야 하는 절실한 목

1999년 비엔나 협약을 체결하여 GMO 검사법에 관

표와 실제로 ISO에서 제정되고 있는 GMO규

한 규격제정작업을 CEN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격이 유럽의 검사방법을 기초로 구성됨에 따라

현재 WTO 하의 경제·무역환경의 세계화 추세속에

GMO 검정시 사용되는 표준물질이 유럽 표준

서 국제적 표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과학연구소(IRMM)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GMO 검사법에 대한 국제 표준화 활동 역시 강화될

나라가 일본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준물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기술표준원은 민간전문가,

질(플라스미드)을 ISO GMO검정방법 표준물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식약청 관계자와 함께 2002년 5

질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 하기로 함에

월 6일부터 7일 양일간에 방콕에서 개최된 제 3차

있다.

WG7회의에 참가하여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국제표준활동

방콕의 3차 WG7회의는한국등9개회원국대표단
21명이 참가하였고 우리와 일본은 공동으로 GMO 검

로 다음 제 4차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할 것을 약속하는 수준에서 정리가 되었다.

사법에서 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한편으로, 이번에 우리나라가 GMO검정분야 국제

에 관한 정의에 관해서는 범위를 넓게 확장시키는 것

표준화 회의에 처음 참가한 것에 대하여 각 국에서는

을 제안하였으며 각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며, 우리나라가 곡물의 대

서 우리나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즈미드 표준

량수입국가 임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

물질 사용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적인 활동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우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개발한 플라스미드의 GMO

이번 회의장 분위기는 ISO 표준규격이 유럽의 검
정방법을 기초로 구성됨에 따라 미국, 일본 등 비 유

검정 표준물질 채택을 위해 우리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대하여 매우 감사해 하였다.

럽 국가들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며, 특히 미국은 몬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참가한 WG7회의에서 ISO

토사, 카길사 등 생산·판매업자가 회의에 참여하여

의 GMO검정방법 표준화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있었으며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

개진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은 GMO 상품에

었다. 이번 회의에서 ISO 등 국제회의에 우리의 의견

대한 일반 대중의 부정적인 시각을 고려하여, 새로운

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용어(신 생명공학 관련제품 : Plant products

겸비한 국제전문가 양성 및 훈련이 어느 때보다도 시

derived from modern biotechnology)로 변경할 것

급하게 필요함을 느끼고 왔다.

을 강력히 제안하였다. 그러나 유럽 회원국가의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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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TC157 (피임기구 ) 국제표준화회의
고분자섬유과 공업연구관 김용주
02) 509-7255 yjkim@ats.go.kr

□개요

며 특히, 미반응 모노머 및 잔류용매 등의

ISO TC157(Mechanical contraceptives)
plenary meeting에 참가하여 피임기구관련 관
련 국제규격 제·개정에 아국의 입장을 표명
하고, 콘돔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수집하여
KS 제개정 업무에 반영
기간 : 2002년 7월 8일(월)～7월 12일(금)
장소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참가자 :
- 고분자섬유과 김용주 연구관
- 민간참석자 ; (주)유니더스 김덕성사장, 이봉
삼 전무
(주)동국물산 김영욱 이사
보령테크롤로지 신무호 사장

□ 주요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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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합성고무 콘
돔에 대한 생물학적 적합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
- 임상데이터는 전문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규격의 정의가 필요하며
ISO 다른분야 규격 중 임상시험에 대한 부
분을 참조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천연고무콘돔과 합성고무콘돔에서의 파열압
력 및 slippage rate 데이터는 시험환경에
따른 실질적인 변위가 존재하므로 현 규격
의 0.4～50%의 허용범위를 그대로 인정하
기로 함.

□ 종합의견 및 향후조치계획
참가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오스

ISO TC157 WG17(Synthetic Condom)

트레일리아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콘돔의 최

- 합성고무콘돔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논의하

대수요처인 WHO 등의 국제기구, 나이지리아,

고생물학적 적합성에대한 시험은ISO4074

잠바브 등 아프리카의 콘돔 소비처 및 수요국,

의 시험방법을 참조하기로 하고 보다 구체

인디아, 말레이시아 등의 생산국의 참여로 ISO

적인 임상데이터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으

TC 표준화 회의가 세계의 콘돔에 대한 표준화

국제표준활동

활동에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며, 생산자, 수요

ISO TC157(피임기구분야)전문위원회를 통

자, 시험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발한

하여 업계, 시험기관, 연구소의 종사자에게

정보와 의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으로서

알리고 콘돔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품

모든 국내업계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

질향상을 꾀함.
- ISO TC157(피임기구)회의에서 2002년 2월

국제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른 시험기관의 입지

에 제정된 ISO 4074를 한국산업규격에 도

가큰 것으로 판단되며특히, 유럽및 오스트레

입하기 위하여 이미 국제부합화 제정예고가

일리아의 시험기관이 전세계의 표준화를 주도

되어 있으며 필요한 다른 규격도 제정하여

하고 있는 실정임.

완전한 부합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
- 향후 TC157 국제표준화회의에서 논의되어

특히, WHO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성콘돔 규

질 것으로 예상되는 shelf life시험, 생체적

격에 대하여 ISO TC 참석자들에게 자문을 구

합성 시험, 라텍스에서의단백질 정량방법등

함으로서 콘돔규격을 선도하는 WHO 규격에

의 표준화과제 및 경상연구의 추진을 강구

대한 인식을 달리하였고 꾸준한 국제회의의 참

- 일본 및 중국 등과 shelf life 시험 등에 대

석과 적극적인 WG의 참석이 절실히 요구됨.

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
고 수집된 데이터와 연구를 토대로 NWIP

향후 계획

제안을 추진함.

- 국제표준의 중요성 및 수집한 각종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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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TC 206 (파인세라믹스 ) 국제표준화회의
광전재료과 공업연구관 조덕호
02) 509-7231 dhcho@ats.go.kr

1. 개 요
회의 일시
2002년 7월 22일～7월 23일
장소
DIN in Berlin, Germany
참석자
광전재료과 공업연구관 조덕호 등 한국 측 6명
외에 P- 멤버 회원국인 일본(9), 미국(2), 영국
(3), 독일(4), 벨기에(1), 이태리(1) 등 총 26명
참석

2. 주요 활동 내용
□ Working Group Meeting

가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시편을 헥산 만으로 세척
하면, polar, non-polar 무기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deionized water로 행굼 공정을 추가
할 것을 제안하였다.
□ Joint Coordination Meeting With ISO/TC 206
and CEN/TC 184 &. AG Meeting
Advisory Group에서는 CEN/TC 184와 Joint
Meeting을 가졌다. 영국을 중심으로 CEN에서 제출
한 CEN/TC 184와 ISO/TC 206 사이에실질적인협
력이이루어지지않고 있음을제기하고, 효과적인협력
을 위한 세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던 Rosultion
11/ 2001(Convenor를 조정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반대를 한 한국 측에서는

WG 25 : Friction and wear by ball- on- disk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

method

였다.

ISO/ CD 20808(볼 온 디스크 법에 의한 마찰마

- Coordinator를 설치하게 되면, Convenor의 활

모시험방법)에서 한국 측의 작업반원인 선문대학교

동에 제약이 따르고, 신규항목의 제안이 감소되

이수완 교수가 영국의 Mark Gee 및 Peter Hatto,

어 ISO/TC 206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Barry Newland와 friction force 측정 정밀성에 대

반대한다.

하여 토의를 하였는데, 정밀성은 시간 및 시험조건에

- Convenor의 능력 및 작업안 내용의 질을 향상

따라 달라지므로, 재현성 확보가 어려워, load cell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다른

나 starin gauge를 국제규격에서 찾아 주를 달아 추
60

국제표준활동

ISO/TC와 같이 내용별로 powder, monolithic,

은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

composite, coating, evaluation 등 5가지 분과

기술위원회에서한국의 위상을제고할 필요가있으며,

위원회(SC : subcommittee)를 두자고 제안하

그 방법으로는 한국에서 많은 신규업무항목을 제안함

였다.

으로서 다수의 Convenor가 탄생되도록 유도하고, 또

CEN 측의 주장은 유럽 연합의 일반 전문가를

한 자문그룹의 Convenor를 한국 측에서 차지하도록

Coordintor로 임명하여 유럽규격인 EN을 ISO/TC

일본, 미국을 비롯한 P 멤버 회원국의 지지를 호소해

206(파인세라믹스) 규격으로 만들려는 의도였지만,

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ISO/TC 206의 간사인 Kanno 박사가 국제표준화기

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또한, 표준화 관

구 기술작업지침서 1부의 규정을 설명하여 자문그룹

련 국제회의에 가능한 한 많은 전문가를 한국의 대표

의 멤버 안에서 상기 5개 분야의 Coordinator를 임명

단으로 파견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 미국, 중국, 말레

하게 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CEN 측에서 주장한

이시아, 인도네시아, Venezuela 등의 대표단, 특히 아

Coordinator 설치 문제는 한국 측의 주장한 안에 가

시아 대표단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의견 수렴 및

깝게 결정되어 총회 때에 기술위원회에 권고하기로

사전 토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합의되었다.

한국 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한일 세라믹스 세
미나에 표준화 인프라가 부족한 아시아 제3국들을 초

3. 종합의견 및 향후 조치 내용
ISO/TC 206의 회장은 미국, 국제간사는 일본, 자
문그룹의 Convenor는 캐나다에서 맡고 있는데 반발
하여,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CEN이 동 기술
위원회를 장악한 후, EN 규격을 모 규격으로 삼아
ISO 규격을 제정하여 EU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EU의
국가들이 갑작스럽게 집단적으로 P-멤버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등, 기술위원회에서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
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EU의 조직적인 기술위
원회 장악의도에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들

청하여 새롭게 설치된 표준화 세션에서 TC 206(파인
세라믹스)의 작업안의 발표 및 토의 등 아시아 국가
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
다. 한국을 비롯하여 표준화에 관한 인프라가 빈약한
나라에서는 작업반원이나 간사업무만을 전업으로 하
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 대
학 교수나 국공립연구소의 연구원들을 전문가로 이용
하는데 이들 또한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표준화업무
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
에서도 많은 신규업무항목을 제안하여 Convenor가
될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적·물적 등의보다 적극적
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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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도 품질인증시대

평가정책과장 직대 신종근
02) 509- 7407 jkshin@ats.go.kr

백화점, 할인점, 여행사 등 흔히 입소문이나 단순
히 느낌으로 선택하는 서비스 시설도 이제는 품질

서비스관리, 시설환경과 안전관리 등 7가지 항목을
산·학·연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하였다.

을 확실히 알고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정부에서 서

암행평가는 고객접점에서 응대 및 전화응대, 클

비스산업 국가표준(KS) 제정과 더불어 서비스품질

레임 처리, 근무자세 등을 한국표준협회 등 집행기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에서 평가하였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작년도에 백화점, 할인
점, 호텔, 콘도미니엄, 주유소 등 5개 업종에 대해

고객평가는 이용고객들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
스의 신뢰성, 편리성 등을 고객이 평가하였다.

서비스품질 인증을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은행, 증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식기반

권, 보험, 물류 등을 포함하여 32개 업종으로 대상

서비스지원자금을 포함한 정책자금지원 등 정부의

업종을 확대하여 백화점, 할인점, TV홈쇼핑, 여행

각종 정책추진시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인증기업

사, 택배 등 서비스품질이 우수한 9개 업종 26개 사

의 프로필과 서비스품질 우수성 등을 소개하는 홍

업장(별첨 참조)에 대하여 지난 7월 15일 인증서를

보자료를 제작하여 인증기업 및 관련기관·단체

수여하였다.

등에 배포하여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며, 기술표

우수기업 인증은 전문가그룹에 의한 공개평가

준원과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진흥협회 및 한국

(700점)와 집행기관의 암행평가(100점), 소비자에

서비스경영진흥원 등 깁행기관의 홈페이지에도 수

의한 고객평가(200점)의 3단계 교차평가를 거쳐 공

록한다.

개평가 80%이상 획득업체로써 1,000점 만점에 총
점 800점이상 획득업체를 인증하였다.
공개평가는 서비스품질에 대한 경영전략, 인적자
원 및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고객접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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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반기에는 서비스주간 행사의 일환으로지
금까지 인증받은 업체 중에서 최우수기업과 기업의
임직원을 선발하여 정부포상도 할 계획이다.

기획특집

《참고자료 》

2002년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1차) 인증기업
업

종

기업

및

사업장명

롯데백화점 잠실점, 강남점, 영등포점, 일산점
백화점

(주)신세계 백화점부문 영등포점, 미아점, 마산점
(주)뉴코아백화점 평촌점, 강남점

할인점

TV홈쇼핑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간석점, 작전점, 김포점
(주)뉴코아 킴스클럽 강남점
LG홈쇼핑
롯데관광

여행사

국일여행사
명문여행사

택

배

(주)에치티에치택배
대한통운(주) 서울택배지점, 대전지사, 부산택배지점

포장이사

가나안 익스프레스

호

텔

한도관광 수안보파크호텔

외

식

(주)벽제외식산업개발
(주)신천산업

빌딩관리

(주)LG MRO 엘지트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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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서비스품질인증 대상업종 및 평가항목

업

종

공개평가분야

암행평가분야

고객평가분야

유통, 운송
1. 리더십
1. 고객응대성(접점
1. 공감성
백화점, 할인점, 인터넷쇼핑
응대, 전화응대)
몰, TV홈쇼핑, 여행사, 택배, 2. 서비스품질 경영전략
2. 대응성
포장이사, 렌트카
2. 고객용건처리(업무 처
3. 고객정보(시스템)의 운영
리·숙지도, 클레임 처 3. 신뢰성
숙박, 외식
및 활용
리, 결재수단)
호텔, 콘도, 음식점, 패스트푸
4. 확신성
드점, 단체급식
4. 고객접점서비스 운영관리 3. 근무자세
5. 유형성
정보통신
5. 인적자원 및 조직관리
4. 환경, 시설
이동전화, 초고속통신망
6. 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금융/보험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7. 서비스 경영성과
신용금고
교육/문화
대학, 학습지, 공공행정기관, * TV홈쇼핑, 택배, 호텔, 외식
업등 7업종은 업종 특성을
운전학원, 서점
가미한 기준적용
보건/복지
*TV홈쇼핑, 인터넷서점, 대
병원
학교, 공공행정기관 등 9 *TV홈쇼핑, 식당,
업종은 별도기준 적용
병원, 공공행정
일반서비스
기관 등 6업종
테마공원, 종합용역업, 주유
은 별도기준 적
소, 예식장, 고속도로휴계실,
용
스포츠센타
점수

(1,000점)

700점

100점

2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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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동차 중국 경계령
매일경제신문 국제부

중국이 자동차 대국으로 급성장하면서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면 국내 소비를 바탕으로 중국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대국으로 급부상할 것이란 얘기다.

일본 경제산업성(산업자원부에 해당)은 중국 자

선진국의 자동차산업 전문가와 중국국내 업계관

동차산업에 대한 조사보고서(9월 발표 예정) 에서

계자 모두 앞으로 중국이 자동차 생산대국으로 부

중국의 자동차 대국화를 예측하면서 중국을 경계하

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지 않으면 세계 자동차시장을 중국에 빼앗길 수 있
다고 경고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19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보고서에서
황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99년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자가용을 포함해
모두 120만대 정도였다.

소재산업의 발전상

2001년에는 세계 제 8위 자동차 생산대국으로

민간 복제업체 동향

발돋움했다. 자동차 생산량에서는 한국과 스페인의

을 들면서 중국에서 주요 소재 생산이 가능해지고

뒤를 이었다.

중국으로 기술이전이 가속되면 이는 낮은 인건비와

올해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300만대 규모로

결합해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중국은 자동차

예상된다. 이 경우 한국과 스페인을 제치고 세계 5

대국으로 부상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위로 부상한다.

특히 중국과 합작 생산할 때 첨단기술이 유출되

내년에는 37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

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 이라고 일본 자

스를 제치고 미국과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자

동차업계에 권고했다.

동차 생산대국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일부 소재를 생산·조달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계심을 내비쳤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산업 내용을 뜯어보면중국이
과연 자동차대국이 될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없지
않다.

중국에 자동차도 뺏길라 각
술유출 방지 비상
13억의 인구 대국 중국에 자가용 구입 열기가 일

현재 중국 자동차산업은 외국 기업의각축장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 자가용시장은 독일 폭스바겐과
중국 이치자동차가 합작으로 설립한 이치따중과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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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바겐·상하이자동차가 합작으로 세운 상하이따

기술혁신 개발비용 생산자원과 지식 경험등에서 아

중이 전체 시장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직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혼다가 중국 광저우의 뱌오츠와 합작으로
어코드를 생산하고 있고 GM이 역시 상하이자동
차와 합작으로 뷰익을 생산하면서 중국 중형차시
장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시장 주류가 폭스바겐 혼다 GM 등

국내업체 中 진출
국내 자동차업계의 중국시장 진출은 사실상오해
를 원년으로 평가할수 있을 정도로 최근 들어 급격
히 확산되고 있다.

외국 자동차회사와 합작한 회사다. 여기에 외국 자

그 동안 기아차가 현지에서 프라이드를, 대우차

동차업체들은 중국 자동차시장 급성장 전마에 따라

가 대형 버스를 생산하기는 했지만 현대차와 쌍용

중국 진출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차가 올해 중국시장 진출을 선언한데 이어 기아가

현대자동차가 베이징자동차와 합작회사 설립 인
가를 기다리고 있고 기아자동차는 둥펑자동차와 합
작으로 프라이드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
표했다.
또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대우차를 인수해

현재 중국 자동차시장에서 중국 고유 모델의 자

새로 설립하는 GM대우오토앤드테크놀로지(GM대

동차는 거의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우차)에 GM 중국 현지법인인 상하이GM이 지분참

나마 고유 모델이었던 이치자동차의 중형차 훙치

여해 대우 차종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

와 택시용 소형 승용차인 톈진자동차의 샤리도 최

하고 있다.

근 도요타의 기술이전을 받아 새로운 모델을 내놓
고 있다.

현대와 기아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각각 근
거지로 중국시장을 전방위로 공격한다.

중국 정부는 제10~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2010년 연간 500만대 생산체제를 갖춰 세계 5대

통해 2010년까지 중국을 자동차 생산대국으로 발전

제조업체(글로벌 톱5)로 올라선다는 야침찬 계획의

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일환이다.

중국이 자동차 생산대국으로 부상 할 것이라는

현대차는 베이징자동차와 합작회사인 베이징현

사실에 대해 자동차전문가들도 거의 이의를 달지

대자동차를 설립하고 현재 승용차 공장을 짓고 있

않는 것 같다.

으며 올해 말 시험생산을 시작으로 2005년 20만대

그러나 중국 자동차산업이 기존 세계 자동차시장
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는 이견이 존재한다.

그리고 2010년까지 50만대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
출 예정이다.
초기 투자비 1억달러 등 2005년까지 4억3000만

니컬러스 쉴르 포드자동차 사장은 중국 자동차

달러, 2010년까지 11억 달러를 투입하며 연말부터

산업이 세계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EF쏘나타를 시작으로 아반테XD 등 승용차 전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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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중국 실정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합작회

J- 200(프로젝트명) 등의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가상

사가 자체 개발한 승용차도 만들 계획이다.

하이GM의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 판매하는 방

기아차는 둥펑자동차(東風汽車集團)와 종전
합작법인(위에다- 기아, 悅達起亞汽車有限公
司)을 통해 자본제휴한다.
기아는 5만대인 생산 규모도 기존 생산설비를 늘
리고 새 공장을 세워 30만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쌍용차도 최근 중국에서 렉스턴을 출시한 데
이어 아예 현지 조립 용 반제품(CKD)을 수출하는
형태로 현지에서 직접 생산 판매하기 위해 합작
파트너를 찾고 있다.

또 프라이드와 함께 11월께부터 1400㏄급 C-카

현대모비스와 만도 등 자동차부품업계도 현지에

(프로젝트명)를 생산해 소형차시장에 본격적으로

생산라인을 갖고 현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

뛰어들 예정이다.

의 현지 공장 등에 공급하기 위해 잇따라 중국 진

GM대우차는 10월께 출시하는 누비라 후속

출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

※ 본글은 2002. 8. 20(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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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며 겪으며

고유한 풍습의 보고 (寶庫 )
그리운 탐라국 을 생각하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교육홍보이사 오영택

제주도는 4면이 바다인 섬으로 육지와는 다른 것이
많아 호감을 가지고 보게 된다. 육지에서는 맛볼 수
없는 아열대성 기후와 경치는 외국에 내 놓아도 손색
이 없다.

때문에 유교문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억지 효도
가 대부분이었다.
당시에는 불효 막심한 행위로 여겨졌을 이같은 행
위가 어떻게 지역문화로 승화됐을까?

제주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은 40여년

얼마전 제주도에서 대대로 살던 직원이 전출되어

전 필자의 모교 교수로 계셨던 이문영 교수(현 고려

왔길래 장가 든 아들과 늙은 부모가 같이 살아도 살

대학교 명예교수)를 통해 독특한 제주도의 고유전통

림은 따로 하는 제주 풍습에 대해 얘기를 꺼냈더니

문화를 체험하면서 부터다.

처음엔 나쁜 의도로 말하려고 하는 줄 알았다고 한다.

제주도 주민들의 살림살이는 독특하다는 것을 느낄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론 솔직·담백하고 가식 없

수 있다. 장가 든 아들과 늙은 부모가 같은 담 안에

는 독창적인 풍습으로 내세워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살지언정 살림은 따로 분가해 산다. 부모가 몸을 움직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유의 문화로 알고 있었는데 요

일 수 있는 한 자식들에게 봉양을 요구하지 않는다.

즘 들어 변화의 물결 속에 점차 고유의 문화가 점차

스스로 자기 몫의 양식을 해결하는 것이다.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에게 첫 관심으로 다가온 것은 이와 같은 독특

물론 이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 문화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요

고유한 문화나 제도가 생기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

사이는 분가해서 살지만, 옛날에는 같이 살면서 불편

간과 외부영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또 독창적인 문

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

화 형성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삼강오륜(三綱五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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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으로 편할 날이 없었다.
즉 한반도에서는 문화적인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종전에는 시간과 외부 영향을 피동
적으로 받아 본의 아니게 변화되었지만 현재는 국제
화, 지구촌화 물결에 능동적으로 변화 일변도로 치
닫고 있다.
변화는 좋은 것으로 여길 정도가 되었다. 제주도
를 국제관광 특구로 만들어 영어를 공용어로 쓰자는

제주도에 한국인과 중국인이 수적으로 많으니 일본
인들도 같이 살았겠지만 일본인들은 제주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인들은 왜 자기 영토로 귀속시키지 못
했을까?
대만도 근세에 와서야 중국으로 되었다. 아세아 대
륙만을 챙겨도 충분했을 것이며, 제주도를 중국영토
로 귀속시킬 필요성이 덜 했을 것이다.

의견까지 나오게 되었고, 모두가 세계화에 매혹되어

한때 만주벌이 우리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있다.

더구나 해양생활이 발달 안된 우리 조상은 대마도

우리 나라 지도를 보면 제주도는 육지와 거리가 멀
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대마도는 부산에서
맑은 날에는 보인다고 한다.
제주도는 거리 상으로는 중국보다 일본이 더 가까

를 놓고 실랑이를 벌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요즘도제주도를갈기회가있을때마다순수
한호기심으로 해상왕국탐라국의뿌리가어디에있으
며 어떻게 문화가 형성되었는가를 생각해보곤 한다.

운 위치에 있다. 탐라국 시절 그 이전부터 중국인이

육지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기후, 환경, 문화 등을

많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비전문가인 입

가진 제주도가 우리의 영토인 것을 기쁘고 흐뭇한 마

장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 민속음

음으로 아시아 지도를 다시 펴 보며 이런 생각에 잠

악 중에 제주도의 오돌또기 타령과 유사한 민속노래

긴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민족적인 정통성과 특

를 들은 적이 있다. 제주도 방언 중에 놈삐(무), 처나

이성이 점차 퇴색되가는 요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반(천장)은 중국어로 놈삐 는 뤄뻬 로 처나반 은

섬 제주도가 고유의 말과 전통을 언제까지나 지켜 나

텐화반 으로 발음하고 있다.

가길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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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탐방기

전기·전자부품용 재료 생산업체
대주정밀화학 (주 )
광전재료과 공업연구관 송국현

서해안 고속도로의 월곷 램프를 빠져나오면 그 옛

산업은 가전 및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당히 발전되었

날 소래포구를 중심으로 널리 펼처져 있던 갯벌은 없

고 많은 부품들이 국산화되었다. 그러나 전자부품에

어지고 멀리서부터 몇 척의 어선과 공장과 주택지와

사용되는 중요 재료의 대부분은 여전히 수입되고 있

도로와 개발의 손길을 기다리는 초지만이 눈앞에 전

었다. 이에 본 회사는 1985년 대주정밀화학 (주)로 상

개된다. 시선을 돌려 대부도 방향으로 지나다보면 도

호를 변경하고 반월공단에 공장을 신축하여 주형용

로 우측에 아담하나 기품이 있는 산봉우리와 봉우리

EPOXY 수지 및 도전재료를 생산하여 명실상부한

정상부에 있는 정자에서 눈을 땔 수가 없게 된다. 아

전기·전자부품용 재료 생산업체가 되었다.

무도 없는 저 정자에 오르면 없어져 버린 갯벌과 저
멀리 황해 넘어 중국을 볼 것 같은 기대 때문이다.

1994년에는 현재의 시화공장으로 이전하여 반도체
및 PCB용 Ag/Epoxy 접착제, VCR 헤드용 Mn- Zn

이 옥구공원을 옆으로 하여 2～3분을 달리면 좌측

Ferrite 단결정, SAW Filter용 LaTiO3 단결정, 난연

길건너 공단에 있는 진한 갈색의 3층 건물(시화공단

성 전선 피복용 수산화마그네슘, 형광체, 감광제, 투명

1라 110)이 있는데 이곳이 대주정밀화학(주)이다.

전극용 ITO 분말, 광촉매 Sol, PDP용 Glass 등 30

회사에 들어와 박종희 부사장 및 연구소장과 함께

여종의 전기·전자부품용 재료를 생산하고 있다.

자리를 한 후 이야기를 나누었다. 본 회사는 1981년

1996년에는 중국 상해에 자본금 50만$의 대주전자

에 (주)대주교역으로 설립되어 저항기 및 콘덴서용

재료 유한공사 를 설립하여 회사의 국제화에도 노력

절연도료 원료를 수입, 이를 가공하여 국내업체에 판

을 하고 있다. 2001년도에 매출이 214억원이고 이중

매하는 일을 통하여 전기·전자부품용 재료생산과

수출이 128억원이며 종업원은 총 111명이다.

인연을 맺게 되었다. 당시에 이미 국내의 전기·전자

70

위와 같은 다양한 신제품을 활발히 개발한 결과 본

기술표준가족

회사는 우리 부로부터 생산성향상우수기업, 부품소재

막의 반사·흡수율 등의 광학적 특성과 내전압특성,

기술개발기업으로 지정되었고 경기도로 부터는 유망

기계적 강도면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규격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수출을 증대시키기

을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를 오랜

위하여 UL DC- 5480(일반 주형수지), DI- 500(FBT

경험과 축적된 기술 이외에도 수요자의 끊임없는 정

용 주형수지), CP- 900(FILM CONDENSER용 분체

보교환 노력을 통하여 해결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이

도료) 등 10여 품목에서 국제적 인증을 받는 등 품질

본 유리재료가 첨단 완제품의 양산과 동시에 주요 국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품질 향상을 위

산소재가 개발된 사례가 되게 하였고 PDP의 국제경

한 활동의 결과 산업훈장(1997년), 양백기술상 대상

쟁력 제고에 일조를 하고 있다. 보통 첨단제품의 양산

(1994년), 생산성대상(1995년) 기술혁신부문 및 노사

초기에는 주요 소재도 수입사용하고 얼마 후에야 국

화합 부문), 정밀기술경진대회 대통령상 (2000년) 등

산화함이 우리 산업계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유리

의 많은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료는 일본의 Hoya 유리 등과 대등하게 국내 S사에

본회사가최근양산하고있는PDP(Plasma Display

납품되고 있고 대만 중국 등에 수출되고 있다.

Panel)용 유리재료는 PDP 내의 격벽 및 유전체용

다른 어려움이 없으시냐는 질문에 박부사장은 최근

유리 분말 또는 유리 paste 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 IT산업의 침체에 따라 매출 감소라고 답하며 산자

42인치 이상의 PDP는 TV의 디지털화 대형화 추세

부의 지원으로 본 회사는 물론 공단내의 대부분의 회

에 따라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2010년경

사에서 신제품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비하

에는 현재의 브라운관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

여 외국 정보입수의 어려움과 홍보 부족으로 매출신

히 PDP의 가격이 현재의 9,000달러 수준에서 1인치

장이 미미함이 안타깝다는 말을 덧부쳤다. 매출 감소

당 100달러 정도로 저하되면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는 일본제품의 가격인하에 의한 요인도 큰데 2001년

것으로 예상된다. PDP 격벽 및 유전체용 등의 유리

하반기 부터 일본제품은 본 회사가 개발한 PDP용 유

재료는 PDP 재료비의 3분의 1정도를 점유하고 있어

리재료를중심으로 크게가격을 인하하였기때문이다.

이의 개발 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

박부사장은 소재개발은 첨단제품의 국제경쟁력 확보

PDP용 유리재료의 종류는 10 여종이 있고 사용

의 초석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인 수요자와의 끊

회사마다 다양한 규격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 회사가

임없는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대

개발한 재료는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격벽 및 유전체용

기업의 협력은 갯벌과 바다와의 관계라는 것이다. 갯

의 3 종류이다. PbO- SiO2 -B2 O3를 주성분으로 하는

벌은 바다를 정화하며 치어를 보호하다가 바다로 보

저융점 유리를 수 ㎛ 크기의 분말로 분쇄한 제품 또

내면 바다는 치어를 키워 큰 고기로 만든다는 생각이

는 이 유리분말을 유기 Binder와 적정 비율로 섞어서

다. 그러나 갯벌도 항시 자기의 치어가 먼 바다의 큰

액상(Paste)화시킨 제품이다. 이들 재료는 사용시에

고기가 되는 꿈을 꾼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대기업에

는 인쇄성, 적층성 등의 성형특성이 또한 성형후에는

만 의존하는 자세를 경계하기 위함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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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가 상해 법인을 두고 있음에 미루어 보아

격인하 효과나 중요 부품 소재의 국산화라는 효과면

외국정보에 소홀하지는 않으리라 판단되었지만, 국외

에서 시화공단에 있는 이들 회사가 결코 작은 회사가

정보입수를 위해 KOTRA 등을 이용하십사는 안내를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 옛날 소래포구 갯벌이 하

하고 회사 홍보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PDP용 유리

던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오늘은 산업계에서 갯벌자리

재료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추천하기로 하고 회사문

위의 많은 업체가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을 나섰다.

들의 마음은 항시 옥구공원 봉우리 정자에 올라 소래

본 회사는 매출액이 IT산업의 침체에 따라 감소하

포구에 들어오는 배가 풍어이기를 기원하고, 바다너

였다고는 하지만, 국내 굴지의 전기·전자 제조업의

머를 보고, 혹시 중국에서 불어올지도 모르는 황사를

매출액이 통상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에 이르고 있는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

상황에서 매출액이 200여억원이라면 대단히 작은 회

었다.

사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매출액에 상응하는 수입가
♣

72

기술표준가족

알차고 의미있는 휴가를 바라며
가를 바라며
정보표준과 전기주사 노용수

6월의 뜨거웠던 함성도 지나고 어지러운 정치판속

다 커서 부모와 같이 동행을 꺼려하는 경우를 예로

에 어김없이 여름은 왔건만 별로 계절의 감각을 느끼

들 수 있다.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부족한 과목에 대

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고참이라는 사실만은 아

한 학업도 보충 시켜야하고 남 보다 잘 되길 바라는

닐 것이리라!!!

마음에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보는 등 자녀의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네 삶에서 계절마다 적기에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독려하고자 하는 부모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우리네 직장이 마냥 고

마음에 반하여 그 자제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의 보호

맙기만(?) 할 뿐이다.

(?)와 감시 눈길을 피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까 하

여름휴가는 그야말로 젊은이들에게는 벅찬 희망이
요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네 연륜이 쌓인 고물
카들은 별로 내키지 않은 계절인 것 같다.

는 서로 상반된 행동의 충돌이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도 꼭 즐거운 하계휴가만은 아닐 것이
리라 사료된다.
나 또한 이러한 과정을 이미 경험했으니 한숨 돌

특히, 우리네들 고3생이 있는 집은 더욱더 그러하

릴만도 한데, 이젠 왠지 그런 풍파를 다 겪고 난 후

리라. 수험생은 물론이거니와 그 부모까지도 수험생

에 오는 공허감이 더욱 몸을 나른하게 만드는 이유

을 둔 이유로 고생하는 것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

는, 또한 누구나 다 그렇듯이 쉬는 날이면 옴싹달싹

나 아는 사실인즉, 그네들에게 휴가는 너무나도 사치

안하고 집에만 있으려 하는 이유를 나이든 탓으로

스러운 단어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혐오스럽

만 돌리기에는 인생이 서글퍼지기까지 하는 맘 어쩔

고, 주위의 휴가 분위기가 완전 차단되어 그 영향이

수 없으리라.

자식에게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경험자는 그
누구라도 다 알고 있으리라!!!
또 다른 경우는 수험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애들이

신세한탄의 얘기는 접어두고 젊은이들의 여름휴가
야말로 자신의 인생사와 딱 맞아떨어지는 격변의 시
기일진데 이 무더운 여름이 가기전에 평생 잊을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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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억만들기를 하든가 아니면 온 열정을 불태울 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운 날이

만의 일에 몰두를 해본다 든가 또는 좁은 국내무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무덤덤 하게 지나갈 수도 있을

아닌 해외로 나가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견문을 넓히든

것이다.

가 하여 이 인생의 황금기를 유효 적절히 보내야 할
것임을 젊은이들은 다 깨우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이든 이들의 여름휴가는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그러나 이점만은 분명하다. 누구에게든 휴가는 주
어져야하고 부담없이 즐겨야한다. 그리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다 알아

사실상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놀이 문화가 상실

서 할 수 있는 능력과 경륜이 있음을 삼척동자도 알

되어 왔었음은 그 누구도 아는 바이다. 앞으로 주5일

고 있다. 다만, 그것을 시행하는 시기와 범위를 정하

근무제가 머지 않은 장래에 실시될 경우를 대비해서

는 일만이 그들의 몫일 뿐일 것이리라.

라도 현재와 같이 한정된 기간내에 한정된 공간에서

이렇듯 우리의 여름휴가는 강하고 약하고, 풍요롭

다양하지 못한 놀이문화로 휴가를 소비할 것이 아니

고 가난하고, 즐겁고 고통스럽고, 재미있고 없고 하는

라 새롭고 창조적인 놀이문화로 다양한 휴가를 맞도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

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누구든 휴가라는 쉼을 만끽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
할 것이다.
다만, 그것을 누리는 자의 위치와 주위 환경이

왜냐하면 우리의 주어진 삶은 단 한번뿐이고 또한,
열심히 놀 수 있는 자 만이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
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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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마음
평가정책과 섬유사무관 권순각

살아가면서 종종 남으로부터의 글 한 구절, 말 한
마디가 천군만마처럼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때가
있다.
아, 그 말이었구나. 어쩌면 내게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반면 말 한마디로 인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줄 때
도 있다.
어쩌면 그렇게 말 할 수가 있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인정머리라곤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특히갑작스레불행한 일을당했을때더그러하다.
우리네 속담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라는 것처럼
사람이 살면서 무인도에서처럼 혼자 사는 삶이 아
닌 바에는
누구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간다.
말은 물론이거니와 돈, 마음, 심지어는 증오까지 주
거니 받거니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거나 줄 때가 있으면 받을
때가 있고
반대로 받을 때가 있으면 줄 때도 있다는 얘기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든 돌고 돈다는 얘기다.
비약인지는 모르지만 남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도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면 달라질 수도 있고, 누
구나 그런 입장이 안 되란 법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주위사람들에게 말할 기회가 오면 이
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 100% 완전한 인간도 없고, 그렇다고
100% 불완전한 인간도 없다라고⋯
약간의 완전함이 있는가하면 약간의 불완전한 면,
즉 양면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
위사람들⋯
가족들이거나, 직장 동료이거나 이해할 수 있는 폭
이 넓어진다.
만일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가수 김건모가 노래 불러 힛트한 핑계 의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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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입장 바꿔 생각을 해 봐.
니가 정말 나라면 그럴 수 있니?
인생은 처음 시작할 때 맨 몸으로 시작한다.
어쩌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처음 입사할 때의 순수한 마음으로 되돌아본다면
뭐든 문제가 될게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도 처음 직장을 시작한 사람은 대부분 그런 마
음을 먹었을 것이다.
젊음의 의욕과 직장을 구했다는 감사와 소박한 마
음으로
나는 무엇이든 주어지는 대로 뭐든지 다 해 낼
꺼야 신약성서 바오로 사도의 서간 고린도 전서에

물론, 호언 장담하든 사람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순수한 마음이 바뀌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나약한 인간이다 보니 변덕이 생기는 것 또
한 완전한 인간이 아님을⋯
그러나, 누구든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상대방 입
장에 서서 생각해 본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언제
든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실망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큰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위가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처음의 순수한 열정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닐까?

보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대로 살아가십시오 라
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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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의 세계
질레트코리아 과장 김영경
02) 3451- 4526 young- kyungkim@gillette.com

역( )은 심리학에서 있어서 어떤 사실이 의식되

편이 <>를 단 것보다 길게 보이는 것을 처음으로 발

느냐, 안되느냐의 그 경계를 말한다. 즉 경계면에 있

표하였다. 그후 오랫동안 믿어지지 않았으나 여러 가

는 지각이나 반응 또는 그때의 자극량인데 감각역과

지 실험에 의해서 오늘날 그 존재가 뚜렷하게 입증되

같은 것이다. 그래서 표상(表象)이 의식 밑에서 의식

게 되었다.

으로 떠 올라오는 경계를 의식역(意識

)이라 하고,

착각(錯覺)은 외계의 사물에 대한 지각의 착오를

)이라

말한다. 여기서 착각지각을 나누어 환각(幻覺)과 착

한다. 인간이 외계(外界)의 자극성을 감수(感受)하

각으로 부른다. 환각은 외부의 자극이 전혀 없고 완전

는 최소·최저의 한도(限度)를 말한다. 그리고 판별

히 주관적으로 성립되는 것이지만, 착각은 자극이 있

(判別)할 수 있는 자극의 최소 변화량을 변별역(辨

기는 하나 그 질 또는 양이 그릇되게 지각되는 것을

別

지칭한다.

느낄 수 있는 최소의 자극량을 자극역(刺戟

: discrimination threshold)이라고 한다. 이것

을 식별역(識別

)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종류의 두

감각의 차이를 변별하는 자극의 최소량을 지칭한다.

심리학에서는 말초성(末梢性) 착각과 중추성 착
각으로 나누며, 전자는 착오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

역하( 下)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의식되지 않는

면서도 감각 그 자체의 착오된 인상은 결코 없어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서 역( )보다 아래라는 뜻이

것이 아닌 것으로, 이를테면 대비(對比)에 의한 착각

다. 역하자극은 자극역보다 약한 자극을 가리킨다. 역

같은 것을 말한다.

하자극에 의하여 생기는 지각, 곧 역하지각은 이미

야스퍼스(K. Jaspers)는 중추성 착각에 부주의

1900년던랩(K. Dunlap)에 의해서지적된 것이다. 그

성·정서성(情緖性)·상상 착각과 같은 3가지 종

래서 그는 뮐러 리야(Müller-Lyer)의 착시도(錯視

류를 들고 있다. 그중에서 부주의에 의한 착각은 주의

圖) >- <, <- >의화살의 밝기를 약하게하여 역하로

를 함으로써 보정(補正)될 수 있다고 한다.

하여도 아직은 착시효과가 인정되는 것 곧 ><를 단

그리고 공포나 불안이 있을 때에 마른 나무가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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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보이는 것 등은 정서성 착각이라고 할 수 있다.

心)의 의사와 표시행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음을

또 상상착각이라 함은 불명료한 자극을 상상으로 보

감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상

충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을 나타내는 착각에서 유명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

한 것은 기하학적 착시(錯視) 현상이다.

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기하학적 착시(幾何學的錯視)는 평면 도형의

때에는 표의자는 자기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

크기·길이·방향·형태 등의 기하학적 관계가 실

하지못한다. 왜냐하면 의사표시의취소는 선의의 제3

제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다 우리가 대개 말하는 시

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다.

각적인 착각이며 보통 사람에게 흔히 일반적으로 인
정되는 정상적인 현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착오는 형법상으로는 관념(觀念)과 사
실의 불일치를 말하는데, 첫째로 법률의 착오가 있다.

무엇을 잘못 본 착시(錯視 : optical illusion)는

범인이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무죄라고 믿고 어떤 행

시각의 착각인데, 일종의 평면도형(平面圖形)의 기

위를 한 경우에는 그 오인(誤認)에 정당한 이유가

하학적 관계이다. 즉 크기·방향·각도 등에 관한 <

있을 때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것으로서 벌하지 아

기하학적 착시>, 동일도형(同一圖形)에 있어 두 종

니한다.

류의 지각이 교체적으로 나타나는 <반전착시(反轉

둘째로 사실의 착오이다. 범죄사실에 관한 착오를

錯視)>, 태양이나 달이 지평선 가까이에서 크게 보

말한다. 어떠한 사실의 착오가 고의(故意)를 조각

이는 <달의 착시> 등이 있다.

(阻却)하는 가에 관하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설(說)

이와 관련하여 착어증(錯語症)은 어디까지나 언

이 있었는데, 형법은 사실의 착오로써 위법성을 조각

어도착증(言語倒錯症)인데 일종의 언어장애(障

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한 중한

碍)로서 보통 실언증(失言症)에서 생긴다고 한다.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단음(單音)을 혼동하여 음절(音節)의 발음을 잘못

벌하지 아니하며,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

하든지, 음절을 혼동하여 말(word)이 형성되지 않든

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지, 혹은 말과 말을 혼동하든지 하는 것이 보통이다.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또한 착오(錯誤)는 민법상, 의사표시자가 내심(內

78

♣

유관기관 칼럼

전기제품의 에너지 효율화
JM매니지먼트컨설팅 대표 최진만
02) 522- 1112 newjmc88@hanmail.net

현대사회는 위험사회이며 불확실성의 사회인데, 이

재산에 크나큰 재난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제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쫒는 대량생산체

일이다. 불법·불량 전기제품으로 인한 감전과 누전

제와 대량소비체제의 시기에 들어와 있다. 이것이 미

사고 그리고 화재 등으로 귀중한 인명피해나 막심한

국의 경제학자 로스토 교수가 일찍이 설파한 경제 발

재산 손실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주위에서 도사리

전 단계설의 마지막 단계인 대량소비체제인 것이다.

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여 불특정다수의 소비자

이와 더불어 소비자는 상품을 변별력 있게 선택하는

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에서는 전기용품안전관

데 있어서 전기제품의 안전성, 특성, 품질과 함께 저

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전기용품기술기준을 지속적

소비전력의 에너지효율성은 물론 환경 친화성을 고려

으로 강화해서 국제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왔다. 또 불

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지속 가능한(sustai-

법·불량 전기용품의 제조 및 수입판매와 유통을 적

nable) 소비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극적으로 방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다.

과감하게 지속 가능한 소비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한

그래서 전기제품은 출고시에는 무엇보다도 최우선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소비형태로의 전

으로 안전성이 무조건 확보되어야 하며 제품의 특성

환을 위해서는 마땅히 지속 가능한 생산체제가 전제

이 살아있어야만 마케팅이 가능하여 출시가 되고 판

되어야 한다. 즉 생산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매가 되어 그러므로 공장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 여기

먼저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가 이제는 제품자체가 절약적 소비전력의 에너지

우리나라의 전기제품은 대부분이 가전제품이고 혹

효율적이어야한다. 세계 어디서나 에너지를 절약한다

은 사무기기로서 우리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매일 남녀

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절박한 것이

노소 구분없이 자유로이 사용하고 있다. 전기제품은

다. 소비자들의 전기에너지 소비는 대개의 경우 가정

나라를 이롭게 하고 국민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이

에서나 사무실에서 전기제품의 사용을 통해서 이루어

른바 문명의 이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잘못 설

진다고 할 수 있다.

계되거나 그릇 제조된 전기제품은 우리에게 생명이나

그리하여 소비자의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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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효율이 높은 상품이 생산되어 유통되어야 한다

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냉장고를 포

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에너지 고효율의 전기제품

함하여 현재 9가지 품목이 에너지효율제를 실시하고

이 생산되어 출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정보

있는데, 여타 품목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당 제조업체

제공을 통해서 소비자가 이해하고 제품을 선택할 때

와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있게 토의하여 이러한 시험

에 변별력 있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방법과 기준을 신중히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소비자의 실천적 구매행위야말로

이제는 제품의 안전성은 기본이고 내구성, 지속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에너지절약 부분만 아니라 에너

가능한 생산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소비행태와

지효율이 높은 상품 구매를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이

에너지효율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고 더나아가

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품의 환경친화적일 것임은 물론 폐가전 처리와

우리나라에서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
키고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재생(recycling)문제 등 앞으로 가야할 길이 험난하
고 멀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좀더 효율이 높은 전기제

어느 나라에서와 마찬가지이겠지만, 전기제품은 대

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부분이 가전제품이므로 가정에 항상 비치되어 사용하

와 최저효율제와 같은 에너지효율관리제도를 제정하

는 것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에너지효율관

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까

리는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에너지효율 측정

지도 에너지효율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품목이

방법과 에너지효율기준을 상당히 실효성 있게 설정하

다수 있으며 에너지고효율 상품생산이나 또는 제품에

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토의하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이 사실이다.

여 제조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신빙성 있게

또한 에너지효율기준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최저효율제는 그 기준

히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자와 소비자는 둘이

을 현행보다는 대폭적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등 에

아니고(不二), 한몸(一體)인 것이다.

너지효율제도의 확대시행이 필요하다는 소비자의 의

그래서 각 해당 전기용품 제조업체와 연구소 및 시

견도 자주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효율제도를

험소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에너지효율 기준설정 위원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시험방법과 기준이 마련되

회와 같은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그

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단적으로 이야

리고 지속 가능하게 연구·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해서 아직까지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기본대책이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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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제 품 명

용제형 잉크젯 프린터용 잉크

업 체 명

(주)잉크테크
초 미립 안료를 용제에 분산하여 분산 안정성을 향상 시켜 침전, 색분리 등이 없는
광택성 및 내열성이 우수한 잉크젯 프린터용 잉크로, 특수 조성의 용제 중에 초 미

주요개발내용 립 안료를 분산하여 잉크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선진국(미국, 독일) 제품에 비하여 보
존기간을 2배로 향상시켰으며, 안료분산 잉크젯 잉크의 핵심기술인 프린터 헤드의
막힘 현상을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결점 없이 연속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제 품 명

고분자 여과용 립 디스크 필터의 국산화 제조기술

업 체 명

마이크로필터테크놀로지(주)
주로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등을 압출가공시 구금으로 공급되는 고분자
용융물을 고순도로 처리할 수 있는 여과용 필터로서 필터 전후 압력차를 기존수입
제품에 비해 30%이상 줄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고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주요개발내용 leaking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조기술임. 또한, 3～5㎛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금속필터를 신용접기술을 적용함으로서 하우징과 일체화된 구조를 가지도록 하여
처리효율과 내구성이 우수하며 다양한 용도의 압출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 필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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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항균·항진균성을 도입한 파아지 전환 키토산 천연 신소재

업 체 명

(주)자광
천연폴리머 키토산과 활성강화제로 사용되는 목향의 이눌라 헬레니움 L(Inula
Helenium L.)을 생화학적 반응공정에 의해 제조한 기능성 천연신소재로, 우수한

주요개발내용

항균성을 갖는 키토산을 정밀분획/활성제어 방법으로 분자량 15,000 Da 크기의 수
용성 천연폴리머 키토산 제조 및 목향의 뿌리에서 추출한 Inula Helenium L을 정
제하는 에멀젼 미세비드 기술과 표면결합 요소기술과 저온 CO2 gas 활용으로 글루
칸과 헬레닌의 공중합에 성공함으로써 글루칸- 헬레닌 결합물질을 세계최초로 개발

제 품 명

전상유화기법을 이용한 자생식물화장품 제조기술

업 체 명

(주)마이코스메틱
항암면역증강효능을 갖는 인삼추출다당체등의 천연소재를 자체 개발한 것으로, 전상
유화기법을 이용하여 천연기능성 소재를 나노입자로 제조하여 유효성분의 안정성

주요개발내용

및 효능을 극대화하고 피부부작용을 최소화한 신기술로, 항암면역증강 및 피부세포
증식능이 탁월한 인삼다당체 진산을 기술이전 받아 제품소재로 개발하였고, 직접유
화법으로 생산한 에멀젼(2～20µm)보다 그 입자크기(10～200nm)를 10～200배 이
하로 줄여 유효성분의 안정성을 증가

제 품 명

항 산화성 양친매성 나노 토코페롤 유도체 제조기술

업 체 명

(주)비타코스
항 산화 토코페롤에 친수성기와 소수성기를 동시에 도입하여 분자의 친수성과 소수
성의 균형(HLB Balance)값과 분자크기를 동시에 조절하여 계면활성제 및 항 산화

주요개발내용

제의 역할을 하는 다 기능성 복합 구조의 토코페롤 유도체를 세계 최초로 합성한
기술로, 리포좀, 나노에말션 등의 약물전달체를 나노크기로 제조할 수 있으며 특히,
상압에서도 간단한 교반만으로 나노에말션을 만들 수 있는 경제성이 뛰어난 세계
최초의 나노제품 제조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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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질소산화물 제거용 선택적환원촉매 제조기술

업 체 명

SK(주)
발전소, 소각로, 화학공장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제거
를 위한 암모니아를 환원제로 하는 선택적환원촉매 제조기술로서, 개발. 정유공장에

주요개발내용

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분리정제하여 촉매의 재료로 적용하는 기술개발과 제조공정
의 최적화로 우수한 탈질성능 및 황에 대한 내구성 확보, 촉매 압출/성형 제조기술
개발로 촉매의 기계적 물성향상 및 다양한 크기의 모듈을 제조할 수 있는 생산기술
확보

제 품 명

음료용 유카/퀼라야 유래 천연생리활성물질 제조기술

업 체 명

(주)쎌텍스
사막식물인 유카와 퀼라야의 열수추출물을 마이크로필터, 울트라필터 등의 분리공정
단계를 거쳐 사포닌의 함량을 높임과 동시에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하여 색상의 투

주요개발내용

명도를 높이고 고유의 이취를 없애므로써 풍미를 개선하여 식품분야의 응용성을 증
대시킨 기술로, 유카와 퀼라야 열수추출물에서 분자량 20만 이상의 불순물을 마이크
로 필터로 일차 정제한 후 다시 울트라필터로 염, 당류, 페놀등 분자량 8천이하의
불순물을 제거함.

제 품 명

다층구조 흡음·단열 마감재 제조 기술

업 체 명

(주)가람테크
경량 플라스틱 판상 소재는 아파트, 오피스텔등 건축용이외에 단열성과 흡차음성,
내충격강도등이 우수하여 자동차내장재 자동차트림류로 사용되고 제품의 제조기술

주요개발내용

로, 섬유- 섬유를 사용한 복합판재의 제조장치를 국산화 개발한 기술로서 선진국의
기존설비보다 제조 공정을 단축하고, 설비의 크기를 축소시켜서 단열재 생산에 소요
되는 에너지가 획기적 절감하였고, 다층구조로 제조함으로써 흡음과 차음 특성이 우
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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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고압수를 이용한 자동차범퍼의 도장제거기술

업 체 명

(주)램코
상온의 고압수를 이용하여 자동차 범퍼제조공정 중 도장공정에서 발생하는 도장불
량범퍼 또는 폐기후 회수범퍼를 파쇄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도막을 박리한 후 다시

주요개발내용 재도장하여 같은 용도로 정품화하는 세계 최초의 친환경적 도막제거기술로, 도막 박
리공정을 자동화하여 자동차 선진국의 실용화 기술보다 소요인력이 1/3, 소요에너지
1/5, 운전비용 1/7, 설치비 1/ 2 정도이며 생산성은 2배 이상임.

제 품 명

다이아몬드상카본 필름이 코팅된 정보기록 디스크 성형 금형

업 체 명

(주)제이앤엘테크
본 기술이 적용된 금형의 표면은 높은 표면경도(2000Hv)와 낮은 마찰계수(0.1)를
지니게되어 금형의 수명이 기존품의 3배 이상 증진되고, 마찰에 의한 스탬퍼의 손상

주요개발내용 을 방지하여 디스크의 불량방지와 스탬퍼의 수명연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기술로,
CD- R, CD- RW 그리고 DVD 금형에 적용되고 있으며, 아울러 TFT- LCD 도광판
금형에도 적용

제 품 명

광대역 광감쇠기용 기능성 광섬유

업 체 명

(주)옵토네스트
광통신용 광감쇠기(Attenuator)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기능성 광섬유로서, 125
0～1600㎚의 광대역 파장영역에 걸쳐 균일한 감쇠기능을 보유 및 단위 길이(21
㎜)당 0.1㏈～50㏈까지 다양한 광감쇠 기능을 보유하고, 온도 및 광신호 크기의

주요개발내용 변화에 최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제품임 광대역 (WDM) 광감쇠기용 기능성 광섬
유 생산을 위한 preform 제작에 필요한 각종 원소 doping 기술 및 MCVD 공정
기술과 광대역 광감쇠기용 기능성 광섬유 인출 기술 및 광감쇠 특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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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격벽 및 유전체용 유리재료

업 체 명

대주정밀화학(주)
평면화, 대형화, 및 박형화를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대형표시 장치로 주목을 받고
있는 PDP 패널에 적용되는 Glass Material로서, PDP용 패널의 경우 후막기술을

주요개발내용

바탕으로 본 제품을 이용하여 격벽, 투명유전체 및 배면 유전체를 형성함.
수㎛의 유리 분말로서 본 제품을 PDP 패널에 적용할 경우 PDP 패널의 치밀도를
향상시키고, 우수한 투과율 및 내전압 특성을 가지게 하며 미세 패턴 형성이 가능하
게 하여 고해상도의 대형 표시 장치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임.

제 품 명

Air- Bag 시스템을 적용한 승차용 안전모 제조기술

업 체 명

(주)홍진크라운
오토바이 승차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승차용 안전모로, 안전모의 Shell 제조시
Air- Bag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적용한 제품임

주요개발내용

충격흡수성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 소재선정 및 플라스틱 배합기술과 경
량화, 균일한 품질유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r-Bag시스템이 적용된 Shell 제
조공정 독자개발하였으며,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안전모의 디자인 및 생산기술 독
자개발.

제 품 명

천연라텍스고무 콘돔 연속성형기술

업 체 명

유니더스(주)
신청기술은 천연 라텍스 고무를 사용하여 배합공정 최적화 및 자동제조설비에 의한
연속성형공정에 의해 우수 탄성체막인 콘돔, 수술용 고무장갑 등을 생산하는 기술로

주요개발내용 서, 천연 라텍스 고무를 사용한 콘돔의 배합공정 최적화 및 연속 성형공정 기술을 바
탕으로 우수한 물성을 구현하였으며, 콘돔제조공정의 자동화 설비를 자체 제작하여 제
품의 생산속도 증대, 제품 균일화 및 불량률을 최소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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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RFID를 이용한 가축식별 및 관리 시스템

업 체 명

(주)스피드칩
효과적인 가축관리를 위해 RFID 기술을 응용하여, 가축식별 ID 및 개체 정보를 칩
내에 저장하여, 가축의 생산/도축/가공/소비 단계까지 단일 식별 ID로 통합 관리 할

주요개발내용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가축개체식별표식, 정보단말기, 생산/도축/가공 각 단
계에서의 자동화 기기 및 운영 S/W를 개발하여 가축을 관리하는 가축개체 통합관
리 시스템임.

EM
제 품 명

반도체세정공정용 전이금속이온 실시간 측정장치

업 체 명

(주)셀라이트
반도체의 세정공정중 세정액에 포함되어 있는 극미량의 금속원소 불순물을 현장에서

주요개발내용

실시간으로 ng/kg수준까지 분석할 수 있는 장치로, 전처리과정 없이 유독성 및 고순
도 화학약품내의 금속이온 오염을 검출할 수 있는 시료와 시약을 개발하고 이들의 반
응에 의하여 발생된 빛을 효과적으로 검출기로 전달할 수 있는 셀모양 설계 개발.

제 품 명

항균 세정제

업 체 명

(주)다래월드
계면활성제와 항균제 및 기타 다목적 세정제 제조원료를 조합하여 부품 및 사무 집

주요개발내용

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세정제로 저자극성 항균세정제로, 저독성 저자극
성의 계면활성제 선택과 항균성 부여를 위한 항균제 조합기술과 피부자극성 및 독
성이 적은 원료를 이용하여 세정성능이 우수한 제품 생산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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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오·폐수 처리용 펄라이트/생석회 담체

업 체 명

(주)대진환경산업
주성분인 펄라이트와 생석회 모두 가격이 저렴한 천연 광석으로 재료 확보가 용이
하며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오·폐수

주요개발내용 처리용 다공성 무기 담체 개발.
인증제품은 가공률이 45～50% 이상이며, 비표면적이 12～13㎡/ g으로 오·폐수
정화처리 효율이 우수한 제품임.

제 품 명

직진식활선차(IT- 145AE)

업 체 명

(주)수산특장
도시내 배전선로 활선보수, 변압기교체, 가로등 보수 등의 작업용 특장차로 국내 최

주요개발내용

초로 암붐 및 자동 모멘트 제한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암붐을 장착해 동시 두 대의
작업량을 신청제품 한 대로 작업이 가능하고, 자동 모멘트 제한장치로 부하를 자동
제어하여 기존의 수동식보다 편리하고 정확히 제어함.

제 품 명

플로팅 ID를 이용한 디지털 도어록

업 체 명

(주)아이레보
새로운 One- Touch Open Lock개념을 도입한 주거용 도어록으로 플로팅 ID를 이
용하여 국내 최초로 개발된 제품임.

주요개발내용

복제 및 암호 추정이 불가능한 키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one-touch방식의 전자 키 솔루션을 개발하여 보안성이 높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자
동 잠김기능 및 침입탐지 경보기능이 있어 출입통제 및 관리가 용이하고, 키의 등록
및 번호변경이 자유로워 키 분실시 대처 능력이 뛰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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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자동 천공 제본기(천공높이 50mm 이하)

업 체 명

가평테크

두께 5cm의 서류철을 자동으로 천공하고, 나일론 튜브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서류두께
를 감지하여 제본하는 등 천공과 제본기능의 사무 자동화 제품으로 연결핀을 이용하
여 무한대로 철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제본 서류물의 높이에 맞게 자동으로 튜브가
주요개발내용 절단되도록 설계, 자동절단 된 튜브를 캠 모터가 서류의 천공된 부분으로 이송하여
하단과 상단에서 각각 테프론 코팅된 몰드 콘넥터가 튜브를 압착하여 서류를 제본하
며, 온도센서에 감지된 저항 값이 제어 부에 입력되어 히터의 전원을 일정 시간 간격
으로 자동조절 되도록 설계 등의 제본용 튜브의 자동 절단 및 압착 기술

제 품 명

자동 서류 천공기(천공높이 최대 100mm)

업 체 명

(주)메리트

기존의 수동식 회전천공기 및 캠식 자동 천공기와 달리 랙과 피니언 구동에 의한
원터치 방식의 자동 천공으로 작업속도가 기존 수입품(자동식) 및 수동식에 비해 3
배 향상되었고, 회전 핀 및 칩 배출구조를 개선하여 천공능력을 최대 100mm로 향
주요개발내용
상시켰고, 회전핀은 천공작업시 칩배출이 원만하도록 회전핀 선단의 외경을 7mm,
내경 5.8mm, 천공날각 30°로 설계·제작하였으며, 회전핀의 내경을 축방향 6mm
이상 부터는 6.2mm로 확대시켜 천공시 칩배출 저항을 최소화하였음.

제 품 명

프로그래머블 디지털 온도조절계(정확도:±0.1%, NP200)

업 체 명

(주)한영전자

각종 열전대 입력, 측온 저항체 입력, 전압입력을 받아 신호를 증폭한 후
PWM(Pulse With Modulation) 신호입력으로 CPU로 들어가면, CPU에서 PID자
동연산, Fuzzy연산 등 각종 제어 관련 연산을 처리하여 측정치, 설정치를 표시하
주요개발내용
고, 설정치와 측정치를 비교하여 릴레이, SSR, 전류출력(4～20mA)으로 온도제어
를 실행하는 프로그래머블 온도 조절계기로서 최대 30패턴 300 세그멘트 까지 프로
그램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

88

신기술인증

제 품 명

본네트 나이프 게이트 밸브(호칭지름 300mm이하)

업 체 명

(주)벨란
협소한 배관라인 및 펄프 등 고농도액에 사용되는 나이프 게이트 밸브로서, 몸통에
일치하는 반원형 본네트를 설치하여 본네트 상부 패킹부가 스템과 같이 원형이어서

주요개발내용 핸들이 가볍게 작동하며, 밸브 몸통과 나이프 접촉면의 Strait화로 슬러지의 누적을
방지하고 본네트 설치로 완벽한 누수방지 및 탁월한 성능을 가지며 외국제품과 동
등이상의 기술을 확보

제 품 명

원격제어용 순환식 곡물건조기 (원적외선 열풍방식)

업 체 명

한성공업(주)
곡물건조 작업시 곡물유하 통로를 4Pass+2Pass를 혼합한 구조로 개선하고 열풍실

주요개발내용

의 내부에 설치된 원적외선 방사체에 의한 직접가열 방식과 가열시 연소열의 재활
용 등에 의한 건조능력 증대 및 원격제어 와 통신제어 시스템에 의한 편리성을 향
상시킨 원적외선 원격제어 곡물건조기 를 국내 최초로 개발

제 품 명

감압형 순환식 곡물건조기 (원적외선 열풍방식)

업 체 명

(합명)신흥기업사
곡물건조 작업시 곡물유하 통로를 4Pass+2Pass를 혼합한 구조로 개선하고 열풍실

주요개발내용

의 내부에 설치된 원적외선 방사체에 의한 직접가열 방식과 가열시 연소열의 재활
용 등에 의한 건조능력 증대 및 감압건조방식에 의한 미질을 향상시킨 원적외선
감압방식 곡물건조기 를 국내 최초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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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워터 제트 직기(max. 900rpm)

업 체 명

(주)텍스텍
고압의 압축된 물을 노즐을 통해 분사하여 위사를 공급함으로써 직물을 짜는 첨단
직기로서 화섬사, 견 등 친수성이 좋은 직물을 제직하는 워터 제트직기로, 위입속도

주요개발내용 를 800rpm에서 900rpm으로 고속화 하였으며, 후레임을 저진동, 고강성 구조로 개
선하여 고속화, 위입 노즐성능 개선으로 물의 집속성 및 내구성 향상 및 바디침 크
랭크 기구 개선으로 광폭 제직화

제 품 명

제트노즐을 이용한 기압식 급수장치

업 체 명

(주)서광부스터이엔지
아파트의 생활용수, 아파트형 공장의 공업용수, 학교건물 및 일반빌딩의 급수 및 소
화전 등에 사용되는 제트노즐을 이용한 자동기압식 급수장치의 국산화 개발 제품으
로, 저수위 수위보다 낮은위치에 설치가 가능한 제트식 공기보충장치 개발, 제트노

주요개발내용 즐에 의한 진공력에 의해 공기가 흡입되는 2중체크밸브 개발로 기밀성이 유지, 급
수탱크에 필요시 공기가 자동보충되는 방식으로 급수탱크수위 및 압력유지 용이 및
공기보충탱크가 장비하부에 설치되므로서, 급수사용용량에 따라 펌프설치대수의 조
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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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 소재신뢰성
제 품 명

자동차용 방열기(중·소형 알루미늄 라디에터)

업 체 명 삼성공조(주)
·Compact 타입으로 단위 면적당 방열량이 크며 공기 및 냉각수의 흐름 저항이 적
고 가벼우며 견고한 구조로 되어있어 신뢰성이 높음.
·Nocolok Brazing process에 의한 Al-Brazing 적용으로 경량화, 원가절감, 열효
주요개발내용

율을 극대화한 제품임.
·설계 및 제조기술의 Data Base화로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수명 및 고장율 : 10년/ 160,000Km(B10, 신뢰수준 90%)

제 품 명

RAM용 경질다층 PCB

업 체 명

(주)심텍

·품질인증 : 열충격시험(- 40℃, 15분～+85℃, 15분, 100싸이클) 전후의 제품의 품
질 확인(들뜬랜드, 휨과꼬임, 절연저항, 전기적 연속성).
·고장률시험(+125℃, 85%RH, 1000시간, 92개 시료) 전후의 제품 품질성능(들뜬랜
주요개발내용

드, 휨과꼬임, 절연저항, 전기적 연속성)을 확인하여 고장제품이 0개인 경우 합격
판정을 내림.
·위의 품질인증시험과 고장률시험을 모두 합격한 제품에 한해 고장률 M수준을 인
정함.
·수명 및 고장율 : 고장율 1.0×10- 5/hr@125℃, 신뢰수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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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 평가를 위한 최적의 고무 시험편 제작 방법 개발
Manufacturing Method of Optimum Rubber Specimen for the proficiency Test

고분자섬유과 공업연구사 임완빈
02) 509 - 7263 wbim@ats.go.kr

Abs t r ac t

드하여 이 혼합고무에 여러 가지의배합제를 적정

최근 각종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무

하게 혼합하고 복잡한성형 및 가교공정을거쳐 제

제품은 사용목적에 맞게 여러 종류의 배합제 등을

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합은 과거 30년간 문헌과

혼합하여 성형함으로서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잡지에 발표되어진 배합설계만 하여도 조사 당시

물성의 편차가 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NBR,

1200여 개에 달하니 이는 배합사례의 예 일뿐 보

SBR, EPDM 원료고무를 사용한 배합설계를 토대

통의 배합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고무산

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각각 물성을 평가하였다. 또

업은 1960년대부터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오늘날

한, RRT 평가를 위해서 숙련자, 비숙련자, 일반고

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제품에 맞는 배합설계를 통

무공장 그룹으로 나누어서 시험편을 제작의뢰하여

한 제품의 성형에 급급해 온 것이 사실이다.

평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 시험편간의 편차는 5%

그러나, 고무재료의 숙련도 시험과 신뢰성 평가

이내, 시험소간 편차는 6%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에 사용되어지는 시험편은 향후 KOLAS인증기관

로숙련도 시험용 표준배합표를 통하여 물성을조

을 대상으로 하는숙련도 평가를 위한시험과 고무

절할 수 있고, 물성이 균질한 고무 시험편을 제작

분야의 수많은 시험방법에서 시험방법의 종류에

할 수 있는 배합설계방법를 제시하고 최적의 혼

따라 시험편이 갖추어야할 특성이 서로다르게 구

련·성형방법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신뢰성을

분되어 질 수있는데 이를 구분하고누구든지 쉽게

높이고자 하였다.

물성의 차이를 갖는 배합설계를 하고 균질한 시험
편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전무한 실정이

1. 서 론

다. KS규격과 JIS규격에 각 원료 고무별 기본배합

고무제품은 수많은 원료 고무 중에서 제품의 사

과 배합방법이 명시되고 이에 대한 인장성능을 제

용목적에맞게 단독 또는몇 가지 고무재료를블랜

시함으로써 배합성형 후 물성비교를 통하여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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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를 평가하는방법이 있으며 ISO규격에도 균질

로서도분산성이좋은고무용카본블랙인SRF를사

한 인장시험편의 제작방법이 제시되어있으나 숙련

용하였다. 배합 약품으로는 분산제로 스테아르산,

도 시험용으로서는 국내 실정과 방법면에서 상당

가교보조제로 산화아연, 가황제로 황 및 가황 촉진

히동떨어져 있어 본연구를 통하여 상기의방법들

제로 CZ(N- cyclohexyl- 2- benzo thiazyl sulf-

을 기초로 우리에게 맞는 배합설계와 방법을 찾아

enamide)와 TT(tetramethyl thiuram disulfide)

표준화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숙련도용 고무

를 사용함으로서 분산성이 우수하고 재현성을 가

시험편과 새로운 고무시험방법의 개발시 가장 중

질 수 있도록 배합설계 하였다. SBR, NBR 및

요시되어지는 균질성을 갖는 고무시험편의 제작방

EPDM 고무의 배합설계는 표. 1～표. 3과 같이

법에 대하여 표준화 하고자 한다. 이는 학술적 또

수행하였다.

는 국가적으로 새로운 평가기준을 표준화하는데
<표 1> S BR 고무의 배합설계

필수적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를통하여 약품의 조합을통하여 원하는 물성의균
질한고무 시험편을 제작할수 있는 배합설계방법
을 제시하고 이를 균질하게 혼련·성형하는 최적
의 성형방법을 제시함으로서 고무숙련도용이나 시

단위 : phr

원료
카본
가교보 분산제 가황촉
황
고무
순번
블랙
조제 (스테아 진제
(S)
(SBR
(SRF)
(ZnO) 스산) (CZ)
1502)

험방법개발을 위한 시험편제작시 이에 대한신뢰

S1

100

10

1.5

5

1

2

성을 높이고자 한다.

S2

100

20

1.5

5

1

2

S3

100

30

1.5

5

1

2

S4

100

40

1.5

5

1

2

S5

100

50

1.5

5

1

2

S6

100

10

2

5

1

2

S7

100

20

2

5

1

2

이중가장널리사용되어지며, 분산성이우수하고배

S8

100

30

2

5

1

2

합이용이한 SBR(Styrene Butadiene copolymer,

S9

100

40

2

5

1

2

S10

100

50

2

5

1

2

0230L),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cop-

S11

100

10

2.5

5

1

2

olymer, KP330)의 3종을 선택하였다. 배합설계

S12

100

20

2.5

5

1

2

시에 노화성에 영향을 주는 노화 방지제를 제외시

S13

100

30

2.5

5

1

2

킴으로서 노화 전 후의 물성차를 유도하였고, 함

S14

100

40

2.5

5

1

2

량 변화에 따른 물성 변화를 고찰하기 위한 보강제

S15

100

50

2.5

5

1

2

2 . 실험방법
1. 배합설계
배합설계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균질성을
위한 분산도이다. 원료 고무의 특성을 고찰한 다음

1502), NBR(Acrylonitrile Butadiene co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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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NBR 고무의 배합설계
단위 : phr

순번

원료고무
(NBR 0230L)

카본블랙
(SRF)

황
(S)

가교보조제
(ZnO)

N1
N2
N3
N4
N5
N6
N7
N8
N9
N10
N11
N12
N13
N14
N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
20
30
40
50
10
20
30
40
50
10
20
30
40
50

1.5
1.5
1.5
1.5
1.5
2
2
2
2
2
2.5
2.5
2.5
2.5
2.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분산제
가황촉진제
(스테아스산)
(CZ)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표3> EPDM 고무의 배합설계
단위 : p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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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원료고무
(KP 330)

카본블랙
(SRF)

황
(S)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E11
E12
E13
E14
E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
20
30
40
50
10
20
30
40
50
10
20
30
40
50

1.5
1.5
1.5
1.5
1.5
2
2
2
2
2
2.5
2.5
2.5
2.5
2.5

가교보조제
분산제
(ZnO)
(스테아스산)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가황촉진제
(CZ)
(TT)
1.5
0.5
1.5
0.5
1.5
0.5
1.5
0.5
1.5
0.5
1.5
0.5
1.5
0.5
1.5
0.5
1.5
0.5
1.5
0.5
1.5
0.5
1.5
0.5
1.5
0.5
1.5
0.5
1.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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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련방법
2 .1 전 처 리
카본블랙을 시험용 고무에 혼입하기 전에 적당
한 크기의 뚜껑이 없는 용기에 넣고, 두께 10mm
이하로 균일하게 펼쳐 125±1℃ 건조기에서 1시
간 이상 건조한 후 데시케이터에서 약 20분 동안
실온에 방치한 후 배합에 사용하였다.

(7) 혼련된 고무를 7mm 정도의 시이트로 뽑아
무게를 달고, 그 무게의 차이는 ±0.8% 이
내이어야 한다.
(8) 혼련된 고무를 상온에서 24시간 정도 숙성
시킴.
(9) 롤러의 간격을 3～3.5mm로 조정하여 숙성
된 혼련고무를 내림작업을 취하여 앞롤에
감는다.

2 .2 혼 련
롤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혼련하였
으며, 롤러의 표면온도는 55±5℃를 유지하였다.
(1) 롤러 간격을 1.5～2mm로 조정하여 준비된
원료고무를 앞 롤러에 감고 3～5분간 소련
작업.
(2) 소련된 고무를 적당한 두께의 시이트(5～

(10) O형말기와 삼각접기를 교대로 10회정도
실시하였고 시이트를 3mm두께로 23±
5℃에서 1시간 이상 냉각시키고 가황에
사용.

3. 성형방법
프레스는 금형 표면에 적어도 3.45MPa 이상의

6mm)로 뽑아 상온에서 약 1시간 냉각.

압력을 가할수 있는 것을 사용하였고, 금형 캐 비

(3) 소련된 고무의 무게를확인·조정하고 롤러

티의 깊이는 1.9～2.0mm이였다. 또한 경질 크롬

의 간격을 3～4mm로 조정하여 앞 롤러에

도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가황의 조건은 KS M

감는다.

6687(가황측 정기에 의한 배합고무의 특성)방법에

(4) 산화아연 및 스테아르산을 가한다.

따라 가황시키고자 하는 온도를 100～200℃에서

(5) 카본블랙을 2회로 나누어 균일하게 일정량

정하고 이에 대한 t90으로 가황시간을 설정한다.

씩 가한다. 카본블랙을 절반 가하고 혼합되

가황시간은 각 시편에서 3곳을 절취하여 측정하였

었을 때 0.3mm정도 롤러의 간격을 넓히고

다. 이형제는 T시편과 금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나머지 카본블랙을 가하여 완전히 혼합한

이형제(KF96SP, Shinetsu)를 사용하였다. 여분의

다음 좌우 교대로 3/4 칼질을 한번 한다. 롤

이형제는 시트를 1회 가황한 후 에 제거하였으며,

러 아래로 떨어진 카본블랙을 버려지는 것

미가황 고무를 넣기 전에 금형을 가황하고자 하는

이 없도록 비로 쓸어 담아 다시 넣는다.

온도에서 적어도 20분이상 예열하였다. 가황시간

(6) 가황제 및 촉진제를 균일하게 일정량씩 가

은, 금형에 압력이 충분히 가하여진 순간부터 압력

한다. 혼합이 끝나면 좌우교대로 3/4 칼질

을 제거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프레스를 열고

을 2회하고 삼각접기를 3회 실시한다.

곧 가황된 시트를 꺼내어 물속에 넣고 10～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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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냉각시킨 다음, 표면을 잘 닦고 건조 시켜 시험

소련에 의해 가소화된 원료 고무에 배합제를 혼

용으로 보존하였다. 가황된 시험편의 결과에는 선

련시킨 후 성형을거쳐 가교시키지만 이조작을 전

택한 가황조건을 기록하였다. 시험편은 16～96시

후에서 고무의 성질은 크게 변화한다. 가황고무의

간 상온에서 보존 후, 물리 시험에 사용하였다.

성질은 배합제에 따라크게 영향을 받는데특히 고
무에 대한 황의 결합량에 따라서 크게 지배된다.

4. 물리 시험 방법

황이나 가황촉진제의 양이 일정한 경우에도 가황

가황처리에 의해 가교된 가황고무는 늘어나거나

온도와 가황시간이 바뀌면 결합 황의 양은 바뀐다.

수축하는, 소위 고무로서의 성질을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황온도가 높고 가황시간이 길어지면

이것은 선상의 고무 분자사슬이 가교점이라고 하

결합 황의 양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는 결합눈으로 서로 연결되어 3차원의 망상구조를

본 연구에서는 미가황고무의 가황특성을 위해서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무는 여러 가

KS M 6687(가황측정기에 의한 배합 고무의 가황

지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조사하

특성)의 방법으로 진동디스크형 가황측정기(Rhe-

는 다양한 시험방법이 개발되어 있다.

ometor)를 이용하여 160℃에서 총 가황 90%에

시험방법은 KS M 6781(가황 고무의 물리 시험

대한 시간(tc90)을 각 시편 당 3개씩 측정하였다.

방법 통칙), M 6782(가황 고무의 인장 시험 방법),

최적 가황 시간을 tc90로 결정하고 측정결과를 살

M 6783(가황 고무의 인열 시험 방법), M 6784(가

펴보면 첫째, 카본블랙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가황

황 고무의 경도 시험 방법), M 6788(가황 고무의

시간이 감소하였고, 둘째 황 함량의 증가로 시간이

노화 시험 방법) 등에 따라 수행하였다.

단축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원료고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황고무의 기본 물
성을 측정하였다.

SBR〉EPDM〉NBR 순으로 가황시간 경향을
나타내었다.

① 인장시험
② 신장률시험

2. SBR 고무의 평가

③ 인열시험

본 연구에서 목표 설정한 미가황 배합물의 동일

④ 경도시험

한 시료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10% 이내,

⑤ 노화시험(인장시험, 신장률, 인열시험, 경도

동일 배합비로 제조된 시편내의 시험값 8% 이내

시험)
⑥ 압축영구줄음률시험

편차는 본 고무 시험 평가에서는 미가황 배합물의
동일한 시료내 최대값과 최소값의 편차가 10% 이
내였으며, 시편내의 시험값의 편차는 4% 정도를

3 . 결과 및 고찰
1. 미가황고무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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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미가황고무의 가황 시간(tc90 , 160℃)
단위 : 분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39
12:55
11:06
10:08
9:49
12:46
11:18
10:29
9:48
9:05
11:47
10:45
9:57
9:09
8:47

SBR
14:24
13:02
10:51
10:10
9:42
12:50
12:46
10:20
9:43
9:04
11:22
10:17
9:25
8:40
8:29

13:59
12:24
10:48
9:58
9:22
12:43
11:08
9:50
9:08
8 : 35
11:31
10:24
9:43
9:22
8:35

9:07
8:25
7:50
7:22
7:15
7:59
7:35
7:26
7:36
6:50
7:39
6:58
6:38
6:14
5:00

NBR
9:49
8:43
8:03
8:09
7:24
8:21
7:51
7:38
6:50
6:28
7:47
7:05
6:53
6:22
5:17

9:30
9:02
8:26
7:34
7:46
8:04
8:05
7:40
7:22
6:50
7:40
7:02
6:40
6:30
5:13

EPDM
9:54
9:13
8:44
8:19
6:54
10:29
9:13
7:39
6:42
5:45
9:47
9:57
7:28
6:28
5:22

9:28
9:00
8:37
8:30
6:54
9:51
9:34
7:27
7:01
6:06
9:26
9:31
8:04
7:02
5:48

9:44
9:25
8:51
8:22
7:04
10:13
9:44
7:54
7:12
6:25
10:03
9:12
8:12
7:11
6:13

※ tc90 : 총 가황 90%에 대한 시간

<표5> S BR 고무의 물성 시험 결과
시험항목

경도

시료

(Hs)

(MPa)

(%)

(N/cm)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S11
S12
S13
S14
S15

53
55
57
60
62
54
56
58
62
65
55
57
60
64
68

5.68
7.70
10.9
12.6
14.0
5.28
8.76
11.4
13.1
14.3
5.26
9.15
11.7
12.8
14.2

280
330
330
320
290
270
310
330
340
300
270
280
280
270
260

23.1
34.4
37.7
43.8
45.4
23.9
34.0
37.7
44.0
46.0
21.5
33.8
37.3
41.6
46.0

노화시험
(공기가열식 70℃, 96시간)

인장강도 신장률 인열강도
경도
(Hs)
55
57
59
62
65
56
58
60
64
67
57
59
63
67
70

인장강도
(MPa)
5.77
8.62
10.0
13.5
14.7
5.47
8.19
10.6
13.6
15.2
5.15
9.00
11.0
13.9
15.0

신장률
(%)
210
240
250
240
220
210
230
250
250
220
200
210
210
200
190

압축영구
줄음률
(70℃,
22h)
인열강도
(%)
(N/cm)
20.0
14
27.7
13
30.3
15
36.4
13
38.3
15
19.1
12
27.1
13
31.5
14
36.7
11
38.5
13
18.5
10
28.1
11
31.4
13
36.2
12
38.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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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인 장 강 도

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카본블랙의 함량이

표준 배합표에 의해 제작된 SBR 고무의 기본

증가할수록 인열강도도 증가한다. 또한 황의 함량

물성인 인장강도는 카본블랙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은 고무의 물성중의 하나인 인열강도에커다란 효

인장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과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배합에 사용되는 카본블랙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
르다. 본 연구에서사용된 SRF는인장강도와 카본

2 .4 경 도

블랙의 충진량에 따라 완만한 증가의 효과가 있으

SBR 고무의 배합에 따른 경도의 변화를살펴보

나, 일반적으로 카본블랙을 SAF로 사용할 경우는

면 카본블랙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증가하

인장강도가 증가하다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

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또한 함의 함량이

한사용된 황의 함량변화는 인장강도에 커다란영

1.5, 2, 2.5phr로 증가할 때, 경도도 함께 증가함을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알 수 있었다. SBR 고무의 경도는 카본블랙의 함
량 변화, 황의 함량 변화에 아주 민감하여 중요한

2 .2 신 장 률

물성이라 할 수 있다.

SBR 고무의배합에 따른 신장률의 변화를 살펴
보면, 카본블랙과 황의 함량 변화에 따라 효과가

2 .5 노 화 시 험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의 함량이 1.5phr의 경

고무시편을 노화조건인 온도 70±1℃에서 96

우인 S1～S5의 시료에서는 카본블랙의 함량이 2

시간 방치한 후, 다시 상온에서 16시간이 지난 후

0～40phr인 S2, S3, S4의 시료가 신장률이 우수

시험한 인장강도, 신장률, 인열강도 그리고 경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의 함량이 2.0phr의 경우에

측정함으로서 SBR 고무의 배합에 따른 노화 경향

서는 카본블랙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신장률도 증

을 살펴보았다.

가하다 카본블랙의 함량이 50phr일 때 신장률이

먼저, 인장강도를 살펴보면 변화추이는 상온에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황 함량

서의 인장강도 변화추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이 2.5phr로 증가된 경우인 S11～S15 시료에서의

있었으나, SBR 고무의 노화 후 인장강도의 값은

신장률은 카본블랙 함량변화에 따른 효과는미비

상온과 비슷하거나 증가된 값을 볼 수 있었다. 신

하였으며 단지 황의 증가로 인해 전체적으로 신장

장률의 경우 상온의 신장률 변화 추이와 유사하지

률이 낮게 나타났다.

만 전체적으로 신장률이 20～25% 정도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고무의 주 물성인 신장률이 다른 물

2 .3 인 열 강 도

성에 비해 감소율이커서 노화를 살피는데가장 중

SBR 고무의 배합에 따른 인열강도의 변화추이

요한 물성이라고 할 수 있다. SBR 고무시편의 노

를 살펴보면 고무의 기본 물성인 인장강도와 유사

화 후 인열강도는 그 경향은 상온과 유사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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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과 노화 후 측정값이 유사한 인장강도와는 다

편내의 시험값 8% 이내 편차는본 고무 시험평가

르게 그 값이 전체적으로 15～20% 정도 감소됨

에서는 미가황 배합물의 동일한 시료내 최대값과

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물성인 신장률, 인열강도는

최소값의 편차가 10% 이내였으며, 시편내의 시험

노화 후 측정값이 감소하였지만 경도와 인장강도

값의 편차는 5%, 4% 정도를 나타내었다.
표. 6과 표. 7은 배합표에 따라 제작된 NBR 및

의노화 후 측정값이증가한 것과 같이전체적으로

EPDM 고무의 물성 시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다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SBR 고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 .6 압 축 영 구 줄 음 률
원통형 고무시편을 제조하여 압축영구줄음률 시

4 . RRT 평가
1. 배합설계

험을 한 결과, 카본블랙의 함량과 황의 함량을 변
화시킨 배합에 따른 압축영구줄음률시험의 측정값
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모든 시편이

RRT(Round Robin Test) 평가를 위한 표준배
합표는 표. 8과 같다.

단지 10～15% 정도의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각 원료고무별 시험배합표로 시험소는 숙련자,
일반고무공장, 비숙련자로 나누어 동일배합조건과

3. NBR 및 EPDM고무의 평가

동일한 조건으로 5배합을 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숙련도 평가를 위해 설정한 NBR 및 EPDM 미

가황시간 측정은 160℃, t90이며, 성형은 온도 16

가황 배합물의 동일한 시료내 최대값과 최소값의

0℃, 150kgf/㎠의 압력으로 각각 시험편 2장 제

차이가 10% 이내 편차, 동일 배합비로 제조된 시

작하게 하였다.

<표6> NBR 고무의 물성 시험 결과
시험항목

경도

인장강도

신장률

인열강도

시료

(Hs)

(MPa)

(%)

(N/cm)

N1
N2
N3
N4
N5
N6
N7
N8
N9
N10
N11
N12
N13
N14
N15

54
57
60
63
66
56
60
62
67
70
58
61
65
68
72

7.07
13.5
15.5
17.9
18.5
6.83
12.5
14.5
17.5
19.3
6.70
11.0
13.3
17.1
18.4

430
440
450
420
370
360
370
360
350
330
300
330
330
330
290

28.2
34.3
37.7
41.2
42.8
26.7
32.5
35.6
37.7
39.8
27.8
31.2
35.6
36.6
38.3

경도
(Hs)
57
61
64
67
70
61
65
67
70
72
63
66
68
72
74

노화시험
(공기가열식 70℃, 96시간)
인장강도
신장률
인열강도
(MPa)
(%)
(N/cm)
7.10
340
28.0
12.8
360
34.6
15.7
360
36.8
17.4
340
41.1
19.1
300
42.2
6.82
290
26.9
11.6
310
32.6
14.1
300
35.5
18.2
280
36.9
19.8
270
38.7
6.78
260
26.5
10.5
280
31.3
13.8
270
35.8
17.2
260
36.3
18.3
250
38.4

압축영구
줄음률
(70℃, 22h)
(%)
15
18
17
16
16
16
17
18
16
19
24
22
23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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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EPDM 고무의 물성 시험 결과
시험항목

경도

시료

(Hs)

(MPa)

(%)

(N/cm)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E11
E12
E13
E14
E15

57
61
65
68
70
59
62
66
69
71
60
64
67
70
73

2.62
4.47
6.48
10.4
12.1
2.34
3.88
6.23
10.2
11.8
2.02
3.63
5.92
9.08
10.9

160
190
220
250
270
150
180
210
240
260
130
160
180
200
240

11.9
18.5
21.8
27.4
30.2
11.4
17.4
21.2
25.4
29.8
10.8
16.5
19.2
24.8
29.5

노화시험
(공기가열식 70℃, 96시간)

인장강도 신장률 인열강도
경도
(Hs)
58
62
66
69
71
60
63
68
71
73
62
66
69
72
76

인장강도
(MPa)
2.50
4.25
6.33
9.44
11.8
2.10
3.66
5.89
9.12
11.4
1.80
3.29
5.62
8.39
10.6

신장률
(%)
130
150
170
190
220
110
130
150
180
210
100
120
140
160
190

압축영구
줄음률
(70℃,
22h)
인열강도
(%)
(N/cm)
11.7
13
17.8
13
21.5
14
26.0
12
29.5
14
10.6
18
16.2
19
20.9
18
25.1
21
29.7
20
10.4
21
15.2
19
19.0
23
24.6
20
28.8
22

<표8> 표준 배합표
SBR
(1502)

NBR
(0230 L)

EPDM
(KP 330)

Carbon Black
(SRF)

30

30

30

S
ZnO
StA

2
5
1

2
5
1

2
5
1

가황촉진제

CZ 2

CZ 2

CZ 1.5
TT 0.5

2. RRT 평가

RRT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가황시간의 최대,

RRT 시험 목표는 동일한 방법에 의한 가황시

최소값은 모든 시험소가 10% 이내였으며, 시험편

간의 최대, 최소값이 10%이내, 시험편간의 편차

간의 편차는 비숙련자의 경우 5%의 편차를 보였

8% 이내, 시험소간의 편차는 10% 목표로 하였다.

고, 숙련자와 일반고무공장의 경우는 3%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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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를 보였다. 또한 시험소간의 편차를 살펴보면

11에 나타내었으며 원료고무의 종류에 따라 시험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편차가 6%를 나타내었다.

소간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작은 편차로서 시험목

RRT 평가에 의한 시험결과는 표. 9, 표. 10, 표.

표에는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표9> S BR 고무의 RRT 시험

노화
시험

시험항목

기술표준원

일반고무공장

비숙련자

편차(%)

인장강도(MPa)

11.4

11.9

11.2

6.1

신장률(%)

330

340

340

3

인열강도(N/㎜)

37.7

36.3

37

3.8

경도(Hs)

58

60

61

5

인장강도(MPa)

10.6

10.9

10.3

5.6

신장률(%)

250

260

250

3.9

인열강도(N/㎜)

31.5

30.4

31.1

3.5

경도(Hs)

60

63

64

6.4

<표 10> NBR 고무의 RRT 시험

노화
시험

시험항목

기술표준원

숙련자

일반고무공장

비숙련자

편차(%)

인장강도(MPa)

14.5

15.2

14.8

14.5

4.8

신장률(%)

360

360

350

340

5.6

인열강도(N/㎜)

35.6

34.7

34.2

35.1

2.6

경도(Hs)

62

66

64

66

4.7

인장강도(MPa)

14.1

14.6

14

13.9

5

신장률(%)

300

300

290

290

3.4

인열강도(N/㎜)

35.5

33.9

33.9

33.3

4.7

경도(Hs)

67

69

65

6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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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EPDM 고무의 RRT 시험
시험항목

기술표준원

숙련자

비숙련자

편차(%)

인장강도(MPa)

6.23

6.68

6.54

6.9

신 장 률(%)

210

220

220

4.6

인열강도(N/㎜)

21.2

22.7

22.5

4.9

66

65

66

1.5

인장강도(MPa)

5.89

6.25

6.05

6

신 장 률(%)

150

160

160

6.4

인열강도(N/㎜)

20.9

21.6

20.2

6.6

68

67

69

3

경

노화
시험

도(Hs)

경

도(Hs)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가황 고무의 동일한 시료내 최

본 연구 결과로 고무분야 산업계 작업자에 대한

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10% 이내, 동일 배합비로

고무배합 지침서로, 시험인증기관의 숙련도 평가를

제조된 시편내의 시험값 8% 이내, RRT 시험소간

위한 시험편의 제조방법 지침서로, 고무관련 시험

의 편차 10% 이내를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

방법개발을 위한 시험편의 배합설계 및 제조방법

론을 얻을 수 있었다.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한다.

1. SBR, NBR 및 EPDM원료고무에 대해 균질
성이 확보된 배합설계 및 성형 조건 확립할
수 있었다.
- 동일한 방법에 의한 성형시간 최대, 최소값
의 차가 10% 이내
- 시험편간 편차는 비숙련자의 경우도 5%의
편차 결과를 나타내었다.
- 시험소간 편차는 6%로 나타났다.
2. KS M 6781(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 통칙)

<참 고 문 헌>
1. 일본고무학회, 고무기술의 기초 , 한국신
발·피혁연구소, 2000.
2. 일본고무공업협회,

고무공업연감 , 세화,

1994.
3. 한국고무학회, 고무종합데이터 , 기술, 1990.
4. 유기탄성체연구회, 고무과학과 기술 , 미래
컴, 2001.

의 부속서 “균질한 가황고무 시험편 만드는
법을 추가하는”개정(안)을 작성하고 있다.

102

♣

법령코너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건설서비스과 건축사무관 김동호
02) 509- 7402 dhkim@ats .go.kr

해당규격번호

KS F 80 0 3

해당규격명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제정년월일

19 8 9 년

5 월 3 0일

개정년월일

2 0 02 년

7월 27일

Ⅰ. 표 준 화 일 반
심사사항
1.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구

비

요

건

경영간부가 표준화와 품질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추진을 위한
경영방침을 정하고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을 정하는 등 표준화 및 품
질경영을 회사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야 한다.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적절하고 해당 규격 및 규격
별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 사내표준의 구비사항 >
- 자재관계 규정
- 공정관계 규정
- 제품의 품질 규정
-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규정
- 소비자 불만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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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사항

구

비

요

건

2. 사내표준화의 품질경영 도

품질경영을 위한 행사개최 및 분임조의 조직운영 등 표준화와 품질

입의 확산을 위한 활동

경영도입의 확산에 노력하고 있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
에 대한 자체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3.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의 실시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경영간부에 대한 표준화전문교육기관에
서의 교육훈련실적이 있어야 한다.

4. 품질관리 담당자 및 기술계
인력확보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고,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담
당자와 기술계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품질관리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 사내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의 평가
- 각 공정에 있어서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
조언 및 부문간의 조정
- 공정에 생기는 이상·고충 등에 관한 처치 및 그 대책에 관한 지
도 및 조언
- 종업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불합격품의 조치
-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관장

5. 불만처리 및 로트추적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내부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보와 불만사례
등에 대하여 로트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조치하고 있어
야 한다.

6. 작업환경 및 안전시설 등의
관리상태

청정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이 갖추어져 있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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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 재 의 관 리
구

심사사항
주요자재명

검사항목

1. 일반 구조용 탄 1) 바깥지름
소 강관

비

자재품질기준

건
검사방법

이행사항

자재의 품질기준은 자재의 검사방법은 사내표준에 의하여

2) 두께

생산제품의 품질이 제품의 품질이 규 자재를 인수할 때

3) 화학성분

규격수준이상으로 격수준이상으로 유 의 품질검사 (이하

4) 기계적 성질

유지될 수 있도록 지될 수 있도록 품 이 표에서 인수검
규정하여야 한다.

2. 일반 구조용 압 1) 바깥지름
연 강재

요

2) 두께

질관리기법을 활용 사 라 한다) 및 자
하여 정하여야 한 재관리를 하고, 자
다.

재를 관리하는 자

3) 화학성분

가 그 결과를 활용

4) 기계적성질

하고 있어야 한다.

3. 열간 압연 연강 1) 두께
판 및 강대

2) 화학성분
3) 기계적 성질

4. 연강 선재

1) 지름
2) 화학성분
3) 기계적 성질

5. 배관용 탄소강관

1) 두께
2) 화학성분
3) 기계적 성질

비고 1. 규격표시제품은 인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3. 부품을 자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인수검사를 공정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4.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증
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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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 정 관 리
구

심사사항
주요공정명

검사또는
관리항목

1. 절단

(검사항목)
1) 겉모양
2) 치수

2. 가공

(검사항목)
1) 겉모양
2) 치수

3. 용접

(검사항목)
1) 겉모양

4. 도금 또는 도장

(검사항목)
(도금일 경우)
1) 아연도금부
착량
(도장일 경우)
1) 도막두께
(관리항목)
1) 시간
2) 온도

비

검사또는
공정관리방법
제품의 품질이 규
격수준이상으로 유
지될 수 있도록 관
리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
정관리방법을 규정
하고 있어야 한다.

요

건
이행사항

제조작업표준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관리를 실시
하여 그 기록을 활
용하고, 공정관리자
가 규정대로 실시
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
법, 작업조건, 작업
상의 유의사항 등
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
어야 한다.

5. 조립
(검사항목)
1) 겉모양
2) 치수
6. 포장
(검사항목)
1) 겉모양
7. 표시사항

(검사항목)
1) 표시내용

비고 : 1. 제품의 종류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공정수를 증감하거나 검사 또는
관리항목을 증감할 수 있다.
2. 4항의 공정은 외주를 주어도 좋으나 이때는 외주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따라 실시하고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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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 품 의 품 질 관 리
구

심사사항
검사항목
1. 치수
2. 구조
3. 주틀
1) 압축하중
2) 횡가재의
수직처짐량
3) 교차가새핀
의 최대 인장
하중
4. 띠장틀
1) 처짐 및 휨
강도
2) 걸침고리의
몸체 및 부
착부의 전단
하중
3) 걸침고리의
이탈방지 전
단하중
5. 교차가새
1) 압축하중
6. 주틀의 연결핀
1) 인장하중
7. 주틀의 암록
1) 신장량
2) 인장하중
8. 벽 연결용
철물
1) 인장하중
2) 압축하중
9. 표시사항

비

요

제품의 품질기준

검사방법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 표준 은 규격 의
수준이상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야 한다.

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
의 품질이 규격수준이상
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규
정하여야 한다.

건
이행사항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
을 공정개선 및 제품의 품질향
상에 활용하여야 한다.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
반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시험검사자가 규격 및 사내표준
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
야 한다.

비고 : 1. 중간검사와 겹치는 제품검사의 항목은 중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종류별 해당되는 검사항목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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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 조 설 비 의 관 리
주요설비명
1. 절단설비

구

비

요

건

당해 제품의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
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보수·윤활관

2. 가공설비

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따
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3. 용접설비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의하여 관
4. 도금설비 또는 도장설비

리할 수 있어야 한다.

5. 조립설비
6. 포장설비

비고 : 공정관리 단서 규정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설비는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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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검 사 설 비 의 관 리
주요설비명

구

비

요

건

1. 치수 측정설비

해당 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특성과 자재 및

2. 주틀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

1) 압축강도 시험설비

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2) 횡가재의 수직처짐량 시험설비

교정검사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는 교정검사를

3) 교차가새핀의 최대 인장하중

실시하되 사용빈도, 측정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

시험설비
3. 띠장틀

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규정을 정하고 이에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처짐 및 휨강도 시험설비
2) 걸침고리의 몸체 및 부착부의
전단하중 시험설비
3) 걸침고리의 이탈방지 전단하중
시험설비
4. 교차가새

정밀도 및 정확도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 시
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
사설비의 사용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야 하며, 시험검사설비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
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1) 압축하중 시험설비
5. 주틀의 연결핀
1) 인장하중 시험설비
6. 주틀의 암록
1) 신장량 시험설비
2) 인장하중 시험설비
7. 벽 연결용 철물
1) 인장하중 시험설비
2) 압축하중 시험설비

비고 : 종류별로 해당되는 검사설비만 보유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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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제 품 시 험 을 위 한 샘 플 링 방 식
번호

검사항목

1

치수

2

구조

3

주틀

로트의크기
재고량

판정기준

시료의크기
(n)

Ac

Re

3

0

1

현장 또는 외부시험

3

0

1

외부시험

1)

압축하중

1

0

1

2)

횡가재의 수직처짐량

1

0

1

교차가새핀의 최대

1

0

1

3)

인장하중
띠장틀

4
1)

처짐 및 휨강도

1

0

1

2)

걸침고리의 몸체 및

1

0

1

3)

걸침고리의 이탈방지 전단하중

1

0

1

1

0

1

1

0

1

부착부의 전단하중
교차가새
압축하중

5
1)

주틀의 연결핀
인장하중

6
1)

주틀의 암록
신장량

7
1)

인장하중

1

0

1

2)

벽 연결용 철물

1

0

1

인장하중

8
1)

압축하중

1

0

1

2)

표시사항

1

0

1

1

0

1

9

비고 : 종류별로 해당되는 검사항목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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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Ⅷ. 규 격 표 시 의 방 법
상품의 단위

표시장소

표시방법

제품마다

잘보이는 곳

각인 또는 라벨

표시내용
1. 규격표시도표 :
KS마크 지름 5mm이상
2. 규격명 및 규격번호
3. 인증번호
4. 제조년반기
5.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인증기관명
7. KS F 8003의 8항 표시사항

Ⅸ. 제 품 의 인 증 구 분
한국산업규격번호

KS F 8003

규

격

명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종류 또는 등급
종류별
(주틀, 띠장틀, 교차가새, 주틀의
연결핀, 주틀의 암록, 벽 연결용
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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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규격정보

KS F ISO 3898 2002. 7. 16 구조설계기본- 표기- 일반기호

이달의 규격정보

IDT ISO 3898

ISO 3898을 기초로 하여 구조설계에 사용되는 표

준 표기에 대한 것으로 기호의 구성, 주의사항, 등을 규정
ICS : 91.080.10

[기초기술표준분야]

KS F ISO 13943 2002. 7. 16 화재관련 용어

◈ 건설서비스과

대한 정의, 용어 색인 목록 등을 규정

IDT ISO 13943

ISO 13943을 기초로 하여 화재시험 관련 용어에

제정

KS G 4243 2002. 7. 25 옥외용 벤치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

정함

ICS : 60.60

정원, 공원,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되는 옥외용 벤치의 품질기준을
ICS : 97.140

KS F 2843 2002. 7.10 건축재료의 착화성 시험방법
ISO 5657를 기초로 하여 건축물의 내·외장에

MOD ISO 5657

KS F 8017 2002. 7. 27 안전 난간 기둥

사용되는 단일, 복합재료 및 조립품의 복사열에 의한 착화시간을 측정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등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

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 시험원리, 시험체, 기판, 시

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의 고정을 위한 기둥에 대한 것으로 종류,

험장치, 시험환경, 시험준비, 시험절차, 시험결과 표시 및 시험보고 등

품질, 재료, 제조, 시험방법, 검사 등을 규정

을 규정

ICS : 91.220

ICS : 13.220.50
KS F 8018 2002. 7. 27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KS F 2844 2002. 7. 10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MOD ISO 5658-2

ISO 5658-2를 기초로 하여 건축물의 내장에 사

용되는 단일, 복합재료 및 조립품의 복사열에 의한 수평화염전파를 측
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 시험원리, 시험체, 시험

작업자가 작업도중 엘리베이터 개구부를 통하여 추락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 대한 것으로
각부의 명칭, 품질, 재료, 제조, 시험방법, 검사 등을 규정
ICS : 91.220

장치, 시험환경, 설정 및 교정절차, 시험절차, 파생된 화재특성 및 시험
보고 등을 규정

KS F 8019 2002. 7. 27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ICS : 13.220.50

작업자 및 자재 등의 상하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리프트와 작업공간
KS F ISO 1803 2002. 7. 16 건축공사-공차-치수 정확도의 표현- 원

사이에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안전문에 대한 것으로 종류, 품질, 재

및 용어

료, 제조, 시험방법, 검사, 등을 규정

IDT ISO 1803

ISO 1803을 기초로 하여 건축물의 치수오차의 표

현에 대한 기본원칙, 정확도의 평가, 시방에 관련된 기본용어와 정의를
규정

ICS : 91.220

KS F 2577 2002. 7. 30 숏크리트용 재료
숏크리트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 혼화재료, 섬유 등을 규정

ICS : 90.20

ICS : 91.100.30
KS F ISO 2103 2002. 7. 16 주거용 및 공공건축물의 점유로 인한
KS F 2578 2002. 7. 30 미장용 잔골재

하중
IDT ISO 2103

ISO 2103을 기초로 하여 주거용 및 공공건축물에

서의 사용과 점유에 의한 하중의 최소 공칭값에 대한 것으로 하중, 하
중의 보정 등을 규정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용도를 규정
ICS : 91.100.30

ICS : 91.080.01

개정
KS F ISO 3010 2002. 7. 16 구조설계 기본-구조물의 지진작용
IDT ISO 3010

ISO 3010을 기초로 하여 구조물의 내진 설계에서

지진의 작용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내진설계의 기본, 원리,
지진작용들의 평가원리, 평가 및 부속서 등을 규정

ICS : 60.60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KS F 2262 2002. 7. 10 미장용 시멘트 모르타르 시험방법
인용규격 변경(KS F 2258 삭제) 방화시험 및 충격시험 삭제
ICS : 91.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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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4724 2002. 7. 10 건축용 철강제 벽판

KS F 2514 2002. 7. 30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유기불순물을

국제단위계(SI) 적용으로 비고 삭제 인용규격 변경 방화 성능 및 시
험방법 삭제

함유한 잔골재 시험방법
규격서 서식 변경 국제단위계(SI) 적용으로 비고 삭제

ICS : 91.060.10

ICS : 91.100.00
KS F 4725 2002. 7. 10 조립용 나무벽판
국제단위계(SI) 적용으로 비고 삭제 인용규격 변경
방화 성능 및 시험방법 삭제

KS F 2515 2002. 7. 30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랼 시험방법
규격서 서식 변경 국제단위계(SI) 적용으로 비고 삭제

ICS : 91.060.30

ICS : 91.100.00
KS F 4738 2002. 7. 10 법랑 강판 벽 패널
인용규격 변경 종류 구분에서 복합판의 방화성능 에 따른 구분 삭
제 방화 성능 및 시험방법을 삭제

ICS : 91.060.10

KS F 2523 2002. 7. 30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규격서 서식 변경 국제단위계(SI) 적용으로 비고 삭제
ICS : 91.100.30

KS G 2621 2002. 7. 25 스테이플러
규격서 서식 변경 국제단위계(SI) 적용으로 비고 삭제

확인

ICS : 97.180
KS G 3119 2002. 7. 25 안전 면도기
세 날 면도기 추가 및 오자 수정

규격번호 고시일
ICS : 97.160

KS F 1517 2002. 7. 25 건축용 이동칸막이 구성재의 표준모
듈 호칭치수

KS G 3702 2002. 7. 25 급탕용 온수통
인용규격 변경 표 2 재료 중 보온재 열전도율 0.03을 0.06 W/m ℃
으로 오자 수정

규격명

ICS : 91.140.60

KS F 1518 2002. 7. 25 건축용 보드류의 표준모듈 호칭치수
KS F 1519 2002. 7. 25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290 2002. 7. 25 주택용 배관유닛의 모듈 호칭치수
KS F 2291 2002. 7. 25 주택용 냉난방 유닛의 모듈 호칭치수

KS G 8010 2002. 7. 25 탁상 피아노
규격서 서식 변경 국제단위계(SI) 적용으로 비고 삭제

[생물화학기술표준분야]

ICS : 97.200.10
KS F 8002 2002. 7. 27 강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정밀화학과

종류를 구분 강관용 클램프, 선반지주, 통로용 작업발판, 받침철물은
별도의 규격으로 제정되어 삭제 성능에서 개개값 및 평균값은 개개값
으로 통일

제정예고

ICS : 91.120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예고내용KS F 8018 2002. 7. 27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종류를 구분 작업대, 받침철물은 별도의 규격으로 제정되어 삭제
성능에서 개개값 및 평균값은 개개값으로 통일

ICS : 91.120

KS F 2503 2002. 7. 30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규격서 서식 변경 국제단위계(SI) 적용으로 비고 삭제
ICS : 91.100.00
KS F 2504 2002. 7. 30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규격서 서식 변경 국제단위계(SI) 적용으로 비고 삭제
ICS : 91.100.00

ISO 11125- 1 2002. 7. 8 도장전의 철판과 관련된 제품의 처리 - 분
로 세정시키는 금속성의 시험방법 - 1. 샘플링
화학 3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1 2002.9. 7
ISO 11125- 2 2002. 7. 8 도장전의 철판과 관련된 제품의 처리 - 분
로 세정시키는 금속성의 시험방법 - 2. 분자 크기 측정
화학 3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1 2002.9. 7
ISO 11125- 3 2002. 7. 8 도장전의 철판과 관련된 제품의 처리 - 분
로 세정시키는 금속성의 시험방법 - 3. 강도 측정
화학 3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1 2002.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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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1125- 4 2002. 7. 8 도장전의 철판과 관련된 제품의 처리 - 분
사로 세정시키는 금속성의 시험방법 - 4. 겉보기 밀도 측정

KSM ISO 2519 2002. 7. 16 공업용 헥실렌글리콜- 시험방법 목록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화학 3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1 2002.9. 7
ISO 11125- 5 2002. 7. 8 도장전의 철판과 관련된 제품의 처리 - 분

KSM ISO 2523 2002. 7. 16 공업용 아디페이트 에스테르- 시험방

로 세정시키는 금속성의 시험방법 - 5. 미세 구조의 분자 백분율

목록

측정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화학 3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1 2002.9. 7
KSM ISO 2524 2002. 7. 16 공업용 아디페이트 에스테르- 열처리
ISO 11125-6 2002. 7. 8 도장전의 철판과 관련된 제품의 처리 - 분
로 세정시키는 금속성의 시험방법 - 6. 이물질 측정

색 측정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화학 3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1 2002.9. 7
KSM ISO 2525 2002. 7. 16 공업용 아디페이트 에스테르- 페놀프
ISO 11125-7 2002. 7. 8 도장전의 철판과 관련된 제품의 처리 - 분
로 세정시키는 금속성의 시험방법 - 7. 습도 측정

레인 산도 측정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화학 3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1 2002.9. 7
KSM ISO 2526 2002. 7. 16 공업용 아디페이트 에스테르- 회분 측
KSM ISO 2212 2002. 7. 16 공업용 트리클로로에틸렌- 시험방법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KSM ISO 2755 2002. 7. 16 공업용 1,1,1- 트리클로로에탄- 시험방
KSM ISO 2221 2002. 7. 16 공업용 포름알데히드 용액- 무기염화물
한계시험

목록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KSM ISO 2756 2002. 7. 16 공업용 헥사클로로벤젠- 시험방법 목
KSM ISO 2223 2002. 7. 16 공업용 포름알데히드 용액- 중금속의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계시험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KSM ISO 2757 2002. 7. 16 공업용 1,2,4- 트리클로로벤젠- 시험방
목록

KSM ISO 2498 2002. 7. 16 공업용 메틸 에틸 케톤- 잔류 냄새 검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KSM ISO 2879 2002. 7. 16 공업용 글리세린- 글리세롤 함량 측정
KSM ISO 2513 2002. 7. 16 공업용 아세트알데히드- 밀도 측정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KSM ISO 2885 2002. 7. 16 공업용 아세트 알데히드- 카르보닐화
KSM ISO 2514 2002. 7. 16 공업용 아세트알데히드- 수분함량 측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KSM ISO 2517 2002. 7. 16 공업용 디아세톤 알콜- 시험방법 목록

물의 총함량 측정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KSM ISO 2886 2002. 7. 16 공업용 아세트알데히드- 철 함량 측정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KSM ISO 2518 2002. 7. 16 공업용 디아세톤 알콜 및 헥실렌 글리콜

KSM ISO 2887 2002. 7. 16 공업용 sec- 부틸알콜, 메틸에틸케톤,

물과의 혼화성 시험

소부틸메틸케톤, 이소아밀에틸케톤, 디아세톤알콜 및 헥실렌글리콜-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페놀프탈레인 산도 측정- 용량법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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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 ISO 2888 2002. 7. 16 공업용 푸르푸랄- 페놀프탈레인 산

화학 3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67 2002. 9. 21

도 측정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KSM ISO 2495 2002. 7. 22 페인트용 감청안료
화학 3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67 2002. 9. 21

KSM ISO 5274 2002. 7. 16 방향족 탄화수소- 산수세 시험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KSM ISO 787- 22 2002. 7. 22 체질안료의 일반적인 시험방법- 22부
안료의 내블리딩성 비교

KSM ISO 5276 2002. 7. 16 방향족 탄화수소- 중성도 시험

화학 3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67 2002. 9. 21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KSM ISO 787- 21 2002. 7. 22 체질안료의 일반적인 시험방법- 21부
KSM ISO 5277 2002. 7. 16 방향족 탄화수소- 150℃이하 비점을
는 제품의 증발잔류물 측정

가열매체에 사용되는 안료의 열안정성 비교
화학 3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67 2002. 9. 21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KSM ISO 5789 2002. 7. 16 공업용 불소화 탄화수소- 비휘발성 잔

개정예고

물의 측정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예고내용KSA 0011 2002. 7. 8 물체색의 색이름

KSM ISO 6792 2002. 7. 16 공업용 부타디엔- 액체 부타디엔위 기

기본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1 2002.9. 7

의 산소 및 아르곤 측정 -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KSM ISO 6794 2002. 7. 16 공업용 부탄- 1,4-디올- 불포화도 측정

◈ 고분자섬유과
제정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KSM ISO 6795 2002. 7. 16 공업용 프탈산 및 아디프산 에스테르
유리 알코올의 함량 측정
화학 1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24 2002. 9. 15

KS M 3416 2002. 7. 31 냉·온수 설비용 비가교 폴리에틸렌(PE)
냉·온수 설비용 비가교 폴리에틸렌(PE) 관은 국내 업체에서 수지
를 세계에서 두번째로 개발 완료하여 상용화되어 있으며, 국내의 건설
현장에서 잠재적 수요가 크므로 이에 제정하고자 함

KSM ISO 3262- 11 2002. 7. 22 체질안료- 시험방법- 11부 : 탄산염을
유한 라멜라형 천연활석
화학 3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67 2002. 9. 21

KS M ISO 15874- 1 2002. 7. 31 냉·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
관의 이음관
2001년에 수정하여 국제규격과 부합화한 KS M 3361 (냉·온수

KSM ISO 3262- 12 2002. 7. 22 체질안료- 시험방법- 12부 : 백운모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에 사용하는 이음관 규격의 국제규격

운모

부합화

화학 3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67 2002. 9. 21
KS M ISO 8085- 1 2002. 7. 31 가스용 폴리에틸렌(PE) 관의 이음관
KSM ISO 3262- 14 2002. 7. 22 체질안료- 시험방법- 14부 : 크리스
발라이트
화학 3부회 정밀화학과 전화번호 : 02-509-7267 2002. 9. 21

제1부 : 소켓융착 이음관
2001년에 수정하여 국제규격과 부합화한 KS M 3514 (가스용 폴리
에틸렌(PE) 관)에 사용하는 소켓융착 이음관 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KSM ISO 3262- 11 2002. 7. 22 체질안료- 시험방법- 22부 : 용제 하

KS M ISO 8085-2 2002. 7. 31 가스용 폴리에틸렌(PE) 관의 이음관

된 규조토

제2부 : 스피곳 이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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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수정하여 국제규격과 부합화한 KS M 3514 (가스용 폴리
에틸렌(PE) 관)에 사용하는 스피곳 이음관 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KS A 1553 2002. 7. 27 크라프트 합성수지 직포대
영문규격명 변경 및 문구 문구수정

KS M ISO 8085- 3 2002. 7. 31 가스용 폴리에틸렌(PE) 관의 이음관

KS K 0411 2002. 7. 27 웨빙, 테이프 및 브레이드의 인장강력 및 신

제3부 : 전기융착 이음관

도시험방법

2001년에 수정하여 국제규격과 부합화한 KS M 3514 (가스용 폴리

영문규격명 변경 및 문구 수정

에틸렌(PE) 관)에 사용하는 전기융착 이음관 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KS K 0439 2002. 7. 27 레이온사 중의 이산화티탄 함량 시험방법
SI단위 표기

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KS M 3369 2002. 7. 31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2001년에 수정하여 국제규격과 부합화한 KS M 3361 (냉·온수 설
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의 부속서에 규정한 관에 사용하는 이음관
규격으로 개정 및 국제단위계로 전환
KS M 3515 2002. 7. 31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2001년에 수정하여 국제규격과 부합화한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 관)의 부속서에 규정한 관에 사용
하는 이음관 규격으로 개정 및 국제단위계로 전환
KS K 0435 2002. 7. 6 레이온필라멘트사의 신장탄성 회복율 시
험방법
영문규격명 변경 및 SI단위 표시 변경
KS K 0438 2002. 7. 6 레이온사의 평균 중합도 측정방법
영문규격명 변경 및 KS규격 양식 통일
KS K 0467 2002. 7. 6 실의 불균제도 시험방법
영문규격명 변경 및 SI단위 표시 변경
KS K 0501 2002. 7. 6 직물의 필링 시험방법: 브러시 스펀지법
영문규격명 변경 및 문구수정
KS K 0822 2002. 7. 6 직물의 깃솜털 투과성 시험방법: 텀블링법
영문규격명 변경 및 KS규격 양식 통일
KS K 0231 2002. 7. 13 수지가공직물 및 편성물의 수지량 측정방법
영문규격명 변경 및 KS규격 양식 통일
KS A 1552 2002. 7. 27 마 대
영문규격명 변경 및 KS규격 양식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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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K 0691 2002. 7. 27 직물의 곰팡이 저항도 시험방법 : 균사상 침
해법 (페트리 접시법)
관계습도 → 상대습도로 용어수정
KS K 0760 2002. 7. 27 도포 직물의 블로킹 시험방법
적용범위 수정
KS K 0817 2002. 7. 27 펠트의 시험방법
SI단위 통일
KS F 2124 2002. 7. 27 지오텍스타일의 인장 강도 시험방법
인용규격 변경 및 용어 변경
KS F 2125 2002. 7. 27 지오텍스타일의 파열 강도 시험방법
인용규격 변경 및 용어 변경
KS F 2127 2002. 7. 27 지오텍스타일의 인열 강도 시험방법
인용규격 변경
KS F 2122 2002. 7. 27 지오텍스타일의 두께 측정방법
인용규격 변경
KS K 0218 2002. 7. 27 염색물의 일광견뢰도 시험방법 : 크세논아
크법
ISO규격과 부합화
KS K 0428 2002. 7. 27 섬유제품의 백색도 시험방법
ISO규격과 부합화
KS K 0652 2002. 7. 27 염색물의 프로스팅 견뢰도 시험방법
ISO규격과 부합화
KS K 0706 2002. 7. 27 직물의 내후도 시험방법 : 웨더오미터법
ISO규격과 부합화

KS K 0720 2002. 7. 27 고온 증열 처리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방

◈ 생물환경과

법
ISO규격과 부합화

제정
KS K 0121 2002. 7. 27 셀룰로오스 섬유 제품상의 염료부속 판정
방법
KS 규격양식 통일 및 용어 수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KS M ISO 4940 2002. 7. 27 철 및 강 - 니켈 함유량 분석방법 꽃 원자 흡수 분광법

KS K 0150 2002. 7. 27 분산염료의 분산성 시험방법 : 여과시험법
KS 규격양식 통일 및 용어 수정
KS K 0725 2002. 7. 27 염소처리수에 대한 염색견뢰도 시험방법
KS 규격양식 통일 및 용어 수정

ISO 4940과 일치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을 이용한 철 및 강의 니
켈 함유량 분석방법을 정의 ICS번호 : 77.040
KS M ISO 4935 2002. 7. 27 철 및 강 - 총 황 함유량 분석방법 주파 유도로에서 연소 후 적외선 흡수법
ISO 4935와 일치 고주파 유도로에서 연소 후 적외선 흡수법을 이

KS K 0446 2002. 7. 27 비염소계 표백에 대한 염색견뢰도 시험 방법

용한 철 및 강의 총 황 함유량 분석 방법을 정의 ICS번호 : 77.040

KS 규격양식 통일 및 용어 수정
KS M ISO 4938 2002. 7. 27 철 및 강 - 니켈 함유량 분석방법 - 무
KS K 0460 2002. 7. 27 핫프레싱에 대한 염색견뢰도 시험방법
KS 규격양식 통일 및 용어 수정

분석법·적정법
ISO 4938과 일치 무게분석법 및 적정법을 이용한 철 및 강의 니켈
함유량 분석방법을 정의 ICS번호 : 77.040

KS K 0464 2002. 7. 27 드라이클리닝 내구성 시험방법
KS 규격양식 통일 및 용어 수정

KS M ISO 4693 2002. 7. 27 철광석 - 구리 함유량 분석방법 - 불
원자 흡수 분광법

KS K 0512 2002. 7. 27 편성물의 밀도 측정방법
영문규격명 변경
KS K 0530 2002. 7. 27 직물의 봉합 강도 시험방법
인용규격명 정정

ISO 4693과 일치 불곷 원자 흡수 분광법을 이용한 철광석의 구리
함유량 분석방법을 정의 ICS번호 : 77.040
KS M ISO 14644-4 2002. 7. 31 클린룸 및 관련된 제어환경 - 제
설계, 공사 및 조업 개시
ISO 14644-4와 일치 클린룸의 설계, 공사 및 조업 개시방법을 정의

KS K 0605 2002. 7. 27 직물 및 편성물의 호형도 및 사행도 시험방법

ICS번호 : 13.040.35

영문규격명 변경 및 문구 수정
KS M ISO 3258 2002. 7. 31 공기분배 및 공기확산 - 용어
KS K 0606 2002. 7. 27 직물의 실 미끄럼 시험방법
영문규격명 변경 및 문구수정
KS K 4400 2002. 7. 27 마사 시험방법
용어 변경 및 SI단위표시 통일

ISO 3258과 일치 공기분배 및 공기확산에 대한 용어를 정의
ICS번호 : 91.140.30 ; 01.040.91
KS M ISO 5667- 15 2002. 7. 31 수질 - 시료채취 - 15부: 슬러지와
전물 시료의 취급과 보존에 관한 지침
ISO 5667-15와 일치 수질분야의 시료채취시 슬러지와 침전물 시료

KS K 4401 2002. 7. 27 마직물 시험방법

의 취급과 보존에 관한 지침을 정의 ICS번호 : 13.060.01

인용규격 추가(KS K0218(염색물의 일광견뢰도 시험방법)
및 용어 변경

KS M ISO 8165- 2 2002. 7. 31 수질 - 선택된 1가 페놀류의 측정
부: 유도체와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방법
ISO 8165-2와 일치 유도체와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방법으로
물속의 1가 페놀류의 측정방법을 정의 ICS번호 : 13.0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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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규격정보

페인 커피 생두와 볶은 커피콩, 일반 및 탈카페인 커피추출분말의 카페
KS M ISO 17495 2002. 7. 31 수질 - 선택된 질소 페놀류의 측정

인 성분 측정법을 규정 ICS번호 : 67.140.20

- 질량분광검출기가 달린 가스크로마토그래피와 고상추출에 의한

KS H ISO 15598 2002. 7. 31 차 - 조섬유 함량 측정법

방법
ISO 17495와 일치

ISO 15598과 일치
질량분광검출기가 달린 가스크로마토그래피와

고상추출에 의한 방법으로 물속의 질소 페놀류의 측정방법을 정의
ICS번호 : 13.060.50
KS M ISO 5350- 1 2002. 7. 31 펄프 - 협잡물 및 결속섬유의 평가 1부 실험실 시트의 조사
ISO 5350-1과 일치 펄프 중 실험실 시트의 티 및 결속섬유질의 유
무 측정방법을 정의 ICS번호 : 85.060
KS M ISO 5350- 2 2002. 7. 31 펄프 - 협잡물 및 결속섬유의 평가 2부 공장 시트 펄프의 조사
ISO 5350-2과 일치 펄프 중 밀 시트의 티 및 결속섬유질의 유, 무

분쇄 시료를 끓는 황산 용액 및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처리한 후 여과, 세척, 건조 및 회화를 통해 잔류물을 분리,
회화하여 조섬유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
ICS번호 : 67.140.10
KS H ISO 660 2002. 7. 31 동·식물성 유지 - 산가 및 산도 측정
ISO 660과 일치 동·식물성 유지의 산가 및 산도 측정을 위한 적
정법 및 전위차법을 규정, 왁스에는 적용 할 수 없음.
ICS번호 : 67.200.10
KS H ISO 661 2002. 7. 31 동·식물성 유지 - 시료의 준비
ISO 661과 일치 분석을 목적으로 동·식물성 유지의 시험실용 시
료에서 검체의 조제방법에 대해 규정. 버터, 마가린 및 마요네즈 등과

측정방법을 정의 ICS번호 : 85.060

같이 유화된 지방에는 적용할 수 없음.

KS M ISO 5350- 3 2002. 7. 31 펄프 - 협잡물 및 결속섬유의 평가

KS H ISO 662 2002. 7. 31 동·식물성 유지 - 수분 및 휘발성 물

제3부 반사광에 의한 조사

함량의 측정법

ISO 5350-1과 일치 펄프중 반사광에 의한 티 및 결속섬유질의 유
무 측정방법을 정의 ICS번호 : 85.060

ICS번호 : 67.200.10

ISO 662와 일치 동·식물성 유지의 수분 및 휘발성 물질 함량을
건조하여 측정하기 위해 사욕 또는 가열기를 이용하는 법과 가열건조
기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규정 ICS번호 : 67.200.10

KS H ISO 9768 2002. 7. 31 차 - 물 추출물의 측정법
ISO 9768과 일치 차로부터 환류가열 추출을 통해 가용성 성분을
추출한 후 여과, 수세, 건조 후 열수 불용성 잔류물 함량 측정을 통해
물 추출물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ICS번호 : 67.140.10

KS H ISO 663 2002. 7. 31 동·식물성 유지 - 불용성 불순물함
측정법
ISO 663과 일치 n-핵산 등의 용매처리와 여과 및 103℃ 건조를 통
해 동·식물성 유지의 불용성 불순물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규

KS H ISO 1572 2002. 7. 31 차 - 건물함량을 알고 있는 분쇄시료

정.

ICS번호 : 67.200.10

준비
ISO 1572와 일치 시료를 분쇄한 후 검체를 103±2℃의 건조기에서
가열, 항량을 구하여 분쇄시료의 건물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ICS번호 : 67.140.10

KS H ISO 934 2002. 7. 31 동·식물성 유지 - 수분함량측정 - 비
포집법
ISO 934와 일치 동·식물성 유지의 비말포집에 의한 수분함량 측
정방법에 대해 규정. 수분함량 0.5%(m/m) 또는 그 이상의 제품에 적용

KS H ISO 3720 2002. 7. 31 홍차 - 정의 및 기본요구사항

됨.

ICS번호 : 67.200.10

ISO 3720과 일치 홍차 제조에 적합한 지정 식물을 규정하고 모범
생산지침에 따라 원료에서 차를 생산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한 홍차의

KS H ISO 3596 2002. 7. 31 동·식물성 유지 - 비비누화물질 측

화학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단 무카페인 홍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법 - 디에틸에테르 추출 이용법

ICS번호 : 67.140.10

ISO 3596과 일치 동·식물성 유지의 비비누화 물질 함량을 측정하
기 위한 디에틸에테르 추출 이용법에 대해 규정.

ICS번호 : 67.200.10

KS H ISO 10095 2002. 7. 31 커피 -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용한 카페인 성분 측정법
ISO 10095와 일치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일반 및 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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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H ISO 3657 2002. 7. 31 동·식물성 유지 - 비누화가 측정법
ISO 3657와 일치

동·식물성 유지의 비누화가 측정법에 대해 규

정. 무기산이 존재할 경우 무기산을 개별 측정하지 않으면 본 법에 의
한 결과를 해석할 수 없음.

원자흡수분광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국제규격(ISO) 부합화

ICS번호 : 67.200.10

KS H ISO 3960 2002. 7. 31 동·식물성 유지 - 과산화물가 측정
법

0.01～2%(m/m)

정도의 납을 포함하는 페인트 및 바니쉬 제품에 적용함
ICS번호: 71.040.40

ISO 3960와 일치 동·식물성 유지를 용매에 용해시키고 요오드화
KS M ISO 10775 2002. 7. 2 종이, 판지, 펄프의 카드뮴 시험방법-

칼륨으로 처리한 ICS번호 : 67.200.10

자흡수 분광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국제규격(ISO) 부합화

폐지

10 μg/kg이상

의 카드뮴을 포함하는 질산으로 습식 산화할 수 있는 종이, 판지, 펄프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폐지내용-

그리고 재생 섬유를 포함한 제품에 적용

ICS번호:71.040.40

KS M 9714 2002. 7. 6 석유제품 - 끊는 온도 범위 측정방법
석유 제품 - 끓는 온도 범위 측정방법(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과 관
련한 국제 규격을 KS M 2031-2로 신규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KS
M9714를 폐지함

ICS 번호 : 75.080

KS M ISO 3830 2002. 7. 2 석유제품-가솔린의 납 분석방법- 일염
아이오딘 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국제규격(ISO) 부합화
1.300 g/L의 알킬 납을 함유하는 가솔린에 적용

0.026 g/L에서

ICS번호:75.160.20

KS M 0112 2002. 7. 31 시약 시험용 표준용액 및 한도기준 용액의 제
조방법

KS D EN 10181 2002. 7. 2 철 및 강의 납 분석방법-원자흡수분광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환경분야
KS 규격의 세계화 및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규격 폐지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유럽규격(EN)과의 부합화
납의 함량이 0.003～0.5%함유된 제품에 적용

철및강중

ICS번호:71.040.40

ICS 번호 : 71.040.30
KS M EN 1122 2002. 7. 2 플라스틱의 카드뮴 분석방법- 습식분해

◈ 광전재료과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유럽규격(EN) 부합화

플라스틱 중 10

mg/kg～3000 mg/kg 범위의 카드뮴를 측정하는 시험방법

제정

ICS번호: 71.040.40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

KS D 1678 2002. 7. 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유도결합플라스

KS M ISO 3856- 5 2002. 7. 2 페인트 및 바니쉬의 가용성 6가크로
분석방법-분말 혹은 액상페인트 안료분- 디페닐카바지드 흡광광도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국제규격(ISO) 부합화

0.05～5%(m/m)

마 방출분광 분석방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JIS규격 부합화
이상의 시료의 불순물원소분석방법에 적용.

알루미늄 99.0%(m/m)
ICS번호: 71.040.40

의 6가 크로뮴을 함유하는 페인트 및 바니쉬에 적용함
ICS번호: 71.040.40

KS D ISO 3497 2002. 7. 6 도금두께시험방법- X선 분광광도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SO규격 일치화

KS M ISO 6101- 2 2002. 7. 2 고무의 납 분석방법- 원자흡수분광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국제규격(ISO) 부합화

용하여 도금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X선 분광광도법을 사
ICS번호 : 25.220.40

고무원료 및 이

와 관련된 제품에 적용되며, 측정될 수 있는 납의 농도에는 제한이 없

KS D ISO 3543 2002. 7. 6 금속 및 비금속 피막 - 피막두께시험방

음

- 베타 후방산란식 방법

ICS번호: 71.040.40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SO규격 일치화
KS M ISO 7252 2002. 7. 2 페인트 및 바니쉬의 총 수은 분석방법-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β선을 조사하여 피막

ICS번호 : 25.220.40

불꽃 원자흡수분광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국제규격(ISO) 부합화 0.01～0.5%(m/m)
범위의 수은을 포함하는 페인트 및 바니쉬에 적용함
ICS번호:71.040.40

KS D ISO 2360 2002. 7. 25 비자성 소지 위의 비전도성 피막 - 피
두께 시험방법 - 진폭 민감형 와전류방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SO 2360과 일치화

진폭민감형 와전류

장치를 이용하여 비자성 소지 재료위의 비전도성 피막두께의 비파괴
KS M ISO 6503 2002. 7. 2 페인트 및 바니쉬의 총 납 분석방법-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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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방법을 규정

ICS번호 : 25.220.40

분 야
(field)

KS D ISO 3868 2002. 7. 25 도금 및 비유기피막 - 피막두께 시험방

요업

- 피조(Fizeau) 다중빔 간섭방법

제정사유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SO 3868과 일치화

규격번호
(KS number)

국제규격부합화, 외경 150mm, 주속
도 16m/s 이상의 각종 연삭숫돌의
평형도 측정방법

피조 다중빔 간섭
담당자(contact point)

ICS번호 : 25.220.40

Tel : (02) 509-7231,

: 광전재료과
Fax : (02) 503-7357

KS D ISO 4518 2002. 7. 25 도금두께 시험방법 - 프로파일미터

담당부회 (national committee)

(Profilemetric method)

코멘트 시한(Comment deadline) : 2002. 9.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SO 4518과 일치화

격 명
(title)

KS L 6526 연삭숫돌의 정적 평형 시험

측정기를 이용하여 두께가 얇고 반사율이 높은 피막(2㎛ 이하)의 두께
측정 방법에 대해 규정

규

: 요업부회

프로파일측정기를

사용하여 층의 높이를 측정하는 두께 측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
ICS번호 : 25.220.40

개정예고
분 야
(field)

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KS E 3045 2002. 7. 2. 철광석의 형광엑스선 분석방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SO 규격 없음 용어정리 및 분석시편제
작법 개정

ICS번호: 71.040.40

KS D 0229 2002. 7. 31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국제표준과 부합화 정도 : ISO 규격 없음

공업 약품

규격번호
(KS number)

〃

KS M 0126 분석화학용어(기초부문)

〃

KS M 0127 분석화학용어(크로마토그래피부문)

〃

KS M 0128 분석화학용어(전기화학부문)

〃

KS M 0129 분석화학용어(광학부문)
개정사유

철강 제품에 내후성, 내

개정내용 : 서문 및 SI 단위로 수정

분석화학 용어를 외래어 우리말
표시방법에 따라 통일 및 수정

담당자(contact point)
Tel : (02) 509-7230,

ICS번호: 25.220.20

: 광전재료과
Fax : (02) 503-7357

담당부회 (national committee)

: 화학제1부회

코멘트 시한(Comment deadline) : 2002. 9

확인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D 0254 2002.

도금의 밀착성 시험방법

KS D 8302 2002.

니켈 및 니켈- 크롬 도금

KS D 8309 2002.

용융 알루미늄 도금

KS D 8318 2002.

알루미늄 표면처리 용어

제정예고

격 명
(title)

KS M 0124 분석화학용어(분석기기부문)

식성 및 내열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실시한 용융 알루미늄 도금의 시
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

규

개정예고
분 야
(field)

규격번호
(KS number)

규

격 명
(title)

요업

KS L 3412 흑연의 회분 측정 방법

〃

KS L 3413 흑연의 수분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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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단위로 통일 및 용어를 변경
: 광전재료과
Fax : (02) 503-7357

담당부회 (national committee) : 요업부회
코멘트 시한(Comment deadline) : 2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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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기술표준분야]
KS B 7702 2002. 7. 10 지렛대식 분무기
무관

◈ 자본재과

무관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KS B ISO 5240 2002. 7. 31 섬유기계 및 부속품 - 정경크릴 - 치

무관

섬유기계 및 부속품 - 정경크릴 - 치수에 대하여 규정

무관

섬유기계 및 부속품 - 씨실 교환 자동 직기용 북 - 치수에 대
ICS 59.120.30

무관

섬유기계류 - 소음테스트 코드 : 4부에 대하여 규정

ICS 59.120.10

보형형 트랙터의 히치부의 주요치수에 대하여 규정

KS B 7773 2002. 7. 27 농업용 트랙터의 히치부의 주요치수
농업용 트랙터의 히치부의 주요치수에 대하여 규정

ICS 65.060.00

KS B ISO 20019 2002. 8. 3 농업용차량 - 견인차량의 기계연결
농업용차량 - 견인차량의 기계연결에 대하여 규정

ICS 65.060

ICS 65.060.00

무관

ICS 65.060.10

농업기계용 볼트 및 너트에 대하여 규정

KS B 7772 2002. 7. 27 보형형 트랙터의 히치부의 주요치수

KS B ISO 9902- 4 2002. 7. 11 섬유기계류 - 소음테스트 코드 :

IDT

콤바인용 디스크형 커터의 회전날에 대하여 규정

KS B 7903 2002. 7. 10 농업기계용 볼트 및 너트

기용 북 - 치수

IDT

ICS 65.060.00

ICS 65.060

KS B ISO 572 2002. 7. 31 섬유기계 및 부속품 - 씨실 교환 자동
IDT

농업용 저속차량 표지판에 대하여 규정

KS B 7770 2002. 7. 10 콤바인용 디스크형 커터의 회전날

ICS 59.120.20

하여 규정

ICS 65.060

KS B 7749 2002. 7. 10 농업용 저속차량 표지판

제정

IDT

지렛대식 분무기에 대하여 규정

KS B 7801 2002. 7. 27 농업용 차륜트랙터의 시방서 서식
무관

농업용 차륜트랙터의시방서 서식에 대하여 규정

ICS 65.060.10

개정

KS B 7803 2002. 7. 27 농업용 차륜트랙터의 링크형 드로바의 주
요치수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

무관

KS B 7201 2002. 7. 10 이앙기의 시방서 서식
무관

이앙기의 시방서 서식에 대하여 규정

ICS 65.060.00

농업기계의 안전통칙에 대하여 규정

ICS 65.060.00

꽃삽에 대하여 규정

ICS 65.060

소형 육용 내연기관용 윤활유 유과기 치수에 대하여 규정

ICS 65.060.00

바인더용 결속끈에 대하여 규정

농업용 트랙터의 주동력 인출축 성능시험방법에 대하여 규

ICS 65.060.10

무관

농업용 트랙터의 견인성능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ICS 65.060.10
KS B 7853 2002. 7. 27 농업용 트랙터의 선회성능 시험방법
무관

KS B 7608 2002. 7. 10 바인더용 결속끈
무관

무관

KS B 7852 2002. 7. 27 농업용 트랙터의 견인성능 시험방법

KS B 7404 2002. 7. 10 소형 육용 내연기관용 윤활유 유과기 치수
무관

방법
정

KS B 7358 2002. 7. 10 꽃삽
무관

ICS 65.060.10

KS B 7851 2002. 7. 27 농업용 트랙터의 주동력 인출축 성능시험

KS B 7202 2002. 7. 10 농업기계의 안전통칙
무관

규정

농업용 차륜트랙터의 링크형 드로바의 주요치수에 대하여

ICS 65.060.00

농업용 트랙터의 선회성능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ICS 65.0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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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KS B 7875 2002. 7. 27 농업용 트랙터의 드로바의 주요치수
무관

농업용 트랙터의 드로바의 주요치수에 대하여 규정
KS B 1532 2002. 7. 18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ICS 65.060.10

무관
KS B 6237 2002. 7. 9 천장크레인용 주강제 주향차륜
무관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에 대하여 규정

ICS 23.040.40

천장크레인용 주강제 주향차륜에 대하여 규정
KS B 1538 2002. 7. 18 주철 10kgf/ ㎠ Y형 증기여과기

ICS 53.020.20
KS B 6238 2002. 7. 9 천장크레인용 단강제 주행차륜
무관

유압용 20kgf/㎠ 관플랜지에 대하여 규정

ICS 23.040.60

천장크레인용 단강제 주행차륜에 대하여 규정

무관

주철 10kgf/㎠ Y형 증기여과기에 대하여 규정

ICS 23.100.30

ICS 53.020.20
KS B 1540 2002. 7. 18 진공장치용 플랜지
KS B 6505 2002. 7. 9 에어브리더
무관

에어브리더에 대하여 규정

무관

진공장치용 플랜지에 대하여 규정

ICS

ICS 53.100
KS B 1549 2002. 7. 18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그립식 관이음쇠

KS B 1501 2002. 7. 18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
무관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략단계에 대하여 규정

무관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그립식 관이음쇠에 대하여 규정

ICS 23.040.40

ICS 23.040.60
KS B 1556 2002. 7. 18 롤러 체인 축 커플링
KS B 1502 2002. 7. 18 관플랜지의 치수 허용차
무관

무관

ICS 23.040.60

KS B 7008 2002. 7. 13 공업용 LSI 저속 재봉틀 머리부

ICS 23.040.60

무관
KS B 1509 2002. 7. 18 냉동장치용 관플랜지
무관

롤러 체인 축 커플링에 대하여 규정

관플랜지의 치수 허용차에 대하여 규정

냉동장치용 관플랜지에 대하여 규정

공업용 LSI 저속 재봉틀 머리부에 대하여 규정

ICS 61.080
ICS 23.040.60
KS B 7009 2002. 7. 13 공업용 재봉틀의 바늘판

KS B 1510 2002. 7. 18 동합금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무관

무관

ICS 23.040.60

ICS 61.080

KS B 7010 2002. 7. 13 가정용 재봉틀 머리부의 분류와 표시기호
무관

KS B 1511 2002. 7. 18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무관

공업용 재봉틀의 바늘판에 대하여 규정

동합금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에 대하여 규정
가정용 재봉틀 머리부의 분류와 표시기호에 대하여 규정

ICS 61.080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에 대하여 규정

ICS 23.040.60

KS B 7015 2002. 7. 13 가정용 재봉틀의 암베드
무관

가정용 재봉틀의 암베드에 대하여 규정

ICS 61.080

KS B 1518 2002. 7. 18 관플랜지용 스파이럴형 가스킷
무관

관플랜지용 스파이럴형 가스킷에 대하여 규정

ICS 23.040.60
KS B 1519 2002. 7. 18 관플랜지의 가스킷 자리치수
무관

관플랜지의 가스킷 자리치수에 대하여 규정

KS B 7021 2002. 7. 13 가정용 재봉틀의 노루발
무관

가정용 재봉틀의 노루발에 대하여 규정

ICS 61.080

KS B 7023 2002. 7. 13 가정용 재봉틀의 V벨트
무관

가정용 재봉틀의 V벨트에 대하여 규정

ICS 61.080

ICS 23.040.60
KS B 7025 2002. 7. 13 가정용 재봉틀의 상축
KS B 1521 2002. 7. 18 유압용 20kgf/ ㎠ 관플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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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가정용 재봉틀의 상축에 대하여 규정

ICS 61.080

KS B 4009 2002. 7. 29 공작기계의 진동검사방법
KS B 7026 2002. 7. 13 가정용 재봉틀의 하축
무관

가정용 재봉틀의 하축에 대하여 규정

무관

공작기계의 진동검사방법에 대하여 규정

ICS 25.080

ICS 61.080
KS B 4080 2002. 7. 29 기계 다판 클러치(습식)

KS B 7027 2002. 7. 13 가정용 재봉틀의 바늘대
무관

가정용 재봉틀의 바늘대에 대하여 규정

무관 기계 다판 클러치(습식)에 대하여 규정

ICS 25.080

ICS 61.080
KS B 7029 2002. 7. 29 유압 다판 클러치(습식)

KS B 7028 2002. 7. 13 가정용 재봉틀의 누름대
무관

가정용 재봉틀의 누름대에 대하여 규정

무관
ICS 61.080

유압 다판 클러치(습식)에 대하여 규정

ICS 25.080

KS B 4082 2002. 7. 28 전자기 다판 클러치(습식)
무관

전자기 다판 클러치(습식)에 대하여 규정

ICS 25.080

KS B 7032 2002. 7. 13 가정용 재봉틀의 세갈래 크랭크
무관

KS B 4102 2002. 7. 28 목공 수직밀링머신의 시험 및 검사방법

가정용 재봉틀의 세갈래 크랭크에 대하여 규정

무관

ICS 61.080

목공 수직밀링머신의 시험 및 검사방법에 대하여 규정

ICS 25.080
KS B 7033 2002. 7. 13 가정용 재봉틀의 Y로드
무관

가정용 재봉틀의 Y로드에 대하여 규정

ICS 61.080

KS B 4103 2002. 7. 28 각형 끌의 시험 및 검사방법
무관

각형 끌의 시험 및 검사방법에 대하여 규정

ICS 25.080

KS B 7035 2002. 7. 13 가정용 재봉틀의 실채기
무관

가정용 재봉틀의 실채기에 대하여 규정

ICS 61.080

KS B 4104 2002. 7. 28 슬라이서의 시험 및 검사방법
무관

슬라이서의 시험 및 검사방법에 대하여 규정

ICS 25.080

KS B 7036 2002. 7. 13 가정용 재봉틀의 실채기 캠
무관

가정용 재봉틀의 실채기 캠에 대하여 규정

ICS 61.080

KS B 4105 2002. 7. 28 로터리 클리퍼의 시험 및 검사방법
무관

KS B 7045 2002. 7. 13 가정용 재봉틀의 머리 받침쇠
무관

가정용 재봉틀의 머리 받침쇠에 대하여 규정

로터리 클리퍼의 시험 및 검사방법에 대하여 규정

ICS 25.080
ICS 61.080
KS B 4201 2002. 7. 28 베니어 선반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7046 2002. 7. 13 가정용 재봉틀의 테이블의 경첩 및 자

무관

물쇠류

ICS 25.080.10

무관
정

베니어 선반의 시험 및 검사방법에 대하여 규정

가정용 재봉틀의 테이블의 경첩 및 자물쇠류에 대하여 규
KS B 4207 2002. 7. 28 수치 제어 선반의 시험방법 및 검사

ICS 61.080

무관
KS B 7049 2002. 7. 13 가정용 재봉틀의 크랭크 연결봉 힌지나사

수치 제어 선반의 시험방법 및 검사에 대하여 규정

ICS 25.080.10

너트
무관
규정

가정용 재봉틀의 크랭크 연결봉 힌지나사 너트에 대하여

무관

ICS 61.080

KS B 7050 2002. 7. 13 가정용 재봉틀의 나사센터 너트
무관

가정용 재봉틀의 나사센터 너트에 대하여 규정

ICS 61.080

복동식 쟈카드에 대하여 규정

공작기계용 압축식 관이음쇠에 대하여 규정

ICS 25.080

KS B 4502 2002. 7. 28 다듬질 대패기-시험 및 검사방법
무관

다듬질 대패기-시험 및 검사방법에 대하여 규정

ICS 25.080

KS B 7085 2002. 7. 13 복동식 쟈카드
무관

KS B 4218 2002. 7. 28 공작기계용 압축식 관이음쇠

KS B 4112 2002. 7. 28 프레스 금형의 섕크
ICS 61.080

무관

프레스 금형의 생크에 대하여 규정

ICS 25.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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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4118 2002. 7. 28 프레스 금형용 다이용 코일스프링
무관

프레스 금형용 다이용 코일스프링에 대하여 규정

을 방호하기위한 안전거리
KS B ISO 13854

한 최소틈새

ICS 25.120.10
KS B 4121 2002. 7. 28 프레스 금형용 다이용 코일스프링
무관

기계안전 : 인체 부분의 협착을 방지하기위

프레스 금형용 다이용 코일스프링에 대하여 규정

KS B ISO 14118

기계안전 : 예기치 않은 시동의 방지

KS B ISO 14121

기계의 안전 : 위험성평가 원리

KS B ISO 14122- 1 기계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접근 수
단 제1부 : 두 위치간의 고정식 접근수단의

ICS 25.120.10

선택
KS B 4124 2002. 7. 28 프레스 금형용 평판 부품
무관

프레스 금형용 평판 부품에 대하여 규정

KS B ISO 14122-2 기계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접근 수
단 제2부 : 작업대와 통로

ICS 25.120.10

KS B ISO 14122-3 기계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접근 수
KS B 4126 2002. 7. 28 프레스 금형용 다이 부시
무관

프레스 금형용 다이 부시에 대하여 규정

단 제3부 : 계단, 발판, 사다리 및 안전보강
ICS 25.120.00

KS B ISO 14123- 1 기계안전 : 기계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유해 성감소 제1부 : 기게류 제작

KS B 4157 2002. 7. 28 플라스틱 금형의 스프루 부시
무관

플라스틱 금형의 스프루 부시에 대하여 규정

진에대한 규정
KS B ISO 14123-2 기계안전 : 기계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유해 성감소 제2부 : 검증절차 및

ICS 25.120.30

방법
KS B 4143 2002. 8. 3 다이캐스팅 금형용 리턴핀
무관

다이캐스팅 금형용 리턴핀에 대하여 규정

ICS 25.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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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예고
규격번호

규격명

KS B ISO 234- 1

줄 - 제1부 : 치수

KS B ISO 234-2

줄 - 제2부 : 절삭날의 특성

KS B ISO 235

자버, 스탭계열 평행섕크 드릴 및 모소테이
퍼 섕크드릴

KS B ISO 529

기게 탭과 핸드 탭

KS B ISO 3337

원통형 생크와 나사구멍이 있는 모소테이

◈ 수송물류과
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KS V 7234 2002.7.22 선박용 소형복식 기름 거르개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름 거르개의 제품치수 및 재질에 관하여 규정

선박용 소형 기

ICS 번호 : 47.020.05

퍼 섕크 T슬롯 커터
KS B ISO 5746

플라이어 및 니퍼 - 엔지니어 및 선도공용
플라이어 - 치수 및 시험

KS B

공작기게용 오일 쿨러

KS B

수치제어 차륜선반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V 7236 2002.7.22 선박용 강판제 원통형 물 여과기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강판제로 제작

되는 원통형 물 여과기의의 제품치수 및 제품 성능에 대하여 규정
ICS 번호 : 47.020.05

KS B ISO 8688- 1 밀링커터 공구수명시험 - 제1부 : 정면 밀링
KS B ISO 8688-2 밀링커터 공구수명시험 - 제2부 : 엔드밀링
KS B ISO 13849- 1 기계류의 안전- 제어시스템에 안전관련부
품 - 제1부 : 설계의 일반원칙
KS B ISO 13850

기계안전 : 비상정지- 설계원리

KS B ISO 13852

기계안전 : 위험구역에 상체가 도달하는 것
을 방호하기위한 안전거리

KS B ISO 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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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 : 위험구역에 하체가 도달하는 것

KS V 7243 2002.7.22 선박용 강판제 원통형 화물유 여과기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강판제로 제작

되는 원통형 화물유 여과기의 제품치수 및 제품 성능에 대하여 규정
ICS 번호 : 47.020.05
KS V 7340 2002.7.22 선박용 단조강 40kg.f/ cm2 앵글 밸브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단조 방법으로

제작되는 40kg.f/cm2 앵글 밸브의 재질 및 제품치수에 대하여 규정
ICS 번호 : 47.020.05
KS V 7344 2002.7.22 선박용 청동 호스 밸브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의 제품치수 및 성능에 대하여 규정

대응규격 없음

주요규격의 개정내용 : 규격서식 변경 및 SI단위

채택

제정
청동 호스 밸브

ICS 번호 : 47.020.05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KS V ISO 3372 2002.8.9 조선- 내륙항해용선박-버섯형 환기장치
ISO 3372 일치

KS V 7345 2002.7.22 선박용 호스 이음쇠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호스와 파이프

를 연결하는 이음쇠의 치수, 재질 및 성능에 대하여 규정

대하여 규정

KS V ISO 4599 2002.8.9 조선-요트 트랙-호환성을 위한 치수
ISO 4599 일치

ICS 번호 : 47.020.05

내륙항해용 선박에 사용되는 버섯형 환기장치에

ICS 번호 : 47.020.05
요트에 사용되는 T형 및 C형 트랙의 호환성을 위

하여 트랙의 치수에 대하여 규정

ICS 번호 : 47.020.05

KS V 7346 2002.7.22 선박용 단조강 공기 글로브 밸브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제작되는 공기 글로브 밸브에 대하여 규정

단조방법으로

ICS 번호 : 47.020.05

KS V ISO 5483 2002.8.9 조선-기름 및 물탱크 드레인 스크류
ISO 5483일치

기름 및 물탱크의 바닥에 위치한 드레인 스크류에

관한 기본치수 및 소재에 관하여 규정

ICS 번호 : 47.020.05

KS V 7347 2002.7.22 선박용 단조강 공기 앵글 밸브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제작되는 공기 앵글 밸브에 대하여 규정

단조방법으로

ICS 번호 : 47.020.05

KS V ISO 5625 2002.8.9 조선-스틸 파이프워크에 관한 플랜지가
는 용접 격벽편
ISO 5625 일치

KS V 7357 2002.7.22 선박용 청동 5k 유니온 본네트형 앵글 밸브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선박용 청동제

선박건조시 사용되는 플랜지가 있는 용접 격벽편

의 주요 제조치수에 관하여 명시, 갑판 및 칸막이 벽에 들어갈 통로에
관하여 규정

ICS 번호 : 47.020.05

5k 유니온 본네트형 앵글밸브의 제품치수 및 재질에 관하여 정의
KS V ISO 6044 2002.8.9 조선 및 선박구조- 데릭붐 하단 부품-

ICS 번호 : 47.020.05

요치수
KS V 7358 2002.7.22 선박용 청동 16k 유니온 본네트형 글로브 밸브
국제규격 없음, SI단위적용 및 규격서 서식 적용

청동제 16k 유

니온 본네트형 글로브 밸브의 제품치수 및 재질에 대하여 규정

ISO 6044 일치

조선 및 선박구조에 관한 데릭붐 하단 부품인 포

크, 관련볼트 및 핀의 소재와 호환성을 위한 주요치수를 규정
ICS 번호 : 47.020.05

ICS 번호 : 47.020.05

개정예고
KS B 6261 2002.7.5 고정식 고압 탄산가스 소화장치
대응규격 없음

주요규격의 개정내용 : 규격서식 변경 및 SI단위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예고내용KS A 1535 2002.8.10 덧대기 합판 상자

채택

대응규격없음
KS B 6262 2002.7.5 탄산가스 소화기
대응규격 없음

ICS번호 : 55.040

주요규격의 개정내용 : 규격서식 변경 및 SI단위

채택

KS A 1644 2002.8.10 표준파렛트 적재용 유동랙
대응규격없음

KS B 6263 2002.7.5 할로겐 소화 소화기
대응규격 없음

규격서 서식변경 및 관련규격 검토

인용규격 명칭 및 변경내용 수정

ICS번호 : 55.040

주요규격의 개정내용 : 규격서식 변경 및 SI단위

채택

KS A 2110 2002.8.10 포장용 실리카겔 건조제
대응규격없음

KS B 6264 2002.7.5 고정식 할로겐가스 소화장치

인용규격 명칭 및 변경내용 수정

ICS번호 : 5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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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화 정도 : MOD
KS A 2151 2002.8.10 수출품 포장용 나무 상자
대응규격없음

SI 단위 및 인용규격 명칭변경

과 일치

최소가검 누출량 및 가검농도비를 ISO규격

ICS codes 23.160

ICS번호 : 55.040
KS B 5525 2002. 7. 4 비커스 경도 시험기

KS A 2152 2002.8.10 수출품 포장용 틀 상자
대응규격없음

SI 단위 및 규격서 서식변경

부합화 정도 : 고유규격
ICS번호 : 55.040

KS A 2160 2002.8.10 나무통
대응규격없음

직접 검증 및 간접 검증 구분 및 검증주

ICS codes 19.060

KS B 5518 2002. 7. 4 금속재료 인장시험용 연신률계

규격서 서식변경 및 관련규격 검토

ICS번호 : 55.040

부합화 정도 : 고유규격
0.5급, 1급, 2급)

KS A 2161 2002.8.10 포장용 받침
대응규격없음

기 규정

연신율계 등급을 4등급으로 구분(0.2급,

ICS codes 19.060

KS B 6383 2002. 7. 4 액압용 섬유 보강 고무호스 어셈블리

SI 단위 및 규격서 서식변경

ICS번호 : 55.040

부합화 정도 : 고유규격

인용규격 추가 등 규격서의 서식 변경

ICS codes 83.140.40

◈ 자동화부품과
KS B 2804 2002. 7. 22 오일 실

제정

부합화 정도 : 고유규격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

KS A 0001(규격서의 서식)일치 및 국제단

위 표기방법 적용 ICS codes 21.260

KS A ISO 7083 2002. 7. 4 제도- 기하공차 기호- 비율 및 크기 치수
ISO 7083 규격에 일치화(IDT)

제도-기하공차 기호-비율 및 크기

치수에 대해 제정 ICS codes 01.100.20
KS A ISO 13715 2002. 7. 4 제도- 미정의 모서리의 모양- 용어 및 지
ISO 13715 규격에 일치화(IDT)

제도-미정의 모서리의 모양-용어

및 지시에 대해 제정

확인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B 5358 2002. 7. 4

대기중의 일산화탄소 자동계측기

KS B 3285 2002. 7. 4

코일스프링 압축, 인장 시험

KS B 3279 2002. 7. 4

원유 및 석유 제품중의 유황분 자동계
측기

KS B 1070 2002. 7. 4 일자홈, 십자홈 및 6각 머리 머신스크류
일자홈, 십자홈 및 6각 머리머신스크류에 대한 제정

KS B 3278 2002. 7. 4

KS B 1071 2002. 7. 4 강재 6각머리 풀림 방지 볼트

KS B 3277 2002. 7. 4

대기중의 부유 입자상 물질 자동계
측기
측기

강재 6각 머리 풀림 방지 볼트에 대하여 제정
KS B 1072 2002. 7. 4 6각 머리 및 일자홈 캡 스크류
형식과 스타일에서 분류한 것처럼 6각 머리 및 일자 홈 캡 스크류의
형식과 스크류의 형식과 스타일에 대한 제정
KS B 1073 2002. 7. 4 무두 6각 소켓 및 스프라인 소켓 세트 스크류
무두 6각 소켓 및 스프라인 소켓 세트스크류에 대한 제정

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KS A 0083 2002. 7. 4 질량 분석계형 누출탐지 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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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중의 플루오르소 화합물 자동계

KS B 3276 2002. 7. 4

대기중의 옥시던트 자동계측기

KS A 5501 2002. 7. 4

사진 촬영용 색온도 변환 유리필터

KS P 1005 2002. 7. 8

의료용 전기기기의 안전 통칙

KS P 1009 2002. 7. 8

의료용 전기기기 취급 설명서의 양식

KS P 1201 2002. 7. 8

오디오미터

KS P 1208 2002. 7. 8

임상용 관혈식 혈압계

KS P 1219 2002. 7. 8

관혈식 혈압 감시 장치

KS P 2601 2002. 7. 8

채혈 천자기

KS P 2609 2002. 7. 8

자궁예시

KS P 2801 2002. 7. 8

구개 편도 교단기

KS P 3011 2002. 7. 8

자궁 큐렛

KS P 3012 2002. 7. 8

자궁 거상기

KS P 3013 2002. 7. 8

자궁 경관 활장기

KS P 3014 2002. 7. 8

온구기

가 ICS 77.120.10

KS B 1564 2002. 7. 22 플랜지형 자동조절 밸브의 면간 치수
KS B 2342 2002. 7. 22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KS B 2356 2002. 7. 22 가단 주철 10K 나사 끼움식 밸브
KS B 2799 2002. 7. 22 O링 부착홈부의 모양 및 치수

KS D 6759 02. 07. 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부합화 대상아님 정부규격 통일화 6066, 7178 합금종류 및 질별추
가 ICS 77.120.10

KS B 2809 2002. 7. 22 O링용 백업링
KS B 0211 2002. 7. 22 미터 보통나사의 허용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20 2002. 7. 22 나사용 한계게이지의 모양 및 치수

KS D 6761 02. 07. 1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관
부합화 대상아님 정부규격 통일화 6066, 7178 합금종류 및 질별추
가 ICS 77.120.10

KS B 0222 2002. 7. 22 관용 테이퍼 나사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B 0224 2002. 7. 22 자전거 나사
KS B 0226 2002. 7. 22 29도 사다리꼴 나사
KS B 0231 2002. 7. 22 나사끝의 모양 및 치수
KS B 0243 2002. 7. 22 기하 공차를 위한 테이텀
KS B 0244 2002. 7. 22 수나사 부품의 머리밑 둥글기
KS B 0245 2002. 7. 22 수나사 부품의 불완전 나사부 길이 및
나사의 틈새
KS B 0246 2002. 7. 22 나사 부품 각 부의 치수의 호칭 및
기호
KS B 1005 2002. 7. 22 나비볼트
KS B 1016 2002. 7. 22 기초볼트
KS B 1017 2002. 7. 22 접시머리 볼트
KS B 1025 2002. 7. 22 홈붙이 멈춤나사
KS B 1031 2002. 7. 22 4각목 둥근머리 볼트
KS B 1033 2002. 7. 22 아이볼트
KS B 1034 2002. 7. 22 아이너트
KS B 1035 2002. 7. 22 지그 및 부착구용 6각 너트
KS B 1062 2002. 7. 22 머리붙이 스터드
KS B 1063 2002. 7. 22 와셔붙이 6각 태핑머신

KS D 8502 02. 07. 16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
부합화 대상아님 도료 및 도막의 품질도막 용출시험 0.7mg/ℓ 이
하 수정 ICS 77.140.70
KS B 5539 02. 07. 23 금속재료- 비커스 경도시험- 제3부 : 경도 기
편의 인증
ISO 6507-3과 일치(IDT)

종래 비커스 경도 기준편 규격명을 ISO

6507-3 규격명으로 변경 ICS 77.040.10
KS D 4309 02. 07. 31 수도용 주철 이형관
부합화 대상아님 용어의 정확한 표기 - 코어받침 (chaplet) → 코어
받침 (형지지, chaplet)

ICS 77.140.70

KS D 0001 02. 07. 31 강재의 검사통칙
동등 (MOD)

부속서 (보고양식) 첨부 ICS 77.140.80

KS D 0401 02. 07. 31 주강품의 제조, 시험 및 검사통칙
ISO 4990 (IDT)

공시재 채취 위치 및 형상, 치수 화학성분별로

허용오차 명시 기계적 시험항목 추가 (고온인장, 저온충격시험)
ICS 77.140.80

KS B 1064 2002. 7. 22 플랜지 붙이 6각 태핑나사

◈ 소재과

확인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E 3123 '02. 07. 08

착암기용 라이플 너트

KS E 3124 '02. 07. 08

착암기용 라이블 바

KS E 3125 '02. 07. 08

착암기용 척 드라이버 너트

부합화 대상아님 알루미늄 도금 철선제 체인링크 철망 추가

KS E 3126 '02. 07. 08

착암기용 척

ICS 77.140.65

KS E 3127 '02. 07. 08

착암기용 척 드라이버

KS E 3128 '02. 07. 08

착암기용 로테이션 슬리브

KS E 3129 '02. 07. 08

착암기용 척 부싱

KS E 3131 '02. 07. 08

착암기 시방의 표시기준

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KS D 7018 '02. 07. 02 체인링크 철망

KS D 6763 02. 07. 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봉 및 선
부합화 대상아님 정부규격 통일화 6066, 7178 합금종류 및 질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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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규격정보

KS E 3151 '02. 07. 08

콜픽의 치수

KS D 0234 '02. 07. 31 클래드강의 시험방법

KS E 3608 '02. 07. 08

천연가스의 비중 측정방법

KS D 0402 '02. 07. 31 주강품 주물표면의 겉모양 시험방법

KS E 3609 '02. 07. 08

천연가스의 수분 측정방법

KS E 4001 '02. 07. 08

비닐 가공천 풍관

KS D 3711 '02. 07. 31 크롬 몰리브덴강 강재

KS E 4002 '02. 07. 08

관산지보용 I 형강

KS D 4106 '02. 07. 31 용접구조용 주강품

및 등급분류

KS D 6728 '02. 07. 11 지르코늅 합금관

KS D 4107 '02. 07. 31 고온 고압용 주강품

KS D 6773 '02. 07. 11 납땜용 페이스트

KS D 4108 '02. 07. 31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KS D 6762 '02. 07. 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늅합금의 판 및 관

KS D 7003 '02. 07. 31 아연도 철 연선

의도체
KS D 6725 '02. 07. 11 알루미늅 부식박
KS D 6711 '02. 07. 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KS D 7009 '02. 07. 31 PC 경강선
KS D 7034 '02. 07. 31 콘크리트용 철못

[전자기술표준분야]

및 조
KS D 6706 '02. 07. 11 고순도 알루미늄 박
KS D 7041 '02. 07. 19 화학분석용 백금 접시
KS D 7042 '02. 07. 19 화학분석용 백금 도가니
KS D 7081 '02. 07. 19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KS D 9515 '02. 07. 19 알루미늄합금 사형 주물제조 작업
표준
KS D 9525 '02. 07. 19 마그네슘합금 사형 주물제조 작업
표준
KS D 5574 '02. 07. 19 배관용 티탄관
KS D 5575 '02. 07. 19 열 교환기용 티탄관

◈ 정보표준과
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KS X ISO/ IEC 13244 2002. 07. 20 정보 기술 - 개방형 분산 관리 구
이 규격은 개방형 분산 관리 구조(ODMA: Open Distributed
Management Architecture)에 대하여 규정하며 ODMA는 개방형 분산
응용으로서의 체계 관리와 개방형 분산 응용의 관리에 대한 규정과 개
발을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

KS D 5576 '02. 07. 19 티탄선
KS D 5577 '02. 07. 19 탄탈 전신재
KS D 5584 '02. 07. 19 전자관 음극용 니켈판 및 조
KS D 5586 '02. 07. 19 전자관 음극용 이음매 없는 니켈관
KS D 5589 '02. 07. 19 주석 도금 황동판
KS D 6003 '02. 07. 19 화이트 메탈

KS X ISO/ IEC 16164- 22 2002. 07. 20 정보 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
접속 - 시스템 관리 : 응답 시간 감시 기능
이 규격은, CCITT 권고안 X.700 | ISO/IEC 7498-4에 의해 정의된
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상호 작용하는 집중된 또는 분산된 환경에서 응
용 프로세스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는 시스템 관리 기능을 규정한다

KS D 6017 '02. 07. 19 마그네슘합금 다이캐스팅
KS D 6018 '02. 07. 19 경연주물
KS D 7005 '02. 07. 31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6 '02. 07. 31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30 '02. 07. 31 용접용 티탄선
KS D 9005 '02. 07. 31 포장용 대강

KS X ISO 14816 2002. 07. 20 지능형교통시스템 - 자동 차량 및 장
인식 - 번호부여 및 데이터 구조
이 규격은 RTTT/TICS 시스템에서 불분명한 인식에 대한 일반적 형
태의 데이터 구조를 설정한다. 그러나 인터페이스와 같은 물리적인 형
태를 제외하고 있다.

KS D 9201 '02. 07. 31 커플링
KS D 0006 '02. 07. 31 페로 알로이의 샘플링 방법 통칙
KS D 0047 '02. 07. 31 스틸 타이어 코드 시험방법
KS D 0101 '02. 07. 31 아크로의 열수지 계산방법
KS D 4314 '02. 07. 31 가단주철의 용해작업표준
KS D 4321 '02. 07. 31 철(합금)계 저열 팽창 주조품

KS X ISO 17261 2002. 07. 20 지능형교통시스템 - 자동 차량 및 장
인식 - 복합화물운송 설계 및 용어
이 규격은 각 종 수송수단을 통합하여 이용하는 환경에서 AVI/AEI
와 이것을 보조해주는 서비스들을 위한 개념적이며 논리적인 구조를
설명한다.

KS D 4322 '02. 07. 31 저온용 두꺼운 페라이트 구상흑연 주
철품
KS D 0210 '02. 07. 31 강의 매크로조직 시험방법

128

KS X ISO 14907- 1 2002. 07. 20 도로운송 및 텔레매틱(RTTT)- 자
금징수(EFC) - 사용자를 위한 시험절차와 고정 장비 - 제1부 : 시

절차의 서술

른 기능에 대한 데이터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이 규격은 형식 검정과 승인 시험에 대한 표준과 요구 사항들의 적
합성을 고려하여 EFC RSE(Road-Side Equipment: 노변기지국)과 OB

KS X ISO 14815 2002. 07. 20 지능형교통시스템 - 자동 차량 및 장

의 시험 절차들을 규정한다.

인식 - 시스템 시방서

KS X ISO 14827- 1 2002. 07. 20 교통정보 및 제어시스템 - ITS를

서를 정의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 상호호환성을 위한 형식과 운영조건

한 센터간 데이터 인터페이스 - 제1부 : 메시지 정의 요구사항

및 성능수준을 결정하는 시스템 시방서를 기술하고 있다.

이 규격은 일반적인 자동차량 및 장비인식(AVI/AEI) 시스템 시방

이 표준(안)은 센터기반 시스템간에 교환될 최종응용 메시지
(End-application message)들을 문서화하는데 필요한 형식들을 정의

X ISO/ IEC 15050 2002. 07. 30. 정보기술-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한다.

보교환- 사설종합통신망- 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 과금 통지 보조

KS X ISO 14827- 2 2002. 07. 20 교통정보 및 제어시스템 - ITS를

서비스

위한 센터간 데이터 인터페이스 - 제2부 : DATEX- ASN
DATEX-ASN은 각기 다른 시스템간에 관련된 데이터의 교환을 가
능하게 한다. 관련 데이터는 최종응용메시지에 담기게 된다. 각각의 최

사설종합통신망(PISN) 내에서 상호 연결된 사설종합통신망교환기
(PINX)간의 Q 참조점에서 제공되는 과금통지 보조서비스(SS-AOC)를
지원하는 신호 프로토콜을 규정

종응용메시지는 ISO 14827-1에서 규정된 형식을 따라 서브스크립션 또
는 퍼블리케이션의 형태로 정의된다. DATEX-ASN은 이러한 end

X ISO/ IEC 15052 2002. 07. 30. 정보기술-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

application messages들이 완전한 데이터 패킷으로 패키지화되는 방법

교환-사설종합통신망- 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 재호출 보조 서비스

과 이러한 데이터 패킷들의 교환을 위한 규칙과 절차들을 정의한다.

사설종합통신망(PISN) 내에서 상호 연결된 사설종합통신망교환기
(PINX)간의 Q 참조점에서 제공되는 재호출 보조 서비스(SS-RE)를 지

KS X ISO 15075 2002. 07. 20 교통정보 및 제어시스템 - 차량항법

원하는 시호 프로토콜을 규정

치 - 통신메시지 집합 요건(비콘을 이용)
이 규격은 차량항법장치(In-Vehicle Navigation Systems)에 의해 이

X ISO/ IEC 15054 2002. 07. 30. 정보기술-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용되는 메시지 내용과 형식을 명시한다. 그것은 경로정보의 생성 또는

보교환- 사설종합통신망- 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 호 차단 부가적

개선에 쓰이는 메시지에 중점을 둔다. 특히 일반적인 교통관리용 메시

망기능

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메시지에 중점이 두어졌다.

사설종합통신망(PISN) 내에서 상호 연결된 사설종합통신망교환기
(PINX)간의 Q 참조점에서 제공되는 호 차단 부가적 망기능

KS X ISO 15622 2002. 07. 20 차량 - 적응 순항제어 시스템 - 요구

(ANF-CINT)을 지원하는 신호 프로토콜을 규정

능 및 시험절차
이 규격은 적응 순항 제어(Adaptive Cruise Control: ACC) 시스템

X ISO/ IEC 15056 2002. 07. 30. 정보기술-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

을 위한 기본 제어 방법, 최소 기능 요구사항, 기본 운전자 인터페이스

교환-사설종합통신망- 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 통과 계수기 부가적

요소, 고장 진단과 대응 조치를 위한 최소 요구사항 및 성능시험 절차

망기능

를 포함한다.

사설종합통신망(PISN) 내에서 상호 연결된 사설종합통신망교환기
(PINX)간의 Q 참조점에서 제공되는 통과 계수기 부가적 망기능

KS X ISO 15623 2002. 07. 20 차량 - 전방차량 추돌경고 시스템 -

(ANF-TC)을 지원하는 신호프로토콜을 규정

구 성능 및 시험절차
이 규격은 자기차량이 통상의 주행속도에서 이륜차를 포함하는 전

X ISO/ IEC 15506 2002. 07. 30. 정보기술-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

방 주행차량과의 후방 추돌을 야기할 수 있는 접근속도 및 안전거리

교환-사설종합통신망- 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 메시지 대기 표시 보

미확보에 대한 경고를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요구사항

조 서비스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사설종합통신망(PISN) 내에서 상호 연결된 사설종합통신망교환기
(PINX)간의 Q 참조점에서 제공되는 메시지 대기 표시 보조 서비스

KS X ISO 17686 2002. 07. 20 대중교통 통신인터페이스 프로파일

(SS-MWI)를 지원하는 신호 프로토콜을 규정

대중교통 통신인터페이스 프로파일(Transit Communications
Interface Profiles: TCIP)은 대중교통 운영, 서비스 및 계획의 지원에 따

KS X ISO 6438 2002. 7. 13. 문헌- 서지정보 교환용 아프리카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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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
코드로 표시된 60개의 아프리카 그래픽 문자세트를 포함한다. 이는
코드표, 각 문자에 대하여 이름과 용도가 주어진 구전 및 설명주석을

KS X ISO 8459- 3 2002. 7. 13. 문헌-서지자료 요소 목록- 제3부 정
검색응용
상호 협조적인 규정간에 데이터의 상호변환에 필요한 데이터 성분을

포함 35.240

규정하고 또한 인터론 상호작용에 사용되는 메시지와 그들의 데이터
KS X ISO 6862 2002. 7. 13. 문헌정보- 서지정보 교환용 수학 부호
코드표기를 위한 188개 그림문자를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그것의 이

성분을 식별 -새로운 문서와 정보 검색 시스템에 우선적으로 적용
35.240.30

름과 의미가 함께 포함된 각 그림을 나타내는 코드표와 범례를 포함한
다. 주석문도 또한 포함 35.040

KS X ISO 8459- 4 2002. 7. 13. 문헌-서지자료 요소 목록- 제4부 대
응용

KS X ISO 690 2002. 7. 13. 문헌-서지 참고자료- 내용, 양식 및 구
조

상호 협조적인 규정간에 데이터의 상호변환에 필요한 데이터 성분을
규정하고 또한 인터론 상호작용에 사용되는 메시지와 그들의 데이터

서지 참고자료로서 출판된 전공논문 및 연속간행물, 이러한 출판물

성분을 식별함. 이는 표제로 이름 붙여진 특별한 데이터 성분을 가진

과 특허문서에서 장, 항목 등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 적용

초판 형태와 자동화된 상호변환 처리에 의하여 전달되는 메시지에 대
하여 적용-새로운 대여 시스템에 우선적으로 적용 35.240.30

01.140.20
KS X ISO 690- 2 2002. 7. 13. 문헌- 서지 참고자료-제2부 전자문서

KS X ISO 9230 2002. 7. 13. 문헌정보- 도서관이 구매하는 서적 및

는 그 일부

속간행물용 가격 목록표의 결정

전자문서에 서지 참고자료로 포함되는 요소에 대하여 적용

도서관에서 구매되는 출판물 형태의 서적 및 간행물의 가격에 관계
되는 가격목록표의 결정에 대한 방법을 언급함. 이는 도서관 사회에서

01.140.20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국가 가격목록표의 제작을 위함
KS X ISO 8 2002. 7. 13. 문헌- 정기간행물의 표현

01.140.20

편집자들과 출판인들이 정기간행물들을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표
현할 수 있는 규칙을 제공

01.140.40

KS X ISO 9707 2002. 7. 13. 문헌정보-서적, 신문 및 전자출판물의
작과 배포에 대한 통계

KS X ISO 843 2002. 7. 13. 문헌정보- 그리스 글자를 라틴글자
변환
그리스문자를 라틴문자로 변환과/또는 변환하기 위한 시스템에
적용

인쇄물, 전자적 및 미소 출판물(특히 책, 신문 그리고 정기간행물)의
제작과 배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한 통계를 지켜나가는 지침을 제공 01.140.20

35.240.30
KS X ISO 9985 2002. 7. 13. 문헌정보-아르메니아 글자를 라틴글자

KS X ISO 8459-1
2002. 7. 13.
문헌-서지자료 요소 목록-제1부 도서관간의 대여응용
상호 협조적인 규정간에 데이터의 상호변환에 필요한 데이터 성분을

변환
국제 정보변환을 특히 전자적인 수단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변환의 원리에 따라서, 현대의 아르메니아 문자를 라틴 문자로 번역하
는 체계에 적용 01.140.10

규정하고 또한 인터론 상호작용에 사용되는 메시지와 그들의 데이터
성분을 식별- 새로운 인터론 시스템에 우선적으로 적용 35.240.30

KS X ISO 17933 2002. 7. 13. GEDI-일반적인 전자문서 변환

KS X ISO 8459- 2 2002. 7. 13. 문헌- 서지자료 요소 목록- 제2부 구

식은 요청자, 공급자 그리고 문서와 관련서적 정보의 형식에 대한 정보

응용

를 포함하는 GEDI 헤더의 정의 35.240.30

컴퓨터 시스템간의 전자문서 복사의 변환용 형식에 적용한다. 이 형

상호 협조적인 규정간에 데이터의 상호변환에 필요한 데이터 성분을
규정하고, 서술하고 또한 구매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메시지와 그들의

KS X ISO 999 2002. 7. 13. 문헌정보- 내용, 구성 및 색인표 제시용

데이터 성분을 식별-새로운 입수도서 시스템에 우선적으로 적용

침서

35.2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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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소설작품 포함), 정기간행물, 보고서, 특허서류 등의 내용, 구성

및 색인표 제시용 지침서로 제공함 01.140.10

: 자기테이프 드라이브에 대한 디바이스 명령 설정

KS X 6100 2002. 7. 15. 한국전자책 표준문서형 정의

이스(IPI)라고 불리는 일련의 표준들의 공통적 디바이스 명령 설정 부

고성능 범용 병렬 주변장치 인터페이스, 즉 지능형 주변장치 인터페
다양한 구조의 문서를 구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전자책 문서 포

분의 정의

ISO/IEC 9318-4

ICS 35.200

맷을 XML기반으로 한 주요제정 01.040.01
2002. 7. 8. 그래픽 기술 - 사진재료, 사진판 그리고 인화

X
KS X ISO 11620 2002. 7. 31. 문헌정보- 도서관 운영지침서

지에 대한 레지스터 시스템 - 1부 : 3핀 시스템

여러형태의 도서관에 적용하기 위한 제한사항에 대한 규정

이 규격은 인쇄 및 사전인쇄 장비에서 원판, 분리판 그리고 인쇄판
의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한 3핀 레지스터 시스템의 핀과 홀(구멍)에

01.140.20

대한 위치와 크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KS X ISO 18 2002. 7. 31. 문헌- 정기간행물의 내용 목차
정기간행물의 내용 목록에 대한 규정 01.140.40

2002. 7. 8. 그래픽 기술 - 인쇄물 과 인쇄용 잉크 - 필터

X

된 크세논 아크 빛에 대한 내광성 평가
KS X ISO 214 2002. 7. 31. 문헌- 간행물 및 문서의 요약문
문서의 요약문과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지침 01.140.20
KS X ISO 215 2002. 7. 31. 문헌- 정기간행물과 이와 유사한 연속간

이 규격은 다음에 대한 인쇄물과 인쇄 잉크의 내광성 평가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격은 통일된 용어, 시험방법 그리고 옵셋 인쇄 형태의 준비의

정기간행물과 이와 유사한 연속간행물에 제출하는 기고문에 대한
규정

2002. 7. 8. 그래픽 기술 - 공정 관리 - 옵셋판 제작

X

물에 기여하기 위한 제시

처리 관리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01.140.20
2002. 7. 8. 그래픽 기술 - 인쇄와 인쇄용 잉크 - 산에 대

X

인쇄물의 내성 결정
이 규격은 인쇄물의 내산성 평가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정예고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예고내용KS X OOOO 2002.7.15 정보처리시스템 - 광섬유 분산 데이터 인터

회전점도계에 의한 매개체
점도 파라미터가 부적절하게 정의되어 있다고 하여도, 점도치는 페

페이스(FDDI)- 제1부 : 토큰링의 물리적 계층 프로토콜 (PHY)
광섬유 분산 데이터 인터페이스(FDDI)에 대한 물리적 계층의 상위
부분계층의 물리적 계층 프로토콜(PHY)을 기술

2002. 7. 8. 그래픽 기술 - 페이스트 잉크의 점도 결정과

X

이스트 잉크 또는 매개체를 평가하기 위한 잘 결정된 표준이다.

ISO 9314-1:1989
2002. 7. 8. 그래픽 기술 - 오프셋 인쇄용 판 - 치수

X

이 규격은 오프셋 인쇄용 인쇄판의 폭, 길이, 두께, 구멍, 명칭 그리

KS X OOOO 2002.7.15 정보처리시스템 - 광섬유 분산 데이터 인터
페이스(FDDI)- 제2부 : 토큰링 미디어 액세스 제어(MAC)

고 표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광섬유 분산 데이터 인터페이스(FDDI)에 대한 미디어 엑세스 제어
(MAC), 데이터 링크층(DLL)의 하위 부분계층을 기술

2002. 7. 27. 그래픽 기술 - 오프셋 인쇄 잉크와 철판 잉크

X

에 의한 시험 인쇄

ISO 9314-2:1989

이 규격은 오프셋이나 철판 인쇄 같은 것들을 위한 페이스트 잉크
KS X OOOO 2002.7.15 정보기술 - 지능형 주변 인터페이스 - 제3부

로 찍은 시험 인쇄와 시험 샘플들을 준비하는 시험 방법을 규정하고

자기디스크와 광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디바이스 명령 집합

있다.

고성능 범용 병렬 주변장치 인터페이스, 즉 지능형 주변장치 인터페
이스(IPI)라 불리는 일련의 표준들의 공통적 디바이스 부분의 정의
ISO/IEC 9318-2:1990

ICS 35.200

X

2002. 7. 27. 인쇄물과 인쇄 잉크 - 내광성에 대한 평가
이 국제 규격은 다음의 조건으로 인쇄물과 인쇄 잉크의 내광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KS X OOOO 2002.7.15 정보기술 - 지능형 주변 인터페이스 -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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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7. 27. 그래픽 기술 - 프린트와 프린트 잉크 - 여

X

가지 물질에 대한 내성 평가

사용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품질이 높고,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술
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이행을 요구한다.

이 국제표준은 물, 알칼리, 기름과 지방, 치즈, 세제, 비누, 왁스와 향
2002. 7. 27. 정보기술 - 프로그램밍 언어 - Fortran - 진

신료에 대한 인쇄와 인쇄용 잉크의 화학적인 저항에 대한 평가방법들

X

을 명시하고 있다.

된 데이터 타입 기능
이 기술보고서는 프로그래밍 언어 포트란의 데이터형 설비에 대한

2002. 7. 27. 그래픽 기술 - 프린트와 프린트 잉크 - 내솔

X

확장자를 설명하고 있다.

트성 평가
이 국제표준은 인쇄물 과 인쇄용잉크의 내솔벤트성 평가방법에 대

2002. 7. 27. 정보기술 - 2000년 용어집

X

하여 서술한다.

이 규격은, 1999년에서 2000년으로 전환되는 것, 윤년의 잘못 인식,
그리고 무기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날짜분야의 값을 포함하여 Y2K 문

2002. 7. 27. 인쇄물 - 광학 시험을 위한 표준 인쇄물

X
의 준비

제의 해결책으로 적절한 용어와 개념을 식별하고, 그리고 이러한 용어
의 정의와 이러한 개념의 서술을 제공한다.

이 국제표준은, 측색시험, 광학 밀도 그리고 명도 시험과 같은 광학
시험을 위한 인쇄시료 준비를 위한 방법에 적용한다.

2002. 7. 27. 정보기술 - 프로그래밍 언어 - 에이다 : 언

X

프로세서의 적함성 평가
X

2002. 7. 27. 그래픽기술 - 문장 교정 부호

이 국제표준은 제본준비와 확인교정에 사용되는 부호를 정의한다.

이 규격은 에이다 언어 프로세서가 에이다 언어표준, ISO/IEC 8652,
의 요구의 적합성 평가를 인증하기 위한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평
가를 수행하는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평가 절차, 그리고 평가에 사용

X

2002. 7. 27. 그래픽 기술 - ISO 12640에 정의되는 자

되는 테스트 슈트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다.

SCID 영상의 통계
이 기술보고서는 국제표준 12640의 디지털 영상데이터에 따른 색상

2002. 7. 27.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형식

X

과 공간적인 빈도분포통계를 제공한다.

이 규격은 교육분야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시스템의 공동구축, 자원
의 공동활용 및 유통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분야의

X

2002. 7. 27. 정보기술 - 프로그래밍 언어 표준용 지침
이 규격은 프로그래밍 언어용 표준을 만들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X

2002. 7. 27. 정보기술- 프로그래밍 언어, 환경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 언어 결합을 위한 지침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시 데이터의 표현, 프
로그램 구현등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프로세스 및 프로세스 능력 참조 모델

이 규격의 범위는 언어결합 방법을 분류하고, 상세하게 특별한 예를
기록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언어결합 표준을 위하여 제공되는 지침서

2002. 7. 8.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 - 제2부

X

본 규격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의 기본이 되는 소프트웨어 프
로세스 및 프로세스 능력에 대한 참조모델을 규정한다.

를 만드는 것이다.
2002. 7. 8.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공정 평가- 제3부 :평

X
X

2002. 7. 27. 정보기술 - 국제화를 위한 구조

수행

이 규격은 정보기술의 국제화에 대하여 미래 표준을 위한 참고자료
로서 작성되었으며, 제시된 표준과 그것들의 요구사항 사이에 연결을

본 규격은 소프트웨어 공정평가를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항
을 규정한다

위한 행위를 위한 것이며, 미래에 이루어질 ISO/IEC JTC 1/SC22/WG
20의 활동을 위한 기본 기능들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002. 7. 8.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공정 평가- 제4부 :평

X
지침

X

2002. 7. 27. 정보기술 - 프로그래밍 언어 - 에이다용 종

요소기능의 일반적 패키지

본 규격은 소프트웨어 공정평가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에 대
한 지침을 규정한다

이 규격은 취급이 용이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응용이 성립될 수 있
는 기본적인 종합 수학 영역을 제공하며 폭넓은 응용분야에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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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2002. 7. 8.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 - 제5부

심사모델과 지표
본 규격은 프로세스 속성과 프로세스 목적의 해석상 지침을 제공하
고 심사 수행을 원할히 지원하기 위한 심사 모델을 규정한다.
2002. 7. 8.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 - 제6부

X

심사자의 능력평가 지침

이 규격은 그래픽 예술에서 사용되는 전송 밀도계 또는 색도계의
불투명범위 퍼센트조정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중간톤으로 인증된
표준원료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X

본 규격은 프로세스 심사자의 능력을 검증하기 기반사항을 규정
한다.

ISo 12647은 그래픽 예술산업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인쇄조건을 정의하는 변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2002. 7. 8.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 - 제7부

X

2002. 7. 27. 그래픽 기술 - 중간색 분리, 확인, 제품인쇄업

자용 절차관리 -제1부:파라미터와 측정법

프로세스 개선 지침

X

본 규격은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는 방법과 기반구조에 관한 프로
세스 심사의 사용상 지침을 규정한다.

2002. 7. 27. 그래픽 기술 - 중간색 분리, 확인, 제품인쇄업

자용 절차관리- 제2부: 옵셋 석판인쇄 절차
ISo 12647의 이 부는 다음에 주어진 방법들 중 한 가지에 의해서 4
색 옵셋인쇄를 위한 색상분리를 준비할 때 또는 4색 인쇄물을 생산할
때 적용되는 절차변수의 수와 그들의 값에 대하여 적용한다

2002. 7. 8.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 - 제8부

X

공급자의 프로세스 능력 측정 지침
본 규격은 프로세스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심사 지침을 규정한다.

X

2002. 7. 27. 그래픽 기술 - 중간색 분리, 확인, 제품인쇄업

자용 절차관리- 제3부: 중간색 분리, 확인, 제품인쇄 업자용 절차관리
ISo 12647의 이 부는 단색 또는 4색 인쇄 와 교정쇄를 위한 시험조

2002. 7. 27. 그래픽 기술 - 초판 디지털 데이터 변환 -

X
상기술용

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태그이미지 파일포맷(TIFF/ IT)

이 규격은 프리프레스 전자식 데이터변환을 위한 매체-독립적인 수
단에 대해서 적용한다.

X

2002. 7. 27. 그래픽 기술 - 그래픽 이미지용 스펙트럼측정

과 색도 계산
이 규격은 그래픽 예술영상에서 반사와 전달 스펙트럼측정 그리고

X

2002. 7. 27. 그래픽 기술 - 초판 디지털 데이터 변환

색도 변수계산 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 CMYK 표준색상 영상데이터(CMYK/ SCID)
이 규격은 연구, 개발, 생산평가, 그리고 처리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필름기록 또는 인쇄, 코딩, 영상처리 등을 하는 동안 영상품질에서 변

X

화에 대한 평가용으로 사용되는 표준칼라영상을 나타내는 CMYK 디지
털데이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X

2002. 7. 27. 그래픽 기술 - 초판 디지털 데이터 변환 -

이 규격은 밀도측정과 색도측정에 사용하는 그래픽예술에서 단색
그리고 다중색의 교정쇄와 인쇄의 절차관리와 평가에 적용한다.
X

력 스캐너 보정용 색상표
이 규격은 사진제조/입력 스캐너조합(인쇄 그리고 출판의 준비단계

2002. 7. 27. 그래픽기술 - 인쇄 프로세스 조절 또는 인쇄

물과 검사 평가를 위한 반사 밀도계와 반사 색도계의 적용

2002. 7. 27. 그래픽 기술 - 오프셋 인쇄용 덮개
이 규격은 오프셋 인쇄용 덮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시험방법,

특성, 순서 그리고 표시정보를 명시한다.

로 사용되는 것처럼)의 조정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배열과 색채계수
치를 정의한다.

X

2002. 7. 27. 그래픽 기술 - 인쇄예술의 여러나라 언어 용

어 - 제2부 : 스크린 인쇄 용어
X

2002. 7. 27. 그래픽 기술 - 점도계로 페이스트 잉크와 용

액의 유동성 측정

ISo 12637의 이 부는 스크린 인쇄용 측정을 포함하고 그리고 이 분
야에서 국제적인 통신을 용이하게 한다.

이 규격은 일반 상온조건에서 반응하지 않는 페이스트 잉크와 용액
의 점도와 수율을 결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X

2002. 7. 27. ISo 10755, ISo 10756, ISo 10757, ISo 1075

리고 ISo 10759를 위한 응용 지침서
X

2002. 7. 27. 그래픽 기술 - 절차관리-밀도계로 불투명

부분의 보정용 표준재료

이 규격의 목적은 전송되는 과정 또는 연속톤 색상영상, 색상 라인
아트, 그리고 4색인쇄 과정을 사용하는 인쇄를 위한 단색영상의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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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총괄 명세

제공하는 것이다.

국제규격 일치화에 따른 규격명 변경
X2025-2 2002. 7. 23. 정보기술 - 이식 가능한 공용 툴 환경(PCT

개정

제2부 : C프로그래밍 언어 바인딩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

국제규격 일치화에 따른 규격명 변경

X 3101 2002. 07. 08. 정보기술- 데이터통신- 25폴(pole) DTC/ DCE
터페이스 커넥터 및 접속 번호 지정
1997년에 변경된 KSrbrurdml 번호체계에 따라 본문의 내용중 KSC
체계로된 규정번호를 KSX체계로 개정
X

3102

2002.

07.

08.

정보기술- 데이터통신- 37/ 9폴(pole)

DTC/ DCE 인터페이스 커넥터 및 접속 번호 지정
1997년에 변경된 KSrbrurdml 번호체계에 따라 본문의 내용중 KSC

X2025-3 2002. 7. 23. 정보기술 - 이식 가능한 공용 툴 환경(PCT
제3부 : Ada프로그래밍 언어 바인딩
국제규격 일치화에 따른 규격명 변경
X2507 2002. 7. 23. 정보기술-컴퓨터 그래픽스와 영상처리- 그래픽
스 표준 구현의 적합성 시험
국제규격 일치화에 따른 규격명 변경

체계로된 규정번호를 KSX체계로 개정
X2508 2002. 7. 23. 정보기술-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 그래픽스 참
X 3103 2002. 07. 08. 정보기술- 데이터통신- 15폴(pole) DTC/ DCE
페이스 커넥터 및 접속 번호 지정

모델
국제규격 일치화에 따른 규격명 변경

1997년에 변경된 KSrbrurdml 번호체계에 따라 본문의 내용중 KSC
체계로된 규정번호를 KSX체계로 개정

X2509 2002. 7. 23. 정보기술- 컴퓨터 그래픽스와 영상처리- 컴퓨터
래픽스 항목의 등록 절차

X 3117 2002. 07. 08. 정보기술-시스템간의 통신 및 정보교환- ISD

국제규격 일치화에 따른 규격명 변경

기본 액세스 인터페이스의 참조점 S 및 참조점 T 에서의 인터페이
스 커넥터 및 콘택트 지정
1997년에 변경된 KSrbrurdml 번호체계에 따라 본문의 내용중 KSC
체계로된 규정번호를 KSX체계로 개정
X 3301 2002. 07. 08. 기본형 데이터 전송 제어 순서
1997년에 변경된 KSrbrurdml 번호체계에 따라 본문의 내용중 KSC
체계로된 규정번호를 KSX체계로 개정

X2510- 1 2002. 7. 23. 정보기술- 컴퓨터 그래픽스와 영상처리-그래픽
커널시스템 - 제1부:기능적 기술
국제규격 일치화에 따른 규격명 변경
X2510-2 2002. 7. 23. 정보기술- 컴퓨터 그래픽스와 영상처리-그래픽
커널시스템 - 제2부:정규화 장치좌표
국제규격 일치화에 따른 규격명 변경

X2201 2002. 7. 23. 정보처리용흐름도·프로그램망도·시스템 자원도

X2511- 1 2002. 7. 23. 정보기술- 컴퓨터 그래픽스와 영상처리-영상

기호

리와 교환의 기능적 명세 - 제1부 : 영상의 일반적 구조

규격명 변경에 따른 인용규격명 수정
X2203 2002. 7. 23. 정보처리 - 결 정 표
국제규격 일치화에 따른 규격명 변경

국제규격 일치화에 따른 규격명 변경
X2511-3 2002. 7. 23. 정보기술- 컴퓨터 그래픽스와 영상처리-영상
리와 교환의 기능적 명세 - 제3부 : 영상 교환 기술
국제규격 일치화에 따른 규격명 변경

X2022- 2 2002. 7. 23. 정보기술 - 이식 가능 운영 체제 인터페이
(PoSIX) - 제2부 : 쉘과 유틸리티
국제규격 일치화에 따른 규격명 변경
X2025- 1 2002. 7. 23. 정보기술 - 이식 가능한 공을 툴 환경(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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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X 1004 2002- 07-05 정보교환용 부호의 확장법
관련규격번호를 KSC체계에서 KSX체계로 개정함
KS X 1007 2002- 07-05 정보교환용 및 수치제어 기계용 부호의 종

테이프상에서의 표현

을 위한 암호 키를 보호하기 위한 기법을 상술 ICS : 35.240.40

관련규격번호를 KSC체계에서 KSX체계로 개정함
KS X 6318- 3 2002. 7. 31 금융 - - 키 관리(소매 금융) - 제3부 : 대
KS X 1010 2002-07- 05 정보교환용 기능문자의 도형 표현
관련규격번호를 KSC체계에서 KSX체계로 개정함

호화 방식을 위한 키의 생명 주기
ISO 11568-3과 일치 소매 금융 환경의 보안 요구 사항과 키 수명
주기의 각 단계에 따른 구현 방법을 기술 ICS : 35.240.40

KS X 1012 2002-07- 05 광학식 문자인식을 위한 자형(영문자)
관련규격번호를 KSC체계에서 KSX체계로 개정함

KS X 6319- 1 2002. 7. 31 금융 - - 개인 식별 번호 관리와 보안 - 제
: PIN 보호 원칙과 기법

KS X 2901 2002-07- 05 유닉스 한글 환경
관련규격번호를 KSC체계에서 KSX체계로 개정함

◈ 전자거래표준과

ISO 9564-1과 MOD PIN 관리를 국제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데 필
요한 최소한의 보안 측정을 지정 ICS : 35.240.40
KS X 6319- 2 2002. 7. 31 금융 - - 개인 식별 번호 관리와 보안 제2부 : PIN 암호화를 위한 승인 알고리즘

개정

ISO 9564-2과 MOD PIN의 암호화를 위한 승인된 알고리즘을 지정
ICS : 35.240.40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KS X 6303 2002. 7. 31 금융 - - 금융 통신 메시지 - - 은행 식별
ISO 9362와 일치 금융환경에서의 자동처리에 사용하기 위한 전세
계 공통의 은행식별코드(BIC)의 요소 및 구조를 기술 ICS : 03.060

KS X 6511 2002. 7. 31 금융 거래 카드에서 발생된 메시지 - 교환
시지 명세
ISO 8583과 MOD 교환 메시지 명세, 등록 허가기관, 코드 보존 대
행기구를 명시 ICS : 35.240.15

KS X 6312 2002. 7. 31 금융 - - 메시지 인증을 위한 요건(도매금융
ISO 8730과 일치 메시지 인증코드(MAC)에 의해 금융기관간에 전
송되는 도매 금융 메시지의 신빙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방법을 기
술 ICS : 35.240.40

KS X 6512- 1 2002. 7. 31 금융거래 카드 - - 접점형 집적회로 카드
리더간의 메세지 교환 방법 - 제1부 : 개념과 구조
ISO 9992-1과 MOD

소규모 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금융 기관에

의해서 발행된 집적 회로 카드의 교환 환경 ICS : 35.240.15
KS X 6315- 1 2002. 7. 31 금융 - - 메시지 인증을 위한 승인된 알고
즘 - 제1부 : DEA 알고리즘
ISO 8731-1과 일치

메시지 인증코드(MAC)의 계산에서 사용되는

자료 암호화 알고리즘 ICS : 35.240.40

KS X 6513- 1 2002. 7. 31 금융 거래 카드 - - 집적회로 카드를 사용
는 금융거래시스템의 보안 - 제1부 : 카드 수명 주기
ISO 10202-1과 일치 금융 거래 카드에서 제작 및 발급으로부터 그
만료까지의 사용을 통해서 집적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

KS X 6304 2002. 7. 31 증권 거래소 및 규제 시장 코드 - - 시장 식

ICS : 35.240.15

코드(MIC)
ISO 10383과 MOD

BIC의 첫 번째 요소를 전세계적인 시장 식별

KS X 6513-3 2002. 7. 31 금융 거래 카드 - - 집적 회로 카드를 사용

코드(MIC)로 정의 ICS : 03.060

는 금용거래시스템의 보안 - 제3부 : 암호 키 관련성

KS X 6313 2002. 7. 31 금융업 - - 메시지인증을 위한 요건(소매금

보안 구조를 위한 최소한의 암호 키 관련성 요구 사항을 설명

ISO 10202-3과 일치 집적 회로카드를 이용한 금융 거래 시스템의
ISO 9807과 MOD 소규모 금융 메시지 통합을 방지하고 메시지가

ICS : 35.240.15

허가된 기점에서 시작되는 것을 인증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지정
ICS : 35.240.40

KS X 6513-5 2002. 7. 31 금융 거래 카드 - - 집적 회로 카드를 사용
는 금용거래시스템의 보안 - 제5부 : 알고리즘의 사용

KS X 6318-2 2002. 7. 31 금융 - - 키 관리(소매 금융) - 제2부 : 대
호화 방식을 위한 키 관리 기법

ISO 10202-5와 일치

적어도 하나의 노드가 집적 회로카드이거나

SAM인 경우의 암호 교환에 적용 ICS : 35.240.15

ISO 11568-2과 일치 소매 금융 환경에서 사용된 대칭 암호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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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규격정보

KS X 6513- 6 2002. 7. 31 금융 거래 카드 - - 집적 회로 카드를 사용
는 금용거래시스템의 보안 - 제6부 : 카드소지자 확인
ISO 10202-6과 일치 개별 카드 소지자 식별값이 집적 회로카드와

장해특성 제2부 - 측정방법 및 한계값 결정 절차
IDT CISPR 18-2

가공전력선 및 고전압 장비에 의하여 방송수신

기의 수신장해에 대한 측정방법 및 한계값 33.100

연계하여 사용될 때, 카드 소지자 확인 보안을 위한 요구 사항을 기술
KS C CISPR 18-3 2002. 7. 27 가공전력선 및 고전압 장비의 전자

ICS : 35.240.15

장해특성 제3부 - 무선잡음 발생 최소화 기술
IDT CISPR 18-1

가공전력선 및 고전압 장비에 의하여 방송수신

기의 수신장해를 일으키지 않게하기 위한 무선잡음 발생을 억제하는

제정

기술 33.100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KS X ISO/ IEC 17799 2002. 7. 31 정보기술- 정보보안경영 실무지침
ISO/IEC 17799 일치 조직의 보안 표준과 효과적인 보안 경영을 실
행, 개발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조직간 거래에서 신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ICS : 35.040

KS C CISPR 25 2002. 7. 27 차량용 수신기 보호를 위한 전자기장해
특성 측정방법 및 한계값
IDT CISPR 25 차량용 부품의 전자기 장해 측정방법(즉 차량용 방
송수신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33.100

KS C CISPR 28 2002. 7. 27 산업, 과학 및 의료기기(ISM) - ITU

◈ 정밀전자과

지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전자기방출 레벨 규정
IDT CISPR 18-1 ITU가 지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산업, 과학 및 의

제정

료기기(ISM)의 전자기방출 레벨 33.100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KS C 6384- 7 2002. 7. 23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7부 품종규

KS C IEC 60404- 10 2002. 7. 31 자성재료 - 제10부 :중간주파수에서

: 직류용 폴리스티렌 필름 커패시터

기강판과 강대의 자기 특성 측정방법

IDT IEC 60384-7

폴리스티렌 필름을 유전체로 하고 금속박 전극

IEC 60404-10 과 IDT

자성재료에대한 분류에 적용 29.030

을 갖는 직류용 고정 커패시터에 대하여 규정 31.060.30
KS C IEC 60404- 11 2002. 7. 31 자성재료 - 제11부 : 자기강판과 강
KS C 6384-71 2002. 7. 23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7부 품종
격 : 직류용 폴리스티렌 필름 커패시터
IDT IEC 60384-7-1

의 표면 절연저항 측정방법
IEC 60404-11 과 IDT

자성재료에대한 분류에 적용 29.030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7부 개별규격

지침 : 직류용 폴리스티렌 필름 커패시터, 평가수준 E 에 대하여 규정

KS C IEC 60404- 12 2002. 7. 31 자성재료 - 제12부 : 적층 절연 코팅
대한 온도성능 평가 지침

31.060.30

IEC 60404-12 과 IDT

자성재료에대한 분류에 적용 29.030

KS C CISPR 12 2002. 7. 27 차량, 모터보트 및 불꽃 점화장치의 전자
기장해 특성 측정방법 및 한계값
IDT CISPR 12 차량, 모터보트 및 불꽃 점화장치에 의하여 방송수
신기가 전자기장해 방해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한계값 및 측정방법

KS C IEC 60404- 13 2002. 7. 31 자성재료 - 제13부 : 전기강판과 강
의 밀도, 적층 절연 코팅에 대한 온도성능 평가 지침
IEC 60404-13 과 IDT

자성재료에대한 분류에 적용 29.030

33.100
KS C CISPR 18- 1 2002. 7. 27 가공전력선 및 고전압 장비의 전자

확인

장해특성 제1부 - 현상에 대한 기술
IDT CISPR 18-1

가공전력선 및 고전압 장비에 의하여 방송수신

기의 수신장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33.100
KS C CISPR 18- 2 2002. 7. 27 가공전력선 및 고전압 장비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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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C 7605 2002.7.25

측광 표준용 형광 램프의 측광 방법

KS C 7612 2002.7.25

조도 측정 방법

KS C 7614 2002.7.25

측광표준용 전구의 측광 방법

방지장치

KS C 7619 2002.7.25

반사경 내장 영사용 전구의 측광 방법

KS C 2120 2002.7.13

코일 및 변성기용 페라이트 자심 시험

IEC 61770 일치화

방법

ICS 91.140.60, 97.030

KS C 2121 2002.7.13
KS C 2123 2002.7.13

자기 헤드용 페라이트 자심 시험방법
마이크로파용 페라이트 자심 시험

KSC IEC 61558- 1 2002.7.31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및 유사기기

방법

안전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5212 2002.7.13

신뢰성 보증 개별 반도체 소자 통칙

IEC 61558-1 일치화

KS C 5300 2002.7.13

광전송용 발광 다이오드 통칙

ICS 29.180

KS C 5301 2002.7.13

광전송용 발광 다이오드 시험방법

KS C 6111 2002.7.13

규격번호 고시일
KS A 0076 2002.6.29

전력용 변압기, 전원장치의 일반요구사항

Cu/ Nb- Ti 복합 초전도체의 직류 임

KSC IEC 61558- 2- 1 2002.7.31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및 유사기기

계 전류 측정방법

안전 제2부: 범용 복권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1558-2-1 일치화

규격명
광원의 분포 온도 및 색 온도, 상관 색
온도의 측정방법

범용 복권변압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ICS 29.180
KSC IEC 61558- 2-2 2002.7.31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및 유사기기

KS A 3324 2002.6.29

방전 램프의 색도 범위

KS A 3325 2002.6.29

형광 램프의 광원색 및 연색성에 따른
구분

안전 제2- 2부: 제어용 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1558-2-2 일치화

제어용 변압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ICS 29.180

KS C 5112 2002.7.13

전자기기의 환경 분류

KS C 5511 2002.7.13

휴대용 메가폰

KS C 5514 2002.7.13

16 mm 표준 테스트 자기 필름

KS C 6003 2002.7.13

소형 무선기기 배선의 색별

KS C 6012 2002.7.13

전자부품의 침지 사이클 시험방법

KS C 6013 2002.7.13

전자부품의 장시간 전기적 동작 시험

KS C 6018 2002.7.13

전자기기용 부품의 환경 분류

KS C 6300 2002.7.13

전자기기용 전원 변압기 통칙

KS C 6306 2002.7.13

혼스피커

KS C 6319 2002.7.13

일반 전자기기용 래크 및 유닛 섀시의

방법

KSC IEC 61558- 2- 3 2002.7.31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및 유사
기의 안전 제2- 3부 : 가스 및 유류버너의 연소기구용 변압기의 개
별요구사항
IEC 61558-2-3 일치화
한 개별요구사항

가스 및 유류버너의 연소기구 변압기에 대

ICS 29.180

KSC IEC 61558- 2-4 2002.7.31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및 유사기기
안전 제2부: 범용 절연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1558-2-4 일치화

범용 절연변압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ICS 29.180

치수
KS C 6505 2002.7.13

시험용 레코드판

KS C 6531 2002.7.13

오디오용 스피커 시스템

KS C 6532 2002.7.13

가전제품의 조작성에 관한 설계 지침

KSC IEC 61558- 2-5 2002.7.31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및 유사기기
안전 제2- 5부: 면도기용 변압기 및 전원장치의 개별요구사항
IEC 61558-2-5 일치화
요구사항

◈ 전기응용과

면도기용 변압기 및 전원장치에 대한 개별

ICS 29.180

KSC IEC 61558- 2-6 2002.7.31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및 유사기기

제정

안전 제2부: 범용 절연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1558-2-6 일치화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제정내용KS C IEC 60661 2002.7.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커피메이커
성능측정방법
IEC 60661 일치화

수도연결용 호스 및 역류방지 기기

전기커피메이커의 측정 방법

ICS 97.040.50

KS C IEC 61770 2002.7.30 수도연결용 전기기기 - 호스세트 및 역

범용 절연 변압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ICS 29.180
KSC IEC 61558- 2-7 2002.7.31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및 유사기기
안전 제2부: 완구용 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1558-2-7 일치화

완구용 변압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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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335-2-77 일치화

ICS 29.180
항

보행 운전식 잔디깍기에 대한 개별요구사

ICS 65.060.70

KSC IEC 61558-2- 8 2002.7.31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및 유사기기
안전 제2-8부: 벨 및 차임용 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IEC 61558-2-8 일치화

벨 및 차임용 변압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KS C IEC60335- 2-91 2002.7.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전성- 제2-91부 : 손수레식 전기 잔디깎기의 개별 요구사항
IEC 60335-2-91 일치화

ICS 29.180

사항

손수레식 전기 잔디깍기에 대한 개별요구

ICS 65.060.70

KS C IEC60335- 2- 5 2002.7.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전성- 제2- 5부 : 전기 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사항
IEC 60335-2-5 일치화

전기 세척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KS C IEC60369 2002.7.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바닥 광택기의 성
능측정방법
IEC 60369 일치화

ICS 97.040.40, 13.120
KS C IEC60335- 2- 29 2002.7.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바닥 광택기에 대한 성능측정방법

ICS 97.080

의 안전성- 제2부 :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 요구사항
IEC 60335-2-29 일치화

배터리 충전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KS C IEC 60335-2- 85 2002.7.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안전성- 제2부:직물용 전기스티머의 개별요구 사항

ICS 29.200, 97.180

IEC 60335-2-85 일치화
KS C IEC60335-2- 41 2002.7.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직물용 전기스티머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ICS 97.060

전성- 제2부 : 액체용 전기펌프(35℃이하)의 개별 요구사항
IEC 60335-2-41 일치화

액체용 전기펌프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KS C IEC 60335-2- 51 2002.7.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안전성- 제2부:급탕 및 급수용 거치순환 펌프의 개별요구 사항

ICS 97.180, 23.080, 13.120

IEC 60335-2-51 일치화
KS C IEC60335-2- 54 2002.7.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별요구사항

급탕 및 급수용 거치순환 펌프에 대한 개

ICS 23.080, 91.140.10

전성- 제2부 : 액체사용 표면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IEC 60335-2-54 일치화
항

액체사용 표면 청소기에 대한 개별요구사

KS C IEC 60335-2- 43 2002.7.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안전성- 제2부:옷건조기 및 타올걸이의 개별요구 사항

ICS 97.180, 13.120

IEC 60335-2-43 일치화
KS C IEC60335-2- 56 2002.7.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항

옷건조기 및 타올걸이에 대한 개별요구사

ICS 97.060, 13.120

전성- 제2부 : 영사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IEC 60335-2-56 일치화
요구사항

영사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에 대한 개별

ICS 13.120, 37.060.10, 97.180

KS C IEC 60335-2- 26 2002.7.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안전성- 제2부:전기시계의 개별요구 사항
IEC 60335-2-26 일치화

KS C IEC60335-2- 58 2002.7.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전기시계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ICS 97.040.50, 13.120

전성- 제2부 : 상업용 전기 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사항
IEC60335 2 58 일치화
항

상업용 전기 세척기에 대한 개별요구사

KS C IEC 60442 2002.7.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토스터의 성
능측정방법

ICS 97.040.40

IEC 60442 일치화
KS C IEC60335-2- 67 2002.7.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전기토스터에 대한 성능측정방법

ICS 97.040.50

전성- 제2부 : 상업용 및 산업용 바닥처리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IEC 60335-2-67 일치화
별요구사항

상업용 및 산업용 바닥 청소기에 대한 개

ICS 23.080, 91.140.65

KS C IEC 60496 2002.7.30 전기 보온판의 성능 측정방법
IEC 60496 일치화

전기 보온판에 대한 성능측정방법

ICS 97.040.50
KS C IEC60335-2- 77 2002.7.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전성- 제2부 : 보행 운전식 전기 잔디깎기의 개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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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0379 2002.7.30 전기 축열식 온수기의 성능 측정방법

IEC 60379 일치화

축열식 온수기에 대한 성능측정방법

(DIP) 스위치의 개별규격
IEC 61020-3-2 일치화

ICS 91.140.65

대한 개별규격

전자기계식 2중 인라인 패키지 스위치에

ICS 31.220.20

KS C IEC 60311 2002.7.30 전기 다리미의 성능측정 방법
IEC 60311 일치화

전기 다리미에 대한 성능측정방법

KSC IEC 61020- 4 2002.7.31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 제4부
레버(토글) 스위치의 품종규격

ICS 97.060

IEC 61020-4 일치화
KS C IEC 62040- 2 2002.7.30 무정전전원장치(UPS) - 제2부 전자

격

전자기계식 레버(토글)스위치에 대한 품종규

ICS 31.220.20

합성(EMC) 요구사항
IEC 62040-2 일치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전자기적합성

KSC IEC 61020-4- 1 2002.7.31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 제
: 레버(토글) 스위치의 품종규격 - 제1절 : 개별규격지침

ICS 33.100
KS C IEC 62040- 3 2002.7.30 무정전전원장치(UPS) - 제3부 성능
및 시험방법

IEC 61020-4-1 일치화
별규격지침

IEC 62040-3 일치화

전자기계식 레버(토글)스위치에 대한 개

ICS 31.220.20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성능 및 시험방법
KSC IEC 61020-5- 1 2002.7.31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 제

ICS 29.200

: 푸시보턴 스위치의 품종규격 - 제1절 : 개별규격지침
KSC IEC 61242 2002.7.31 전기용 부속품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도의 케이블릴

IEC 61020-5-1 일치화
규격지침

IEC 61242 일치화

전자기계식 푸시보턴 스위치에 대한 개별

ICS 31.220.20

케이블릴에 대한 전기용 부속품
KSC IEC 61020- 6 2002.7.31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 제6부

ICS 29.060, 29.120.99

마이크로 스위치의 품종규격
KSC IEC 60669- 2- 2 2002.7.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기설비용 스위치 - 제2부:개별요구사항 제2절:원격제어스위치(RCS
IEC 60669-2-2 일치화
개별요구사항

IEC 61020-6 일치화
격

전자기계식 마이크로 스위치에 대한 품종규

ICS 31.220.20

고정전전기설비용 원격제어스위치에 대한

ICS 29.120.40, 33.200

KSC IEC 61020-6- 1 2002.7.31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 제
: 마이크로 스위치의 품종규격 - 제1절 : 개별규격지침

KSC IEC 60669- 2- 3 2002.7.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기설비용 스위치 - 제2- 3부:개별요구사항-시간지연스위치(TDS)
IEC 60669-2-3 일치화
개별요구사항

IEC 61020-6-1 일치화
규격지침

전자기계식 마이크로 스위치에 대한 개별

ICS 31.220.20

고정전전기설비용 시간지연스위치에 대한

ICS 29.120.40

개정
KSC IEC 61020- 3 2002.7.31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 제3부
인라인 패키지 스위치의 품종규격
IEC 61020-3 일치화
종규격

전자기계식 인라인 피키지 스위치에 대한 품

KSC IEC 61020- 3- 1 2002.7.31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 제
: 인라인 패키지 스위치의 품종규격 - 제1절 : 개별규격지침
개별규격지침

KS C 3105 2002.7.31 평각동선
SI 단위로 통일

ICS 31.220.20

IEC 61020-3-1 일치화

- 규격번호 (고시일) 기준명 및 주요개정내용-

KS C 3121 2002.7.31 주석 도금 경동선
SI 단위로 통일

전자기계식 인라인 패키지 스위치에 대한

ICS 31.220.20

KS C 3134 2002.7.31 절연 트로리 장치
SI 단위로 통일

KSC IEC 61020- 3- 2 2002.7.31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 제
: 인라인 패키지 스위치의 품종규격 - 제2절 : 2중 인라인 패키지

KS C 3325 2002.7.31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K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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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단위로 통일
KS C 3328 2002.7.31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
SI 단위로 통일
KS C 3337 2002.7.31 인출용 규소 고무절연 유리편조전선
SI 단위로 통일
KS C 3339 2002.7.31 CATV 알루미늄 파이프형 동축케이블
SI 단위로 통일
KS C 3340 2002.7.31 PVC 옥내 전화선

폐지

SI 단위로 통일
KS C 3604 2002.7.31 비닐절연 비닐시스 전화용 국내케이블
SI 단위로 통일
KS C 3612 2002.7.31 X 선용 고전압 케이블
SI 단위로 통일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C 4518 2002.7.29

방폭용 플러그 접속기(탄갱용)

KS C 0909 2002.7.29

전력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

KS C 0910 2002.7.29

탄광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

KS C 0911 2002.7.29
KS C 0912 2002.7.29

일반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 시험
방법

확인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C 0804 2002.7.31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 통칙

KS C 0805 2002.7.31

Ⅱ급 전기기기의 절연 구조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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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용 전기기기의 방폭구조 시험
방법

♣

IS O/ IEC 국제규격의 재 개정 동향
다음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규격(안)
의 목록이다.

가 . IS O 국제규격 (안 )
TC/SC

규격 번호

규 격 명 칭

TC 2

ISO/DIS 21670

Hexagon weld nuts with flange

TC 17

ISO 630:1995/
DAmd 1

Structural steels- Plates, wide
Amendment 1

TC 17

ISO 4950- 1:
1995/DAmd 1

High yield strength flat steel products- Part 1:General requirementsAmendment 1

TC 17

ISO 4950- 2:
1995/DAmd 1

High yield strength flat steel products - Part 2: Products supplied in the
normalized or controlled rolled condition- Amendment 1

TC 17

ISO 4950- 3:
1995/DAmd 1

High yield strength flat steel products - Part 3:Products supplied in the
heat- treated (quenched+tempered) condition- Amendment 1

TC 17

ISO/DIS 16124

Steel wire rod - Dimensions and tolerances
(Revision of ISO 8457- 1:1989)

TC 20

ISO/DIS 15388

Spaces systems - Contamination and cleanliness control

TC 22

ISO/DIS 14794

Heavy commercial vehicles and buses - Braking in a turn- Open- loop
test procedure

TC 22

ISO/DIS 15006.2

Road vehicles- Ergonomic aspects of transport information and control
systems - Specifications and compliandce procedures for in- vehicle
auditory presentation
(Revision of ISO/DIS 15006- 1)

TC 23

ISO/DIS 17101

Agricultural machinery- Rotary and flail mowers - Thrown- object test
and acceptance criteria

TC 28

ISO/DIS 20763

Petroleum and related products- Determination of anti- wear properties of
hydraulic fluids- Vane pump method

TC 29

ISO/DIS 10072

Tools for moulding- Sprue bushes- Dimensions
(Recision of ISO 10072:1993)

TC 29

ISO/DIS 16916

Tools for moulding- Tool specification sheet for injection moulds

flats,

bars,

sections

and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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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 번호

규 격 명 칭

TC 31

ISO 9413:1998/
DAmd 2

Type valves - Dimensions and designation - Amendment 2

TC 34

ISO 11290- 1:
1996/DAmd 1

Microbiology of food and animal feeding stuffs - Horizontal method for
the detection and enumeration of Listeria monocytogenes - Part 1:
Detection method - Amendment 1: modification of the isolation media,
of the haemolysis test and inclusion of precision data

TC 34

ISO 11290- 2:
1998/DAmd 1

Microbiology of food and animal feeding stuffs - Horizontal method for
the detection and enumeration of Listeria monocytogenes - Part 2:
Enumeration method - Amendment 1: Modification of the isolation
medium

TC 34

ISO/DIS 16050.2

Foodstuffs- Determanation of aflatoxin B1, and the sum of the aflatoxins
B1, B2, G1 and G2 in cereals, nuts and derived priducts
-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ic method

TC 35

ISO/DIS 20340

Paints and varnishes-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protective paint
systems for offshore and related structures

TC 43

ISO 140- 1:1997/
DAmd 1

Acoustics- Measurement of sound insulation on buildings and building
elements - Part 1: Requirements for laboratory test facilities with
suppressed flanking transmission- Amendment 1: Specific requirements
on the frame of the test opening for lightweight double partitions to
avoid strong coupling between leaves

TC 43

ISO 140- 3:1995/
DAmd 1

Acoustics- Measurement of sound insulation on buildings and building
elements - Part 3: Laboratory measurements of airborne sound
insulation of building elements- Amendment 1: Specific requirements on
the frame of the test opening for lightweight double partitions to avoid
strong coupling between leave

TC 45

ISO/DIS 1746

Rubber or plastic hoses and tubing- Bending tests
(Revision of ISO 1746:1998, ISO 1746:1998/Cor 1: 1999)

TC 45

ISO/DIS 6914

Rubber or vulcanized or thermoplastic- Determination of ageing
characteristics by measurement of stress relaxation
(Revision of ISO 6914:1985)

TC 45

ISO/DIS 7619- 1

Rubber or vulcanized or thermoplastic- Determination of indentation
hardness- Part 1: Durometer method(shore hardness) (Revision of ISO
7619:1997)

TC 45

ISO/DIS 7619- 2

Rubber or vulcanized or thermoplastic- Determination of indentation
hardness- Part 2: IRHD pocket meter method
(Revision of ISO 7619: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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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45

ISO/DIS 7743

Rubber or vulcanized or thermoplastic- Determination of compression
stress- strain properties
(Revision of ISO 7743:1989, ISO 7743:1989/Cor 1:1990)

TC 45

ISO/DIS 8096

Rubber or plastics- coated fabrics for water- resistant clothing Specification
(Revision of ISO 8096- 1:1989. ISO 8096- 1:1989/Cor 1: 1991, ISO
8096- 2:1989, ISO 8096- 3:1988)

TC 54

ISO/DIS 8899

Oil of lemon petitgrain [Citrus lime(L.) Burm. f.]
(Revision of ISO 8899:1991)

TC 59

ISO/DIS 16938- 1

Building construction - Determination of the staining of porous substrates
by sealants used in joints- Part 1: Test with compression

TC 59

ISO/DIS 16938- 2

Building construction - Determination of the staining of porous substrates
by sealants used in joints- Part 2: Test with compression

TC 67

ISO/DIS 10417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ies- Subsurface safety value systems
- Design, installation, operation and redress
(Revision of ISO 10417: 1993)

TC 68

ISO/DIS 9564- 3.2

Banking - Requirements for message authentication using symmetric
techniques
(Revision of ISO 8730:1990, ISO 8731- 1:1987, ISO 8731- 2:1992, ISO
9807:1991)

TC 71

ISO/DIS 1920- 1

Testing of concrete- Part 1: Sampling of fresh concrete
(Revision of ISO 2736- 1:1986)

TC 71

ISO/DIS 1920- 2

Testing of concrete- Part 2: Properties of fresh concrete
(Revision of ISO 4109:1980, ISO 4110:1979, ISO 4111:1979, ISO
4848:1980, ISO 6276:1982)

TC 71

ISO/DIS 1920- 3

Testing of concrete- Part 3: Making and curing test specimens
(Revision of ISO 1920:1976, ISO 2736- 2:1986)

TC 71

ISO/DIS 1920- 4

Testing of concrete- Part 4: Strength of hardened concrete
(Revision of ISO 4012:1978, ISO 4013:1978, ISO 4108:1980)

TC 71

ISO/DIS 1920- 5

Testing of concrete- Part 5: Properties of hardened concrete other than
strength
(Revision of ISO 6275:1982, ISO/DIS 7031)

TC 71

ISO/DIS 1920- 6

Testing of concrete- Part 6: Sampling, preparing and testing of
concrete cores (Revision of ISO/DIS 7034)

TC 71

ISO/DIS 1920- 7

Testing of concrete- Part 7: Non- destructive tests on hardened
concrete
(Revision of ISO/DIS 8045, ISO/DIS 8046, ISO/DIS 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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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74

ISO/DIS 863

Methods of testing cement- Pozzolanicity test for pozzolanic cement
(Revision of ISO 863:1990)

TC 85

ISO/DIS 21909

Radiation
protection - Passive
Performance and test requirements

TC 87

ISO/DIS 10106.2

Cork stoppers- Determination of global migration

TC 104

ISO/DIS 18185

Freight containers- Radio- frequency communication protocol for electronic
seals

TC 108

ISO/DIS 8568

Mechanical shock- Testing machines-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Revision of ISO 8568:1989)

TC 108

ISO/DIS 10813- 1

Vibration- generating machines- Guidance for selection- Part 1: Equipment
for environmental testing

TC 108

ISO/DIS 15261

Vibration and shock generating systems - Vocabulary

TC 113

ISO 772:1996/
DAmd 2
ISO/DIS
14368- 3.2

Hydrometric determinations- Vocabulary and symbols - Amendment 2

TC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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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neutron

dosemeters-

Mineral and sapphire watch- glasses - Part 3: Qualitative criteria and
test methods

TC 121

ISO/DIS
60601- 1- 8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Part 1- 8: General requirements for safety
- Collateral standard: Alarm systems- Requirements, tests and guidelinesGeneral requirements and guidelines for alarm systems in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and in medical electrical systems

TC 131

ISO/DIS 8434- 3

Metallic tube connections for fluid power and general use- Part 3:
O- ring face seal fittings
(Revision of ISO 8434- 3:1995)

TC 146

ISO/DIS
16000- 6.2

Indoors air- Part 6: Determina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indoor and chamber air by active sampling in TENAX TA sorbent,
thermal desorption and gas chromatography using MSD/FID

TC 160

ISO/DIS 9050

Glass in building - Determination of light transmittance, solar direct
transmittance, total solar energy transmittance, ultraviolet transmittance
and related glazing factors
(Revision of ISO 9050:1990)

TC 160

ISO/DIS 22897- 1

Glass in building - Glazing and airborne sound insulation - Part 1:
Product descriptions and determination of properties

TC 171

ISO/DIS 4087

Micrographics- Microfilming of newspapers for archival purposes on 35
mm microfilm (Revision of ISO 4087:1991)

TC 172

ISO/DIS 15902

Optics and optical instruments- Diffractive optics- Terminology

T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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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190

ISO/DIS 10390

Soil quality - Determination of pH
(Revision of ISO 10390:1994)

TC 190

ISO/DIS 16387

Soil quality - Effects of pollutants on Enchytraeidae
sp.)- Determination of effects on reproduction and survival

TC 6

ISO/FDIS 5264- 2

Pulps- Laboratory beating - Part 2: PFI mill method
(Revision of ISO 5264- 2:1979)

TC 10

ISO 3952- 1:
1981/FDAmd 1

규 격 명 칭

(Enchytraeus

Kinematic diagrams - Graphical symbols- Amendment 1

TC 22

ISO/FDIS 6487

Road vehicles- Measurement techniques in impact tests- Instrumentation
(Revision of ISO 6487:2000)

TC 22

ISO/FDIS 16183

Heavy duty engines- Measurement of gaseous emissions from raw
exhaust gas and of particulate emissions using partial flow dilution
systems under transient test conditions

TC 28

ISO/FDIS 8222

Petroleum measurement systems- Calibrations for use when calibrating
volumetric providing tanks
(Revision of ISO 8222:1987)

TC 34

ISO/FDIS 6577

Nutmeg, whole or broken, and mace, whole or in pieces(Myristica
fragrans Houtt.) - Specification
(Revision of ISO 6577:1990)

TC 42

ISO/FDIS 18905

Imaging materials - Ammonia- processed diazo photographic
Specifications for stability (Revision of ISO 9718:1995)

TC 42

ISO/FDIS 18912

Imaging materials - Processed vesicular photographic film - Specifications
for stability (Revision of ISO 9718:1995)

TC 43

ISO/FDIS 9614- 3

Acoustics- Determination of sound power levels of noise sources using
sound intensity - Part 3: Precision method for measurement by scanning

TC 51

ISO/FDIS 15629

Pallets for materials handling - Quality of fasteners for assembly of new
and repair of used, flat, wooden pallets

TC 51

ISO/FDIS 18333

Pallets for materials handling - Quality of new wooden components for
flat pallets

TC 51

ISO/FDIS 18334

Pallets for materials handling- Quality of assembly of new, wooden, flat
pallets

TC 54

ISO/FDIS 3475

Oil of aniseed(Pimpinella anisum L.)
(Revision of ISO 3475:1975

TC 67

ISO/FDIS
13628- 5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ies - Design and operation of subsea
production systems- Part 5: Subsea umbilicals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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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명 칭

TC 114

ISO/FDIS
6426- 2

Horological vocabulary - Part 2: Technical and commercial definitions
(Revision of ISO 6426- 2:1984;ISO 6424- 2:1984/Damd 1)

TC 121

ISO/FDIS
17510- 2

Sleep apnoea
accessories

TC 121

ISO/FDIS
23328- 2

Breathing system filters for anaesthetic and respiratory use - Part 2:
Non- filtration aspects

TC 130

ISO/FDIS
2846- 3

Graphic technology - Colour and transparency of printing ink sets for
four- colour- printing - Part 3: Publication gravure printing

TC 131

ISO/FDIS 6195

Fluid power systems and components- Cylinder- rod wiper- ring housings
in reciprocating applications- Dimensions and tolerances (Revision of
ISO 6195:1986)

TC 156

ISO/FDIS 11303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Guidelines for selection of protection
methods against atmospheric corrosion

TC 159

ISO/FDIS
14915- 1

Software ergonomics for multimedia user interfaces- Part 1: Design
principles and framework

TC 173

ISO/FDIS 9999

Technical aid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terminology (Revision of ISO 9999:1998)

TC 176

ISO/FDIS
19011- A

Guidelines for quality and/o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auditing- Part A: Document identified as Part A and B to facilitate
balloting by ISO/TC 176/SC3 and ISO/TC 207/SC2

TC 185

ISO/FDIS 4126- 2

Safety devices for protection against excessive pressureBursting disc safety devices

TC 186

ISO/FDIS
8442- 5

Materials and articles in contacts with foodstuffs- Cutlery and table
holloware - Part 5: Specification for sharpness and edge retention test
of cutlery

TC 190

ISO/FDIS 15009

Soil quality- Gas chromatographic determination of the content of
volatile aromatic hydrocarbons, naphthalene and volatile halogenated
hydrocarbons- Purge- and- trap method with thermal desorption

TC 190

ISO/FDIS 15176

Soil quality- Characterization of excavated soil and other soil materials
intended for re- use

TC 193

ISO/FDIS
6974- 6

Natural gas- Determination of composition with defined uncertainty by
gas chromatography- Part 6: Determination of hydrogen, helium,
oxygen, nitrogen, carbon dioxide and C1 hydrocarborns to C8 using
three capillary columns

breathing therapy-

Part 2: Masks and application

Classification

and

Part 2:

T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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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명 칭

TC 202

ISO/FDIS 15632

Microbeam analysis- Instrumental specification for energy dispersive
X- ray spectrometers with semiconductor detectors

TC 204

ISO/FDIS 15623

Transport information and control systems- Forward vehicle collision
warning systems -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est procedures

TC 207

ISO/FDIS
10911- B

Guidelines for quality and/o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auditing- Part B: Document identified as Part A and B to facilitate
balloting by both ISO/TC 176/SC3 and ISO/TC207/SC2
(Revision of ISO 10011- 1:1990, ISO 10011- 2:1991, ISO 10011- 3:1991,
ISO 14010:1996, ISO 14011:1996, ISO 14012:1996)

TC 208

ISO 14661:
2000/FDAmd 1

Thermal turbines for industrial applications(steam turbines, gas
expansion turbines)- General requirements - Amendment 1:Data sheets
for thermal turbine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TMB

ISO/FDIS 18513

Tourism services - Hotels and other types of tourism accommodationTerminology

JTC 1

ISO/IEC
14496- 5:2001/
FDAmd 1

Information technology - Coding of audio- visual objects- Part 5:
Reference software- Amendment 1:Reference software for MPEG- 4

JTC 1

ISO/IEC
15444- 1:2000/
FDAmd 1

Information technology- J PEG 2000 image coding system- Part 1: Core
coding system- Amendment 2: Inclusion of additional colourspace

JTC 1

ISO/IEC
15444- 2
FDAmd 1

Information technology- J PEG 2000 image coding system: ExtensionsPart 2: - Amendment 1: Enhancement to quantiz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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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명 칭

3

IEC 60617

Graphical symbols for diagrams - Change request C00026: Technically
new symbols S01391, S01392, S01393, S01396, S01397 and S01398

3C

IEC 60417

Graphical symbols for sound positioning - 5920 Pr

3C

IEC 60417

Graphical symbols for sound positioning - 5921 Pr

3C

IEC 60417

Graphical symbols for sound positioning - 5922 Pr

3C

IEC 60417

Graphical symbols for sound positioning - 5923 Pr

3C

IEC 60417

Graphical symbols for sound positioning - 5924 Pr

3C

IEC 60417

Graphical symbols for sound positioning - 5925 Pr

9

IEC 61377- 3

Railway applications - Rolling stock - Part 3: Combined testing of
alternating current motors, fed by an indirect convertor, and their control
system

9

IEC 62280- 1

Railway applications- Communication, signalling and processing systems
- Part 1: Safety related communication in closed transmission systems

9

IEC 62280- 2

Railway applications - Communication, signalling and processing systems
- Part 2: Safety related communication in open transmission systems

17B

IEC 61915, TS,
Ed.1

Low- 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device profiles for networked industrial devices

17B

IEC 60947- 5- 4
Ed.2.0

Low- 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 Part 5- 4: Control circuit
devices and switching elements - Method of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low- energy contacts - Special tests

21

IEC 61056- 1 Ed.2

General purpose lead- acid batteries (valve regulated type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functional characteristics - Methods of test

21A

IEC 60622 Ed. 3: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 acid
electrolytes - Sealed nickel- cadmium prismatic rechargeable single cells

21A

IEC 62133 Ed. 1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 acid
electrolytes - Safety requirements for portable sealed secondary cells,
and for batteries made from them, for use in portable application

23B

IEC 62094- 1
Ed. 1.0

Indicator light units for household and similar fixed electrical installation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T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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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명 칭

31

IEC 61056- 2 Ed.2

General purpose lead acid batteries (valve regulated types) - Part 2:
Dimensions, terminals and marking

31

IEC 60079- 18,
Ed. 2

Electrical apparatus for explosive gas atmospheres - Part
Encapsulation "m" - (The French version will be circulated later)

31J

IEC 60079- 14
Ed.3.0

Electrical apparatus for explosive gas atmospheres - Part 14: electrical
installations in hazardous areas (other than mines)

34A

IEC 60357 Ed.3

Tungsten halogen lamps (non vehicle) - Performance specifications

34A

Amendment 1 to
IEC 62035, Ed.1

Discharge lamps (excluding fluorescent lamps) - Safety specifications

34A

Amendment 2 to
IEC 60064, Ed.6

Tungsten filament lamps for domestic and similar general lighting
purposes - Performance requirements

34B

IEC 60061- 1 A30
Ed. 3

Lamp caps and holders together with gauges for the control of
interchangeability and safety - Part 1: Lamp caps

34B

IEC 60061- 2 A27
Ed. 3

Lamp caps and holders together with gauges for the control of
interchangeability and safety - Part 2: Lampholders

34B

IEC 60061- 3 A29
Ed. 3

Lamp caps and holders together with gauges for the control of
interchangeability and safety - Part 3: Gauges

34B

Amendment 2 to
IEC 60838- 1 Ed. 3

Miscellaneous lampholder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and tests

34B

Amendment 2 to
IEC 60238 Ed. 7

Edison screw lampholders

36A

IEC 60137 Ed. 5

Insulated bushings for alternating voltages above 1 000 V

38

Amendment 2 to
IEC 60044- 1

Current transformer

38

Amendment 2 to
IEC 60044- 2

Inductive voltage transformers

38

IEC 60044- 3
Ed. 2

Instrument transformers - Part 3: Combined transformers

40

Amendment 1 to
IEC 60286- 2, Ed. 2

Packaging of components for automatic handling - Part 2: Tape
packaging of components with unidirectional leads on continuous tape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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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1491

Electrical equipment of industrial machines - Serial data link for
real- time communication between controls and drives

45A

Amendment to
IEC 61468

Nuclear Power Pla nts - In core instrumentation - Characteristics and
test methods of self- powered neutron detectors

46A

IEC 61196- 4,
Ed. 2

Coaxial communication cables radiating cables.

46A

IEC 62153- 1,
Ed. 1

Metallic telecommunication cable test methods - Part 1: Screening and
Coupling attenuation - Injection clamp method

46A

IEC 62153- 2,
Ed. 1

Metallic telecommunication cable test methods - Part 2: Pulse/step
return loss from measurement in the frequency domain using the
Inverse Discrete Fourier Transformation (IDFT)

48D

IEC 60297- 3- 101

Mechanical structures for electronic equipment - Dimensions of
mechanical structures of the 482,6 mm (19 in) series - Part 3- 101:
Subracks and associated plug- in units

48D

IEC 60297- 3- 102

Mechanical structures for electronic equipment - Dimensions of
mechanical structures of the 482,6 mm (19 in) series - Part 3- 102:
Injector/extractor handle

48D

IEC 60297- 3- 103

Mechanical structures for electronic equipment - Dimensions of
mechanical structures of the 482,6 mm (19 in) series - Part 3- 103:
Keying and alignment pin

55

Amendment 1 to
IEC 60264- 2- 1
Ed.1

Packaging of winding wires - Part 2- 1 : Cylindrical barrelled delivery
spools - Basic dimensions

59

IEC 60704- 2- 9
Ed. 1.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Test code for the
determination of airborne acoustical noise - Part 2- 9: Particular
requirements for electric hair care appliances

61

IEC 60335- 2- 8
Ed 5.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 8:
Particular requirements for shavers, hair clippers and similar appliances

61

IEC 60335- 2- 10
Ed 5.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 1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floor treatment machines and wet scrubbing
machines

Part 4: Sectional specifica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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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IEC 60335- 2- 13
Ed 5.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 l appliances - Safety - Pa rt 2- 13:
Particular requirements for deep fat fryers, frying pa ns and similar
appliances

61

IEC 60335- 2- 26
Ed 4.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 l appliances - Safety - Pa rt 2- 26:
Particular requirements for clocks

61

IEC 60335- 2- 28
Ed 4.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 l appliances - Safety - Pa rt 2- 28:
Particular requirements for sewing machines

61C

IEC 60335- 2- 24,
Ed. 6.0- Part 2- 24

Particular requirements for
appliances and ice makers

61C

IEC 60335- 2- 34
Ed 4.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Part 2- 34: Particular
requirements for motor- compressors

61D

IEC 60335- 2- 104
Ed 1.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Part 2- 104: Particular
requirements from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quipment

61D

IEC 60335- 2- 40
Ed 4.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Part 2- 4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electrical heat pumps,air- conditioners and dehumidifiers

61D

IEC 60335- 2- 88
Ed 2.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Part 2- 88: Particular
requirements for humidifiers intended for use with heating, ventilation, or
air- conditioning systems

61F

IEC 60745- 2- 21
Ed. 2

Hand- held motor- operated electric tools - Safety - Part 2- 21: Particular
requirements for drain cleaners

65B

IEC 61131- 3,
Ed. 2

Programmable controllers - Part 3: Programming languages

65B

IEC 61131- 3
Ed. 2.0

Programmable controllers - Programming languages

65C

IEC/PAS 61804- 2
Ed. 1.0

Function blocks for process control - Part 2: Specification of FB concept
and Electronic Device Description Language (EDDL)

66

IEC 61010- 2- 032
Ed. 2

SAFETY REQUIREMENT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 Part 2- 032:
Particular requirements for hand- held and hand- manipulated current
sensors for electrical test and measurement

refrigerating

appliances,

ice-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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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IEC 61243- 1 Ed.1 Live working - Voltage detectors - Part 1: Capacitive type to be us
for voltages exceeding 1 kV a.c.

78

IEC 62237 Ed. 1.0 Live working equipment

86A

IEC 60793- 1- 54
Ed 1.0

Optical fibres - Part 1- 54: Measurement methods and test procedur
- Gamma irradiation

86A

IEC 60794- 2- 40
Ed. 1

Indoor optica l fibre cables - Family specification for simplex and dupl
buffered A4 fibres.

86A

IEC 60793- 1- 1
Ed 2.0

Optical Fibres - Pa rt 1- 1 - Measurement methods and test procedur
- General and Guidance

86A

IEC 60794- 2- 10
Ed. 1

Optical Fibre Cables - Part 2- 10: Indoor optical fibre cables - Fam
specification for simplex and duplex ca bles

86A

IEC 60794- 2- 20
Ed 1.0

Optical Fibre Cables - Part 2- 20: Indoor optical fibre cables - Fam
specification for multi- fibre optical distribution cables

86A

IEC 60794- 2- 30
Ed 1.0

Optical Fibre Cables - Part 2- 30: Indoor optical fibre cables - Fam
specification for optical fibre ribbon cables

86A

IEC 60794- 2
Ed. 3.0

Optical Fibre Cables - Part 2: Indoor optical fibre cables - Section
specification

86A

IEC 60794- 3- 30
Ed 1.0

Optical Fibre Cables - Pa rt 3- 30: Outdoor cables - Family specificati
for optical telecommunication cables for lake and river crossings

86B

IEC 61300- 1 Ed 2 Basic test and measurement procedures guidance

86B

IEC 61300- 3- 32
Ed 1

Basic test a nd measurement procedures - Part 3- 32: Examinations a
measurements - Pola risation mode dispersion measurement for passi
optical components

86B

IEC 61300- 2- 47
Ed 1

Basic test a nd measurement procedures - Part 2- 47: Tests - Therm
shocks

86B

IEC 61300- 2- 19
Ed 2

Basic test and measurement procedures - Part 2- 19: Tests - Dam
heat (steady state)

86C

IEC 61290- 3- 1
Ed 1.0

Optical Amplifier Test Methods - Part 3- 1: Noise figure parameters
Optical s pectrum analyzer method

Insulating hoses for use with hydraulic tools an

Part 1: General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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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B

IEC 61300- 3- 37

Basic test and measurement procedures - Part 3- 37: Examinations and
measurements - Endface angle of angle- polished optical fibres

86B

IEC 61300- 2- 5
Ed 2.0

Fibre optic interconnecting devices and passive components - Basic
test and measurement procedures - Part 2- 5: Tests - Torsion/twist

86B

IEC 61300- 2- 1
Ed 2.0

Fibre optic interconnecting devices and passive components - Basic
test and measurement procedures - Part 2- 1: Tests - Vibration
(sinusoidal)

86B

IEC 61300- 3- 16
Ed 2.0

Fibre optic interconnecting devices and passive components - Basic
Test and Measurement procedures - Part 3- 16: Examinations and
measurements - Endface radius of spherically polished ferrules

86B

IEC 61300- 3- 30
Ed 1.0

Fibre Optic Interconnecting devices and passive components - Basic
test and measurement procedures - Part 3- 30: Examinations and
measurements - Polish angle and fibre position on single ferrule
multifibre connectors

86C

IEC 62148- 6
Ed 1.0

Fiber optic active components and devices - Package and interface
standards - Part 6: atm- pon transceiver

86C

IEC 62149- 1
Ed 1.0

Fibre optic active components and devices: Performance sta ndards
Part 1: Genera l and guidance

86C

IEC 61280- 2- 9
Ed. 1.0

Fibre optic communication subsystem test procedures - Part 2- 9: Digi
systems - Optical signal- to- noise ratio meas urement for dens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ed systems

86C

IEC 61290- 3- 2
Ed 1.0

Optical fibre amplifier test methods - Part 3- 2: Noise figure paramete
- Electrica l spectrum analyzer method

86C

IEC 61290- 10- 3
Ed. 1

Optical Fibre Amplifiers - Basic Specification - Pa rt 10- 3: Test metho
for multichannel parameters - Probe methods

95

IEC 60255- 22- 1

Electrical relays - Part 22- 1: Electrica l disturbance tests for measurin
relays and protection equipment - 1 MHz burst immunity tests

95

IEC 60255- 26

Measuring relays and protection equipment - Part 26: Electromagne
compatibility requirements for measuring relays a nd protection equipme

99

IEC 61936- 1,
Ed. 1

Power installations exceeding 1 kV ac - Part 1: Common rules

100

IEC 61883- 6

Cons umer a udio/video equipment - Digital interface - Part 6: Audio a
music data transmission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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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IEC 60268- 4,
Ed. 3

Sound system equipment - Part 4: Microphones

100

IEC 60728- 2,
Ed. 1

Cabled distribution systems for television and sound signals - Part 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for equipment (TA 5)

100

IEC 60849, Ed. 3

Sound systems for emergency purposes

CIS

Amendment 2 to
CISPR 22 Ed. 3.0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Radio disturbance characteristics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CIS

Amendment 2 to
CISPR 24 Ed. 1.0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Immunity characteristics -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CIS

Amendment 1 to
CISPR 20, Ed.5

Sound and television broadcast receivers and associated equipment Immunity characteristics -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WTO/TBT 통보문
등록번호 통보국가
3

헝가리

분류
기타

해당품목

통보일

콜롬비아

자동차/

항공연료

평가
02-07-01

수송
48

일본

주요내용

압력제품 및 02-07-01 03-01- 01 압력제품 및 조립품 관련 안전 요건 및 적합성
조립품

18

시행일

항공터빈연료의 품질, 저장, 운송 및 공급 요건
을 설립하고 기타 규정을 제정하는 결의안

식품/약품/마카로니

02-07-04

의료기기 제품

마카로니 제품의 품질 관련 라벨링 기준. 동 기
준은 마카로니, 스파게티, 베르미첼리(vermicelli),
누들 같은 종류에 "마카로니 제품"이라는 라벨
을 붙일 수 있게 개정함

21

필리핀

전기/전자 무선전자파방 02-07-08
출기구

주파수대역 3kHz에서 300GHz 사이에서 RFR
(무선전자파)에 대한 노출로부터의 위험을 조절
하도록 규제하는 법안

49

일본

기타

수도관 설비 02-07-09

물 공급 장비 관련 표준의 개정. 물 및 물 공급

및 파이프

설비의 정화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관련 표준의
개정

4

이스라엘

기타

화재탐지

02-07-09

시스템
3

이스라엘

5

인도

기타

luminaires

식품/약품/광천수

분화 됨
02-07-09

인도

luminaires 관련 규격이 몇 몇 파트로 세분화 됨

02-07-09 01-03- 29 식품 섞음질의 방지. 광천수 관련 라벨링 요건

의료기기
3

화재탐지 시스템 관련 규격이 몇 몇 파트로 세

및 품질 기준을 규정

식품/약품/포장식품 및 02-07-09 01- 11- 20 제조업자, 제조업체,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
의료기기 병에 든 식품

관련 라벨링 규정의 개정(안)

2

인도

식품/약품/非야채 식품 02-07-09 02- 10- 04 포장된 非야채 식품 관련 라벨링 규정.
의료기기

81

태국

기타

광유(base oil)02-07- 10

TISI는 TIS1900-2545(2002) 광유 :paraffinic을

:파라핀계 유

강제기준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 동 기준은 광유
를 5가지 범주로 분류함

9

8

인도

인도

자동차/

중고차 혹은 02-07- 10 01-03- 31 중고차 및 새차를 수입할 때 조건을 규정

수송

새차

식품/약품/포장 식품
의료기기

02-07- 10 01-07- 30 식품섞음질 방지법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식품의
수입과 관련한 요건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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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도

분류

해당품목

식품/약품/야채식품

통보일

인도

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코자 함

식품/약품/포장 음료수 02-07- 10 01-03- 29 식품 섞음질의 방지. 라벨링 요건 및 품질 및
의료기기

4

인도

주요내용

02-07- 10 02-06- 20 식품섞음질 방지 규정 2001. 식품의 특성에 대

의료기기
6

시행일

기준

식품/약품/포장식품 및 02-07- 10 00-09- 01 식품 섞음질의 방지. 허용된 천연/합성 색소 및
의료기기 병에 든 식품

조미료를 표시하는 라벨링 규정 및 식품의 라벨
에 유통기한의 언급과 관련한 규정

11

덴마크

건축

경량콘크리트 02-07- 12

건조밀도 200kg/m3 미만의 경량콘크리트 요소
의 건축적 사용 관련 디자인 규정

34

브라질

식품/약품/밀가루,

02-07- 15

의료기기 옥수수가루,

(folic acid)을 의무적으로 첨가하는 것과 관련

옥수수식품
21

미국

자동차/

자동차

수송

도난예방(책)

밀가루, 옥수수가루, 옥수수식품에 철분 및 폴산
한 국립위생검역소의 기술규정(안)

02-07- 19

연방 자동차 도난 예방 기준. 모든 승용차, 정격
무게 6,000파운드 및 그 이하의 다기능 승용차,
경트럭의 표시요건과 관련한 사항

20

필리핀

기타

종이, 판자,

02-07- 19

펄프

골판지의 홈이 있는 부분을 만드는데 쓰이는 골
심지원지(corrugating medium) 관련 요건을 규
정하는 기준. 동 기준은 현재 시판되는 두 종류
의 골심지원지를 포함시키는 개정임

10

프랑스

전기/전자 전력

02-07- 19

공공 보급 망에 연결되도록 고안된 전력 설비의
기술적 디자인 및 작동 요건과 관련한 법령(안)

52

체코

식품/약품/식품판매,

51

체코

식품/약품/병포장수

02-07- 19 03-01- 01 식품 판매 및 판로계획 관련 위생요건에 대한

의료기기 판로계획

보건국의 법령(안). 인체의 건강 및 안전 보호
02-07- 19

병포장수의 보건 안전에 대한 요건 및 공정 방
법에 대한 체코 보건국의 법령(안). 병포장수의

의료기기

라벨링 유형과 방법을 EC 법규와 부합화하여
규정함
42

캐나다

37

한국

섬유/화학/독소물질
환경
기타

02-07- 19

캐나다환경보호법1999의 별표1에 독소물질을 첨
가하는 법안. 인체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함

BB탄총

02-07-22 02-09- 15 BB탄총의 안전검사기준 개정(안). 탄환의 세기가
0.08 J 이하인 장난감 총도 비비탄총에 포함하
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대상범위를 확대. 소비자
가 준수하여야 할 표시사항을 강화하고, "사용연
령을 위반하여 판매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
다."라는 판매자에 대한 경고 표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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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핀란드

분류
건축

해당품목
건물의

통보일
02-07-23

환기장치
6

핀란드

건축

단열재 및

시행일

주요내용
건물의 실내기후 및 환기 관련 환경부 법령. 새
건물의 실내기후, 환기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시

02-07-23

단열재 관련 지침(안). 동 지침안은 건물 자재의

기타 건물

열 투과율 및 단열재와 다른 건물 재료의 열전

재료

도도 값에 대한 계산과 관련하여 단순한 방법을

조립식 주택 02-07-23

난방이 드는 건물의 단열재 관련 필요 수치를

제시함
5

핀란드

건축

규정. 동 규정은 국제기후협약 및 국내 기후 프
로그램에 부합하는 도구로서 이용
22

필리핀

기타

액화석유가스 02-07-25

가정용 액화석유가스압력조정기 관련 필리핀 국

압력조정기

가표준(안). 최대 수용량 2kg/hr.의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의 구조, 성능, 시험 관련 요건을 규
정. 동 기준은 가정용이 아닌 외부용, 상업적,
산업적 용도의 압력조정기는 다루지 않음

26

멕시코

기타

온수기

02-07-25

액화석유가스 및 천연가스로 발화된 가정용 및
상업용 온수기 관련 안전요건, 시험방법, 라벨링
요건을 설립하는 멕시코 공식 표준(안)

5

중국

섬유/화학/비료에
환경

02-07-25 03-04- 01 비료에 함유된 비소, 카드뮴, 납, 크롬, 수은의

함유된 비소,

제한량과 관련한 중국의 국가표준. 동 국가표준

카드뮴, 납,

은 이들 화학물질의 제한량을 규정할 뿐 아니라

크롬, 수은의

시험방법 및 검사규정을 제공

제한량
4

중국

섬유/화학/유기 및 무기 02-07-25 03-04- 01 유기 및 무기 복합 비료 관련 중국 국가 표준.
환경

복합 비료

동 표준은 이들 물질의 기술적 요건, 시험방법,
검사규정, 라벨링, 포장, 운송 및 저장과 관련한
요건을 규정

43

캐나다

자동차/

에어브레이크 02-07-25 03-01- 20 캐나다 수송부는 기술표준문서(TSD) 제121의

수송

(공기제동기)

"에어브레이크(공기제동기) 시스템"을 개정함. 동

시스템

개정안은 에어브레이크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에
대한 성능 및 장비요건을 설립

46

네덜란드

섬유/화학/포장, 포장
환경

폐기물

02-07-26 02- 11- 01 네덜란드 산업은 주거, 공간계획 및 환경부와 패
키징협약(Packaging Convenant II)을 체결. 동
협약은 포장과 관련, 예방, 제품 재활용, 재료
재활용, 재생이용, 감시, 보고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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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분류

해당품목

섬유/화학/특정
환경

통보일
02-07-26

활성물질

시행일

주요내용
EC 이사회 규정(안)의 부속서I에 언급된 활성물
질이 이사회 지침(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목록

이들 활성물질을 포함하는 식물보호제품에 대한
허가의 취소를 규정함

53

아르헨티나 식품/약품/와인제품

02-07-26 02-07- 02 와인제품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안 제 18/2002.

의료기기

무료배포를 위한 와인 제품의 포장 관련 신규
라벨링 요건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안 제9/2001
에서 채택한 기간을, 12월 31일까지 확대

52

아르헨티나 식품/약품/의약품조제

02-07-26 02-06- 24 의약, 식품, 의료기술 당국(ANMAT) 결의안 제

의료기기
51

50

아르헨티나 기타

2814/2002
고리모양

02-07-26 02-06- 13 보건국 결의안 제 324/2002. 3세 이하의 유아용

물리개 및

고리모양 물리개 및 장난감에서 프탈산 에스테

유아용

르의 사용을 금하는 예방 조치. 결의안 제

장난감

438/2001의 적용 범주가 확대됨

아르헨티나 식품/약품/식품

02-07-26 02-05- 07 아르헨티나 식품 규격. Alfajor의 정의

의료기기
49

아르헨티나 기타

파이프, 튜브 02-07-26 02-05- 10 석유 미정질의 왁스칠이 된 부식방지 코팅 관련
기술적 요건

48

아르헨티나 기타

압축천연가스( 02-07-26 02-05- 17 압축천연가스(CNG) 압축 및 분배장비의 인증,
CNG) 장비

47

네덜란드

자동차/

거울,

수송

카메라/모니터

설치, 규제 관련 기술적 요건
02-07-29 02-09- 01 거울, 카메라/모니터 등 이른바 "맹점"을 줄이고
시야를 넓히도록 고안된 설비와 관련한 규정

등의 설비
11

프랑스

기타

소방

02-07-29

소방 관련 기술적 요건에 대한 개정(안). 공공
건물에서 화재 및 패닉위험을 다루는 안전규정
을 보충 및 개정하는 규정의 채택

12

프랑스

전기/전자 전력

02-07-29

공공 보급 망에 연결되도록 고안된 장비의 기술
적 접속 요건과 전기용량을 설립하는 법령(안)

15

프랑스

자동차/

어선

02-07-30 02- 12- 31 어선 관련 기술적 요건

수송
13

프랑스

전기/전자 전력

02-07-30

공공 보급 망에 연결되도록 고안된 전력 유도
장비의 기술적 설계 및 운영 요건 관련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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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분류

해당품목

베네수엘라 섬유/화학/신발

통보일

시행일

주요내용

02-07-31 02-08- 23 신발 관련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등록

환경

관련 요건을 수립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시판되는
모든 신발의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 정보
를 수립하는 결의안

14

베네수엘라 섬유/화학/섬유옷

02-07-31 02-08- 15 섬유옷 관련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등록

환경

관련 요건을 수립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시판되는
모든 섬유옷의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 정
보를 수립하는 결의안

35

브라질

계측기기 자기(회전)속02-07-31
도계

자기(회전)속도계(tachographs)에 대한 최소계측
요건을 규정하는 기술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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