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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사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미·이라크 전쟁의 발발과 중국에서의 사스 발생 등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우리경제는 내수와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인한 청년실
업의 증대 등 어려움이 지속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출은 1,943억불을 기록하며 사
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여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표준과 기술평가를 선도하는 기술표준원도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신기술·신제품 등의 국가표준을 적극 발굴,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산업기술기반
을 강화하였으며, 전기용품, 일반공산품 등 국민생활관련 제품의 안전관리, 국내개
발 신기술의 인증 등 각종 시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국가표준의 인터넷 무료 알림서비스(약 80만건 접속), 국민인체치수조사의
전면실시, 39년만의 색채표준의 전면개정, 국가표준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사실
상 완료하는 등 산업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기술계, 산업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세계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간, 기업들 사이에 Digital
Gap이 좁혀지며 기술과 표준의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
니다. 차세대 신기술개발은 물론 생산, 판매 등의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표준화가
기업 경쟁력 및 생존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의 확충
과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기술표준원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동
차, 조선, 기계 등 주력기간산업의 표준화는 물론 지난해 수립된 반도체, 정보기술,
지능형로봇 등 신성장 산업분야 표준화 5개년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우리기업
의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적 표준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서비스산업
등 사회적 신수요분야에 대한 표준화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2004·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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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시험기관의 시험·검사능력을 향상시켜 국가간 교역이나 국내 거래시
기업이 부담하는 제품에 대한 이중검사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국내
에서 개발된 신기술의 인증을 확대하여 개발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에는 한·일, 한·싱가포르 등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 기술표준원이 담당하고 있는 무역상기술장벽
(TBT), 강제검사제도의 상호인정(MRA)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표준을 장악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는 말이 있듯이 금년부터는 산업, 기술분
야에서의 표준화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표준적(標準的)인 사고(思考)와 행동을
하게 된다면 머지않아 우리 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산업, 기술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심기일전하여 하시는 일에 큰 발
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4년 1월 2일

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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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에도 KS 적용
○ 전시산업에도 국가표준(KS)이 처음으로 적
용됨.
○ 기술표준원은 경제적 파급 및 수출촉진 효
과가 매우 큰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전시산업에 대해 2종의 KS
규격을 제정하였음.
- 독일의 전시산업생산은 GDP의 1%, 홍콩
과 싱가포르는 GDP의

2% 이상 차지

- 현재, 연간 약 300개의 전시회를 개최하
고 있으나 국제전시연합(UFI) 인증 전시
회는 7개에 불과
·싱가포르(17개), 중국(15개), 홍콩(14개)

○ 그 동안, 전시산업은 주최자의 영세성과 비
전문성으로 인해 국제수준의 전시회 개최
하지 못하였으나, 이번에 규격이 제정됨으
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술표준
원은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전시장 및 전시회 주최자의 시설 요
건을 명시함으로써 질적인 향상과 함께 관
련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담배연기 속에는 무엇이?
- 담배연기 성분분석용 자동흡연장치규격
새로 도입 -

○ 제정된 규격은 전시회 운영에 관한 요건(참

○ 담배 연기속에 10만여종의 화학물질이 있

가업체 유치, 홍보, 철거지원, 사후평가 등)

고, 그 중 4,000여종은 인체에 해롭다고 과

과 전시장 설비에 관한 요건(운영지원시설,

학자들은 주장한다.

편의시설, 안전지원시설 등)을 포함함(붙임
전시서비스규격 구성도 참고).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91개 회원국과
오랜 협상 끝에 담배규제조약을 새로 만드

○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전시 서

는 등 담배의 인체유해성 문제가 큰 사회문

비스(Exhibition management service)에 대

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담배 연기속의

한 국제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싱가

유해성분의 측정을 가능케하는 자동흡연장

포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국제표준을 추

치가 KS규격으로 도입된다.

진 중이다.

○ 기술표준원은 담배연기성분의 분석에 필수

○ 따라서, 국제표준의 본격 적용에 앞서 국가

적인 자동흡연장치규격을 선진국에서 사용

표준을 제정하여 국내 전시산업의 경쟁력

하는 국제규격과 부합 되도록 제정하고, 아

을 강화하고자 영국, 독일, 싱가포르 등의

울러 담배의 맛과 직결되는 담배연기속의

해외업체 매뉴얼을 참고하고 국내 전시업

수분 측정법 등의 시험방법 7종도 새로이

계의 현황과 관련 법규 등을 적용하여 KS

제정하였다.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담배의

규격을 개발하였다.

성분 중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매우 큰 니

2004·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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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틴과 타르의 함량 측정법을 KS로 제정한
바 있다.

“KS 표시인증 취소”
, 「끓는점」등에서
불합격한『SK케미칼(주)』
, 『안국석유산

○ 금번 KS로 신규 도입된「자동흡연장치」
를

업(주)』
,『(주)나이스코리아』
에 대해서는

이용하면 각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른 담

“KS표시정지 3개월”
, 「비중」등에서 불

배연기의 총발생량과 발생추이 등을 알아

합격한
『(주)유일케미칼」
에는“개선명령”

볼 수 있으며, 또한 담배연기중의 화학물질

을 하기로 하였다.

을 포집하여 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된
다.

- 한편, 워셔액의 경우는「금속에 대한 부
식성」
등에서 불합격된
『세일산업』
에 대하

○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에 관한 규격이 제정

여“KS 표시인증 취소”
「어는점」
,
에서 불

되면 담배의 수출입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

합격한『카맥스케미컬』
『(주)나이스코리
,

에서 국내산 담배의 품질과 안전성을 세계

아』
『(주)유일케미칼』
,
에는“KS표시정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외국산 담

3개월”을 처분키로 하였는데, 해당업체

배의 유해성 정도와 품질도 쉽게 알수 있게

에 대한 청문이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

된다.

여한 후 1월 중순경 행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임.

불량 KS표시 부동액과 워셔액
강력제재키로

◦ 기술표준원은 이번 시판품조사를 계기로
부동액, 워셔액 등 불량 자동차용 KS제품

- 기술표준원, 해당업체에 인증취소 등 조치 -

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KS제품의 품

◦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KS표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시판품조사를 주기

시 부동액과 워셔액을 수거하여 정밀품질

적으로 실시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안심하

검사를 실시한 결과, 품질기준에 불합격된

고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KS제품의 신

업체에 대하여 KS표시 인증취소(3개사),

뢰도를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KS표시 정지(6개사), 개선명령(1개사) 등

- 특히, 워셔액의 경우에는 어는점이 영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였다

6

질기준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한편, 매년

20℃ 이하로 되어있는 현행기준을 영하

- 이번 품질검사는 KS 표시인증을 받은

25℃ 이하로 강화하고, 현재 어는점을

21개의 부동액 제조업체와 12개의 워셔

규제하지 않고 있는“하절기용”워셔액

액 제조업체인데, 이 중에서 부동액의

을 사계절용으로 단일화하여 여름철에

경우, 『미래산업』과『카맥스케미컬』은

보충한 워셔액을 겨울철에도 계속 안심

「금속에 대한 부식성」
등에서 불합격되어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KS규격을 강화

기술표준 ● 2004·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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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계획이다.

부합화한 KS규격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
법을 채택하고 있다.

“종이냅킨·종이키친타올”
과연 안전한가 ?
- 유해물질 관리기준 KS규격으로 제정 ◦ 기술표준원은 삶의 질 향상과 외식문화의

제4회 KOLAS국
( 제공인)우수
시험·검사기관 및 요원
표창수여식 개최

확산으로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이제 없어

◦ 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제4회 우수시험·

서는 안될 종이냅킨과 종이키친타올 제품

검사기관 및 요원표창 수여식」
이 2003년

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유해물질 관리

12.19(금) 10:30 기술표준원 대회의실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새로이 한국산업규격(KS)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으로 제정한다.

- 단체상으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이사장

◦ 그간 기술표준원은 이번 KS규격 제정을 위

박수훈,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홍원주, 현

해 국내외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의 함량에

대건설(주)기술연구소장 김용남이 단체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형광증

금상,은상,동상을 수상하고,

백제와 수은(Hg), 납(Pb), 카드뮴(Cd) 등의

- 개인포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상에 한국과

중금속 성분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규정하

학기술원 김선태 책임연구원등 5명, 기술

였을 뿐만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종

표준원장상엔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맹은호

이냅킨과 종이키친타올 제조에 소량이긴 하

팀장 등 10명이 수상하였다.

지만 재생펄프 원료나 인쇄 잉크의 사용으로

◦ 기술표준원은 시험·검사장비지원 402억,

인해 일부 제품에서 미량 검출된 바 있는

시험·검사요원양성 23억, 표준물질개발 30

PCB(Polychlorinated biphenyls)와 포름알데히

억등 5개년 동안 우리나라 시험·검사능력

드(HCHO) 등의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

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이

르몬)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며 타부처의 시험·검사에도 KOLAS제도

◦ 이들 유해물질의 기준치는 PCB의 경우

도입을 하고 있는바 건설기술관리법등 12개

5mg/kg이하, 형광증백제와 포름알데히드는

법령에서 KOLAS제도를 도입·시행하고

검출되지 않을 것, 중금속 성분은 각각

있다.

1mg/L이하로 KS규격 제정(안)에서 정하고
있고, 유해물질의 시험·분석방법은 국제표
준으로서 객관성이 확보된 ISO규격과 이를

2004·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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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신기술(NT), 우수품질(EM)
및 우수재활용(GR) 인증서 수여식
◦ 기술표준원은 2003년 12월 23일(화) 14시에
중강당에서 제7차 신기술(NT:Korea New

운받을 수 있음.

2004년도 신개발기술 일등
상품화 지원계획

Technology), 우수품질 (EM:Excellent

◦ 사업 개요

Machine, Mechanism & Materials) 및 우수

국내에서 개발된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과

재활용(GR:Good Recycled) 인증서 수여식

주력 기간산업 분야의 신기술 중 수출 전략상

을 하였다.

품화, 수입대체, 미래시장 창출 등의 기대가치

- 수여 대상은 41업체 41품목으로 NT(신기

가 큰 신기술·신제품 발굴

술인증) : 15업체 12품목, EM(우수품질
인증) : 27업체 27품목, GR(우수재활용인
증) : 1업체 2품목임.
- 이번 인증으로 NT(신기술인증)는 총 578
건, EM(우수품질인증)은 총 900건,

- 상품화 가능성 및 신상품의 경제적 가치
분석을 위한 경쟁력 평가
- 신기술실용화, 수입대체, 수출촉진 등을
통한 세계일등상품화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

GR(우수재활용인증)은 총 202건을 인증

을 위한 신기술과 제품 100개 내외

하게 됨.

주력 기간산업 분야 핵심기술 및 부품

※ 동 신기술(NT), 우수품질(EM) 및 우
수재활용(GR) 인증서 수여업체의 주요
개발내용은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
지(www.ats.go.kr의
) 보도자료에서 다

- 기계 : 디지털제조시스템, 플랜트, 첨단기
계, 조선,
- 환경에너지 : 환경복원시스템, Eco소재부
품, 수소에너지
- 전기전자 : PDA, Wearable 컴퓨터, 영상
진단기기
- 섬유패션 : 산업용섬유, 기능성제품
- 석유정밀화학 : 신촉매, 유기신소재, 신기
능 수지
- 부품소재 : 기타 전 산업분야 부품 및 소재
◦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분야 핵심기술 및
부품
- 지능형로봇 : 가정용로봇, 극한작업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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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형자동차 : 지능형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주소 : (우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

- 디지털TV : DTV, DMB, 셋톱박스, 복합
기기

앙동 2번지
·Home page : http://www.ats.go.kr

- 디스플레이 : LCD, LED, PDP, 유기EL

·E-mail : phark@ats.go.kr

- 차세대반도체 : 차세대메모리, 나노전자

·TEL : (02)509-7272

소자
- 차세대이동통신 : 텔레매틱스
- 지능형홈네트워크 : 홈서버/홈게이트웨
이, 홈네트워킹
- 디지털콘덴츠 : 디지털컨텐츠제작, 지능
형물류시스템
- 차세대전지 : 2차전지, 연료전지, 관련소재
- 바이오신약 : 신약, 바이오칩

·FAX : (02) 507-1923
- 신청기간 : 2004. 1. 12(월) ～ 2. 14(토)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는 전화로 상
담해 드립니다.
◦ 향후 일정
- 지원대상 선정 완료 후 선정업체 명단을
상기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생산성 향상과 품질혁신을 리드할 수 있
는 공정기술
◦ 지원 내용
- 기술체계 및 경제적·기술적 기대가치 분석
- 해당품목의 기술력(핵심성능, 내구성 등)
평가기준 개발
- 기술, 품질, 마케팅 지도
- 해외인증(CE, UL)마크 획득을 위한 지도
- NT(신기술)·EM(우수품질) 등 신기술
인증
- 국내·외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영문카다
로그 제작배포 등
◦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ts.go.kr) 공
지사항에서 신청서 내려받기
- 접수방법 : 우편접수, 직접 내방 접수,
FAX 접수

한국기술, LCD와
PDP 국제표준화 선도
◦ 기술표준원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신성장산업의 모니터, 디지털TV용 평판디
스플레이분야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LCD와 PDP에 대한 2종의 규격을 국제전
기기술위원회(IEC)에 국제표준(안)으로 신
규제안 하였다.
- IEC TC 110(평판디스플레이) 국제표준회
의에서 발표 및 심의 통과로 신규규격 제
안을 결정 (일본 후쿠오카, ’
03.12.1～12.3)
·기술표준원은 LCD와 PDP에 관련된 2개
국제표준을 제안
①“LCD의 육안평가 - 이미지 품질평가
및 측정방법”(12.19 IEC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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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PDP의 전기적 인터페이스”(12.26
IEC제안)

·또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부각되고 있는
유기EL분야에서 각국이 제안한 국제표준

- 이에 따라 동 분야에서 진행중인 국제표준

(안)에 대한 의견조정 역할을 하는 Area

(안)은 12종으로 되며, 한국은 기존제안 2

Manager를 한국(인하대 이창희교수)이

종 및 신규제안 2종으로 일본(4종)과 함께

수임함에 따라 동 분야에서도 한국기술의

국제표준제안의 선두에서 활동하게 되었

표준선점이 용이하게 되었다. 표준

다.

제4회 KOLAS(국제공인)우수 시험·검사기관 및 요원 표창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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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국내 대학의 미래 향방
인하대학교 교수 채 재 우

1년여 전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 학회

이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검은 고

에 참가한 적이 있다. 중국의 교수들이

양이나 흰 고양이의 색깔이 문제가 아

나 학생들의 활기와 희망찬 모습이 무

니라, 쥐를 잘 잡는 고양이인지가 중요

척 인상적이었다. 우리들의 생활수준에

하다.”
는 자본주의적 실용화 노선을 선

비해 아직 미흡하지만 그들에게는 희망

택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큰 덩치

이 있는 것이다.

의 중국이 엄청난 가속도를 받고 있다.

우리 학생들은 현재 졸업 후 취업이

가공할 일이다. 세계의 제조업을 모두

하늘의 별따기처럼 너무 어려운 여건이

빨아들일 기세로 세계적 유수 기업들의

다. 그런데 중국의 학생들은 여러 회사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의 취업 제안을 받고 선택하는데 배부
른 고민을 하고 있다.

나의 전공과 유관한 자동차 산업만
보아도 걱정이 앞선다. 2003년 초에 한

내가 대학에 부임한 1980년도 초반만

국의 자동차 생산이 세계 5위인 통계가

해도 우리도 지금보다는 생활수준이 훨

나돌더니 2003년 말에는 언제 바뀌었는

씬 낮았지만 희망이 있었다. 큰 기업체

지 세계5위 자동차 생산국을 중국이 차

간부들은 우리 교수들을 초청하여 자기

지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에 진출하고

공장도 견학시키고 접대도 융숭히 하면

있는 선진국들의 자동차 회사들은 우리

서 졸업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려고 무

들이 경쟁하기에 아직도 힘겨운 유수한

던히 애썼다. 그 당시 우리는 고도성장

세계적 자동차 기업들이다.

에 1988서울올림픽 유치의 특수까지 겹

선진 자동차 회사들이 최첨단 모델의

쳐서 그야말로“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생산 라인을 중국에 제공하지는 않겠지

가고 있었다. 발전과 취업의 문은 무한

만, 차선의 첨단 모델의 생산라인을 중

대로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국에 제공할 것이다. 그들과 경쟁을 하

그런데 이제 15억 인구의 거인 중국

려면 우리는 중국에 어떤 생산 라인을

2004·1월호

●

기획특집

11

2도페-뉴스~ 2004.3.23 5:39 PM 페이지12

제공해야 하는가? 중국에 기술을 제공

물러서는 안 됨을 깨닫는다. 특히 저렴

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세계의 선진 기

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세계의 제조시장

술과 경쟁할 우리 고유의 첨단 기술은

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을 옆에 둔 우리

남아있는 것인가?

의 갈 길은 정상으로의 역경을 극복하

최근 지구 온난화 문제로 CO2저감이

는 길 밖에 없다. 첨단 핵심 기술을 개

첨예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열

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 인력의

효율이 높은 디젤차량이 확대되고 있는

양성 이외의 대안은 없다.

추세이다. 국내의 디젤차량의 생산 확대

그런데 국내 대학의 현실은 너무나

에 따른 디젤 엔진 오염 물질 배출 저

암담하다. 몇 해 전 어느 재벌 회장이

감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언론을 통해서 국내 대학 교육의 질을

최근 관련 핵심기술 소개 세미나가 국

언급한 적이 있다. “대학 교육의 질이

내에서 열렸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해서

너무 낮아 회사에 입사한 후 재교육에

관련 첨단 핵심 기술들을 소개한 기업

엄청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우리 회

체들은 모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

사 제품의 질이 나쁘면 A/S라도 해 주

국 업체들이었다. 그들은 확대되는 디젤

는데 대학에서는 그런 A/S 노력도 없

차 시장에 고부가 핵심 부품의 공급을

다”
라고 혹독히 대학을 비난했다. 대학

서두르고 있다. 양산체제의 생산라인에

에 몸담고 있는 교직원으로서 할말은

고부가 핵심부품들의 국산화가 미흡하

없다. 그러나, 그 회장은 졸업생을“돈

다면 국내의 자동차 산업은 얼마나 실

주고 사가지”
도 않았으며 교육 과정에

익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적인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았음을

한편,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

망각하고 있다. 교육의 투자는 국가나

국에서는 유사한 품질의 차를 생산할

기업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수 있는 생산 라인으로 우리보다 저렴

해야 한다. 전쟁터에 내 보내는 전사들

한 차량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을 교육하는 신병 훈련소에서 실탄 사

한 우리와는 달리 일본, 미국, 독일 등

격 훈련 등 실전에 가까운 교육을 할

자동차 산업의 선진국들은 모두 고부가

수 있는 여건을 누가 마련해야 하는가?

핵심 기술들을 계속 개발 및 유지하고

또한 사립대와 국립대의 국가 및 기업

있다.

의 지원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서 우리는
인건비에 의존하는 단순한 제조업에 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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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를 구별하
는 어리석음을 택할 것이 아니라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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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A ISO 7779
(정보기술장치에서 방사되는 공기전파 소음의 측정)

정밀전자과 공업연구관 김현태
02)509-7325 htkim@ats.go.kr

Ⅰ. 제정 취지
각국에서는 WTO의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를 통하여 규제사항을 통지해
오고 있다. 일예로 중국에서 G/TBT/N/CHN/29
(2003.7.30) 문서로 복사기에 대한 소음, 분진
등의 측정을 통지해 온 바가 있다. 또한 각국
의 환경마크 (미국의 Energy Star, 독일의
Blue Angel Mark, 북유럽 각국의 Nordic Swan,
일본의 ECO)에서는 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의 크기의 상한치“표시 A가중 음향파워레벨,
(B)”를 문서의 형태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PC, 사무기기, IT기기 등을 비
롯한 소음을 발생하는 기기를 수출할 때 각국
에서는 소음의 표시를 요구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소음규정의 입수 및 원문 규격
의 이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 측
정방법 규격을 제정하게 되었다. 동 규격과 함
께 사용될 KS A ISO 9296 (정보기술장치의
표시 소음방사치)는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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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등을 포함한 각종 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기의 사용자, 행정당국
등에 제시할 때, 소음에 관한 데이터 서식과
그 검증방법을 규정한 규격이다.

Ⅱ. 주요 규격내용
1. 대상품목
이 규격의 영문명칭은 “Acoustics Measurement of airborne noise emitted by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
equipmen”
t이다. 원규격명에 의하면 정보기기
및 통신기기로 하여야 하나, 이미 EMC 분야
에서 정보기술장치로 사용되고 있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 규격의 대상품목은 사
무기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 규격의 대상품목
은 PC 및 워크스테이션, CD-ROM 및 DVD 드
라이브, 프린터, 자기테이프 유니트, 디스크 유
니트 및 보조기억장치, 영상표시장치, 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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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기, 팩시밀리 및 페이지 스캐너, 텔레프린
터, 키보드, 카드리더 및 카드펀치, 전자 유니
트, 마이크로폼 리더, 수표 처리기, 페이지 프
린터, ATM기, 함체 또는 래크 시스템이 해당
된다.

Tones)의 식별
·Tone-to-Noise Ratio가 6 dB를 초과할 경
우 그 소음은 현저한 것으로 판단함.
- 소음의 충격성 (Impulsiveness) 검출
ΔLΙ=LΡΑΙ-LΡΑ≥3 dB일 경우 그 소음은

2. 측정할값
- 음향 파워레벨 (아이들 모드 및 동작 모드
에서 각각 측정), 단위 : B
· KS A ISO 3744/5에 의한 자유음장에서
의 측정
·KS A ISO 3741에 의한 잔향실 내에서의
비교법
- 다음 위치의 음압레벨 (idle 모드 및
operating 모드에서 각각 측정), 단위 dB,
·오퍼레이터 위치 (별첨 그림 1)의 A가중

충격성이 있다고 판단함.
·충격성(impulsiveness은
) 예를 들면 복사시
들리는 소음 중에 아주 짧은 시간동안 매
우 큰 레벨의 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4. 소음표시 (Noise declaration)
- KS A ISO 9296 (음향 - 정보기술장치의
표시 소음방사치)에서 소음의 표시에 대하
여 상세히 규정함
- 소음의 표시(또는 선언)에는 기기의 로트
(또는 배치)내의 표준편차 뿐만 아니라 측

방사 음압레벨 (오퍼레이터가 필요한 기
기)
·바이스탠더 위치의 A가중 방사 음압레벨
(오퍼레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기기에 대하
여 측정)
- 바이스탠더 위치 : 주변인의 소음의 영

a) 서 있는 오퍼레이터

향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b) 마루형 기기의 경우
앉아 있는 오페레이터 위치

마루에서 위로 1.5 m, 기기에서 앞쪽으
로 1 m인 최소 4 점 (전면, 좌측면, 우
측면, 뒷면)
(벽붙임형 기기는 뒷면을 생략)의 평균값
3. 선택적측정값

c) 탁상형 기기의 경우
앉아있는 오퍼레이터 위치
(경우1:키보드 있음)

- 현저한 이산 소음 (Prominent Discrete-

그림1. 앉아있는 오퍼레이터 및 서 있는 오퍼레이터의 보기

2004·1월호

●

d) 탁상형 기기의 경우
앉아있는 오퍼레이터 위치
(경우2:키보드 없음)

주요 KS 제·개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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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법의 표준편차에 대한 허용오차를 포
함하므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측
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음향 파워레벨의 단위로 혼동을 피하기 위하
여 B (1 B = 10 dB)을 사용
5. 앞으로 개정될내용
- 원통형 측정표면의 추가 규정 (키 큰 기기에
대하여 적용)
- 측정대상 기기의 추가 : 데이터 프로젝터 추
가. 측정대상은 앞으로 ISO 7779 규격의 모
체인 ECMA-74 (www.ecma-international.org
에서 무료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
의 부속서에 따르도록 규정할 예정
6. 참고사항
- 음향 파워레벨은 소음의 전체크기를 나타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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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측정함
- 음압레벨은 사용자 근방에서의 소음의 크기
를 나타내기 위하여 측정함
- 1 m에서 20 dB의 음압레벨은 대략 음향 파
워레벨 30 dB에 상당함

Ⅲ. 기대효과
- PC, CD-ROM 및 DVD 드라이브, 복사기,
프린터 등 대상품목에 대한 국제규격과 동
등한 소음시험
- 제조업체의 저소음 상품 개발 촉진
- 소비자의 소음 표시요구에 따른 저소음 제
품의 선택가능
- 소음표시 유도 (KS 제품규격 내에 소음표
시를 규정, 규격내용 홍보 등을 통한 자발
적 표시 유도)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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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7704『보존용지』
제정 해설
생물환경과 화공주사 정 두 식
02)509-7253 dsjeong@ats.go.kr

1. 제정 배경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수백년이 지나도 쉽게
변색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전통한지(漢紙)에
문화, 정보 및 역사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 등을
기록하여 오랫동안 훼손없이 보존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무환경의 자동화로 기록
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종이에 기록한 자료
의 중요성을 간과한 나머지 대부분 보존기간
이 50년 정도인 일반 사무용 종이를 사용하여
자료를 기록·보존함으로써 종이 기록물의 변
색 또는 훼손이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 전국
199개 공공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약 10,000여
종의 종이 기록물 중 20% 정도가 변색 또는
훼손되어 년간 약 300억원의 복구비용을 지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중요문서 등 기록보존용으로 사
용하는 종이에 대해 200년 이상 변색되거나 훼
손되지 않는 제품을 권장하기 위해 한국산업
규격(KS)을 제정하고 품질인증도 함께 실시하

게된 것이다.

2. 규격 내용 및 인증
이번에 제정한 KS규격은 우리원이 2000년부
터 기록보존용 종이에 대한 품질기준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로서, 종이의
변색을 방지하기위해 일반 사무용 종이(pH 5
정도)와 달리 종이의 pH기준을 중성 또는 알
카리성(7.5이상)이 되도록 하였고 훼손의 판정
근거인 내절(內切)강도(하중 4.9N)를 기존 사
무용 종이보다 2배이상 높이는 등 품질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실시하는 품질인증제도(보존용
품 품질인증마크)는 선진 각국과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영구보존마크,∞)에서 시행하는 품
질인증의 장점을 수용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우리나라 종이의 품질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것으로
판단된다.

2004·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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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각국의 인증마크 : 미국(AQ마크), 유럽(AF
마크), 호주(Permanence Quality마크)

3. 기대 효과
이번에 기록보존용 종이에 대한 품질기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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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에 따라 귀중한 역사자료의 보존 연한을
연장시킴으로써 그동안 낭비되어 왔던 국가예
산의 절감은 물론, 종이 기록물의 중요성을 다
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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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책 논 단

KS규격 심의, 어제와 오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이 문 보

장족의 발전과 새로운 문제

고 있다는 것이었다.
몇일 동안 골몰하여 번역해서 보냈다.

필자가 KS와 관계를 갖게 된 것은 1962

JIS를 읽어보면, 그 줄거리를 알겠지만, 그

년 5.16 군사혁명 직후부터라 할 수 있다.

분명한 뜻을 단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도

당시 신설된 상공부 표준국이 주무당국 인

어렵거니와, 또 그것을 한자 한자 짚어가며

데, 종로 1가 대로변의 좁은 2층 상가 건축

문서화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물을 청사로 쓰고 있었다. 그 앞을 지나갈

실감하였다.

때마다 두꺼운 널빤지에 한자로 상공부 표

그 재기 발랄한 N씨는 그런 일에 매달릴

준국 이라고 새긴 세로 간판이 그 초라한

사람이 아니었다. 얼마 후 퇴직하고 그의

건축물보다 크게 보여 인상적이었다.

소망대로 음반계에 진출, 성공하였다. 그리

어느날 N씨의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대학의 1년 선배로서 걸출한 인상과

다.

몸매를 지닌 쾌남인데, 졸업 후 엉뚱하게도

정부 조직이 개편 되면서 신설된 공업진

상공부 표준국의 공무원으로 잠시 재직 했

흥청이 KS주무당국이 되었다. 이 때의 청

었다. 뜻밖에 JIS규격서류를 내밀며 번역을

사는 영등포동에 신축한 대규모(당시로서

의뢰한다는 것 이었다. 주변에 일본어를 아

는) 건축물이었는데 회의 참석차 도심에서

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전문용어를 모르니

가려면 고역이었다.

일이 안되고 해서 부탁할 데를 찾지 못하

1

하여 필자는 얼마동안 KS와 뜸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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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 되기 시작하였다. 심의는 장기인 선생

언젠가 어떤 자리에서“KS란 무엇인가?

이 건축부회 회장으로서 중심이 되었다. 그

JIS를 그대로 한자도 안 틀리게 번역해놓은

는 이미 대한건축학회에서 건축용어를

것이지. 창피하지 않은가?”라는 비난의 말

1945년 광복 직후부터 혼자 원안을 작성,

이 들려올 때, 몹시 모멸감을 느꼈다. JIS와

심의, 제정을 주도 하였고, 이어서 6.25 직

다른 KS규격도 없진 않지만, 같은 것이 있

후부터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초안을 작성

는 것도 사실이다.

하고 심의, 제정을 주도한 바 있어 KS규격

왜 같아야 하는가? 왜 달라야 하는가?

심의에 가장 적합한 능력을 지닌 인사 이

감정 보다는 이성에 호소하고, 현실 환경을

었다. 1990년대 초까지 오랫동안 봉사하여

직시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기틀을 잡아주었다. 올해 89의 고령임에도

근자에 들어와서는 ISO규격을 적극 도입

아직 건축용어연구와 저술에 전념하고 있

하고 있는데 일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어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것도 있다.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이 규격

KS대상 분야의 확대 그리고 내용의 다양
화로 인하여 결국 이를 몇 사람의 능력으

을 받아 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거부하여야
하는가?

로 대응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일찍이 기업은 국내 시장을 확보하기만

자연히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을 요구하

하면 일단 성공이었고 또 그것을 목표로

기에 이르렀다. 전에 없던 전문위원회의 구

하였다고 한다. 이제는 세계시장의 확보를

성, 운영은 매우 적절한 시스템의 발전이다.

목표로 하지않는 기업은 존립할 수 없게

또 KS규격정비는 건축연구기관 등에 연

되었다고 부르짖게 되었다.

구 용역을 발주하여 얻은 연구 보고서를

KS는 초기 실태에 비추어 보면 어떤 면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도 역시 적

에서나 오늘날 장족의 발전을 하여 왔으나,

절한 조치이다.

아직도 반성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

한편 KS규격서에 부회 회장의 실명만을

니라고 생각한다

밝히더니, 이젠 심의위원 전원의 실명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심의 위원들에게 영

KS는 기술적 판단에만 의존하는가

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준엄(?)한 책임
의 소재를 밝히는 것이므로 압박감을 안
느낄 수 없게 되었다.

7,8년 전, 건축구조의 내화시험방법에 대
한 개정예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철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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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내화온도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었

내화피복 두께를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다. 이를 계기로 방화 단열재 업계가 발끈

해야 하지 않은가”

하였다.
화재에도 끄덕 없는 건축구조를 내화구
조로 인정하는데, 철근콘크리트구조가 그

조안전 이상으로 사람에 대한 안전이 먼저
이다”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철강재는 화재온

“KS개정안의 심의는 건축부회 소관 업무

도까지 가열되면 그 내력(耐力)이 반감되

이니, 부회 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므로, 철강재가 그대로 노출된 철골구조(강

사심없이 처리할 생각이다.”

구조)는 내화구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철

“빨리 결론을 내주기 희망한다. 이것 때

골부재를 방화단열재로 감싸면, 화재시 온

문에 향후 시설 투자 계획은 물론, 바로 내

도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비로소 내화

년의 생산계획도 못 세우고 있다. 좋은 방

구조로 인정된다.

향으로 결론 나기 바란다.”

당시 건축구조의 내화시험방법은, 소정시

“그것에 대하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

간동안 가열하여도 철강재의 표면온도가

의하려 한다. 생산업체에서도 대국적인 차

소정온도 이내로 억지된다면 내화구조로

원에서 전향적으로 심사숙고하여 주었으면

인정한다는 것이다. 연구결과로 뒷받침되고

한다.”

있는 개정안은, 그 소정온도를 상향 조정한

이 파장은 어찌 보면 철강생산업계와 방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방화단열재의 피복

화 단열재 생산업계와의 대립처럼 비추어

두께를 종전보다 줄여도 내화구조로 인정

지기도 하였다. 내화온도기준을 완화하면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방화단열재의

철골 공사비를 경감하게 되므로 철강 업계

수요를 줄이게 하는 효과에 이어진다.

쪽이 유리하고, 내화온도기준을 강화하면

그 어느 해 초겨울이었다. 방화단열재 생

방화단열재 생산업계는 소비량이 증가하므

산업체 임원들이 예고 없이 필자의 연구실

로 그 재료 생산업계가 유리하게 된다는

에 찾아 왔다.

등식을 생각할 수 있다.

“철골구조부재의 내화 온도기준을 완화

기술적인 면에서는 합리적으로 방화단열

하면 건축물의 안전상 큰 문제를 유발할

재의 피복 두께를 줄일 수 있다면 줄여나

수도 있다. 줄이게 해서는 안된다”

가야 한다. 하지만 막대한 시설투자를 해놓

“실험연구결과에 따라 주장하는 것인데

3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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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산업계가 위축되고, 그 파장을 생각하
면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양자에는 모두 당위성이 있다. 단순히

“욕조에 관한 KS규격에 해석상 문제가
있다. 유권해석(?)을 바란다.”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어느 쪽이 옳은 가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우리는 대규모 재건축조합으로서 아파

아니었다. 고민 끝에 KS의 문제는 단지 기

트공사를 발주하였다. 공사 시방서에 욕조

술적인 문제만은 아니며, 고도의 산업경제

는 KS합격품으로 명시되어 있다. 우리 조

상의 문제도 개재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

합측은 KS의 법랑욕조를 설치해 줄 것을

는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요구하는데, 수주한 건설업체에서는 KS의

부회 회의에서 장시간 논란 끝에, 개정안
대로 밀고 나가되, 연착륙을 위하여 최소한
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론 냈다.

인조대리석욕조를 고집하고 있다. 법랑욕조
로 관철할 수 없는가?”
법랑욕조나 인조대리석욕조는 KS 욕조
규격 중 재질상의 분류이다. 그러나 욕조의

시비 걸린 KS규격

치수와 형상은 재질상의 분류에 불구하고
통일되어 있다. 이것은 욕조 생산자, 건축설

1990년대의 어느날, 당시 재직 중이던 대
학의 연구실에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 동부지역의 모 아파트 재건축 조
합인데, 당신이 KS심의에 관계 하는가?”
“그러하다”
“KS규격에 대하여 당신에게 물어볼 일이
있어 그곳으로 찾아가겠다”

계자, 시공자 사이의 혼란을 예방하고 편익
을 증진함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세에 차이가 있고, 법랑욕조
는 고가인 것은 사실이다.
“시방서에 KS규격품이라고만 하였다면
법랑욕조도 인조대리석욕조도 모두 시방조
건에 합당하오. 결국 그 어느것으로 시공하

별로 좋은 예감이 아니어서 강의, 회의시

던 위반은 아닐 것이오. 수주한 건설업체에

간이 연속되어 있으니, 용건은 전화로 끝내

서는 KS규격품 중 싼 것을 채택한다는 것

자고 하였다. 꼭 직접 만나야 된다고 완강

은 상식이 아닐까요”

히 버티는 바람에 밀렸다.
얼마 후, 아파트 재건축조합 대표와 그
동행인이 들어섰다. 50대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이었다.

뜻밖에 결과적으로 건설업체의 주장을
두둔하는 꼴이 되고 말았으므로 그의 안색
이 심상치 않았다.
“시방서에 분명히 KS합격품이라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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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KS상의 법랑이던 인조대리석이든

방서 작성자는 당해 KS규격을 보지도 않고

그 중에서 욕조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

막연하게 KS규격품이라고 작성하였음이

이오”

분명하다.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도서에 분명히
법랑욕조라고 명시 하지 않았소?”

하지 않은 것이다. 표시방법이 복잡한 경우

그 말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KS

에도 따르지 않는다. KS규격도 가급적 1품

규격문의 한마디 한마디를 따지기 시작하

목 1규격주의의 원칙이 지켜지면 표시행위

였다. 친절하게 대답해 주니 2시간이 지나

에 혼란을 덜어줄 수 있다.

도 끝이 없었다.

KS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 방대한 KS규

“KS규격과 시방서로 보아서는 당신의 주

격을 비치하고 검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

장은 관철될 수 없을 것이오, 다만 수주한

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분야별 KS규

건설업체가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

격집을 만들어 보급하면 사정은 훨씬 호전

는 공사비예산서에 욕조 가격이 어떻게 반

될 것이지만, 표준협회에서 반대해 왔다. 발

영되어 있는지 참고로 찾아 보시오.”

상 바꾸어 인터넷으로 KS정보를 제공하는

몇 일 후에는 수주한 건설업체의 현장소
장이 전화를 걸어 왔다.
“우리의 주장도 설명할 필요가 있으니
곧 찾아가도 되겠소?”

방도를 실현시켰으면 좋을 것이다. KS는
규격을 제정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 활용 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
어야 한다.

“아니오, 조합측에서의 질문이 있었으나

KS규격문 내용도 그렇다. 그 내용을 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니, 이만 하겠

란 없이 쉽고도 엄정하게 전달되도록 작성

소”

되어야 한다.

왜 이와 같이 시비가 걸리는가. 여러 가
지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공사시

5

우선 KS규격상의 표시방법에 따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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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종합정보도 인터넷 시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부산지역본부장 강 신 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

체)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제10조의3(승강기 안전관련 정보의 종합관

통신망을 인터넷으로 전환하여 운영에 들

리)을 시행한 지도 어언 7년이 넘었다. 사

어갔다. 지금은 종합정보서버와 연계하여

람이라면 이제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이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웹 프로그램

급변하는 정보통신의 환경변화에 비추어보

을 개발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시험운영을

면 제2의 성장기에 접어들 시기이다. 한국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정상운영에 돌입했다.

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승관원’)이 승강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에서 중

기종합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

기과제로 선정하여 2000년부터 승관원에서

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도모하고자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두말할 필요 없이

숨가쁘게 달려온 보람이 있어 이제 그 첫

규정된 법정검사만으로 승강기의 안전을

단계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자체검
사를 통한 예방적 안전점검은 물론 이용자

작년 7월부터 승강기종합정보
일반인에 제공

의 이용문화 향상과 관리주체의 실질적인
상시운행관리가 동시에 기능 할 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효

그동안 4개 검사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해온

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종합정보에 안전관리주체(승강기이용자, 건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은 모든 관련자들이

물관리주체, 지방자치단체, 승강기관련단

승강기 종합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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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안전관리의 획기

관리평가시스템(Debit-Credit

System

for

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levator Safety : 이하 평가시스템)을 운용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SSA는 온타리

승강기종합정보센터운영

오주의 규격과 안전관련 법률을 집행하고 평
가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

웹서버의‘승강기종합정보센터’
는 건물·승강

는 기관으로서 이 시스템을 운용하여 최소한

기 기본사항, 검사이력, 검사유효기간연장이력,

의 인력으로 4만대가 넘는 승강기를 성공적으

특별관리대상이력, 사고이력, 업체현황, 유지관

로 관리하고 있다. 평가시스템은 5개 부문의

리품질평가이력 등 개별 데이터베이스를 연계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운영되며 평가결과

한 각종 현황 및 세부관리내역을 조회할 수

에 따라 6개월에서 3년 사이에 정기검사를 실

있다. 특히 승강기의 전반적인 안전상태를 예

시한다. 5개 부문의 데이터베이스는 ▲지난 3

측할 수 있는 유지관리품질평가는 시설 및 환

년간 엘리베이터 운행기록(TSSA 검사결과,

경, 유지관리품질, 검사이력을 종합하여 안전성

사고기록, 관리기록) ▲엘리베이터 관리(보수)

정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3개

회사의 관리기록 ▲엘리베이터 사용 년 수 ▲

관리부문 19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구분(건물용도) ▲엘리베이터 운행층수로

관리주체, 보수업체 등 사후관리 주체들에게

구성되어 있다.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점검과 상시운행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

회원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강화

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도
모하기 위하여 개발됐다.

승강기종합정보센터는 정보의 무분별한 유출
을 방지하고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저

정보운용을 통한 외국의 안전관리 사례

한 회원제로 운영된다. 관련기관, 관리주체, 보
수업체에 독립적인 사용자ID와 패스워드를 부

외국 선진국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계·생산

여하며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회원으로 가입할

단계가 아닌 사후관리단계에서 전국적으로 우

수 있다.

리와 유사한 사후관리시스템(유지관리품질평

관리주체에 부여된 사용자ID 및 패스워드의

가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조

경우 입주자 또는 건물관계자 등이 공유하여

사되었다. 다만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정부의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건물?승강기에 대한

인가기관인 TSSA(Technical Standard &

정보만 열람하도록 제한된다. 보수업체는 현재

Safety Authority)에서 국지적으로 승강기안전

보수계약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만 접속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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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2003년 3월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약 270개소, 관리주체 약 7만3,000개소, 보

최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가안전관리 정보

수업체 약 620개소 등이 회원가입 우선 대상자

화촉진을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어서 안

이다.

전관리분야의 데이터베이스 연계와 정보고도
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및
정보고도화 추진

이다. 승강기의 안전성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는 고장이력이다. 하지
만 승강기 관리주체의 인식부족과 기록관리

현재 우리나라의 분야별 정보화 수준은 상당

미흡 등으로 정보의 수집·조사가 어려운 실

수준에 올라 있다. 정보화인력도 풍부하고 IT

정이었다. 이에 승관원은 대국민 정보제공을

환경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점으로 119구조대의 승강기관련 출동이력

국가적 정보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많은

등 관련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승강

차이를 두고 있다. 정책과 운영시스템 등 전반

기종합정보와 연계하는 정보고도화 작업을 지

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으나 부문별 데이터

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베이스의 연계 미흡으로 인하여 정보고도화를

안전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정보관리

위한 시너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표준

인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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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인간은 혼자 살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라서 이것이 공동생활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

다른 사람과 서로 협력하여 공동생활을 해 나

이다. 이른바 지연사회(地緣社會:territorial

가는 이른바 사회적 존재(社會的存在:social

society), 또는 지역사회(地域社會 :local

being)이다. 즉 목적이나 환경을 의식함이 없

community가
)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본능적으로 서로 도우며 사는 생활이다. 따

또 하나 공동생활의 바탕이 되는 것이 곧 혈

라서 다른 사람과 일정한 사회관계(社會關

연관계(血緣關係: kinship)이다. 이같이 자연과

係:social relationships)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

혈연이 동일할 때 거기에 바탕되는 공동사회

다.

는 내적으로 강한 유대(紐帶:tie)를 가지면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

생활과 감정이 동질화(同質化)된다. 예컨대 미

까닭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군거(群

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맥이버(MacIver)는 공

居)의 본능(本能: gregarious instinct) 때문인지

동사회의 특징을 지역성(locality)과 공동체감정

아니면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보다

(community sentiment)에 두고 있다.

안정적이고 서로 의지하고 상부상조할 수 있

생활이 같고 감정이 같고 전통과 문화가 동

는 생활의 도움과 이익 때문인지에 관해서는

질일 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서로의 협력과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견해가 구구히 피력되어

협동이 이루어지며, 그 인간관계는 상호의존적

왔다.

인 것이 된다는 것이다. 역시 미국의 사회학자

공동생활이 인간의 생성과 더불어 결정지어

페어차일드(H.P.Fairchild는
) 공동사회의 특징

져 그것이 숙명처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야

을 자급자족(自給自足:self- sufficiency)의 측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인간

에서 관찰함으로써 공동사회가 갖는 고질적인

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이룩되는

폐쇄성(閉鎖性)을 들고 있다.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인간이 한

즉 공동사회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이나 전체

가족의 성원(成員)이 된다거나 또는 어느 촌

가 우선한다는 것이며, 그것을 <감정과 태도의

락이나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는 대체로

총체(totality of feelings and attitudes)>라고 정

전자의 예이며, 인간이 어느 단체, 정당 혹은

의하고 있다. 물론 이 밖에도 공동사회의 특징

회사 등의 성원으로 참가하는 경우는 바로 후

이 다만 지연·혈연·생활·감정·태도의 동

자의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이라는 객관적구조(客觀的構造:objective

전술한 대로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structures에
) 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남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더불어 살아 가

생활하는 인간 개개인의 <공동사회의 존재에

게 마련이다. 이러한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 바

대한 깊은 자각(自覺)과 이와 함께 생기는 권

탕중의 하나가 곧 일정한 지역(地域)이며, 따

리와 의무의 인식>에 따른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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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긴즈버그(M.Ginsberg)는 <규칙(規

와 우정이 그 근본이 되는 일종의 정신적 공

則:rules)의 공동체계>라 보았고, 오그번

동체이다. 일반적으로

게마인샤프트적

(F.Ogburn)이나 님코프(M.F.Nimkoff는
) <제도

(gemeinschaftlich인
) 생활은 상호부조 또는 상

(institutions) 의 집합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호의존적인 관계이며, 공동의 소유와 향락(享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학에서 공동사회에 대

樂 :enjoyment이
) 다.

한 개념과 특성과 그 구조와 기능 등을 가장

공동생활의 성원은 주거와 경지(耕地)혈연

명료하게 밝힌 사람은 다름아닌 독일의 사회

과 감정에 의해 중추적(中樞的)으로 구속되고

학자 퇴니에스(F.Toennies: 1855~1936)라고 할

그 관계는 사뭇 지속적이다. 모든 공동생활의

수 있다.

질서와 윤리는 그 관계가 지속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공동사회를 퇴

전통적이고 그리고 또한 고정적이다. 공동사회

니에스의 게마인사프트(Gemeinschaft라는
)
용

내부의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규제하는 권력

어로 대치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독일

은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출생(出生)·신

의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사회의 본질을 의

분(身分)·성(性) 등에 의해 수동적으로 받아

지(意志:Wille) 또는 정신(Geist)으로 보고 있

들여져야 한다.

다. 그 점에서 퇴니에스 자신도 공동사회인 게

현대사회처럼 개인의 능력·의지·노력·기

마인샤프트를 인간의 의지의 긍정적 관계라고

술 등에 의해 지배와 복종과 같은 인간의 상

설파하였다.

하관계(上下關係)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설

그것은 또한 실제적이고 유기적인 생명체이

사 능력과 기술이 부족하다하더라도 좋은 집

다.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인간 의지의 통일체

안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더구나 장남 적자(嫡

로서의 게마인사프트는 혈연과 지연 그리고

子)로 태어나면 그에 따르는 모든 권력과 영

심연(心緣)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혈연관계에

예는 자동적이고 세습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의한 게마인샤프트의 전형은 바로 부자(父

이와 같이 상하의 신분관계가 세습적이고

子)·부부·형제·친척 등을 모체로 하는 가

동시에 고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성원은 주어

족(家族:Famili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연관

진 여건이나 상황을 거의 숙명적인 것으로 체

계에 의한 공동사회는 토지를 매개로하는 공

념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거기에는

동생활이며, 근린관계(近隣關係: neighborhood)

하등의 변화도 어떤 발전도 없으며 사회자체

가 일반적 성격을 형성하고 있는 촌락에서 그

가 자연히 침체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공동사

전형(典型)을 찾아 볼 수 있다.

회의 전형을 봉건사회(封建社會)·농촌사회·

세 번째의 심연에 의한 공동사회는 신성시
되는 것에 대한 공동의 관여이며, 서로의 이해

미개발사회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2004·1월호

●

시책논단

10

시책논단~업무계획 2004.3.23 5:37 PM 페이지11

서로의 이해와 협동적인 정서(情緖)를 바탕

불어 학술·정치·종교 방면에도 새로운 풍조

으로하는 게마인샤프트적인 공동사회는 의술

를 받아 들여 근대 문화의 기초를 이룩하였다.

과 기술의 발달, 생산량의 증대, 교통편의의 증

그러나 공동 사회적인 규제를 스스로 탈피

가, 인구의 증가, 지혜의 발달 등으로 서서히

한 인간은 합리적인 이익사회에 살면서도 그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그 위에 이기주의와 허

사회가 갖는 무절제한 경쟁과 자유방임적인

언(虛言), 기교(技巧)와 화폐욕(貨幣慾) 그리

질서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한편으로는 공동

고 또 향락욕(享樂慾)과 명예욕 등이 전통적

사회적 질서에로의 회귀(回歸)를 생각하게 된

인 공동사회의 붕괴를 재촉한 것도 엄연한 사

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계획사회(計劃

실이다.

社會)에로의 재조직을 시도하고 있는 측면도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 공동체의 붕괴

엿보인다. 하지만 여하튼간에 공동사회가 모든

는 상업의 외적 지배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지

사회집단의 하나의 기초집단임은 재론할 여지

을 수 있겠다. 즉 자본주의의 대두와 도시의

가 없이 분명한 것이다.

출현으로 전통적인 공동사회인 게마인샤프트

운명과 생활을 같이하는 조직체가 공동체인

는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이익사회, 즉 게젤샤

데, 여기서는 인간의 공동생활이 행하여지고

프트(Gesellschaft로
) 서서히 또는 급속히 이행

있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사회과학 분야에

해 가는 것이다.

서는 코뮤니티(community의
) 역어(譯語)에 해

이를 사상적으로 고찰해 볼 때, 문예부흥(文

당시켰으나, 그 경우의 공동체는 어소시에이션

藝復興:the Renaissance)을 계기로 한 개성의

(association에
) 대응하는 개념(槪念)으로서 인

자각과 인간성의 해방은 계몽주의사상과 경험

간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지역을

적인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이룩하였고, 그것

지칭한다. 인간의 사회적 제관계(社會的諸關

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각성을 고취시

係)의 모든 것을 그 내부(內部)에서 찾아볼 수

켰다. 또한 이러한 내면적 자각과 외부로부터

있는 지역사회를 가리킨다.

의 상업의 지배는 서로 상승작용(相乘作用)을

공동체의 기초는 지역성과 공동체감정(共同

하면서 공동사회를 여지없이 붕괴시켰던 것이

體感情)의 두 가지로 압축해서 묶어서 생각할

다.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용어는 경제사적

문예부흥은 14~16세기 사이에 유럽에서 중

(經濟史的) 개념으로서 쓸 때가 오히려 더 많

세 그리스도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개인의 해

으며, 자본제생산(資本制生産)에 선행하는 형

방, 인간 중심의 학문과 예술이 크게 일어났던

태로서만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

사상계의 대혁명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에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학문예술의 부흥과 더

이나 구성원의 개인적 자유에 대하여 가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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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력한 규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공동체규

어진 사회적 관계인 것이다. 여하튼 동일한 목

제(共同體規制: Gemeindezwang)라 칭한다.

적을 가졌거나 동일한 환경에 놓여있는 여러

이와 관련하여
《공동사회(共同社會)와 이익
사 회 (利 益 社 會 )》(Gemeinschaft

사람이 일정한 기간 또는 무기간(無期間)으로

und

한데 모여 일정한 장소에서 서로 도우며 사는

Gesellschaft)는 독일사람 퇴니에스의 저서로

생활인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본래 개미

1887년에 간행되었다. 인간의 의사(意思)에는

(ants)나 벌(bees)같이 목적이나 환경을 의식

본질의사(本質意思: Wesenwille)와 선택의사

(意識)함이 없이 생래적(生來的)으로 일정한

(選擇意思:Kuerwille의
) 두 종류가 있으며, 그

장소에서 서로 도우며 사는데 길들여져 있다

에 대응하여 사회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의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유형(類型)으로 자연히 구별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이 2분법(二分法)외에 생명발전의 3단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물적·동물적·인간적
또는 유기적·동물적·정신적의 3분법을 취하
고 공동사회와 이익사회가 각기 이 3단계로
분류되어

모두

여섯

개의

범 주 (範

疇:Kategorie가
) 생긴다고 하였다. 퇴니에스는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옮아가는 것을 당연
한 역사의 발전법칙으로 보고 이익사회가 더
나가지 못하게 되면 다시 공동사회로 돌아오
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적(實際的)이고 유기적 생활체로 감
정·충동·욕망의 자연적인 통일인 본질의사
(本質意思)에 그 터전을 두는 사회에서 인간
은 원래 태어났다. 이러한 사회는 가족이나 촌
락처럼 혈연·지역·정신의 세 가지가 연결되
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회의 낮은
단계에서는 지배적(支配的)인 형태(型態)로서
협동체의 근간이 되고 있다.
곧 상호간의 애착 또는 공동이해관계로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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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센서의 기술동향
전자부품연구원 나노메카트로닉스 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이 대 성 leeds@keti.re.kr

최근 유비쿼터스 기술이 화두에 오르면서

마련되었다. 또한 CMOS 기술과 SOC 기술의

스마트 센서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발전은 MEMS 기술의 마이크로 센서에 MCU

본고에서는 스마트 센서의 기술에 대해 설명

의 집적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결국 컴퓨

하고 스마트 센서 기술이 기본이 되는 무선센

터가 갖는 우수한 데이터 처리 능력, 판단기능,

서, TPMS 센서, 유비쿼터스 센서를 소개하고

메모리기능, 통신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

자 한다.

었다. 따라서 스마트 센서는 종래의 센서에는

Ⅰ. 스마트센서란?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기능과 새로운 응용분야
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smart)라는 것은‘똑똑한’
,‘영리한’
,

스마트 센서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현상을

‘산뜻한’이라는 의미로 스마트 센서(smart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센서의 단순 기능이외에

sensor)는 결국 똑똑한 센서, 영리한 센서이다.

논리제어기능, 통신기능, 판단기능을 가져야 한

즉 지능화된 센서(intelligent sensor)를 말하는

다. 여기서 논리제어기능은 센서신호의 디지털

것으로 센서와 MCU(micro computer)를 비롯

화 및 보정/보상을 하고 동작제어를 말하며

한 반도체 집적회로가 결합한 형태이다.

통신기능은 주로 표준화된 디지털통신 프로토

1980년대 이후 종래의 센서에 접목되기 시작

콜을 이용하여 센서신호를 외부에 전달하고

한 MEMS 기술이 실리콘 기판 자체를 3차원

제어신호를 받는 것이다. 판단기능은 제어기능

구조물로 가공하여 초소형 압력센서, 가속도센

과 더불어 센서의 최적화 및 자기진단, 전원관

서, 자이로센서 등을 제작하면서 센서의 소형

리 등을 일컬으며 더 나아가 센서에서 얻은

화, 집적화 및 지능화에 대한 기술적 바탕이

데이터의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는 수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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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간다. 스마트 센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세대 : Discrete Sensor

수준 높은 신호처리회로가 센서에 지원되어야

온도, 압력, 가속도, 변위 등의 물리량

한다. 집적도에 따라 구성과 기능이 가감되지

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의

만 지능형 센서의 일반적인 구조는 센서소자,

센싱소자와 증폭, 보정, 보상의 기능의

아날로그

신호처리회로가 별개로 분리되어 있

증폭회로,

디지털제어회로,

ADC/DAC, MCU, 비휘발성 메모리, 통신 인터
페이스 등으로 구성된다. 다중 센서의 경우는

는 초기의 센서의 형태이다.
2세대 : Integrated Sensor

멀티플렉서(MUX)를 사용하여 나머지 기능을

센서의 잡음성능을 높이고 소형화하기

공유한다.

위해 센서와 신호처리회로가 결합한
형태의 집적화된 센서로 MEMS 기술

Ⅱ. 센서의스마트화 발전과정
센서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우수하고 통신기능을 가지며 자체 판
단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센서의 소형화, 고성능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이며 결국 시장의 요구가 스마트 센서에 귀결
되는 것이다. 그림 1은 센서의 발전과정을 도
식화한 것으로 discrete sensor에서 integrated
sensor, digital sensor를 거쳐 smart sensor로 진
행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도입되면서 활발히 개발되었다.
Laser Trimming 기법과 같은 아날로
그 보정 및 보상 기법이 적용되었다.
3세대 : Digital Sensor
mixed signal CMOS 기술의 발전으로
아날로그회로에 디지털회로가 함께
집적되면서 센서의 이득, 오프셋, 비선
형성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보정하고
보정데이터를 비휘발성 Memory에 저
장하게 되었다. 또한 ADC 기능을 추
가함으로써 출력을 디지털 코드로 변
환하고 이를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가
능해지고 초보적인 네트워킹 센서로
활용되게 되었다.
4세대 : Smart Sensor
MCU(Micro Computer Unit)가 센서에
내장되는 형태로 MCU의 제어, 판
단, 저장, 통신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그림2 . 스마트 센서의 개념 및 발전과정

42

기술표준 ● 2004·1월호

센서의 성능을 높이고 Multi-sensor,

주요KS~ 2004.3.23 5:37 PM 페이지43

기 ·술 ·표 ·준 ·동 ·향

Network sensor, Ubiqutus sensor로의

있어 왔다. 실제로 스마트 센서는 Board Level

진화가 가능해졌다. SOC(System

에서 실현된지가 오래이나 본고에서 말하는

On a Chip)기술의 대표적인 응용이다.

마이크로 스마트 센서는 MCU의 가격이 낮아
지고 Network 센서, 유비쿼터스 센서의 수요에

소형화는

최근의

나노기술,

특히

의해 제품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
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술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MEMS는 전기적 요소와 기계적 요소가
결합한 IC 부품 또는 시스템을 말하며 반도체
제조의 크기와 정밀도를 갖는 기계 구조물을
실리콘 기판 또는 다른 가능한 기판 상에 구
현하고 이를 전기적 회로와 연결하여 기능은
발현하는 기술이다. MEMS 제조공정 기술로
는 크게 Bulk Micromachining, Surface
Micromachining 및 LIGA로 나눌 수 있는데 센
서의 구조물을 초소형으로 제작하는 기술로
활용된다. 여기에 신호처리회로 IC를 센서와
함께 집적화하기 위해 post-CMOS(BIPOLAR)
또는 pre-CMOS(BIPOLAR) 공정기술이 적용
되어 이로써 integrated sensor가 실현되는데 대
표적인 센서로는 Bosch, Fuji 등의 절대압센서
와 모토롤라의 가속도센서이다. 이후 mixed
signal CMOS 회로가 보편화되고 EPROM,
EEPROM의 비휘발성메모리가 센서에 탑재되
면서 센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보정 및 보
상에 있어 디지털 제어가 가능해졌고 간단한
통신기능을 내장하게 되었다. MCU는 기본적
으로 Memory와 제어, 통신기능을 갖고 있어
MCU를 센서에 내장하기 위한 시도는 꾸준히

Ⅲ. 스마트센서의보정 및 보상기술
센서의 스마트화는 전자적 트리밍(Electronic
Trimming)기술에 대한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전자적 트리밍이란 센서가
갖는 에러, 오프셋, 비선형성 등의 출력보정을
전자적 수행하는 것으로 그림 4와 같이 디지
털 트리밍 소자를 이용하거나 ADC/DAC를 통
한 전압/전류 조정, 또는 DSP/MCU를 통한
보정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산출한 보정데이터
는 비휘발성메모리(EPROM, EEPROM)에 저
장한다.
종래의 센서의 경우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은
후막저항의 Laser Trimming이나 Discrete Diode
Fusing 등의 아날로그 트리밍 방식을 사용하였
다. 이 아날로그 보정은 보정폭과 항목이 제한
적이며 정확도가 낮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기 때문에 센서의 가격을 낮추기가 어려웠다.
더욱이 장기간에 걸친 센서 성능저하(Lone
term degradation)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에
비해 전자트리밍은 보정범위가 획기적으로 커
지고 비선형도 보정이 가능하다. 또한 제조 시
에는 batch test 및 in-line trimming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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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많은 센서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제조시
간을 줄이고 제품가격을 크게 낮추었다. 전자
트리밍기술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미세조
정을 하기 위해 계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레이저트리밍의 경우 트리밍이 끝
난 이후 재조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EEPROM
을 이용하는 트리밍은 간단히 계수를 변경한
후 다시 저장하면 된다

그림6. digital trimming을 적용한
그림3. Laser Trimming

압력센서용 스마트 IC

Ⅳ. 스마트센서의활용분야
1. 스마트 압력센서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7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한 3차원 미세가공 기술인 MEMS 기술은
그림4. Metal Fusing

종래의 크고 복잡한 구조의 기계식 센서를 일
괄 생산공정이 가능한 초소형, 초경량의 전자
식 반도체센서로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MEMS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최초의 센서
는 실리콘 마이크로 압력센서로서 1980년대부
터 상품화되어 자동차의 MAP(Manifold
Absolute Pressure)센서로서 응용되기 시작하였
고 1990년대에는 신호처리회로가 센서와 함께
집적된 one-chip 압력센서가 개발되었다. 향후

그림5. digital tr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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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압, 브레이크압, 오일압, 에어컨압 등으로 적

다. 동작을 보면 센서의 아날로그 출력을 ADC

용분야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한 후 PROM에 저장된 보정데이터를 가지고

그림 6은 신호처리회로가 센서와 함께 집적

보정하여 DAC를 통해 아날로그 출력을 보낸

된 센서로 현재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는

다. 보정 데이터는 시리얼 I/F를 통해 입출력

MAP Sensor이다. 이는 상기 센서의 발전과정

되도록 하였다.

으로 구분하면 Integrated Sensor에 해당된다.
Bipolar 반도체회로가 적용되었고 Laser

2. 마이크로 무선센서(Micro Wireless Sensor)

Trimming과 Metal Fusing 보정방식이 적용되

센서업체에서는 많은 시장수요의 압력에 의

었다. 그림 7은 최근 인피니온사에서 출시한

해 무선기술의 세계로 전향하고 있다. 무선센

절대압센서로 그림 6과 달리 CMOS 회로와

서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보안산

EPROM을 사용하여 스마트 센서를 구현하였

업으로 RF-ID는 물론 침입감지를 위한 적외선

그림7. Integrated Pressure Sensor

그림8. Smart Pressur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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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mm-wave 센서, 도어 스위치 등에 무선
기능이 포함되어 무선화가 가장 앞서 있다. 최
근에는 유통분야의 바코드를 대체할 무선
Tag, 스마트 빌딩의 무선센서, 지능형 도로시
스템의 환경센서 등에 대한 무선기술이 광범
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무선센서의 시장경쟁력 확보는 PCS 기술의
비약적인 성장에 따라 무선장치의 원가가 낮
아지고 성능이 향상되어 가능해졌다. 이와 더
불어 소형화와 저전력화에 대한 기술이 필수

그림9. Smart Wireless Micro Sensor

적으로 뒤따라야 하는데 MEMS 기술과 스마
트 기술은 이러한 요구의 해답이 되고 있다.

석에 설치된 전용수신기로 구성되어 있고 시

무선 센서 산업에 대한 수익이 2008년에 1억

동을 켤 때마다 모든 타이어의 압력상황이 체

11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Frost $ Sullivan

크돼 계기판으로 압력정보가 전송되고 위험

의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무선 센

징후 시 운전자에게 경고알람을 보내며 디스

서의 개념은 센서 기술 영역 중 매우 매력적

플레이를 통해 위급상황을 무선으로 알려준다.

인 영역으로 산업용, 상업용, 소비자 사용의 잠

TPMS 센서는 회전하는 타이어 링에 장착

재성은 상상할 수도 없다. 다음에 언급할

되기 때문에 소형화는 물론 유선으로 전력을

TPMS 센서, 유비쿼터스 센서의 기본기술이

공급하기 어려워 무선으로 공급하거나 배터리

된다.

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전력 마이크로
스마트센서가 필수적이며 측정결과를 송출하

3. TPMS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센서
스마트와 무선센서 개념이 합쳐진 대표적인
센서가 운전 중 타이어의 공기압·마모상태
등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TPMS 센서
이다. TPMS는 4개의 타이어 내부 링에 장착
된 무선 송신기와 압력·온도센서 모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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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무선링크가 필요하다. TPMS는 보통
영하 40도에서 영상 150도의 가혹한 조건에서
10년을 버티는 내구성을 요구한다. 향후
TPMS는 차량용 블루투스로 정보를 보내고
배터리 없이도 작동하는 무전력 기술을 채택
할 것으로 보인다. TPMS는 적정한 공기압을
유지해 타이어 내구성, 승차감, 제동력을 향상
시키고 연비의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가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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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체에 의지할 때 유비쿼터스 혁명은 급속히 확

미국 정부는 타이어의 안전문제가 사회적

산될 수 있으며 무선 매체에 의해 창출되는

이슈로 부각되자 2003년 11월부터 오는 2006년

공간만이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을 통합할 수

까지 자국에서 출고되는 모든 승용차와 경트

있다고 한다.

럭 등에 압력센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주변환경을 감지하는 센서는 유비쿼터스 환

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BMW·벤

경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미래

츠·인피니티 등 내로라하는 고급차들은 서둘

의 센서 네트웍 기술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

러 TPMS를 채택했고 국산차도 미국 현지판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센

매를 위해서는 TPMS 장착이 불가피한 실정

서가 생활공간에 확산되는 단계다. 정보가전을

이다. 미국에 이어 안전관리가 철저한 프랑스,

비롯해 소파와 침대 그리고 도로 곳곳에도 작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도 차량에 TPMS 탑재

고 저렴하며 소비전력이 낮은 센서들이 내장

를 법제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된다. 이들은 독립 독립된 센서로서 고유의 기
능을 수행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이들 센서가
연결되는 단계다. 즉 정보기기 속에 숨어 있던
센서들은 단일 네트워크로 통합되어 각자의
정보를 주고받는다. 마지막 발전 단계는 각종
센서들의 정보가 종합화되는 단계다. 센서들이

그림 10.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제공하는 개별적인 정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던 종합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단

4. 유비쿼터스(Ubiqitus) 센서
유비쿼터스란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언
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을 나타내
며 물이나 공기처럼 우리 주변환경에 내재되
어 모든 사물 및 사람이 보이지 않는 네트웍
으로 연결된 새로운 공간을 의미한다. 유비쿼
터스 혁명은‘언제?‘어디서나?에?무엇이라도?
를 추가하여 점 조직과도 같은 무선망에 의해
서만 성공할 수 있는데 즉 전파라는 무선 매

계다.
이와 같은 유비쿼터스 센서는 스마트 센서
의 응용분야로 무선 통신 네트웍 기능이 강화
된 것이다. 센서 네트웍 환경에 적합한 OS가
내장되어 센서로의 엑세스 및 제어가 용이하
고 plug & play와 같이 접속이 손쉬워 진다.
센서의 지능을 한단계 높여야 가능한 일이다.
유비쿼터스 센서의 응용분야로는 지능형 빌
딩내의 환경 컨트롤, 생산공정 자동제어, 창고
물류관리, 병원에서의 물품/정보 관리 및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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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원격감지, 지능형 교통시스템, 텔레메틱스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미국 UC 버클리 대
학에서는 극소형의 센서간의 ad hoc 망인
PicoRadio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UCLA
에서는 초소형 환경감시용 영상센서 네트웍인
WINS(Wireless Integrated Network Sensors)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또 MIT Microsystems 연
구소에서는 전력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
형 센서네트웍 플랫폼인 μAMPS(Micro
Adaptive Multi-domain Power awar Sensors)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유비쿼터스 센서는
네트웍의 고밀도 특성, 제한적 전력원, 극한적
전파환경 등을 고려한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
고 있다.

Ⅴ. 스마트 센서의 시장
스마트센서의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모토롤
라의 예측에 의하면 2005년에는 세계의 센서시
장은 23조원으로 확대되어 그 중 9조2천억원은
반도체 스마트센서가 점유하게 될 것으로 보
고 있다. 광전자 분야의 스마트센서 판매량은
2006년까지 연 20 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OIDA(Optoelectronics Industry Development
Association는
) 예상했다. 또한 자동차의 전자
화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차량의 동적제어를 위
한 가속도계와 엔진제어를 위한 압력센서 그
리고 타이어 압력센서, Gyro Sensor, Mass
Flow Sensor, AQS sensor 등의 자동차용 스마
트센서의 적용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BI(Allied Business Intelligence)에 따르면 자
동차 부품용 반도체 시장은 2002년 1백23억 달
러에서 2007년 1백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

그림 10. DARPA의 센서 Network와 Smart Dust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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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된다. 애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살펴
보면 우선 안전성과 관련하여 에어백 분야가
2001년 6천9백90만 유닛으로 반도체 수요를 주

달러로 예상된다.

Ⅵ. 맺 음 말

도하고 있는 가운데 ABS(Antilock Braking

똑똑한 센서, 스마트 센서는 MEMS 센서기

System),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술과 VLSI 기술의 MCU가 만남으로써 실현되

System), 충돌 경고 시스템 등이 그 뒤를 따르

고 있고 무선센서, 유비쿼터스 센서로 발전하

고 있다. 보안성 문제에 있어서도 KES (

고 있음을 보였다.

Keyless Entry System)와 이모빌라이저

21세기 인간 중심의 사회에선 자동차·의

(Immobilizer) 분야가 2001년 기준 각각 2천5백

료·공장자동화·환경·운수·우주항공 등 산

80만 유닛, 3천1백30만 유닛 규모의 시장을 형

업 전 분야에 걸쳐 고성능 및 다기능화된 마

성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06년까지 점점 더

이크로 스마트 센서 수요가 클 것으로 판단,

늘어날 것으로 SA(Strategy Analytics)는 예상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기술 확보에 박차

했다. 화학제품 생산분야에서도 스마트센서 수

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센서 분야의 기술 종

요가 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장은 2002년

속을 탈피하고 미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선

23억 달러 규모에서 2006년에는 34억 달러로

센서 칩 제작기술을 포함한 스마트 센서 기술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표준

분야는 2002년 50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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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

산

업
광전재료과 공업연구사 신 재 혁
02)509-7233

1. 전지산업현황
최근, 수년간 가속화되기 시작한 정보통신 산
업의 발달은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캠코더 등
이른바 3C로 불리는 휴대형 전자기기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5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 및 폴리머 전지·전지자동차
용 니켈수소(Ni-MH)·하이브리드형태 등의 2
차전지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
히 대표적인 차세대 소형 이차전지인 리튬이
온 전지의 경우 시장점유율면에서 일본에 이
어 세계2위의 위치에 있으나 1위인 일본의
67%인데 반해 19.4%에 불과하여 1위와 2위이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지산업이 그나마 중국을 제치고 세계2위의
설 수 있었던 것은 지난 97년부터 LG화학·
삼성SDI·SKC 등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20여
개 전지연구조합 회원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 수행한‘차세대 소형전지의 중기거점 사
업’
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리
튬이온전지의 핵심재료 및 제조기술 개발, 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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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리튬이온전지의 핵심장비 및 제조기술
개발, 혼합계 리튬이온전지의 제조기술 개발,
리튬고분자전지의 재료 및 제조기술 개발 등
에 대한 연구개발이 완료되었으며 D&I 캔
45%, 격리막 20%, 충방전기 63%, 코팅머신
23%, 압축절단기 45% 등 핵심부품 및 제조공
정 부문에서 상당한 원가 절감가 가능하여 97
년 셀당 7달러에 이르렀던 제조가격이 3달러
이하로 인하돼 휴대폰·노트북 PC 등 국산 IT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차세대 소형전지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각종 전자제품의 고에너지 밀도 동력
원으로, 작고 가벼울 뿐 아니라 긴 사용시간
및 수명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
키는 첨단전자제품의 중요한 부품이 되고 있
다. 그러나 제조회사마다 그 성능 및 사양이
다양하여 관련제품의 개발이나 이용에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세트 메이커 및 사용자 측면
에서도 부품의 호환 이용·안전성·신뢰성 등
의 문제로 공인된 시험규격 및 평가방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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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리튬이온전지의

TC 21에서 제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규격현황

안정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

은 25개이고, 현재 진행중인 규격은 12개이다.

지의 안전유해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승용차 등 운송 수단을 생산하는 최근 자동차

으며 전지의 성능·안전성 평가센터의 구축을

업계에서 로봇 조립라인을 사용하면서 SLI-전

통한 업체들의 원활한 제품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의 사용이 스타터 전지의 디자인에 큰 영향

지원할 계획이다.

을 미치고 있다. 또한, 트럭이나 전기적 운반기

2. 전지관련 한국산업규격(KS) 현황

구에 사용되는 산업 열차용 및 고정형 전지도
기술개발에 따라 그 규격을 변화시키고 있는

KS 규격 중 전지 분야의 규격은 54종이며 이

반면 전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요건들은 감

가운데 차세대 소형전지로 분류되는 리튬이온

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전지 및 니켈수소 전지 규격은 3종만이 존재

항공기용 전지 성능에 관한 북미와 유럽의 규

할 뿐이며 대부분이 납축전지와 니켈-카드뮴

격을 통일화하려는움직임이 있으며, 이러한 내

전지에 관한 규격이고 태양전지 관련 규격은

용은 IEC 규격개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IEC 규격의 KS 규격 부합화를 통해 23종으로

납축전지는 알칼리 일차 및 이차전지 제품 규

증가되었다.

격과 상업적으로 공통 사항이 많아 작업 그룹

3. 전지관련 국제표준화 현황
□ IEC/TC 21 : 이차전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P-회원기구가 21개
국, O-회원기구는 14개국이며, 관장 범위는 산
업 및 소비자용 등 용도와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2차전지 전지 제품에 관한 표준을 마련
하는 것으로 현재 6개의 작업그룹과 1개의 유
지팀(Maintenance Team)이 형성되어 규격작
업을 수행하고 있다. TC 21은 전지 제조업체
와 사용업체 대표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
지며 현재 가장 많이 다루어진 전기화학 시스
템은 납축전지와 니켈-카드뮴 전지이다. 현재

간의 공동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 SC21A : 알칼리 및 비산성 전해액을 사
용하는 이차전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P-회원은 21개국
이며 O-회원은 12개국이다. 관장 범위는 알카
리 또는 비산성 전해액을 포함하는 모든 밀폐
형과 배기형 2차 단전지 및 전지에 관한 표준
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제정되어 관리
되고 있는 규격은 15개이며, 4개의 working
group과 1개의 project team이 형성되어 2개의
규격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니켈-카드뮴 전지가 2차전지 시장의 상당부분
을 차지하고 있지만, 니켈수소 전지 및 리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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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기존제품 및 첨단 신제품으로의 적용이

안정성과 관련된 규격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규격화 및 안전

있다.

성에 대한 규격화가 우선 작업으로 고려되고
있다.

□ IEC/TC 82 : 태양광발전 시스템

아울러 환경보존 차원에서 전기자동차용 전지

태양광발전의 부품과 시스템 및 태양에너지

에 관한 규격이 개발되고 있으며, 사용한 전지

의 광전변환 시스템 과 관련 시스템의 모든

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앞으

요소에 대한 국제규격을 관장하고 있으며 현

로의 규격제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재 P-회원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2개국이

□ IEC/TC 35 : 1차전지

며 O-회원국은 11개국이며 29개의 규격이 제
정되었고 17개의 규격이 진행중이다. TC 82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4개 국가가 P-

는 유럽연합 산하 JRC(Joint Research Centre)

회원으로 12개 국가가 O-회원으로 활동하고

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로 8개의

있으며 시방 및 치수, 특성 등의 검사를 중심

작업그룹을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으로 한 1차전지에 관한 국제규격을 작성하고

IEA/PVPS(International Energy Agency/

안전문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Photovoltaic Power System)과도 긴밀한 협력

TC35(1차전지 및 밧데리)에 2002년 8월 O-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member에서 P-member로 지위가 변경된 후
같은해 10월 처음으로 총회에 참가하였다. 현

□ IEC/TC 105 연료전지기술

재 국내 1차전지분야는 선진국에 비하여 국내

고정 FC(연료전지) 전력 플랜트와 같은 모

업체의 내수 성장력이 낮은 수준이며 이에 따

든 FC 응용품, FC 추진 시스템과 같은 전송용

라 TC 전문가회의의 참석에 있어서도 적극적

FC 및 보조 전력장치와 휴대용 TC 전력발생

이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 대학,

시스템용 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국제규격을

연구소의 관련 전문가를 최대로 활용하여 동

관장하고 있다. 연료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

Working Group회의와 관련 Joint Working

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규격개

Grou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이 필요

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7개의 규격이 제정되었

15개국의 P-회원과 8개국의 O-회원국이 있으

으며 7개의 규격이 진행중이 있고 5개의 작업

나 현재까지 제정된 규격은 없으며 8종의 규

그룹 중 WG8에서 리튬전지에 관해 TC21/

격에 대한 제정작업이 진행중이며 7개의 작업

SC21A와 공동작업을 하고 있으며 WG9에서는

그룹에서 신규 규격의 개발중에 있다.

52

기술표준 ● 2004·1월호

표준

주요KS~ 2004.3.23 5:37 PM 페이지53

최/ 근/ 기/ 술/ 정/ 보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국제표준화 역할 강조

200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보사

ISO 회장의 지원과 ISO 회원국 기관들의 협력

회 세계정상회의(WSIS)는“정보사회의 구축:

으로, 이 표준화 메시지는 5개 WSIS 지역 준

새천년 세계적 도전”원칙 선언에서 국제표준

비회의에서 유포되었다. 또한 제네바에서 개최

화가 세계 정보사회 발전의 주요 요소임을 다

된 WSIS 준비회의들을 통하여 정부 대표단들

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과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표준화는 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필수요소 중

알란 브라이든 ISO 사무총장은“WSIS 준비절

하나로, 국제표준의 개발 및 채택은 특히 강조

차는 ISO, IEC 및 ITU-T가 국제표준화 체제

되어야 한다. 개방적, 상호운용적, 비차별적, 사

의 촉진 및 화합 모색을 위해 설립한 세계표

용자 및 소비자 요구를 고려한 수요기반 표준

준협력(WSC: World Standards Cooperation)의

의 개발과 사용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정보

후원으로 진행된 ISO, IEC 및 ITU-T 협력의

통신기술의 발전 및 확산과 보다 합리적 이용

성공적 사례
“라고 밝혔다.

을 위한 기본 요소이다. 국제표준의 목적은 소
비자들이 기초기술과 상관없이 전 세계 서비
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창출이다.”
이러한 성과 도출을 위하여, 국제표준화기구
(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신전
화자문위원회(ITU-U) 간에 공동 프로젝트 팀

세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준비단계부터 수용
되고, WSIS 최종 문서에 반영됨으로써 국제표
준화 역할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 전달이 가능
하였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이 구성되었다. 이 팀은 또한 UN/CEC(유엔유

3일간 진행된 이번 정상회의는 더 나은 세상

럽경제위원회)와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WSIS

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공유하려는 다양한

회의 준비절차를 따르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이루어낸 최초의 세계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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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었다. 176개국의 국가수반 및 장관, 50개

WSIS는 학교, 마을, 정부 및 병원을 모두 연결

국제기구, 50개 UN 기관, 98개 민간기관 및

하여, 2015년까지 세계인구의 절반이 정보통신

481개 비정부 기구에서 11,000명 이상이 정상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하였다.

WSIS는 국가적 e-전략을 이 목표 달성을 위

WSIS 회의는 정보통신기술을 최우선 목표로

한 주요 수단으로서 명확하게 공인하였다. 공

정하도록 정책 입안자들의 의지 및 참여를 증

공 장소의 연결, 학교 교과과정의 개정, TV 및

진하고, 공공 및 민간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

라디오 서비스 범위의 확장, 풍부한 다언어 콘

견교환을 통한 상호이해 기반의 협력을 목표

텐츠 육성 등이 국가 수준에서 정부가 추진해

로 한다.

야할 강력하고 필수적인 역할들로 인식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국가적 전

있다.

략 및 목표를 강조하는 정보화사회 선언 원칙

2차 정상회의는 2005년 튀니스에서 개최될 예

과 행동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함

정이며, 2003년 제네바에서 정한 야심 찬 목표

으로써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되었다.

들의 경과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튀니스 회의

코피아난 UN 사무총장은“기술은 정보사회를
탄생시켰고, 이제 무역, 원격의료, 교육, 환경보

까지 2년 동안의 노력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올바른 진전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표준

호 등 정보사회의 구축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수

위 글은 2003년 12월 30일자, ISO Ref 887

준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가까이에

에서 발췌 번역 ·분석한 것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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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ISO 14000 프로그램

“어린이 ISO 14000 프로그램”
의 목적은 전 세

해각서에서 ISO 중앙사무국은 이 프로그램의

계 어린이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증진이다.

추진을 위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하고, 147개국

ISO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을 높이고,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어린이 ISO 14000 프로그램”의
추진 및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ISO 14000 환경경영시스템 표준의 조직화
(organizing) 원칙에 근거한 어린이 ISO 14000
프로그램은 일본의 비영리, 비정부 기구인
ArTech가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0년에
시작되어 현재 국제 수준으로 발전한 이 프로
그램에 50,000명 이상의 일본 학생들이 참여하
고 있다. 유엔대학(UNU)과 유엔환경계획
(UNEP) 또한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
2003년 10월 24일 알란 브라이든 ISO 사무총장
과 다카야 가와베 ArTech 사무총장은 도쿄에
서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에
ISO 명의 및 로고 차용을 위해 두 기관간에
체결된 2002년 계약을 재확인하였다. 신규 양

의 ISO 국가표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세계적
보급을 장려함으로써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였
다.
알란 브라이든 ISO 사무총장은 이는“환경에
대한 인간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기 위
해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고 환경관련 실행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도구는 118개국에서 50,000개 이상의
기관들이 실시중인 ISO 14001 환경경영표준과
같은 국제표준이다.
ISO가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
유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들이 수행한
작지만 실질적인 방법들이 생산적이며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어린이들에게 증명
하기 때문이다.
어린이 ISO 14000 프로그램의 3대 목적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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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정에서 그 다음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이 취한

·첫째, 어린이들의 환경 인식 증진
·둘째, ISO 14001을 중심으로 계획-실행-점
검-재실행 주기의 단순화된 형식을 실행하
고, 이를 가정에서 에너지와 물 소비의 감시
및 저감에 적용하도록 어린이들을 교육
·셋째, 어린이들이 세계 환경문제에 함께 참
여하도록 지역 및 세계적 네트워크 구성을
장려

실질적 환경 개선 대책에 관하여 어린이들을
국제 수준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이 프로그램에 ISO 14000 패밀리 또한 적용하
고자 한다.
“어린이 ISO 14000 프로그램”
에 대한 국제적
환영 및 ISO 14001에 대한 국제적 인정은 도
쿄의 유엔대학본부에서 실시된 상호양해각서
의 승인으로 증명되었다. 유엔대학은 2001년

일본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초에 ISO 14001 인증을 받았으며, 2004년 인증

부모는 대부분 ISO 14001을 실시하는 민간기

갱신을 계획중인 최초 UN기관으로 ISO 14001

관에서 근무하며, 가족들은 ISO 14001 인증을

의 혜택을 인정하고 있다. 표준

받았거나 인증 획득을 계획중인 도시에서 거
주한다.
위 글은 2003년 10 월 28 일자, ISO Ref

ISO 14001은 환경관련 실행의 개선 도구로서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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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ArTech는 먼저 가

소비자 가전용 하드디스크

새로운 특장점을 추가한 신제품들이 출시되면

하드디스크는 카드 한세트 크기 장치에 2,000

서 텔레비전에서 스테레오까지 가전 제품에

시간의 음악을, 또는 페이퍼백 책자 크기의

하드디스크가 사용되고 있다.

VTR에 10시간 분량의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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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는 다른 채널의 좋아하는 시트콤이나 영
화를 녹화하는 동시에 축구경기를 시청할 수
도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퍼스널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기술에 의해 모두 가능하며, 하드디
스크의 이용 등 소비자 가전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형 하드디스크를 채택한 이유이다.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소비자가전의 종류는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도에 이러한 상품
은 약 900만개 판매되었고, 올해 약 1700만개,
2007년도에는 9000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다.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스마트 기능을 제공

하드디스크는 다른 저장장치에 비해 여러 장

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PC 판매가 1억5

점들을 가지고 있다. 비디오 및 캠코더에 사용

천만 대에서 정체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흐름

되는 테이프와 달리 감거나 되감을 필요가 없

은 하드디스크 제조업체에게는 소중한 기회를

다. 디스크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즉시

제공한다. 이들 제조업체는 예를 들어 작년에

이동이 가능한“임의 접근(random-access”장
)

1억7천만대의 TV를 판매한 소비자 가전 시장

치이다. 한 단계 진보된 기능으로, 한 TV 프로

을 넘보게 될 것이다.

그램을 뒤로 감으면서 다른 TV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등 한번에 한 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져올 수 있다.

하드드라이브는 소음이 줄어들고, 저렴하며, 견
고해짐에 따라 소비자 가전제품에 점점 더 부
합하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경향은 소형화

하드디스크는 또한 디지털 카메라와 뮤직 플

이다. 잠재력이 높은 시장 중 일부는 올해 시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카드와 같은 반

장에 등장한 신규 소형 하드드라이브에 의존

도체 저장 매체에 대해서도 우위를 가진다. 하

한다. 즉, 소비자 가전에서 하드드라이브 사용

드디스크가 커지면 더 많은 전력이 요구되고,

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므로, 제조업체 및 소비

메가바이트(백만)가 아닌 기가바이트(십억)

자에 대한 잠재력은 매우 크다.

단위 용량을 바이트당 훨씬 저렴하게 제공한
다.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는 소형 크기와 긴

시트콤 녹화하기

배터리 수명이 중요한 디지털 카메라에는 사

소비자 가전에서 하드디스크 사용의 가장 극

용되지 않으며, 메모리 카드는 수백 개의 이미

적인 예는 디지털 비디오 (DVR) 시장의 부상

지 저장에 충분하다. 이동형 뮤직 플레이어에

이다. TiVo System 및 ReplayTV와 같은 기업

서도 수십 개가 아닌 수천 개 트랙을 갖춘 하

이 개척한 이런 제품들은 미국 Dish Network

드디스크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와 영국 Sky 등 위성 텔레비전 서비스에 의해

이는 Apple사가 인기 높은 iPod 플레이어에 소

널리 확산되었다. 이 두 회사는 DVR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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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톱 박스에 이용하였다. DVR은 비디오와 마

이유는 한 비트만 장소 배정이 잘못되어도 전

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에 쇼를 녹화한 후 비디

체 문서 또는 일부 소프트웨어를 손상시킬 수

오 저장을 위하여 하드디스크를 사용한다. 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밀한 에러 점검은 신

러나 DVR은 또한 TV 생방송의 정지 및 되감

속하고 순조로운 플레이백 기능이 중요한 비

기, 한 개 이상 프로그램의 동시녹화, 한 프로

디오 녹화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그램을 뒤로 감으며 다른 프로그램 녹화하기

몇 개의 비트 손상이 영상 품질에 영향을 미

등 신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 DVR은 심

치지 않는다. 하드드라이브 제조업체들은 시간

지어 사용자 선호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프

제한에 관한 자체 방식이 있었으나, 이제 소비

로그램을 녹화함으로써 개인 TV 채널과 동등

자 가전 회사의 신제품 설계를 용이하게 하는

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모두 전통 비디오가

단일 표준에 동의하고 있다.

필적하기 어려운 기능들이다.

DVR은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2백만 개가 판매

더욱이,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남아 있다. 하드

된 초기 기술이므로, 선진국에서도 많은 소비

드라이브를 갖춘 일반 셋톱박스는 30기가바이

자들이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이

트를 저장할 수 있다. 이는 고급 비디오의 10

러한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TV로

시간, 일반 비디오의 30시간 분량에 해당한다.

되돌아가려 하지 않는다.“신의 기계”로 일컬

꺼내기도 하고 저장할 수 있는 테이프를 갖춘

어지는 DVR의 한 가지 문제는 소비자들이 자

비디오와 비교하면 이 용량은 더욱 제한적이

주 사용해보기까지 DVR 혜택의 내용을 알지

다. DVR은 장기간 저장에는 비실용적이다. 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잠재력에도

장 좋아하는 영화를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하고,

불구하고, 시장을 교육시키는데는 시간이 소요

휴가 동안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모두

된다.

녹화할 충분한 여분이 남지 않을 것이다.

DVR 확산에 도움이 되는 사실은 신규

원래 DVR은 전통 하드디스크 기술을 기본으

MPEG4 압축 알고리즘과 RCA Lyra를 사용하

로 제작되었으나, 제조업체들은 이제 DVR 시

여 비디오를 80시간까지 저장할 수 있으며,

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하드드라

Archos AV와 같은 저장 프로그램에 하드드라

이브의 에러 점검 방식을 결정하는 표준“시

이브를 사용하는 포켓용 비디오의 등장이다.

간제한 기술”이 최근 개발되었다. PC의 하드

이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 녹화하

드라이브는 데이터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

여 여행 중에 시청할 수 있다.

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재점검을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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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게임
TV가 하드드라이브에 거대한 잠재 시장을 제
공하는 한편, 최근에는 TV 아래 부분에서 하
드드라이브, 즉 게임 콘솔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X박스는 표준으로 하드드라
이브를 내장하고 있으며, 하드디스크 장치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2에도 추가될 수 있다.
소니의 차세대 콘솔에서, 2005년 또는 2006년
에 출시 예정인 플레이스테이션3는 의심할 바
없이 하드드라이브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매
년 수천만 개의 콘솔이 판매되므로, 표준 구성
품으로서 하드디스크의 등장은 하드디스크 제
조업체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게임은 DVD와 같은 디스크로 제공되
는데, 콘솔이 하드드라이브를 필요로 하는 이
유는 무엇인가? 광대역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X박스를 통하여, 신규 레벨 및 캐릭터를 다운
로드할 수 있다고 하드드라이브 제조업체들은
강조한다. 그러나 1천5백만에 달하는 X박스 사
용자들은 사실상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가전제품은 하드디스크
제조업체들에게 거대한 신규시장이 되겠지만,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하드디스크가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범주는
이동용 뮤직플레이어 시장이다. 하드디스크는
음악 저장에 이상적이며, 60 기가바이트 드라
이브는 20시간의 고품질 비디오 저장이 가능

하므로, 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음악을 소장할 수 있다. 디스
크 기반 뮤직플레이어로서 가장 잘 알려진 제
품은 Apple사의 iPod이다. 그러나 하드드라이
브는 셋톱 박스나 게임 콘솔보다 이동용 뮤직
플레이어 시장에서 훨씬 더 치열한 경쟁에 직
면한다. 반도체 메모리는 고성능 쇼크방지 하
드드라이브보다 훨씬 더 견고하면서도 적은
전력을 소비한다. 바이트당 비용은 하드디스크
보다 훨씬 더 저렴하지만, 최소형 하드디스크
는 소용량 메모리 (64 메가바이트) 카드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이는 하드디스크가
가격에 민감한 보급형 뮤직 플레이어 시장에
서 경쟁력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 결과 미국 시장조사 기업인 IDC에 따르면,
2002년에 메모리 기반 뮤직플레이어는 백만
대, 디스크 기반 뮤직플레이어는 이보다 훨씬
많은 280만 대가 판매되었다. 2007년에 디스크
기반 뮤직플레이어는 480만대, 메모리 뮤직 플
레이어는 820만대를 판매하면서 디스크 뮤직
플레이어보다 여전히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
상된다. 2007년 총 2400만대의 판매를 예상하
고 있는 CD나 미니디스크 플레이어는 당분간
뮤직플레이어의 주도적인 형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iPod는 특히 소형 하드디스크 기반으로 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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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근/ 기/ 술/ 정/ 보

었고 내장된 회전장치의 지름은 겨우 1.8인치

의 디스크 기반 캠코더인 삼성의 ITCAM 7이

이다. 대부분의 소비자 가전제품은 랩탑 및 데

다.

스크탑 PC와 마찬가지로 2.5 또는 3.5인치 하
드드라이브를 사용한다. 이들은 모바일폰 또는
소형 디지털 카메라에는 너무 크므로 명확한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신기술을 이용하여
하드드라이브를 새로운 시장에 적용함으로써,
뮤직플레이어와 같은 기존 시장에서 더 큰 점
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 이 신기술은 히다치의
마이크로드라이브와 미국 Cornice사의 경쟁제
품인 차세대 1인치 하드드라이브이다.
Cornice는 자체 하드드라이브를 단순히 기존
디자인에 맞추기보다 새로이 설계하였다.
Cornice의 최초 드라이브는 여러 소비자 가전
회사들이 테스트중인 최신 히다치 1인치 드라
이브의 4기가바이트 용량과 비교하여, 1.5 기가
바이트 데이터만 저장한다. 이는 여러 신규 제
품에 사용되었는데, 호텔 소형비누 크기의
RCA사 소형 Micro Lyra 뮤직플레이어 등이다.
또한 일부는 이전에 하드드라이브가 사용된
적이 없는 분야로, 가장 주목할만한 예는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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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슬롯머신에서 이동용 가라오케
까지 Cornice사의 1인치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을 설계하고 있다. 5년 내에 Cornice
드라이브는 15기가바이트를 저장이 가능하게
되어 잠재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Cornice사는 기존 드라이브의 용량 증가뿐
만 아니라, 이동전화에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작게 만들 계획이다. 이는 히트 상품이 될 것
으로 기대되지만,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
매년 4억5천만 대의 이동전화가 판매되므로,
이는 거대한 신규 시장을 개척하게 될 것이다.
하드디스크 제조업체들은 컴퓨터 산업으로부
터 탈출을 희망하며, 더 큰 소비자 가전 시장
을 지향하고 있다.

표준

위 글은 2003년 12월 4일자, Economist지
에서 발췌 번역 ·분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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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LCD용 핵심소재 국내개발 성공
- 나노도금기술을 이용한 도전미립자 -

□ 기술표준원은 제일모직(주)와 공동연구를
통해 LCD용 핵심소재인 도전미립자(導電
微粒子, conductive microsphere) 소재를 국
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 하였음
□ 이번에 국산화된 도전미립자 소재는 LCD
의 접속재료로 사용되는 이방성 도전필름
의 핵심 주기능 원료로서, 5㎛ 이하의 고분
자 입자 표면에 니켈과 금이 50nm(나노)
두께로 각각 입혀져 전기가 통하는 구상입
자임
※ 이방성도전필름 : 전기가 필름의 위,
아래 양 표면으로만 통하는 필름(ACF,
Anisotropic Conductive Film)
□ 그동안 부도체인 고분자 입자에 나노두께
의 니켈 및 금을 입히는 기술을 일본의 세
끼슈화학과 일본화학 만이 보유하고 있어,
국내 삼성전자와 LG 필립스는 전세계
LCD시장을 40%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도전미립자 소재를일본에서 전량 수
입해 오고 있음
※′
04 시장규모 : 세계시장 600억원, 국내시
장 200억원
□ 기술표준원의 나노도금기술과 제일모직의
고분자입자 제조기술이 접목되어 2년간의
공동연구로 국산화된 도전미립자 소재는
기존 일본기술과 달리 생산원가를 줄이고
공정을 단순화한 단단계 전처리 방법을 이
용한 도금기술로서 국유특허 출원 중에 있음
※ 기존일본제품 : 4만원/g
개발국산제품 : 3만원/g
□ 그동안 3D 업종의 하나로 인식되어 오던
도금기술이 첨단 제품에 활용된 좋은 예로
서 기존 기간산업의 첨단화와 활성화에 좋
은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차세대 동력산
업의 하나인 LCD, PDP, HDTV 등 디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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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산업의 국제기술 경쟁력향상에도 기
여할 것임

□ 적용분야
○ LCD, PDP 등 구동소자와 유리기판 및 인
쇄회로기판의 연결

□ 도전미립자 소재 모식도
<적용예>

- COB (chip on board)
: PCB 기판상에 chip을 실장하는 방법
(500-200㎛)
※ 도전미립자 소재 : 지름 5㎛, 니켈도금 두
께 50nm, 금도금 두께 50nm

□ 이방성도전필름 (Anisotropic conductive
film, ACF) 모식도

- COF (chip on film)
: Flexible printed circuit에 chip을 실장하는
방법 (200-100㎛)
- COG (chip on glass)
: LCD glass 기판위에 chip을 실장하는 방
법 (200-60㎛)
※ 일반 solder로 접합 할 수 있는 pitch 간격은
600㎛ 이상

※ 접합 조건: 온도 160-180℃, 압력 2-3MPa,
시간 20-3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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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활동

NIST와 전자상거래 상호운용성에 대한 Joint
Demo 추진 현황 발표 및 협의
전자거래표준과 공업연구관 이 재 만
02)509-7283

인 OAG1)와 NIST가 공동으로 개최하

1. 출 장 개 요

는 OAG/NIST Joint Meeting에 참가하
여, 우리원과 NIST가 공동으로 추진하

가. 목 적

고 있는 ebXML Testbed Joint Demo에
□ 우리원과

NIST의 공동 ebXML

Testbed 개발 진행상황 협의
o 기술표준원과 NIST가 공동으로 전자상
거래 상호운용성 Testbed를 개발·구축
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2003. 7. 8)
o Project Annex 교환 후 추진된 결과를
NIST와 상호 검토하고, 2003년 12월에
계획된 Joint Demo에 대하여 논의

대하여 발표
o OAG-NIST Meeting에서 발표되는
XML 스키마 관련 OAGIS 9.0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자료 수집
□ 2004년 OAG/NIST Meeting 국내 유치
추진
o OAG/NIST Joint Meeting을 유치하여
국내 기업들에게 상호운용성의 중요성

□ OAG/NIST Meeting 참여 및 Joint
Demo 계획 발표
o 미국의 대표적인 Application 연구기관

을 홍보하고, 전자상거래 솔루션의 조
기 정착을 유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

1) OAG : Open Application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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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장자 및출장지
출장자

소 속

직 위

출장지

이재만

기술표준원
전자거래표준과

공업연구관

채경수

기술표준원
전자거래표준과

공업연구사

조현보

포항공학대학

부교수

일 정

미국
2003. 10. 27
San Francisco
~11. 1

″

″

다. 일정별업무수행내용
일자
(요일)
10.27(월)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서울

LA

경유

LA

샌프란
시스코

도착

10.28(화)

오라클 Testbad 실무회의
및 OAG/NIS
회의참석

10.29(수)

오라클 우리나라 OAG

10.30(목)

오라클

10.31(금)

샌프란
시스코

11.0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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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유치 회의
및 OAG/NIST
회의 참석
OAG/NIST회의
참석 및 발표

출발
서울

도착

접촉인물
(직책포함)

Dr. Nenad Ivezic
Dr. Boonserm
Kulvatunyou
David Connelly
(OAG CEO)
Dr. Nenad Ivezic
Dr. Boonserm
Kulvatun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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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IST와 Testbed 관련협의 결과

·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시나리
오 정의

□ 참석자
ㅇNIST측 : Dr. Nenad Ivezic, Dr.- Boonserm
Kulvatunyou
ㅇ우리측 : 이재만 연구관, 채경수 연구
사, 조현보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 기술표준원과 NIST의 전자상거래 상호
운용성 Joint Demo 협의
o NIST와 2003년 12월 11일(목) Joint
Demo 추진
- 2003년 4월에 NIST와 공동으로
Testbed를 구축하고 활용하기로 결정한
후, 첫 번째 단계로 2003년 12월 11일

·메시지 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요구사
항 정의
·패키지 규격 등 5개의 시험 항목(테스
트 케이스)을 규정
·테스트 시나리오와 시스템 구성요소
가 정의되면 이들을 서버와 네트워크
상에 구현하여 테스트 실시
- 한국측에서는 KTNET, 이노디지털, 포
스데이타 등 ebXML 솔루션 벤더가 참
여하며, 미국측은 NIST에서 참여 벤더
를 결정(아직 미정상태)
o Joint Demo 내용을 OASIS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 추진
- 이번 OAG/NIST 미팅에서 Sun -

Joint Demo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음

Microsystem사 의

·시각 : 오후 10시 (한국시각)

(OASIS 운영위원)이 제안하여, 한국측

·우리나라에서는 B2B 솔루션의 메시

및 미국측 ebXML 상호운용성 Joint

지 서비스를 검증하는 부분을 Joint

Demo Plan을 OASIS 홈페이지 뉴스로

Demo에서 수행

게재하는데 양국은 동의하고 홍보물을

·NIST에서는 메시지에 따라 다니는
비즈니스 문서의 Schema의 품질을
검증하는 부분을 Joint Demo 수행

Monica Martin

작성키로 함
o 2004년부터 매 6개월마다 Joint Demo
수행

- 기술표준원과 NIST는 Joint Demo를 위
한 시험절차(테스트 시나리오) 및 시스
템 구성요소 정의

□ 한국/미국/유럽 ebXML Testbed 공동
구축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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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4년 4월 OAG/NIST Meeting에서
한국(기술표준원), 미국(NIST) 및 유
럽(eBES )의 ebXML Testbed 공동 구
2)

음
- 참가자들이 한국이 아시아 Testbed의
선두로 인식

축 미팅 추진
- 장 소 : 미국 애틀란타
- 참석국 : 미국, 한국, 유럽표준화기구
- 유럽의 ebXML Testbed 구축 예산 :
200만불(2004년부터)

3. OAG/NIST Meeting 참여결과
□ OAG/NIST Meeting 참여 및 한국측
Testbed 개발 내용 발표
ㅇ OAG/NIST 미팅에 참여하여 한국에
서 추진 중인 Testbed 발표

□ 미국의 상호운용성 기술동향
ㅇ OAG/NIST 중심으로 각기관의 역할
분담 진행
- OAG에서 B2B 상호운용성 위해
OAGIS(OAG의 B2B 통합 표준)를 제
정, NIST는 상호운용성 평가 방법론
개발, 미국자동차 협회(AIAG), 자동
차 소매(STAR), 창고물류협회(IV&I)
등에서 실제적인 활용과 피드백 역할
을 진행중,
- OAG에서는 메세지 전송, 구문/서식

- 한국과 미국이 공동 ebXML Testbed

구조, 컨텐츠, 시나리오/프로세스, 다

Joint Demo을 위해 개발한 아키텍쳐와

른 솔루션간의 상호운용성의 단계로

메시지, 비즈니스 스키마의 상호운용

인증 레벨을 선정하여 준비하고 있으

성 테스트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며,

“NIST Testbed and Korean Testbed
Update”주제로 각각 발표
·한국측 발표자 : 조현보 교수(포항공과
대학교)(첨부자료1 참조)
·미국측 발표자 : Nenad Ivezic(NIST)(첨
부자료 2 참조)
- 향후 지속적인 진행상황 발표 요청 받

·Dracke Certivo사를 적합성 및 상호운
용성 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OAG 인증마크를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준비 중
- 미국내에서는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전문평가 기업으로 Dracke Certivo사와
Drumond Gruop사가 있으며, 이들 기

2) eBES (e-business Board for European Standardization) : CEN(유럽표준화기구) 산하의
e-비즈니스 표준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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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Rosettanet, UCC, OASIS의 표준
에 대한 적합성 평가기술을 공동개발
하고 있음
- 미국 자동차 산업협회(AIAG)에서는
메시지 표준으로 ebXML 메시지를 사

- 한국의 솔루션을 참가한 국제 전문가
들에게 소개
- 한국의 Testbed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Testbed임을 인지시키기 위해
ㅇ추진 계획

용하며, 전자문서표준으로 OAGI의 비

- OAG/NIST Meeting과 eAC3)의ITG4)

즈니스 객체 문서에 UN/CEFACT의

Meeting을 연계하여 한국·미국·아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코어컴포넌트를

시아를 통합한 ebXML 상호운용성 회

추가하여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의개최

사용주체간에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ebXML 아키텍처를 권장하고 있음
□ OAG/NIST Meeting 2004년 5월 한국
에서 개최
ㅇ목적
- 한국 및 아시아의 관련 전문가들에게
국제적인 동향 및 전문가 접촉 기회
제공

- OAG 및 ITG 간사기관과 구체적인
회의 개최 일자 협의
- 2004년도 OAG/NIST Meeting 계획
·2004년 2월 : 미국(포틀랜드)
·2004년 4월 : 미국(애틀랜타)
·2004년 5월 : 한국(도시 미정)
·2004년 8월 : 스웨덴(스톡홀룸)
·2004년 10월 : 미국(샌프란시스코) 표준

2004·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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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Conference & Exposition 2003
전자거래표준과 공업연구관 정 민 화
02-509-7404 whjeong@ats.go.kr

1. 출 장 개 요
□ 출장목적

※ 경상연구 : XBRL(재무정보표시
언어) 표준화 연구(조
사연구)

ㅇ경상연구 과제로 연구 중 “XBRL

- e-비즈니스 핵심기술인 XML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eXte nsible- MarkupLanguage)

: 재무정보표시언어) 표준화 연구(조사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 재무정보 교

연구)”
를 위해

환을 위한 전자문서 표준화 기술

ㅇXBRL 기반기술인 XML(eXtensible

- 경상연구를 통해 기술 및 표준화

Markup Language) 관련 국제 컨퍼런

현황, 국제동향 등의 조사연구를

스 에 참여하여 최신 기술동향 조사

통해 국내 조기도입을 목표로 표

- XML의 최신 기술동향이 발표되는

준화 선행조사 추진

“XML conference 2003”에 참석하여
XML 및 XBRL 관련기술 동향을 파
악해서
- 관련 경상연구에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 국제 Conference 개요
ㅇ행사명 : XML Conference &
Exposition 2003
ㅇ주 최 : I D E A l l i a n c e ( I n t e r n a t i o n a l
Digital Enterprise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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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장소 : 미국 필라델피아(Convention
Center)

12. 7(일) ~ 12. 8(월)
- Main Conference :

ㅇ일정 : 2003. 12. 7(일) ~ 12. 12(금)

12. 9(화) ~ 12. 12(금)

- Pre-Conference Tutorials :

ㅇ발표 : 약 150개 주제 발표

□ 일정별 업무수행내용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12.7(일)

인천

필라델
피아

출국

○ 인천

필라델아

○EDI, Web Service, ebXML 의
Pree-business Platform 동향 조사
Conference
Tutorials ○범용 MS Office에서의 XML 적용
기술 동향 조사
참석

12.8(월)

○XBRL 등 응용산업으로의
XML 기술적용에 대한
국제적 동향 조사
-회계정보,뉴스정보,의료정보
등에서의 활용현황및 분석
XML
Conference ○ XML Core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현황조사
참석
-DOM, Namespace, DB, XHTML,
DTD등
○ XML의 e-business 응용 현황 조사
-Web Service, 전자정부,
ebXML, UBL 등으로의 구현 기술 등

12.9(화)
~12.12(금)

12.13(토) 필라델
~12.14(일) 피아

업무수행내용

인천

이동

○ 인천 도착

2004·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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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ML Core 기술, DB, Product, 사례연

2. XML Conference 주요결과

구 등이 중점 발표됨
□ XML Core 기술 및 응용기술 분야에서

Web Service 주제도 다수 발표

다양한 주제 발표
ㅇ14개 주제에 대해 총 145개 title의 발표
가 이루어짐

- 전자상거래 활용이라 볼 수 있는
- 별도로 Tutorial Section에서도
XML 기초기술, e-비즈니스
XML등 약 30여개 주제에 대해
최신 동향 발표가 있었음

No

70

발표분야

개요

발표수

1

Case Studies

금융, 출판 등에서 XML 활용사례

11

2

Client Applications

WordML등 고객 활용사례

8

3

Core Technologies

API, XSLT 등 XML 코아기술

21

4

EAI/B2Bi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응용

2

5

Government

전자정부에서 XML 적용현황

6

6

Graphics

미디어 등에서의 XML 응용

2

7

Keynotes and Plenaries

일별 keynote 주제발표

7

8

Knowledge Management

시맨틱 웹 등 차세대 응용분야

4

9

Late-Breaking News

UBL 표준화 등 최신의 XML 화제

14

10

Product Presentation

XML 응용제품에 대한 발표

23

11

Publishing

PDF응용등 출판업무에서의 기술

12

12

Storing XML

XML용 Database 기술 및 제품

16

13

Vertical Industries

XBRL 등 산업별 적용현황

5

14

Web Services

Web Service 기술

14

기술표준 ● 2004·1월호

주요KS~ 2004.3.23 5:38 PM 페이지71

국제표준활동

□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XML 응용기
술 현황
ㅇ과거 EDI에서 현재 Web base의 기술
로 거의 진전된 상태임
- 현재, 미국시장에서 주종을 이루는 기

<참고 : 전자상거래 프레임웍 진전 현황
- 발표자료에서 발췌>

술은 Web Services 분야임
- XML 기반 Web Service는 UDDI,
WSDL, SOAP의 3개 Core 기술 중심
으로 전개되고 있음
ㅇebXML은 차세대 기술임에는 분명하
나, 미국에서는 관심이 적음
- ebXML은 주로, 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권에서 Boom 조성됨
- 미국의 IT 벤더는 현재 시장인 Web
Service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실적을
내고 있음

ㅇUBL(Universal Business language) 기
술의 표준화 진전
- OASIS UBL TC에서 2004년 초 UBL
1.0 발표 예정
- ebXML Core Component와 연계뿐 아
니라, ISO TC 154에 Fast Track으로
곧 상정될 예정
- 2004년은 UBL 기술이 XML 응용기술
의 화두로 부상 전망됨
- 현재, UBL TC는 XBRL International

- 이는 Web Service에서 내실을 기하면,

과도 리아죤 관계에 있어 향후,

차세대 ebXML시장형성기에서도 시장

XBRL 응용기술로도 활용이 검토될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

예정

이라 사료됨
·XML 기술에 기반하고 상호공유기술

□ XBRL 등 XML 기술의 금융, 재무 분
야 적용기술 현황

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장악하
면서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전략
- 이러한 시장상황이 반영되어, ebXML
에 대한 발표는 매우 미약

ㅇ금융분야에 대해 XML 표준화 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로 분석
- XBRL, FpML기술에 대한 최신동향
발표가

있었고, 관련되어

IFX,

FIXML, ISO 15022 등 다양한 응용
표준화 동향 소개가 있었음

2004·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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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

뱅킹

보험거래
금융상품
아날리스트
시장정보

FIXML

유가증권의 주문·약정 거래

GSTPA

유가증권 거래조회

ISO15022XMLWG10

유가증권거래(ISO TC68/SC4)

IFX

은행소매거래

BIPS

수표거래

XMLife

생명보험거래

ACORD XML

손해보험거래

FpML

금융상품

XBRL

재무정보교환

RIXML

아날리스트 보고서

MDDL

시장정보

ㅇISO TC68의 유가증권 거래분야에서도

- 글로벌 증권 거래의 표준이라 할 수

XML 응용표준화 진행 중

있는 FIX (Financial Information

- ISO에 의해 유가증권 전체를 목표로

eXchange) 프로토콜 메시지 구조에

표준화 작업 중
- 이 중, XBRL의 표준화 활동이 XBRL

XML 적용
ㅇXBRL의 적용사례 발표

Internationa과
l 각국 지부를 중심으로

-미국

중점적으로 진행 중

·모건 스탠리사가 2000년 2월 세계최초

·XBRL 국제 Conferenc의
e 경우 : 연 2
회, 참가자 평균 250명
- FIX, ISO 15022 등을 포함
ㅇFIX에 대한 XML 적용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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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속성과 효율화를 목표로 콜리포

한 세계최초 금융감독기관이 됨

트의 XBRL 적용을 검토 중이며 현

- 일본

재, 파일럿 테스트 중

·국세청이 2004년 4월부터 e-Tax 시스

·에드가 온라인사는 2001년 12월
XBRL 형식의 기업재무제표용 공개
리포지토리 XBRL Express를 구축한
것을 발표
·기타, 미국 나스닥, 은행계에서 XBRL
의 채용계획을 발표하거나 이미 도입
중에 있음

템의 전자신고에 대해 XBRL 형식을
채용
·동경증권거래소는 적시개시정보전달
시스템(TDnet)에서 일부 XBRL 양식
채용을 발표하고 향후 채용범위를 확
대하기로 함
·동경공대, 도시바 등이 XBRL과 Web

-유럽

Service를 사용한 여신정보 공급망 실

·국제신용보험협회는 종래 재무정보의

증시험 진행 중

EDI 표준화를 담당하는 단체로서 차
세대 XBRL 기반 재무정보공급망 표
준화 계획 발표
·영국의 전자정부 e-GIF는 XBRL이
전자정부 업무에서 정합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채용에 대한 검토 진행 중
·영국 로이터사 2001년 재무제표 발행
에 XBRL을 이용
·기타, 영국 국세청, 덴마크 상무기업
청, 네델란드 국세감독청 등이 XBRL
도입을 위한 검토에 돌입
-호주
·금융감독국은 2001년 11,000 개의 은행
으로부터의 보고양식에 XBRL을 채용
을 발표하고 XBRL을 정식으로 도입

□ 각 산업분야로의 XML 활용(Vertical
Industry)
ㅇ금융을 비롯 News, 의료 등 최신 산업
응용 분야에서 적용이 활발
- NewsML 표준화를 통해 뉴스, 광고콘
텐츠 등에 XML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거래 기반에 활용
전망
- 의료분야에서는 HL7(Health Level 7)
표준화 단체에 의해 XML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정보의 활용,
거래에 응용전망
·HL7은 1987년 설립된 ANSI의 정식
SDO로서 2,000명의 회원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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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활동

·매년 3회 회의를 개최하며 참가자가
약 500명에 달함

XML 브라우저 활용제품 전시
ㅇW3C, OASIS, WS-1 등의 표준화 단체

·모델링, Patient Care, Order &
Observations 등 분과 운용
- 금융분야에서도 앞서 설명한 것과 같
이, XBRL, FpML 등의 다양한 표준
화가 진전되어, Vertical industry 활용
의 대표적 사례가 됨

들은 별도 부스를 마련하고 표준화 활
동 등을 PR 하였고
-각 각

Interoperability를

위 한

demonstration section을운영
- Interoperabilit를
y 위한 각 단체들의 노
력이 부각됨

ㅇ개별 벤더 중심으로 산업별 응용기술
개발도 활발

□ XBRL Solution

- 대표적으로 MS는 Office 2003에
WordML등 XML을 도입하여 사무업
무에 XML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음
- 기타, 인쇄, 서적 등 다양한 산업응용
분야에서 솔루션이 소개됨

Fujitsu가 미들웨어로서 Interstage
Xwand 공개
ㅇ후지쯔의 Interstage Xwand 시리즈는
다음의 3개 제품으로 구성
리, API 및 샘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Developer V1”

□ XML Exposition 개요

-“Developer V1”을 사용하여 개발한

ㅇAdobe systems, BEA 등 약 30개 IT
업체 및 단체가 전시

XBRL 활용을 서버에서 운용하기 위
한“Interstage Xwand 서버 운용 패키

- XMLEditor, XSLT 등 core 제품군,

지”

응용제품군,

-“Developer V1”을 사용하여 개발한

XBRL,MathML,VisualScript 등 산업별

XBRL 어플리케이션을 Stand alone

제품군 등이 다양하게 전시

환경 또는 글라이언트 환경에서 운용

- 한국에서는 3KSoft라는 벤처업체가

74

가장 강력한 Solution을 보유하고 있는

- XBRL 규약에 준거한 Java 라이브러

3. XML Exposition 참가결과

Server, DB 등 의

ㅇXBRL 제품군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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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활동

운용 패키지”
ㅇXBRL 응용 솔루션 분야에서 후지쯔의
약진이 전망됨

술 동향 반영
- 국제동향에 따른 국내 대응방안 마련
등
ㅇXBRL 적용사례의 연구결과 반영

4. 종합결과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각국의
XBRL 도입현황 반영

가. 회의참가 성과
□ 전자거래를 비롯한 IT의 핵심기술인

- XBRL 향후 도입전망 예측
나. 참가소감

XML 기술의 최신동향을 파악하고
XML 응용분야에 대한 표준화 추진기
반 확보
ㅇ특히, 금융, 의료, 뉴스 등 산업별 응용
기술에 대한 동향파악을 통해 향후 국
내 산업별 적용가능성 검토 기반으로
활용

□ 금년 Coference로부터 XML 기술의 진
전이 가속화되었음을 확인
ㅇ작년까지는 주로“적용하고 싶었던 응
용분야”
가 중심
ㅇ금년은“적용되었거나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중심

ㅇebXML, Web Service 등의 국제동향
파악으로부터 ECIF 등 국내전자상거래
프레임웍에 대한 표준화 활동에 반영
□ 경상연구로 수행 중인 XBRL 표준화 연
구 결과에 동향 반영
ㅇXBRL 및 관련 금융산업 적용분야에

□ XML 기술에 대한 국내산업의 적극 대
응 필요성 인식
ㅇ전자거래,전자정부주도를 위해 XML
응용기술 대응이 반드시 필요
ㅇXBRL, NewsML, HL7 등 응용기술 활
성화에 대한 별도 방안 필요 표준

대한 XML 표준화 및 기술 동향 파악
을 통해 표준화 연구 보고서에 반영
- XBRL, FpML, FIX 등 표준화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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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과 중소기업의 상생수단은
“표준화”
뿐
한국표준협회 표준계획팀장 이 경 한

몇 년 전 공작기계류를 생산하는 모 기업이

완제품을 제조하여 CE 마크를 획득한 후 힘들

유럽에 프레스 기계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

게 유럽에 수출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당초에

하였다. 계약조건은 가격과 납기 등 기본적 조

예상했던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였고 많은 손

건과 함께 완제품에 대해 유럽의 안전성 보장

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마크인 CE 마크 획득을 요구하였다. 많은 제

이제 표준은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은 물

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론 세계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영혁신

때 특정마크의 획득은 일상적인 업무이므로

활동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그 당시 계약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큰 문제

“하나의 표준(One Standard), 한번의 시험

가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 계약을 체결하고

(One Testing), 결과는 전 세계에서 수용

그 내용을 공장으로 통보하였다.

(Accepted Worldwide)”이라는 슬로건처럼 국

공장의 설계담당 부서와 품질관리담당 부서는

제표준화 시대에 있어서 기업의표준화 활동은

프레스에 대한 유럽표준을 입수하여 그 내용

생존 차원의 필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을 분석한 결과 프레스 제조에 필요한 부품

그렇다면 생존 전략으로서 표준화 활동은 기

표준을 포함하여 모두 82개 규격이 필요하다

업경영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관행대로 협력업체에

가? 우선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로 표

유럽표준에 맞춰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할 것

준화를 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호환성과 제품

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협력업체에서

품질 및 제조방법에 대한 각종요건의 공유성

는 유럽표준대로 납품할 능력이 없어, 회사는

은 네트워크 효과를 증대하여 시장 확대 기회

소요되는 부품 모두를 유럽에서 직수입하여

를 제공(예: 자동차 모델이 정해지면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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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부품의 판매기회가 확대)한다. 이것은 대형

등에서 충분히 활용 하여야한다 .그 동안 우리

시장을 공유하는 것이 소형시장을 독점하는

나라는 KS규격을 빠른 시일 내에 국제규격과

것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일치시키는데 노력하여 규격 종수로는 선진국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은 자신이 생산

수준에 버금가는 큰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이

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협력업체가 완제품

와 같은 성과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제규

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부품생산을 지원

격과 일치된 KS규격을 산업 및 연구현장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개발

두 번째로

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가격과 품질성능을 비교 가능한 표준이 존재

표준이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로서 한국

할 때 생산자는 우수 제품을 정상가격으로 판

표준협회에서「물류표준(상품의 포장치수, 포

매하는 것이 가능해져 저가 ?저품질 제품과

장방법, 포장된 상품의 적재 및 수송방법 등에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한 표준) 구축지원사업」결과에 따르면 식

특히 부품을 대량구매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물류KS표준을 기업

등급에 대한 표준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보증

에 접목하고 이를 이행한 결과 연간 3.3억 비

되는 경우, 물품을 구매하기 전 상품평가에

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설계에서부터 시제품 생산, 시험

세 번째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를 단순화

방법, 제조시방서 등 제품생산에 필요한 각종

함으로써 설비 최소화에 따른 제조원가 절감

기술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 간에 공유 교환하

의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맞춤 신사복의 경

기 위한 규격(STEP: Standard for Exchange

우 다양한 치수의 종류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

of Prodcut Model)을 제조업체에 이행시킨 결

조원가가 추가되나 표준화 한 기성신사복은

과 년 간 9.6억불 이익을 보았다는 보고서가

생산시설의 집중화로 인해 생산성을 증대시키

있다.

고 제조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표준을

이외에 연구개발비용 절감, 설계비용 등의 절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감으로 인한 제품원가 절감, 서비스 및 생산과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신규 규격의 해설

정에서 다양성 제거 등 다양한 효과를 표준화

서, 기업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에 활용도가 높

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은 규격의 설명회 등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표준의 경영이익 효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전쟁 시대에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인

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품질혁신

력이 투입된 국가표준을 산업현장, 시험기관

의 상생수단으로서 산업표준에 대한 역할 분

위해서는 표준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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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분명히 하여 국가표준화기관과 긴밀한

은 물론, 제정된 산업표준 중에서 경영에 도

협조 아래“표준화”
를 우리제조업의 국제경쟁

움을 주는 표준을 선택하여 이를 철저히 이행

력 향상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은 국제표준 제

물론,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표준화 정책 당국

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자사제품에 대한 국

은 중소기업이 표준에 쉽게 접근하고 개발된

제기술 동향을 사전에 파악함과 동시에 시장

표준을 기업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적 프로

점유 수단으로서 자사가 개발한 제품과 기술

그램 개발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여야겠다.

이 세계표준에 채택될 수 있도록 조직과 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적 관점에서 상생할

력 양성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중소기업의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표준화뿐이라고 감히

경우는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된 표준

말하고 싶다.

표준

위험성 감소를 위한 안전설계의 중요성
상아전자의료기 대 표 심 우 섭
031-859-2233 okswh76@hanmail.net

우리나라에서 제조물책임(PL)법을 시행한지도

제조업체는 이미 식별된 위험성에 대하여 기

일년이 훨씬 지났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나 제

술적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비

조업자 등의 인식은 그런대로 나아졌지만 전

용이나 유사제품의 적용수준과 시장요구사항

반적인 대응 태세는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 많

을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에 대한 합리적인 대

이 있다. 제조업체는 안전성과 내구성이 있는

책을 수립하고, 각 대책 또는 방법의 기대효과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제조물에

를 세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야 한다.

서 위험성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업체의 위험성을 감소하는 활동은 식별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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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업체에 의해 결정한 허용 가능한 수준까

당연히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지 계속 감소되었을 때에 비로소 종결되어야

첫째, 본질적인 안전화방법으로, 위험성을 완전

한다. 즉 안전성 평가에서 식별된 위해 요인에

히 배제하는 방식이다.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

대해 위험이 발생할 소지를 없애거나 그 가능

나 대개 기술적인 또 경제적인 문제가 수반될

성을 제거하거나 혹은 위험의 발생확률 그리

수 있다.

고 위험의 정도를 감소 하기위한 설계상의 철

예를 들면 가연성(可燃性:inflammable재
) 료를

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불연성(不燃性:incombustibility) 재료로 변경하

이를 위해 취해야 할 방법은, 이를테면 위험성

여 화재의 위험을 배제 하거나 평면교차를 입

배제나 안전성 부여를 위한 안전설계에서 철

체교차로 변경하여 충돌의 위험을 제거하는

저를 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설계 선택을

방법을 들 수 있다.

통한 위해 요인의 제거, 안전장치의 적용, 경보

또 위험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원천적으

장치제공, 정보전달 및 절차와 교육 훈련개발

로 어렵거나 불가능 할 경우에는 위험을 적게

을 들 수 있다.

하여 위험성의 수준을 낮추는 방법을 채용할

시급한 안전성 부여수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강전계통을 피하고 저전

불구하고 이의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

압의 약전류로서 전기 충격의 위험을 감소시

할 수 가 있다. 따라서 특정한 안전성 확보 수

키거나 배제하는 방법도 포함할 수 있다.

단에 대하여 수단유무에 대한 사전검토가 무
엇보다도 필수적이다.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

그 외에 고장이 발생하면 작동을 정지시키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수단을 적용할 경

fail-safe설계와 취급자나 조작자의 부주의나 실

우에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수에 의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한다. 그리고 해당 수단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

foolproof 설계가 있다. ⇒ 페일세이프(fail-safe)

한 비용과 연관된 경제성과 같은 합리적인 사

는 자동적으로 과실을 보장할 수 있는 무과실

유와 근거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의 기구(機構:system)나 장치(device)를 말한

그 중에서도 설계선택을 통한 위해요소의 제

다. 그리고 풀푸루프 방식(foolproof method)은

거가 최우선적이다. 설계, 즉 제품안전기술에

바보(fool)라도 다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의한 제품본체의 본질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을 말한다. 누가해도 안전하며 지극히 간단한

것이다. 만약 식별된 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없

방법을 지칭한다.

다면, 설계선택을 통하여 수용 가능한 수준까

또한 강도나 용량에 여유를 주거나 백업기능

지 연관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backup)을 준비해 고장이 발생해도 중대한

제품본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과 수단은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가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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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外性)설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

를 통상 드라이버로는 떨어지지 않는 특수한

이 바로 용장(冗長 : redundancy)설계라는 것

나사로 조이거나 약품의 병뚜껑을 눌러 돌리

이다. ⇒ 어떤 시스템 중에서 고장이나 장해가

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는 등의

발생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일이

방법이 있다.

없이 요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해 또

가외(superfluous), 과잉(excessive)이나 여분을

는 고장을 중복장해(重複障害 : redundant

의미하는 리던던시(redundancy는
) 컴퓨터에서

failure) 또는 중복고장(故障)이라 한다.

는 용장도(冗長度)라 하는데 전달 가운데 그

특히 아이들이 호기심이나 짓궂은 장난 또는

것이 제외되어도 정보에 손실이 없는 부분을

부주의 등으로 제품을 다룸에 있어서 쉽게 발

말한다. 또 우주공학에서는 잉여성(剩餘性)이

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전원

라고 해서 장치가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교

부의 위험부분을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내

환할 수 있는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표준

장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케이스의 안쪽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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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상 개념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주 임 한 재 홍

《타임머신(The Time Machine)》
은 영국의

질은 운동의 법칙에서 결정되었다.

소설가·역사·사회학자인 웰스(H.G.Wells :

즉 보통 주기적인 현상이라는 시계를 이용

1866˜1946)의 공상과학소설(SF)인데, 1895년

하여, 다른 시각에 있어서의 시간을 비교하였

에 발표되었다. 타임머신이란 시간 속을 과거

다. 이것은 역학(力學)의 법칙에 의하여 고립

와 미래로 여행하려는 과학소설(SF)적인 착상

보존계(孤立保存系)에 있는 주기(週期)현상의

에 의한 공상적인 기계이다.

주기가 일정함이 보증되어 있는 곳에 그 근거

웰즈의《타임머신》
은 빛보다도 빠른 회전운

가 있는 것이다. 이외에 시간에 대하여는 다른

동을 일으켜 물체 즉 머신을 4차원 공간의 시

좌표계(座標系)에 있어서의 동시성(同時性 :

간축(時間軸) 방향으로 보내어 미래로 이동한

simultaneity이라는
)
것이 문제가 된다.

다. 주인공은 우선 80만년 후의 미래의 퇴화된

고전역학에 있어서는 2점 사이의 거리가 좌

인류의 모습을 본다.

표계에 의하지 않고 동일하다. 또 운동의 법칙

또한 3백만년 후의 인류가 사멸하고 갑각류

이 어떠한 좌표에 있어서도 똑같은 형태를 보

(甲殼類)와 같은 생물로 바뀐 세계를 보고 돌

존한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의하면 동시성은

아온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좌표계(the coordinate system)에 의하지 않는

시간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느때로부터 어

다는 것이 증명된다.

느때까지의 사이로 정의한다. 우리가 시간(時

그러나 상대성이론(相對性理論)에서는 이와

間)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자연과학상의

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일반상대성

시간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현상변화의 과정

이론에서는 공간의 각점에서 어떠한 구조의

에 있어 사상(事象)의 전후를 표시한다. 또는

시계를 사용하여도 원리적으로 자유인 것이다.

현상지속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도입되는

물리학의 법칙은 이 선택과는 관계없는 일반

양(量)이다. 고전물리학에 있어서의 시간의 성

적 형태로 주어져 있다. 또한 시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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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가역성(可逆性) 혹은 비가역성의 문

이와같은 일체의 모든 현실을 포괄하는 형

제가 있으며,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현상의

식으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및 에

가역성(reversibility) 혹은 비가역성(irreversi-

집트출생의 로마 철학자 플로티노스(Plotinus:

bility)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05~270) 이래에 어떤 주관적인 의의를 가지

이와 관련하여 시간연구(時間硏究)는 노동

고 있다고 반성이 되었다. 그래서 칸트(Kant)

혹은 작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의 시간론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직관의 형식

위해 진행하는 시간의 측정이다. 테일러

으로 보았다.

(F.W.Tayler가
) 제창한 공장관리의 방식인 테

그러나 생멸유전(生滅流轉)하는 현실을 넘

일러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계측으로 스톱워치

어 상주불변(常住不變)의 실재(實在)를 포착

와 촬영기 등을 사용한다. 표준작업법이나 표

하려는 형이상학적 입장에서보면 시간에 입각

준작업시간, 하루의 노동한계, 최적작업계속시

한 현실이란 가치적으로 보아 저위(低位)한

간, 휴식시간을 결정하는데 주로 이용한다. 테

존재영역이다. 그래서 초시간적인 영원한 것에

일러 시스템(Tayler System)은 19세기말에 미

서부터 완연히 구별된다. 따라서 시간은 역시

국의 기사 테일러(F. Tayler)가 창시한 공장

어떤 의미로는 가현적(假現的)인 것이 되고

따위의 과학적 경영관리법을 말한다.

만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학에서도 가현운동

한편 철학상의 시간은 감각에 질서와 통일

(假現運動 : apparent movement)이라고 하여

을 부여하여 경험으로 행하는 한 형식이라고

실지로 움직이지 않는 대상이 어떤 조직밑에

정의할 수 있다. 시간 그 자체로서는 운동하는

서 움직이는 것같이 보이는 운동을 말한다.

사물도 아니고 또 사물의 운동도 아니며, 그렇

이러한 일정하지 못한 해석을 가지는 시간

다고 독립된 존재자도 아니다. 그것은 정지하

은 근세의 초기부터 특히 공관과 함께 수학화

거나 또는 운동하는 모든 현실을 포괄하는 일

(數學化) 되었다. 그러나 한편 역학의 기초개

종의 형식이고, 그러므로 예부터 공간을 시간

념으로서 인식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다각

이라고도 하였다. 그 형식적 성격은 측정할 수

도로 궁구(窮究)되고 깊이 반성되어 왔다.

있다는 양(量)의 성격, 또 그것의 연속

즉 칸트의 시간론에 있어서 시간의 관련성

(continuity과
) 비연속에서 보는 이율배반적(二

속에는 그것의 주관적인 현상성(現像性)의 뜻

律背反的)인 성격 등 공간에서 기술되는 여러

이외에도 객관적 자연의 인식에 기초가 되는

성격과도 같다. 즉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로

선험적(先驗的) 원리의 하나라고 생각하였다.

끊임없이 이어져 머무름이 없이 일정한 빠르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은 미래현

기로 옮아간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공간과 더

재·과거라는 유동적인 체험적(體驗的) 의의

불어 인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다.

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특히 20세기 초

82

기술표준 ● 2004·1월호

주요KS~ 2004.3.23 5:38 PM 페이지83

두부터는 직접적으로 체험보다는 시간현상의

활동이 보유하고 있는 시간적 성격을 말한다.

의미분석을 철학의 중심문제로 취급하려는 경

그리고 역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 (M.

향이 일어났다.

Heidegger:1889~ )의 경우에는 현 존재가 이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은 등질적(等質的)인
단위의 연속이라든지 또는 공허한 형식이라든

해할 수 있는 일체의 존재의미의 기반을 의미
한다.

지 하는 형식으로 지성화(知性化)되기 이전의

시간지각(時間知覺 : perception of time)이란

생활관심 또는 삶의 의미에 충만되는 구조로

시간적 경과에 관한 지각을 말하는데, 공간지

보게 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시간적인 것의

각의 대(對)이다. 즉 심리학에서 말하는 시간

무상성(無常性:transiency이
) 강조되는 동시에

적 전후관계와 지속(持續)시간이 장단 따위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의 비약 또는 창조적인

대한 인식을 말한다. 이때 객관적 시간경과와

성격이 주장되기도 한다.

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심적 활동의

이것은 베르그송(H.Bergson의
) 이른바 순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짧은 것도 길게, 긴

지속(純粹持續)의 주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것도 짧게 지각한다. 현재라는 것도 점(點)이

할 수 있다. 또다른 방면에서는 인격의 도덕적

아니라 어떤 범위를 가지므로, 그러한 의미로

또는 종교적인 결단이 순간을 강조하는 광의

심리적 현재라고 한다. 또 현재 지각하는 시간

적인 실존철학의 시간론이 이러한 경향이 현

은 기억되는 시간과도 다르다.

저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경향의 시간론은

우리가 열중(熱中)하는 시간은 짧고 지루한

처음에 말한 전통적 시간론이 근본적으로 자

시간은 길게 느껴지나, 기억속에서는 오히려

연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 반대의 현상이다. 이것은 감각의 종류에

이에 반하여 역사철학 방향에 깊이를 둔 것

따라서 다르나, 시간역(時間驛)에 있어서 짧은

으로서 다시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나
) 변

시정(時程)은 과대시되기 쉽고, 보통 긴 시정

증법적 신학에서의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적 신

은 과소시된다. 마찬가지로 공허(空虛)시정보

앙을 드디어는 이 역사철학에 결부시키게끔

다도 충실시정(充實時程)이나 분할시정은 길

되었다. 그리하여 간단히 말해서 결국 시간성

게 지각된다.

(時間性)이란 현상학 및 실존철학의 기본 개

또 시간착오(時間錯誤 : time error)란 두 개

념이 되고 있다. 자연적 그리고 통속적 의미의

의 자극을 지각할 때 앞뒤 어느쪽의 인상이

시간에 대해 인간행동에 결부되어 살아온 시

과대하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간격시간이

간이라는 근원적 시간을 나타낸다.

짧을 때에는 최초의 자극이 강하게 혹은 맑게

이와 연관하여 독일의 철학자 후설
(E.Husserl:1859~193의
8) 경우에는 온갖 정신

혹은 높게 느껴지게 된다.
반면에 간격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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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극이 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현상이다. 어

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떤 강도(强度)의 소리를 듣고서 1.5초 간격을

여기서 최초의 자극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

두고 또 같은 음을 들으면 최초의 음이 더 강

을 특히 정(正)의 시간착오라 하고, 뒤의 자극

한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간격을 두는 시간을

이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를 부(負)의 시간착

3초, 6초, 12초로 늘임에 따라 반대로 제2의 음

오라 하여 서로 구별하고 있다. 표준

이 점점 강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빛의 밝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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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종주 11보
(소백산의 눈보라를 헤치고)
광전재료과 화공사무관 최 월 영

<제21회차> 선달산(1,236m)
* 일시, 소요시간 : 2003. 12. 14(일)
03:40 ~13:30(9시간 50분)
* 행정구역 : 경북 영주, 봉화군
* 산행구간 : 세거리-고치령-마구령-선달
산-박달령-오전약수 26.3km

밤은 적막하여 개 짖는 소리도 없었다. 이곳은
풍기에서 순흥면의 소수서원을 지나 부석면에
있는 희방사로 가는 길 중간 단산면 소재지에
서 좌측 북서 방향으로 시멘트 포장길을 따라
올라가면 상좌석, 하좌석리로 가는 삼거리에서
내린다. 그리고 이길을 따라 계속 가면 고치령
을 넘어 의풍을 지나 강원도 영월로 갈 수 있

ㅇ 구간 설명
이번 구간은 경북 영주시 단산면을 가로 질

다.
☞ 04:30 고치령 도착/출발

러 부석면을 지나 구간의 주봉인 선달산 정상

이번구간의 산행 들머리는 좀 특이하다 차에

을 차례로 지나면 우측으로 경북 봉화군의 최

서 내려서 백두대간 마루금인 고치령까지는

북단 물야면에 들어서고 좌측으로는 강원도

약 4.8km로서 올라가는 시간이 약 1시간30분

영월군 하동면의 남단으로 진입한다.

이 소요되지만 이구대장과 고려관광 박소장님
의 배려로 고개마루 중간까지 올라가서 산행

☞ 03:20 세거리 도착, 03:40 산행시작

을 시작한다. 종주자 대개가 고치령 출발점까

오늘의 산행구간은 죽령에서 고치령까지로 계

지는 택시 혹은 트럭 등 특별 유료 교통수단

획하였으나 산불감시 관계로 죽령휴게소까지

을 이용한다고 한다.

우리를 태운 고려고속관광버스가 갔다가 되돌

평상시 보다 좀 늦은 시간에 도착한 산행 기

아 와서 다음 구간인 세거리 마당에서 산행

점인 고치령, 랜턴 불빛으로 보이는“긴급구조

준비를 하여 차에서 내린다. 여느 때와 마찬가

요청 안내판”안내간판을 뒤로하고 우측 북동

지로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고 산골의 캄캄한

쪽으로 들어선 마루금 위에 올라서니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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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빛이 흐려지고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

눈과 바람과 추위와의 싸움에서 배고픔까지도

한다. 왠지 모를 산행의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

가세하여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같다.

매우 무겁다.

☞ 05:30 미내치 도착

☞ 06:56 마구령 도착

고치령을 출발하여 5분여 능선길을 오르면 마

1096봉을 넘어 내리막길을 서서히 내려서면 고

구령→8.0km 라는 첫번째 이정표를 지나 조그

치령←7.0km/마구령→1.0km 이정표를 지나 비

만한 공터에 올라선다. 다시 고도를 서서히 높

탈길을 내려서면 넓은 눈길 도로가 있는 마구

이면 고치령←1.1km/마구령→6.9km/늦은목이

령에 도착한다. 마구령에 도착하니 선발대 3명

→12.8km 이정표를 만나다. 가던 길에 고도를

이 잠시 숨을 돌리면서 밥을 먹고 갈것인지

천천히 낮추어 고치령←2.0km 이정표가 있는

더 진행할 것인지 의논하고 있다. 나도 남은

877봉과 고치령←3.0km 이정표가 있었던 830봉

사천왕들을 기다리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장

을 차례로 지나 내리막길을 내려서면 미내치

비를 재차 점검하면서 해가 뜨면 아침을 먹기

에 도착한다.

로 하고 다음 구간을 진행하기로 한다. 마구령

미내치 해발820m=고치령←3.2km/마구령→

도로를 가로 지나면 좌측으로 마구령 해발

4.8km 이정표가 세워져 있었고 좌측으로 도화

810m(비로봉←22.1km/고치령←8.0km/늦은목

동으로 가는 등로와 우측으로는 달터로 내려

이→5.9km/선달산→7.8km)라고 표기한 이정표

가는 등로 길이 있다.

표지목이 세워져 있었고 바로 옆에는 조그만

본격적으로 소백산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한 돌탑도 있다. 이곳에서 좌측은 1시간 거리

볼이 얼고 손이 얼고 눈이 얼어 이젠 앞뒤로

에 초막거리로 가는 길이고 우측으로는 2시간

누가 지나가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미내치를

거리에 부석 북부 초등학교로 하산하는 도로

뒤로하고 오르막길을 따라 854봉을 넘어 내려

이다.

가는 길에 나무가지를 잡지만 넘어지고 부딪

마구령 이정표를 지나 좌측길을 택하여 서서

히면서 20여분을 산행하면 고치령←4.0km와

히 오름길을 오르면 마구령←1.0km/늦은목이

고치령←5.0km 이정표를 차례로 지난다. 계속

→4.9km 이정표를 만나고 다시 894m봉 헬기장

해서

에 오르면 50-123-3-3이라는 번호가 있었다.

고도를 서서히 높여 조그만한 헬기장

공터에 올라서면 고치령← 5.2km/마구령→

시계는 7시 40분을 가리키고 뱃속에서는 곡기

2.8km 이정표를 지나 또다시 고치령←6.0km

를 보내라는 신호가 자꾸만 발길을 붙잡는다.

이정표가 세워진 안부에 도착하여 잠시 숨을

바람이 잔잔한 헬기장에 터를 잡고 아침 만찬

돌리고 가파른 오름막길을 오르면 1096봉 정상

을 위한 밥상을 차린다. 오늘의 메뉴는 돼지볶

에 도착한다. 산행시간 3시간이 넘어가고 이젠

음, 곰탕에 만두국, 밥에 백세주 및 소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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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산중음식으로는 성찬이다. 아침을 먹고 있

“생달(동쪽)1시간/선달산40분이내”이라고 적

는 중간 중간 후발대를 붙잡아 소주 한잔에

힌 이정표 나무판자도 나무에 걸려 있었다. 그

고기 한 점을 대접하느라 1시간 정도 소비하

리고“소백 01-30”이라는 긴급구조 위치 표지

고, 다시 내리막 눈길을 따라 내려서면 안부를

판도 세워져 있다. 이곳까지가 소백산 국립공

지나 서서히 고도를 높여 가면서 오르면 1057

원관리지역이 끝나는 지점으로 좌측으로는 강

봉 넓은 헬기장에 올라선다. 이곳은 넓은 공터

원도 남대천이 흐르는 상신기, 남대, 송내와 의

였는데 눈으로 덮여 있었고 철근으로 만든 삼

풍으로 하산하는 길이 있고 우측으로는 골터

각점 테두리가 2군데 있다.

골과 생달을 지나 봉황산과 부석사로 하산하

☞ 09:50 갈곶산/각곳산(966봉) 봉황산(부석

는 길이 있어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녔던 큰길

사) 갈림길

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이곳을 지나면

1057봉 헬기장을 지나면 능선길은 내리막길에

강원도로 진입한다.

마구령←2.0km/늦은목이→3.9km 이정표를 지

☞ 10:56 선달산(1236m) 정상 도착

나고 계속해서 내려서면 늦은목이→1.9km 이

늦은목이를 뒤로하고 서서히 오름길을 따라

정표와“긴급구조 소백10-26”안내판이 나란히

오르면 늦은목이가 자꾸만 발 아래로 멀어진

세워진 능선을 지나 934봉까지 계속된다. 길은

다. 1,000고지 이상을 올라서면서 다시 바람이

능선을 지나 오르막길을 10여분을 지나면 봉

세차지고 나무가지에 얼어붙어 있던 눈발이

황산(부석사)갈림길이 있는 갈곶산에 올라선

날리면서 앞길을 방해하고 가파른 오름길이

다. 정상에는 봉황산 갈림길 해발966m=비로

중복되면서 숨이 턱에 차고 식었던 땀이 다시

봉←27km/마구령←4.9km/늦은목이→1.0km/선

이마를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선달산까지 약

달산→2.9km이라는 이정표 표지목이 세워져

1.7km 정도인데 몇 시간을 가는 것 같다. 그렇

있었고 누군가가 이정표 표지목 막대기엔“갈

게 지루하고 힘들게 선달산 정상에 오르면 넓

곶산”이라고 적어 두었다. 이곳 삼거리에서

은 공터가 있고 잔디밭산악회에서 세운 막대

우측 등로는 봉황산과 부석사로 하산하는 등

이정표가“선달산 1236m”라고 새겨진 표지목

로가 연결되고 좌측길은 늦은목이로 가는 대

이 반쯤 기울어 흔들거리고 있다. 그 옆으로

간길이다

뾰족히 보이는 삼각점도 박혀 있다.

966봉 갈곶산을 넘어서 급한 내리막 길을 따라

나무가지에 누군가가 선달산 1236m라는 표지

능선 하나를 넘어면 안부인 늦은목이에 도착

목을 붙여 놓아 가지에 핀 눈꽃을 배경삼아

한다“늦은목이 해발800m=선달산→1.9km/마

증명사진을 찍는다. 이제부터 좌측은 강원도

구령←5.9km/비로봉←28.0km”이라는 이정표

영월군 하동면과 우측은 경북 봉화군 물야면

표지목과 소백산국립공원 안내 간판이 있었고

을 밟으며 산행하게 된다. 또 좌측으로 道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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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영월군 하동면으로 하산하는 등로가 있

로 내려가는 길목을 표시하는 꼬리표가 여러

다.

개 붙어 있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선달산 내리막 길이 무척 미끄럽다. 미끄러지

임도로 내려가 30분 이상을 더 소비하여야 한

고 넘어지면서 대간길 우측으로 왕바위꼴로

다.

하산하는 등로를 지나 안부에 도착하고, 다시

오전약수로 향하는 능선은 작은 계곡과 잘 생

오르막길을 따라 10여분을 올르면 1246봉에 올

긴 소나무 군락을 지루하게 내려가야 한다. 모

라선다. 이곳에는 선달산(15분)←백두대간→(1

진 풍파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곱게 자란 소

시간45분)박달령”이라고 새겨진 나무로 만든

나무들이 1000고지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향긋

이정표가 있지만 거리 표시가 없다. 대간길 좌

한 솔 향기를 풍겨 준다. 자연은 인간이 베푼

측으로는 칠룡동 계곡으로 하산하는 등로가

만큼 되돌려 준다고 하는데 그나마 고맙다는

있다.

마음을 가지면서 고도를 낮춘다. 낙엽 쌓인 길

☞ 12:40 박달령 도착 우회

을 내려서서 50분 정도 줄곧 내려가면 경북 봉

1246봉을 넘어 박달령까지는 그야말로 많이 힘

화군 물야군 오전2리 마을 주차장에 도착하고

들었던 구간이다 우측 양지쪽 비탈길을 이용

탄산이 용해된 유명한 오전약수터로 이름 난

하여 산행이 계속되면서 어떤 곳은 눈이 녹아

곳이다.

질퍽해 비탈길이 무척 미끄럽다. 지루한 비탈

바람부는 주차장에 퍼질러 앉아 준비된 닭 백

길을 넘고 넘어면 잘 다듬어진 타원형의 목판

숙과 자연산 더덕주로 허기를 달래고 버스에

에 검은 글씨가 새겨진 이정표가 →(1시간)박

서 후미를 기다라며 오늘도 안전하게 산행을

달령, →(20분)박달령 이라는 표지 안내판을

마치게 해준 소백산 산신령께 감사 기도를 올

지나 아래로 떨어지면 큰 헬기장을 가로질러

린다.

시멘트 포장길 915번 지방도로가 지나는 박달
령 고개 마루에 도착한다.
길 건너편 옥석산 들머리쪽엔 산신각이 아담
하게 자리하고 있고, 고개 마루에는“선달산 2
시간/옥석산 1시간20분/주실령 2시간/오전약수
탕 50분”이라는 이정표와“백두대간 등산로
(봉화군관내)안내”안내 간판이 세워져 있다.

<제22회차> 소백산(1,439m)
* 일시, 소요시간 : 2003. 12. 27(일)
03:30~13:50(1시간
0 20분)
* 행정구역 : 경북 영주, 봉화군
* 산행구간 : 죽령-연화봉-비로봉-국망
봉-고치령-세거리 26km

또 박달령 해발 1,009m 라는 표지목도 있다.
☞ 13:30 오전2리 주차장 도착

◎ 구간 설명

박달령에서 임도를 10m 정도 내려가면 능선으

이번 구간은 백두대간의 심장부, 한반도 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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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소백산맥을 종주한다.

약1시간30여분 이상 소요되지만 1시간 정도밖

우측으로는 경북의 영주시가 희방사, 소수서원

에 걸리지 않았고, 이곳 우측으로 풍기읍에 위

을 앉고 골 깊은 산야에 묻혀 있는 풍기읍을

치한 유명한 사찰인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지나고, 좌측으로는 단양팔경과 도담삼봉이 충

두운조사가 창건하였다는 희방사와 희방폭포

주호를 감돌아 고수고개와 고수동굴을 지나

가 1시간여 거리에 하산할 수있는 등로가 있

천태종의 본산인 구인사를 좌측 어깨에 두고

다.

영주 단산 세거리로 도착한다.

☞ 05:36 제1연화봉(1394m)

☞ 03:30 죽령 출발

눈보라와 안개로 5m 정도만 떨어져도 앞사람

하늘에는 구름이 점점으로 보이고 바람이 상

이 보이지 않는다. 천문대 시설물과 자연학습

당히 차갑게 느껴진다.

탐방로를 우측으로 끼고 바람이 조금 잦은 나

북쪽 시멘트 포장길을 따라 오르면 죽령 매표

무계단에 내려서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베

소 입구 불빛이 보이고 입구에는 천문대

낭에서 물통을 꺼내보니 거의 얼어있는 상태

7.0km 비로봉11.5km 국망봉14.6km이라고 새겨

로 나무에 물통을 두드려 얼지 않은 물로 목

진 소백산 안내 이정표를 보면서 포장도로를

을 축이고 비로봉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한다.

따라 들어서니 좌측으로 죽령 매표소를 지난

가파른 내리막 돌계단과 눈밭을 지나면 비로

다. 천문대 올라가는 입구에는 눈이 없어서 다

봉3.2km 제1연화봉0.8km 천문대1.2km라는 이

행이라 생각하였지만 고 고을 높여 갈수록 도

정표가 나타난다. 곧이어 통나무 눈 계단을 오

로에 눈과 얼음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진눈깨

르고 봉우리를 하나 넘어 헬기장을 지나 다시

비와 바람과 안개로 앞길이 점점 힘들어 진다.

힘겹게 한참을 나무계단을 올라 제1연화봉에

☞ 04:32 천문대와 전망대(1083m)

도착하면 천문대2.0km 비로봉2.5km 국망봉

눈보라을 헤치고 가느라 제2연화봉을 언제 지

5.6km라고 새겨진 이정표를 만난다. 연화봉 정

나갔는 지도 모르게 지나고 한차례 내리막길

상 표지석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길을 재촉하

을 봅설레이 경기장 달리듯 미끄러지면서 내

면서 남겨 둔 정상석은 훗날 다시 만날 것을

달리면 천체 관측소 옆길을 통과한다. 하지만

기약해본다..

천체관측소의 모습이 눈보라에 파묻혀 윤곽만

☞ 06:30 소백산 비로봉(1439m)

어렴풋이 보인다. 소백산 국립공원 안내간판과

小白山은 있는데 왜 大白山은 없는지 아니면

비로봉4.2km 희방사2.4km 죽령휴게소 7.0km

太白山의 태(太)가 큰 태이니 대백산으로 해

이정표를 지나고 곧바로 탐방로를 지나 올라

석해보면 이론상 맞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마

선 곳은 1,383봉 전망대다. 얼마나 허겁지겁 올

서거정이 큰 대자에 점을 하나 흘린 것일까

라 왔는지 보통 죽령을 출발하여 이곳까지는

많이 궁금해 진다.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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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 나오는 곳은 이제 얼음으로 덮혀 하얗게

비로봉에 올라 국망봉 이정표를 확인하고 좌

변한다.

측으로 대간길을 택하여 잘 만들어진 나무 계

눈보라는 점점 더 심해지고 시야는 더욱 짧아

단의 로프를 잡고 내려가지만 얼어붙은 나무

진다. 1382봉 삼각점과 조선시대에 왕실의 가

계단에 미끄러지면서 바람에 날려 자꾸만 부

구 재료로 사용하였다는 희귀목인 주목을 보

딪친다.

호하기 위한 주목관리소를 찾지 못하고 가는

비로봉 정상 표지석 뒷면에는 조선시대 전기

길을 잠시 잃어버려 나를 포함한 선발대 몇

의 문신이자 학자인 서거정이 썼다는“소백

사람이 허둥대고 있는 데 좋은친구들 멤버중

산”이라는 제목의 한시가 아래와 같이 기록

의 한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을 곧장 가면 된다

되어 있다.

고 하여 부지런히 걸음을 옮겨 천동리 삼거리

小白山連太白山 태백산에서 치달려 온 소백산

가 있는 갈림길에 도착한다. 이곳에는 비로봉

他百里押雲間 백리에 구불구불 구름사이 솟았

0.6km 죽령휴게소10.9km 천동6.2km이라는 이

네.

정표를 세워져 있어 좌측으로 천동계곡, 소백

分明畵盡東南界 또렷이 동남방의 경계를 그어

산 국립공원 북부관리소와 잘 알려진 고수동

地設天成鬼破 하늘과 땅이 만든 형국 귀신도

굴로 하산하는 길이 연결된다. 바람이 점차 심

울었소.

해지기 시작한다 소백산 바람은 본래 유명하

서거정은 조선시대 전기의 문신 학자로서 본

지만 이젠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관은 달성(達城/대구광역시에 위치)이요, 호는

바람이 거세다. 천동리 삼거리를 지나 바람부

사가정(四佳亭)으로 1444년(세종 26) 식년문과

는 통나무계단을 바람맞이 삼아 올라서면 소

에 급제하여 사제감직장(司宰監直長)을 지내

백산 주봉인 비로봉에 도착한다. 정상에는 소

고, 1451년(문종 1) 사가독서(賜暇讀書) 후 집

백산 비로봉 1439.5m라는 정상석이 눈보라속

현전박사(集賢殿博士) 등을 거쳐, 1456년(세조

에 우뚝 서있었고 비로사3.7km 국망봉3.1km

2) 문과중시(文科重試)에 급제, 1457년 문신정

죽령11.5km 희방사6.8km 천동6.7km라는 이정

시(文臣庭試)에 장원, 공조참의 등을 역임 하

표가 정상석 옆에 세워져 있었다. 생생 불어대

였다. 1460년에는 이조참의 때 사은사(謝恩使)

는 비로봉 칼바람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눈 앞

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대사헌에 올랐으며,

의 길을 분간하기가 어렵다. 무작정 앞길만 보

1464년 조선시대 최초로 양관 대제학(兩館大提

고 내려가니 앞서간 대원들이 올라오면서 길

學)이 되었다. 1466년 다시 발영시(拔英試)에

을 잘못 들었다고 다시 올라가란다. 휴! 비로

장원한 후 6조(曹)의 판서를 두루 지내고,

사에서 다시 올라와야 할 뻔했다. 온 몸에 힘

1470년(성종 1)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렀으며

이 빠지면서 그래도 가야하는 길이기에 다시

이듬해 좌리공신(佐理功臣)이 되고 달성군(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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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君)에 책봉되었다. 45년간 여섯 왕을 섬길

착하여 좌측으로는 어의계곡으로 하산하는 등

만큼 문장과 글씨에 능하여 경국대전, 동국통

로가 연결된다. 다시 대간길은 북능을 따라

감, 동국여지승람 편찬에 참여했으며, 또 왕명

1326봉과 1380봉에 올라서 잠시 숨을 돌리고

을 받고 향약집성방을 국역했다. 성리학을 비

서서히 오름길을 오르면 초암사 갈림길에 도

롯하여, 천문, 지리, 의약 등에 정통했다. 문집

착하여 국망봉0.3km 비로봉2.8km 초암사4.1km

에 사가집과 저서에 동인시화, 동문선, 역대연

이라는 이정표를 우측으로 끼고 지나 앞에 보

표, 태평한화, 필원잡기, 골계전이 있으며 글씨

이는 암봉인 국망봉 표지석이 있는 정상에 올

에 화산군권근신도비가 충주에 있다. 그리고

라선다.

대구 달성 귀암서원에 제향 되었다.

국망봉 정상석 바로 옆에는 아래와 같은 슬픈

☞ 07:57 국망봉(1420m)

안내 글이 있어 여기에 옮겨 본다.

혼자서 열심히 눈길을 헤집고 달려가니 사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나라를 왕건에

왕 멤버들이 걱정스럽게 국망봉에서 나를 기

게 빼앗기고 나서 천년사직과 백성들에게 속

다린다. 혼자서 내 빼더니만 꼴 좋다고 놀려대

죄하는 마음으로 명산대찰을 찾아 제천 백운

면서 다음부터는 혼자서 가면 사천왕에서 제

면 방학리 궁뜰에 동경저[東京邸]라는 궁을

명시켜 버린다고 엄포를 놓는다. 산에만 가면

짓고 머물러 있었다. 왕자인 마의태자는 신라

왜 그렇게 흥분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의 국권을 회복하려다가 실패하자 엄동설한에

여유있게 산행을 하지 못하는 지 산행을 끝나

도 베옷 한 벌만 걸치고 망국의 한을 달래며

고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도 허겁지겁 산행을

이 곳에 올라 멀리 옛 도읍 경주를 바라보면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다음부터

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이후 이 곳을

는 좀더 여유를 가지고 산행하도록 노력하여

국망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야겠다고 다시 반성해 본다.

☞ 10:39 연화동 갈림길(1015m)

서거정의 한시를 헤아리며 바람부는 비로봉

국망봉 표지석 안내문을 읽고서 숙연해진 마

정상을 지나 바람에 넘어 지지 않으려고 나무

음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증명사진을 찍

계단을 조심스럽게 진행하면 국망봉1.6km 이

고 하늘은 흐린 것인지 구름이 낀 것인지는

정표를 지나 어의곡리 갈림길 안부에 도착하

모르겠으나 햇빛은 없고 아직까지도 시야는

고 어의곡리4.7km 비로봉0.4km 국망봉2.7km이

상당히 흐리다.

라는 이정표를 만난다. 이곳에서 왼쪽은 어의

지나는 길 큰 바위 밑에 자리를 잡고 바람을

곡리로 내려가는 하산길이 연결되고 대간길은

피하면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한다. 오늘의 메뉴

북능을 따라 계속 산행하게 된다. 계속해서 10

는 육개장에 만두떡국, 돼지 양념 구이 등이다.

여분 능선길을 지나면 어의계곡 삼거리에 도

눈내리는 바위옆에서 휘발유버너에 불을 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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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물이 얼어 할 수 없이 코펠에 소주를 부어

당치2.5km 연화동3km이라는 표지목이 세워져

돼지구이를 만들어 먹으니 소주맛인지 양념맛

있는 연화동 삼거리에 도착한다.

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다고 난리다. 그래도

☞ 11:37 마당치

허기진 배를 위해서 부지런히 입을 움직인다.

1031봉 삼각점을 뒤로하고 마당치로 갈라지는

9시경 아침식사를 마치고 북사면을 내려가려

삼거리를 지나 갈참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

니 미끄러워서 아이젠을 하고 무릎까지 차는

는 능선을 지나서 마당치 안부를 내려다 보면

눈 길을 헤쳐나아간다. 토요일 오전에 소백산

서 1060봉을 올라선다. 지도상 우측으로 영풍

국립공원북부지소에 문의 결과 정상에만 눈이

바위, 좌석바위, 배바위라고 표기 하였는데 식

조금있다고 하여 스패치는 가져 오지않고 아

별하기가 쉽지 않다. 계속하여 가던 길을 아래

이젠도 4발짜리로 비상시를 대비하여 준비해

로 떨어지면 마당치에 도착한다. 도착한 이곳

온 것이 다행이라 생각해 본다. 새밭 갈림길에

에는 마당치 해발910m 형제봉3.5km 국망봉

도착하여 해발1260m 상월봉0.1km 국망봉

8.5km 새목7.5km라는 표지목 이정표가 있었다.

0.6km이라는 표지목 이정표를 지나 오르막 경

마당치는 좌측으로 단양 영춘면 남천리와 우

사길을 오르면 암봉인 상월봉에 도착한다.

측으로 영주 단산면 좌석리를 잇는 고개로서

상월봉을 뒤로하고 내리막길을 20여분 천천히

공터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있었고 지도상에는

내려서면 1264봉 직전 안부인 늦은맥이재에 도

길이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예

착하여 우측으로 영주 단산면 좌석리 상좌석

전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

으로 내려가는 갈림길에 도착한다. 좌측으로는

나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어의계곡 벌바위와 만나는 벌바위골로 하산하

☞ 11:58 형제봉 갈림길(1032m)

는 등로가 있다.

마당치를 지나 1032봉 정상 직전에는 형제봉

늦은맥이재를 지나 조금 올라서면 해발1260m

5.0km 국망봉 7.0km 이정표를 지나고 봉우리

신선봉 갈림길에 도착하고 국망봉1.8km 신선

를 넘어 오르막길을 15분여를 올라서면 1032봉

봉1.2km 마당치6.5km이라는 이정표를 만나고

형제봉과 고치령으로 갈라지는 형제봉 삼거리

좌측으로 신선봉과 민봉 그리고 구인사로 가

다.

는 등로가 있고 대간길은 계속 아래로 떨어진

정상 표지목에는 형제봉 갈림길 해발1032m 국

다.

망봉9.2km 형제봉2.8km 고치령1.9km라는 이정

신선봉 삼거리를 뒤로하고 계속 하산길로 내

표를 만나니 반갑다.

려서서 헬기장을 지나 형제봉8.0km 국망봉

이곳 1032봉은 유서 깊은 전설이 서려 있는 곳

4.0km 이라는 이정표를 지나고 다시 2번째 헬

으로 선답자와 세거리 주민들에 의하면 조선

기장을 을 지나면 해발1015m 상월봉4.3km 마

시대 금성대군이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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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쌓고 궁을 지었던 곳으로 순흥면 사람들은

있다. 앞서간 백두대간 제7차 고산자회 회장님

지금도 일년에 한 번 소를 잡아서 단종을 위

께서 대원들의 수고를 생각하여 올려 보낸 것

한 제사를 지낸다는 전설 아닌 실제 사실을

이라는 이장님의 설명을 듣고 고치령 고개에

전해 주었고 만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마을

수서의 김고문께서 허벅지 통증으로 쉬고 계

에 화재와 같은 큰 재앙이 생긴다고 전한다.

시니 뒤에오는 천안팀과 함께 태워 오면 중간

그리고 좌측으로 비켜선 헬기장 바로 밑에 단

에서 우리 사천왕은 타겠노라고 하여 올려보

종의 영정을 모셨던 사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낸다. 한참을 내려오다 타이탄에 합승하고 오

없어졌고 요즘은 전국각지에서 온 무당들의

늘의 종점인 세거리에 도착하여 오늘의 산행

굿판이 끊이지 않고, 사당에는 단종의 영정을

을 마감한다.

모셔 놓았었는데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2003년 1월 12일 성삼재를 시작으로 1년이 지

전설로만 전해지고 있단다.

난 기념 및 송년회를 열기로 하여 풍기의 서

☞ 13:15 고치령

부불고기집에서 파티를 벌리니 지나간 구간들

이젠 햇빛에 얼어 붙었던 등산복의 얼음들이

의 이야기에 음식점이 온통 잔치분위기다. 지

다 녹고 그렇게 앞길을 가로막던 눈발도 날리

금까지 산행을 하면서 안전사고없이 진행된

지 않으면서 시야가 많이 회복되었다. 863봉을

것을 모두 자축하고 2004년에도 아무 탈 없이

지나 내리막길을 내려서면 고치령 해발 760m

진부령까지 가자고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오

마구령8.0km 늦은목이13.9km 비로봉14.1km 이

늘의 일정을 접는다.

정표가 고치령 도로 건너편에 서있다. 구간의
종착지 고치령, 이곳 우측으로는 세거리를 통

■ 대간길에 만나는 이야기들

해 단산면 소재지로 하산하는 시멘트 포장 도

◎ 희방사

로이고 좌측으로는 김삿갓 묘가 있다는 부석

희방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된 사찰로서

면 윗새목과 큰터 그리고 의풍 영월로 연결되

그동안 여러 차례 불에 타 중창을 거듭했다.

는 포장길이다.

현재의 건물은 근년에 세운 것이다. 이곳 희방

☞ 13:50 세거리 종점

사에는 한글 창제 당시 원문이 적힌「월인석

고치령에 도착하여 지형을 암기하고 우측 시

보」제1, 제2권이 있었는데, 6·25전쟁 때 모두

멘트 포장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다른 산악회

불타버리고 말았다. 절 앞에 있는 희방폭포는

는 좌석리 이장의 타이탄트럭으로 고치령까지

소백산에 몇 되지 않는 폭포여서 인기가 좋다.

태워준다고 하든 데 우리도 태워주면 좋을 것

구인사천태종 총본산 구인사는 소백산국립공

인데 하고 불평을 한다. 그때 저 멀리 고개길

원 동북쪽에 치우쳐 있어 사람들의 발길은 다

을 엔진소리도 요란하게 타이탄이 올라오고

소 뜸하지만 독실한 신도들의 발길은 매우 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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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계포란(金鷄抱卵)형에 자리한 구인사는

는데, 중앙선 철도 죽령역에서 희방사역으로

전국 각지에 크고 작은 말사를 200개쯤 거느리

사이의 구간에는 길이가 4.5km에 달하는 루프

고, 신도들도 170만명쯤이나 된다고 한다. 백제

선(loop rail)인 죽령터널이 있다. 루프선은 표

의 현광법사가 처음으로 들여온 천태종은 고

고차가 큰 구간에 선로를 건설할 때 사용하는

려 대각국사 의천 때 본격적으로 교세가 확장

방법으로, 세계적으로는 알프스에서 산악선로

되었다.

(山岳線路)에 채택된 것이 처음이다.

근대에 들어 중국에서 천태종을 공부하고 돌

또, 삼국시대 때부터 봄·가을 나라에서 이곳

아온 상월스님이 1945년‘소백산이 중생을 제

에서 제사를 지냈으며, 조선시대에는 죽령사

도하는 곳’
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구인사를 세

(竹嶺祠)라는 산신사당이 있었다. 성혈사소백

움으로써 천태종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다.

산 일원에서 유명한 사찰이라면 희방사 비로

소수서원비로봉과 국망봉 사이를 흐르는 죽계

사 초암사 정도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

계곡 하류께 자리한 소수서원은 주세붕이 세

지 소백산 산자락에 유서깊은 천년고찰 성혈

운 한국 최초의 서원이다. 1550년 풍기군수로

사(聖穴寺)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

부임한 퇴계 이황이 조정에 상소를 올려, 소수

다. 성혈사는 1:50,000 지형도에서조차 매우 작

서원이라는 액자를 받았고, 사서오경, 성리대전

은 글씨로 기존 등산로와 동떨어진 위치에 표

등의 내사(內賜)를 받게 되어 최초의 사액서

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이자 공인된 사학이 되었다.

소백산 국망봉 남쪽 초암사 갈림길에서 백두

소수서원은 1872년 대원군이 전국에 난립한 서

대간을 떠나 남동쪽 963m봉으로 이어지는 능

원을 철폐할 때도 화를 면한 47개의 서원 가운

선(초암사계곡과 복간터골 사이)에 있다. 성혈

데 하나로 지금도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사는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전해진다.

있다. 명종의 친필로 된「소수서원」
이란 편액

지금의 건물은 임진왜란 이후에 중창된 것이

이 걸린 강당, 직방재와 일신제, 학구재, 지락

지만 고색창연함은 그 어느 사찰에도 뒤지지

재 등의 건물이 남아있다. 또한 이곳에는 국보

않는다. 보물 제 832호인 나한전(羅漢殿)이 본

111호인 안향의 영정, 보물 485호 선현십이전

사찰의 소중하고도 볼 만한 유적이다.

좌도가 있고, 서원 입구에는 보물 59호인 당간

나한전은 정면 3칸에 측면 1칸의 단층 맞배기

지주가 있다.

와집으로 공포를 기둥과 기둥 사이의 평방위

◎ 죽령

에 짜 얹은 다포식(多包式) 건물이다. 건물 정

영주와 단양을 잇는 죽령(689m)은 영남(嶺南)

면 3칸에 설치된 창호가 볼만한데, 꽃살창호로

과 호서(湖西)를 갈라놓는 길목에 해당하는

서 특히 어간(御間)의 것은 연못에 게 물고기

고개. 5번 국도와 중앙선 철도가 이곳을 지나

동자상 여의주 기러기 등이 정교하게 조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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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한 작품이다. 대웅전 뒤뜰에 부채살처럼

무량수전은 고려 중기건축이지만 우리민족이

가지를 펼친 노송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보존해온 목초건축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오

◎ 봉황산 부석사

래된 건축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이제는 고인

마구령과 선달산(1236m) 사이의 각곳산

이 된 전 국립박물관장 최순우선생이‘호젓하

(966m)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려 빚은 봉황산

고도 스산스런 희한한 아름다움’
이라고 극찬

(819m) 남서쪽 자락에는 우리나라 문화유적의

했던 부석사 무량수전. 그 배흘림기둥에 기대

자랑인 부석사가 자리하고 있다. 부석사는 봉

서면 이 가람의 건축미와 공간미를 찬탄하지

황산에 안겨있는데도 일주문에는 소백산도 아

않을 수 없다.

닌‘太白山 浮石寺’
라고 쓰여있다. 이는 태백

◎ 오전약수

산이 의상의 스승인 지엄선사가 살았던 중국

백두대간이 북동으로 꺾이는 옥석봉(1,242m)

의 종남산과 동격시 되면서 우리나라 화엄사

정상에서 남서쪽 절골 아래로 2.5㎞ 거리에 위

상의 본거지로 숭상되었기에 때문이라고 한다.

치한 오전약수는 수질이 탄산성과 철분이 강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부석

한 소문난 약수다. 위장병과 피부병을 비롯해

사는 우리나라 화엄종의 근본도량(根本道場)

서 유해중금속 및 병원성미생물을 해독하는데

이다.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멀리로 부터 요양

경내에는 무량수전, 조사당, 소조여래좌상, 조

하러 찾아오는 이들이 많다. 물맛은 유리탄산

사당 벽화, 무량수전 앞 석등 같은 국보와 3층

과 칼슘이온이 많아 사이다보다도 혀끝을 강

석탑, 석조여래좌상, 당간지주 등의 보물이 있

하게 쏜다.

다. 절 한켠의 부석(浮石)에는 이 절 창건에

옛날 보부상들이 발견,처음에는 초정약수로 불

얽힌 의상대사, 그리고 의상대사를 사모했던

리었던 오전약수는 조선조 9대 성종이 전국약

선묘라는 여인 사이의 애뜻한 사랑얘기가 깃

수의 우열을 검사케 한 결과 직접 맛을 본 후

든 설화가 전한다.

가장 좋은 약수로 인정했다고 전해진다.

표준

산이란 인간의 의지만으로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이 인간을 받아 들여야 오를 수 있다
정상이 한발 한발 가까워질때 오르는 자는 그 만큼 더 겸손해져야
비로소 산이라는 대자연과 하나가 되면서 무언의 깨달음을 호흡할 수 있는 것이다.
-8,000미터의 희망과 고독, 엄홍길 저, 2003. 11 초판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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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와 바다를 가슴에
새해맞이 평택 나들이
여행작가 김 초 록

갑신년 새해가 밝았다. 벌써 남녘에서는 봄

따라서 횟집과 음식점이 즐비하고, 호수 주변

소식이 들려오는 이즈음이다. 요즘 산하는 겨

곳곳에 잔디밭과 오솔길이 나 있어 휴식을 취

울 색깔이 뚜렷하다.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하기 딱 좋다. 특히 38번 국도를 따라 아산만

1월과 2월은 연말 못지 않게 분주한 달이기도

방조제~34번국도~삽교천방조제~송악 나들

하다. 이런 요즘이지만 2004년 희망을 안고 가

목~서해대교까지 둘러보는 드라이브 코스는

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새해맞이 여행을 떠나

멋진 추억거리를 안겨준다. 더욱이 저녁노을이

보자. 서해안 개발의 거점 도시인 평택은 바다

질 무렵, 차를 방조제 옆에 세우고 제방 위에

와 호수, 그리고 광활한 평야까지 볼 수 있어

올라 서해대교와 아산만을 붉게 물들이는 노

여행의 맛이 특별하다.

을을 바라보노라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문의

평택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이다. 교통의

평택호 관리사무소(681-8688).

요지답게 어디서든 쉽게 갈 수 있다. 서해안고

가족들과 연인들이 주로 찾는 평택호 관광지

속도로 서평택 나들목으로 빠지면 중간 중간

안에는 피라밋 형태의 평택호예술관이 자리잡

에 평택호를 비롯해 아산만방조제, 포승공단,

고 있다. 잔잔한 호수와 어우러져 별난 분위기

평택항 등 눈길을 끄는 곳들이 많다. 특히 아

를 풍긴다. 전시실이 마련된 미술관(1층)과 전

산만방조제는 서해대교와 평택항이 들어서면

문 공연장(2층), 명상의 장(3층)으로 이루어진

서 하루 나들이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예술관은 국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 전시는 물

충남 아산과 맞붙어 있어‘아산호’
로도 불리
는 평택호는 2km의 바닷길을 방조제로 쌓아

론 평택 관내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장으로 자
리잡고 있다. 관람문의 659-5065.

만든 인공 담수호다. 요트 유람선 같은 수상

평택호와 평택항은 지척이다. 중부권 경제의

레저 시설을 즐길 수 있고, 붕어 잉어 등이 많

버팀목이 되고 있는 평택항은 세계경제의 중

이 잡혀 낚시꾼들이 즐겨 찾고 있다. 호반을

심축인 중국의 관문이다. 특히 중국과 해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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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항로가 개설돼 물류와 관광 기능까지 겸하

연못, 소형폭포, 석등, 물확, 장독대, 병풍석, 망

고 있다. 현재 평택항에서 중국 산동성 영성시

부석, 물계석, 두꺼비석, 촛대석, 코브라석, 다

용안항까지 주 3회 국제카훼리가 운항하고 있

듬이돌, 맷돌 등은 아스라한 추억을 떠올리게

다. 입항 일시:매주 월·수·금요일 08:00, 출

한다. 개방 시간: 연중 무휴(오전 9시-오후 5

항 일시:매주 월·수·토요일 18:00. 항해거리

시)입장료: 무료. 문의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원

210마일, 항해시간 14시간). 문의 대룡해운

예작물과 화훼특작팀(www.pasi.gyeonggi.kr, ☎

(683-0992, 5). 평택항은 크게 외항과 내항으로

659-4833).

나뉜다. 자동차전용부두와 포승국가산업단지,
서부두, 국제여객선터미널 등이 들어선 외항은

이밖에 평택의 볼거리로는 심복사의 석조비

일년 내내 활력이 넘친다. 평택항 입구(포승면

로자나불좌상(보물 제565호)과 만기사의 철조

만호리)에는 평택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

여래좌상(보물 제567호), 그리고 원균 장군 묘

래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는 홍보관이 들어서

등이 있다. 원균 장군은 평택에서 출생해 일찍

있다. 개관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문의 682-

이 무과에 급제하고 경상북도 수군절도가가

5663. 매주 월요일 휴관.

된 인물이다. 임진왜란 때 뛰어난 지혜를 발휘

평택호(항)에서 38번 국도를 따라 평택 시내

했으나 단지 패전했다는 이유로 잊혀져 있다

쪽으로 나오다 오성면 소재지에서 청북 방면

400여 년이 지난 근래 들어서 재조명되기 시작

으로 들어선다. 농업박물관이 있는 평택농업기

했다. 또한 송탄 관광특구에 들어선 신장동 쇼

술센터로 가는 길이다. 계절별 농기구 및 생활

핑몰은 영문 네온간판이 즐비, 서울 이태원 거

소품 등을 전시해 놓은 농경유물역사관과 고

리를 방불케 한다. 1995년 연간 20여 만 명의

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초가, 모양새마다

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있다.

쓰임이 다른 각종 장독대, 곡식을 탈곡 또는
제분하는데 필요한 연자방아와 돌절구 등을

▶찾아가는 길=수원-43번 국도(발안)-

볼 수 있는 야외전시장까지 갖추어 놓았다. 평

39번 국도-안중5거리-평택호 관광지-

택시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지도기획팀(☎

평택항. 평택-38번 국도-안중5거리-평

659-4811)에 연락하면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택호관광지. 평택에서 평택호까지 30분마

있다. 개방시간 연중 무휴(09:00-17:00). 입장

다 버스 운행(25km, 40분소요). 수원, 온

료: 무료. 이와 함께 자생식물, 허브식물, 수생

양에서도 시외버스 운행. 농업기술센터는

식물, 아열대식물 등을 한데 모아 놓은 자연테

경부고속도로 평택(안성) 나들목에서 서

마식물원에도 꼭 들러보자. 이곳에서 볼 수 있

쪽(평택항 방면)으로 29㎞ 지점, 서해안고

는 식물 종류는 150여 종. 가정 원예 소품인

속도로 서평택 나들목에서 동쪽(평택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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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14㎞ 지점. 평택공용버스터미널

(652-6580), 경림여관(652-3638) 등이

(652-2618), 성호여객(652-2615).

있음.

▶잠자리=평택호 주변에 별장파크(682-

▶맛집=평택호 주변에 대규모 횟집촌이

6590), 대영장여관(682-5494), 서해관

형성돼 있어 싱싱한 생선회를 맛볼 수 있

광호텔 683-8000 등과 평택시내에 송탄

다. 등대횟집(681-3000), 팔각정횟집

관광호텔(666-5101), 영천관광호텔

(682-1583), 샘골가든(683-4846), 삼

(663-4000), 평택관광호텔(654-3331),

다도횟집(681-6370), 솔밭식당(681-

호텔 가보(658-7700), 거성파크여관

3382), 호성식당(681-7786) 등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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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제

품

명

비활성 가스 제너레이터 제조기술(연소 배기가스식)

업

체

명

(주)동해기계항공

주요개발내용

짧은 시간안에 화재진압을 위한 산소농도 15%이하로 산소농도가 떨어져
기존의 소화설비 및 소방수를 이용한 방식에 비해 급속한 화재 진압이 가
능함.

제

품

명

생물탈취기용 글라스발포 담체 제조기술

업

체

명

(주)카보텍

주요개발내용

ㅇ Bio-filte용
r 글라스발포형 악취제거용 생물막 담체로 악취제거성능이 뛰
어난 독창적 기술
ㅇ 하수처리공정 및 산업현장의 악취제거시설(5개소)에 사용하여 실용화된
신기술임
ㅇ 재료물성에 따른 생물막 형성 조건이 우수하여 악취 및 VOCs를 95%이
상 제거성능 있음
- 미생물부착효과 : 2.0 X 108CFU/g 이상
- 압축강도 : 50Kg/㎠이상 / 기공율 : 80%이상 / 흡수율 : 80%이상
ㅇ 실용화 특성
- 발포 가공에 의한 기공율 조절이 용이하여 통기성이 우수함
- 교반혼합 및 소결 가공으로 제조공정이 간단하고 내구성이 우수함
- 폐유리의 자원재활용이 가능하여 경제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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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열복사 무기도료 제조기술

업

체

명

(주)케이에스티

주요개발내용

ㅇ 다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업용로 등에 도포하여 우수한 열사 특성과
내구성으로 인해 에너지 절감과 내화물 보호 효과가 우수한 열복사 무
기도료임
ㅇ 국내 최초의 고온형 열복사 무기도료로 외산제품의 낮은 열복사 특성과
내구성의 단점을 보완한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에 기여가 예상됨

제

품

명

PLC형 광파장 다중화 및 역다중화소자 제조기술 :
40채널 도파로형 회절격자 모듈

업

체

명

(주)피피아이

주요개발내용

ㅇ 도파로형 회절격자(AWG: Arrayed Waveguide Grating)는 광통신에서
파장이 다른 여러 빛을 합치거나(다중화: Multiplexing; MUX) 분리시키는
(역다중화: Demulti- plexing : DeMUX) 소자임.
ㅇ Si웨이퍼 위에 실리카(SiO2)와 첨가제를 사용하여 고굴절율층을 성형시
키고 이를 사진 식각공정을 통하여 광 도파로로 만듬. 이어서 저굴절율인
clad 층을 증착시킴.
ㅇ AWG 장치(모듈)는 입력측 광섬유(보통 1개), AWG chip, 출력측 광섬
유(40채널용 40개), 온도 컨트롤부로 구성됨.

제

품

명

누설신호를 이용한 네온변압기 지락감지기술

업

체

명

(주) 대한 트랜스

주요개발내용

100

ㅇ 국내의 취약한 네온 광고물 설치 현황에 있어서 안전사고 및 화재의 사
전 예방에 혁신적인 기술로서 고압측의 지락 사고, 주위 도체에 방전 또
는 누전 시에 변압기 내부와 외함사이에 발생되는 신호를 검출하여 입
력(저압) 측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국내최초로 네온관용 변압기에 획
기적으로 적용함
ㅇ 네온변압기의 2차측은 15,000볼트로서 매우 위험하며 인체감전, 누전 및
지락시 자동적으로 전원을 차단하여 인사사고, 화재 또는 피해를 감소
화 시키는 기술
ㅇ 자체적으로 이상 발생시 전원차단, 화재 및 감전보호 기능을 갖는 제품
으로 네온변압기의 감전 및 화재의 위험 등을 방지하는 UL마크를 국내
최초로 획득하여 미국에 2백만불 가량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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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다축 알루미늄 휠 연마기(최대 24인치, 4개 동시장착)

업

체

명

(주)디씨엠

주요개발내용

자유 형상 제품의 굴곡면의 폴리싱을 가공기(예: 알루미늄 휠)로서 생산공
정중 발생되는 BURR, SCALE 등의 제거 및 표면 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

제

품

명

고속 냉간 성형기
(절단선경 : Φ55㎜이하, Φ55㎜-60개/min이하)

업

체

명

효동기계공업(주)

주요개발내용

기계가공 없이 볼트, 너트부품 등 각종 부품을 플라이휠의 토크를 크랭크샤
프트 통하여 램의 선운동으로 변환시켜 펀치가 전진운동을 하며 부품을 성
형하는 전용기

제

품

명

자동 슬리팅 리와인딩기(로타리 인쇄기용)

업

체

명

(주)코라

주요개발내용

금전 등록기에서 사용하는 테이프나, 포스용 테이프, 순번대기 테이프, 주차
영수증,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지하철 승차권 등, 넓은 폭의 원단을 자동으
로 세절 및 지관에 감는 기계

제

품

명

TWO DRUM 방식 양면 로타리레티 프레스(11색 인쇄기)

업

체

명

(주)모텍스

주요개발내용

회전하는 롤러에서 연속적으로 고속으로 라벨저울, 제품 용기 부착 라벨 등
라벨 스티커,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버스 승차권, 주차 영수증, 지하철승차
권 등을 인쇄하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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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PLC형 광파워 분배기 소자용 칩

업

체

명

(주)피피아이

주요개발내용

입력된 광 신호를 여러 개의 채널로 분배하는 소자용 chip으로서 광통신 시
스템 장비나 광 가입자망 등에 널리 사용되는 기본 부품임. 특히
PLC(Planar Lightwave Circuit)형은 기기의 소형화, 고성능화, 저가격화에
필수적인 형태임.

제

품

명

곡물 저온저장 건조 빈
(상부 냉각장치 부착형, 15℃이하, 500톤이하)

업

체

명

(주)신흥강판

주요개발내용

겨울철 냉기를 이용하여 벼를 저온냉각(-5℃이하)하고, 상부에는 냉각시스
템을 설치하여 여름철에도 벼의 저장온도를 15℃이하로 유지하여 저비용으
로 곡물을 장기간 저장하는 곡물저장 빈.

제

품

명

농업용 충전식 전동 운반차(적재하중 300kg이하)

업

체

명

(주)한성에코넷

주요개발내용

과수원 및 온실 등 농경지에서 농산물 운반을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업용
충전식 전동 운반차

제

품

명

진공단열 초저온 냉동고(최저온도 : -153℃)

업

체

명

(주)일신랩

주요개발내용

102

생물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식품공학 등의 실험연구 대상시료를 급속동결
하여 물리, 화학적 변화를 최소화하고, 효소활성을 완전 정지시켜 시료를 장
기간 안전하게 보존하는데 사용하는 냉동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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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UV 순간경화 잉크젯 프린터 - HYPERJET

업

체

명

(주)하이퍼닉스

주요개발내용

○ 본 제품은 대형 잉크젯 프린터로써 UV순간경화 장치를 사용하여 출력
의 한계를 극복한 제품으로 모든 소재에 출력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전
반에 응용이 가능하여 출력시장의 대규모 성장을 예고한다.
○ UV(자외선)을 이용하여 소재표면에 분사된 잉크를 수초만에 경화 시키
는 방식의 대형 잉크젯 프린터이다. (출력가능소재 : 유리, 스틸, 폼보드,
포멕스, 석재, 아크릴 등 모든 소재에 출력이 가능하다.)

제

품

명

가상CD방식 데이타 서버

업

체

명

스페이스 인터내셔널(주)

주요개발내용

○ CD-ROM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본뜬 가상 CD-ROM을 서버에 저장
하여 인터넷, 인트라넷등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수의 사용자들이 동시
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멀티미디어 관리 솔루션임
○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윈도우에 임베디드 시키고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
함으로서 바이러스등 외부환경변화에 강인함
○ 관리자 및 사용자가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멀티미디어
자료의 관리 및 이용가능하도록 구성
○ 교육자료의 멀티미디어화에 더불어 시장성이 밝은 것으로 예측되며 수
입대체 및 수츨증대가 예상되는 품목임

제

품

명

과 전압 보호용 배선용 차단기

업

체

명

형제전기(주)

주요개발내용

○ 과 전압 보호회로를 내장하여 정격전압의 125% 전압이 투입될 때 자동
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전기적 안전성을 향상시킨 제품임.
○ 기존제품은 과전압 투입시 전원 차단이 되지 않아 화재 및 가전제품의
소손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발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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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비전시스템을 이용한 알루미늄 휠 누설 검지 장치

업

체

명

(주)대명엔지니어링

주요개발내용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의 제조공정 중에서 주조, 열처리, 기계가공 공정 후
공기누설 유무를 검사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를 개발.

제

품

명

수도용 역류방지 커넥터(단·복식 겸용, 호칭지름 : 50mm이하)

업

체

명

영동금속(주)

주요개발내용

물의 역류현상을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산업의 발달에 따라 불특정 다
수인이 집단으로 거주·생활하는 건물 등이 증대, 고층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전 등의 사고 발생시 펌프의 작동불능으로 가정, 사무실, 병원, 고속
터미날 등에서 발생된 오수가 상수도·음용수 관로로 역류하는 사고 발생
가능성에 따라 개발한 제품

제

품

명

진공 원심 농축기(회전수 1700, 2500, 5000rpm 선택형)

업

체

명

㈜엔바이오텍

주요개발내용

진공과 원심력을 이용하여 미량의 액체시료를 농축시키는 농축기로서 회전
수 선택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시료농축 및 원심분리에 사용

제

품

명

반도체용 스크류타입 진공펌프
(건식, 도달진공도 7×10-3Torr)

업

체

명

코웰정밀(주)

주요개발내용

104

CASING 내부에 좌우 한쌍의 PITCH가 서로 다른 2종의 SCREW가 조합회
전하여 연속 압축으로 배출하는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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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2차측 지락보호용 네온변압기

업

체

명

(주)대한트랜스

주요개발내용

ㅇ 국내의 취약한 네온 광고물 설치 현황에 있어서 안전사고 및 화재의 사
전 예방에 혁신적인 기술로서 고압 측의 지락 사고, 주위 도체에 방전
또는 누전 시에 신호를 검출하여 입력(저압) 측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국내최초로 네온관용 변압기에 획기적으로 적용함
ㅇ 네온 변압기 고압(2차)부와 혼촉, 지락사고, 감전 등 이상상태에 발생되
는 고전압 위험을 감지하여 입력 측을 차단하는 우수한 제품을 개발
ㅇ 자체적으로 이상 발생시 전원차단, 화재 및 감전보호 기능을 갖는 제품

GR F 4027 재활용재를 이용한 수목보호덮개 및 받침틀
제

품

명
GR F 4028 재활용 골재 도로용 측구 뚜껑

업

체

명

주요개발내용

(주)일산금속
주물공장에서 주조할 때 부산물로 배출되는 폐주물사(생형사)를 탈철공정
을 거쳐 콘크리트용 골재로 대체하여 재활용 골재화를 한 후, 주철로 된
‘수목보호덮개 및 받침틀의 골조’와‘측구 뚜껑의 골조’에 콘크리트를 충전
하여 제조된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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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업

체

명

수질오염방지설비
［단일진공펌프방식 3단층발농축설비(축산폐수 및 음식물 침출수용,
100ton/일 이하)］
(주)대현엔비텍

주요개발내용

1대의 메인진공펌프로 각단의 기액분리기에 인위적인 압력(진공)차를 이용
자연순환에 의한 유로를 형성시켜 설비의 감소와 운전의 장애요인을 최소
화시키고 고온의 스팀과 폐수가 병류식으로 접촉하여 사용된 열원은 증발
기내의 가열(잠열)원으로 재이용되어 에너지 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킨
설비

제

품

명

수질오염방지설비
[토네이도 블록형 선회류 침사제거기］

업

체

명

(주)타셋

주요개발내용

제

품

명

업

체

명

주요개발내용

106

하수처리장이나 정수장, 폐수처리장에서의 침사지는 모래를 함유한 상태로
처리장에 유입되므로 기계의 고장, 배관의 폐쇄, 처리장에 퇴적하게 되므로
용량감소 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처리 system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
여 일정한 입경을 가진 무기물(모래)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수질오염방지설비
［진공식 탈수건조기(스팀건조방식)］
(주)에코셋
하·폐수처리장 및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매립이나 해양투기시 부
피와 중량을 감소시키고, 2차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조공정을 갖춘 탈수
건조 설비로, 탈수와 건조공정을 거처 고형화된 케익은 복토재 또는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또한 화학, 안료등의 제조공장에서 건조가 필요
한 생산공정에도 사용될수 있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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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업

체

명

주요개발내용

제

품

명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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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설비
［기포부상식 자외선 소독설비(하수처리장 방류수 대장균 소독용)］
(주)두합크린텍
하수처리장 방류수로 설치하여 대장균을 소독하는 설비로서 살균장치의 하
부에 기포를 공급, 램프주위의 와류 및 자외선의 산란/반사를 유도하여, 램
프주위의 자외선조사 영역에 방류수가 접촉되는 횟수를 증가시켜 대장균의
소독율을 향상시킨 설비

수질오염방지설비
［다이아프램식 상징수 배출장치］
(주)엠에스테크
반응조(SBR)에서 하·폐수처리시 침전되어 있는 고형물의 표면에 떠있는
Scum을 방지하며 배출할 상징수를 배출하고 특히, 정밀성과 신속성을 최대
로 하기 위해 Diaphragm을 사용하여 처리된 상징수만 배출하여 반응조의
효율을 높인 설비

수질오염방지설비
［슬러지·협잡물이송용 링크체인컨베이어(파이프라인형)］
중앙종합기계(주)
하수 및 오·폐수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협잡물, 탈수케익등을 특정
장소로 운반하기 위한 이송장치로서, 파이프 내부의 링크체인에 연결된 블
레이드가 슬러지 등을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이송시키는 구조로 악취 및
비산방지, 3차원 공간 이송가능, 설치면적의 최소화등의 장점을 갖는 이송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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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수질오염방지설비
［슬러지·협잡물이송용 공기압컨베이어］
(주)천보엔지니어링
밀폐된 기기본체에서 압축공기(7~8kg/㎠)의 와류현상을 일으켜 슬러지를
배관을 통해 장거리(최대80m)이송시키는 장치로서 밀폐된 배관이송으로 악
취제거 및 환경개선에 큰효과가 있고 무인자동화가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투입밸브(DOME VALVE)구조의 재질개선으로 협잡물 투입이
용이한 설비
수질오염방지설비
［비틀림식 공극제어형 섬유여과기］
(주)성신엔지니어링
여층의 공극변화가 가능한 기술로 이는 기존의 모래여과기 및 국내에 소개
되는 타여과기에서 역세시 여층의 공극을 확대하기 위한 역세수 및 압축공
기의 과대한 소비를 줄였고 여재인 미세유연사 다발을 회전기구로 비틀어
압착, 공극을 작게하여 여과하고 설정압에 도달하면 여재를 풀어 이완, 공극
을 크게하여 공기방울과 가압수로 역세하며, 가공관을 감싸고 있는 여층의
최외각 표면(원통면)을 여과면적으로 사용하여, 여과기 본체의 수평단면을
여과면적으로 사용하는 기존여과기에 비해 여과면적이 넓어, 소형·경량화
되었으며, 역세시 여재의 유실이 없고 교환이 간편한 설비
수질오염방지설비
［오존산화설비(인젝터방식, 용량:6.3㎥/hr)］
(주)아이.이.아이
세차폐수, 축산폐수, 염색폐수, 침출수등 수처리에 사용되는 오존산화장치로
서, 주요장치는 슬러지 자동제거장치와 오존발생기, 오존접촉장치, 오존산화
조, 다중여과조, 배오존제거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존의 이용율을 극대
화할수 있는 다중복합장치로 구성되어 각종 유기물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
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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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03 - 279호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체온계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2. 31.

기술표준원장

체온계 기술기준 개정 예고
1. 개정취지
국내 법정계량기인 체온계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권고하
는 규격과 부합화하여 체온계의 품질향상 및 무역상기술장벽 해소에 의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체온계 기술기준 개정(안) : 별첨(관보게재시 생략)
- 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
※ 체온계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이
지(www.ats.go.kr의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계량계측과에서 열람가능.
나. 체온계 기술기준 개정(안) 인용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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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ML R 7 Clinical thermometers, mercury-in-glass with maximum device
- OIML R 114 Clinical electrical thermometers for continuous measurement
- OIML R 115 Clinical electrical thermometers with maximum device
다. 부칙
가) 시행일
- 체온계 검정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준에 의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 체온계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제품의 수리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는 본 기준에
의하여 다시 형식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의견제출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계측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4. 2. 28(토)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표준적합성부 계량계측과(경기도 과천시 중앙
동 2번지 전화 02) 509-7409/7410, Fax 02) 507-6875)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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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03 - 278호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체온계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2. 31.

기술표준원장

혈압계 기술기준 개정 예고
1. 개정취지
국내 법정계량기인 혈압계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권고하
는 규격과 부합화하여 혈압계의 품질향상 및 무역상기술장벽 해소에 의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혈압계 기술기준 개정(안) : 별첨(관보게재시 생략)
- 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
※ 혈압계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
이지(www.ats.go.kr의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계량계측과에서 열람가능.
나. 혈압계 기술기준 개정(안) 인용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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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ML R 16-1 Mechanical non-invasive sphygmomanometers
- OIML R 16-2 Automated non-invasive sphygmomanometers
다. 부칙
가) 시행일
- 혈압계 검정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준에 의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 혈압계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제품의 수리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는 본 기준
에 의하여 다시 형식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의견제출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계측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4. 2. 28(토)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표준적합성부 계량계측과(경기도 과천시 중앙
동 2번지 전화 02) 509-7409/7410, Fax 02) 507-6875)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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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 - 1652호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개정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
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비자동저울 기술기준(형식인
증기준, 검정기준 및 정기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 12. 24.

기술표준원장
-다

음-

1. 적용대상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비자동저울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 : 붙임(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2.1 제1장 비자동저울의 형식인증기준
2.2 제2장 비자동저울 검정기준
3. 부칙
3.1 시행일
3.1.1 비자동저울 검정기준 및 정기검사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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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은 본 기준에 의한 검정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1.2 비자동저울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2 경과조치
3.2.1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제품의 수리 및 정기검
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3.2.2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는 본 기
준에 의하여 다시 형식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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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03 - 277호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연료유미터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2. 31.

기술표준원장

연료유미터 기술기준 개정 예고
1. 개정취지
국내 법정계량기인 연료유미터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권
고하는 규격과 부합화하여 연료유미터의 품질향상 및 무역상기술장벽 해소에 의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료유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 별첨(관보게재시 생략)
- 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
※ 연료유미터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
페이지(www.ats.go.kr의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계량계측과에서 열람가능.
나. 연료유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인용규격

2004·1월호

●

법령코너

115

주요KS~ 2004.3.23 5:38 PM 페이지116

- OIML R 117 Measuring systems for liquids other than water
(물 이외의 액체용 측정기구)
- OIML R 118 Testing procedures and test report format for pattern examination of
fuel dispensers for motor vehicles
(자동차용 연료주유기 형식 평가 시험절차 및 시험보고서 형식)
다. 부칙
가) 시행일
- 연료유미터 검정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준에 의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 연료유미터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제품의 수리 및 유효기간
만료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는 본 기준
에 의하여 다시 형식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의견제출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계측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4. 2. 28(토)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표준적합성부 계량계측과(경기도 과천시 중앙
동 2번지 전화 02) 509-7409/7410, Fax 02) 507-6875)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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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관리 최근 정보

1. 제정 취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산업자원부령 제211호, 2003.10.13)됨에 따라 전
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세부안전
적용기준 및 세부범위를 정하여 중소기업체의 비용부담 경감 및 전기용품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한 것임

2. 주요 제정 내용
◦ 제1조 : 목적
-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세
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를 정함
◦ 제2조 : 세부안전적용기준
- 11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에 대한 세부안전적용기준을 정함
◦ 제3조 : 세부범위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범위를 정함
◦ 시행일 : 2004. 1. 8
3. 자료 입수 방법
◦ 구체적인 정보는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http://www.ats.go.k를
r) 방문하여 공지
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제정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품안전과(02-507-7434로
)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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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 - 10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호 [별표1]에 의거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를 다음
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04년 1월 8일

기술표준원장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 제2조 [별
표1]에서 규정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안전적용기준) 규칙 제2조 [별표1]의 1호에서 규정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
용기준의 세부안전적용기준은 [첨부1]에 따른다.
제3조(세부범위) 규칙 제2조 [별표1]의 1호에서 규정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범위는 [첨부2]에 따른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이 신청되어 진
행중인 것은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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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규격정보

KS H ISO 7609 2003. 12. 22 정유 - 모세컬럼을 이용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분석 - 일반적인 방법
KS H ISO 709 2003. 12. 22 정유 - 에스테르가 측정법
KS H ISO 4720 2003. 12. 22 정유 - 명명법

생물화학기술표준분야

KS H ISO 356 2003. 12. 22 정유 - 시험시료의 조제
KS H ISO 280 2003. 12. 22 정유 - 굴절률의 측정법

◈ 생물환경과
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M ISO 15587-2 2003. 12. 03 수질-물속에 존재하는 선택
원소분석을 위한 분해법 제2부 : 질산분해
KS M ISO 15705 2003. 12. 03 수질-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법
(ST-COD)-소형 밀폐관법
KS M ISO 17993 2003. 12. 03 수질-물에 존재하는 5종의 다
가방향족탄화수소(PAH) 측정 방법(액체-액체추출 후 형광
검출기에 의한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
KS M ISO 15587-1 2003. 12. 03 수질-물에서 선택성분 측정
을 위한 분해법 제1부 : 왕수분해

KS H ISO 279 2003. 12. 22 정유 - 20 ℃ 에서의 상대 밀도 대조법
KS H ISO 212 2003. 12. 22 정유 - 샘플링
KS H ISO 211 2003. 12. 22 정유 - 라벨 및 함량표시에 대한
일반적 규칙
KS H ISO 210 2003. 12. 22 정유 - 포장, 컨디셔닝 및 저장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KS H ISO 14714 2003. 12. 22 정유와 방향족 추출물 - 잔류
벤젠 함량 측정법
KS H ISO 1272 2003. 12. 22 정유 - 페놀 함량 측정법
KS H ISO 1271 2003. 12. 22 정유 - 카르보닐 값의 측정법 유리 하이드록실아민 법
KS H ISO 1242 2003. 12. 22 정유 - 산가의 측정

KS M ISO 9439 2003. 12. 03 수질-액상배지에서 유기합성물
의 최종생분해도 평가(이산화탄소 측정방법)
KS M ISO 10705-4 2003. 12. 03 수질 - 박테리오파지의 검출
과 계수 - 제4부: Bacteroides fragilis를 감염시키는 박테리
오파지의 계수
KS H ISO 875 2003. 12. 22 정유 - 에탄올에서의 혼화성 측정
KS H ISO 8432 2003. 12. 22 정유 -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
피분석 - 일반법

KS H ISO 11021 2003. 12. 22 정유 - 수분함량 측정법 - 칼피
셔법
KS H ISO 6541 2003. 12. 22 농산 식품 - 조섬유 함량 측정 샤르변법
KS H ISO 1871 2003. 12. 22 농산 식품 - 켈달법에 의한 질
소 측정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
KS H ISO 8607 2003. 12. 22 동물의 인공수정 - 종모우의 동
결 정액 - 호기성 생균 계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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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H ISO 7002 2003. 12. 22 농산물 - 로트로부터의 표준 시
료채취법에 대한 배치계획
KS H ISO 15161 2003. 12. 22 식음료산업에의 ISO 9001적용
지침
KS H ISO 15193 2003. 12. 22 체외진단 의료용구 - 생체시료
에서 정량측정 - 기준 측정과정의 표시
KS H ISO 15194 2003. 12. 22 체외진단 의료용구 - 생체시료
에서의 정량 측정
KS H ISO 19001 2003. 12. 22 체외진단 의료용구 - 생체시료
염색용 체외진단시약에 대한 제조사 제공 자료
KS M 10103 2003. 12. 22 클라스 Ⅱ(층류) - 생물안전작업대
KS M 10102 2003. 12. 22 생명공학기술 - 박테리오파아지
M13 및 DNA 식별 지침
KS M ISO 10101-1 2003. 12. 03 천연가스 - 칼 피셔 방법에
의한 수분의 양 측정 - 제1부: 개론
KS M ISO 10101-2 2003. 12. 03 천연가스 - 칼 피셔 방법에 의
한 수분의 양 측정 - 제2부: 적정 절차
KS M ISO 6974-6 2003. 12. 03 천연가스 - 가스 크로마토그래
피에 의한 불확도를 표시한 조성의 측정 - 제6부: 세개의
모세관 컬럼을 사용한 수소, 헬륨,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및 C1에서 C8까지의 탄화수소들의 조성 측정

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M ISO 8466-1 2003. 12. 03 수질-분석방법의 검정 및 평가
와 성능 특성에 대한평가(1차 검정 함수의 통계적 평가)
KS M ISO 6468 2003. 12. 03 수질-유기염소 살충제, 폴리염화
비페닐 및 클로로벤젠 측정방법(액체-액체 추출 후의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KS M ISO 10304-2 2003. 12. 03 수질-이온 액체 크로마토그래
프에 의한 용해 음이온 측정방법(제2부 : 폐수의 브롬화물,
염화물, 질산염, 아질산염, 오르토인산염 및 황산염 측정방
법)
KS M ISO 10304-3 2003. 12. 03 수질-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용존 음이온 측정방법(제3부 : 클로산염, 요오드화물,
아황산염, 티오시안산 및 티오황산염의 측정)
KS M ISO 10304-4 2003. 12. 03 수질-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용존 음이온 측정방법(제4부 : 오염이 덜 된 물에 존
재하는 염소산염, 염화물 및 아염소산염의 측정)
KS M ISO 11732 2003. 12. 03 수질-흐름분석(CFA 및 FIA)과
분광 검출법에 의한 암모니아성 질소의 측정방법
KS M ISO 13395 2003. 12. 03 수질-흐름분석(CFA 및 FIA)과
분광 검출법에 의한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및 그 총
량 측정방법

KS M ISO 6978 2003. 12. 03 천연가스 - 수은의 농도 측정
KS M ISO 6147 2003. 12. 03가스분석 - 교정용 혼합가스 제조 포화법

KS M ISO 13530 2003. 12. 03 수질-수질 분석을 위한 분석용
품질 관리 지침
KS M 0077 2003. 12. 03 냉동·공조용 냉각수 수질 기준

KS M ISO 14912 2003. 12. 03가스분석 - 혼합가스 조성 값의 변환
KS M 0100 2003. 12. 03 공업용수의 시험 방법
KS M 9245 2003. 12. 26 페인트와 염료 중 클로로페놀류의 분
석방법
KS M ISO 7807 2003. 12. 03 공기분배 - 연결장치가 있는 주
름진 직선 원형 금속 덕트와 직선 사각형 금속 덕트 -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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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0109 2003. 12. 03 용수·폐수의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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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0110 2003. 12. 03 공장폐수 중의 폴리염화비폐닐(PCB)
의 시험방법

개정

KS M 0111 2003. 12. 03 공장 폐수 시험방법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

KS M 0119 2003. 12. 03 이온 교환수지의 성능 시험방법

KS W 2017 2003. 12. 6 항공기 시스템의 금속 표면 처리 및
무기 피복

◈ 광전재료과

KS D 1740 2003. 12. 6 아연 지금의 철 및 주석 정량 방법

제정

KS D 2050 2003. 12. 6 텅스텐 분말 및 텅스텐카바이드 분말
의 분석 방법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

KS D 2607 2003. 12. 6 텅스텐 재료의 분석 방법

KS D ISO 8049 2003. 12. 23 페로니켈 숏 - 샘플링 방법

KS D 2608 2003. 12. 6 몰리브데넘 재료의 분석 방법

KS D ISO 8050 2003. 12. 23 페로니켈주괴 또는 조각 - 샘플
링 방법

KS D 2609 2003. 12. 6 토리아티드 텅스텐 재료의 분석 방법
KS M 0124 2003. 12. 6 분석 화학 용어 ( 분석기기 부문 )

KS D ISO 8653 2003. 12. 23 보석류 - 반지사이즈의 - 정의,
측정 및 지정
KS D ISO 8654 2003. 12. 23 금합금의 색상 - 정의, 색상범
위 및 지정

KS M 0126 2003. 12. 6 분석 화학 용어 ( 기초 부문 )
KS M 0127 2003. 12. 6 분석 화학 용어 ( 크로마토 그래피 부문 )
KS M 0128 2003. 12. 6 분석 화학 용어 ( 전기 화학 부문 )

KS D 2568 2003.12. 23 탄탈럼의 원자 흡수 분광법
KS M 0129 2003. 12. 6 분석 화학 용어 ( 광학 부문 )
KS E ISO 310 2003. 12. 23 망가니즈 광석-분석시료의 부착수
분 분석-무게분석법
KS E ISO 548 2003. 12. 23 망가니즈광석-산화바륨분석-황산
바륨 무게분석법

KS D 8540 2003. 12. 31 무전해 니켈-붕소도금
KS D 1755 2003. 12. 31 금속 규소의 분석방법
KS D 1836 2003. 12. 31 백금 분석방법

KS E ISO 10216 2003. 12. 23 양극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
금-양극산화피막의 사상성 분석 - 기기분석

폐지
KS D ISO 14706 2003. 12. 23 표면화학분석 - 전반사 X-선 형
광분광기에 의한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원소 불순물 분석
KS D ISO 14707 2003. 12. 23 표면화학분석 - 글로우방전방출
분광기(GD-OES)-소개서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D 8320 2003. 12. 10 알루미늄 용사
KS D 8321 2003. 12. 10 알루미늄 용사 제품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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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8322 2003. 12. 10 아연용사
KS D 8323 2003. 12. 10 아연, 용사 피막시험방법
KS D 8340 2003. 12. 10 아연, 알루미늄 합금용사

KS B ISO 14137 2003. 12. 30 플랜지 접속 I형 미터 시리즈 및
II형 인치시리즈 - 공작기계 와이어 방전기의 시험조건 용어와 정밀도 검사
KS B ISO 702-1 2003. 12. 30 공작기계 - 선반의 주축 끝 및
면판 호환성을 위한 모양ㆍ치수

KS D 9518 2003. 12. 10 아연용사 작업표준
KS D 9523 2003. 12. 10 알루미늄 작업표준
KS D 2554 2003. 12. 26 탄탈의 니켈 분석 방법

KS B ISO 841 2003. 12. 30 수치제어 공작기계 - 좌표축과 운
동기호
KS B ISO 1701-3 2003. 12. 29. 수치제어 수직 밀링 머신 - 정
밀도 검사 제 3 부 수직 주축을 위한 기계

KS D 2559 2003. 12. 26 탄탈의 티탄 분석 방법
KS B ISO 7948 2003. 12. 30 루터
KS D 2562 2003. 12. 26 탄탈럼의 구리 분석 방법
KS B ISO 3875 2003. 12. 29 센터리스 연삭기 - 정밀도 검사
KS D 2563 2003. 12. 26 탄탈의 크롬 분석 방
KS B ISO 229 2003. 12. 30 공작기계의 속도 및 이송
KS D 2564 2003. 12. 26 탄탈의 망간 분석 방법
KS B ISO 298 2003.12. 30 공작기계 선반센터 모양 치수
KS D 2565 2003. 12. 26 탄탈의 알루미늄 분석 방법
KS B ISO 447 2003.12. 30 공작기계 조작방향
KS D 2566 2003. 12. 26 탄탈의 몰리브덴 분석 방법
KS D 2567 2003. 12. 26 탄탈의 플루오르 분석 방법
KS D 2601 2003. 12. 26 니켈합금주물의 크롬 분석 방법

KS B ISO 2934 2003. 12. 29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컬
럼용 윙 베이스
KS B ISO 2905 2003. 12. 29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스
핀들 노즈와 멀티 스핀들 헤드용 어뎁터

KS D 2605 2003. 12. 26 니켈 구리 합금 분석 방법
KS B ISO 2912 2003. 12. 29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멀
티스핀들 헤드 - 외형과 내장드라이브 시프트 치수

자본재기술표준분야
◈ 자본재과
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

122

기술표준 ● 2004·1월호

KS B ISO 3371 2003. 12. 29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로
터리 테이블과 로터리 테이블용 다면 센터 베이드
KS B ISO 3690 2003. 12. 30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스
핀들 유닛
KS B ISO 3610 2003. 12. 30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브
라켓
KS B ISO 3476 2003. 12. 30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멀
티 스핀들 헤드 장착용 테뇬 드라이브와 플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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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ISO 3589 2003. 12. 30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안
내면 일체형 컬럼
KS B ISO 3511-4 2003. 12. 15 계측제어 기능 및 계장의 산업
공정도 - 기호표지 - 제4부: 컴퓨터 인터페이스 및 공유 디
스플레이 1제어 기능의 공정도에 대한 기본기호
KS B ISO 3511-2 2003. 12. 15 계측제어 기능 및 계장의 공정
도 - 기호표시 - 제2부: 기본요구사랑의 부연
KS B ISO 5458 2003. 12. 29 기하학적 제품규격 - 기하학적 공
차도시 - 위치 공차 도시

성요소의 주기적인 검사와 시험
KS B ISO 359 2003. 12. 15 영화기술 - 16mm 영화 필름의 투
영가능한 화상 - 치수와 위치
KS B ISO 4243 2003. 12. 15 영화기술 - 16mm 영화 필름 상
에 기록되는 화상면적과 음향 - 위치와 치수
KS B ISO 8001 2003. 12. 15 영화기술 - 강제현상이 요구되고
노광부족 영화필름 - 명명법
KS B ISO 12612 2003. 12. 15 영화기술 - 전처리 재료의 교환

KS B ISO 4288 2003. 12. 29 기하학적 제품규격 - 표면조직 단면 곡선법 - 표면조직의 평가규칙 및 절차
KS B ISO 4287 2003. 12. 29 기하학적 제품규격 - 표면조직 단면 곡선법 - 용어, 정의 및 표면조직 파라미터
KS B ISO 5145 2003. 12. 15 가스혼합과 가스 배기 밸브 - 선
택과 치수
KS B ISO 10461 2003. 12. 15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합금 가
스 용기 - 주기적인 검사와 시험
KS B ISO 11120 2003. 12. 15 가스용기 - 내용적 150l ~ 3000l
사이의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관 - 설계, 제조, 시험
KS B ISO 10692-1 2003. 12. 15 가스용기 - 초소형 전자산업에
사용되는 가스용기 밸브 연결부 - 제1부
KS B ISO 10692-2 2003. 12. 15 가스용기 - 초소형 전자산업에
사용되는 가스용기 밸브 연결부 - 제2부: 용기연결부의 밸
브에 대한 설명서와 유형시험
KS B ISO 4706 2003. 12. 15 용접 강제 재충전용 가스 용기
KS B ISO 10297 2003. 12. 15 가스용기 - 재충전 가스용기 밸
브 - 시방과 시험방법
KS B ISO 10460 2003. 12. 15 용접된 탄소강 가스용기 - 주기
적 검사와 시험
KS B ISO 11623 2003. 12. 15 휴대용 가스용기 - 가스용기 구

KS B ISO 7006 2003. 12. 29 목재가공기계 - 둥근톱 부착부의
주축 지름
KS B ISO 7008 2003. 12. 29 목재가공기계 - 테이블식 조도날
둥근톱기계의 용어 및 정밀검사
KS B ISO 7957 2003. 12. 29 목재가공기계 - 레이디얼 둥근톱
의 용어 및 정밀 검사
KS B ISO 7958 2003. 12. 29 목재가공기계 - 경목 및 패널의
세로 켜기식 편날 원형톱기계
KS B ISO 7483 2003. 12. 22 ISO 7005 플랜지에 사용되는 개스
킷의 치수
KS B ISO 7-2 2003. 12. 22 나사 압력조임 이음쇠용 관나사 2부 한계게이지를 이용한 검증
KS B ISO/TR 14600 2003. 12. 13 가스실린더 - 국제표준 적합
성 시스템 - 기본규칙
KS B ISO 10156 2003. 12. 13 가스 및 가스혼합 - 실린더 밸
브 출구선병에 대한 소화전위 및 산화력 측정
KS B ISO 11625 2003. 12. 13 가스실린더 - 안전취급
KS B ISO 13769 2003. 12. 13 가스실린더 - 스탬프 마크
KS B ISO 11118 2003. 12. 13 가스실린더 - 비보충 금속가스
실린더 - 시방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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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ISO 11191 2003. 12. 15 가스실린더 - 가스실린더의 25E
테이퍼구 연결밸브 - 검사게이지

KS B ISO 10791-4 2003. 12. 29 머시닝 센터 검사조건 - 제4부
직선 및 회전 운동축의 위치 결정 정밀도

KS B ISO 13338 2003. 12. 15 가스 혹은 가스혼합의 조직 부
식성 측정

KS B ISO 30700 2003. 12. 29 수평 주축 보링 및 밀링머신 정밀도 검사 제0부: 일반개요

KS B ISO 7866 2003. 12. 15 가스실린더 - 보충 이음매 알루
미늄 합금 실린더 - 설계, 구조 및 시험
KS B ISO 11119-3 2003. 12. 15 산업용 복합재료 용기 - 제3부

KS B ISO 9189 2003. 12. 30 공작기계 250KN 이상 4000KN 이
하의 곧은 측면 고속기계 동력프레스

KS B ISO 10462 2003. 12. 15 용해 아세틸렌용 실린더 정기검
사 및 시험

KS B ISO 296 2003. 12. 30 공작기계 - 공구 섕크용 셀프 홀딩
테이퍼
KS B ISO 1101 2003. 12. 15 기술도면 - 기하학적 공차

KS B ISO 6718 2003. 12. 15 원판 파열 및 원판 파열 장치
KS B ISO 7571 2003. 12. 29 목공기계 - 1면 다듬질용 커터블
록 표면 대패기계 - 명칭 및 승인조건
KS B ISO 7530 2003. 12. 29 목공기계 - 표면대패 및 두께 조
정기계 - 명칭 및 승인조건
KS B ISO 7569 2003. 12. 29 목공기계 - 2면, 3면 도는 4면 다
듬질용 대패기계 - 명칭 및 승인조건
KS B ISO 11096-1 2003. 12. 29 공작기계 - 형조 방전가공기 정밀도 검사 제2부 문형기계
KS B ISO 11096-2 2003. 12. 29 공작기계 - 형조 방전가공기 정밀도 검사 제1부 싱글 칼럼형 기계
KS B ISO 702-3 2003. 12. 29 공작기계 - 주축단 및 면판 - 호
환성치수 제3부 베이어닛 형
KS B ISO 702-2 2003. 12. 29 공작기계 - 주축단 및 면판 - 호
환성 치수 제2부 캠로형

KS B ISO 10990-4 2003. 12. 15 동물덫 - 제4부 땅/지하에서
사용되는 덫장치 시험방법
KS B ISO 10990-5 2003. 12. 15 동물덫 - 제5부 구속덫의 시험
방법
KS B ISO 789-12 2003. 12. 8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12
부: 저온시동
KS B ISO 3463 2003. 12. 8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 - 보호구조
물 - 동적시험과 허용조건
KS B ISO 3600 2003. 12. 8 트랙터, 농림업용 기계, 잔디 및 정
원용 동력장비 - 취급설명서 내용과 표현
KS B ISO 6489-2 2003. 12. 8 농업용 차량 - 피견인 차량과 견
인차량 사이의 기계적 연결장치 - 2부: 클레비스
KS B ISO 10998 2003. 12. 8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 - 조향 요
구조건

KS B ISO 7267 2003. 12. 29 목공기계 - 띠톱날 가공기계 - 명칭

KS B ISO 12003-1 2003. 12. 8 농림업용 트랙터 - 협폭 차륜형
트랙터 - 제1부: 전망장착 보호구조물

KS B ISO 10791-8 2003. 12. 29 머시닝 센터 검사조건 - 제8부
직교 3평면에서 윤곽절삭 성능의 평가

KS B ISO 12003-2 2003. 12. 12 농림업용 트랙터 - 협폭 차륜
형 트랙터 - 제2부: 후방부착 보호구조물

KS B ISO 10791-5 2003. 12. 29 머시닝 센터 검사조건 - 제5부
팰릿 위치결정 정밀도

KS B ISO 12368 2003. 12. 12 농업용 차량 - 견인차량용 기계
식 훅형 연결장치 - 시험방법과 요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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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ISO 14269-1 2003. 12. 12 농업용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
- 운전실 환경 - 제1부: 용어

KS A ISO 10209-1 2003. 12. 15 전문생산품의 문서작성 - 1부
- 기술제도와 관련한 용어: 제도 유형 및 일반

KS B ISO 14269-2 2003. 12. 12 농림업용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
- 운전실환경 - 제2부: 난방, 환기, 공조시험 방법과 성능

KS A ISO 10209-2 2003. 12. 15 전문생산품의 문서작성 - 용어
- 2부: 투영방법과 관련한 용어

KS B ISO 14982 2003. 12. 15 농림업용 기계 - 전자파 적합성
- 시험방법과 허용기준

KS A ISO 10623 2003. 12. 15 문서작성 - 컴퓨터를 이용한 디
자인 및 도면에 관한 요건 용어

KS B ISO 496 2003. 12. 29 원동 및 종동기계 - 축높이

KS A ISO 11442-1 2003. 12. 15 전문생산품의 문서작성 - 1부:
컴퓨터를 토대로한 기술정보처리 - 보안보건

KS B ISO 2491 2003. 12. 29 가는 평행키와 관련 키 홈
KS B ISO 2492 2003. 12. 29 凹형 머리를 갖는 또는 갖지 않은
가는 테이퍼 키와 관련 키 홈

KS A ISO 11442-2 2003. 12. 15 전문생산품의 문서작성 - 2부:
컴퓨터를 토대로한 기술정보처리 - 원본문서

KS B ISO 3117 2003. 12. 29 접선키와 홈

KS A ISO 11442-3 2003. 12. 15 전문생산품의 문서작성 - 3부:
제품디자인 단계에서의 양상

KS B ISO 16016 2003. 12. 15 전문생산품의 문서작성 - 문서
및 제품의 이용제한에 따른 보호통지

KS A ISO 11442-4 2003. 12. 15 전문생산품의 문서작성 - 4부:
문서관리 및 검색 시스템

KS B ISO 2162-2 2003. 12. 13 전문생산품의 문서작성 - 스프
링 - 2부: 원통 나선형 압력 스프링 데이터의 표현

KS A ISO 11442-5 2003. 12. 15 전문생산품의 문서작성 - 5부:
개발단계에서의 개념설계 문서

KS B ISO 2162-3 2003. 12. 13 전문생산품의 문서작성 - 스프
링 - 3부: 용어

KS A ISO 15226 2003. 12. 15 전문생산품의 문서작성 - 라이
프 사이클 모델 및 문서의 배분

KS B ISO 2203 2003. 12. 13 기술제도: 기어의 일상적인 표현

KS A IEC 82045-1 2003. 12. 13 문서관리 - 1부: 원칙 및 방법

KS B ISO 10135 2003. 12. 15 기술제도: 몰핑, 케스팅 및 단조
부품의 단순표현

KS A ISO 2692: AMD1 2003. 12. 13 기술제도 - 기하학적 허
용오차 - 최대 재료 원칙/최소 재료 요건

KS B ISO 3511-3 2003. 12. 15 공정측정 제어기능 및 기기 기호표현 - 제3부: 기기의 상호연결

KS A ISO 9180 2003. 12. 13 목재 연필용 흑연 - 분류 및 직경

KS B ISO 15787 2003. 12. 15 전문생산품의 문서작성 - 열처리
철부품 - 표현 및 명칭
KS A ISO 81714-1 2003. 12. 15 제품의 기술적 문서에 사용되
는 그래픽 기호에 대한 도안 - 특성 및 치수
KS A ISO 3098-6 2003. 12. 15 전문생산품의 문서작성 - 문자
쓰기 - 제6부: 시이릴릭 알파벳

KS A ISO 9957-1 2003. 12. 13 유체제도 - 1부: 먹물 요건 및
시험 조건
KS A ISO 9957-2 2003. 12. 13 유체제도 - 2부: 먹물이외의 것
- 요건 및 시험 조건
KS A ISO 9957-3 2003. 12. 13 유체제도 - 3부: 수채 제도용
잉크 - 요건 및 시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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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A IEC 81714-3 2003. 12. 13 수치제어 제도기계 - 성능평가
를 위한 제도 시험 - 1부: 벡터 플로터
KS B ISO 9959-2 2003. 12. 13 수치제어 제도기계 - 성능평가
를 위한 제도 시험 - 2부: 흑백 래스터 플로터
KS A ISO 12753-1 2003. 12. 13 컴퍼스 - 1부: 용어체계, 삽화
및 동의어

제어신호 녹음 - 위치 및 폭 치수
KS B ISO 22234 2003. 12. 15 영화기술 - 영화다중채널 음향시
스템의 상대성, 절대적 음압 - 측정방법과 레벨
KS B ISO 491 2003. 12. 15 영화기술 - 35mm 영화필름과 자
기필름 - 커팅과 퍼포레이팅 치수

KS A ISO 12753-2 2003. 12. 13컴퍼스 - 2부: 요건, 명칭 및 도구

KS B ISO 6036 2003. 12. 15 영화기술 - 텔레비전용 칼라영화
프린트 및 슬라이드 - 농도규정

KS A ISO 12756 2003. 12. 13 제도 및 필기도구 - 볼펜 및 롤
러볼펜 - 용어

KS B ISO 3653 2003. 12. 15 영화기술 - 8mm S타입 영사기의
릴과 스풀용 스핀들 - 치수

KS A ISO 16018 2003. 12. 13 기술제도 - 수치제어 제도기계 제도기계 및 백터 플로터용 도구

KS B ISO 2404 2003. 12. 15 영화기술 - 70mm 스트라이프드
릴리즈 프린트의 6트랙 자기사운드 녹음 - 위치 및 치수

KS A ISO 10628 2003. 12. 15 용접설비에 대한 흐름도 - 일반
규정

KS B ISO 486 2003. 12. 15 영화기술 - 8mm R타입으로 퍼포
레이트된 16mm 영화필름 - 커팅과 퍼포레이팅 치수

KS A ISO 128-40 2003. 12. 15 기술제도 - 표현에 대한 일반
원칙 - 40부: 컷과 섹션에 대한 원칙

KS B ISO 3022 2003. 12. 15 영화기술 - 16mm (1-3-0)으로 퍼
포레이트 된 35mm 영화 - 커팅과 퍼포레이팅 치수

KS B ISO 12209-3 2003. 12. 15
가스용기 - 호흡용 압축공기 밸브 연결구

KS B ISO 3023 2003. 12. 15 영화기술 - 65mm 와 70mm 영화
용 생필름 -커팅 및 퍼포레이팅 치수

KS B ISO/TR 13763 이음매 없는 가스용기의 안전 및 성능기준

KS B ISO 3042 2003. 12. 15 영화기술 - 영화용 생필름과 자기
필름 보관용기의 표식 - 최소정보 사양제원

KS B ISO 8395 2003. 12. 15 영화기술 - 자기스트라이프가 있는
70mm 영화상영용 프린트 재생을 위한 테스트필름 - 제원
KS B ISO 8400 2003. 12. 15 영화기술 - 16mm 영화프린트와
에멀젼 표면의 위치 - 인식
KS B ISO 8590 2003. 12. 15 영화기술 - 자기스트라이프가 있
는 70mm 영화상영용 프린트의 녹음 - 녹음특성

KS B ISO 3647 2003. 12. 15 영화기술 - 16mm 영화용 카메라
스풀과 영사기의 스핀들 치수
KS B ISO 3774 2003. 12. 15 영화기술 - 8mm S타입으로 퍼포
레이트된 35mm 영화용필름 - 커팅과 퍼포레이팅 치수
KS B ISO 6035 2003. 12. 15 영화기술 - TV용 슬라이드와 필
름평가를 위한 시사조건 - 컬러, 휘도 및 치수

KS B ISO 8622 2003. 12. 15 영화기술 - 자기스트라이프가 있
는 70mm 영화상영용 프린트의 자기사운드 녹음 - A체인
재생 특성

KS B ISO 6038 2003. 12. 15 영화기술 - 70mm, 65mm, 35mm
그리고 16mm의 영화필름의 스플라이싱 - 치수와 위치

KS B ISO 17266 2003. 12. 15 영화기술 - 35mm 영화상영용
프린트와 네가티브 필름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광학 녹음과

KS B ISO 6896 2003. 12. 15 영화기술 - 35mm 영화영사기용
간헐 브라켓 -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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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ISO 2467 2003. 12. 15 영화기술 - 65mm 영화용 카메라
애퍼츄어에서의 이미지 영역과 70mm 영화프린트 최대 영
사가능 이미지 영역 - 위치와 치수

KS B ISO 12100-2 2003. 12. 15 기계류의 안전성 - 기본개념,
구조에 대한 일반원리 - 제2부: 기술원리 및 시방

KS B ISO 5768 2003. 12. 15 영화기술 - 16mm W타입 영화용
카메라 애퍼츄어에서의 이미지 영역 - 위치와 치수

KS B ISO 13849-100 2003. 12. 15 기계류의 안전성 - 제어계통
의 안전관련 부품 - 제100부: ISO 13849-1 사용 및 응용에
대한 지침

KS B ISO 23 2003. 12. 13 영화기술 - 영화용 35mm필름 카메
라의 특성 및 시방

KS B ISO 13851 2003. 12. 15 기계류의 안전성 - 양손 제어장
치 - 기능적인 면 및 설계원리

KS B ISO 25 2003. 12. 13 영화기술 - 영화용 16mm필름 카메
라의 특성 및 시방

KS B ISO 13855 2003. 12. 15 기계류의 안전성 - 신체부위의
접근 속도와 관련한 보호장비의 위치 선정

KS B ISO 26 2003. 12. 13 영화기술 - 직접전면 영사식 16mm
필름영사기의 특성 및 시방

KS B ISO 13856-1 2003. 12. 15 기계류의 안전성 - 입력 - 감
지보호장치 - 제1부: 설계 일반원리, 입력 - 감지 매트의
시험 및 압력

KS B ISO 69 2003. 12. 13 영화기술 - 6mm 영화필름과 자기
필름의 퍼포레이션 및 커팅 치수

KS B ISO 14120 2003. 12. 15 기계류의 안전성 - 가드 - 고정
및 이동 가드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일반 조건

KS B ISO 2966 2003. 12. 13 영화기술 - 16mm 영화필름에서
의 8mm타입S (1-3)과 (1-4) - 커팅과 퍼포레이션 치수

KS B ISO 1609 2003. 12. 15 진공기술 - 플린지 차원 디맨션

KS B ISO 466 2003. 12. 13 영화기술 - 카메라 애퍼츄어에 의
해 16mm 영화필름에 만들어지는 이미지 - 위치와 치수

KS B ISO 2861-1 2003. 12. 15 진공기술 - 신속 이탈 커플링 크기 - 1부: 클램프 타입

KS B ISO 1019 2003. 12. 13 영화기술 - 주광로딩타입의
16mm 영화카메라의 스풀 - 치수

KS B ISO 2861-2 2003. 12. 15 진공기술 - 신속 이탈 커플링 크기 - 2부: 스크류 타입

KS B ISO 1039 2003. 12. 15 영화기술 - 영화필름과 자기 필름
롤 코어 - 치수

KS B ISO 3669 2003. 12. 15 진공기술 - 베이커블 플랜지 - 크기

KS B ISO 1188 2003. 12. 15 2003. 12. 15 영화기술 - 영화용
16mm 전면 자기녹음 필름의 녹음 특성 - 제원
KS B ISO 1793 2003. 12. 15 영화기술 - 영화기술 - 16mm 영
사기용 릴 (최대 18cm크기에 용량 120m까지) - 치수
KS B ISO 407 2003. 12. 15 소형 의료용 가스 실린더 - 핀 인
덱스 요크형 밸브 연결구

KS B ISO 9803 2003. 12. 15 진공기술 - 파이프 선로 부착물 설치 크기
KS B ISO 3529-1 2003. 12. 15 진공기술 - 용어 - 1부: (일반
용어)
KS B ISO 3529-2 2003. 12. 15 진공기술 - 용어 - 2부: 진공
펌프 및 관련 용어
KS B ISO 3529-3 2003. 12. 15 진공기술 - 용어 - 3부: 진공계

KS B ISO 12100-1 2003. 12. 15 기계류의 안전성 - 기본개념,
구조에 대한 일반원리 - 제1부: 기본용어, 기법

KS B ISO 12140 2004. 12.15 농업용기계-농업용 트레일러와
피견인장비-드로바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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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ISO 17900 2004. 12. 15 농업용트레일러-대칭 반장착형
트레일러-탑재량 수직 정하중과 축하중의 결정

KS F ISO 4510-2 2003. 12. 31 토공기계-정비 공구 - 제2부 :
풀러 및 푸셔

KS B ISO 3767-4 2004. 12. 15 트랙터, 농림업용기계, 동력정원
용장비-운전자 조작 및 계기판기호-임업기계

KS F ISO 3471 2003. 12. 31 토공기계- 전복보호구조-시험 및
성능 필요사항

KS F ISO 12117 2003. 12. 31 토공기계- 소형굴삭기에 대한
전도 보호구조(TOPS)- 시험 및 성능 필요사항

KS B ISO 12482-1 2003. 12. 31 크레인 - 상태감시 - 제1부 :
일반

KS F ISO 10567 2003. 12. 31토공기계- 유압굴삭기 - 인양능력

KS B ISO 12478-1 2003. 12. 31 크레인 - 정비 지침서 - 제1부
: 일반

KS F ISO 10262 2003. 12. 31 토공기계- 유압굴삭기 - 운전자
보호구조물에 대한 시험 및 성능 필요사항

KS B ISO 11661 2003. 12. 31 이동식크레인 - 정격용량 선도

KS F ISO TR 9953 2003. 12. 31 토공기계- 저속 주행장비에
대한 경고장치-초음파 및 기타시스템

KS B ISO 11660-5 2003. 12. 31 크레인 - 접근, 보호 및 제한
물 - 제5부 : 브리지 및 갠트리 크레인

KS F ISO 9244 2003. 12. 31 토공기계 - 안전표시 및 위험표시
그림- 일반원칙

KS B ISO 11660-3 2003. 12. 31 크레인 - 접근, 보호 및 제한
물- 제3부 : 타워크레인

KS F ISO 8813 2003. 12. 31 토공기계- 측면 붐을 장착한 파
이프레이어 및 휠 트랙터 또는 휠 로더의 인양능력

KS B ISO 11630 2003. 12. 31 2003. 12. 31크레인 - 휠 얼라인먼
트 측정

KS F ISO 7135 2003. 12. 31 토공기계- 유압굴삭기 용어 및 상
용 사양

KS B ISO 10973 2003. 12. 31 크레인 - 정비부품 지침서

KS F ISO 7133 2003. 12. 31 토공기계 - 트랙터 스크래퍼 -용
어 및 상용 사양
KS F ISO 7131 2003. 12. 31 토공기계-로더 - 용어 및 상용 사
양
KS F ISO 6747 2003. 12. 31 토공기계 - 트랙터도저 - 용어 및
상용 사양
KS F ISO 6746-2 2003. 12. 31 토공기계- 치수 및 기호의 정의
- 제2부:장치
KS F ISO 6016 2003. 12. 31 토공기계 - 전체장비, 장치 및 부
품의 중량 측정방법
KS F ISO 5006-1 2003. 12. 31 토공기계 - 운전자시계-제1부: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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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ISO 10972-1 2003. 12. 31 크레인 - 기계장치의 요구사
항 - 제1부 : 일반
KS B ISO 9926-1 2003. 12. 31 크레인 - 운전자 교육 - 제1부:
일반
KS B ISO 9374-5 2003. 12. 31 크레인 - 제공정보 - 제5부 :
천장크레인 및 갠트리 크레인
KS B ISO 9374-3 2003. 12. 31 크레인 - 문의, 주문, 견적 및
납품에 대한 제공정보-제3부: 타워 크레인
KS B ISO 16367 2003.12. 31 프레싱용 공구 - 가이드 플레이
트 - U 및 V 블록
KS B ISO 11900-2 2003.12. 31 프레싱용 공구 - 볼로크 펀치
리테이너 2부 - 경작업용 단붙이 C 및 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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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ISO 10243 2003.12. 31 프레싱용 공구 - 사각 단면의 압
축 스프링 - 치수 및 색채 기호

KS B ISO 1986-1 2003.12. 29 수평축 4각 테이블형 평면 연삭
기- 정밀도 검사 제 1 부 : 테이블 길이 1 600 mm 이하

KS B ISO 10071-1 2003.12. 31 프레싱용 공구 - 볼로크 펀치
1부 - 경작업용 볼로크 펀치

KS B ISO 1701-0 2003.12. 29 니형 수평 및 수직 밀링머신- 일반

KS B ISO 8695 2003.12. 31 프레싱용 공구 - 펀치 - 용어 및
술어
KS B ISO 8405 2003.12. 31 몰딩용 공구 - 둥근 머리붙이 이
젝터 슬리브
KS B ISO 8018 2003.12. 31 몰드용 가이드 부시
KS B ISO 8017 2003.12. 31 몰드용 가이드 핀

KS B ISO 230-4 2003.12. 29 수치제어에 의한 원운동 정밀도
시험방법 통칙
KS B ISO 8239 2003. 12. 23 재봉틀 바늘 - 끼워맞춤치수 공차와 조합
KS B ISO 4818 2003. 12. 23 가정용 재봉틀 - 한 겹의 재료에
다른 한 겹을 겹칠때의 크리프 측정
KS B ISO 4817 2003. 12. 23 가정용 재봉틀 - 방향 안정성 검
사 (드리프트, drift)

KS B ISO 6753-2 2003.12. 31 프레싱 및 몰딩용 공구 - 메인
플레이트 2부 - 몰드용 메인 플레이트

KS B ISO 4815 2003. 12. 23 가정용 재봉틀 - 재봉 용량측정

KS B ISO 6751 2003.12. 31 몰딩용 공구 - 둥근 머리붙이(원
통형 헤드를 가진) 이젝터 핀

KS B ISO 8239 2003. 12. 23 가정용 재봉틀 - 실의 장력 안정
도 검사

KS B ISO 10791-9 2003.12. 29 머시닝센터 검사조건 - 제9부 :
공구교환 및 팔레트 교환시간의 평가

KS B 6930 2003. 12. 29 저진공펌프 성능시험방법

KS B ISO 8636-2 2003.12. 29 갠트리형 플래노밀러 - 정밀도
검사
KS B ISO 8636-1 2003.12. 29 쌍주형 플래노밀러- 정밀도검사
KS B ISO 3686-2 2003.12. 29 직립 문형 드릴링머신- 정밀도검사
KS B ISO 3686-1 2003.12. 29 직립 단주형 드릴링머신- 정밀도
검사
KS B ISO 3070-4 2003.12. 29 플레이너형 수평보링머신-정밀
도검사

KS B ISO128-50 2003. 12. 15 제도 - 도시의 일반원칙 - 제50
부 : 절단 및 단면도 도시에 대한 기본규정
KS B ISO 730-2 2003. 12. 8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3점지지장
치-2부:카테고리 1N(협폭히치)

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A 0521 2003. 12. 18 열전도 진공계에 의한 압력 측정방법
KS B 0431 2003. 12. 18 연삭숫돌 선택표준

KS B ISO 3070-3 2003.12. 29 플로어형 수평보링머신 - 정밀
도검사

KS B 7094 2003. 12. 13 플로터 시방항목

KS B ISO 3070-2 2003.12. 29 테이블형 수평보링머신 - 정밀
도검사

KS A ISO 6199 2003. 12. 13 16mm 및 35mm 은-젤라틴 마이
크로 필름 촬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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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6210 2003. 12. 15 이음매없는 강제 고압가스용기

KS B ISO TR 7178 2003. 12. 15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속도-면적법 — 전체 오차 조사

KS B 6250 2003. 12. 15 재충전용 용접강제 가스실린더
KS B 2018 2003. 12. 30 구름베어링의 포장
KS B 2003 2003. 12. 30 소결함유 베어링

KS B ISO TR 8363 2003. 12. 15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방
법 선정을 위한 일반 지침
KS B ISO 11146 2003. 12. 20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레
이저 빔 파라미터 시험 방법 - 빔 폭, 발산각 및 전파계수

KS B 2017 2003. 12. 30 구름베어링의 표시
KS B 2016 2003. 12. 30 구름베어링 통칙

KS B ISO 11151-1 2003. 12. 20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표준 광부품 - 제1부: 자외선, 가시광 및 근적외선 스펙트
럼 대역의 부품

KS B 6214 2003. 12. 30 고압가스용기용 밸브
KS B 2006 2003. 12. 29 원통형 축의 각형 스플라인

KS B ISO 11151-2 2003. 12. 20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표준 광 부품 - 제2부: 적외선 스펙트럼 대역의 부품

KS B ISO 789-6 2003. 12. 15 농업용트랙터-무게중심 시험방법

KS B ISO 11253 2003. 12. 20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레이저 장치 - 기계적 인터페이스

◈ 자동차부품과

KS B ISO 11254-1 2003. 12. 20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광
학 표면의 레이저 유도 손상 문턱값 결정 - 제1부 : 1대1 시험

제정

KS B ISO 11551 2003. 12. 20 광학 및 광학 기구 -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부품의 흡수율 측정 방법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B ISO 1070 2003. 12. 9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경사 면적법

KS B ISO 11553 2003. 12. 20 기계 안전 - 레이저 처리 장치 안전 요구사항

KS B ISO 1100-1 2003. 12. 9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제1
부 : 관측소의 설치와 운영

KS B ISO 11554 2003. 12. 20 광학 및 광학기구- 레이저 및 레
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빔 출력, 에너지 및 시간 특성에
관한 시험방법

KS B ISO 1100-2 2003. 12. 9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제2
부 : 수위-유량 관계의 결정

KS B ISO 11670 2003. 12. 20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레이저 빔 파라미터 측정 방법 - 빔 위치 안정성

KS B ISO 748 2003. 12. 9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속도-면
적법

KS B ISO 11990 2003. 12. 20 광학 및 광학기구 -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통기관에 대한 레이저 저항 결정

KS B ISO 2425 2003. 12. 15 조석의 영향을 받는 조건하에서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KS B ISO 12005 2003. 12. 20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레
이저 빔 파라미터 측정 방법 - 편광

KS B ISO 6416 2003. 12. 15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초음
파법에 의한 유량측정

KS B ISO 9022-1 2003. 12. 20 광학 및 광학기구 - 환경시험
방법 - 제1부 : 정의, 시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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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ISO 9022-2 2003. 12. 20 광학 및 광학기구 - 환경시험
방법 - 제2부: 냉기, 열기, 습기
KS B ISO 9022-3 2003. 12. 20 광학 및 광학 기구 - 환경시험
방법 - 제3부 : 기계적 응력

나비에 설치된 코일을 이용한 전자기 측정법
KS B ISO 9823 2003. 12. 23 개수로의 유체흐름측정-하천 단면
의 소수분할에 의한 속도-면적법
KS B 5361 2003. 12. 24산업용 고체재료의 방사율 측정법

KS B ISO 9022-4 2003. 12. 20 광학 및 광학기구 - 환경시험
방법-제4부 : 염수 분무
KS B ISO 9039 2003. 12. 20 광학 및 광학 기구 - 광학 시스템
의 품질 평가 - 찌그러짐 판단

KS C IEC 60584-3 2003. 12. 29 보상도선
KS B 1427 2003. 12. 31 사출성형 플라스틱 기어의 정밀도
KS B 6518 2003. 12. 31 공기압 로드레스 실린더

KS B 7099-218 2003. 12. 23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제품데
이터 표현 및 교환-제218부:응용프로토콜:선박구조
KS B ISO/TR 9209 2003. 12. 23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수중
선(WETLINE)보정의 결정
KS B ISO 10303-1008 2003. 12. 23 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
합-제품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1008부:응용모듈:레이어할당
KS B ISO 10303-1009 2003. 12. 23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제품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1009부:응용모듈:형상외관 및
레이어
KS B ISO 10303-510 2003. 12. 23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510부:응용해석구조:기하학적
으로 한정된 와이어프레임

KS B ISO/TR 11330 2003. 12. 31 호수와 저수지에서의 수위
및 내용적 결정
KS B ISO/TR 11332 2003. 12. 31 수리량 측정-불안정 수로 및
간헐천
KS B ISO/TR 9824-1 2003. 12. 31 관로의 자유수면흐름 측정제1부:방법
KS B ISO 9825 2003. 12. 31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대하천
유량과 홍수량의 현장 측정

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

KS B ISO 10303-511 2003. 12. 23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제511부:응용해석 구조:위상학적으로 한정된 곡면

KS B 5643 2003. 12. 15 대기중의 옥시던트 자동 계측기

KS B ISO 10303-517 2003. 12. 23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제517부:응용해석구조:기계설계기하표현

KS B 5644 2003. 12. 15 대기중의 풀루오르소 화합물 자동 계
측기

KS B ISO 10303-520 2003. 12. 23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제품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520부:응용해석구조:연관적제
도 요소

KS B 5645 2003. 12. 15 대기중의 부유 입자상 물질 자동 계측기
KS B 5646 2003. 12. 15 원유 및 석유 제품중의 유황분 자동
계측기

KS B ISO 9123 2003. 12. 23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수위-하
강고-유량관계

KS B 2308 2003. 12. 20 볼밸브

KS B ISO 9213 2003. 12. 23 개수로의 총 유량 측정-수로 전체

KS B 2331 2003. 12. 20수도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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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5202 2003. 12. 24마이크로미터

폐지

KS B ISO 4063 2003. 12. 06 용접과 관련공정-공정의 명칭과
창고번호
KS B ISO 5183-1 2003. 12. 06 저항용접장비-전극어댑터-숫테
이퍼1:10-1부:원뿔형 고정테이퍼1:10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A 0516 2003. 12. 11소용돌이 유량계에 의한 유량측정방법

◈ 소재과
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B ISO 14175 2003. 12. 03 용접용소모재-아크용접과절단용
보호가스

KS B ISO 7042 2003. 12. 15 일반토크형 순금속 육각너트, 유
형2-특성등급 5, 8, 10 및 12
KS B ISO 7043 2003. 12. 15 플랜지가 있는 일반토크형 육각너
트(비금속 인서트)-제품등급 A 및 B
KS B ISO 7044 2003. 12. 15 플랜지가 있는 일반토크형 순금속
육각너트-제품등급 A및 B
KS B ISO 7085 2003. 12. 15 표면경화 및 템퍼링처리미터 전
조나사의 기계적 및 성능적 필요조건
KS B ISO 7291 2003. 12. 06 가스용접장비-300bar이하에서 용접,
절단 및 관련공정에 사용되는 다기관계장치용 압력조정기

KS B ISO 14555 2003. 12. 03 용접-금속재료의 아크스터드 용접
KS B ISO 15609-2 2003. 12. 03 금속재료에 대한 용접절차의
사양과 승인-용접절차시방서-제2부:가스용접
KS B ISO 15614-8 2003. 12. 03 금속재료의 용접절차시방과 승
인-용접절차시험-제8부:튜브와 튜브판재관 이음부용접
KS B ISO 15616-1 2003. 12. 03 고품질용접 및 절단용 CO2 레
이저 가공기의 인수시험-제1부:일반원리 및 인수조건
KS B ISO 15616-2 2003. 12. 03 고품질용접 및 절단용 CO2 레
이저 가공기의 인수시험-제2부:일반원리 및 인수조건

KS B ISO 7411 2003. 12. 15 큰나비플랫을 가진 고장력 구조용
육각볼트(ISO 888에 따른 나사부길이)-제품등급C-특성등급
8.8 및 10.9
KS B ISO 7412 2003. 12. 22 큰나비플랫을 가진 고장력 구조
용 육각볼트 (짧은 나사부 길이)-제품등급C-특성등급 8.8
및 10.9
KS B ISO 7413 2003. 12. 22 용융 아연도금(사이즈보다 큰 탭)
구조용 육각너트 유형1-제품등급 A 및 B-특성등급 5,6,8
KS B ISO 7414 2003. 12. 22 큰 나비플랫 구조용 육각너트 유
형1-제품등급B-특성등급10

KS B ISO 15616-3 2003. 12. 06 고품질용접 및 절단용 CO2 레
이저 가공기의 인수시험-제3부:가스유량 및 가스압력측정
기구의 교정

KS B ISO 7415 2003. 12. 22 고장력 구조용 볼트체결을 위한
경화 및 템퍼링처리 둥근 와셔

KS B ISO 15618-1 2003. 12. 06 수중용접 용접사의 자격인정시
험-제1부:고압습식 용접잠수용접사

KS B ISO 7416 2003. 12. 22 고장력 구조용 볼트체결을 위한
경화 및 템퍼링처리 모따기한 둥근 와셔

KS B ISO 17663 2003. 12. 06 용접-용접 및 관련공정에 연관된
열처리시 품질 요구사항에 대한 지침

KS D ISO 11692 2003. 12. 31 열간가공온도에서 석출경화를
위한 페라이트-펄라이트공업용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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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ISO 11970 2003. 12. 22 주강품의 조립용접에 대한 용접
절차의 규정 및 승인

KS D ISO 3522 2003. 12. 08알루미늄 합금주형-화학적 성분과
기계적 특성

KS D ISO 11972 2003. 12. 22 일반용 내부식성 주강품

KS D ISO 3677 2003. 12. 02 납땜, 연납땜과 연납용적을 위한
충진금속-표기
KS D ISO 4344 2003. 12. 22 승강기용 강선로프

KS D ISO 13520 2003. 12. 22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주물의 페라이트 함량측정
KS D ISO 13521 2003. 12. 22 오스테나이트계 망가니즈 주강품

KS D ISO 4345 2003. 12. 30 강선로프-섬유 주심선(MAIN
CORE)-규격

KS D ISO 13583-1 2003. 12. 22 원심주조강 및 합금제품-제1
부:일반시험 및 허용차

KS D ISO 4950-2 2003. 12. 30 고항복강도 평강재-제2부:노멀
라이징 또는 제어압연강재

KS D ISO 14250 2003. 12. 31 강-2종 혼합결정립도의 조직학
적 특성과 분포

KS D ISO 4950-3 2003. 12. 30 고항복강도 평강재-제3부:열처
리(켄칭+템퍼링)된 제품

KS D ISO 15630-1 2003. 12. 31 콘크리트 보강 및 PC용강의
시험방법-제1부:보강용 봉강, 선재 및 선

KS D ISO 4951-1 2003. 12. 30 고항복강도강봉 및 형강-제1
부:일반적 인수인도 요구사항

KS D ISO 15630-2 2003. 12. 31 콘크리트 보강 및 PC용강의
시험방법-제2부:용접철망

KS D ISO 4951-2 2003. 12. 30 고항복강도강봉 및 형강-제2부:
노멀라이징 강, 노멀라이징 압연강 및 압연강의 인수인도조건

KS D ISO 15630-3 2003. 12. 31 콘크리트 보강 및 PC용강의
시험방법-제3부:PC용강

KS D ISO 4951-3 2003. 12. 30 고항복강도강봉 및 형강-제3부:
열기계적 압연강의 인수인도조건

KS D ISO 2016 2003. 12. 08 구리관의 모세관 땜납이음쇠-조
합치수와 시험

KS D ISO 4955 2003. 12. 30 내열강 및 합금
KS D ISO 4993 2003. 12. 22 주강품-방사선 투과검사

KS D ISO 209-1 2003. 12. 02 전신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
금-화학성분 및 제품형태-화학성분
KS D ISO 209-2 2003. 12. 02 전신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
금-화학성분 및 제품형태-제품형태

KS D ISO 5182 2003. 12. 08 용접-저항용접전극과 보조장비
를 위한 재료
KS D ISO 5187 2003. 12. 08 용접과 동일한 공정-연납과 경납
재로 된 조립체-기계적 시험방법

KS D ISO 2262 2003. 12. 22 강선 로프용 일반 심블-규격
KS D ISO 3116 2003. 12. 02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마그
네슘 가공합금

KS D ISO 6361-1 2003. 12. 06 전신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띠 및 후판-검사와 인도의 기술적 조건

KS D ISO 3178 2003. 12. 22 일반용 강선로프-승인조건

KS D ISO 6361-2 2003. 12. 06 전신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띠 및 후판-모양과 치수허용차

KS D ISO 3189-3 2003. 12. 22일반와이어 로프용 소켓-제3부:
주물소켓에 대한 특별요구사항

KS D ISO 6361-3 2003. 12. 06 전신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띠 및 후판-띠-모양과 치수허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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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ISO 6361-4 2003. 12. 06 전신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띠 및 후판-검사와 인도의 기술적 조건
KS D ISO 6372-3 2003. 12. 08 니켈 및 니켈합금-용어와 정
의-제3부:가공 및 주조제품
KS D ISO 6930-1 2003. 12. 30 냉간성형용 고항복강도 강판
및 평강-제1부:열기계쩍 압연강의 인수인도조건
KS D ISO 7531 2003. 12. 30 일반용 와이어 로프 슬링-특성
및 규격
KS D ISO 7595 2003. 12. 30 와이어로프용 소켓 제조절차-용
융 금속 소켓팅
KS D ISO TR 7596 2003. 12. 30 와이어로프용 소켓 제조절차합성수지 소켓팅

KS D ISO 9453 2003. 12. 08 연납합금-화학성분조성과 형태
KS D ISO 9454-1 2003. 12. 06 연땜납 플럭스-분류 및 요구사
항-제1부:분류, 라벨링, 포장
KS D ISO 9454-2 2003. 12. 06 연땜납 플럭스-분류 및 요구사
항-제2부:성능요구사항
KS E ISO 10097-1 2003. 12. 03 와이어라인 다이아몬드코아 시
추장비-시스템A-1분야:미터단위
KS E ISO 10097-2 2003. 12. 03 와이어라인 다이아몬드코아 시
추장비-시스템A-2분야:인치단위
KS E ISO 11258 2003. 12. 31 철광석-가스개질공정에 의한 직
접환원을 위한 공급원료의 금속화와 환원성의 결정
KS E ISO 11323 2003. 12. 31 철광석과 직접 환원된 철-용어

KS D ISO 7773 2003. 12. 02 마그네슘 합금-봉 및 관- 치수
허용차
KS D ISO 7788 2003. 12. 30 강-열간압연 강판 및 평강의 표
면 마무리-인수인도 요구사항

KS E ISO 11459 2003. 12. 31 철광석-인증표준물질-화학분석에
사용되는 준비와 인증
KS E ISO 11535 2003. 12. 31 철광석-다원소 결정-유도결합 플
라즈마 원자방출분광법

KS D ISO 9327-2 2003. 12. 30 압력용 단강품 및 압연 또는 단
조봉강-기술적 인도조건-제2부: 고온특성을 갖는 비합금강
및 합금강 (Mo, Cr 및 CrMo)

KS E ISO 13930 2003. 12. 31 철광석-저온환원-분해를 위한 동
적시험

KS D ISO 9327-3 2003. 12. 30 압력용 단강품 및 압연 또는 단
조봉강-기술적 인도조건-제3부: 저온특성을 갖는 니켈강

KS E ISO 3154 2003. 12. 03 광산 호이스트에 적합한 꼬인 와
이어로프-기술적 전달조건

KS D ISO 9327-4 2003. 12. 30 압력용 단강품 및 압연 또는 단
조봉강-기술적 인도조건-제4부: 높은 항복강도를 갖는 용
접용 미세조직강

KS E ISO 4696-1 2003. 12. 31 철광석-저온환원-분해에 대한 정
적시험-1분야: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소와의 반응

KS D ISO 9327-5 2003. 12. 30 압력용 단강품 및 압연 또는 단
조봉강-기술적 인도조건-제5부: 스테인리스강

KS E ISO 4696-2 2003. 12. 31 철광석-저온환원-분해에 대한
정적시험-2분야:일산화탄소와의 반응
KS P ISO 10139-1 2003. 12. 13 연성 의치 이장재-단기사용재료

KS D ISO 9329-3 2003. 12. 30 압력용 이음매없는 강관-기술적
인수인도조건-제3부:규정저온특성을 가진 탄소강 및 합금강

KS P ISO 10451 2003. 12. 30 치과용 이식재-기술서식 항목

KS D ISO 9329-4 2003. 12. 30 압력용 이음매없는 강관-기술적
인수인도조건-제4부: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KS P ISO 12891-1 2003. 12. 19 외과용 이식재의 회수 및 분
석-제1부:회수 및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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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P ISO 12891-2 2003. 12. 19 외과용 이식재의 회수 및 분
석-제2부:회수된 금속외과 이식재의 분석

KS P ISO 16061 2003. 12. 19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 관련기구일반적 요구사항

KS P ISO 12891-3 2003. 12. 19 외과용 이식재의 회수 및 분
석-제3부:회수된 고분자외과 이식재의 분석

KS P ISO 3950 2003. 12. 30 구강 영역 및 치아 명명체계

KS P ISO 12891-4 2003. 12. 19 외과용 이식재의 회수 및 분
석-제4부:회수된 세라믹외과 이식재의 분석
KS P ISO TR 13668 2003. 12. 30 구강보건관리용 디지털 부호
화

KS P ISO 5835 2003. 12. 19 외과용 이식재-비대칭 나사산과
육각머리홈을 가진 둥근머리금속나사-치수
KS P ISO 6871-1 2003. 12. 13 치과주조용 비귀금속 합금(1)코발트계 합금
KS P ISO 6876 2003. 12. 13 치근관 충전재

KS P ISO 13779-1 2003. 12. 19 외과용 이식재-하이드록시아파
타이트-제1부:세라믹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KS P ISO 13779-2 2003. 12. 19 외과용 이식재-하이드록시아파
타이트-제2부: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코팅

KS P ISO 7491 2003. 12. 13 치과재료-색 안정성 시험
KS P ISO 7551 2003. 12. 13 치근관 흡수 포인트
KS P ISO 7885 2003. 12. 13 치과 일회용 멸균 주사바늘

KS P ISO 13781 2003. 12. 19 외과 이식재용 폴리(L-락티드)
레진 및 가공체-체외 분해시험
KS P ISO 14243-2 2003. 12. 19 외과용 이식재-인공 슬관절의
마모-제2부:측정방법

KS P ISO 8282 2003. 12. 30 치과용 장비-수은 및 합금혼합 분
배기
KS P ISO 8615 2003. 12. 19 외과용 이식재-성인 대퇴골의 말
단에 사용되는 고정구

KS P ISO TR 14283 2003. 12. 19 외과이식재 기본원리
KS P ISO TR 14569-1 2003. 12. 30 치과용 내마모시험-칫솔질
에 의한 마모 (1)
KS P ISO 14630 2003. 12. 19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일반 요구
사항

KS P ISO 8827 2003. 12. 19 외과용 이식재-정형외과용 평행다
리의 봉합침-일반적 요구사항
KS P ISO 8828 2003. 12. 19 외과용 이식재-정형외과용 이식재
의 취급과 주의사항에 관한 지침
KS P ISO 8891 2003. 12. 13 치과 주조용 합금

KS P ISO 14727 2003. 12. 30 치과용 이식재-상하부 조립부품
의 기술서식 항목
KS P ISO 14879-1 2003. 12. 19 외과용 이식재-인공 슬관절-제
1부:무릎 경골 대체물의 내구성 결정

KS P ISO TR 9325 2003. 12. 19 외과용 이식재-인공 고관절-인
공고관절 평가를 위한 실험장치에 관한 권장사항
KS P ISO TR 9326 2003. 12. 19 외과용 이식재-인공 고관절-베
어링 표면의 모양변화의 실험실적 평가를 위한 지침

KS P ISO 15098-3 2003. 12. 30 치과용 핀셋 (칼리지형)
KS P ISO 15814 2003. 12. 19 외과용 이식재-폴리락티드계 공
중합체와 혼합물-체외분해시험

KS P ISO 9586 2003. 12. 19 외과용 이식재-정형외과에서 외반
족과 내반족용어의 사용
KS P ISO 9694 2003. 12. 13 치과 인산염계 주조용 매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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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KS D 4316 2003. 12. 30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
타르라이닝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

KS D 9007 2003. 12. 30 무쇠 솥

KS D 3590 2003. 12. 22 파형강관 및 파형섹션

KS D 4307 2003. 12. 30 배수용 주철관

KS D 3507 2003. 12. 22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52 2003. 12. 31 철선

KS D 3568 2003. 12. 22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7017 2003. 12. 31 용접철망

KS D 3713 2003. 12. 22 페로실리콘

전자기술표준분야
KS D 3717 2003. 12. 22 실리콘 망가니즈
KS D 3626 2003. 12. 22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KS D 3760 2003. 12. 22 비닐하우스용 아연도 강관

◈ 정보표준과
제정

KS B 5533 2003. 12. 22 압축시험기
KS B 0811 2003. 12. 22 금속재료의 비커스경도 시험방법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

KS B 0233 2003. 12. 22 강제볼트 작은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C IEC 60387 2003. 12. 05 교류전력량계를 위한 기호

KS B 1563 2003. 12. 22 방진 스프링 마운트

KS C IEC 60736 2003. 12. 05 전력량계를 위한 시험장비

KS B 1561 2003. 12. 22 방진 스프링 행거

KS C IEC 61038 2003. 12. 05 전기계량-종별계량과부하제어-타
임스위치의 특정한요구사항

KS B 1073 2003. 12. 22 무두6각 소켓 및 스프라인 소켓 세트
스크류

KS C IEC 61354 2003. 12. 05 전력량계-종별계량장치를 위한
보조단자의 표시

KS B 1072 2003. 12. 22 6각머리 및 일자 홈 캡 스크류
KS B 1070 2003. 12. 22 일자홈, 십자홈 및 6각머리 머신 스크류

KS C IEC 62053-31 2003. 12. 05 전기계량장치(a.c)-특수요구조
건-제31부기계식과 전자식계량기(2선식)를 위한 펄스출력
장치

KS B 0242 2003. 12. 22 최대 공차 실체 방식
KS B 0249 2003. 12. 30 나사의 유효 단면적 및 자리면의 부하
면적
KS B 1324 2003. 12. 30 스프링 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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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2059-11 2003. 12. 05 전기계량장치-신뢰성-제11부
: 일반개념
KS C IEC 62059-21 2003. 12. 05 전기적 계량 장치-신뢰성-제
21부 : 현장으로부터의 계기 신뢰성 자료의 수집
KS C IEC 62051 2003. 12. 05 전기 계량 - 용어의 설명

KS X ISO IEC 10589 2003.12.15 정보기술 - 정보통신 및 시스
템간 정보교환 - 비연결모드 망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토
콜(ISO 8473)과 사용되는 중간시스템간 도메인내 라우팅정
보교환 프로토콜
KS X ISO IEC 10024 2003. 12. 15 정보기술 - 정보통신 및 시
스템간 정보교환 - IS0 8073(등급 0, 1, 2, 3)의 LOTOS로
형식적 기술

KS C IEC 60211 2003. 12. 05 최대수요전력표시기(1.0급)
KS C IEC 60145 2003. 12. 05 무효전력량계
KS X ISO IEC 14846 2003. 12. 29 정보기술 - 정보통신 및 시
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종합서비스망 - 교환기간 시그날링
프로토콜 - 호 침입 부가 서비스
KS X ISO IEC 14845 2003. 12. 29 정보기술 - 정보통신 및 시
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종합서비스망 - 명세서, 기능모델,
정보흐름 - 호 침입 부가서비스
KS X ISO IEC 14843 2003. 12. 29 정보기술 - 정보통신 및 시
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종합서비스망 - 교환기간 시그날링
프로토콜 - 호 제공 부가 서비스

KS X ISO 15930-3 2003. 12. 15 그래픽 기술 - 프리프레스 디
지털 데이터 교환 - PDF의 사용 - 제3부 : 색상 관리 워크
플로에 적합한 완전교환(PDF/X-3)
KS X ISO 12647-5 2003. 12. 15 그래픽 기술 - 중간 색조 색
분해, 교정쇄 및 제작쇄 제작을 위한 공정 관리 - 제5부 :
스크린 인쇄
KS X ISO 12642 2003. 12. 15 그래픽 기술 - 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 교환 - 4색 프로세스 인쇄의 특성화를 위한 입력 데이
터
KS X ISO 15930-1 2003. 12. 15 그래픽 기술 - 프리프레스 디
지털 데이터 교환 - PDF의 사용 - 제1부 : CMYK 데이터
를 이용한 완전교환 PDF/X-1과 PDF/X-1a)

KS X ISO IEC 14842 2003. 12. 15 정보기술 - 정보통신 및 시
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종합서비스망 - 명세서, 기능모델,
정보흐름 - 방해금지요청과 방해금지 요청무시 부가서비스

KS X ISO 15929 2003. 12. 15 그래픽 기술 - 프리프레스 디지
털 데이터 교환 - PDF/X 표준의 개발을 위한 지침과 원칙

KS X ISO IEC 14395 2003. 12. 15 정보기술 - 디렉토리 서비스
C 언어 인터페이스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 응옹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위한 바인딩

KS X ISO 14981 2003. 12. 15 그래픽 기술 - 공정관리 - 그래
픽 기술용 반사 농도계를 위한 광학적, 기하학적 및 도량형
학적 필요조건

KS X ISO IEC 13864 2003. 12. 15 정보기술 - 정보통신 및 시
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종합서비스망 - 명세서, 기능모델,
정보흐름 - 이름 식별 부가 서비스

KS X ISO 12637-5 2003. 12. 15 그래픽 기술 - 인쇄기술의 용
어 -제5부 : 스크린 인쇄 용어

KS X ISO IEC 13863 2003. 12. 15 정보기술 - 정보통신 및 시
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종합서비스망 - 명세서, 기능모델,
정보흐름 - 경로 대체 추가 망 기능
KS X ISO IEC 10747 2003. 12. 15 정보기술 - 정보통신 및 시
스템간 정보교환 - IS0 8473 PDU 전달을 지원하기 위한 중
간시스템과 도메인간의 라우팅정보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

KS X ISO 2846-3 2003. 12. 15 그래픽 기술 - 4색 인쇄 잉크
세트의 색상과 투명도 -제3부 : 그라비어 인쇄
KS C IEC 61174 2003. 12. 15 해상항해 및 무선통신 기기와 시
스템 - 선박용 전자해도 시스템(ECDIS)- 동작과 기능 요구
사항, 시험 방법과 요구되는 시험결과
KS X ISO IEC 12087-2 2003. 12. 15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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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및 영상처리 - 영상처리와 교환의 기능적 명세 - 제2부:
프로그래머의 이미징 커널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KS X ISO 12142 2003. 12. 29 전자 영상 - 미디어 에러 제어
및 광 디지털 데이터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 검사에 관한
기술 보고

KS X ISO IEC 9593-4 2003. 12. 15정보처리시스템-컴퓨터그래
픽스-프로그래머의 계층간 상호작용 그래픽스 시스템
(PHIGS) 언어바인딩 - 제4부 : C

KS X ISO TR12031 2003. 12. 29 마이크로그래픽스 - 손상 흔
적을 위한 은-젤라틴형 마이크로폼의 검사

KS X ISO IEC 9066-2 2003.12.15 정보처리 시스템 - 텍스트
통신 - 신뢰성 있는 전송- 제2부 : 프로토콜 명세

KS X ISO 11928-2 2003.12.29 마이크로그래픽스 - 그래픽
COM 기록기의 품질 제어 - 제2부 : 품질 기준 및 제어

KS X ISO 12174 2003. 12. 15 우주 데이터와 정보 전송 시스템
- 원격지령 - 데이터 관리 서비스 - 구조적 명세

KS X ISO 11698-2 2003. 12. 29 마이크로그래픽스 - 어퍼처 카
드 스캐너로 생성되는 영상 품질 측정 방법 - 제2부 : 품질
기준 및 제어

KS X ISO IEC 10614-2 2003. 12. 15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
로파일 RC - X.25 프로토콜 중계 - 제2부: 랜 하위망 의존
적, 매체 독립적 요구사항

KS X ISO 10594 2003. 12. 29 마이크로그래픽스 - 회전식 카메
라 시스템 - 성능 검사용 시험 대상

KS X ISO IEC 13211-2 2003. 12. 22 정보 기술 - 프로그래밍
언어 - 프롤로그 -제2부 : Modules

KS X ISO 10550 2003. 12. 29 마이크로그래픽스 - 유성 카메라
시스템 - 성능 검사용 시험 대상

KS X ISO IEC 1539-2 2003. 12. 22 정보 기술 - 프로그래밍 언
어 - 포트란 - 제2부 : 가변 길이 문자열

KS X ISO 10198 2003. 12. 29 마이크로그래픽스 - 16mm 마이
크로필름용 회전식 카메라 - 기계적·광학적 특성

KS C IEC 60186 2003. 12. 11 계기용 변압기

KS X ISO 10197 2003. 12. 29 마이크로그래픽스 - 투명 마이
크로폼용 판독형 프린터 - 특성

KS C IEC 60044-8 2003. 12. 11 계기용변성기 - 제8부 전자식
변류기
KS C IEC 60044-7 2003. 12. 11 계기용변성기 - 제7부 전자식
전압 변성기
KS C IEC 60044-6 2003. 12. 11 계기용변성기 - 제6부 보호용
변류기의 과도성능에 대한 요건
KS C IEC 60044-5 2003. 12. 11 계기용변성기 - 제5부 콘덴서
형 계기용 변압기

KS X ISO 8514-2 2003. 12. 29 마이크로그래픽스 - 문자 숫자
식 컴퓨터 출력용 마이크로폼 - 품질 제어 - 제2부 : 방법
KS X ISO 8126 2003. 12. 29 마이크로그래픽스 - 복사용 필름,
은색, 디아조 및 소포성 - 육안 밀도 - 시방서 및 측정
KS X ISO 7565 2003. 12. 29 마이크로그래픽스 - 투명 마이크
로폼용 판독기 - 특성 측정
KS X ISO 6198 2003. 12. 29 마이크로그래픽스 - 투명 마이크
로폼용 판독기 - 성능 특성

KS C IEC 60044-3 2003. 12. 11계기용변성기- 제3부:변압변류기
KS C IEC 60044-2 2003. 12. 11 계기용변성기 - 제2부: 유도형
계기용 변압기
KS C IEC 60044-1 2003. 12. 11 계기용변성기 - 제1부: 변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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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X ISO 446 2003. 12. 29 마이크로그래픽스-ISO특성 및 ISO
시험차트No.1-설명 및 사용
KS C IEC 60581-13 2003. 12. 22 고충실도 오디오 장비 및 시
스템: 최소 성능 요건 - 제 13부: 차량용(예, 모터카)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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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도 시스템 : FM 라디오 튜너 유닛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

KS C IEC 60933-4 2003. 12. 22 오디오, 비디오 및 시청각 시스
템 - 상호 접속 및 정합 값 - 제 4부: 가정용 디지털 버스
(D2B)용 커넥터 및 코드셋

KS C IEC 61082-4 2003.12.17 전기기술문서-제4부 : 배치 및
설치문서

KS C IEC 60933-3 2003. 12. 22 오디오, 비디오 및 시청각 시스
템 - 상호 접속 및 정합 값 - 제3부: ENG 카메라와 비-합
성 신호를 사용하는 이동식 VTR의 상호접속을 위한 인터
페이스, 625 라인/ 50 필드 시스템 용
KS C IEC 60933-1 2003. 12. 22 오디오, 비디오 및 시청각 시스
템 - 상호 접속 및 정합 값 - 제 1부: 비디오 시스템용 21핀 커넥터 - 용도 1
KS X ISO IEC 9314-26 2003. 12. 22 정보기술 - 광섬유 분산
데이터 인터페이스(FDDI)- 제26부:매체 접속 제어 적합성
시험(MAC-ATS)
KS X ISO IEC 9314-20 2003. 12. 22 정보기술- 광분산형 데이
터 인터페이스(FDDI) - 제20부:FDDI 물리 매체 의존부 적
합성 시험을 위한 이론적 시험 데이터 모음(PMD ATS)
KS X ISO IEC 11518-10 2003. 12. 22 정보기술 - 고성능 병렬
인터페이스- 제10부:6400Mbit/s 물리계층 (HIPPI-6400-PH)
KS X ISO IEC 14776-232 2003. 12. 22 정보기술 -- 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SCSI) - 제232부 : 시리얼 버스 프로토
콜-2(SBP-2)

KS C IEC 61082-3 2003. 12. 22 전기기술문서-제3부 : 접속도
표 및 리스트
KS C IEC 61082-2 2003. 12. 22 전기기술문서-제2부 : 기능도
KS C IEC 60617-8 2003. 12. 22 전기용그림기호 제8부 : 계측
기, 램프 및 신호장치
KS C IEC 60617-7 2003. 12. 22 전기용그림기호 제7부 : 개폐
장치 제어장치 및 보호장치
KS C IEC 60617-6 2003. 12. 22 전기용그림기호 제6부 :전기
에너지의 발생 및 변환
KS C IEC 60617-5 2003. 12. 22 전기용그림기호 제5부 :반도체
및 전자관
KS C IEC 60617-13 2003. 12. 22 전기용그림기호 제13부 : 아
날로그 소자
KS C IEC 60617-12 2003. 12. 22 전기용그림기호 제12부 :논리
소자
KS C IEC 60617-11 2003. 12. 22 전기용그림기호 제11부 : 건
축설비 및 지도상의 설비를 나타내는 설치 평면도 및 선도

KS X ISO 10324 2003. 12. 22 문헌정보-소장사항-간략수준
KS C IEC 60617-1 2003. 12. 22 전기용그림기호 제1부 :개설
KS X ISO 10161-2 2003. 12. 30 문헌정보-개방형 시스템간 상
호 접속- 도서관 상호 대차 프로토콜 규정-제2부 : 프로토
콜 구현 적합성 명세서 규약

KS X 5015-5 2003. 12. 15 영상 디스플레이(VDT) 사용을 위한
인간 공학적 요건 제5부:작업대 배치 및 자세 요건

KS X ISO 10161-1 2003. 12. 30 문헌정보-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도서관 상호대차 프로토콜 규정-제1부 : 프로토콜 규정

KS X 5015-4 2003. 12. 15 영상 디스플레이(VDT) 사용을 위한
인간 공학적 요건 제4부 : 키보드 요건

KSXISO6357 2003. 12. 30 문헌-책 및 기타 출판물의 책등표제

KS X 5015-3 2003. 12. 15 영상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
공학적 요건 (제3부:VDT요건)

폐지

KS X 5015-2 2003. 12. 15 영상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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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요건 (제2부:작업요건에관한 지침)

KS X 5020-3 2003. 12. 13 VLSI 설계 자동화 데이터 - 제3부
: 논리 회로와 상위 레벨 인터페이스 데이터 형식

KS X 5015-1 2003. 12. 15 영상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
공학적 요건 (제1부:일반개요)

KS X 6005 2003. 12. 13 국제 십진 분류법 ( UDC )

KS X ISO IEC 9548-1 2003. 12. 15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비연결형 세션 프로토콜: 프로토콜 명세

KS X 6903-2 2003. 12. 13 필드버스 - 제2부 : 물리 계층 규격
및 서비스 정의

KS X ISO IEC 8649 2003. 12. 15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조합제어 서비스 요소를 위한 서비스 정의

KS X 6921-3 2003. 12. 13 프로그래머블 제어기 - 제3부 : 프
로그래밍 언어

KS X ISO IEC 8326 2003. 12. 15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
호접속-세션 서비스 정의

KS C 4003 2003. 12. 22 공업 프로세스용 압력°
차압 전송기의
시험 방법

KS X ISO IEC 10168-4-1 2003. 12. 15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접속-세션 프로토콜을 위한 적합성 시험 장치-제4
부: 시험관리 프로토콜 명세

KS X 3120 2003. 12. 26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의 물리층
관리 정보 요소
KS X 1203 2003. 12. 26 물리층에서의 데이터 암호화

KS X ISO IEC 10026-2-1 2003.12.15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분산 트랜잭션 처리-제2부: OSI TP 서비스

KS X 2204 2003. 12. 29 정보 교환용 데이타 서술 화일
KS X 5703 2003. 12. 29 정보 교환용 CD-ROM 의 볼륨 및 파
일의 구조

확인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

KS X 5702 2003. 12. 29130㎜ 한번쓰기형 광 디스크 카트리지

KS X 0002-11 2003. 12. 13 문서 처리 용어 - 제11부 : 시청각
문서

KS X 5701 2003. 12. 29 130㎜ 되쓰기형 광 디스크 카트리지

KS X 1510-1 2003. 12. 13 국명 및 지명 코드 - 제1부 : 국명
코드
KS X 1510-2 2003. 12. 13 국명 및 지명 코드 - 제2부 : 제1차
행정구역 코드

KS X 5431 2003. 12. 29 90㎜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31831 자속 반전/rad
KS X 5422 2003. 12. 29 규격명 정보 교환용 플렉시블 디스
크 카트리지의 볼륨 및 파일 구성
KS X 5415 2003. 12. 29 11매형 자기 디스크 팩의 자기적 특성

KS X 1510-3 2003. 12. 13 국명 및 지명 코드 - 제3부 : 옛 국
명 코드
KS X 5020-1 2003. 12. 13 VLSI 설계 자동화 데이터 - 제1부
: 논리 회로 합성용 데이터 형식
KS X 5020-2 2003. 12. 13 VLSI 설계 자동화 데이터 - 제2부
: 상위 레벨 합성용 데이터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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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X 5412 2003. 12. 29 6.3 ㎜ 폭, 정보교환용 자기테이프 카
트리지
KS X 5411 2003. 12. 29 12.7㎜폭,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의
셀프로딩 카트리지
KS X 5405 2003.12.29 위상 변조 방식에 따른 12.7mm나비, 9

이달의규격정보 2004.3.23 5:39 PM 페이지141

트랙, 63cpmm, 정보교환용자기 테이프의 정보기록 양식
KS X 5404 2003. 12. 29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의 라아벨과
파일 구성
KS X 5402 2003. 12. 29 NRZI 방식에 따른 12.7mm 나비, 9트
랙, 32cpmm, 정보 교환용자기 테이프의 정보기록 양식
KS X 2006 2003. 12. 29 전자 계산기 프로그램 언어 기본
BASIC
KS X 2013 2003. 12. 29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언어 파스칼
KS X 2014 2003. 12. 29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언어 한글파스칼

KS C IEC 61587-3 2003. 12. 29 전자 기기용 기계구조 - IEC
60917과 IEC 60297의 시험 - 제3부 : 캐비넷 및 랙, 서브랙
의 전자 차폐 성능 시험
KS C IEC 60352-4 2003. 12. 29 무납땜 접속 - 제4부 : 무납땜
비절연 (변위)기 접속 - 일반 요구사항, 시험방법, 활용지침
KS C IEC 60352-5 2003. 12. 29 무납땜 접속 - 제5부 : 프레스
인 접속 - 일반 요구사항, 시험방법, 활용지침
KS C IEC 60352-6 2003. 12. 29 무납땜 접속 - 제6부 : 절연
피어싱 접속 - 일반 요구사항, 시험방법, 활용지침
KS C IEC 60352-7 2003. 12. 29 무납땜 접속 - 제7부 : 스프링
클램프 접속 -일반 요구사항, 시험방법, 활용지침

KS X 2015 2003. 12. 29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언어 Ada
KS C IEC 60760 2003. 12. 29 평판, 퀵접속 단자
KS X 2023-1 2003. 12. 29 이식 가능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
(POSIX)의 적합성 시험 방법 제1부 : 시스템 인터페이스

KS C IEC 61984 2003. 12. 29 커넥터 -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

KS X 2023-2 2003. 12. 29 이식 가능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
(POSIX)의 적합성 시험 방법 - 제2부 : 쉘과 유틸리티

KS C IEC 60336 2003. 12. 29 진단용 X선 관 장치 - 초점의
특성

KS X 2026 2003. 12. 29 트리 구조 도표용 다이어그램 변환 언
어(DXL)

KS C IEC 60522 2003. 12. 29 X선관 장치의 영구 여과의 결정
KS C IEC 60613 2003. 12. 29 진단용 회전 양극 X선관의 전기,
열 및 부하 특성

◈ 정밀전자과
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C IEC 61969-2-1 2003. 12. 29 전자 기기용 기계 구조 - 옥
외용 밀폐함 -제 2-1 부: 세부 규정 - 캐비넷 치수
KS C IEC 61969-2-2 2003. 12. 29 전자 기기용 기계구조 - 옥
외용 밀폐함 - 제2-2 부 : 세부 규정 - 케이스 치수
KS C IEC 61969-3 2003. 12. 29 전자 기기용 기계구조 - 옥외
용 밀폐함 - 제3부 : 부분 규정 - 캐비넷 및 케이스의 내후
성, 기계적 시험 및 안전성

KS C IEC 60627 2003. 12. 29 진단용 X선 영상장치 - 범용 및
유방 촬영용 산란선 제거 그리드의 특성
KS C IEC 61223-2-7 2003. 12. 29 의료 영상 담당 부서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2-7부: 항구성 시험 - 파노라마 촬영을 제
외한 치과용 구내 X선 촬영 장치
KS C IEC 61223-2-9 2003. 12. 29 의료 영상 담당 부서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2-9부: 항구성 시험 - 간접 X선 투시 장치
와 간접 X선 촬영 장치
KS C IEC 61223-2-10 2003. 12. 29 의료 영상 담당 부서의 평가
및 일상시험 - 2-10부: 항구성 시험 - 유방 촬영용 X선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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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1223-3-4 2003. 12. 29 의료 영상 담당 부서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3-4부: 인수 시험 - 치과용 X선 장치의 영
상 성능
KS C IEC 61262-1 2003. 12. 29 의료용 전기기기 - 전자광학식
X선 이미지 인텐시파이어의 특성 - 1부: 입사 시야 치수의
결정
KS C IEC 61262-2 2003. 12.2 9 의료용 전기기기 - 전자광학식
X선 이미지 인텐시파이어의 특성 - 2부: 변환 계수의 결정
KS C IEC 61262-3 2003. 12. 29 의료용 전기기기 - 전자광학식
X선 이미지 인텐시파이어의 특성 - 3부: 휘도 분포 및 휘
도 불균일성의 결정
KS C IEC 61262-4 2003. 12. 29 의료용 전기기기 - 전자광학식
X선 이미지 인텐시파이어의 특성 - 4부: 상 왜곡의 결정
KS C IEC 61262-5 2003. 12.29일 의료용 전기기기 - 전자광학
식 X선 이미지 인텐시파이어의 특성 - 5부: 양자 검출 효
율의 결정
KS C IEC 61262-6 2003. 12. 29 의료용 전기기기 - 전자광학식
X선 이미지 인텐시파이어의 특성 - 6부: 콘트라스트 비 및
차광 지수의 결정
KS C IEC 61262-7 2003. 12. 29 의료용 전기기기 - 전자광학식
X선 이미지 인텐시파이어의 특성 - 7부: 변조 전달 함수의
결정
KS C IEC 61331-1 2003. 12. 29 진단용 X선 방사선에 대한 방
어 용구 - 1부: 재료의 감쇠 특성 결정
KS C IEC 61331-2 2003. 12. 29 진단용 X선 방사선에 대한 방
어 용구 - 2부: 방어용 유리판
KS C IEC 61331-3 2003. 12. 29 진단용 X선 방사선에 대한 방
어 용구 - 3부: 방어복 및 생식선 방어 용구

KS C IEC 60326-2 2003. 12. 30 인쇄회로기판 제2부: 시험 방법
KS C IEC 61182-7 2003. 12. 30인쇄회로기판 전자 데이터의 표기 및
전송 제7부: 베어보드에 대한 디지털 형식의 전기적시험 안내
KS C IEC 61182-10 2003. 12. 30 인쇄회로기판 전자 데이터의
표기 및 전송 제 10 부 : 전자 데이터의 분류체계
KS C IEC 61249-3-5 2003. 12. 30 인쇄회로기판 및 상호접속 구
조물 재료 제3-5부: 클래드 및 비클래드 비강화 기판재료
규격(연성인쇄회로기판용)- 이동 접착 필름
KS C IEC 61249-5-4 2003. 12. 30 상호접속 구조물 재료 제5부:
전도성박막과 코팅된 또는 코팅 되지 않은 필름에 대한 상
세 규격4장: 전도성잉크
KS C IEC 61249-7-1 2003. 12. 30 상호접속 구조물 재료 제7부:
코어재료를 제한하는 상세 규격 1장: 동/인바르/동
KS C IEC 60603-1 2003. 12. 30 3 ㎒ 주파수미만에 사용되는
인쇄회로기판 커넥터 제1부 : 평가품질을 갖는 상세규격
의 준비를 위한 일반요구사항 및 안내
KS C IEC 61249-5-1 2003. 12. 30 상호접속 구조물 재료 제5부
: 코팅되지 않은 도전박막 및 필름 상세규격 제1장 : 동 박
막(제조자용 동입힘 기판재료)
KS C IEC 60050-541 2003. 12. 30 국제 전기기술용어 제541장 :
인쇄회로
KS C IEC 60428 2003. 12. 30 표준전지
KS C IEC 60491 2003. 12. 30 사진촬영용 전자플래쉬에 대한
안전요구사항
KS C IEC 60990 2003. 12. 30 접촉전류와 보호도체의 전류 측
정방법

KS C IEC 60097 2003. 12. 30 인쇄회로기판용 그리드시스템

KS C IEC 62102 2003. 12. 30 전기안전성 : 정보통신기술 네트
워크 연결기기용 인터페이스 분류

KS C IEC 60194 2003. 12. 30 인쇄회로기판 설계, 제조 및 조
립-용어와 정의

KS C IEC 62151 2003. 12. 30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전
기적 연결기기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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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0939-2 2003. 12. 17 간섭방지용 필터 제2부 품종
규격 시험방법의 선택과 일반사항
KS C IEC 60940 2003. 12. 17 간섭방지용 커패시터, 저항기,
인덕터 및 필터 응용에 관한 안내정보
KS C IEC 61000-4-15 2003. 12. 29 전기자기적합성(EMC) 제4부: 시험 및 측정 방법 - 제15절: 플리커 미터 - 기능
및 설계 규격
KS C IEC 61000-4-16 2003. 12. 29 전기자기적합성(EMC) 제4부: 시험 및 측정 방법 - 제16절:주파수 범위 0Hz~150
kHz에서 전도 및 공통 모드 방해 내성 시험
KS C IEC 61000-4-14 2003. 12. 29 전기자기적합성(EMC) 제4부: 시험 및 측정 방법 - 제14절:전압 변동 내성 시험
KS C IEC 61000-4-13 2003. 12. 29 전기자기적합성(EMC) 제4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제13절: AC전원 포트에서 주
시그널링 포함 고조파와 상호고조파, 저주파내성 시험
KS C IEC 61000-3-8 2003. 12. 29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
3부: 한계값 - 제8절: 저전압 전기 설비의 시그널링 - 방사
레벨, 주파수 대역 및 전기자기 방해 레벨
KS C IEC 61000-3-7 2003. 12. 29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
3부: 한계값 - 제7절: MV 및 HV 전력 시스템 변동부하의
방사한계값 평가
KS C IEC 61000-3-6 2003. 12. 29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
3부: 한계값 - 제6절: MV 및 HV 전원 시스템 왜곡부하의
방사 한계값의 평가
KS C IEC 61000-4-17 2003. 12. 29 전기자기적합성(EMC) 제4부: 시험 및 측정 방법 - 제17절 : DC입력 전원 포트
리플 내성 시험

폐지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C 1002 2003. 12. 30 표준전지
KS C 0235 2003. 12. 29 전자부품의 테이핑(표면실장부품)
KS C 6321 2003. 12. 29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 제1부 품목
별 통칙
KS C 2711 2003. 12. 29 PTC서미스터 시험방법
KS C 0232 2003. 12. 29 전자 부품의 테이핑 ( 가로형 및 세로
형 리드선 단자 부품 )
KS P IEC 60601-2-20 2003. 12. 29 운반용보육기
KS P IEC 60601-2-21 2003. 12. 29 유아가온장치
KS P IEC 60601-2-22 2003. 12. 29 레이저 진료기
KS P IEC 60601-2-33 2003. 12. 29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KS P IEC 60601-2-35 2003. 12. 29 환자가온장치

확인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C 0304 2003. 12. 2 평면재료의 전자파차폐효과 측정방법
KS C 0305 2003. 12. 29 평면형 전자파흡수재료의 전자파 흡
수효과 측정방법
KS C 1708 2003. 12. 30 교류-직류변환기
KS C 1601 2003. 12. 30 조도계

KS C IEC 60825-12 2003. 12. 29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제12
부: 정보송신용 자유 공간 광통신 시스템의 안전성
KS C IEC 60825-2 2003. 12. 29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2부
: 광섬유 통신시스템의 안전성

KS C 6025 2003. 12. 29 조명 및 전자기기용 텅스텐 몰리브덴
재료의 시험 통칙
KS P 1230 2003. 12. 29 자동시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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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 국제규격의 재·개정 동향
다음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규격(안)
의 목록이다.

가. ISO국제규격(안)
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IULTCS

ISO/DIS 4098

Leather-Chemical tests-Determination of water-soluble matter, watersoluble inorganic matter and water-soluble organic matter

IULTCS

ISO/DIS 4684

Leather-Chemical tests-Determination of volatile matter

TC 6

ISO/DIS 3783

Paper and board-Determination of resistance to picking-Accelerated
speed method using the IGT type tester(electric model)(Revision of ISO
3783:1980)

TC 6

ISO/DIS 8784.2

Paper, board and pulp-Microbiological examination-Enumeration of
bacteria, yeast and mould(Revision of ISO 8784-1:1987)

TC 17

ISO/DIS 16468

Investment castings(Steel)-General technical delivery requirements

TC 17

ISO/DIS 19959

Visual examinatin of the surface condition of investment castings-Steel,
nickel alloys and cobalt alloys

TC 17

ISO/DIS 19960

Cast alloy steels with special physical properties

TC 20

ISO/DIS 15860

Space systems-Gas contamination-Measurement methods for field tests

TC 20

ISO/DIS 21347

Spaces systems-Structural design-Fracture and damage control

TC 22

ISO/DIS 3911

Wheels and rims for pneumatic tyres-Vocabulary, designation and
marking(Revision of ISO 3911:1998)

TC 22

ISO/DIS 4927

Road vehicles-Elastomeric boots for drum-type, hydraulic brake wheel
cylinders using a non-petroleum base hydraulic brake fluid(service
temperature 120 degrees C maximum)

TC 22

ISO/DIS 6597

Road vehicles-Hydraulic braking systems including those with electronic
control functions, for motor vehicles-Tes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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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TC 22

ISO/DIS 11451-1

Road vehicles-Vehicle test methods for electrical disturbances from
narrowband radiated electromagnetic energy-Pard 1:General principles
and terminology

TC 22

ISO/DIS 13215-1

Road vehicles-Reduction of misuse of child restraint systems-Part 1:
Forms for field studies

TC 22

ISO/DIS 14646

Road vehicles-Child restraint systems-Side impact test method

TC 22

ISO/DIS 16121-1

Road vehicles-Ergonomic requirements for the driver’s workplace in lineservice buses-Part 1: General description, basic requirements

TC 22

ISO/DIS 16121-2

Road vehicles-Ergonomic requirements for the driver’s workplace in lineservice buses-Part 2:Visibility

TC 22

ISO/DIS 16121-3

Road vehicles-Ergonomic requirements for the driver’s work-place in lineservice buses-Part 3: Information devices and controls

TC 22

ISO/DIS 16121-4

Road vehicles-Ergonomic requirements for the driver’s work-place in lineservice buses-Part 4: Cabin environment

TC 25

ISO/DIS 17804

Founding-Ausferritic spheroidal graphite cast irons-Classification

TC 28

ISO/DIS 10050

Lubricants, industrial oils and related products(class L)-Family
T(Turbines)-Specifications of triaryl phosphate ester turbine control
fluids(category ISO-L-TCD)

TC 31

ISO/DIS 4249-3

Motorcycle tyres and rims(code-designated series)-Part 3: Rims

TC 31

ISO/DIS 4250-1

Earth-mover tyres and rims-Part 1: Tyre designation and dimensions

TC 31

ISO/DIS 4250-2

Earth-mover tyres and rims-Part 2: Loads and inflation pressures

TC 31

ISO/DIS 4250-3

Earth-mover tyres and rims-Part 3: Rims

TC 31

ISO/DIS 7867-1

Tyres and rims(metric series) for agricultural tractors and machines-Part
1: Tyre designation, dimensions, marking and tyre and rim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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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TC 31

ISO/DIS 7867-2

Tyres and rims (metric series) for agricultural tractors and machines-Part
2:: Service description and load ratings

TC 34

ISO/DIS 6561-2

Fruits, vegetables and derived products-Determination of cadmium
content-Part 2: Method using flam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TC 35

ISO/DIS 11997-1

Paints and varnishes-Determination of resistance to cyclic corrosion
conditions-Part 1: Wet(salt fog)’dry/humidity

TC 38

ISO/DIS 22958

Textiles-Water resistance-Rain Test: horizontal exposure

TC 39

ISO/DIS 230-4

Test code for machine tools-Part 4: Circular tests for numerically
controlled machine tools

TC 44

ISO/DIS 857-2

Welding and allied processes-Vocabulary-Part 2:Soldering and brazing
processes and related terms

TC 44

ISO/DIS 17660.2

Welding of reinforcing steel

TC 54

ISO/DIS 8900

Oil of bergamot petitgrain [Citrus bergamia (Risso et Poit.)]

TC 68

ISO/DIS 11568-1

Banking-Key management(retail)-Part 1: Introduction to key management

TC 68

ISO/DIS 18773

Securities and related financial instruments-Abbreviations

TC 68

ISO/DIS 18774

Securities and related financial instruments-Financial instrument short
name(FISN)

TC 83

ISO/DIS 14790

Snowboard plate-bindings without a release mechanism-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TC 83

ISO/DIS 15344

Snowboard step-in bindings-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TC 96

ISO/DIS 14518

Cranes-Requirements for test loads

TC 96

ISO/DIS 15442

Cranes-Safety requirements for loader cranes

TC 106TC 106

ISO/DIS 20127

Dentistry-Physical properties of powered toothbru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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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TC 107

ISO/DIS 4523

Metallic coatings-Electrodeposited gold and gold alloy coating for
electrical, electronic and engineering purposes-Specification of test
methods

TC 108

ISO/DIS 7919-5

Mechanical vibration-Evaluation of machine vibration by measurements or
rotating shafts-Part 5: Machine sets in hydraulic power generating and
pumping plants(Revision of ISO 7919-5:1997)

TC 110

ISO/DIS 3691-1

Industrial trucks-Safety requirements and verification-Part 1: Selfpropelled industrial trucks, other than driverless, variable-reach trucks and
burden-carrier trucks(Revision of ISO 3691:1980)

TC 110

ISO/DIS 3691-2

Industrial trucks-Safety requirements and verification-Part 2: Selfpropelled variable-reach trucks(Revision of ISO 3691:1980)

TC 110

ISO/DIS 3691-5

Industrial trucks-Safety requirements and verification-Part 5: Pedestrian
propelled trucks(Revision of ISO 3691:1980)

TC 110

ISO/DIS 3691-6

Safety requirements and verification-Part 6: Burden and personnel
carriers(Revision of ISO 3691:1980)

TC 127

ISO 10533:1993/DAmd 1 Earth-moving machinery-lift-arm support devices-Amendment 1

TC 127

ISO/DIS 15817

Earth-moving machinery-Safety requirements for remote operator control

TC 153

ISO/DIS 7121

Metal ball valves for general-purpose industrial applications(Revision of
ISO 7121:1986)

TC 153

ISO/DIS 15848-1

Industrial valves-Measurement, test and qualification procedures for
fugitive emissions-Part 1: Classification system and qualification
procedures for type testing of valves

TC 156

ISO/DIS 11844-1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Classification of low corrosivity of indoor
atmospheres-Part 1: Determination and estimation of indoor dorrosivity

TC 156

ISO/DIS 11844-2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Classification of low corrosivity of indoor
atmospheres-Part 2: Determination of corrosion attack in indoor
atmo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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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TC 156

ISO/DIS 11844-3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Classification of low corrosivity of indoor
atmospheres-Part 3: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parameters affecting
indoor corrosivity

TC 158

ISO/DIS 15796

Gas anlaysis-Investigation and treatment of analytical bias

TC 168

ISO/DIS 10328

Prosthetics-Structural testing of lower-limb prostheses-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TC 168

ISO/DIS 22523

External limb prostheses and external orthoses-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TC 168

ISO/DIS 22675

Prosthetics-Testing of ankle-foot devices and foot units-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TC 172

ISO/DIS 1146-2

Lasers and laser-related equipment-Test methods for laser beam width,
divergence angles and beam propagation ratios-Part 2: General
astigmatic beams

TC 172

ISO/DIS 11810-1

Lasers and laser-related equipment-Test methods and classification for
the laser-resistance of surgical drapes and/or patient protective coversPart 1:Primary ignition and penetration(Revision of ISO 11810:2002)

TC 204

ISO/DIS 14815

Road transport and traffic telematics-Automatic vehicle and equipment
identification-System specifications(Revision of ISO/TS 14815:2000)

TC 204

ISO/DIS 14816

Road transport and traffic telematics-Automatic vehicle and equipment
identification-Numbering and data structure(Revision of ISO/TS
14816:2000)

TC 206

ISO/DIS 18755

Fine ceramics(advanced ceramics, advanced technical ceramics)Determination of thermal diffusivity of monolithic ceramics by laser flash
method

TC 215

ISO/IEEE DIS
11073-10101

Health informatics-Point-of-care medical device communications-Part
10101: Nomenc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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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규

격

명

칭

CASCO

ISO/IEC DGuide 28

Conformity assessment-Guidance on a third-party certification system for
products

CASCO

ISO/IEC DGuide 67

Conformity assessment-Fundamentals of product certification

CASCO

ISO/IEC 17025:
1999/DAmd 1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competence of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Amendment 1

CASCO

ISO/IEC DIS 17040

General requirements for peer assessment of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and accreditation bodies

TC 4

ISO/FDIS 15243

Rolling bearings-Damage and failures-Terms, characteristics and causes

TC 5

ISO/FDIS 15465

Pipework-Stripwound metal hoses and hose assemblies(Revision of ISO
7658:1984, ISO 8444:1985, ISO 8447:1986, ISO 8448:1986, ISO
8450:1986, ISO 7657:1995, ISO 8445:1995, ISO 8446:1995, ISO
8449:1995)

TC 8

ISO/FDIS 799

Ships and marine technology-Pilot ladders(Revision of ISO 799:1986)

TC 10

ISO/FDIS 7200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Data fields in title blocks and document
headers(Revision of ISO 7200:1984; ISO/DIS 11442-8, ISO/DIS 7200-1.
ISO/DIS 7200-2)

\TC 17

ISO/FDIS 17058

Steel and iron-Determination of arsenic content-Spectrophotometric
method

TC 20

ISO/FDIS 14950

Space systems-Unmanned spacecraft operability

TC 22

ISO/FDIS 11154-4

Road vehicles-Roof load carriers-Part 4: Magnetic fixing devices

TC 22

ISO/FDIS 15006

Road vehicles-Ergonomic aspects of transport information and control
systems-Specifications and compliance procedures for in-vehicle auditory
presentation(Revision of ISO/DIS 15006-1)

FDIS circ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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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규

격

명

칭

TC 23

ISO/FDIS 500-1

Agricultural tractors-Rear-mounted power take-off types 1,2 and 3-Part 1:
General specifications, safety requirements, dimensions for master shield
and clearance zone

TC 23

ISO/FDIS 500-3

Agricultural tractors-Rear-mounted power take-off types 1,2 and 3-Part 3:
Main PTO dimensions and spline dimensions, location of PTO

TC 23

ISO/FDIS 5674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al and forestry-Guards for power
take-off(PTO)drive-shafts-Strength and wear tests and acceptance
criteria(Revision of ISO 5674-1:1992, ISO 5674-2:1992)

TC 23

ISO/FDIS 11681-1

Machinery for forestry-Portable chain-saw safety requirements and
testing-Part 1: Chain-saws for forest service(Revision of ISO 116811:1996)

TC 23

ISO/FDIS 17612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Auxiliary-powertransmission connector for the operator station

TC 23

ISO/FDIS 22368-1

Crop protection equipment-Test methods for the evaluation of cleaning
systems-Part 1: Internal cleaning of complete sprayers

TC 23

ISO/FDIS 22368-2

Crop protection equipment-Test methods for the evaluation of cleaning
systems-Part 2: External cleaning of sprayers

TC 23

ISO/FDIS 22368-3

Crop protection equipment-Test methods for the evaluation of cleaning
systems-Part 3: Internal cleaning of tank

TC 28

ISO/FDIS 20763

Petroleum and related products-Determination of anti-wear properties of
hydraulic fluids-vane pump method

TC 34

ISO/FDIS 1003

Spices and condiments-Ginger, whole in pieces or groundSpecification(Revision of ISO 1003:1980)

TC 34

ISO/FDIS 2254

Cloves, whole and ground(powered)-Specification(Revision of ISO
2254:1980)

TC 34

ISO/FDIS 6576

Laurel(laurus nobilis L.)-Whole
Specification(Revision of ISO 6576: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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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ISO/FDIS 15914

Animal feeding stuffs -Enzymatic determination of total starch content

TC 38

ISO/FDIS 15831

Colthing-Physiological effects-Measurement measurement of thermal
insulation by means of a thermal manikin

TC 39

ISO/FDIS 16156

Machine-tools safety-Safety requirement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work holding chucks

TC 44

ISO/FDIS 17641-1

Destructive tests on welds in metallic materials-Hot cracking tests for
weldments-Arc welding processes-Part 1: General

TC 44

ISO/FDIS 17641-2

Destructive tests on welds in metallic materials-Hot cracking tests for
weldments-Arc welding processes-Part 2: Self-restraint tests

TC 44

ISO/FDIS 17642-1

Destructive tests on welds in metallic materials-Hot cracking tests for
weldments-Arc welding processes-Part 1: General

TC 44

ISO/FDIS 17642-2

Destructive tests on welds in metallic materials-Hot cracking tests for
weldments-Arc welding processes-Part 2: Self-restraint tests

TC 44

ISO/FDIS 17642-3

Destructive tests on welds in metallic materials-Hot cracking tests for
weldments-Arc welding processes-Part 3: Externally loaded tests

TC 44

ISO/FDIS 17662

Welding-Calibration,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equipment used for
welding, including ancillary activities

TC 45

ISO/FDIS 34-1

Rubber, vulcanized or thermoplastic-Determination of tear strength-Part 1:
Trouser, angle and crescent test pieces(Revision of ISO 34-1:1994, ISO
34-1:1994/Cor 1;1999)

TC 45

ISO/FDIS 35

Natural rubber latex concentrate-Determination of mechanical
stability(Revision of ISO 35:1995)

TC 45

ISO/FDIS 6472

Rubber compounding ingredients-Abbreviations(Revision of ISO
6472:1994 :Amd 1:1999)

TC 45

ISO/FDIS 11346

Rubber, vulcanized or thermoplastic-Estimation of life-time and maximum
temperature of use(Revision of ISO 11346: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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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규

격

명

칭

TC 45

ISO/FDIS 13363

Rubber and plastic hoses for marine-engine wet-exhaust systemsSpecification

TC 46

ISO/FDIS 15924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scripts

TC 51

ISO/FDIS 8611-1

Pallets for materials handling-Flat pallets-Part 1: Test methods

TC 61

ISO/FDIS 16770

Plastics-Determination of environmental stress cracking(ESC) of
polyethylene-Full-notch creep test(FNCT)

TC 68

ISO/FDIS 16609

Banking-Requirements for message authentication using symmetric
techniques(Revision of ISO 8730:1990, ISO 8731-1:1987, ISO 87312:1992, ISO 9807:1991)

TC 70

IEC/FDIS
88528-11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 driven alternating current
generating sets-Part 11L Rotary uninterruptible power systems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TC 83

ISO 13992:1997/FDAmd 1 Alpine touring ski-bindings-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Amendment 1

TC 89

ISO/FDIS 17064

Wood-based panels-Fireboard, particleboard and oriented strand
board(OSB)-Vocabulary

TC 127

ISO/FDIS 14401-1

Earth-moving machinery-Field of vision of surveillance and rear-view
mirrors-Part 1: Test methods

TC 127

ISO/FDIS 14401-2

Earth-moving machinery-Field of vision of surveillance and rear-view
mirrors-Part 2: Performance criteria

TC 159

ISO/FDIS 9886

Ergonomics-Evaluation of thermal strain by physiological
measurements(Revision of ISO 9886:1992)

TC 172

ISO/FDIS 8980-1

Ophthalmic optics-Uncut finished spectacle lenses-Part 1: Specifications
for single-vision and multifocal lenses(Revision of ISO 8980-1: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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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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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172

ISO/FDIS 8980-2

Ophthalmic optics-Uncut finished spectacle lenses-Part 2: Specifications
for progressive power lenses(Revision of IS 8980-2:1996)

TC 172

ISO/FDIS 10109-12

Optics and optical instruments-Environmental requirements-Part 12:
Conditions of transport for optical instruments

TC 184

ISO/FDIS 9409-1

Manipulating industrial robots-Mechanical interfaces-Part 1:
Plates(Revision of ISO 9409-1:1996, ISO 9409-1:1996/Cor 1:1998)

TC 184

ISO/FDIS 10303-11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Part 11: Description methods: The EXPRESS language
reference manual(Revision of ISO 10303-11:1994, ISO 1030311;1994/Cor 1:1999)

TC 188

ISO/FDIS 7840

Small craft-Fire-resistant fuel hoses(Revision of ISO 7840:1994)

TC 206

ISO/FDIS 20808

Fine ceramics(advanced ceramics, advanced technical ceramics)Determination of friction and wear characteristics of monolithic ceramics
by ball-on-disc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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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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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15C

IEC 60684-3-214, Ed. 2

Flexible insulating sleeving - Part 3: Specifications for individual types of
sleeving - Sheet 214: Heat-shrinkable, polyolefin sleeving, not flame
retarded, shrink ratio 3:1 - Thick and medium wall

15C

IEC 60684-3-233, Ed. 2

Flexible insulating sleeving - Part 3: Specifications for individual types of
sleeving - Sheet 233: Heat-shrinkable fluoroelastomer sleeving, flame
retarded, fluid resistant, shrink ratio 2:1

21

IEC 61427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for solar photovoltaic energy systems General requirements and methods of test

21

IEC 60254-1

LEAD-ACID TRACTION BATTERIES Part 1: General requirements and
methods of tests

32B

Amendment 1 to IEC
60269-1

Low-Voltage Fuse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34D

Automatic test system for battery powered emergency escape lighting

47

IEC 60749-21, Ed.1

Semiconductor devices - Mechanical and climatic test methods - Part 21:
Solderability

49

IEC 61337-1 Ed.1

Filters using waveguide type dielectric resonators of assessed quality Part 1: Generic specification

56

IEC 60812, Ed.2

Analysis techniques for system reliability - Procedure for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FMEA)

57

61850-8-1 Ed.1

Communication networks and systems in substations - Part 8-1: Specific
communication service mapping (SCSM) - Mappings to MMS (ISO 95061 and ISO 9506-2) and to ISO/IEC 8802-3

77B

154

Amendment to IEC 61000-4-6 - Test set-up for large E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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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91

IEC 61189-6, Ed.1

Test methods for electrical materials, interconnection structures and
assemblies - Part 6: Test methods for materials used in electronic
assemblies

15C

IEC 62329-1, Ed. 1

Heat shrinkable moulded shapes - Part 1: Definitions and general
requirements

23G

IEC 60320-2-3 A1
Ed.1.0

Appliance couplers for household and similar general purposes Appliance couplers with a degree of protection higher than IPX0
Inclusion of 6 A couplers in IEC 60320-2-3

46A

IEC 61196-1-103

Coaxial communication cables - Part 1-103: Electrical test methods Test for capacitance of cable

47D

IEC 60191-2/F5,
Ed.2(will become IEC
60191-2/A10/Ed.1)

Rectangular Plastic Fine Pitch Ball Grid Array Package Family (Outline
156E)

48B

IEC 60512-12-3 Ed. 1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TESTS AND
MEASUREMENTS - Part 12-3: Test 12c: Solderability, de-wetting

48B

IEC 60512-12-5 Ed. 1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TESTS AND
MEASUREMENTS - Part 12-5: Test 12e: resistance to soldering heat,
iron method

56

IEC 60706-2, Ed. 2

Maintainability of equipment - Part 2: Maintainability requirements and
studies during the design and development phase

56

IEC 60706-3, Ed. 2

Maintainability of equipment - Part 3: Verification of maintainability and
collection, analysis and presentation of maintainability data

57

IEC 61850-6 Ed.1

Communication networks and systems in substations - Part 6:
Configuration description language for communication in electrical
substations related to IEDs

57

IEC 61968-3 Ed. 1

Application integration at electric utilities - System interfaces for
distribution management - Part 3:Interface for network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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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A

IEC 60436 Ed 3.0

Electric dishwashers for household use - Methods for measuring the
performance

59K

IEC 60705-A1 Ed.3.0

Household microwave ovens - Methods for measuring performance,
Clause 6

61

IEC 60335-1-A1 Ed 4.0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Part 1: General
requirements

65B

IEC 60534-8-1

Industrial-process control valves - Part 8-1: Noise considerations Laboratory measurement of noise generated by aerodynamic flow
through control valves

77

IEC 61000-6-1 Ed.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6-1: Generic
standards - Immunity for residential, commercial and light-industrial
environments

77

IEC 61000-6-2 Ed.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6-2: Generic
Standards - Immunity for industrial environments

88

IEC 61400-1 Ed.3

Wind turbines - Part 1: Design requirements

88

IEC 61400-121 Ed.1

Wind turbines - Part 121: Power performance measurements of grid
connected wind turbines

91

IEC 61189-5, Ed.1

Test methods for electrical materials, interconnection structures and
assemblies - Part 5: Test methods for printed board assemblies

17B

Amendment 3 to IEC
60947-1, Ed. 3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 Part 1: General rules

34B

IEC 60399

Standard sheets for barrel thread for E14 and E27 lampholders with
shade holder ring - Edition 1.2Amendments

37

IEC 60099-4 Ed 2.0

Surge arresters - Part 4: Metal-oxide surge arresters without gaps for a.c.
systems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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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48B

IEC 61076-2-103 Ed.1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Part 2-103: Circular connectors Detail specification for a range of multipole connectors (type ‘XLR’)

56

IEC 60300-3-14, Ed. 1

Dependability management - Part 3-14: Application guide - Maintenance
and maintenance support

56

IEC 61124, Ed. 2

Reliability testing - Compliance tests for constant failure rate and
constant failure intensity

59K

Amendment 1 to IEC
60350, Ed.2

Electric cooking ranges, hobs, ovens and grills for household use Methods for measuring performance Subclause 7.4 Proposal for
measuring performance of hobs with electronic components

78

IEC 61477 Ed.1
Amendment 2

Live working - Minimum requirements for the utilization of tools, devices
and equipment

81

IEC 62305-4, Ed. 1

Protection against lightning - Part 4: Electrical and electronic systems
within structures

86B

IEC 61300-3-1 Ed 2.0

Fibre optic interconnecting devices and passive components - Basic test
and measurement procedures - Part 3-1: Examinations and
measurements - Visual examination

86B

IEC 61754-22 Ed 1.0
Fibre optic connector interfaces - Part 22: Type F-SMA connector family

110

IEC 61747-6, Ed.1

Liquid crystal and solid-state display devices - Part 6: Measuring
methods for liquid crystal modules - Transmissive type

CIS

Rules for applying the statistical 80/80 rule and use of partial frequency
ranges - Part 1

CIS

Rules for applying the statistical 80/80 rule and use of partial frequency
ranges -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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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BT
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통보문
시행일

주 요 내 용

21

세인트 식품/
의약품

쵸콜릿
과자류,
코코아제품

2003-12-01

세인트 루시아에서 제조 및 거
래된 쵸콜릿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의 품질 수준을 지정. 동
기준은 쵸콜릿 과자류, 식품, 의
약품, 화장품에 사용되는 코코
아 버터 등에는 적용되나, 성분
으로서 코코아 버터를 포함하는
의약품 및 화장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20

세인트 식품/
루시아 의약품

파스타

2003-12-01

세인트 루시아에서 제조 및 거
래된 쵸콜릿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의 품질 수준을 지정. 동
기준은 마카로니, 스파게티, 버
미첼리 등 여타 식품(통조림 수
프 등)을 조리하는데 쓰이거나
판매용으로 제조된 포장 성분
(마카로니 치즈 등) 속에 함유
된 파스타 제품에 적용되는 요
건을 규정

19

세인트 식품/
루시아 의약품

비스킷

2003-12-01

세인트 루시아에서 팔리는 비스
킷 관련 기본 혹은 일반 요건을
규정. 동 기준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크래커”
에는 적용되
지 않음”

18

세인트 식품/
루시아 의약품

코코넛유

2003-12-01

식용 혹은 산업용 코코넛유의
샘플링 및 시험 요건 및 방법을
규정

17

세인트 식품/
루시아 의약품

밀가루

2003-12-01

세인트 루시아에서 제조 및 거
래된 밀가루 관련 품질 수치를
지정

16

세인트 식품/
루시아 의약품

양념류 및
소스류

2003-12-01

세인트 루시아에서 제조 및 거
래된 몇 종류의 양념 및 소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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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공정, 라벨링, 샘플링, 시험에서
의 구성, 순도, 위생 등 관련 요
건을 규정

15

세인트 식품/
루시아 의약품

포장수
(packaged
water)

2003-12-01

음용 혹은 식품용으로 포장 판
매, 사용되는 샘물, 광천수, 정
화수의 순도, 취급, 세균 허용수
치, 포장 및 라벨링 관련 요건
을 명시. 공공 급수용 물, 음용
외 목적으로 병에 담겨 팔리는
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14

세인트 식품/
루시아 의약품

럼(run) 술

2003-12-01

럼(rum) 관련 샘플링 및 분석
방법을 규정하는 기준. 세인트
루시아에서 제조 및 거래되는
럼(rum) 관련 품질 수준을 지정

13

세인트 기타
루시아

포장상품의
라벨링

2003-12-01

12

세인트 식품/
루시아 의약품

맥주

2003-12-01

11

세인트 식품/
루시아 의약품

담배

2003-12-01

소매용 포장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그러한 정보의 표시(display) 방
법, 사용 문구 등 관련 요건을
규정. 잘못 표기된 라벨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기 및 기만으
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포
장 상품의 구입시 올바른 선택
을 하도록 하는 조치
맥주의 라벨링 관련 요건. 세인
트 루시아에서 팔리는 맥주 제
품(brewery products)의 라벨링
관련 요건을 명시
세인트 루시아 및 카리브해 지
역에서 소매 포장되어 팔리는
담배의 라벨에 포함되는 건강경
고 정보, 정보의 표시(display)
방법, 문구(wording), 표시
(presentation) 등을 명시

2004·1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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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10

세인트 식품/
루시아 의약품

쇼트닝

2003-12-01

쇼트닝 관련 요건. 세인트 루시
아에서 쇼트닝으로 팔리는 제품
관련 요건을 규정. 성분, 샘플링
방법, 분석, 식품 첨가제 사용
관련 지침 등을 포함

9

세인트 식품/
루시아 의약품

케첩

2003-12-01

케첩 관련 요건을 규정. 세인트
루시아에서 제조 및 거래되는
케첩 관련 품질 수치를 지정

8

세인트 식품/
루시아 의약품

포장식품의
라벨링

2003-12-01

포장 식품의 라벨링 관련 요건.
잘못 표기된 라벨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기 및 기만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포장 상품
의 구입시 올바른 선택을 하도
록 하는 조치

7

세인트 기타
루시아

상품 라벨링

2003-12-01

상품의 라벨링 관련 일반 요건.
동 기준의 목적은 상품의 일반
적 라벨링 요건을 규정

6

세인트 섬유/화학 살충제 및 기
루시아 /환경
타 독소 화학
물질

2003-12-01

동 기준은 소매거래용 살충제
포장의 라벨에 포함돼야 하는
정보 및 동 포장에 동반하는 인
쇄물에 프린트되는 정보 관련
요건을 명시

136

브라질 수송/기계 액체흐름 측
정기구

2003-12-01

수송 차량에 설치되는 액화석유
가스의 상업화를 위한 측정 시
스템 관련 강제 기술 요건을 설
립

34

스웨덴 건자재

건설자재

2003-12-02

도로 및 거리 건설공사시 기계
저항 및 안정 관련 규정

무선장구

2003-12-02

무선 장구 관련 규정의 부분 개
정(안). Ku-band를 이용한 고
속, 고성능 항공 무선 위성 통
신 시스템의 도입

107

160

일본

전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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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106

일본

식품/의약
품

간장

2003-12-02

간장의 품질 라벨링 기준의 개
정. 제조 시스템의 명칭을“new
fermenting method”
”및 ”animo
acid mixed method””에 서
“mixed and semi-fermenting
method””및 ”mixed method”
”
로변경“

64

한국

수송/기계

의료기기

2003-12-03

의료기기법시행령(안) 입법예
고. 의료기기법(법률 제6909호,
‘03.5.29)이 2004.5.30일자로 시
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대통령령
으로 위임한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절차,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과징
금의 산정기준 및 그 부과?징수
절차 등을 정함. 동물용의료기
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
림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등

시행일

주 요 내 용

46

콜롬비아 전기/전자

무선장구,
미니컴포턴트
시스템,
라디오,

2003-12-03

무선장구 관련 범위, 특정 요건,
적합성 평가, 벌칙시스템”

143

브라질 수송/기계

차량본체,
범퍼, 부속품
등

2003-12-03

브라질에서 제조됐거나 수입된
총 중량 4600kg 이상인 화물 차
량의 부속품에 적용되는 범퍼의
강제적 기술적 요건 및 적합성
평가 절차

142

브라질 섬유/화학 화장품, 향수,
위행용품
/환경

2003-12-03

화장품, 향수, 위생용품에 대해
브라질 위생 검역 당국의 법령
(안). 건강 및 안전 보호, 라벨
링 요건

2004·1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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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141

브라질 섬유/화학 천적(natural
enemy)
/환경

2003-12-03

생물학적 통제 수단인 포식 기
생자(parasitoid), 육 식 동 물
(predator) 등 천적의 독물학적,
환경적 평가 관련 등록 절차 및
기술적 요건을 설립. 이들 제품
의 라벨링 요건도 설립

140

브라질 섬유/화학
/환경

2003-12-03

유기 농업에 쓰이는 살충제로
알 려 진 조 절 물 질 (control
products)의 독물학적, 환경적
평가 관련 등록절차 및 기술적
요건을 설립. 이들 제품의 라벨
링 요건도 설립

139

브라질 섬유/화학 미생물제품

2003-12-03

해로운 생명체의 개체군 조절
및 생물학적 활동 조절에 쓰이
는 미생물 제품의 독물학적, 환
경적 평가 관련 등록 절차 및
기술적 요건을 설립. 이들 제품
의 라벨링 요건도 설립

살충제

/환경

138

브라질 섬유/화학 생화학제품
/환경
‘

2003-12-03

살충제로 알려진 생화학제품,
그 성분, 관련 제품의 독물학적,
환경적 평가 관련 등록 절차 및
기술적 요건을 설립. 이들 제품
의 라벨링 요건도 설립

137

브라질 섬유/화학 신호화합물
(semicohemic
/환경
alproducts)

2003-12-03

살충제로 알려진 신호 화합물,
그 성분, 관련 제품의 독물학적,
환경적 평가 관련 등록 절차 및
기술적 요건을 설립. 이들 제품
의 라벨링 요건도 설립.

86

멕시코 수송/기계 신차-차량 인
식 번호(VIN)

2003-12-08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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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7

차량 인식 번호의 결정, 할당 관
련 요건을 설립하는 멕시코 공식
표준(NOM). 내수 시장용 차량의
국내 제조업자 및 조립업자에 적
용. 내수 시장용 수입차와 관련,
수입업자는 동 기준이 제시하는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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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27

호주

전기/전자

무선통신

2003-12-08

26

호주

전기/전자 무선통신 장
치

2003-12-08

25

호주

전기/전자 비상 위치 지
시용 무선표
지

2003-12-08

무선통신 (121.5MHz 및 243MHz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 표지)
기준 2003. 자발적 기준에 근거
함

브라질 섬유/화학 tetrachlorine
ethylene
/환경

2003-12-09

2007.12월부터 드라이 클리닝 세
탁기에 tetrachlorine ethylene의
사용을 금하는 기술규정(안)또
한 이 물질을 함유한 특정 제품
은 라벨에 일정 경고 문구를 삽
입해야 함

144

시행일

주 요 내 용
무선통신(대역확산변조기술을
사용한 데이터 전송 장치) 기준
2003. 무선 주파수 확산의 효율
적 사용을 보증하기 위한 기술
규정

2004-0101

무선통신 (MF 및 HF 장구 - 육
상 이동 업무) 기준 2003. 자발
적 기준에 근거함

86

체코

수송/기계

리프트

2003-12-10

리프트 관련 기본적 기술 요건

85

체코

건자재

건자재

2003-12-10

CE 마크를 달고 있는 건자재 관
련 기술적 요건을 규정하는 정
부 법령 개정(안)

84

체코

기타

정보규정

2003-12-10

기술규정, 기술문서, 표준 분야
에서 정보 규정 관련 절차를 규
정하는 정부 법령 개정(안)

83

체코

수송/기계

온수보일러

2003-12-10

액체 연료 및 기체 연료를 사용
하는 온수 보일러의 효율성 관
련 기술적 요건을 규정하는 정
부 법령 개정(안)

82

체코

기타

공공 수영장,
사우나 등

2003-12-10

실외 수영장, 수영장 및 사우나,
운동장 관련 위생적 요건을 정
의

2004·1월호

●

이달의 규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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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38

엘살바도르 수송/기계

미터

2003-12-11

전기 시스템 관련 다목적 미터
관련 엘살바도르 강제 기준. 시
험 방법 관련 요건

37

엘살바도르 식품/

빵류

2003-12-11

빵류, 분류 및 요건 관련 엘살
바도르 강제 기준. 목적, 적용범
위, 빵 분류, 샘플링, 라벨링, 콘
테이너, 감시 및 검증

의약품

88

체코

섬유/화학 수의약제, 생
/환경
물활성물질

87

체코

기타

45

EC

4

페루

음용수

2004-0301

식품 및 식품 원료의 공정 과정
에 사용하는 수의 약제 및 생물
학적 활성 물질 관련 잔류 허용
한계(permissible residual limit)
를 규정하는 정부 법령(안)

2003-12-11

2004-0101

음용수 관련 위생 요건 규정,
음용수 관리의 빈도 및 정도

2003-12-12

새로운 섬유(polylactide)를 EU
지역 섬유 강제 라벨링시 이용
되는 섬유 명칭 관련 지침
96/74/EC의 섬유 명칭 목록에
포함시킴

신발

2003-12-16

신발의 라벨링 관련 기술 규정
(안). 신발을 구성하는 주요 성
분 관련 라벨에 포함돼야 하는
정보; 원산지, 제조자 이름, 수
입업자 및 유통업자 등 관련 요
건을 수립하는 기술 규정.

의료기기

2003-12-06

의료기기법시행규칙(안) 입법예
고. 2003. 5. 29 제정·공포된 의
료기기법에서 위임한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 제조업·수입
업 및 제조·수입품목허가의 절
차와 방법,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재심사·재평가 및 추적관리제도
의 대상 및 기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섬유/화학 특정 섬유 제
품
/환경

섬유/화학

2003-12-11

/환경

65

164

한국

수송/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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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108

일본

섬유/화학

비료

2003-12-06

비료는 도살시험 (slaughter
testing)을 거치지 않은 소의 척
추(vertebral column)로부터 파
생된 물질을 함유하면 안됨

플라스틱

2003-12-18

식품과 직접 닿는 플라스틱 포
장 및 기구의 제조에 사용되는
합성수지(resin) 및 중합체
(polymer)의 positive list를 규정
하는 결의안. 또한 이들 물질의
성분 제한 및 사용 금지를 규정

가죽, 털

2003-12-22

펠트, 털옷, 가죽 제품의 생산
및 제조시 개 및 고양이의 사용
을 금함. 또한 어떤 용도로도
개 및 고양이 펠트, 털의 보관,
마케팅, 이탈리아 내 반입을 금
함
맞춤 안경 및 렌즈의 대중 판매
관련 1998.7.23 및 1999.12.21 법
령의 개정

시행일

/환경

145

브라질 섬유/화학
/환경

3

이탈리아 섬유/화학
/환경

주 요 내 용

2

이탈리아 기타

안경 및 렌즈

2003-12-22

29

덴마크 기타

건물안전

2003-12-22

가스용기

2003-12-23

“용기 안정 규정(정부법령 제
50호, 1966)”2조 및 기타 조항
의 개정. 2조의“용어 및 정의”
에서“차량에 싣는 압축 수소
연료 용기”
의 정의를 수립 등

산업물질, 광
물질

2003-12-23

“산업표준화법”
”의 개정. JIS 마
크 인증 시스템의 개혁. 시험소
인정 프로그램의 개혁

이스라엘 수송/기계 장애인용 리
르팅 승강장

2003-12-23

소비자 안전을 보증하기 위한
현 강제 기준 관련 요건

110

일본

수송/기계

109

일본

기타

31

2004-0401

건물 안전 관련 관행 규약의 개
정

2004·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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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30

이스라엘 기타

매트리스

2003-12-23

前 공식 기준 SI 1548을 대체하
는 기준. 국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BS 1877 Part 10의
기준을 약간의 변경과 함께 채
택함

29

이스라엘 기타

보호용장갑

2003-12-23

화학물질 및 미생물에 대비한
보호 장갑 : 용어 및 성능요건.
유럽기준 EN 374-1에 동일한 기
준. SI 749 대신 공식화되었음.
오늘날 제조된 장갑이 SI 749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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