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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

안 일부 선진국 회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
려온 세계시장을 선점하거나 어깨를 당당

□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는 국내에서 개발
완료하여 실용화한 신기술 중에서 세계최

히 견주어 수출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하였다.

초·최고급기술로서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
과가 가장 큰 10개의 기술을 대한민국 10
대 신기술로 선정하여 1월 30일(금) 15시에

핵심 부품·소재 19품목
신뢰성인증서 수여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증서를 수여하였다.

□ 기술표준원이 부품·소재 분야별 신뢰성전

◦ 신기술의 실용화 촉진과 첨단 신기술에

문평가기관에서 장기간 신뢰성 평가시험을

대한 비전제시 및 기술개발 분위기를

실시하고 신뢰성인증기준에 합격한 한화기

확산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실시하여

계(주)의“CNC자동선반용 주축유니트”등

금번이 5회째이다.

19개 품목 26 업체에 대하여 16일 오후3시

◦ 신청된 57개의 기술에 대해 분야별 전

동 강당에서 신뢰성인증서를 수여하였다.

문가가 현지심사를 포함하여 3회에 걸
친 정밀심사를 통해 최종선정심사위원

□ 신뢰성인증사업은 국산 신개발 부품·소재

회에서 2003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을

에 대하여 고장률, 내구수명 등의 신뢰성을

선정하였다.

평가·인증 해 줌으로써 그 동안 신뢰성 부
족으로 인한 시장 진입 애로사항을 해소하

□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은 시상업체의 무한한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한국 최고

여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의 신기술상으로, 우리산업에 경제적 기여도

- 신뢰성 평가기술은 제품 사용중의 고장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 높은 매출성

발생이나 사용수명 등에 대한 평가를 실

장과 더불어 수출전략상품으로 세계시장에

시하여 신뢰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선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진국형 기술이며 설계기술과 함께 기업
의 노하우로 인식되어 대외 유출방지 극

□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장무(서울대 교수)는

비 사항이다.

“이번에 선정한 10대 신기술은 세계최초기
술이 4개이고, 세계최고기술이 6개 등 모두

□ 이번에 기술표준원이 인증을 수여한 19품목

세계최고 수준급으로 평가되고 있어, 그동

은 신뢰성 인증이 시급한 핵심 부품·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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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선진국에서 세계시장을 선점 하고 있

수 있는 국가규격을 제정함으로써 전국적

는 품목으로 신뢰성 향상을 통하여 우리 기

통합 Toll gate 자동요금 징수시스템을 구축

업이 세계적인 선진기업과 경쟁하고 나아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 하였다.

가 기술우위를 확보 할 수 있는 품목이다.
- 신뢰성인증을 받은 19품목의 시장규모는

□ Toll gate 자동요금징수 시스템이란 Toll

내수 2조9천7백억원, 세계시장 5,068억$

gate에서 차량 통과시 무선 통신에 의하여

규모이며, 인증품목의 2003년도 매출액은

자동으로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자동차를

수출 3천4백만$, 내수 6,718억원으로서

무정차 통과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물류

인증에 의한 신뢰도 향상으로 해외 시장

원활화 시스템이다.

진입을 촉진시켜 수출신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무선통신방식에 의한 자동요금징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청계, 판교,

□ 정부는 2005년까지 핵심·부품소재 250개

성남 Toll gate 3곳이며 2000년 6월 30일부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뢰성 인증을 확

터 하이패스라는 사업명으로 지금까지 시

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총 2,200억원을

범 운영되고 있다.

투입 국제수준의 신뢰성평가장비 및 기술

※ 현재 청계, 판교, 성남 Toll gate 등 시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정체길이는
약 2~3km로 증설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 하이패스 예약 대기자 수 1,000여명
- 일평균 증설 요구 민원 60~70건
□ 동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설치 확산되지 못
한 사유는 그동안 적용할 국가표준이 마련
되지 못하여 한국도로공사, 각 지방자치단
체 등에서 사업자체를 유보하고 있었기 때

Toll gate 자동요금 징수시스템 KS제정

문이다.
그러나 1월26일 기술표준원이 KS를 제정

□ 기술표준원은 고속도로 체증의 주범인 Toll

고시함으로써 한국도로공사를 필두로 각 지

gate에서의 차량 지체시간을 대폭 단축할

방자치단체의 유로도로까지 시스템 설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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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어 전국적 통합 지능형 도로망이 구

따라서 우리의 IT 저력을 감안할 때 향후

축될 전망이다.

중국, 동남아 등 국제시장은 우리시장이 될

※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10곳을 추가 설치

공산이 큰 분야이다.

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전국 고속도로망
에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생물기술·산업제품의 표준화
기반구축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 이번에 제정되는 KS는 범부처 차원에서 건
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및 기술표준원이 모

기술표준원은 2004년 1월 29일(목), 사단법인

두 합의하여 마련한 표준으로써 IR(Infra

한국생물공학회와 공동으로 동 소강당에서 생

Red)을 통신매체로 하는 자동요금징수시스

물기술·산업제품의 표준화 기반구축에 대하

템 구축에 적용된다.

여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IR방식 자동요금징수 시스템 표준은 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련 업계 및 학계의 여

국도로공사의 Field Test에서 신뢰성이

러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생물산업용어 표준화

검증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 장용근 교수), 생물공정 작
업표준화(공주대 김진현 교수), 생물산업/생물

□ Toll gate에 동 표준에 의한 자동요금징수

공학기술 표준분류체계의 구축 및 생물산업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시간당 1,800대의 차

구조분석(산업연구원 최윤희 연구위원) 및 산

량을 통과시킬 수 있어, 시간당 350대의 차

업미생물의 표준화(서울여대 이연희 교수)에

량을 통과시킬 수 있는 현 시스템에 비하여

대하여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고, 관련 주제에

5배 이상의 차량 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

대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본 세미나 및 토론회가 바이오산업의 표준

□ 자동요금징수 시스템 10개소를 설치했을 경

화에 대한 산업계의 인식을 제고하고, 신성장

우, Toll gate 무정차 통과로 인한 차량지체

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

해소, 물류비 절감, 환경오염개선 등에 의한

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편익은 5,000여억원으로 추정되어 막대한 경
제적 이익이 예상된다.(한국도로공사 보고서)

콘크리트 기술·품질 개선 주력키로

□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에서의 자동요금징

□ 기술표준원은 콘크리트 봄철 성수기에 대

수 시스템 설치 및 구축은 초기단계로 아직

비하여 콘크리트 기술과 품질을 향상하기

확산되지 않은 실정이다.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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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원은 콘크리트의 품질과 기술력에

해 헌신적으로 공헌한 기술인 및 전문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선진기술력을

대해 산업자원부장관, 기술표준원장 및 한

축적하기 위해 2004. 4. 13일 레미콘 등 콘

국건자재시험연구원장 등의 표창도 수여한

크리트 관련업계의 기술자가 참여하는『콘

다.

크리트 기술경연대회』
를 개최하기로 하고

◦ 아울러, 우리 기술표준원은 세계표준화

2004. 1. 26일부터 콘크리트 관련업체로부터

기구 (ISO)의 콘크리트 기술위원회

참여 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ISO/TC 71)회의에 전문가가 참여하여

◦ 그 동안 콘크리트 품질과 기술력을 향

선진 기술을 파악하여 국내에 전파토록

상하고자 하는 레미콘 등 콘크리트 관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일본 등 선진국

련업체와 기술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

과 기술워크샵도 추진하여 우리 콘크리

하고, 아직도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트 기술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산하는 과정이나 품질 등에 불신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따라서, 이번 경연대회를 통하여 콘크리

한국표준색표집 제작 배포

트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시멘트, 자갈,
모래, 혼화재 등의 배합설계능력과 강도,

□ 기술표준원은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1500

슬럼프, 공기량 등에 대한 기술력을 객

여 가지의 표준색을 한데 묶어 과학적으로

관적으로 투명하게 평가함으로써 콘크리

분류하고 배열한 색표집을 발간하였다.

트품질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할

◦ 선진국 색표집에 비해 손색이 없는 우수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품질수준의 한국표준색표집과 색이

◦ 더욱이 이번 경연대회는 콘크리트 기술

름 견본집을 제작하여 1월 30일부터 배

세미나도 함께 개최하여 우리 산업체의

포 하였다.

기술력과 선진기술력을 비교 평가할 수
있 는 자리도 마련하여 우리 콘크리트

□ 이번에 새로 만든 한국표준색표집은 1519가

기술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기

지의 표준색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

회를 갖게 된다.

는 색좌표에 따라 색상의 오차범위를 최소
화하고, 색채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콘크리

6

바탕색을 선정하여 색표를 배열하였으며,

트 기술발전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고자, 이

◦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먼셀

번 경연대회와 동시에 콘크리트 발전을 위

(Munsell)색표기에 따라 제작하여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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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하고 있는 외국 색표집과의 호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환성을 유지하면서 최근 유럽지역을 중

□ 이번에 제작된 한국표준색표집은 정부기

심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자연색시

관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공사의 색채

스템(NCS)과의 변환표를 수록하는 등

지정, 검수기준, 색채 교육용으로 활용토록

그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할 계획이며 추가로 민간 사업자를 통해
다량의 색표집을 제작 보급하여 수입 색표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991년도에 당시 공업

집을 대체토록 할 예정이다.

진흥청에서 한국표준색표집을 제작하여 보
급한 바 있으나 사용년수가 장기화됨에 따

□ 한편, 기술표준원은 한국표준색표집의 제작

라 변색되거나 퇴색되어 값비싼 외국 색표

과 함께 한국표준색표집에 수록된 1519색

집을 수입하여 사용하여 왔다.

중에서 색이름이 규정된 202색에 대한 색이
름 견본집인「한국표준색이름(계통색이름

□ 한국표준색표집이 새로이 제작 됨으로써
색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과 색상표현의

편)」
을 제작하여 관련 업계나 단체에 배포
하고 있다.

세밀화 등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

◦ 한국표준색이름은 작년 말에 개정한 색

되고 있는 상품의 디자인, 광고, 유통 등 색

이름의 정확한 사용을 위하여 보급형으

채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며,

로 제작하였으며,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 내구성이 우수하고 색상 표현이 정확한

(http://www.ats.go.kr)와 관련단체를

조합비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료

통하여 신청을 받아 무료로 배포키로

만으로 개발함에 따라 색 표현기술의

하였다. 표준

2003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증서 수여식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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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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하여 필자는 얼마동안 KS와 뜸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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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제정을 주도 하였고, 이어서 6.25 직

는 것도 사실이다.

후부터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초안을 작성

왜 같아야 하는가? 왜 달라야 하는가?

하고 심의, 제정을 주도한 바 있어 KS규격

감정 보다는 이성에 호소하고, 현실 환경을

심의에 가장 적합한 능력을 지닌 인사 이

직시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었다. 1990년대 초까지 오랫동안 봉사하여

근자에 들어와서는 ISO규격을 적극 도입

기틀을 잡아주었다. 올해 89의 고령임에도

하고 있는데 일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아직 건축용어연구와 저술에 전념하고 있

것도 있다.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이 규격

어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을 받아 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거부하여야

KS대상 분야의 확대 그리고 내용의 다양

하는가?

화로 인하여 결국 이를 몇 사람의 능력으

일찍이 기업은 국내 시장을 확보하기만

로 대응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면 일단 성공이었고 또 그것을 목표로

자연이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을 요구하

하였다고 한다. 이제는 세계시장의 확보를

기에 이르렀다. 전에 없던 전문위원회의 구

목표로 하지않는 기업은 존립할 수 없게

성, 운영은 매우 적절한 시스템의 발전이다.

되었다고 부르짖게 되었다.

또 KS규격정비는 건축연구기관 등에 연

KS는 초기 실태에 비추어 보면 어떤 면

구 용역을 발주하여 얻은 연구 보고서를

에서나 오늘날 장족의 발전을 하여 왔으나,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도 역시 적

아직도 반성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

절한 조치이다.

니라고 생각한다.

한편 KS규격서에 부회 회장의 실명만을
밝히더니, 이젠 심의위원 전원의 실명까지

KS는 기술적 판단에만 의존하는가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심의 위원들에게 영
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준엄(?)한 책임

7,8년 전, 건축구조의 내화시험방법에 대

의 소재를 밝히는 것이므로 압박감을 안

한 개정예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철강부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재의 내화온도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었

언젠가 어떤 자리에서“KS란 무엇인가?
JIS를 그대로 한자도 안 틀리게 번역해놓은

다. 이를 계기로 방화 단열재 업계가 발끈
하였다.

것이지. 창피하지 않은가?”라는 비난의 말

화재에도 끄덕 없는 건축구조를 내화구

이 들려올 때, 몹시 모멸감을 느꼈다. JIS와

조로 인정하는데, 철근콘크리트구조가 그

다른 KS규격도 없진 않지만, 같은 것이 있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철강재는 화재온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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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까지 가열되면 그 내력(耐力)이 반감되
므로, 철강재가 그대로 노출된 철골구조(강

“빨리 결론을 내주기 희망한다. 이것 때

구조)는 내화구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철

문에 향후 시설 투자 계획은 물론, 바로 내

골부재를 방화단열재로 감싸면, 화재시 온

년의 생산계획도 못 세우고 있다. 좋은 방

도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비로소 내화

향으로 결론 나기 바란다.”

구조로 인정된다.

“그것에 대하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

당시 건축구조의 내화시험방법은, 소정시

의하려 한다. 생산업체에서도 대국적인 차

간동안 가열하여도 철강재의 표면온도가

원에서 전향적으로 심사숙고하여 주었으면

소정온도 이내로 억지된다면 내화구조로

한다.”

인정한다는 것이다. 연구결과로 뒷받침되고

이 파장은 어찌 보면 철강생산업계와 방

있는 개정안은, 그 소정온도를 상향 조정한

화 단열재 생산업계와의 대립처럼 비추어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방화단열재의 피복

지기도 하였다. 내화온도기준을 완화하면

두께를 종전보다 줄여도 내화구조로 인정

철골 공사비를 경감하게 되므로 철강 업계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방화단열재의

쪽이 유리하고, 내화온도기준을 강화하면

수요를 줄이게 하는 효과에 이어진다.

방화단열재 생산업계는 소비량이 증가하므

그 어느 해 초겨울이었다. 방화단열재 생
산업체 임원들이 예고 없이 필자의 연구실
에 찾아 왔다.

로 그 재료 생산업계가 유리하게 된다는
등식을 생각할 수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합리적으로 방화단열

“철골구조부재의 내화 온도기준을 완화

재의 피복 두께를 줄일 수 있다면 줄여나

하면 건축물의 안전상 큰 문제를 유발할

가야 한다. 하지만 막대한 시설투자를 해놓

수도 있다. 줄이게 해서는 안된다”

은 터에 생산품의 수요를 갑자기 격감시킨

“실험연구결과에 따라 주장하는 것인데
내화피복 두께를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은가”

다면 산업계가 위축되고, 그 파장을 생각하
면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양자에는 모두 당위성이 있다. 단순히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므로 구

어느 쪽이 옳은 가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조안전 이상으로 사람에 대한 안전이 먼저

아니었다. 고민 끝에 KS의 문제는 단지 기

이다”

술적인 문제만은 아니며, 고도의 산업경제

“KS개정안의 심의는 건축부회 소관 업무
이니, 부회 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10

사심없이 처리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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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문제도 개재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
는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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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 회의에서 장시간 논란 끝에, 개정안
대로 밀고 나가되, 연착륙을 위하여 최소한
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론 냈다.

로 관철할 수 없는가?”
법랑욕조나 인조대리석욕조는 KS 욕조
규격 중 재질상의 분류이다. 그러나 욕조의
치수와 형상은 재질상의 분류에 불구하고

시비 걸린 KS규격

통일되어 있다. 이것은 욕조 생산자, 건축설
계자, 시공자 사이의 혼란을 예방하고 편익

1990년대의 어느날, 당시 재직 중이던 대
학의 연구실에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 동부지역의 모 아파트 재건축 조
합인데, 당신이 KS심의에 관계 하는가?”

을 증진함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세에 차이가 있고, 법랑욕조
는 고가인 것은 사실이다.
“시방서에 KS규격품이라고만 하였다면

“그러하다”

법랑욕조도 인조대리석욕조도 모두 시방조

“KS규격에 대하여 당신에게 물어볼 일이

건에 합당하오. 결국 그 어느것으로 시공하

있어 그곳으로 찾아가겠다”
별로 좋은 예감이 아니어서 강의, 회의시
간이 연속되어 있으니, 용건은 전화로 끝내
자고 하였다. 꼭 직접 만나야 된다고 완강
히 버티는 바람에 밀렸다.
얼마 후, 아파트 재건축조합 대표와 그
동행인이 들어섰다. 50대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이었다.
“욕조에 관한 KS규격에 해석상 문제가
있다. 유권해석(?)을 바란다.”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우리는 대규모 재건축조합으로서 아파

던 위반은 아닐 것이오. 수주한 건설업체에
서는 KS규격품 중 싼 것을 채택한다는 것
은 상식이 아닐까요”
뜻밖에 결과적으로 건설업체의 주장을
두둔하는 꼴이 되고 말았으므로 그의 안색
이 심상치 않았다.
“시방서에 분명히 KS합격품이라 했으니,
우리는 KS상의 법랑이던 인조대리석이든
그 중에서 욕조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
이오”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도서에 분명히
법랑욕조라고 명시 하지 않았소?”

트공사를 발주하였다. 공사 시방서에 욕조

그 말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KS

는 KS합격품으로 명시되어 있다. 우리 조

규격문의 한마디 한마디를 따지기 시작하

합측은 KS의 법랑욕조를 설치해 줄 것을

였다. 친절하게 대답해 주니 2시간이 지나

요구하는데, 수주한 건설업체에서는 KS의

도 끝이 없었다.

인조대리석욕조를 고집하고 있다. 법랑욕조

“KS규격과 시방서로 보아서는 당신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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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관철될 수 없을 것이오, 다만 수주한

에도 따르지 않는다. KS규격도 가급적 1품

건설업체가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

목 1규격주의의 원칙이 지켜지면 표시행위

는 공사비예산서에 욕조 가격이 어떻게 반

에 혼란을 덜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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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을 비치하고 검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
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분야별 KS규
격집을 만들어 보급하면 사정은 훨씬 호전
될 것이지만, 표준협회에서 반대해 왔다. 발

“아니오, 조합측에서의 질문이 있었으나

상 바꾸어 인터넷으로 KS정보를 제공하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니, 이만 하겠

방도를 실현시켰으면 좋을 것이다. KS는

소”

규격을 제정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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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적극 활용 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
어야 한다.

방서 작성자는 당해 KS규격을 보지도 않고

KS규격문 내용도 그렇다. 그 내용을 혼

막연하게 KS규격품이라고 작성하였음이

란 없이 쉽고도 엄정하게 전달되도록 작성

분명하다.

되어야 한다.

우선 KS규격상의 표시방법에 따라 지정
하지 않은 것이다. 표시방법이 복잡한 경우

12

KS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 방대한 KS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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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종합정보도 인터넷 시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부산지역본부장 강 신 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

어갔다. 지금은 종합정보서버와 연계하여

제10조의3(승강기 안전관련 정보의 종합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웹 프로그램

리)을 시행한 지도 어언 7년이 넘었다. 사

을 개발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시험운영을

람이라면 이제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이나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정상운영에 돌입했다.

급변하는 정보통신의 환경변화에 비추어보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에서 중

면 제2의 성장기에 접어들 시기이다. 한국

기과제로 선정하여 2000년부터 승관원에서

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승관원’)이 승강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두말할 필요 없이

기종합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

규정된 법정검사만으로 승강기의 안전을

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도모하고자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자체검

숨가쁘게 달려온 보람이 있어 이제 그 첫

사를 통한 예방적 안전점검은 물론 이용자

단계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의 이용문화 향상과 관리주체의 실질적인
상시운행관리가 동시에 기능 할 때 사고를

작년 7월부터 승강기종합정보
일반인에 제공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효
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은 모든 관련자들이

그동안 4개 검사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해온

승강기 종합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정보에 안전관리주체(승강기이용자, 건

환경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안전관리의

물관리주체, 지방자치단체, 승강기관련단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통신망을 인터넷으로 전환하여 운영에 들

승강기종합정보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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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버의‘승강기종합정보센터’는 건물·

로 확인되었다. TSSA는 온타리오주의 규

승강기 기본사항, 검사이력, 검사유효기간

격과 안전관련 법률을 집행하고 평가시스

연장이력, 특별관리대상이력, 사고이력, 업

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체현황, 유지관리품질평가이력 등 개별 데

기관으로서 이 시스템을 운용하여 최소한

이터베이스를 연계한 각종 현황 및 세부관

의 인력으로 4만대가 넘는 승강기를 성공

리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승강기의

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평가시스템은 5개

전반적인 안전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유지

부문의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운영되며

관리품질평가는 시설 및 환경, 유지관리품

평가결과에 따라 6개월에서 3년 사이에 정

질, 검사이력을 종합하여 안전성 정도를 계

기검사를 실시한다. 5개 부문의 데이터베이

량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3개 관리부

스는 ▲지난 3년간 엘리베이터 운행기록

문 19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

(TSSA 검사결과, 사고기록, 관리기록) ▲

리주체, 보수업체 등 사후관리 주체들에게

엘리베이터 관리(보수)회사의 관리기록 ▲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엘리베이터 사용 년 수 ▲건물구분(건물용

써 안전점검과 상시운행관리를 효율적으로

도) ▲엘리베이터 운행층수로 구성되어 있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

다.

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됐다.

회원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강화
정보운용을 통한 외국의 안전관리 사례
승강기종합정보센터는 정보의 무분별한 유

14

외국 선진국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계·생

출을 방지하고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 단계가 아닌 사후관리단계에서 전국적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된다. 관련기관, 관리

으로 우리와 유사한 사후관리시스템(유지

주체, 보수업체에 독립적인 사용자ID와 패

관리품질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는

스워드를 부여하며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캐나다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인가기관인 TSSA

관리주체에 부여된 사용자ID 및 패스워드

(Technical Standard & Safety Authority)에

의 경우 입주자 또는 건물관계자 등이 공

서 국지적으로 승강기안전관리평가시스템

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건물?승강

(Debit-Credit System for Elevator Safety

기에 대한 정보만 열람하도록 제한된다. 보

: 이하 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

수업체는 현재 보수계약중인 승강기에 대

기술표준 ●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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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만 접속이 허용된다. 2003년 3월 현재

최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가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약 270개소, 관

정보화촉진을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

리주체 약 7만3,000개소, 보수업체 약 620개

어서 안전관리분야의 데이터베이스 연계와

소 등이 회원가입 우선 대상자이다.

정보고도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된 것은 다
행스러운 일이다. 승강기의 안전성 여부를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및
정보고도화 추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는
고장이력이다. 하지만 승강기 관리주체의
인식부족과 기록관리 미흡 등으로 정보의

현재 우리나라의 분야별 정보화 수준은 상

수집·조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승

당 수준에 올라 있다. 정보화인력도 풍부하

관원은 대국민 정보제공을 기점으로 119구

고 IT환경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럼에도

조대의 승강기관련 출동이력 등 관련자료

불구하고 국가적 정보화 수준은 선진국에

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승강기종합정

비하여 많은 차이를 두고 있다. 정책과 운

보와 연계하는 정보고도화 작업을 지속적

영시스템 등 전반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

으로 추진하여 정보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으나 부문별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미흡으

안전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정보

로 인하여 정보고도화를 위한 시너지를 형

관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표준

성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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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회의 의의-발생과 붕괴

작가 나 성 욱

본래 인간은 혼자 살수 없기 때문에 언

해서 이룩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

제나 다른 사람과 서로 협력하여 공동생활

이다. 한 인간이 한 가족의 성원(成員)이

을 해 나가는 이른바 사회적 존재(社會的

된다거나 또는 어느 촌락이나 국가의 구성

存在:social being)이다. 즉 목적이나 환경을

원이 되는 경우는 대체로 전자의 예이며,

의식함이 없이 본능적으로 서로 도우며 사

인간이 어느 단체, 정당 혹은 회사 등의 성

는 생활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일정한

원으로 참가하는 경우는 바로 후자의 예라

사회관계(社會關係:social relationships)를 맺

할 수 있을 것이다.

으면서 살아가게 된다.

16

전술한 대로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

인간이 본질적으로 공동생활을 하게 되

니고 남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더불어

는 까닭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살아 가게 마련이다. 이러한 공동생활을 하

군거(群居)의

본능(本能: gregarious

게 되는 바탕중의 하나가 곧 일정한 지역

instinct) 때문인지 아니면 공동생활을 함으

(地域)이며, 따라서 이것이 공동생활의 전

로써 얻어지는 보다 안정적이고 서로 의지

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지연사회

하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생활의 도움과

(地緣社會:territorial society), 또는 지역사회

이익 때문인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地域社會:local community)가 바로 그것이

가지 견해가 구구히 피력되어 왔다.

라 할 수 있겠다.

공동생활이 인간의 생성과 더불어 결정

또 하나 공동생활의 바탕이 되는 것이

지어져 그것이 숙명처럼 기정사실로 받아

곧 혈연관계(血緣關係: kinship)이다. 이같

들여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와는

이 자연과 혈연이 동일할 때 거기에 바탕

반대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에 의

되는 공동사회는 내적으로 강한 유대(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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帶:tie)를 가지면서 생활과 감정이 동질화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학에서 공동

(同質化)된다. 예컨대 미국의 사회학자 로

사회에 대한 개념과 특성과 그 구조와 기

버트 맥이버(MacIver)는 공동사회의 특징

능 등을 가장 명료하게 밝힌 사람은 다름

을

아닌

지 역 성 (locality)과

공동체감정

(community sentiment)에 두고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퇴니에스

(F.Toennies: 1855~1936)라고 할 수 있다.

생활이 같고 감정이 같고 전통과 문화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공동사회를

동질일 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서로의 협

퇴니에스의 게마인사프트(Gemeinschaft라
)

력과 협동이 이루어지며, 그 인간관계는 상

는 용어로 대치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

호의존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다. 역시 미국

다. 독일의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사회의

의 사회학자 페어차일드(H.P.Fairchild)는

본질을 의지(意志:Wille) 또는 정신(Geist)

공동사회의 특징을 자급자족(自給自足:self-

으로 보고 있다. 그 점에서 퇴니에스 자신

sufficiency의
) 측면에서 관찰함으로써 공동

도 공동사회인 게마인샤프트를 인간의 의

사회가 갖는 고질적인 폐쇄성(閉鎖性)을

지의 긍정적 관계라고 설파하였다.

들고 있다.

그것은 또한 실제적이고 유기적인 생명

즉 공동사회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이나

체이다.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인간 의지의

전체가 우선한다는 것이며, 그것을 <감정과

통일체로서의 게마인사프트는 혈연과 지연

태도의 총체(totality of feelings and

그리고 심연(心緣)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attitudes)라
> 고 정의하고 있다. 물론 이 밖

혈연관계에 의한 게마인샤프트의 전형은

에도 공동사회의 특징이 다만 지연·혈

바로 부자(父子)·부부·형제·친척 등을

연·생활·감정·태도의 동질이라는 객관

모체로 하는 가족(家族:Familie)에서 찾아

적구조(客觀的構造:objective structures)에만

볼 수 있다. 자연관계에 의한 공동사회는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인

토지를 매개로하는 공동생활이며, 근린관계

간 개개인의 <공동사회의 존재에 대한 깊

(近隣關係: neighborhood)가 일반적 성격을

은 자각(自覺)과 이와 함께 생기는 권리와

형성하고 있는 촌락에서 그 전형(典型)을

의무의 인식>에 따른다고도 할 수 있다.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긴즈버그(M.Ginsberg는
) <규칙(規

세 번째의 심연에 의한 공동사회는 신성

則:rules)의 공동체계>라 보았고, 오그번

시되는 것에 대한 공동의 관여이며, 서로의

(F.Ogburn)이나 님코프(M.F.Nimkoff는
) <

이해와 우정이 그 근본이 되는 일종의 정

제도(institutions) 의 집합체>라고 규정하고

신적 공동체이다. 일반적으로 게마인샤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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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gemeinschaftlich인
) 생활은 상호부조 또

서로의 이해와 협동적인 정서(情緖)를

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며, 공동의 소유와

바탕으로하는 게마인샤프트적인 공동사회

향락(享樂 :enjoyment이
) 다.

는 의술과 기술의 발달, 생산량의 증대, 교

공동생활의 성원은 주거와 경지(耕地)혈

통편의의 증가, 인구의 증가, 지혜의 발달

연과 감정에 의해 중추적(中樞的)으로 구

등으로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그 위

속되고 그 관계는 사뭇 지속적이다. 모든

에 이기주의와 허언(虛言), 기교(技巧)와

공동생활의 질서와 윤리는 그 관계가 지속

화폐욕(貨幣慾) 그리고 또 향락욕(享樂慾)

적이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그리고 또한 고

과 명예욕 등이 전통적인 공동사회의 붕괴

정적이다. 공동사회 내부의 지배와 복종의

를 재촉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관계를 규제하는 권력은 개인의 의사와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 공동체의

관계없이 출생(出生)·신분(身分)·성(性)

붕괴는 상업의 외적 지배에 의한 것이라고

등에 의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단정지을 수 있겠다. 즉 자본주의의 대두와

현대사회처럼 개인의 능력·의지·노

도시의 출현으로 전통적인 공동사회인 게

력·기술 등에 의해 지배와 복종과 같은

마인샤프트는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이익사

인간의 상하관계(上下關係)가 결정되는 것

회, 즉 게젤샤프트(Gesellschaft)로 서서히

이 아니고, 설사 능력과 기술이 부족하다하

또는 급속히 이행해 가는 것이다.

더라도 좋은 집안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더

이를 사상적으로 고찰해 볼 때, 문예부흥

구나 장남 적자(嫡子)로 태어나면 그에 따

(文藝復興:the Renaissance)을 계기로 한 개

르는 모든 권력과 영예는 자동적이고 세습

성의 자각과 인간성의 해방은 계몽주의사

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상과 경험적인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이룩

이와 같이 상하의 신분관계가 세습적이

하였고, 그것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고 동시에 고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성원은

각성을 고취시켰다. 또한 이러한 내면적 자

주어진 여건이나 상황을 거의 숙명적인 것

각과 외부로부터의 상업의 지배는 서로 상

으로 체념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승작용(相乘作用)을 하면서 공동사회를 여

거기에는 하등의 변화도 어떤 발전도 없으

지없이 붕괴시켰던 것이다.

며 사회자체가 자연히 침체되게 마련이다.

문예부흥은 14~16세기 사이에 유럽에서

이러한 공동사회의 전형을 봉건사회(封建

중세 그리스도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개인

社會)·농촌사회·미개발사회에서 우리는

의 해방, 인간 중심의 학문과 예술이 크게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났던 사상계의 대혁명이라는 것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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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사실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학문

어는 경제사적(經濟史的) 개념으로서 쓸

예술의 부흥과 더불어 학술·정치·종교

때가 오히려 더 많으며, 자본제생산(資本制

방면에도 새로운 풍조를 받아 들여 근대

生産)에 선행하는 형태로서만 성립할 수

문화의 기초를 이룩하였다.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공동체를 유

그러나 공동 사회적인 규제를 스스로 탈

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이나 구성원의

피한 인간은 합리적인 이익사회에 살면서

개인적 자유에 대하여 가해지는 강력한 규

도 그 사회가 갖는 무절제한 경쟁과 자유

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공동체규제(共同體

방임적인 질서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한편

規制: Gemeindezwang)라 칭한다.

으로는 공동사회적 질서에로의 회귀(回歸)

이와 관련하여
《공동사회(共同社會)와 이

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

익사회(利益社會)》(Gemeinschaft und

서는 계획사회(計劃社會)에로의 재조직을

Gesellschaft는
) 독일사람 퇴니에스의 저서

시도하고 있는 측면도 엿보인다. 하지만 여

로 1887년에 간행되었다. 인간의 의사(意

하튼간에 공동사회가 모든 사회집단의 하

思)에는 본질의사(本質意思: Wesenwille)와

나의 기초집단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이 분

선택의사(選擇意思:Kuerwille의
) 두 종류가

명한 것이다.

있으며, 그에 대응하여 사회는 공동사회와

운명과 생활을 같이하는 조직체가 공동
체인데, 여기서는 인간의 공동생활이 행하

이익사회의 두 유형(類型)으로 자연히 구
별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여지고 있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사회과

이 2분법(二分法)외에 생명발전의 3단계

학 분야에서는 코뮤니티(community의
) 역

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물적·동물적·인

어(譯語)에 해당시켰으나, 그 경우의 공동

간적 또는 유기적·동물적·정신적의 3분

체는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에
) 대응하는

법을 취하고 공동사회와 이익사회가 각기

개념(槪念)으로서 인간의 공동생활이 이루

이 3단계로 분류되어 모두 여섯 개의 범주

어지는 일정한 지역을 지칭한다. 인간의 사

(範疇:Kategorie가
) 생긴다고 하였다. 퇴니

회적 제관계(社會的諸關係)의 모든 것을

에스는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옮아가는

그 내부(內部)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역사

것을 당연한 역사의 발전법칙으로 보고 이

회를 가리킨다.

익사회가 더 나가지 못하게 되면 다시 공

공동체의 기초는 지역성과 공동체감정
(共同體感情)의 두 가지로 압축해서 묶어
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용

동사회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적(實際的)이고 유기적 생활체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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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동·욕망의 자연적인 통일인 본질의

한 목적을 가졌거나 동일한 환경에 놓여있

사(本質意思)에 그 터전을 두는 사회에서

는 여러 사람이 일정한 기간 또는 무기간

인간은 원래 태어났다. 이러한 사회는 가족

(無期間)으로 한데 모여 일정한 장소에서

이나 촌락처럼 혈연·지역·정신의 세 가

서로 도우며 사는 생활인 것이다. 따지고

지가 연결되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보면 인간은 본래 개미(ants)나 벌(bees)같

데 사회의 낮은 단계에서는 지배적(支配

이 목적이나 환경을 의식(意識)함이 없이

的)인 형태(型態)로서 협동체의 근간이 되

생래적(生來的)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서로

고 있다.

도우며 사는데 길들여져 있다고 할 수 있

곧 상호간의 애착 또는 공동이해관계로
맺어진 사회적 관계인 것이다. 여하튼 동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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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의 과제

상아전자의료기 대표 심 우 섭

1) 환경
인간의 작업활동은 그때 그때 조건과 환
경에 따라서 달리 행해진다. 예컨대, 공기조
건 중 기압과 온도 등 하나의 요인을 변화
시켜서 그 변화가 정신작업에 어떻게 영향
을 주는가를 실험해보면 정상적인 공기상
태에서는 활동하기 쉽다고 한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벗어나면 정상시의 작업량을 유
지하려는 자동제어가 작용된다.
그리고 환경조건이 나빠지면 작업상태가
악화되고 심한 경우에는 작업이 되지 않는
다. 하지만 환경이 쾌적한 상태일 때는 작
업량이 많아질 것처럼 생각되나 반드시 그
렇지도 않다.
그러나 작업능률을 길게 유지하려면 쾌
적한 환경을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환경은 인간의 심신상태에 지대
한 영향을 주는데 인간은 다만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심신과 함께 자동
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인간공학은 기계나 작업환경을 인간의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여러 조건에 알맞
도록 설계·제작·배치·조정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그러므로 만약 적응할 수 없게
되면 마치 저울대가 나란하도록 물건을 달
수 있는 평형을 잃어 병적인 상태로 된다.
인간의 기능이 쾌적하게 활동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내어 이를 인위적으로 제어하
고 그 환경을 설계해가는 것이 인간공학의
최대의 과제이다.

2) 안전
우리의 주위에서 종종 재해나 사고가 발
생하는 원인 중에는 인간과 기계가 부정합
(不整合)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가
끔 있다. 사고를 방지하는 수단으로서는 첫
째 적성에 맞지 않는 인간을 제외시키고
적성에 맞는 인간만을 배치함으로써 인간
을 기계나 환경에 맞춰가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인간공학의 입장에서는 우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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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기계계간의 부정합을 알아내고 이것

이 인간에게 적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을 기계계의 쪽에서 개선해 간다는 태도를

넷째로, 인간의 여러 가지 특성과 적성 중

취한다. 그러나 인간의 여러 가지 조건중에

에서 자극과 정신상태, 긴장과 긴장 후의

는 지금까지도 판명되지 않은 일이 매우

이완, 생체의 리듬, 작업자의 적성 등 여러

많다.

가지 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고려할

여기서 실제적인 해결방법으로는 기계의

필요가 있다.

인간 공학적 설계와 병행해서 인간 쪽에도

그 외에 작업시간·순서·교육훈련·관

그 불화(不和)나 간극(間隙)을 메우는 수단

리 등 작업에 관한 공학적인 검토도 역시

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교통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직접적으로 관

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련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으로 해결함이 가능하나, 자동차는 빨리 달
리는 물체인 이상 사고를 완전히 방지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간쪽에서도 그 사
태에 적당한 적응능력을 착실히 몸에 익힘
으로써 교통안전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오
히려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재해방지를 위한 인간공학적 대책으로는,
첫째로, 기계나 기구의 조작상 무리나 위험
을 수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천적으로 구조상 문제가 있으면 구
조가 개량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로, 창공기의 고도계(高度計)나 자동
차의 속도계(速度計)처럼 기계의 작동상태
를 표시하는 시각표시기(視覺表示器)는 그
형태·문자·숫자·기호·지침·눈금 등이
인간공학적으로 적당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셋째로, 조명도·조명방법·소음·온도·
습도·진동·유독가스 등에 관한 작업환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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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공간
작업공간내의 위치와 작업능력과의 관계
에 대해서는 인체계측(人體計測)을 기초로
한 연구들이 최근에 발표되어 왔다. 기계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공간적인 넓이와 작
업 능력과의 관계를 면밀히 고려하지 않으
면 안된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스위치를
배치한다든가 힘이 미치지 못하는 방향에
핸들을 설치한다는 등의 평범한 실수를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밀도가 높은 작업이나 빈도
가 큰일은 작업이 순조로운 범위 내로 끌
어들일 필요가 있다. 평면에 관해서 살펴보
면, 손이 미치는 최대작업역(最大作業域)안
에 통상작업역(通常作業域)이 있고, 그 영
역 안에서 작업이 순조롭게 행해질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물리적인 기계는 그 위치가 변해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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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이 떨어지는 일이 없으나, 인간의 경우

예로 들어 인간공학의 생각이 어떻게 응용

에는 공간적인 위치에 따라 작업능력도 차

되는 가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종래에

이가 일어난다. 부적당한 위치에서는 작업

는 가구나 기타제품의 인간과의 관계가 그

능률도 저하되고 사고도 발생하기 쉽다. 이

다지 밀접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렇

런 입장에서 작업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위

기 때문에 책상과 의자의 치수를 정할 때

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들 사이에 부동자세를 취한 인체를 꼭 들
어맞게 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했던 것이다.

4) 디자인
좋은 디자인이란 그 바탕에 있어서 사용
목적에 대한 편의성과 유용성 그리고 합리
성을 갖는데 있다. 우리들의 일상 생활용구
인 가정용 기기나 가구는 외형이나 색채보
다도 우선 그 기능성이 디자인의 평가에서
제일 큰 의의가 있으며 또한 막중한 비중
을 차지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기능성이 객관적인 파
악이라는 것이 의외로 어렵고, 그래서 아직
까지는 경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 외
의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
러나 다행히 인간공학이 디자인의 분야에
응용되면서부터 그것이 다소나마 수량적으
로 계측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보다 좋은 디자
인을 낳게 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계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다시말하
면 인간공학은 그 설계에 과학의 요소를
가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디자인과
유기적인 관련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 구체적인 실례로서는, 책상과 의자를

그러나 인간공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
확히 말해서 그 생각하는 순서가 역(逆)으
로 된다. 우선 인간이 있고 그에게 맞는 의
자를 생각한 다음에 인간과 의자에 적합
한 책상을 구상하는 순서로 설계가 진행되
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인간은 고정되어있지 않
고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전제를 반드시
설정하고 설계되어야 한다. 이 생각에 따르
면 치수의 원점(原點)도 또한 유동적이고
변한다. 종래의 가구는 그 치수의 원점이
모두 바닥의 발뒤꿈치에 있었으나 지금의
인간공학적인 설계에서는 의자의 원점(原
點)이 좌골점(座骨點)에 있게 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의자에 앉은 자세의 인체 각
부분의 치수는 발뒤꿈치와는 아무런 관계
가 없고, 오히려 좌골점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자의 높이는 좌골점에서 바닥까
지의 거리로 나타났고, 책상의 높이는 좌골
점에서 위로 잰 책상받침까지의 거리와 아
래로 잰 의자의 높이와의 합(合)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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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24

이다.

책상 높이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길이고

그러나 의자에 대해서 말하면 체압분포

바닥까지의 높이가 아니다. 종래에는 이러

(體壓分布)와 감각, 자세와 피로, 몸의 움직

한 생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임과 쿠션의 성질 등 몇 가지의 문제에 대

범해져서 학교의 책상이나 사무용 책상도

해서 인간공학적인 수법에 따라서 지금에

터무니없이 너무 높은 것이 보급되었던 것

와서는 그 자료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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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설비표준인증 실시 계획
수송물류과 공업연구관 피 윤 섭
02)509-7288 yspee@ats.go.kr

1. 개요

를 조기에 정착시켜 국가물류비 절감
에 의한 국가경쟁력 향상

가. 배경
○ 필요성
- 우리나라 기업의 2001년도 물류비는

○ 목적
- 물류기기 및 설비(이하“물류설비”
라

매출액 대비 11.1%로 미국의 9.2%,

함)에 대한 표준인증제를 실시하여

일본의 5.5%보다 1.2~2배정도 높기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시킴으로써

때문에 계속적인 물류비 절감 노력이

물류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필요

업계의 인식을 제고시켜 물류표준화
한·미·일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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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물류비 비교
구분

’87

’97

’99

2001

매출액대비 기업물류비(%)

5.9

12.9

12.5

11.1

※자료:대한상공회의소, 2002년 기업물류비실태조사보고서, 2002. 12.

- 기업의 물류표준화 수준은 기업별 사내 표준화에 머물러 기업간의 물류시스템의 고도
화·기계화를 지연시키고, 이는 기업물류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주요국가별 물류비 비교(’
01)
구분

한국

미국

일본

GDP대비 국가물류비(%)

12.4(’01)

9.9(’99)

9.5(’97)

※자료:교통개발연구원,‘99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분석, 2001. 6.

- 우리나라 국가물류비는 GDP의 12.4%로 일본 9.6% 및 미국 9.5% 에 비하여 높음
주요국가별 물류비 비교(
‘01)

(단위:조원)

년도

’96

’97

’98

’99

’00

’01

물류비

52.8

56.5

56.2

62.2

66.7

67.5

12.6

12.5

12.6

12.9

12.8

12.4

GDP대비율(%)
※자료:건설교통부

- 유가(油價)·인건비 상승 및 교통체증심화에 따라, 물류기기·설비의 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기계화·자동화·공동화가 불가피함
※기계하역은 인력하역에 비래 68%의 비용 절감 가능
- 물류기기·설비간 호환성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원활·저렴·신속·안전한 일관수송을
지원하고 국가간 교역확대에 따른 물류의 원활화를 위해 국내 및 국제적인 물류표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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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경영층의 관심도
구분

(단위:%)
관심적음

보통

많은 편임

아주 많음

제조업

5.9

27.6

43.1

23.4

유통업

1.7

4.3

55.3

38.7

물류업

4.5

9.5

37.5

48.5

업종별

※자료 (사)한국파렛트협회, 파렛트생산 및 사용실태조사보고서, 2001. 2

※일관수송체계 : 표준파렛트(T11형
: 1,100x1,100mm)를 기본으로 화물

○ 법적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의(물류표준인

을 일정하게 단위화시켜 일괄해서

증)

기계를 이용하여 상·하역 및 수송

물류표준인증을 실시 법적근거 조항

하는 시스템

신설(
‘03. 7. 30)

- 또한, 물류표준화에 대한 국내기업
최고경영자의 관심도가 유통업, 물류

□ 물류표준화의문제점

업, 제조업 순으로 94.0%, 86.0%,
66.5%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일관수송용 표준기기·설비의 사용율

- 발생 물류비를 기능별로는 운송비가
46.5%, 보관 및 재고관리비(41.3%),
포장비(5.9%), 하역비(3.6%), 물류정
보·관리비(1.6%), 유통가공비(1.1%)
순임

저조
- 랙, 트럭적재함 등의 규격차이로 화물
의 적재효율 저하
-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T-11) 사용비
율은 26.7%수준

연도별 물류비 비교
국별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유럽

활용율(%)

30

45

60

95

90

※자료

한국파렛트협회, ’
01 파렛트사용실태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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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분야 국가표준 활용율(파렛트 기

사용함에 따라 장비·시설간 호환성 결

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조로 물류

여 및 기업별 파렛트 유지관리 부담 가

유통의 비능률 초래

중

□ 국내기업의 업종별 물류표준화 현황

○ 표준파렛트 사용을 위한 포장 및 하역
의 기계화율 미흡
- 하역 완전기계화·자동화 11.3%, 일부

○ 물류표준화 추진현황

기계화·자동화 75.6%

- 물류표준화를 추진 완료하였거나, 추

- 기업의 KS포장규격 사용비율 7.7%에

진중인 업종을 세분하여 보면,

불과

· 제조업의 표준화율은 식·음료업이

※ 포장라인의 수작업 의존도가 높음 :

74.4%로 가장 높고, 목재·나무제

30.6%가 수작업

품이 20.0%로 가장 낮음
· 유통업의 표준화율은 백화점이

○ 물류설비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기

79.1%로 가장 높고, 할인점은

업의 인식부족

38.1%로 낮음

- 개별기업별 비표준 파렛트 과다보유로

· 물류업의 표준화율은 수·배송업이

일관수송 저해

53.0%로 높고, 화물운송업이 20.3%

- 기업마다 서로 다른 치수의 파렛트를

로 낮음

물류표준화 추진현황
구분

(단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할 계획

추진계획 없음

제조업

8.4

42.2

13.9

35.5

유통업

2.7

63.0

11.0

23.3

물류업

3.7

24.8

17.4

54.1

기타(농협)

-

66.7

33.3

-

업종별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물류표준화 추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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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표준화 추진현황

(단위:%)

구분

완료

추진중

계획없음

제조업

6.6

29.2

64.2

유통업

33.3

50.0

16.7

물류업

-

50.0

50.0

기타(농협)

-

100.0

-

업종별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물류표준화 추진실태

○ 포장표준화 추진현황

○ 파렛트 표준화 현황

- 제조업중에서 1차금속(85.7%), 가구

- 업종별로 물류업 54.6%, 유통업 50%,

(72.7%), 신발업(73.5) 등의 순으로 표

제조업 43.8%의 순으로 KS규격을 선

준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하고 있으며, KS규격 생산비율은

- 유통업종에서는 편의점(100%), 백화

60.7%(표준규격 : T-11 27.1%포함)

점(75%)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수준임. 그러나, T-11 파렛트의 사용

것으로 나타났음.

율은 26.7%로 아직도 낮은 상태임

파렛트 표준화 추진현황
구분

(단위:%)
KS(표준)

KS(구내용)

업체규격

회사규격

제조업

27.9

15.9

24.0

32.2

유통업

34.2

15.8

25.0

25.0

물류업

27.3

27.3

18.1

27.3

업종별

※자료 (사)한국파렛트협협, 파렛트생산 및 사용실태조사, 20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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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방법
□ 법령개정 및 운용요령 제정
○ 유통산업발전법
- 제27조(물류표준인증)에 인증제도의 근거
조항 신설

○ 인증대상품목 생산업체 및 사용업체

3. 기대효과
○ 물류설비표준인증제도는 물류표준화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획기적인 물류
비 절감으로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제고
○ 일관수송체제의 물류표준화를 조기에 정

○「물류설비표준인증운용요령」
등을 우리원
에서 수립하여 고시(’
04. 3월 예정)

착하여 물류기기·설비 등의 호환성 및
연계성 확보

- 물류표준인증 대상품목, 인증체계 및 방
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
- 물류표준인증 대상품목에 대한 평가기준
을 제정하여 공고

○ 물류정보시스템의 표준화를 촉진함으로
서 전자상거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울
러 물동량의 신속한 이동 가능

- 시행일 :‘04. 상반기
○ 트럭 적재함 및 보관시설의 최대활용으로
□ 대상품목

수송·보관 등에 관한 효율 향상 및 파손
율 감소

○ 파렛트,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수송?배송
설비

<참고>

○ 파렛타이저, 랙설비, 박스용기, 컨베이어
등 보관·하역설비

외국 물류인증제도 현황

○ 자동분류기, 포장기, 바코드 인식기 등 분
류·포장설비
○ 전자문서(EDI), 바코드, 무선상품인식
(RFID) 등 물류정보화설비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 물류설비

□ 일본
○ 인증기관 : 일본 파렛트 협회, 후렉시블
컨테이너 협회,
○ 인증대상 : 파렛트 류, 후랙시블 컨테이
너류

□ 대상업체

○ 인증기준 : JIS규격, 국제규격, 파렛트협
회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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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사 : 각 협회의 인증위원회
- 공장의 현장실사를 실시

7개국이 파렛트에 대한 공통규격을 인
증

□ 유럽

□ 미국

○ 인증기관 : 유럽 파렛트협회

○ 인증기관 : 미국 컨테이너, 파렛트협회

○ 인증대상 : 목제 파렛트, 플래스틱파렛트,

○ 인증대상 : 파렛트 류 및 컨테이너 류

금속파렛트 등
○ 인증기준 : Internal Union of Railways 규
격
○ 인증심사 : 유럽 파렛트협회의 인증위원
회

○ 인증기준 : ASME 규격
○ 인증심사 : 미국 컨테이너 파렛트 협회
인증위원회
- 파렛트 및 컨테이너의 성능평가 기준안
의 개발 및 인증 표준

-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등 유럽의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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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사업
수송물류과 공업연구관 피 윤 섭
02)509-7288 yspee@ats.go.kr

○ 우리경제는 지난 30년간 기술도입, 모방생

2.54%

산 위주의 양적 성장을 계속해 왔음.
(2002년 GDP기준 세계 12위)

○ 개발된 기술·제품의 실용화·상업화를 지
원하고 국내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처

- 그러나 WTO체제 이후 무한 경쟁시대를

별로 신기술 인증제도를 시행 중

맞아 기술력이 경쟁력의 요체가 되고, 선

-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 NT, EM인증

진국으로부터 핵심 기술도입은 불가능한

- 과학기술부 : KT인증

실정이다

- 정보통신부 : IT인증
- 건설교통부 : 건설신기술

○ 최근 기업과 정부는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

- 환 경 부 : 환경신기술

울여 왔음.
○ 신개발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촉진하기
- R&D투자비(2002년) : 7.5%증가한 17조
3천억원 (2001년 대비)

완료된 기술로서 실용화(양산판매)에 성공

· 1998년 : 7%, 1999년 : 5.2%, 2000년 :

한 기술중 기술의 독창성·혁신성과 경제

16.2%, 2001년 : 16.3%
- R&D투자비율(2002년) : GDP대비 2.91%

적 기여도가 가장 우수한 10개 기술을 선

· 미국 : 2.80%, 일본 : 2.98%, 독일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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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03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개요
예상매출액
업체명

2005년

기술명

합

계

2010년

총매출
(억원)

수출
(백만＄)

총매출
(억원)

수출
(백만＄)

43,874

3,363

181,131

14,524

(주)뉴파워프라즈마

환경친화형반도체공정용플라즈마소스

250

9

900

51

대우조선해양(주)

이중선체초대형원유운반선(45만톤급)

3,815

365

3,896

390

대우종합기계(주)

차세대 복합 터닝센터

715

50

1,430

98

삼성전자(주)

지상파 DMB 수신기

24,748

2,041

111,370

9,180

(주)이노텔리텍

산업용 이동 복합 PDA Platform

2,300

120

23,710

2,010

350km/h급 한국형 고속전철

4,400

232

19,180

1,160

(주)휘닉스

PD플
E 라즈마디스플레이용투명유전체소재

276

4

810

14

LG전자(주)

초대형 Full-HD 해상도 PDP

5,00

0400

15,000

1,300

(주)LG생명과학

퀴놀론계 항균제 팩티브

390

27

1,300

92

SKC(주)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

1,980

115

3,535

22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로템(주)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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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해 니켈-붕소 도금
광전재료과 공업연구관 박정일
02)509-7233 jipark@ats.go.kr

1. 제정 취지

따라서, 산업기술개발 표준화과제“무전해
니켈-붕소(Ni-B) 도금제품 평가방법의 표

무전해 도금은 전기도금과는 달리 전기

준화”
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외관, 도금두께,

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적방법(자기촉매)으

내식성, 밀착성 등의 시험항목을 선정하여

로 플라스틱, 세라믹스 등의 부도체상에 도

평가방법을 확립하고 최종적으로 KS규격

금이 가능하고, 도금의 표면상태가 균일하

을 신규 제정한 것이다.

여 특수 성질의 도금 등이 가능하기 때문
에 자동차, 항공, 화학플랜, 전자부품 등 각

2. 주요 제정 내용

종 산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현재는 무
전해 니켈도금 중 무전해 니켈-인 도금이

2.1 적용범위

제품원가가 저렴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KS규격(KS D 8344, 무전해 니켈-

이 규격은 금속 소지에 적용하는 무전해

인도금) 또한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무전

니켈-붕소 합금 도금의 요구사항 및 시험

해 니켈-붕소 도금은 기판 표면의 형태에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것으로 수소화붕소나

관계없이 pin-hole없는 균일한 막을 형성시

트륨(SBH) 또는 디메틸아민보란(DMAB)

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도금막의 내식성이

의 환원에 의한 자기촉매형 니켈-붕소 도

우수하고 열안정성이 좋아 1000℃정도의

금으로, 석출물은 니켈이 적어도 90%이상

고온에서 사용 가능하여 반도체, OA 전자

이 포함되어야 하며, 붕소의 함량에 따라 2

기기 등 전자 관련 산업의 발달에 따라

가지 종류 분류 1(붕소의 함량 0.1~3.5%)

1990년도 후반부터 응용 분야가 급속히 증

과 2(붕소의 함량 3.5~6.0%)를 가진다. 무

가되고 있으나 제품에 대한 평가방법 등이

전해 니켈-붕소 도금의 물리적, 기계적 성

확립되어 있지 않아 제품의 신뢰성과 품질

질은 붕소의 함량에 따라 달라진다.

향상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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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KS 제·개정해설

2.2 품질

색얼룩, 흐림, 부풀음, 흠, 피트, 박리, 갈라
짐, 평활성, 바탕 또는 하지도금의 노출유무

도금의 겉모양은 광택도, 색얼룩, 흐림,

등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부풀음, 흠, 피트, 박리, 갈라짐, 평활성, 바
탕 또는 하지도금의 노출, 기타 사용상 해

2.4.2 화학성분

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분석시험 화학성분의 분석시험은 유도결
합플라즈마분광법(ICP)와 습식분석 방법으

2.3 도금전의응력제거및도금후의수소취성제거

로 도금의 니켈 함유율 및 붕소 함유율을
측정한다. 또한, 그외의 원소의 분석시험에

철강제품에 대한 도금 전 응력제거를 위
한 가열처리를 필요로 할 경우는 산처리나

대하여는 필요할 경우,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음극처리 전에 열처리를 실시를 하며, 도금
후 수소취성제거를 위한 가열처리는 도금

2.4.3 두께 시험

후 3시간 이내에 열처리를 실시한다.

도금 두께는 최소 국부두께이어야 한다. 두
께시험은 현미경법, 주사전자현미경법, X-

2.4 시험방법

선식, 베타후방산란식, 프로파일미터법, 무
게측정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측정한다.

시험편의 겉모양시험, 도금액 분석, 도금
두께 측정, 내식성, 밀착성, 내마모성, 비저

2.4.4 경도 시험

항에 관한 시험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경도는 비커스경도로 측정하여 700~800Hv
정도이며, 열처리를 200℃에서 1시간 하였

2.4.1 겉모양 시험
겉모양시험은 광택도의 양부, 광택얼룩,

을 때 비커스 경도는 800~00Hv 정도이다.
이때 측정된 도금층 경도는 구매자가 제시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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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값의 ±10% 이내여야 한다.
2.4.5 밀착성 시험

도록 하였다.
2.4.8 비저항 측정

도금의 밀착성은 도금의 박리나 부풀음

비저항 측정은 4탐침법에 의한 방법에

이 없어야 한다. 밀착성 시험은 굽힘 시험

따라 실시한다. 측정은 3군데 이상을 측정

방법, 감기 시험 방법, 인장 시험 방법, 광

하여 평균값을 사용하며, 탐침의 하중은

택 시험 방법, 열 충격 시험 방법, 볼광택

60~75g을 이용하여 측정을 하였다. 이때

시험 방법, 쇼트피닝 시험 방법, 납땜 시험

도금층 비저항의 오차율은 ±1% 이내여야

방법, 줄 시험 방법, 연삭 및 절단 시험 방

한다.

법, 끌 시험 방법 중 하나 또는 구매자가
제시한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주문자

3. 파급효과

의 요구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열처리를
한 다음에 이 시험을 하여도 좋다.

3.1 산업적인면
전체 도금산업이 15%를 차지하는 무전해

2.4.6 내식성 시험

도금기술의 평가방법 확립으로 관련 기술

내식성 시험은 캐스시험(CASS test,

및 제품을 향상시켜 도금산업의 발전뿐만

copper-accelerated acetic acid salt spray

아니라 관련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각

test) 방법으로 시험을 하여 시험결과가 레

종 관련 부품의 수입억제에 의한 국가경쟁

이팅 번호(R.N)가 9이상 이어야 한다. 시험

력 향상시킴

기간 및 겉모양 변화는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였다.

3.2 학술적인면
엔지니어링플라스틱, 파인세라믹스 등의

2.4.7 내마모성 시험

부도체에 장식, 내식성, 전기전도성, 기계적

도금층의 내마모성이 필요한 경우 구매

강도 등의 기능을 부여하는 기술을 확보하

자는 내마모성이나 내마모성 시험방법에

여 무전해도금 분야의 국산화에 기여함 표준

대하여 규정해야 하며, 내마모성 시험은 왕
복 운동마모 시험방법에 따라 하며, 이때
시험전에 예비마모를 왕복 50회 이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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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TV 국제 표준화 동향
정보표준과 공업연구사 최명한
02)509-7336

1. 개요

○ 디지털 TV는 장치·기능 중심에서 개인·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 디지털 방송은 방송프로그램 송출, 수신시

게임, Gambling/Betting, 방송참여등의 엔터

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파의

테인산업과 홈쇼핑, 전자상거래, 주식거래등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화질과 음질이

의 유통시스템산업등이 활성화가 될것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홈쇼핑, 홈뱅킹 등 다

○ 우리나라 디지털 방송은 1997년에 미국식

양한 양방향 부가서비스가 가능한 산업이

방송방식을 결정, 2000년에 시험방송 실시

다

후 2001년부터 본방송이 실시되고 있다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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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의중요성

○ 디지탈 TV는 영상처리장치, 디스플레이장
치, 구동장치, 소프트웨어 및 금형장치 등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전반으로의

○ 대다수 국가가 2010년경 아날로그 방송을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중단할 계획이므로 시장대체를 통한 막대
한 시장성이 예상되며 미래 유망사업이다.

3. 국내외기술 및 표준개발 동향

원천기술과 표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
업으로, 기술료가 제조원가의 10~20%를
점유하는 기술력 주도의 고부가가치 산업

○ 최근 기술동향은 사용자의 편의성 및 입체

으로서 향후 경제성장의 견인차 산업이 될

적인 시청을 위한 기술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망이다

국내 기술과제들도 그런 추세를 따라 진행
중이다. 아래표는 10대 성장산업 디지틸TV
분야에 선정된 핵심 기술 과제들이다.

○ 신기술개발 및 국제표준제정에 특허권이
혼입되어 대규모 기술 사용료가 부가되어
관련기관들이 각축중이며 특히 응용기술을

○ 특히, 방송이 디지털화, 멀티미디어화 하면

통해 상용화에 성공한 국제규격(MPEG)은

서 컨텐트의 복제유통이 용이하여짐에 따

모든 제품에 필수적인 기술로서 기술중요

라 컨텐트의 보호 및 관리 기술의 개발과

성에 따라 기술사용료가 부가되고 있다.

표준화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인프

번호

38

과

제

명

1

양방향 control middleware 및 적용 개발

2

양방향 D-TV개발

3

차세대 전송방식 기반 단말기 및 서비스 응용 기술개발

4

맞춤형 D-TV 저장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기술개발

5

개인용 차세대 TV 단말기 기술개발

6

실감형 D-TV를 위한 3차원 입체음향 기술개발

7

입체형 TV 수신기 개발

8

실감형 D-TV를 위한 TF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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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 단말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간과 장소

개발 기술의 많은 부분이 국제표준에 반영

에 구애받지 않고 컨텐트를 자유로이 소비

되었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예상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이익 및 소비자들의 권리를 효율

○ 국내의 디지털방송 전송과 데이터방송 정

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 개발

합규격은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및 표준화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상파의 경우
ATSC 및 DASE, 위성은 DVB 및 MHP,

○ 디지털방송의 원천기술인 MPEG관련 기술

유선은 OpenCable 및 OCAP 등의 표준이

은 ISO주도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되고 있으며 DMB의 경우 지상파와 위

스튜디오관련 표준화는 미국의 SMPTE, 유

성방송으로 나누어 송수신 규격 및

럽의 EBU가, 송수신관련 표준화의 경우 미

Audio/Video/Data 규격을 정하였고 송수

국은 ATSC, 유럽은 DVB, 일본은 ARIB가

신 정합규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맞춤형

주도하고 있다.

방송과 관련된 국내 규격은 TV Anytime
단방향 규격이 확정된 상태이며 정합규격

○ 국내에서는 MPEG-1/2의 표준에 기여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울러 TV Anytime

바가 거의 없고, 표준화 완성 이후에 이 표

Forum의 양방향 규격의 추이를 지켜보고

준을 따르는 응용 시스템의 구현 기술을 주

있는 상황이다.

로 개발하였다. 여기에는 MPEG-2 오디오
및 비디오 코덱 개발, MP3 플레이어 개발

○ 삼성전자, 엘지전자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등이 있음.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는 표준에

넷앤티비, 온타임택, 엠팩 솔루션등 중소업

포함된 지적 재산권의 사용에 대한 막대한

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전

기술료를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등 관련연구
소도 기술 및 표준화 활동에 적극참여 하고

○ 국내에서도 MPEG-2 표준화 이후에 국제

있으며 정부에서는 차세대 방송표준포럼,

표준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책 연

MPEG포럼, 인터넷 정보 가전 표준 포럼등

구기관,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이후의 표준

에의 계속적인 지원이 예측된다.

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관련 요소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제안을 통하여

4. 표준화 방향 및 전망

MPEG-4 및 MPEG-7 국제 표준에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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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국제 표준화 현황 >

◇ JTC1/SC29/WG11(MPEG)
○ 1991년에 설립되어 미국, 일본, 한국등 26개국(P-멤버)이 활동중이며 MPEG-1/2/4 표
준등을 이미 제정하였고, 현재는 새로운 기능을 보강하는 선에서 제한적인 표준화 진
행상태에 있음.

◇ DVB(유럽), ATSC(미국)
○ NBC, ABC, Sony등 방송?TV제조업체 및 관련기관등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방송
전송방식, 데이터방송에 관한 사실상 표준화 단체로서 최근에는 전송 방식 개선, 고효율
codec, 데이터 방송, Home Network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음.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 TV Anytime
○ NHK, 삼성전자등 전세계 관련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방송 시간과 관계없이 시청자
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법으로 콘텐츠 및 서비스 접근을 위한 표준화 단체로서 사
용자 취향에 기반한 방송 프로그램들의 선택적 저장, 자동 추천, 대화형 광고 및 방대한
콘텐츠에서의 비선형 브라우징, 효율적인 네비게이션 등의 기능들에 대한 표준화 제정중

◇ DAB
○ BBC, 소니둥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표준화 단체로서 CD수준의 음질로 여러채널의 오
디오를 전송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 데이터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방송 표준제정하며 문자, 음성, 영상등의 전송을 위한 표준 제정중
※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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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모든 매체에 디지털

통해 다수의 국제표준채택이 기대된다.

방송 서비스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디지털
방송의 다양한 응용과 활성화를 위해 디지

○ 우리나라가 많은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국

털 방송 국제 표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제표준(MPEG)을 상업적으로 성공시키기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뿐 아니라 관련 응용
기술의 개발 및 그를 통한 사실상표준화 활

○ 현재의 단말기 위주의 연구와 표준화 외에
방송분야 전반에 걸친 능동적인 협력과 서

동 및 국가적 지원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가능할 것이다.

비스 개발 및 표준화가 필요하며 특히
JTC1/SC29, ITU등을 통한 동영상 부호화

○ 이를 위해 국내 업계, 학계, 연구소에서 개

관련기술, DAB등을 통한 음성 및 데이터

발한 기술의 발굴과 외국의 관련 단체, 포

방송 기술과 ATSC, DVB, TV-Anytime을

럼과의 협력 강화 및 국제표준 전문가 육성

통한 양방향 서비스 기술등은 우리나라가

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세미나 개최 등이

경쟁력 있는 분야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된다. 표준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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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산업
정보표준과 사무관 정광화
02)509-7336

1. 정보기술의특성

정보의 On-Line 상 유통시 시스템의 보안, 오
작동, 파손 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진다.

정보기술은 전기, 기계, 금속, 화공 등 일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IT는 경제성장의 견인차

산업분야와 달리 여러 관점에서 다른 특성을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OECD 회원

가지는데 첫 번째 특징은 정보기술은 공간적

국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GDP의 50% 이

거리와 시간적 격차를 없애버린데 있다 즉 전

상이 IT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세계를 지구촌이라 불릴 수 있도록 가깝게 만
들었으며 지구 반대편에까지 실시간에 정보전

2. 정보기술을둘러싼 환경의 변화

달이 가능토록 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둘째 산업화의 에너지원은 동력이나 정보화

혁신적인 기술의 융합화, 기술개발 시스템의

의 에너지원은 IT를 들 수 있으며 셋째 고급

변화, Global Standard의 급부상, 후발국의 기술

정보의 표현, 가공 및 유통이 가능토록 한다.

개발 확대 등 2002년도 들어서 정보기술을 둘

즉 음성, 숫자, 문장, 영상, 3차원 좌표 등의 가

러싼 주변 환경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공과 유통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용이하다. 넷

있다.

째 국제적인 정보의 연계성 및 호환성을 위한
단일 표준 제정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즉 사용

혁신적인 기술의 융합화에 필수적으로 대두

문자, 정보의 가공 유통, 송·수신 방법 및 정

되는 것이 정보기술인데 이러한 정보기술은

보기기간 상호접속 방법 등의 통일이 필요하

전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응용기술과

다. 다섯째 정보유통의 보안과 높은 수준의 시

BT, NT 등 차세대 신기술과 융합기술을 통해

스템 신뢰성 요구된다 즉 금융, 기밀 등 주요

차세대 기초기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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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차세대 원천 기초기술 확보를 위

3. IT산업현황

해 정보기술과 접목 가능한 IT융합기술 개발
에 전력투구

세계 IT 시장 규모를 보면 S/W시장 규모는
적으나 큰 성장률이 전망되며 반도체 경기 및

또한 IT는 기술개발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

PC시장은 ’03년 이후 회복 예측된다.

고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등 IT강

특히 반도체시장 증가율은 아래의 표에서 알

국들은 기초연구 강화 및 새로운 네트워크 형

수 있듯이 불안정하지만 매년 지속적인 성장

성으로 바이오 기술, 나노기술 등 타 첨단기술

을 하고 있다.

과의 융합을 통한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
는 시스템의 구축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국내 IT 시장 규모는 상반기 국내 IT산업은
수출과 투자확대보다는 내수시장 성장에 힘입

그리고 IT는 Global Standard의 급부상을 불

어 회복기미를 보였으나 세계 경기침체 등으

러오고 세계 각국은 기술패권주의 입장에서

로 본격적인 회복은 불투명한 속에 2003년 올

기술을 국가 경쟁력 및 대외 협상력 강화의

해 국내 IT생산은 전년대비 18.7% 증가하고

수단으로 간주하여 자국 표준의 Globa화
l 를통

IT수출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분석

한 국제시장 점령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되었다.

< 전세계 IT시장 전망(최종소비자 지출액 기준) >

(10억달러)

구분

’00

’01

’02

H/W

378

329

334

S/W

82

81

86

IT SVC

517

554

603

Telecom

1,283

1,384

1,504

계

2,260

2,348

2,527

※ 자료 : 가트너 데이타퀘스트(2002.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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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생산 및 수출 동향 >
구

연간실적
분

생 산
수 출

(생산:조원, 수출:억불)

’00

’01

’02

’03

IT산업

145.3

150.3(3.4)

187(24.4)

222(18.7)

전체산업

1,723

1,504(△12.7)

1,620(7.7)

1,867(15.2)

IT산업

512

384(△25.0)

463(20.5)

565(22)

ㅇ 전체 IT생산 및 수출에서 중소·벤처기

4. 우리의IT기술 수준

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여 국민경제
에서의 역할 증대

IT관련 H/W, S/W 분야 기술 수준은 미국,

※생산비중:25.3%(’01)→30%(’03), 수출
비중: 26.8%(’
01)→30.2%(’03)

일본 등에 비하여 평균 70% 수준이며 기술격
차는 2~3년 뒤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반도

< IT강국 대비 우리의 기술수준 >
구

기술
수준

기술
격차

본체

55.6

4.6

- 본체부문과 설계기술은 미국, 일본 등의 기술수준 55.6%
로 다소 뒤떨어져 있으며 기술격차는 4.6년

주변기기

83.6

1

- HDD, DVD드라이버 등의 보조기억장치와 고해상 대형모
니터 등 주변기기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통신기기

77

1.6

- 이동통신, 위성통신 기술은 다소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데이터 전송 및 교환기술은 경쟁력이 떨어짐

통신망 기술

77.6

1.6

- 통신망 및 관련 응용기술은 다소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영상분야

86.7

1

- 영상기기분야는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음향
기기 분야는 미, 일 등에 비해 기술격차가 3.5년 정도로
뒤져있음

70

2.1

- 소프트웨어 응용분야 및 생산 관련 분야는 경쟁력이 있
으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는 미, 일 등에 비해
기술격차가 4.1년 정도로 뒤져있음

분

컴퓨터

통신및
통신망

S/W분야

※자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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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이동통신 등 제한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미

다루는SC37(생체인식정보)를 신설함으로써 18

국, 일본 등과 대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의 SC를 구성하게 되었고 회원국 수는 2003.
12월말 현재 P-Membe로
r 는 우리나라를 비롯

5. IT표준화동향

하여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25개국이며 OMember로는 북한을 비롯하여 그리스, 브라질,

IT분야 국제표준화 조직인 JTC1은 1987년 설

인도 등 42개국이다.

립된 이래 급변하는 정보 기술의 발전에 적극
적으로 잘 대응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

그리고 관련 국제규격 수는 JTC1 1,415종,
ISO 364종, IEC 701종 등 총 2,480종이다.

지문인식, 음성인식, 홍채인식 등의 표준화를
< JTC1 조직 >

ISO

IEC
JTC1

SC2 문자코드

SC23 기록매체-광디스크
카트리지

SC31 데이터 인식

SC6 정보통신기술

SC24 컴퓨터 그래픽스

SC32 데이터 관리서비스

SC7 소프트웨어

SC25 정보기기 상호접속

SC34 문서기술 및 처리언어

SC11 기록매체-플렉시블
자기매체

SC27 정보보안기술

SC35 사용자 인터페이스

SC17 식별카드

SC28 사무기기

SC36 교육정보

SC22 프로그래밍 언어

SC29 멀티미디어 부호화
표현

SC37 생체정보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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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위원회 회원국 현황 >
구

분

국 명

및

기 관 명

P
members

USA(ANSI), Australia(SAI), Belgium(IBN), Canada(SCC),
China(SAC), Czech Republic(CSNI), Denmark(DS),
Finland(SFS), France(AFNOR), Germany(DIN), Ireland
(NSAI), Italy(UNI), Japan(JISC), Kenya(KEBS), Korea,
Republic of(KATS), Malaysia(DSM), Netherlands(NEN), New
Zealand(SNZ), Norway(NSF), Saudi Arabia(SASO),
Singapore(SPRING SG), South Africa(SABS), Sweden(SIS),
Switzerland (SNV), United Kingdom(BSI) ( 25 개국)

O
members

Argentina(IRAM), Austria(ON), Brazil(ABNT), Bulgaria(BDS),
Colombia(ICONTEC), Cuba(NC), Cote-d’
Ivoire(CODINORM),
Ecuador(INEN), Egypt(EOS), Estonia(EVS), Ethiopia(QSAE),
Greece(ELOT), Hong Kong, China(ITCHKSAR), Hungary
(MSZT), Iceland (IST), India(BIS), Indonesia(BSN), Iran,
Islamic Republic of(ISIRI), Israel(SII),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CSK), Lithuania(LST), Luxembourg(SEE),
Malta(MSA), Mexico(DGN), Mongolia(MASM), Morocco
(SNIMA), Peru(INDECOPI), Philippines(BPS), Poland(PKN),
Portugal (IPQ), Romania(ASRO), Russian Federation(GOST
R), Serbia and Montenegro(ISSM), Slovakia(SUTN),
Slovenia(SIST), Spain(AENOR), Thailand(TISI), Tunisia
(INORPI), Turkey(TSE), Ukraine (DSSU), Uruguay(UNIT),
Viet Nam(TCVN) ( 42개국 )

Internal
Liaisons

IEC/TC100, IEC/TC45, ISO/TC37, ISO/TC39, ISO/TC46,
ISO/TC46/SC4, ISO/TC68, ISO/TC68/SC2, ISO/TC145, ISO/TC154,
ISO/TC159/SC4, ISO/TC171, ISO/TC184, ISO/TC204, ISO/CASCO
(15개 기관)

회

원

국

협
력
기
관

46

Category A Liaisons
Category
B
Liaisons

기술표준 ● 2004·2월호

CCE, ECMA, ITU (3개 기관)
APO, BIS, CEPT, CERN, EPO, EWICS, IATA, ICAO, ICSTI, OMD,
SGML UG, SITA, SWIFT, UN ESA, UNCTAD, UNECE, UPC, WIPO,
WMO (19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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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규격 현황 >
기구명
JTC1

ISO

TC

SC

1(정보기술용어)

20

국제규격수

비고

433
2(문자코드)

49

6(정보통신기술)

272

7(소프트웨어)

71

11(자기 기록매체)

85

17(식별카드)

46

22(프로그래밍언어)

69

23(카트리지 기록매체)

34

24(컴퓨터 그래픽스)

42

25(정보기기 상호접속)

61

27(정보보안)

54

28(사무기기)

22

29(멀티미디어 부호화)

76

31(데이터 인식)

22

32(데이터 관리)

35

34(문서프로세싱 언어)

26

35(사용자 인터페이스)

18

36(교육정보)

0

37(생체인식 정보)

0

13(우주데이터 및 전송)

31

46(문헌정보)

87

68(금융정보)

61

130(그래픽 기술)

43

154(무역 데이터)

18

159(인간공학)

5

171(문서영상처리)

64

184(산업자동화시스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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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과소관
타과소관

●

기술표준동향

47

시책논단~업무계획 2004.3.23 5:34 PM 페이지48

기구명

IEC

TC

SC

국제규격수

204(교통정보)

28

211(지리정보)

14

215(의료정보)

12

1(전기용어)

19

3(문서와 그래픽)

29

13(전기에너지측정 장비)

32

16(인간과 기계 인터페이스)

6

38(계기용변압기)

8

46(통신 및 신호용 케이블)

146

65(공정제어)

122

80(해상항해 무선통신)

39

93(설계 자동화)

15

100(오디오, 비디오 기기)

258

103(무선통신용 송신기)

27

계

비고

2,480

6. 분야별국제표준화 활동현황

나. SC6(정보통신:Telecommunicationa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가. SC2(문자코드:Coded Character Sets)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교환은 더 빨라지고
문자코드 표준의 개발에 대한 시장의 요구

있으며, 멀티미디어 QoS 속성을 가진 데이터

는 아직도 강하며 특히, 인터넷기술의 확산으

교환 장치들이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로 인해 일반인들도 ISO/IEC 8859와 같은 규

SC6에서 개발된 규격들은 속도의 증가와 양질

격을 사용해야 함에 따라 사용자와 개발자간

의 서비스에 도전을 받고 있어 Ethernet 속도

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SC2 규격을 손쉽게 이

는 10 Mbps에서 1000 Mbps로 증가하였고

용할 수 있도록 문자코드 스키마 분류체계 등

LAN은 연간 20조 달러로 추정되는 시장을 가

을 정비하고 있다.

지고 있는 주요 산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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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LAN에 있어 새로운 규격은 10 Gbps

Engineering Standards)와 같은 전문적인 작업

수준이며, 무선 LAN 규격은 주요한 세계 시

에 참여하는 SC7의 활동적인 참여자들로 평가

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될 것이며 표준화에 대한 JTC1 절차에 포함되

또한 IP 네트웍을 통해 PSIN 신호를 교환하는

어 있는 모든 도구를 최적으로 이용하여

것은 미래의 성장분야이며, IP 전화통신과

INCOSE, IEEE Computer Society와 협력작업

PSIN 네트웍의 인터네트워킹은 향후 주요 트

추진될 것이다.

랜드가 될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네트웍과 전송 규격에 있어 IETF, ITU-T와
의 효율적인 상호협력 방법 개발의 중요성이

라. SC17(카드 및 개인식별 : Cards annd
Personal Identification)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되었고 인터넷 전화통
신 분야에서는 ETSI, ITU-T, IEFT, ECMA와

비접촉 ICC인 근접식 카드에 대해 더 높은

의 효과적인 상호협력 방법 개발이 필요하게

data rate가 필요해 짐에 따라 ISO/IEC 14443-

되었다.

2, 3, 4에 대한 개정 투표가 진행중이다.

특히 ECTP(ETRI 주축으로 진행 중) 규격

그리고 biometric와
s Scope 중복 문제를 해결

개발(www.ectp.etri.re.k이
r) 우리나라의 주도로

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plenary meeting에서

한창 진행중에 있다.

미국에 의해 biometric에
s 대한 NP가 공식적으
로 제기 되었으며, 그 이후 구성한 WG11과의

다. SC7(소프트웨어 : Software and System
Engineering)

Scope 중복 부분을 조정한 결과 SC37과
Liaison를 맺게 되었다.

앞으로 더욱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복잡한

마. SC22 (프로그래밍 언어 : Programming

정보 시스템이 빠르게 개발될 것이며 이런 소

Languages, their Environments and Systems

프트웨어 집중적인 시스템은 우리 사회에서

Software Interface)

보다 더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 뿐 아

POSIX에 대한 환경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니라, 재사용이 가능한 요소들을 위한 시장의

있으며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

구체화가 요구될 것이다.

는 사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이 정확히 적용되도

특히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
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ISESS (nternational
Symposium

and

Forum

on

Software

록 하는 국제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특히 WG4, WG16, WG20, WG21 Conv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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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있었다.
바. SC11, SC23(기록매체 : Flexible Magnetic
Media for Digital Data Interchange, Optical

다.
아. SC25(정보기기 상호연결:Interconne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ement)

Disk Cartridges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의 표준화된 시스템
디지털 데이터 상호교환 제품 시장은 해마

구조가 받아들여진다면 시장은 보다 빠르게

다 증가하고 있으며, 네트워킹, 인터넷의 증가

발전될 것이며 IEC에서 개발된 요소들이 최대

로 데이터 저장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 이용될 것이다. 따라서 표준이 특정 기업의

특히, DVD-ROM Driver와 CD R/RW Driver
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ECMA와 일본
NB를 통한 Fast-Track으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익을 위한 시장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도 방
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작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NWIP와 CD 투표
를 동시에 진행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
며 회의를 대체하기 위한 전자적 방법 이용과

사. SC24(컴퓨터 그래픽스 : Computer

fast track 절차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Graphics and Image Processing)
자. SC27(정보보안기술 : IT Security
SC24의 주요 시장은 Web을 이용한 E-

Techniques)

Commerce와 E-Business, Entertainment and
Games, Graphic Intensive Application등을 들

SC27 뉴스레터를 6개월마다 발간하고 있으

수 있다. 국제규격으로는 인터넷 프로토콜과

며“사용중인 SC27 규격”
에 대한 워크샵을

인터페이스 규격개발이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2003년 5월 개최하였다.

multi-vendor, cross-platform cross-application
data 상호교환 포맷 개발이 추진중에 있다. 특

차. SC28(사무기기 : Office Equipment)

히 VRML 규격을 발전시키기 위해 Web3D
community와 계속 협력중에 있으며 그리고

OEM 업체, 작은 업체들로(잉크, 토너 재보

SEDRIS 기구와의 상호 협력작업 유지되고 있

충 업체)부터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SC28

고 Environmental representation 분야에서의 새

의장을 연간 단위로 지명하게 하였고 간사국

로운 작업(SEDRIS EDCS, SRM)과 Virtual

과 의장을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이양하였다.

Reality modeling language 개발도 진행중에 있

특히 2003년도 회의를 한국의 제주도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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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일본과 Co-host하였다.

록 각 NB에서 국가 인프라스트럭쳐를 구축하
도록 촉구하고 있다.

카. SC29(멀티미디어 부호화표현:Coding of
Audio,

Picture,

and

Multimedia

and

Hypermedis Information)

파. SC32(데이터 관리 서비스 : Data
Management and Interchange)
HW, SW의 급격한 발달과 인터넷 응용의

차세대 디지털 still/movie 카메라의 주요 기

증가로 SC32의 market requirement가 발생되었

술로 JPEG 2000과 Motion JPEG 2000이 유망

으며, data의 구조와 의미를 표현하는 meta-

해졌으며 이 표준은 핸드폰, PDA, 디지털 무

data 레지스트리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대되

비 카메라, 감시 시스템 등에 MPEG-4 Visual

고 있다.

이 널리 이용되게 되었다.

SQL database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강하고

MPEG-7이 멀티미디어 검색 도구를 위한

EDI와 e-commerce 제품에 대한 시장 요구가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증가하고 있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잘 정

SC, WG 웹사이트와 정보기술 분야의 협력을

의된 새로운 프로젝트에 경주하고 있으며

통해 표준화 작업의 진행중에 있다.

SC32 총회 이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총회에
recommendatio을
n 충분히 준비하는 작업을 하

타. SC31(데이터

인식

: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niques)
RFID의 이용으로 인한 SC31은 더 넓은 분
야의 응용들을 개발중에 있으며 OCR A&B에

고 있고 아울러 WG은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
기 위해 전자적 미팅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하. SC34(전자문서 처리언어(Document
Description and Processing Language)

대한 maintenanc가
e 필요하게 되었다.
관심 있는 다른 기관들과 효과적인 Liaison을

SGML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결성하였고 전세계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 적

W3C 모델과 같이 표준에 대해 개방적이고 자

합한 아이템 인식을 다루는 AIDC 이용을 지

유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어 이와 같은 모델

원하기 위한 안정된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였

이 JTC 1에 의해 빨리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

다.

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적절한 규격을 만들어 새로운 e-

최근 SC34의 가장 인기있는 규격(Topic

business에 AIDC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

Map과 같은 것)은 인터넷을 통해 자유로이 이

원하고 있으며 AIDC 규격을 지원할 수 있도

용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개방적 웹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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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상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

그리고 W3C, OASIS와 같은 기구와 Liaison

으며, 특히 EU와 같은 지역단체들은 복합 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XML 산업에 종

화적인 리소스와 환경에 대한 연구에 점점 더

사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도록 IDE-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Alliance 후원의 XML 컨퍼런스와 SC34총회를

있다.

동시에 개최토록 추진하고 있다.

학습자, 교육환경의 다양성 등의 이유로 시
장에서의 높은 상호 운용성과 집중을 위하여

갸. SC35(사용자 인터페이스 : User
Interfaces)

국제표준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주요 분야로는 용어
와 분류법, 구조, 교육 컨텐츠, 교육자 정보, 관

인터넷 응용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시장 요구

리 시스템, 제휴, 평가 등을 들 수 있으며

가 급격히 제기됨에 따라 정보화 사회는 노약

SC36 member는 외부 단체, 컨소시움 등에서

자와 장애자들의 증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력이 나쁜 사람들을 위한 icon과 symbol 지원
의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행정상의 보급을 위한 NB 행정 기관과
협력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표준 제정과 조화

따라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를 위한 Liaison 기관들과 협력을 중히 여기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semantec 표준에 있어 binding of API, protocol,

ad-hoc 그룹의 도움에 의한 효율적 작업관리

coding등을 고려하고 multilingual, multicultural

를 하고 있으며, 전문가 수의 확충을 위한 노

한 부분에 대한 표준화 추진하여 올해는

력을 기울이고 또한 관심있는 새로운 분야에

student identifier에 대한 첫 번째 규격을 발간

대한 유연한 대응과 JTC1에 대한 적극적인

하게 되었다.

contribution을 기대하고 다른 SC, TC들에게
SC35 전문가 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활동에 역

댜. SC37(생체인식 : Biometrics)

점을 두고있다.
생체인식 기술은 안전한 신원증명과 개인을
냐. SC36(교육정보:Learning Technology

확인하는 방법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신뢰할

Business Plan & report on marketing

수 있는 금융 처리와 개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initiatives)

를 위해 필요하게 되었다.
2001.9.11 사건이후 전세계적으로 현저한 관

교육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조 달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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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생체인식 시장은 2004년까지 1조 달러 이

려하여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다른 국제 규격

상, 2006년까지 2조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들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측하고 있다.

의장 지명자로는 Fernando Podio(미국,

그리고 다른 JTC1 SC들(SC17, SC27 등)과

NIST)가 되었다.

ISO TC(TC 68 등), 컨소시움 규격을 개발하
는 기구들(BioAPI 컨소시움, NIST/BC 등), 최

7. IT분야국내표준화 현황

종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국제 기구들
(ICAO 등)과의 강력한 Liaison 관계를 확립하

국내 표준화 조직은 ISO, IEC 정보기술관련

고 있으며 BioAPI와 같은 컨소시움 규격들을

56개 TC/SC에 대응한 36개 전문위원회(전문

국제규격으로 진행하는 가장 빠른 방법을 고

위원수 : 546명)가 구성되었다.

< 정보기술분야 TC/SC 현황 >
구분

총계

ISO

TC

SC

계

P

O

N

계

P

O

N

18

8

6

2

-

10

4

4

2

IEC

20

9

3

5

1

11

2

9

-

JTC1

18

1

1

-

-

17

16

1

0

계

56

18

10

7

1

38

22

14

2

2002년 1월에 38개이던 NEQ 규격 KS X

2003년 말 현재 모두 MOD로 개정하여 100%

0901(정보처리용 연속 전표) 등 38개 규격을

부합화 완수하였다.

< 부합화 현황 >
부 합 화

정 도

KS규격수

부합화
대상 규격수

IDT

MOD

NEQ

1,593

1,457

1,196

261

0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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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규격 정비 및 확충 >

(단위:종)

구분

제정

개정

폐지

확인

계

계획

386

91

20

47

544

실적

378

93

46

45

562

8. 국내표준화활동

술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분야에 6
종의 규격 제안과 MPEG분야에 8건의 기술을

JTC1 총회 등 107회 국제표준화회의에 아국

제안하였고 국제규격 작업중에 있는 생체인식

대표단744명(외부전문가 : 667명, 우리원 직원

관련 규격 3종과 ECTP관련 규격 5종에 대한

: 77명)을 파견하였으며 국제규격에 우리의 기

규격을 연구 검토하였다

< 제안규격 >
규

분 야

54

격

명

(단위:종)

제

안

자

비 고

JTC1/SC25

홈게이트웨이 제2부: 모듈인터페이스
와 프로토콜(Residential Gateway
Rart2: Modular Interface and
Protocol)

한미공동제안
(우리측: 정광모
전자부품연구원)

NP등록

ISO/TC211

3D GIS

장은미(3G코아)

NP제안

JTC1/SC37

생체인식 응용프로그램 적합성 시험
절차 및 방법(Conformance Testing
and Reporting for BioAPI Specification)

김재성
(정보보호진흥원)

NP등록

JTC1/SC37

혈관 생체인식 데이터 변환 포맷
(Vascular Biometric Data Interchange
Format)

최환수
(㈜테크스피어)

NP제안

JTC1/SC37

Multi-Modal Biometric Fusion

소정(한국전자통신연구원)

NP제안

JTC1/SC37

Multi-Modal Biometric Framework

소정(한국전자통신연구원)

NP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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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규격 반영을 위한 제안한 기술 >
분 야

기

MPEG4

영상기반표현압축기술

삼성종합기술원

녹화 선호도 서술구조

KBS/ICU

브라우징 장치지정 서술자

KBS/ICU

컨텐츠 세부내용지정 서술자

KBS/ICU

비디오 영상에 대한 영역선호 서술자

KBS/ICU

객체기반컨텐츠의 객체별 선호서술자

KBS/ICU

오디오재생속도선호 서술자

KBS/ICU

디지털아이템 서술노드의 특정정보 획득을
위한 기본동작함수

KBS/ICU

파일포맷의 데이터 참조방법

ETRI/넷앤티비/픽스트리/강원대

MPEG7

MPEG21

술

내

용

제

안

기

관

특히 올해는 국제의장 및 국제간사 수임이

의장은 JTC1/SC6(정보통신기술) 국제의장 중

있었는데 국제의장으로서는 경북대학교 곽연

앙대학교 김준년 교수를 포함하여 2명으로 늘

식 교수가 ISO/TC215의
( 료정보)의 의장이 되

어났으며 국제간사는 3명으로 늘어났다.

었고 국제간사로서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국제표준화회의

이재영 교수가 IEC/TC100 분과위원회(TA4)

는 IEC CISPR(무선장해 특별위원회)등 14회

의 간사가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표준화 역량

이며 참가규모는 142개국 811명이다.

을 더없이 높인 한해가 되었다. 이로써 IT분야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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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규격 반영을 위한 제안한 기술 >
회의명

회의일자

참가규모

개최지

JTC1/SC22/WG20프로그래밍언어)
(

2.11 ~ 13

6개국 9명

부산

JTC1/SC29/WG1멀티미디어
(
부호화)

3.10 ~ 14

14개국 56명

서울

JTC1/SC24(컴퓨터 그래픽스)

6.19 ~ 2

74개국31명

제주도

IEC/SC47E/WG1반도체센서)
(

6. 2

6개국 42명

과천

IMID 2003 평판디스플레이(FPD)
국제표준화 세미나

7. 1

4개국 134명

대구

JTC1/SC36(교육정보)

9.22 ~ 27

13개국 52명

서울

ISO/TC154(전자문서 교환)

9.10 ~ 12

7개국 17명

서울

JTC1/SC28(사무기기)

10.21 ~ 24

10개국 42명

제주도

JTC1/SC7/WG4소프트웨어)
(

10.20 ~ 24

3개국 6명

서울

IEC/TC77(전기자기적합성)

9.27 ~ 10.3

20개국 136명

제주도

IEC CISPR(무선장해 특별위원회)

9.22 ~ 26

24개국 188명

제주도

IEC/TC68(자성합금 및자성강)

11.3 ~ 5

10개국 30명

대전

11.24 ~ 28

10개국 40명

제주도

12.2 ~ 4

11개국 28명

서울

JTC1/SC6(정보통신기술)
ISO/TC68(금융정보)

국제표준 기술위원회(TC/SC) 가입도 확대하

지위격상한 분야는 IEC/TC65/SC65A공
( 정계

였는데 N-Member에서 O-Member로 지위를

측제어/시스템) 등 11개 분야이다.

격상한 분야는 ISO/TC46/SC11(문서/기록관
리) 등 2개이며 N-Membe에
r 서 P-Membe로
r

올해 국제투표문서는 교통정보와 통제시스

지위격상한 분야는 IEC/TC 110(평판디스플레

템 표준(ISO/TC204) 등 809건을 처리하였다.표준

이) 등 1개이며 O-Membe에
r 서 P-Membe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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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화학산업
정밀화학과 공업연구관 정 의 식
02)509-7262

1. 개 요

기술과 자본 면에서 유리한 선진국이 세계시
장을 지배하고 있고, 특히 핵심기술이라 할 수

정밀화학산업은 전자, 정보, 기계, 섬유, 의
료, 환경, 에너지산업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있는 원제 및 중간체는 세계적인 다국적 화학
기업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재 및 제품을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며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에 의해 고부가가치 제

2. 정밀화학산업동향

품을 생산하는 지식기반 산업으로 창의적 사
고를 지닌 전문인력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산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업이기도 하다. 국내 화학산업 중에서 차지하

대규모의 설비투자에 집중한 결과 양적인 측

는 비중은 약 30%에 이르고 있으나, 선진국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기술

수준과 비교하면 그 비중은 절반 수준에도 못

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정밀화학산업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수준이 매우 취약하여 화학산업의 구조고
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또한 정밀화학제품은 기술상호간의 유사성
이 적고 독특한 용도를 갖는 제품들로 구성되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

어 있어 일정수준의 기술축적 없이는 자체 개
발 및 기술토착화가 어려운 두뇌의존형 산업

국내 정밀화학산업은 선진국들로부터 핵심

이며, 정밀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

원료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 또는

는 신물질 창출에는 막대한 연구비용과 장기

일부 원제 및 중간체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수

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제품의 life-cycl이
e 짧아

직적 분업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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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으로서 수입제품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정밀화학분야의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간체 및 원제의 수입의존도는 60~70%에 달

하고 선진국의 대형업체와 기술경쟁을 할 수

하고 있다.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술컨소시움 등 연
구협력과 연구과제의 대형화가 이루어져야 한

반면, 선진국들은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중간

다.

체, 신물질 분야 등 부가가치 높은 부문에 특
화하고 기술적 차별화에 따른 수평적 분업이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범용상품의 다량 생

다국적 기업들은 초일류기업간에 전략적 제휴

산기술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의 기능성제품

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선진 화학기

을 개발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의 기업

업들은 현재의 기술우위에 의한 독점적인 지

구조 조정이 필요하며, 기초원료에서 정밀화학

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기술개발투자를 가

제품까지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 수직

속화하는 한편, 더욱이 세계시장 지배력을 강

적 통합 체계의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화하기 위해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일관 생산

연구개발 방향을 수행하여야 한다.

체제를 구축하여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주요
시장에서 생산거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
다.

미래 첨단산업인 전자정보통신, 우주항공, 에
너지, 신소재, 생명과학분야의 산업활동이 활발
해지면서 특수한 기능과 성능을 갖는 정밀화

1990년대 들어 국제기구(OECD)의 환경규제

학제품의 수요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독자

움직임이 한층 강화되어 구체적인 국제협약으

적인 기능제품의 고급화는 물론이고, 이러한

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선진국들은 이미

산업분야와의 융합 및 상호작용에 의한 새로

국제적인 규제에 대하여 기술 선점을 해놓은

운 복합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상태로서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후발 국가들의
추격을 따돌리는 수단으로써 국제협약 등 국
제적인 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정밀화학분야 핵심기술기반의 확충
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기능성 제품, 환경
친화적 제품 개발과,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기

국내 정밀화학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술적 파급효과가 큰 신물질 및 정밀화학 중간

대기업의 정밀화학분야 진출이 정체되어 있어

제·원제 개발 등의 핵심기술확보에 대한 지

기업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어려우므로, 산

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

업조직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고 개별기업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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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요소를 공공부문으로 지원하여 공동 활용할

14.1%로 세계시장의 5.4%보다 훨씬 앞서고 있

수 있도록 하부구조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

다. 그러나 원료는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에 의

다

존하고, 생산된 완제품은 대부분 국내에서 소
비되는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인하여 무역

아울러,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구

수지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 들면서 국

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관련 규정들

내 기업들의 정밀화학에 대한 투자로 1997 ~

이 국제무역의 기술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2002 기간동안 수출 평균 증가율이 내수 증가

확실시되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

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해서는 제반 국제환경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

정밀화학 제품 생산구조가 취약하고 신소재

하고, 환경친화성 제품은 물론, 기존공정들을

및 신물질 창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취약한

환경적합형 청정공정으로 개선하는 등 정밀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산업이 공해유발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전
환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 정밀화학산업의 수출·입 규모
는 2003년 9월을 기준으로 할 때 수출이
1,725,923천불이며 수입이 4,749,353천불로

3. 정밀화학산업수급동향

3,023,4308천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
다. 이러한 수치는 2002년 대비 15.2%가 늘어

세계 정밀화학산업 시장 규모는 2003년에 1

난 것으로 정밀화학 분야의 무역역조가 계속

조680억불, 2013년에는 1조7,550억불 수준에 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산업의 기초

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생산액 규모는

소재인 정밀화학 원료 및 제품의 국산화 개발

19조 8천억원(2000)으로 세계 정밀화학산업 시

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알 수

장 규모 9,200억불(2000)의 약 2% 수준에 있으

있다. 표 1에 2002년과 2003년의 정밀화학제품

며 연평균 성장률은 1985~2000 기간동안

수출·입 실적을 나타내었다.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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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밀화학제품 수출·입 실적{2003년 1~9월)
2002년(A)

년 도
품 목

의

약

농

약

염·안료

도료·잉크

화장품·향료

계 면활 성제

접

착

제

사진감광재료

기

타

계

누계

9월

누계

증감율(B/A)
9월
누계

수

출

29,130

233,862

32,065

261,049

10.1

11.6

수

입

81,039

758,737

109,785

883,016

35.5

16.4

무역수지

△51,909

△524,875

△77,720

△621,967

25,811

97,062

수

출

1,176

20,035

1,611

23,449

37.0

17.0

수

입

2,258

64,842

1,901

68,888

△15.8

6.2

무역수지

△1,082

△44,807

△290

△45,439

△792

632

수

출

32,947

308,459

32,773

304,565

△0.5

△1.3

수

입

57,769

534,998

63,139

558,404

9.3

4.4

무역수지

△24,822

△226,539

△30,366

△253,839

5,544

27,300

수

출

16,633

170,061

25,562

209,802

37.2

23.4

수

입

22,053

216,453

27,197

250,521

23.3

15.7

무역수지

△3,420

△46,392

△1,635

△40,719

△1,785

△5,673

수

출

12,691

115,326

18,362

153,264

44.7

32.9

수

입

54,388

543,830

56,408

552,044

3.7

1.5

무역수지

△41,697

△428,504

△38,046

△398,780

△3,651

△29.724

수

출

9,800

89,474

11,186

93,045

14.1

4.0

수

입

10,706

102,458

11,061

96,714

3.3

5.6

무역수지

△906

△12,984

125

△3,669

△1,031

△9,315

수

출

10,573

97,463

10,721

96,856

1.4

△0.6

수

입

10,982

94,742

14,431

117,834

31.4

24.4

무역수지

△409

2,721

△3,710

△20,978

3,301

23,699

수

출

6,825

60,741

8,638

71,867

26.6

18.3

수

입

48,159

423,841

53,528

476,798

11.1

12.5

무역수지

△41,334

△363,100

△44,890

△404,931

3,556

41,831

수

출

51,716

429,088

61,877

512,026

19.6

19.3

수

입

158,449

1,408,141

210,135

1,745,134

32.6

23.9

무역수지

△106,733

△979,053

△148,258

△1,233,108

41,525

254,055

수

출

173,491

1,524,509

202,795

1,725,923

16.9

13.2

수

입

445,803

4,148,042

547,585

4,749,353

22.8

14.5

△344,790 △3,023,430

72,478

399,897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증감액(B-A)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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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와 3에는 국가별 수출·입 현황을 나타내었다.

표 2. 국별 정밀화학제품 수출 실적 (2003년 1~9월)
2002년

년도
국별

(단위:천불, %)

2003년

증 감 율

9월

누계

9월

누계

9월

누계

중 국

38,568

335,885

48,193

411,440

25.0

22.5

일 본

21,882

178,439

23,186

213,960

6.0

19.9

미 국

18,428

168,066

19,207

167,785

4.2

△0.2

홍 콩

10,824

91,061

11,691

94,868

8.0

4.2

베트남

10,440

90,703

11,457

98,110

9.7

8.2

대 만

7,390

60,371

9,644

67,475

30.5

11.8

인도네시아

5,165

59,895

5,621

52,412

8.8

△12.5

태 국

4,225

37,225

4,841

39,929

14.6

7.3

말레이지아

3,838

31,902

3,987

30,235

3.9

△5.2

필리핀

1,954

15,578

3,382

32,345

73.1

107.6

싱가폴

933

7,794

3,058

23,864

227.8

206.2

이탈리아

1,985

28,223

3,045

26,568

53.4

△5.9

독 일

3,125

23,765

2,993

20,786

△4.2

△12.5

멕시코

3,291

32,668

2,931

23,103

△10.9

△29.3

네덜란드

2,358

23,878

2,734

22,888

15.9

△4.1

인 도

1,732

29,067

2,166

16,278

25.1

△44.0

파키스탄

1,406

14,556

1,762

16,754

25.3

15.1

벨기에

3,084

13,983

1,712

15,473

△44.5

10.7

영 국

893

9,068

1,592

11,127

78.3

22.7

기 타

31,970

272,382

39,593

340,523

23.8

25.0

계

173,491

1,524,509

202,795

1,725,923

16.9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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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별 정밀화학제품 수입 실적 (2003년 1~9월)
2002년

년도
국별

증 감 율

9월

누계

9월

누계

일 본

153,041

1,347,738

183,848

1,569,828

20.1

16.5

미 국

81,648

822,959

108,890

878,833

33.4

6.8

독 일

36,748

309,368

51,994

416,351

41.5

34.6

프랑스

29,644

244,993

29,860

279,820

0.7

14.2

중 국

21,750

189,009

27,872

167,890

28.1

△11.2

영 국

14,308

176,708

20,592

181,930

43.9

3.0

이탈리아

13,861

146,625

15,481

213,833

11.7

45.8

벨기에

5,308

53,588

11,934

115,123

124.8

114.8

싱가폴

7,964

97,963

11,244

103,224

41.2

5.4

스위스

10,019

76,411

8,827

67,684

△11.9

△11.4

네덜란드

6,141

51,758

7,972

69,220

29.8

33.7

호 주

4,677

43,786

5,753

53,983

23.0

23.3

말레이지아

2,203

21,951

3,927

37,692

78.3

71.7

대 만

2,294

22,042

3,060

26,237

33.5

19.0

스페인

572

7,997

3,014

22,569

426.9

182.2

인 도

3,970

23,442

2,498

25,560

△37.1

9.0

덴마크

5,027

34,878

2,199

17,464

△56.3

△49.9

스웨덴

2,476

21,991

1,872

15,282

△24.4

△30.5

인도네시아

2,685

20,378

1,553

21,081

△42.2

3.4

기 타

41,467

436,050

45,192

465,749

9.0

6.8

445,803

4,148,042

547,585

4,749,353

22.8

14.5

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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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와 3을 살펴보면, 정밀화학제품 관련 수

규격 부합화 대상 한국산업규격은 848종이고,

입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 일본

그 중 일치규격 774종, 동등규격 65종이며 불

과 미국이 전체의 51.5%를 차지하고 있다. 반

일치 규격은 9종이다. 현재, 정밀화학 분야의

면에 수출은 중국이 전체의 23.8%, 일본과 미

국제 규격은 954종으로 부합화 및 부합화 대상

국이 22.1%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을

848종을 제외하고 106종이 한국산업규격으로

대상으로 하여 전체 정밀화학 관련 제품의 무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중 국내 여건 및 규격

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수입이

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국제 규격의 한국산업

2,448,661천불이고 수출이 381,745천불로 무역적

규격으로의 직도입을 선별적으로 추진할 계획

자가 2,066,916천불을 나타내어 전체 무역수지

이다.

적자의 6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산업규격과 더불어 정밀화학분야 KS 심

정밀화학분야의 기술 취약성을 나타낸다고 하

사기준은 총 183종이 제정되어 있으며 2003년

겠다.

에 신수요 품목인『도로표지병』
등 5종의 심사
기준을 제정하였으며, 13종의 심사기준 개정과

4. 표준화동향

인증 업체가 없는 79종의 심사기준을 폐지하
는 등 대폭적인 정비를 하였다.

가. 국내표준화 활동

또한, KS인증 표시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로
겨울철 차유리 세정액의 동결로 인한 소비자

정밀화학과에서는 도료, 염·안료, 유지 및

불만 및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차유

계면활성제, 광유, 공업약품, 사진, 일용품 등의

리 세정액 및 부동액 등 3품목에 대하여 35업

규격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3년 말 기준 정밀

체 43종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하여 인증

화학 분야의 담당 KS규격은 총1,865종으로 전

취소 3업체 등 12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

달규격 63종, 방법규격 877종, 제품규격 925종

하였다.

이다.

규격의 관리 뿐 만 아니라 규격 제정 필요성

2003년도에는 제정 233종, 개정 259종 등 492

이 있는 분야 및 업계의 요구, 사회적 수요가

종의 한국산업규격을 제·개정하였으며, 폐지

많은 공공재적 표준의 개발을 위하여 3건의

및 확인을 포함하여 555종의 규격 관리 업무를

표준화 경상연구 및 4건의 산기반 표준화 과

수행하였다.

제를 수행하여 11종의 규격에 대하여 제·개

국제규격 부합화율은 2002년도의 96.1%에서

정을 진행하고 있다.

2003년 98.9%로 향상되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또한, 표준화 규격 개발을 위하여 9건의 표

거두었다. 2003년 현재 정밀화학 분야의 국제

준화용역사업을 실시하여 206종의 규격을 제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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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우리 규격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규격 심의 및 검토를 위하여 산업

일본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작성한
『도막의 부

표준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표준기술연구회를

착성 및 부식실험을 위한 도막절단 방법』
을

통해 50회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고, 300

TC35(도료 및 바니시)에 신규 규격 제정을 제

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정밀화학 분야의 표

안하여 회원국간의 비교 실험이 진행 중에 있

준화 추진에 기여하였다.

으며, 표준화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피치의
연화 점 측 정 방법 (Mettler Method)』을

나. 국제표준화 활동

TC47/SC7(화학/탄소재료)에 제안하여 현재
전문가 그룹에서 수정(안) 작성 중에 있다.

국제표준화의 선도적 역할을 위하여 2003년

국제규격의 투표문서 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도 10월에 화장품 분야인 TC 217의 총회를 제

183건의 규격을 접수하여 166건에 대하여 투표

주도에서 개최하여 20개국 50명이 참가하여 화

를 실시하였고, 17건은 검토 중에 있다.

장품 분야의 국제규격 제정에 대한 심도 있는

NT, EM, GR 등 기술평가 및 시험분석에서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화장품 관련 신기

2002년보다 많은 접수신청을 받아 평가를 수행

술 및 기능성제품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

하였으며, 업체에서 하기 어려운 41건 350항의

행할 계획이다.

정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EU의 새로운 기

표준화 국제회의에는 사진분야, 도료분야, 화

술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신화학물질관

장품분야 등 3개 분야에 3회 6명이(민간전문가

리정책(REACH)」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

3명) 참가하여 아국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고, 「도료·도장 기술심포지엄」등 산업계의

회의를 통하여 얻은 국제표준화 동향 및 국제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산업의 정보 등을 국내 업계에 보급하고 해당

최신 기술 및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심도있

분야의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에 참조하였다.

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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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탐방-(주)피플스
(주
피
플

건강 실버용품 제조업체 (주) 피플스

스
기술표준정보과 행정사무관 이덕웅

예로부터 쓰임새가 다양했던 옥과

일의 찜질기 생산과 ㈜피플스 찜질기

숯. 그 효능은 이미 일반인들에게도

를 만나는 모든 소비자의 만족을 경영

널리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옥과 숯

방침으로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생산성

을 사용한 건강제품 제조업체들이 우

향상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후죽순처럼 생겼다가 사라지곤 한다.

현실에 맞는 건강 의료기구들을 공급

이런 업체현황 속에서도 소재 하나하

하여 왔다. 이제 ㈜피플스는 고객의

나에까지 건강친화적인 재료만을 엄선

성원과 격려속에서 보다 더 발전된 세

하여 사용함으로써 고품질의 제품만을

계적인 피플스가 되기 위해 전 임직원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있어

이 함께 노력하고있다. 다음은 엄윤문

찾아보았다.소비자 만족의 최고제품

대표이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생산과 서비스, 직원이 자랑스러워하
는 회사를 지향하는 (주)피플스(엄윤
문 대표이사)가 바로 그곳이다.
1998년에 창립한 ㈜피플스는 건강의료
기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고객들
의 성원과 호응속에 나날이 성장, 발
전하고 있습니다.㈜피플스는 세계 제

제품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
니다.
(주)피플스는 타사에 비해 보다 다양
한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추천할
만한 상품으로는 허리 뜸질기 제품과
황토 천연옥 찜질기를 꼽을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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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탐방-(주)피플스
업
체
탐

다. 이 제품은 한국 전통의 온돌방 원
리를 응용 개발하여, 고객에게 만족과

방

기쁨을 드리고져 열심을 다하고 있으
며, 허리 뜸질기는 친환경적 제품으로
서 우리 몸에 밀착하여 통증의 부위에
원적외선을 방출함으로서 통증을 완화
하여 이용고객의 만족을 사고 있습니

엄윤문 대표이사

다. (주)피플스제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편안합니다. 본체를 2㎝간격으
로 정밀하게 봉제하여 천연옥가루를 분
리삽입하였으므로 내용물의 쏠림이 없
고, 곡면인 인체부위에 골고루 밀착되
므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합니다. 의료기기제조업
허가업체인 (주)피플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는 EMI유해전자파검사필, 온도

넷째, 세계적인 품질력을 인정받았
습니다. 영국의 ISO규격 인증기관인
CCAS로부터 ISO14001 (환경경영시스
템)의 인증을 획득하여 세계적인 품질
력에 환경을 생각하는 피플스의 기업
정신을 담았습니다.

(주)피플스제품의 사후관리(A/S는?
)

감지센서 2개씩 내장(온도과승방지)되

저희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

어 있으므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

우에 PL 보험을 통하여 보상함은 물

습니다.

론 사후 관리까지 고려하여, 항상 친

셋째,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인체
에 유익한 음이온, 원적외선이 다량
방출되는 바이오 세라믹, 황토, 참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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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실버용품 제조업체
(주
피
제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시에

외 바이어 개척에도 힘쓸 생각입니다.

상담을 통해 문제를 찾아 해결해 드립

이미 일본에서 우리제품에 관심을 보

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항

여 발주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새

상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이 갈 수 있도

로 개발한 제품에 견본이 요청된 상태

록 고객의 만족을 위해 앞으로 더욱

입니다. 또한 중국 시장을 비롯한 동

노력하겠습니다.

남아 지역에도 시장 개척에 들어간 상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플
스

태이므로 향후 비젼과 전망은 매우 밝
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피플스는

지금까지는 국내 마케팅을 위주로

건강실버용품 전문 제조회사인 만큼

사업을 구상하고 실버 산업에 함께 동

중국시장을 활성화하고 제3국에 직접

참하였으나, 현재 해외시장에서 저희

수출을 목표로 외화 획득과 경제 발전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임으로서 앞으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

로 향후 전망은 수출용품 개발 및 해

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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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무선통신
기술표준총괄과 전문위원 홍귀현
02)509-7396 parpeh@ats.go.kr

신규 소프트웨어만으로 무선표준 간의 전환
이 가능한 무선통신이 등장하고 있다.

한 유용성을 제공한다. 스마트 무선통신 기술
에 기초한 이동전화는 예를 들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는 이동전화 표준간 전환이

이동전화, 소방관의 워키토키 또는 랩탑 컴

가능하다. 이동전화 기지국들은 신규 무선표준

퓨터의 Wi-Fi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무선통신

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용이하게 재구성될 수

은 공중에서 원천 신호를 획득하여 이를 유용

있다. 스마트 무선통신은 또한 재난복구 시에

한 정보 스트림으로 변환한다. 이러한 변환은

여러 비상대책 기관 또는 다국적군간에 사용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되는 무선통신 표준간의 호환성을 보장할 수

전용 신호처리 칩에 의해 시행된다. 그러나 충

있다.

분한 처리 역량을 감안하면, 하드웨어보다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동일 업무를 처리할 수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은 비용이 많이 든다.

있다. 이는“부품교체가능”또는“스마트”무

전용 표시처리 칩은 각 용도에 맞게, 또한 일

선통신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 무선통신

반 용도의 마이크로프로세서보다 훨씬 적은

(SDR)”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간

전력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범용

단하게 신규 소프트웨어를 장착함으로써 무선

칩은 소형화, 저렴화 및 보다 강력해지고 있으

통신간 전환이 가능하다.

므로, 스마트 무선통신은 전원 사용이 제한적
인 이동기기에서도 점차 실용화되고 있다.

카멜레온과 같은 이러한 전환 능력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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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무선통신은 신규 무선기술의 확산에

가능한 이유는 Sandblaste가
r 신호처리에 최적

따라 더욱 의미를 갖게 되며, 단일 기기가 지

화되어 있고, 여러 상호배치 프로그램을 동시

원할 것으로 기대하는 무선통신 표준 수가 증

에 운영할 수 있는 고효율 “멀티-스레드

가하여, 요구되는 전용 무선통신 칩도 증가하

(multi-threaded”설계
)
때문이다. 3G 프로토콜

게 될 것이다. 랩탑 컴퓨터의 무선 데이터 카

중 하나를 지원하려면 칩이 다중 스레드

드는 다양한 무선 표준, Wi-Fi 무선 지역 네트

(multiple threads)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워크 표준, 이동전화의 컴퓨터 연결에 사용되

GSM과 블루투쓰와 같이 더 간단한 표준은 한

는 근거리 기술인 블루투스 등을 지원해야 할

개 스레드만을 요구한다. 칩이 단순 업무를 수

것이다. 3.5G, 4G, WiMax 및 802.20과 같은 신

행하는 경우에 전력 소비는 감소한다. 목표는

규 표준들과 함께, 스마트 무선통신은 유연성

칩의 전력 소비가 전용 신호처리 칩의 전력

과 호환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들은 수년간의

소비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다.

실험을 마치고 시장에 출시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도전적인 주장이지만 진지하게 받아들

스마트 칩

여지고 있다. 샌드브리지사는 지멘스 및 인피
니온사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 초 칸느에

미국 샌드브리지 테크놀로지사는 내년에

서 개최된 3GSM 무선 회의에서 Wi-Fi 무선

Sandblaste라
r 불리는 신규 스마트 무선통신 칩

통신 기능을 갖춘 견본 칩을 시연하였다.

을 출시할 계획이다.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장

Sandblaster 칩은 미국, 한국, 일본에서 사용되

착함으로써, 이 칩은 GSM, CDMA 무선 표준,

는 CDMA 표준과 그 외 지역에서 지배적인

각“3세대”표준, W-CDMA 및 CDMA 2000,

GSM 표준에서 모두 운용이 가능한 이동 전화

Wi-Fi, 블루투쓰, 다양한 무선 표준 등을 지원

에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또한 Wi-Fi 기능을

할 수 있다. Sandblaster는 예를 들어 W-

갖춘 기업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가능

CDMA와 블루투쓰와 같이, 하나 이상의 표준

케 할 수 있다.

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한 개의 스마
트 칩은 여러 개의 전용 칩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샌드브리지사와 다른 기업들의 스마
트 무선통신 칩은 우선 3G 핸드셋 제작에 사

낮은 전력을 사용하면서도 이러한 기능이

용될 것이다. 유럽에서 채택된 3G 표준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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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는 기존 GSM 기술과는 전적으로 다르

나이다. 이 기업은 특수 설계된 스마트 무선통

므로, 3G 핸드셋은 3G 외의 분야도 수용하도

신 칩 PC102와 그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에 기

록 두 무선통신 표준간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초한 3G/W-CDMA 기지국을 구축하였다. W-

이는 현재 다중 무선통신 칩을 사용하여 가능

CDMA의 고속 업그레이드인 HSDPA는 소프

하지만, 이“이중 모드”설계는 스마트 무선통

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추가될 수 있다. 이 기업

신에도 이용될 수 있다.

은 CDMA2000, 802.16(고정 무선 프로토콜)과
중국이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3G 기술 TD-

또 다른 동기는 3G 표준이 아직도 개발 중
이라는 사실이다. W-CDMA는 매년 변화하고

SCDMA와 같은 추가 프로토콜의 지원을 위한
신규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다.

있지만, 칩에 응용하기까지는 2년이 소요된다.
스마트 무선통신에 기초한 핸드셋은 신속하게

유연성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지국 구

고안되고 송신매체에 의해 핸드셋으로 전달될

축은 신규 프로토콜이 등장하거나 기존 프로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

토콜을 갱신할 경우, 업그레이드를 위해 기술

다. 이 방식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에 수

자를 파견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운영자

많은 핸드셋을 리콜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

들은 상호운용성, 버그 퇴치, 구식화, 신규 특

므로 네트워크 운영자들의 흥미를 끈다.

장점에 대해 우려하므로 기지국의 소프트웨어
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투자 가치가 가능한

일부는 스마트 무선통신의 장점은 핸드셋보

오래 지속되기를 원한다. 앞으로 운영자들은

다 오히려 무선 기지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크

용도에 따라 기지국을 재구성하도록 선택할

기 및 전력의 제한으로 인해 이 기술이 무선

수 있으므로, 하루 중 일부 시간대에는 더 많

통신 인프라에 먼저 적용된 다음 핸드셋에 사

은 데이터 용량을 제공하고 다른 시간대에는

용되겠지만, 혜택은 유연성으로 동일하다. 사용

더 많은 음성 용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들은 무선 표준의 발전에 따라 2년마다 갱

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최대 장점은 주기적으

신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로 변경되는 표준의 폭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기반 방식은 여러 무선표

영국의 PicoChip는 스마트 무선통신 기술을

준들이 공존하는 미국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

이용하여 무선 기지국을 구축하는 회사 중 하

다. 일부 운영자들은 네트워크에서 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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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MA 및 GSM 등 3개의 다른 표준을 사용

무선통신에 여러 부품들을 요구하는 비호환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지국에서 운영자들은

무선통신들을 대체함으로써 유지비용을 감소

자동적으로 수요에 의존하는 표준간에 채널을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적 작전에서 사용

재배치할 수 있다.

하기 위하여 JTRS를 영국 및 기타 국가에서
사용되는 군대 무선통신과 호환을 가능하게

소프트웨어 기반 기지국은 더 안정적일 것

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으로 예상된다. 기존 기지국은 신호처리 회로
의 비트를 연결하는 수백 개의 동축케이블을

상호운용성은 또한 공공 치안 분야에서도

갖추고 있다. 이 회로들을 강력한 컴퓨터로 대

우선 고려 사항이다. 미국에서도 시 경찰이 소

체하고, 소프트웨어가 이를 대신 처리하면 회

방 당국, 국가 경찰 또는 연방 기관과 통신이

로가 과열되거나 식을 때의 문제 발생 가능성

불가능한 경우는 흔하다. 현재 일반적인 방식

은 낮아진다.

은 단일 무선통신 채널로 표준화하는 것이지
만, 이는 역량을 제한하고 명령 체계를 방해한

스마트 무선통신의 진보

다. 2001년 테러 공격의 영향으로, 무선통신 상
호운용성은 미국 국토안보부에 의해 우선 고

스마트 무선통신은 우선 군대에서 광범위하

려 대상으로 인식되어왔다. 신규 무선통신 개

게 사용될 것이다. 군 사용자들은 가격, 무게

발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지만 스마트 무선

및 전력의 제한에 덜 민감하다. 미국에서 스마

통신은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전

트 무선통신 기술에 기초한 최초의 무선통신

환이 가능하다.

은 합동전술무선통신시스템(JTRS: Joint
Tactical Radio System)이다. 소프트웨어 기반

Vanu사는 iPaq 핸드헬드 컴퓨터를 기반으로

방식은 신규 무선통신과 기존 무선통신간 통

이러한 무선통신을 개발하였다. 화면에서 아이

신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점차 보안을

콘들을 클릭하여 무선통신 소프트웨어를 재구

개선하고, 비상대책 기관들과 군 기관간 상호

성하므로, 비상경보 대역간 전환이 가능하다.

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미래 업그레이드도 가

스마트 무선통신 클러스터는 비상경보 대역들

능하게 될 것이다. 신규 무선통신은 육, 해, 공

의 송·수신을 위해 구성되며, 아이콘 기반의

군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JTRS는 단일

제어 시스템에서는 제어자가 통신 주체 및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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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결정할 수 있다. 경찰이 국가경비대와 통

하는 것이다.

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스템은 두 네트워크
의 통화 내용을 청취하고 이들을 연결한다.

이는 표준 제정에 수년이 소요되는 현재와
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궁극적으로 스마트

이러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스마트 무선

무선통신은 무선 산업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

통신은 궁극적으로 환경을 인식하게 되고, 이

용자들을 번거롭게 하는 표준 전쟁을 제거할

에 반응하여 자체적으로 적응하고, 경험으로

수 있다. 이 기술은 모든 종류의 신규 표준을

배우게 된다.“인지 무선통신”
이라 불리는 이

번창하게 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고, 현재 비

무선통신은 위치, 지역 대역 정책, 기상 및 남

호환 표준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사용자들에

은 배터리 수명을 고려하여, 지역 네트워크 인

게 잠재적 복잡성을 감춰준다. 무선통신이 진

프라에 적합한 프로토콜을 승인한다. 핸드셋은

정한 의미에서 스마트해지는 것이다.

표준

인프라에 화상 통화를 신청하고, 남은 배터리
수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인프

위 글은 2003년 12월 4일자, Economist지

라는 이용 가능한 대역, 사용할 표준 및 소프

에서 발췌 번역 ·분석한 것임

트웨어를 추천한다. 즉, 표준이 동적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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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전자파장해 국제표준통일로
수출제품 분쟁원인 없앤다

□ 기술표준원은 세계각국이 임의로 사용해
온 전자레인지 전자파장해 측정방법을 통일시
키기 위하여 IEC CISPR에 국제표준규격 개정
을 제안하였다.

장해시험에 사용되는 표준용기를“두께 3
mm, 지름 190 mm, 높이 90 mm의 원형
봉규산 유리용기”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였다.

※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CISPR :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
-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

ㅇ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용기는, 국내 제
조업계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
용기를 사용하도록 국제규격이 개정되면
그 동안 규격이 통일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된 국가간 시험결과의 합, 부에 대한
분쟁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전자레인지는 내부에 넣는 용기의 크기와
재질에 따라서 전자파의 발생량이 달라지나,
국제규격에는 시험에 사용하는 용기의 크기와
재질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아, 그 동안
업계는 물론이고 시험기관간의 성능시험결과
가 상호 달라 수출제품의 분쟁이 되어왔다.
ㅇ 기술표준원은 각국에서 시행되는 시험방
법을 통일하기 위해, 전자레인지 전자파

ㅇ 우리나라는 2003년 기준 전자레인지 세계
생산량 5,862만대 중 43.8%인 2,568만대를
생산하는 세계 1위 생산국으로서, 전자레
인지 국제표준 제안은 우리나라가“기술
개발·생산은 물론 국제표준도 주도해 나
간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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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전자파장해 국제표준 개정제안
□ 개정대상규격 : CISPR 11(산업·과학·의학용기기의 전자파장해측정방법)
□제

목 : 전자레인지의 부하조건
(Load conditions for a microwave cooking appliances)

□제안경위
ㅇ 전자레인지는 2.45㎓의 고주파로 음식물에 포함되어있는 물분자를 진동마찰시켜
발생되는 열에 의해 음식물이 조리됨
ㅇ 전자파장해 시험시에는 음식물 대신 물을 시험부하로 사용하며, 물을 담는 용기
의 크기와 재질에 따라 전자파의 발생량이 달라짐
ㅇ 그러나, 전자파장해 시험방법을 규정하고있는 국제규격에 용기의 크기와 재질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각국이 임의로 사용 → 시험결과의 합,부 분쟁 원인제공
ㅇ 따라서, 세계각국의 시험방법 통일을 위해 전자레인지 전자파 장해시험용 표준
용기의 크기와 재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제안내용 :“두께 3 mm, 지름 190 mm, 높이 90 mm의 원형 봉규산 유리용기”
를
전자파장해 시험부하 용기로 사용하도록 함
□ 제 안 자 : 기술표준원 안광희 연구사, LG전자 성관영 책임
한양대학교 이중근 교수, 산업기술시험원 조원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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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IEC CISPR 현황
□ IEC CISPR : 국제무선장해 특별위원회

→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장해 국제표준 제정
※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CISPR :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
-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

□ 간 사 국 : 영국 (간사 : Mr. David EARDLEY)
ㅇ의 장 : Mr. Peter J. KERRY (영국)
□ 회 원 국
ㅇP 멤버 : 한국, 미국, 영국 등 29개국
ㅇO 멤버 : 인도, 싱가폴 등 10개국
□ 소관분야
- CIS A : 무선장해 측정기기 및 시험방법
- CIS B : 산업·과학·의학용기기 및 전력선의 전자파장해
- CIS D : 자동차 및 내연기관 전자파장해
- CIS F : 가전제품, 휴대용전동공구, 조명기구의 전자파장해
- CIS H : 무선전파서비스보호 분야
- CIS I : IT기기, 멀티미디어·방송수신기기의 전자기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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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전자레지 산업 현황
□ 2003년 전세계 생산량은 5,862만대이며, 한국, 일본, 중국이 전체생산량의 88%(5,179
만대)를 차지하고 있음
ㅇ 시장별로는 북미시장이 1,540만대, 유럽이 1,300만대 정도이며, 세계시장 성장율은
2002년 18.8%, 2003년 11.4%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ㅇ 우리나라는 세계생산량의 43.8%인 2,568만대를 생산하는 세계 1위 생산국임
(단위 : 만대)

구 분

한국

일본

중국

기타

계

2001년

2,082(46.9%)

1,160(26.2%)

650(16.7%)

710(10.2%)

4,430

2002년

2,540(48.2%)

1,292(24.5%)

720(13.7%)

901(17.1%)

5,263

2003년

2,568(43.8%)

1,311(22.4%)

1,300(23.0%)

683(11.8%)

5,862

□ 주요 업체별 생산량
(단위 : 만대)

한 국

일 본

중국

구 분

76

기타

계

650

710

4,430

190

720

901

5,263

176

1,300

683

5,862

엘지

삼성

대우

샤프

파나소닉

산요

갈란즈

2001년

880

820

382

655

333

180

2002년

1,210

980

358

682

420

2003년

1,369

854

345

710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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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C 173 장애인용 기술시스템 국제회의
수송물류과 공업연구사 김 홍 준
02)509-7289

1. 출장개요

중요시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
용구의 성능과 기능향상을 위한 표준

○ 출장목적

화의 국제적 동향 파악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주관하는

- ISO/TC173에 정회원 신규 등록 후 처

“장애인을 위한 기술시스템 및 보조기

음 회의에 참석함에 있어 관련 분과위

구 (TC 173)”2003년도 정기회의에

원회(SC) 및 관련 작업반(WG) 국제

참석하여, 장애인 복지용구 분야의 국

회의의 향후 한국유치 및 위원장·간

제규격 제·개정 작업 등 국제표준화

사수임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 분위기

최근 동향 파악 및 우리나라의 의견

조성노력

반영,
- ISO/TC 173의 유관기구이며, 사실상

○ 출장기간 : 2003. 11. 16 ~ 11. 21 (3박5일)

표준 제정기구인 CEN/TC 293(장애인
을 위한 기술적 보조기구)의 국제적

○ 회의일정 : 2003. 11. 17 ~ 11. 18 (2일)

규제 및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여 국

- ISO/TC 173 총회 : 2003. 11. 17

내에 신속히 보급.

- 부대회의 - CEN/TC 293 총회 :

- 국가 복지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더욱

2003. 11. 18

2004·2월호

●

국제표준활동

77

시책논단~업무계획 2004.3.23 5:34 PM 페이지78

국/제 /표/준/활 /동

○ 회의장소 : 오스트리아 표준협회(오스
트리아 비엔나)

○ ISO/TC 173(장애인용 기술시스템 및
보조기구) 현황보고

○ 출장자 : 자본재기술표준부 수송물류
과 연구사 김홍준

① 일반현황
- 간사국 : 스웨덴(SIS, 스웨덴 표준협

재활공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석민

회)
- 회원국 : 47개국
· P-member : 오스트리아, 스웨덴, 캐

2. ISO/TC 173(장애인용기술시스템 및
보조기구) 회의결과

나다, 한국 등 23개국
· O-member : 폴란드, 미국, 이태리,
아일랜드 등 24개국

○ 위원장 : Mr. Claes Tjader(스웨덴장애
연구소, 스웨덴)
○ 참석자 : 10개국 19명

78

- 협력관계 ISO 기관
· ISO/TC 22(도로차량)
· ISO/TC 59(건물건설)

국가

인원

오스트리아

1명

오스트리아 표준협회

벨기에

1명

국제대중교통연합-유럽본부

덴마크

1명

덴마크 표준협회

한국

2명

기술표준원, 재활공학연구소

핀란드

1명

VTT Industrial Systems

일본

4명

후생노동성, 일본국립재활센터, 토쿠시마대학

리투아니아

1명

리투아니아 표준협회

네덜란드

2명

IRV, 네덜란드 표준협회

노르웨이

1명

노르웨이표준협회

스페인

1명

스페인생체공학연구소

스웨덴

4명

스웨덴표준협회, 스웨덴장애연구소

기술표준 ●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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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TC 136(가구)

② TC 173의 구성에 대한 보고

· ISO/TC 159(인간공학)

- TC 173의 목적 : 장애인의 재활 분야

· ISO/TC 168(보철 및 치열교정)

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표준의 제정

· ISO/TC 178(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 발간된 규격
· ISO 11199-1 : 1999“양팔로 조정되

· ISO/TC 210(건강관리 제품의 일반적
요건)

는 보행보조기구 - 요구조건 및 시험
방법 - 제1부 : 보행 프레임”등 6종

- 외부협력 기관

- TC 173의 조직 구성

· CWOIH(Council of World Organizations
Interested in the Handicapped)

③ 주요 현안사항

· EDANA(European Disposables and
Nonwovens Association)

- TC 173 사용 용어에 대한 논의
· ISO/TC173/SC2/WG1은
0 ICF

· FIMITIC(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abled Workers and Civilian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의

Handicapped)

제안에 따라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 EDANA(European Disposables and
Nonwovens Association)

서 “ handicap”은 ”disability”로

· ICRC(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Red Cross)

“technical aids”
는“product”로 변경하
여 작성함.

·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OA(International Ostomy

· TC 173은 본 기술위원회 내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ICF의 제안에 따라

Association)
· ISPO(International

포함할 수 있도록 ISO 9999의 3판에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도록
Society

for

Prosthetics and Orthotics)
· RI(Rehabilitation International)

변경할 것을 검토하기로 함.
- 규격처리기한의 가속화
· ISO 중앙사무국의 규격처리에 관한

· WBU(World Blind Union)

새로운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리기한이 가속화 됨.

· WVF(World Veterans Federation)

정규처리기한 : 36개월
가속처리기한 : 24개월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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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처리기한 : 48개월
· 상기처리기한의 가속화에 따라
CEN293과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있
는 ISO/DIS 16201 “장애인을 위한
기술적 보조기구-원격조정시스템”
이
처리가 늦어져, 진행 프로그램에서
자동삭제될 위험에 있음. 따라서, TC

과 ISO의 투표를 병행하여 동시에 수
행하고 있음.
- 의장 : Bernt S Eie. (SINTEF Unimed,
Oslo, 노르웨이)
- 참가국 : 필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
- 작업중인 규격안

173은 ISO 중앙사무국에 본건의 처

· ISO 11199-2“양손으로 조정하는 보

리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행보조기구 - 요구조건 및 시험방

함.

법-제2부:바퀴구동장치
“의 개정안 -

- WG7(보도에서의 시각장애인의 방향결
정을 위한 규정 및 방법)

2004년 03월 FDIS 발간 예정.
· ISO 11199-3“양손으로 조정하는 보

· ISO 11549(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

행보조기구 - 요구조건 및 시험방법-

적 보조기구-신호등의 청각 및 촉각

제3부:보행테이블”- 2003년 10월

을 이용한 신호) 및 ISO 11550(시각

FDIS 발간

장애인을 위한 기술적 보조기구-도

· ISO 11334-1“한손으로 조정하는 보

로표면의 촉각을 이용한 지시)의 두

행보조기구 - 요구조건 및 시험방법-

작업안이 있으나 작업진행이 미진하

제1부:팔꿈치 클러치”
의 개정안 - 조

여 현재, 작업프로그램에서 삭제된

만간 CD안을 제출할 예정

실정임.

- 현안사항

· 일본(Mr. Osamu Sueda, JISC)의 제

· 현재 보행보조기구에 대한 규격안은

안에 의해 일본이 의장국을 수임하

유럽의 약 2단계 안으로써 향후 3단

여 2004년 4월부터 활동을 재개시할

계안으로 상향 조정하여 좀더 적절

것임.

하고 세밀한 시험방법에 대한 규격
을 작성할 것임.

○ WG1(보행보조기구) 현황 보고

80

· 목발의 바닥과 접하는 끝부분의 요

- 개요 : CEN/TC293/WG1(보행보조기

구조건이나 시험방법에 대한 제정할

구)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

예정임. 보행하는 바닥면과의 마찰력

으며, 규격안의 투표에 있어서도 CEN

이라는 중요한 인자에 대한 시험방

기술표준 ●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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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격의 NWIP를 작성하여 2004년

NWIP가 TC 173측에 전달되지 않

발렌시아에서 열리는 WG 회의에서

았으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

제출할 것임.

· 또한, 본 작업에 대한 사항을 IEC 측
에서 EN이나 CENELEC에도 통보하

○ WG8(원격조정장치)의 현황 보고
- 개요 : CEN/TC293/WG8(환경적인 원

지 않음.
· 따라서, TC 173은 IEC 측에 본 작업

격조정장치)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동시

에 대한 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

에 작업을 수행함.

할 것임.

- 의장 : Mr. Markku Helminen(VTT
Industrial Systems, 핀란드)

3. CEN/TC 293 현황

- 회원국 :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5개국
- 현안사항
· 원격조정에 대한 규격안이 2002년 11
월 CEN과의 공동투표를 시작하여
2003년 5월 투표를 마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나, 현재 처리기한이
짧아 삭제될 위험이 있어 ISO 중앙
사무국에 연장을 요청할 것임.

○ ISO/TC 173과의 협력관계
- 공식적 협력 관계
· 분류 : ISO/TC173/SC2와 공동투표
개최
· 보행보조기구 : ISO/TC173/WG1과
공동투표 개최
· 호이스트, 원격조정장치

:

ISO/TC173과 공동투표 개최
· 의료용 침대 : ISO/TC173, ICE/SC

○ JWG3(의료용 침대) 현황 보고
- 개요 : ICE/SC 62D와 ISO/TC 173과의
공동작업반으로 CEN 및 CENELEC과
도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음.
- 현안사항
· IEC 60601-2-38과 EN 1970의 장애

62D와 규격통일화를 위한 작업수행
- 비공식적 협력관계
· ISO/TC173/SC1 의장인 Mr. Alan
Lynch는 동시에 CEN/TC293/WG의
9
의장을 맡고 있으며, 이 두 조직은
모두 휠체어에 대한 규격을 다루고

인을 위한 조정가능한 침대에 대한

양 기구의 규격조화를 위해 노력.

두 규격을 하나의 규격으로 만들기

· 항문 및 요실금에 대해서도 공식적

로 결의함. 그러나, IEC 측에서

인 협력관계는 없으나, CEN/TC293은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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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C173/SC의
3 활동을 따르고 있

TC22(도로차량)

음.

TC59(건물건설)

- 공동발간 규격
· EN ISO 11334-1“한팔로 조정하는
보행보조기구-요구조건 및 시험방
법-제1부:팔꿈치 클러치”등 9종.
- 공동 작업중인 규격안
· prEN ISO 11199-3“양팔로 조정하는

TC168(보철 및 교정)
TC173(장애인을 위한 기술적 시스
템 및 보조기구)
· 기타 협력기구
EUROM Ⅳ
DPI-Europe(Disabled People

보행보조기구-요구조건 및 시험방법-

International)

제3부:보행테이블”등 6종.

FIMITIC(International Federation of
Disabled Workers and Civilian

○ CEN/TC 293 현황
- 간 사 : Peter Schr?der(SIS, 스웨덴)

RI-ICTA(Rehabilitation International

- CEN 293 조직

International Commission on

- 협력기구

Technology and Accessibility)

· CEN

WHO(Word Health Organization)

TC10(보행자, 화물 및 서비스용 승

UITP(Union International des

강기)

Transports Publics)

TC122(인간공학)

- CEN에 의해 발의된 규격 현황

TC168(체인, 로프, 웨빙, 스라잉스

EN 12182“장애인을 위한 기술적

및 부속장치-안전)

보조기구-일반적 요구조건 및 시험

TC205(움직이지 않는 의료기구)

방법”등 10종

TC207(가구류)

- ISO에 의해 발의된 규격 현황

TC248(섬유 및 섬유제품)

EN ISO 8669-2“소변백 - 요구조

TC249(플라스틱)

건 및 시험방법”등 4종

TC259(의료용 알람 및 신호장치)
· CENELEC
TC62(의료시술을 위한 전기장치)
· ISO

82

Handica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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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의견
○ ASIA 국가내의 협력관계 강화
○ 사실상 표준기구와의 협력 증대

- 03년 10월, 베이징에서 한중일 협력하

- 생활수준 및 사회복지가 증대됨에 따라

에 아시아지역 표준화 협력 강화에 대

점차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장

한 회의가 개최된 이래 아시아지역의

애인용 복지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표준통일화가 추진되고 있음.

있음.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표준화 기

- 본 회의에서 일본의 Accessible Design

구인 ISO와 유럽내 사실상 표준기구라

Forum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 및 장애

할 수 있는 CEN은 서로 긴밀한 협력

인의 복지용구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관계를 가지고 공동 작업을 수행해나가

표준화를 추진하고자하는 일본측의 제

고 있음.

안이 있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 및 복지용구 산

- 이에 우리나라는 상기의 아시아 조직

업에 대한 선진국의 관심이 점차 증가

활동을 강화하여 점차 국제적으로 그

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시장에서의 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노인 및 장애

장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적표준기

인 복지용구에 대한 표준의 아시아 통

관인 ISO는 물론 CEN 및 CENELEC

일화를 추진하고, 본 포럼의 활성화를

과 같은 사실상표준기구의 활동에도 적

추진하여 향후 아시아의 협력을 바탕으

극 참여하여 선진국의 기술수준 및 규

로 한 국제표준기구에서 우리의 위상

제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

제고 및 국제시장 선점에 노력할 필요

음.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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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C 86 SC 8 냉매 규격협의

신뢰성과 공업연구관 이 석 우

3. 출장자: 신뢰성과공업연구관이석우

Ⅰ. 출장개요
4. 출장동기및 배경
1. 출장목적:
○ 미국의 이소부탄 냉매(R600a)용 콤프

○ 가연성 냉매인 R600a는 미국의

레샤의 부식시험 결과와 우리 연구결

ANSI/ASHRAE에서 가정용 냉장기

과와의 비교 검토

기에 도입하기 위해 표준화 연구가 활

○ 이소부탄 냉매용 콤프레샤의 개별요
구사항 규격안 의견교환
○ ISO/TC 86 SC 8 냉매 및 윤활유에
규격작성(안)협의

발히 진행되고 있음.
○ ARI(미국냉동공조협회) 및
ASHRAE(미국 냉·난방기, 에어콘
협회)가 세계의 냉매관련 규격과 표준
화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2. 출장지및출장기간:

○ ISO/TC 86 SC 8의 Conveno인
r Jim

미국 워싱턴, 애틀란타

Walters 와 WG 5의 Duglass Turker의

2003년 12월 9일 ~ 14일(6일간)

면담으로 표준화의 실무사항 협조 의
견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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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요일) 출발지

도착지

12.9(화)

워싱톤 ○ 이동

인천

방문기관

접촉인물

업무수행내용

(직책포함)

○ 미국의 이소부탄냉매(R600a) 용 콤
○ ARI
프레샤의 부식시험방법 연구 현황
(미국냉동공
파악 및 국내연구 결과의 의견 교
조협회)
환

12.10(수)

12.11(목)
~12(금)

워싱톤

12.13(토)

애틀란타

Jim Walter
ISO/TC86
SC8 의장

애틀란타 ○ ASHRAE ○ ISO/TC86 SC8의 WG5 Convenor인
Turker와 규격안 작성에 대한 의견 Duglass Turker
(미국가정용
ISO/TC86
교환 및 향후추진일정 협의
냉장고 에어
SC8
콘협회)
○ 기타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 수집
Convenor
인천

○ 인천도착

Ⅱ. 업무수행내용

- ASHRAE는 난방, 통풍, 공기조절, 냉
동기술 및 과학과 관련한 미국의 학회

1. 방문기관소개

이다. 공조 기술에 권위 있는 학회로서
기술의 이론, 교육적 정보, 표준 및 지

1) 미국 냉·난방기 공조학회 (ASHRAE,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침을 제공하고 있다.
- ASHRAE는 냉·난방기의 표준규격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그 중의 일
부는 세계적으로 객관성을 인정받아 각

- 회장 : Richard H. Rooley, FREng.

국가규격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 1791 Tullie Circle. NE Atlanta, GA

중국도 ASHRAE와 ARI규격을 그대로

30329, USA

국가규격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

- Phone: (404) 636-8400,

다. ASHRAE는 주로 가정용 냉·난방

Fax: (404) 321-5478

기, 에어콘 분야에서 부품·소재에 대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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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합성 평가시험을 수행하여 효율을

- 미국냉동공조협회(ARI)는 중요 냉동공

계산하거나 수명, 냉각성능 등 부품과

조를 생산해 내는 북아메리카의 90%이

냉매의 특성시험을 하는 세계적인 연구

상의 제조업자를 대표하는 국가 단체이

기관이다. 또한 유럽지역의 스페인, 영

다. ARI의 국가 본부는 워싱톤 DC 근

국 등과도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

교 알링톤, 버지니아에 위치해 있다.

역 서비스가 가능하고 캐나다와는 규격

- ARI는 1903년에 미국의 얼음 제조 보조

개발, 교육훈련 등의 협력이 활발하다.

기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ARI
는 두 개의 관련 단체의 합병을 통하여

2) ARI (Ari-Conditionting Refrigeration Institute)

1953년에 형성되었다. 그 후 몇몇 다른
관련 단체들이 ARI에 합병된 후에, 오늘
날 강한 협회가 되었다. 45년이 지나는
동안 ARI는 공기조절, 냉동산업에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ARI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산업
생산품에 대한 기술규격을 제정하는 것
이다. ARI 규격은 제품 성능을 보증하
고, 측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한다. 이렇
게 하여 제품의 등급이 매겨지고 소비
자, 사용자들은 특정한 필요에 대하여
알맞은 선택이 가능해 진다. 현재 60개
이상의 규격이 제정되어 있다. 대부분
의 ARI 규격들은 미국의 국가규격으로

- 4301 N. Fairfax Dr., Suite 425,

서 인정받고 있다.

Arlington, VA 22203,USA
- phone: (703) 524-8800
fax: (703)528-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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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R12

R134a

R600a

R290

OS12a

화학식

CCl2F2

CH2FCF3

C4H10

C3H8

HC 혼합

분자량

120.92

102.0

58.12

44.1

57.9

비등점

-29.8 ℃

-26.5 ℃

-11.7

-42.1

-34.5 ℃

유해점

없음

←

←

←

←

가연성

없음

←

1.8~8.4%

2.1~9.5%

3.7~9.5%

부식성

없음

←

←

←

←

발화점

없음

←

460

450

520

열전도도 액체
(W/m.K) 기체

0.068

0.083

0.1042

0.1077

0.104

0.0076

0.0102

0.0120

0.0147

0.013

안전

안전

←

불안전

←

안전

증발열(0℃)

149.8kJ/kg

198.7kJ/kg

355.7kJ/kg

374.5kJ/kg

367.0 kJ/kg

체적냉동능력(ASHRAE LBP.)

217.8kcal㎥
/

209.7kcal/㎥

116.5kcal㎥
/

329.2kcal/㎥

214.1 kcal/㎥

O.D.P.

1

0

0

0

0

G.W.P.(CO2, 100년기준)

6900

1200

3

3

3

열적

안정

←

←

←

←

화학적

안정

←

←

←

←

예. 상대수치

1.0

3-5

0.1

0.1

0.25

기준 오일

미네랄

에스테르

미네랄

미네랄

미네랄/에스테르

항목

안정도

3. 탄화수소계냉매용 재료적합성 시험 결
과 검토

· SUC. 압력 : 1kgf/㎠
· 부분압 : 25~30 kgf/㎠
· 가동시간 : 1000시간

3-1. 신뢰성평가를위한 촉진수명시험결과

· 콤프레샤 : D사
· 기준 오일 : 프리올 S-22T(JAPAN

1) 시험환경 :(NECCHI, AMERICOLD,
TOSHIBA Spec.)

ENERGY)
· 콤프레샤 케이스 온도 : 90±5 ℃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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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결과

항목

R12

냉매

OS12a(1)

R600a

No.H

No.I

No.F

No.G

SUC. 밸브

양호

양호

양호

양호

DIS.밸브 어샘블리

양호

양호

구리판(小)

양호

구리판(小)

구리판(小)

DEL. 통 어샘블리

양호

양호

구리판(小)

양호

양호

양호

피스톤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판재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색

L0.5

L0.5

L1.0

L0.5

L1.0

L0.8

TAN
(mgKOH/g)
0.10이하

0.0134

0.0067

0.25

0.082

0.1520

0.0854

물(ppm)20이하

0

0

24.6

0

0

10

양호

양호

구리판(小)

양호

양호

양호

기준
오일

L/SHELL ASS’
Y

No.210

No.213
양호

※ <색> L0.5 : 아주엷은 담황색, L0.8 : 엷은 담황색, L1.0 : 담황색

3) 결과 고찰

선대책을 수립함이 유리하다.

a) R600a 냉매의 경우 고온 마찰 부분의
탄화현상과 동도금 현상이 크게 개선

3-2. 모세관시험결과

되었으며, 냉동유의 전산가는 추천 규
격 이하로서 전반적으로 밸브 운동부

1) 시험 환경 : (G.E. Spec.)

및 기계 구동 마찰 부분의 신뢰성이

· 응축온도 : 54.4 ℃

R12 냉동 시스템 대비 동등 수준으로

· 외부 모세관 온도 : -29 ℃ ↓

확보되었다.

· 모터 송풍 온도 : 140 ℃

b) R600a 냉매의 경우 냉동유의 전산가
하강을 위한 지속적인 원인분석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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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프레샤 : D사

· 모세관 튜브 : ψ0.70×2.12 m

· 기준 오일 : 프리올 S-22T(JAPAN

· 건조기 : XH-5 (R12용)

ENERGY)
2) 시험 결과
R600a

냉 매
항 목

No.014
SUC. 밸브

기준
오일

비

고

No.015
양호

DIS.밸브 어샘블리

구리판

구리판(小)

DEL. 통 어샘블리

구리판

구리판(小)

피스톤

양호

양호

판재

양호

양호

색

L3.0

L1.5

TAN(mhKOH/g)0.1이하
0

0.1506

0.0456

0.10 mgKOH/g↓

물(ppm) 20이하

0

0

20 ppm↓

양호

양호

흐름 변화율

5%

2%

내부관

미세오염

양호

외부관

미세오염

양호

L/SHELL ASS’
Y
모세관

최대 10%↓

※ <색> L1.5 : 황색, L3.0:밤색

3) 결과 고찰
a) R600a 냉매의 경우 고온 마찰 부분의

은 추천 규격을 만족한다.
b) R600a 냉매의 경우 냉동유의 전산가

탄화현상과 동도금 현상이 미세하게

하강을 위한 지속적인 원인분석과 개

발생되었으나, 모세관 입출구의 오염

선 대책을 수립함이 유리하다.

현상과 이로 인한 냉매 유량의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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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종합의견
1. ASHRAE, ARI와 탄화수소계 냉매

능 시험방법이 개발될 수 있다.
4. 탄화수소계 냉매(R600a)용 콤프레샤의

(R600a)용 콤프레샤의 KS 규격화를 위

시험방법 개발이 가능해지고 미국과의

한 규격안 작성시의 주요내용 정리가

국제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용이해졌다.
5. 모든 시험결과를 상호 검증하여 Data의
2. R600a의 열역학적 특성시험결과의 객관
성이 확보되었다.
3. 탄화수소계 냉매에 대한 편견과 냉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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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칼럼

개정된 전기용품안전인증
운영지침에 대한 소고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 나경수
02)579-3291 ksrha@esak.or.kr

우리나라에서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정을 단행하였다.

는 초창기에 전기사업법을 모태로 한“전

그 후 2차로 2000년도에는 전면 개정하여

기용품 제조면허 등에 관한 건”
의 일부 조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도를 민간 안전기

항으로 운영하였으나, 그러나 이 조항으로

관에 의해 운영되는 순수 민간 안전인증체

서는 1960년대 이후 급증하는 가전제품을

제로 획기적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하루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다르게 급격히 변화해가는 세계의 기술발

전기적인 상식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가 불

전 속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법 혹은 불량 전기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

또한 국가간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동시

생하는 누전 또는 감전사고나 화재를 방지

에 세계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양자간

하고 불요 전자파로 인한 기기의 오작동이

또는 다자간의 상호인정협정 (MRA:

나 인체에 미치는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추세에 효

1974년 1월 4일자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정하여 공포하게 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이와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또

는 각 국가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신제품의 개발과 출시와 더불어 안전인증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제거하기 위

대상품목이 계속해서 증가되었고 변화무쌍

하여 국제기술기준(ISO/IEC)을 각 나라마

한 국제환경과 무역시장의 진전에 신속하

다 채택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고 유효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

그리하여 각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

하여 1989년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차개

고 있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에 대한 다

2004·2월호

●

유관기관칼럼

91

시책논단~업무계획 2004.3.23 5:34 PM 페이지92

자간 또는 양자간 상호인정협정을 추진할

준원 고시(제1443호, 2003. 11. 15)로 공포하

때에도 반드시 공인된 국제기술기준을 적

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

용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이 되었다.

다.

추장규격이긴 하지만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92

채택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

있는 국제기준인

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 전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제조업자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기준과 국내 안전기준

당해 전기용품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증

이 상이하여 국내의 전기제품제조업체가

할 수 있는 제조 및 검사설비와 기술능력

해외로 수출할 경우 실제로 국제시장으로

등을 갖춘 때에야 비로소 안전인증을 행하

의 진입이 어려웠다. 또 제품의 생산과 관

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 제5조제5항의 규정

리를 항상 이중으로 하여야 하는 크나 큰

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는 안전

불편이 있어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인증을 취득한 후 제조되는 전기용품에 대

서도 안전기준의 선진화는 피할 수 없는

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필히

필수적인 것이다.

작성하여 항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은 제품의 안전

자체검사를 실시토록 한 것은 제조자가

성과 품질을 향상시켜 전기제품의 사용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생산과 출하

소비자를 위험이나 재해에서 보호해주는

시 자체적으로 제품이 당해 안전기준에 적

절대기준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합한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여 불량제품

완제품검사, 중간공정검사, 수입검사시 필

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요한 시험방법, 시험항목, 합부판정기준 등

이다. 그러나 많은 업체들이 지금까지도 자

을 정할 때 활용되므로 전기제품안전기준

체검사를 생략하거나 그냥 형식적으로만

의 선진화에 따른 시험설비의 확충 및 보

실시함으로써 실제로 많은 문제가 노정되

강도 역시 필수인 것이다.

었다. 그래서 최근 수년간의 조사결과에 의

그래서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와 기술

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전기제품의 불량률

개발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안

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전기준을 국제규격(IEC) 및 한국산업규격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는 관련기관과 충분한

(KS C IEC)과 일체화시키기 위하여 전기

협의를 거쳐서 제정한 새로운 전기용품안

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을 전문 개정하여

전인증운용지침에 자체검사에 관한 세부사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영요령”
을 기술표

항을 규정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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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것이다.

제조업체의 자체검사는 원칙적으로 모델

전기용품안전인증운용지침과 관련된 사

별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제품의 특성에

항중에서, 특히 해석이 엇갈리거나 문제가

따라 여러 모델을 통합하여 검사하더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운용지침[별표 1]이다.

해당 안전기준을 준수하는데 별로 문제가

안전인증 업체 설비 및 기술인력 판정기준

없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는 검사로트 및

에 규정된 필수 검사설비라 하더라도 제조

검사주기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예를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당해 안전

들면, 여러 모델에 동일부품과 동일회로로

기준에 따라 시험시 사용되지 않는 검사설

구성된 전기부품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비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합성수지 외함만이 모델별로 다를 경우이

또 설비보유구분에“외부/공인”
으로 표

다. 이때 전자파장해시험을 포함한 전기적

기된 검사설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모델 전체를 검사로

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검사설비는

트로 하여 검사하면 된다. 다만 외함에 대

공인시험기관의 검사설비를 활용하거나 일

해서만 각 모델별로 검사하여야 될 것이다.

반업체의 시험검사설비를 이용할 수 있을

검사로트와 검사주기에 대해서는 제품의

것이다.

특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해

안전인증기관이나 KOLAS인정 공인시험

당 제조업체 스스로가 신중히 검토하여 결

기관과 같은 이른바 공인시험기관을 이용

정해야할 것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는 경우, 각 제조업체의 사규에 규정된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자료가 준비되어

검사주기에 맞추어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운영지침[별표 2]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시험기관이 발행한 시

규정된 최소한의 검사주기는 필히 준수해

험성적서를 비치하고 있으면 족하다. 이때

야 한다.

반드시 매회 동일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지

제품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

않아도 된다. 그리고 공인시험기관과 별도

본모델로서 새로이 안전인증을 받거나 파

의 설비이용계약을 체결할 필요까지는 없

생모델로서 인증기관에 추가로 필히 등록

다. 그러나 제조업체 주변에 소재한 다른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외부 검

경우에는 예외없이 자체검사는 당연히 이

사설비를 활용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설

루어져야 한다. 법에 규정된 자체검사는 제

비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하고, 이에 따라

품의 실제 양산과정에서 불량제품의 생산

검사설비를 활용하여야 한다.

및 출하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주된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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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일부 전기용품제조업체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양심있는 제

주장하는 제품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조업자가 법의 테두리내에서 양질의 제품

에만 자체검사를 실시토록 하자는 의견은

을 제조하려고 이유없이 부단히 노력하여

실로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인증기관에서는 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전기제품만을 생산하

조업체의 자체검사 실시상황을 주기적으로

여 유통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조업체

철저히 점검하야여 할 것이다. 한편 정기검

가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이며 동시에

사와 시판품조사를 통한 제품시험도 보다

의무이다. 자체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양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질의 안전한 제품만을 생산하여 출하하면

정부에서는 당분간 현재의 안전인증운영

초기에 일시적으로는 제품생산원가와 소비

지침을 그대로 시행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자 가격의 상승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평가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업체의 대외경쟁

다. 그래서 안전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 양

력을 향상시키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생산

질의 제품만을 제조하여 유통시키는 건실

원가의 증가를 빌미로해서 많은 제조업체

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

들이 수준이하의 값싼 저질의 전기제품을

의 부담을 어느정도 덜어주는 인센티브를

생산하고 자체검사를 소홀히 하여 시중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불량

많은 조악한 불량제품을 유통시킴으로써

품을 생산해서 유통시키는 비양심적인 업

전기용품사용자의 생명과 재산 및 안전을

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

위협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지금의 현실이

시토록 운영지침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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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기후에 의한 고분자 재료의
취화반응에 관한 고찰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기술보증팀장 탁정필

1. 서론

때문에 일광이 아무리 강해도 특정 재료가
빛을 흡수하지 않으면 취화 반응이 일어나

과학의 발달에 따라 많은 섬유와 고분자

지 않으며. 이 재료는 일광에 무해하다고

재료가 옥외용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재료가 기후에

며 그 사용량과 적용 범위도 크게 증가하

의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지를 이해하기

고 있다. 이 재료들은 기후에 의해 변화가

위해서는 첫째로 그 재료가 어떤 파장의

일어나며 그 요인은 기후 요인, 즉 일광.

빛을 흡수하는 분자 구조를 가지는지를 알

열, 수분 그리고 오염된 공기 둥에 의해 복

아야 하며, 역으로 그 재료가 사용되는 지

합적으로 일어나며. 이중 일광에 의한 영향

역의 일광의 스펙트럼 분포에 따라 사용

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내구연한이 달라지게 된다. 두 번째는 선택

일광이 재료의 분자에 개시 반응을 일으켜

적으로 흡수된 빛의 에너지 즉 그 파장의

서 분해 반응을 시작시키기 때문이다.

광자(Photon)의 에너지가 그 재료의 분자

일광 중 재료의 특성에 따라 선택 흡수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되는 자외선(Ultra Violet, 이하 UV)이나 가

커야 한다. 흡수된 광자의 에너지가 그 분

시 광선(Visible ray)에 의해 반응이 일어나

자의 화학 결합이 깨져서 취화 반응이 개

며 UV가 재료를 더 잘 취화(Degradation)

시될 만큼의 에너지가 흡수되어야 한다. 이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런 이유 때문에 취화 반응의 반응 기구와

일광에 의한 재료의 취화 반응은 재료의

반응 종류는 흡수된 빛의 파장에 따라 달

특성에 따라 특정 파장의 빛만 흡수하기

라지며 내후 견뢰도 시험에 적용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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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종류, 특히 사용하는 광원의 종류에

화가 일어나지 않올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

따라 그 결과도 크게 틀리게 된다.

로는 고분자 재료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이 UV에 의해 반응하여 취화가 일

2. 고분자재료의 일광 흡수 특성

어난다.
대표적인 불순물은 제조 시 첨가되는 잔

고분자 재료의 흡수 특성은 그 재료의

류 촉매와 유기 오염 물질, 그리고 열에 의

분자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Fig-1은 여러

해 생성되는 과산화수소와 고분자주쇄

종류의 고분자 재료의 일광에 대한 흡수

(Po1ymer main chain)에 부착된 카보닐 기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Carbonyl-group에
) 의해 취화 반응이 일어

이 특성은 흡수(Absorbance와
) 파장에 대

난다. 이런 종류의 불순물은 그 농도가 매

한 흡수 스펙트럼 그래프이며, 재료의 두께

우 낮기 때문에 일광 흡수 스펙트럼에서

나 흡수 성분의 농도에 대해 선형 함수 형

잘 관찰이 되지 않으나 이 불순물 중 몇

태를 갖는다. 그리고 흡수율(%)은 1og 함

개가 반응이 시작되면 급속하게 성장 반응

수 형태를 취한다.

이 일어나서 이 종류의 고분자 재료의 물

고분자 재료는 UV 흡수 특성에 따라 2
종류로 나눌 수 있다. Polyethylene과

급속하게 일어나게 된다. 방향족(Aromatic)

Polyvinyl chloride 같은 지방족(Aliphatic)

분자 구조를 갖는 고분자 재료는 290nm 이

고분자 재료와 방향족(Aromatic) 고분자

상의 파장을 흡수하는 특성을 갖는다.

재료 두 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96

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광산화 반응이

Fig-1에 나온 흡수 스펙트럼은 2㎜두께의

지방족(A1iphatic) 고분자 재료의 흡수 스

시료에 대한 스펙트럼이다.

펙트럼은 대부분 대기 상의 일광에 존재하

Polystyren과
e Polycarbonat는
e 다른 고분자

지 않는 파장대 아래에서 흡수 피크를 나

재료보다 일광을 거의 흡수하지 않으며 일

타낸다. 즉 이 재료들은 220nm 아래에서

부 단파장 만을 흡수함을 알 수 있다. 이

흡수 피크를 나타내는데 이 파장대는 태양

재료들은 주로 자체의 불순물이나 외부의

광이 대기 중을 지나면서 대부분 흡수되므

공해 물질 등에 의해 반응이 일어난다.

로 지표상에서는 거의 탐지가 안되는 파장

이와 대조적으로 Polyarylat는
e 380nm까지의

이다. 이런 구조적 특성과 대기에 의한 일

일광을 흡수하므로 일광에 의해 쉽게 황변

광 흡수 스펙트럼의 변화 때문에 지방족

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Polysulfone도

(Aliphatic) 고분자 재료는 일광에 의해 취

330nm의 일광에 의해 변화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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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Ultraviolet Spectral Absorption of 2㎜Polymer Films & Spectral Irradiance of Sunlight

2-1. 광원의발광 스펙트럼

트럼은 UV와 가시광선 범위에서 일광과
가장 근접한 형태를 취함을 알 수 있으며

내후 시험에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광원

필터를 사용한 Carbon Arc 방식은 장파장

의 발광 스펙트럼이 Fig-2에 나와 있는데,

쪽의 UV가 강하며 가시광선 범위에서 약

광원의 종류에 따라 그 스펙트럼은 UV와

한 것을 알 수 있다. 형광 UV 램프는 장파

가시광선 범위에서 크게 틀린 것을 알 수

장 쪽의 UV가 약하며 가시광선 쪽에서 수

있다.

은 램프 특유의 미세한 피크가 약간 나타

필터를 사용한 Xenon 램프의 발광 스펙

나나 전체적으로 가시광선이 매우 약하게

Fig2. Spectral Power Distribution of Various
Weathering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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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고분자 재료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에너

UVA-340 램프는 300~340nm 범위에서

지를 흡수하는 양은 그 재료의 광안정성에

는 일광과 매우 유사한 스펙트럼을 보이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UVB 램프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는다.

PAR과 PS를 같은 조건으로 광원에 노출

광원에 따른 이런 차이 때문에 내후 시험

시켰을 경우 두 재료가 흡수하는 광량의

결과가 광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것으

차이에 의해 각 재료의 광안정성이 크게

로 예상된다. 즉 전기한 것처럼 고분자 재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료는 자체의 분자 구조 때문에 선택적으로

Fig-3은 두 고분자 재료를 Borosilicate 필터

빛을 흡수하며 광원이 다른 내후 시험 조

를 사용한 Xenon Arc 램프에 노출시켰을

건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때의 흡수 스펙트럼이다. PS는 단파장 쪽

다.

의 320nm 이하의 UV광을 흡수하나 같은
두께의 PAR은 320에서 340nm 사이의 빛

3. 고분자 재료의 광안정성(Light Stability)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더욱 많이 흡수한다.
Fig-4는 이 두 재료의 파장별 흡수량을 나
타낸 것으로 각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전

3-1 에너지흡수량

체 흡수한 에너지량을 의미한다.

Fig3 . UV Absorption of Polysulfone and Polyarylate Films and
Spectral Irradiance of Filtered Xenon Lamps

98

기술표준 ● 2004·2월호

시책논단~업무계획 2004.3.23 5:34 PM 페이지99

유관기관칼럼

Fig4 . Spectral Energy Absorbed From Borosilicate Filtered Xenon Arc

표 1은 두 재료를 Borosilicate 필터를 사용

이 심하게 일어난 것을 보여준다.

한 Xenon Arc 램프에 같은 시간 동안 노출

이 것은 Fig-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켰을 때 PAR이 PS보다 2.5배 정도 황변

PAR이 이광원 또는 일광을 사용할 경우보

Effect of 1ight on relative stabilities
Light

Relative

Delta y1

Stability

Source
PSF# PAR#

PAR/PSF

Sun Light

4.2

9.6

2.3

B/B Xenon

4.0

10.0

2.5

#PSF = Udel Polysulfone P-1700
PAR = Ardel Polyacrylate D-100
* 9 hours @ 45°
S in New Jersey (10:00 a.m - 3:00 p.m)
** 6 hours dry. no condensation cycle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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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PAR이 UVB 광원 하에서는 PS
보다는 안정하다는 것을 황변 정도를 통해

3-2 광원의 종류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시험 조건에서 두
개의 광원에서 같은 조건으로 시험한 것을

고분자 재료는 그 종류에 따라 흡수 특성

알 수 있다.

이 다르므로 광원이 달라지면 그 재료의

Fig-5는 이 두 종류의 고분자 재료에 대

광안정성도 변하게 된다. PS와 PAR올

한 UVB 광원 하에서의 흡수 스펙트럼이

UVB 형광등에 노출하였을 경우 일광이나

다.

Xenon램프를 사용한 경우와 반대로. 즉 PS

UVB 광원이 짧은 파장의 UV 광선을 주

가 PAR보다 2배 정도 황변이 심하게 일어

로 발산하고 PS의 구조적 특성 상 이 범위

나서 PAR이 PS보다 안정함을 알 수 있다

의 빛을 흡수하므로 태양광에 노출시켰을

(표-2 참조).

경우 보다 취화가 심하게 일어날 것을 예
측할 수 있다.

Effect of 1ight on relative stabilities
Delta y1

Light

Relative
Stability

Source
PSF# PAR#

PAR/PSF

Sun Light

4.2

9.6

2.3

B/B Xenon

4.0

10.0

2.5

#PSF = Udel Polysulfone P-1700
PAR = Ardel Polyacrylate D-100
* 9 hours @ 45°
S in New Jersey (10:00 a.m - 3:00 p.m)
** 6 hours dry. no condensation cycle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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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UV Absorption of Polysulfone and Polyarylate Films and
Spectral Irradiance of Fluorescent UVB Lamps

3-3. 광화학반응 기구

이런 반응 기구의 차이 때문에 같은 광원
에서 취화의 정도가 다르게 일어나는 것을

흡수된 복사선이 고분자 재료의 광분해

알 수 있다.

반응을 일으키지만 그 분자의 화학 반응
기구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4. 빛의 파장과 광자 에너지

즉 PS는 UVB 광원에서 PAR 보다 적은
에너지를 흡수하지만 더 빨리 황변된다. 이

고분자 재료가 빛에 의해 광분해 반용을

현상은 광분해 반응 기구의 차이에 의한

일으키는 정도는 흡수된 빛의 파장에 따라

것으로 PS는 Sulfone기가 빛을 흡수하여

달라진다.

광산화가 일어나고 chain reaction이 급속히

(Wave1ength specificity)이라고 하며 분자

일어난다.

의 결합 에너지와 흡수된 빛의 파장의 상

이 현상을

파장 특이성

이와 대조적으로 PAR은 Aromatic기가

호 작용에 의한 것이다. 빛의 이중성, 즉 파

빛을 흡수하여 분자의 주쇄가 끊어지는 반

동성과 입자성에 의해 빛의 에너지는 파장

응이 일어나서 분자가 재배열된다.

과 광자의 에너지로 설명이 된다.

이 결과 UV를 차단해주는 Orthodihy-

여기서 E는 광자의 에너지, h 는 Max

droxybenzophenone 구조를 가지게되어 광

Planck 상수, C 는 빛의 속도, 그리고 λ는

분해 반응을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게 된다.

파장이 된다.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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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의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증가하

성되고 성장 반응이 시작되어 광산화 반응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흡수된 빛의

을 일으키게 된다

파장과 분자의 에너지 준위가 정확히 일치
해야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의 지방족 고분자 재료의 일광에
의한 광산화 반응은 대부분 이렇게 생성된
Peroxide기에 의해 일어난다.

5. 광화학반응
6. 취화 반응 기구에 대한 파장의 영향
대부분의 유기 화합물은 두 개의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은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낮은 에너지

두 개의 현자 사이의 결합 에너지 보다 입

를 갖는 광자보다 분자의 결합을 쉽게 깨

사된 광자의 에너지가 크면 결합이 깨지고

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Free Radical이 형성되어 광화학 반응이 시

짧은 파장에서 일어나는 취화 반응 기구와

작된다.

상대적으로 긴 파장에서 일어나는 취화 반

이 Radica은
l 대부분의 경우 산소와 반응

응 기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된다.

하여 Peroxide기를 형성하고 이 Peroxide기

즉 Polycarbonate-Po1ystyrene, Aromatic

는 매우 불안정하여 약한 광자에 의해서도

polyurethane 같은 방향족 고분자 재료와

쉽게 파괴되며, 이어서 2개의 Radica이
l 생

그리고 지방족 고분자 재료는 짧은 파장의

Fig6. Polycarbonate Photo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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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를 고분자 주쇄에서 흡수해서 분자가

L1은 상기의 UV보다 장파장의 UV를 흡수

재배열되는 현상이 일어나며, 긴 파장의

하면 두 번째 C=O 결합이 다시 깨져서

UV를 흡수한 경우에는 Hydroperoxid와
e 같

L2, 즉 Orthodihydroxybenzopheno계
ne 고분

이 열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물질이 깨지면

자로 바뀌는데 이 반용은 대기 중의 산소

서 Radica이
l 형성되어 취화 반응이 일어나

에 의해 억제된다. L2는 UV를 흡수하여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소와 반응해서 다양한 부산물을 생성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사용되는
Bisphenol-A polycarbonate는 투명도가 뛰어
나고 우수한 내충격성을 가지나 일광에 노

키는데 이 중 o-quinone이나 o-diphenoquinone
같은 황변 물질이 많이 생성된다.
Figure-7은 310nm 이상의 UV를 흡수하

출되면 쉽게 황변되고 기계적 특성이 저하

였을 경우 발생하는 취화 반응 기구이다.

되는 단점이 있다. 이 플라스틱은 입사광의

이 반응은 대부분 열에 의해 생성된 불순

파장에 따라 2종류의 광취화 반응 기구를

물이나 산화물이 UV를 흡수하여 Radica을
l

갖는다. Fig-6은 310nm 이하의 UV를 흡수

형성하고 PC의 Methy기
l 의 수소를 흡수하

하여 일어나는 취화 반응 기구이다. PC의

여 분자 재배열이 일어난다.

방향족 분자에서 이 파장의 UV를 흡수하

산소가 존재하면 중간체로 Hydroperoxide

면 Carbony의
l C=O 결합이 깨져서 L1과

가 형성되고 310nm 이하의 장파장 UV를

같은 Pheny1salicylat계
e 구조로 재배열된다

흡수하여 광분해되며, 이 결과 Phenol,

(Photo-Fries rearrangement라고 불린다).

Carboxylic acid 등의 다양한 부산물이 생성

Fig7. Polycarbonate Photo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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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 Activation Spectrum of Polycarbonate and Spectral Energy Absorbed

되어 황변이 일어나게 된다.
Aromatic polyurethane이나 Aliphatic

(Activation Spectra)이라고 한다.
Fig-8은 Borosilicate 필터를 사용한 Xenon

po1yamide는 340nm보다 짧은 파장의 UV

램프를

광원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를 흡수하여 전기한 Photo-Frie반응이
s
일

Po1ycarbonat의
e 황변 현상에 대한 활성화

어나서 분자 재배열이 일어난다. 또한 불순

스펙트럼(Activation Spectra)이다.

물이 장파장의 UV를 흡수하여 일어나는

이 스펙트럼에 나온 막대그래프는 그 막

광산화반응도 부가된다. 그러므로 고분자

대그래프가 위치하는 광원의 파장에서의

재료의 용도에 따라 UV 안정제를 선택할

황변 지수(Yellowing Index)이며 점선은 각

때는 이런 반응기구의 차이를 이해하여 선

파장에서의 흡수량이다.

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활성화 스펙트
럼과 파장별 흡수량을 비교하면 파장별 감

7. 활성화스펙트럼(Activation Spectra)

도는 흡수된 각 스펙트럼의 에너지로 나타
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orosilicate

104

고분자 재료가 빛을 흡수하여 취화되는

필터를 사용한 Xenon 램프를 광원으로 사

반응은 그 빛의 파장에 따라 달라지며 흡

용하였을 경우 Polycarbonat를
e 가장 심하

수된 빛의 반응 효과는 정확히 예측이 안

게 황변 시키는 파장은 2 종류임을 알 수

되므로 파장에 대한 고분자 재료의 감도는

있으며 특히 310I1m이하의 UV가 흡수량은

실험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파

매우 적지만 310-350nm 범위의 UV보다 심

장에 대한 감도를 활성화 스펙트럼

하게 황변 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

기술표준 ●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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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310nm 이하의 UV는 분자가 직접 흡수

예를 들면 Polyarylat는
e 335-365nm의 파장

하여 황변이 일어나며 장파장의 경우는 불

의 빛에 의해 황변이 일어나므로 주로 이

순물의 반응에 의해 황변이 일어남을 알

파장대의 UV를 차단해 주는 UV 안정제를

수 있다.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Fig-9는 Borosilicate 필터를 사용한 Xenon

8. 활성화스펙트럼의 응용

광에 노출한 ortho-dihydroxybenzopheno계
ne
UV 안정제를 사용한 3.2mm 두께의

특정 광원의 파장의 의한 감도를 평가하
는 것은 일광에 안정한 재료나 UV 안정제

Aromatic polyester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활성화 스펙트럼이다.

(일광 차폐제) 동의 가공제를 만드는데 가

이 스펙트럼에서 290-325nm 부근의 단파

장 중요한 사항이 된다. 즉 전기한 것처럼

장에 의한 황변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

일광의 스펙트럼은 지역에 따라 변하므로

으며 보다 높은 효율로 황변을 막으려면

그 재료가 사용될 기후 조건에 따라 적정

단파장 부근의 UV도 차단할 수 있는 UV

한 재료를 선택하거나 알맞는 가공제를 사

안정제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용하여야 한다.

있다.

그림 Activation Spectra of Unstabilized and Stabilized 125㎜
Aromatic Polyester Using Spectroscophic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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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맺는 말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4계절이 뚜렷하고 특
히 높은 온습도를 띄는 여름과 낮은 온습도를

이상과 같이 고분자 재료가 기후에 의해 광

띄는 겨울철에서의 반응은 크게 다르리라고

분해 되는 과정을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고분

예상이 되므로 이에 따른 고분자 재료의 정확

자 재료의 취화 반응은 대부분 일광, 특히 UV

한 예상 수명 예측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

에 의해 반응이 일어나며 부가 반응으로서 대

각된다.

기 중의 산소, 특히 일부 공해 물질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옥외 환경에 대한 연구 결과가 대부분
의 선진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 나라

이 외에도 이런 반응은 수분 특히 비나 새벽

의 기후 실정에 맞는 적당한 연구 결과가 없

에 생기는 이슬, 그리고 한 낮의 대기 온도 등

다는 것이 아쉬우며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업

에 의해 반응이 촉진되므로 고분자 재료의 사

체, 기관, 정부에서 공동으로 미국과 같이 실제

용 수명의 예측이나 적당한 UV 차단제를 선

사용 수명을 시험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사용

정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반응 기구에 대한

내구 수명을 연구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도

이해와 관련 연구가 필요하며 실제로 이에 대

심각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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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가족

백두대간 종주 제12번째 산행기
(태백산의 눈밭을 헤치고)
광전재료과 화공사무관 최월영

음 가짐을 든든히 해야한다.
도래기재에서 화방재까지의 산행 거리
■ 구간 설명

는 약 23.7km이지만, 보통 박달령-곰넘이
재, 곰넘이재-화방재 2구간으로 나누어

경북과 강원도에 걸쳐 있는 도래기재~

산행한다.

화방재(일명 어평재) 구간은 백두대간에
서도 최고 오지에 속하는 산줄기다. 특히
이 구간은 구룡산, 신선봉, 깃대배기 등
봉우리가 여럿 솟아 있지만, 천제단이 있
는 태백산을 제외하곤 등산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산들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능선의 굴곡이 심하고, 방향이
심하게 틀어지는 곳이 많아 독도에 능숙
하지 않은 사람은 헤매기 십상인 구간이
다. 마루금에서 민가까지 보통 반 나절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단 종주산행을 시
작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웬만하
면 끝까지 주파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북
서쪽은 군사 통제구역이므로 절대 그쪽
방향으로는 하산하지 않도록 하고 비행기
굉음과 총소리에 놀라 당황하지 말고 마

<제23회차> 구룡산(1,346m)
·일시, 소요시간 : 2004. 1. 11(일)
04:40~13:30(시간
8 50분)
·행정구역 : 경북 봉화, 강원 영월
·산행구간 : 오전약수-박달령-옥돌봉도래기재-구룡산-곰넘이
재-실두동 25km

2004년 1월 10일 올해의 첫 번째 백두
대간 산행이 시작된다.
2004년 1월 11일 새벽 3시 어둠을 뚫고
달려온 서울고려관광 버스는 오전약수 주
차장에 도달하고 산꾼들은 산행 준비에
추위를 느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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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가족
4시 40분에 대장님의 출발 명령에 따라

정상에 도착한다. 옥돌봉 정상에는 눈이

2주전에 내려왔던 박달령을 향하여 잠 들

발목까지 덮여 있고 먼저온 팀들이 아침

깬 발걸음을 움직인다. 오전약수에서 박

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옥돌

달령까지는 서비스 구간으로 어둠을 헤치

봉 표시석을 옆에 두고 증명사진을 찍고,

고 서설이 덮여있는 작은 계곡을 따라 조

후발대를 기다리며 동쪽에서 열리는 아침

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는 길이다.

을 기다린다.
7시 43분 동쪽이 열리고 엷은 구름을

☞05:40-09:18 박달령-도래기

뚫고 나무가지 사이로 둥근해가 나타나며
얼굴을 붉게 물들인다. 산행하면서 맞이

오전약수 사거리 안부에서 1시간여 오

하는 아침 해는 장소와 때에 따라 느낌이

르면 박달령이 반긴다. 이곳도 고치령같

다르고 밝기도 차이가 있어 매번 신기함

이 지프형 자동차만 올라갈 수 있는 험준

과 신선함을 온 몸에 스며들게 한다.

한 고개이다. 고개 마루에는 산신각이 있

옥돌봉에서 북동으로 휘어져 나가는 백

고, 북쪽 아래 100m 거리에 시멘트로 지

두대간상으로는 구룡산이 보이며, 남쪽으

붕을 덮은 샘터가 있다. 박달령에서 잠시

로 문수산이 주실령(朱實嶺·해발 750m)

휴식을 취하면서 후발대를 기다리고 하늘

과 함께 시야에 들어온다.

을 보면서 오늘의 안전 산행을 산신각 앞

옥돌봉에서 바라보는 파노라마 중 압권

에서 고개 숙여 빌어본다. 휴식도 잠시

은 남서쪽 조망이다. 멀리 죽령서부터 옥

어둠을 헤치고 다시 북쪽으로 난 길을 따

돌봉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이 웅장하고

라 옥돌봉을 향하여 침묵의 행렬이 이어

아름답게 한눈에 들어온다.

진다. 박달령에서 옥돌봉으로 이어지는

도래기재 도착전 위장의 긴급구조신호

대간길은 매우 잘 닦여 있다. 날씨는 겨

에 의해 행진을 중단하고 양지바른 곳을

울

답지않게 포근한 기분이 들 정도로

찾아 아침을 준비하니 시계는 8시 26분을

산행하기에는 정말 좋은 날씨이다. 그래

가리킨다. 우선 돼지고기 양념구이로 위

도 고도를 높여 갈수록 숨이 차고 땀은

장에 신고를 하고 만두라면국으로 배를

등을 지나 엉덩이로 흘러내리기 시작한

채우며 오늘의 대간길 진행에 힘을 얻는

다. 허덕허덕 1시간여를 능선길을 따라

다.

걸음을 올기니 여명이 밝아오는 옥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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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지는 두 개의 능선 중 오른쪽 능

을 따르면 대간을 가로지르는 첫 번째 임

선길을 따라 잰걸음으로 도래기재에 도착

도에 닿는다. 임도를 가로질러 오르는 길

하니 동대문사단, 윤고문 부부, 황제 등이

에는 싸리나무군락이 펼쳐지고, 봉우리

부산하게 아침을 먹고 있다. 도래기재 고

두 개를 오르내리며 진달래나무가 유난히

개 마루로 내려설 때 약 40m 높이의 절

많은 곳을 지나면, 임도를 떠난 지 35분쯤

개지이기 때문에 큰 소나무 두 그루가 있

에 헬기장 두 곳을 만난다. 두번째 헬기

는 북쪽 사면으로 발길을 옮겨 조심스럽

장에서 왼쪽길을 따르면 완만한 내리막으

게 내려서야 된다. 지나는 길에 소주한잔

로 이어진다. 첫번째 임도에서 1시간쯤

얻어먹고 장비를 추스려 조심스럽게 절개

내달려 2번째 임도에 도달하여 숨을 고르

지를 따라 다음 구간으로 진행한다.

고 폼 합번 잡고 목을 축이며 다음 산행

도래기재에는 백두대간 등산로 안내판

을 준비한다. 이제 베낭이 어깨를 짓누르

이 있어 지나가는 꾼들에게 앞으로의 행

고 피곤을 느끼며 건너편 절개지로 곧장

로를 눈으로 헤아리게 해준다

올라간다.
고도가 1,000m를 넘어면서 하늘은 맑지

☞09:18-11:37 도래기재-구룡산

만 지형의 영향으로 눈발이 날리며 기온
이 갑자기 떨어진다. 진달래나무가 얼굴

도래기재에서 구룡산 방면으로 산불조

을 때리는 급사면을 힘들게 올라 구룡산

심 깃봉 5개가 있고, 이 산불조심깃봉 뒤

남서쪽에 위치한 1,256m봉에 닿는다. 잠

로 난 대간길로 구룡산 까지는 2시간 정

시 숨을 고르고 1,256m봉을 우회하여 오

도 걸리는 오르막 길이다.

른쪽 사면으로 돌아 나아가면 구룡산

도래기재에는 일제 때 고개 북서쪽에

(1,346m) 서쪽 1km 지점의 안부에 닿는

위치한 금정광산에서 캐낸 금을 실어 나

다. 안부에서 동쪽으로 구룡산 정상을 바

르기 위해 대간을 뚫어 만든 금정터널이

라보며 오르면 집채만한 바위가 나타나

있다고 하지만 갈길바쁜 관계로 확인을

고, 계속 오름길 옆으로 생김새가 비슷한

못하고 가는 것이 아쉽다. 표지기가 있는

바위 3개를 보며 15분쯤 걸으면 다시 바

급사면으로 15분 올라서면 묘가 나타나

위와 고사목이 나타난 다음 헬기장이 있

고, 부드러운 능선을 따라 5분 정도 가면

는 구룡산 정상에 닿는다.구룡산 정상은

철탑을 만난다. 철탑에서 15분쯤 능선길

나무 한 그루 없어 사방 막힘이 없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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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동쪽 가까이로 신선봉이 보이고, 그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며, 한 달전의 장

북동쪽으로 깃대배기봉과 태백산을 지나

딴지 근육통으로 고생하였던 기억이 새삼

함백산까지 길게 뻗어오른 백두대간이 한

스럽다. 고직령 삼거리에서 그대로 방화

눈에 들어온다. 구룡산 표지석에서 증명

선을 따라 직진하여 밋밋한 1,231m봉을

사진을 찍고, 사천왕의 베낭을 털어 저

지나 능선길을 따라 전진하면 흰 바위가

멀리 태백산을 안주삼아 정상 등정을 기

나타나고 왼쪽으로 돌아 나가 움막터가

념하는 정상주를 마시며 지금까지의 피곤

있는 곰넘이재에 도착한다. 곰넘이재 도

을 잠시 달래고 이제는 내리막길을 달려

착하니 이구대장님께서 반갑게 맞이하고

내려가야 하는 구간을 점검해본다.

등산로 표시판 앞에서 증명사진을 찍고는
서비스 구간인 실두동까지 피곤을 발걸음

☞11:37-12:52-13:40 구룡산-곰넘이재-실두동

을 움직인다. 곰넘이재의 등산로 표지판
에는 참새골로 표시가 되어 있어 약간은

구룡산 정상에서 발목까지 눈이 쌓인 급

혼란스럽다. 50분 정도 임도를 따라 내려

사면인 방화선을 따라 내려서면 방화선이

서니 어제 타고 왔던 고려관광버스가 보

누그러들며서 고직령 삼거리에 내려선다.

이고 먼저온 대원들이 박수로 맞아준다.

고직령삼거리에 수지의 김고문께서 다리

오늘의 산행은 여기서 접는다.

에 통증을 호소하며 구원을 요청하여 증
장천왕이 비상시에 대비하여 가지고 다니
는 수지침으로 통증부위를 찔러 기를 통
하게 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천천히 산행
할 것을 권한다. 수지침은 수지에 계신
분들에게 잘 듣는다고 농담을 하면서 뭉
친 근육이 빨리 풀릴 것이라고 하여본다.
산행 시간 7시간 동안 재와 봉을 넘나
들면서 급격하게 기온의 변화로 누구라도
통증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서 산행은 조심도 중요하지만, 산신령의
보살핌이 따라야 아무 탈없이 산행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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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차> 태백산(1,567m)
·일시, 소요시간 : 2004. 1. 25(일)
04:05~13:30(시간
9 25분)
·행정구역 : 강원 영월, 태백
·산행구간 : 진조동-곰넘이재-신선봉깃대배기봉-부소봉-태백
산-화방재 25km

2004년 1월 25일 새벽 3시40분 어제 서
울을 출발한 버스는 눈과 얼음 때문에 1
월11일 오후에 내려 왔던 실두동까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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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지 못하고 경북 봉화군 춘양면 진조

어 빙설이 되어 언덕배기를 올라 갈 때면

동에서 멈춘다.

자꾸만 미끄러지면서 산행 속도가 느려진

현재 기온 영하 20도라고 누군가가 알려

다. 방화선 자락이 끝나면서 묘 1기가 나

준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고 진눈깨비

타나고 급경사 오르막에 접어든다. 여기

가 조금은 내리고 있다. 도로에는 발목

서 산죽과 싸리나무가 우거진 숲속길을

정도까지 눈이 쌓여 있어 고도가 높아질

헤치며 20분 정도 오르면 신선봉 정상이

수록 눈높이가 높아 질것이라는 것을 알

다.

려준다. 추위와 눈에 대비한 산행채비를
하고 헤드렌턴 불빛에 의지하여 눈덮힌

☞06:35-10:25 신선봉-깃대배기봉

임도를 수도하는 마음으로 앞서간 사람들
의 길을 따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전진한

신선봉을 그냥 지나쳐 눈으로 파묻혀

다. 서비스 구간인 진조동에서 곰넘이재

있는 산죽군락이 무성한 급경사를 한동안

를 힘겹게 올라서니 시계는 5시35분을 가

내려선 다음 계속 산죽길을 따라 몇개의

리킨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른쪽으로

봉우리을 지난다. 저 멀리 동녘으로 붉은

방향을 바꿔 어둠속으로 능선길을 걷는

기운이 올라 오면서 아침이 오는 기운을

다. 아까부터 자꾸만 구역질이 나오면서

느끼게한다. 7시 30분 산죽군락 속의 빈터

피곤한 기운이 느껴지고 머리속이 어찔어

에 갈림길이 보이는 삼거리에 닿고 이젠

찔하면서 자꾸만 어지러운 것이 오늘의

완전히 아침이 밝아 헤드렌턴을 머리에서

산행이 힘들 것임을 에견한다.

제거하고 채비를 다져 피곤과 추위에 얼
은 몸을 추스리며 어지러운 정신을 이끌

☞05:35-06:35 곰넘이재-신선봉

고 다음 구간을 향한다. 머리에 쓴 밤모
자의 땀이 얼어 고깔 모자가 되어 버렸

곰넘이재에 올라서니 차가운 기운이 온

다. 기온을 물어 보니 영하 19도라고 대답

몸을 감싸고 그냥 서있기에는 한기가 느

한다. 대간길에서 만나는 정말 추운 날씨

껴져 본격적으로 설상 등반을 알리는 방

이다. 눈물샘이 얼어 눈까풀이 쩍쩍 소리

화선을 따라 서서히 고도를 높인다. 이젠

를 낸다. 8시 20분 양지바른 곳에 모여 눈

눈도 발목을 넘어 무릎 가까이 차오르기

을 치우고 아침 밥상을 차려 허기를 달랜

시작한다. 이번 설연휴에 내린 눈들이 얼

다. 입도 얼고 손도 얼었지만 잘 열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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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입을 열어 라면 국물로 몸을 풀

사면길은 온통 철쭉과 진달래 나무가 군

고 무릎까지 빠지는 대간길을 앞서간 대

락을 이루고 있다. 그 나무들 사이로 태

원을 따라 자꾸만 무거워 지는 몸을 다잡

백산을 바라보며 걷다보면 부소봉과 태백

으며 걷는다.

산 천제단 사이의 이정표가 있는 곳에 닿

깃대배기봉은 산죽으로 덮여 있는 넓은

는다. 깃대배기봉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

구릉지대이므로 쉽게 찾을 수 있으나 반

‘문수봉, 백두대간’안내판부터는 길이

대로 종주할 경우에는 독도에 신경써야

넓어진다. 태백산의 세 개의 제단 가운데

한다. 깃대배기봉을 지나 태백산을 바라

하나인 하단을 왼쪽에 끼고 경사길를 올

보며 걷는 발걸음이 무거워 지면서 자꾸

라서면 태백산 천제단(1560.6m)이 한눈에

만 뒤로 쳐진다. 피곤과 갈증으로 쉬는

든다. 천제단 하단에 고양이 한 마리가

회수가 많아지고 걸음이 느려지면서 힘들

반가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계

게 산행한다. 고산자회 회장님이 걱정스

단을 비껴준다. 1500고지의 고양이를 보니

러운 눈으로 동행하면서, 멧돼지가 큰병

묘한 기분이 든다. 천제단의 제물을 먹고

났다고 놀린다.

살아가는 저 고양이는 누구의 전신인지도
궁금해진다. 천제단에 올라 무사산행을 기

☞10:25-11:55-12:45 깃대배기봉-부소
봉-태백산장군봉

원하고 사방을 둘러본다. 지금까지 걸어온
백두대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멀리 구
룡산, 소백산까지 방화선을 따라 조망된

112

깃대배기봉을 힘들게 지나면 흰 자작나

다. 북쪽으로는 앞으로 가야 할 함백산과

무 군락을 지나 부드러운 길을 따르다가

매봉산을 지나 두타산과 청옥산, 고적대로

1,146m봉에서 오른쪽 사면으로 돌아 나아

이어지는 대간이 힘차게 뻗어 있다.

가면 처음으로 주목이 나타난다. 저 멀리

다시 천제단 뒤로 이어지는 300m 거리

부소봉이 눈앞에 다가오고 태백산이 가까

에 둘레 20m, 높이 2m 가량 되는 제단에

워졌다는 것을 알린다. 이젠 거의 무의식

이르게 되는데, 태백산 정상인 장군봉

적으로 걷기 시작한다. 아무 생각없이 다

(1566.7m)이다. 이곳은 6월 중순경에 털진

가선 부소봉. 부소봉은 단군의 아들인 부

달래와 철쭉꽃이 만개하며 태백시산악협

소왕의 이름이다. 주릉을 따르다 헬기장

의회에서 매년 6월초에 철쭉제를 개최한

이 나타나면 왼쪽으로 내려선다. 부소봉

다고 한다. 실질적인 태백산 정상 장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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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천제단과 모양이 비슷한 장군단이
있다.

사길치에서 오른쪽 넓은 길로 10분쯤
내려서면 팔보암으로, 오른쪽 길로 500m

태백산 표지석에서 증명사진을 찍고 잠

쯤 가면 31번 국도가 나오는데, 대간 길은

시 휴식을 취한 후 바람과 추위을 피해

목장의 철망이 가로막고 있다. 왼쪽 밭머

하산을 서두른다. 이젠 하산 길만 남아

리를 지나 숲으로 들어서서 사면을 돌아

있길래 조금은 안심하며 걸음을 옮긴다.

나아가면 10분 거리에 31번 국도가 지나
는 화방재(어평재)에 이르고 오늘의 산행

☞12:45-13:30 태백산-유일사-화방재
장군봉 이후는 주목 군락을 지나 계속

은 여기서 마무리한다.

♣ 백두대간 가는 길에 만나는 이야기들

내리막이다. 장군봉을 오르기 위해 일반
등산객들이 올라 오면서 하산길이 자꾸만

☞태백산일원의명소

지체된다. 유일사에서 설치한 인양기가
있는 사거리 안부에는‘유일사 0.15km,

태백산 정상 부근에는 하늘에 제사를

매표소 2.3km, 천제단 1.7km’의 이정표가

지내는 천제단이 있다. 자연석 편마암으

서 있다.

로 둘레 27m, 폭 8m, 높이 3m의 원형제

일반 등산객들이 다져 놓은 눈길은 이

단인 천제단은 중요민속자료 제288호로

정표에서 끝나고, 눈이 깊은 능선을 따라

지정되어 있다. 매년 10월3일 개천절에 천

계속 직진하면 약 10분 후에 사거리가 나

제를 올리는 행사가 이곳에서 열리고, 강

타난다. 잠시 후 바위가 있는 1,174m봉을

원도민 체육대회 성화 채화도 이곳에서

지나면 주릉이 서서히 북으로 꺾이고 이

한다. 천제단 북쪽 장군봉에도 이와 비슷

어 북사면의 음침한 사면길을 따르게 되

한 장군단이 있고, 천제단 남쪽 주릉 아

고 넓은 터에 산령각이 있는 사길치(새길

래에도 하제단이 있다. 천제단 부근에는

치)가 나온다. 사길치 산령각 은 보부상

‘살아 천년 죽어 천년(生千死千)’
이라는

들이 지어 놓은 것으로, 보부상들이 천평

주목이 4,000여 그루 자생하고 있고, 단종

을 지나 고직령을 넘어 춘양으로 다니던

대왕의 혼령을 모신 사당과 천제 때 제수

길로, 지금도 음력 4월15일에 제를 올리고

로 사용하는 용정이 있다.

있다고 한다.

그외 당골 광장에 위치한 태백산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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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금대봉 북동쪽에 위치한 남한강

열대야가 없는 쾌적한 곳으로, 최근 태백

의 발원지인 검용소, 화지동 중심가의 낙

시는 석탄산업의 퇴조로 형편없이 나빠진

동강 발원지인 황지못, 산줄기를 뚫고 흐

지역경제를 살기리 위해 고원관광지로 개

르는 구무소, 화전동의 용연동굴, 혈리굴,

발하고 있다.

비와야폭포, 미인폭포, 너래폭포, 망경사,
청원사, 백단사, 유일사, 만덕사 등 명소와

114

☞천령

사찰이 많이 있다. 태백에서 제일로 치는

태백산 정상에서 부소봉을 거쳐 깃대배

것이 많다. 한강, 낙동강, 오십천의 물뿌리

기봉으로 가는 대간 길을 신라시대에는

가 여기 있고, 높은 추전역, 긴 정암터널,

하늘고개라는 뜻인 천령이라 불렀다. 그

높은 만항재, 수많은 광산터, 희귀식물 등

후 고직령과 연결되는 새길치(신로령)가

이 그것이다. 또한 겨울에는 적설량이 많

생기면서 천령으로 사람의 왕래가 뜸해졌

고, 여름철에는 기온이 서늘하여 모기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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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는 길을 거닐며
세상 시름 잊어보자
여행작가 김초록

가슴 벅차게 시작한 새해도 어느 새 두

게 보여줌으로써 생태계의 중요성을 일깨

달이 훌쩍 흘러갔다. 절기상으로 우수 경

우고자 마련된 자연학습 공간이다. 살아

칩 무렵이면 만물이 깨어날 준비를 한다.

있는 민물고기를 전시해 놓은 수족관(57

남녘에서 들려오는 봄소식은 얼어붙은 저

조)과 영상학습실을 갖추고 있다. 민물고

마다의 마음에 훈기를 가득 불어넣고 있

기를 직접 잡아보고 관찰할 수 있는 야외

다. 산과 강, 그리고 들이 조화롭게 뻗어

학습장은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개방하

있는 양평땅, 그 중에서도 용문산 주변은

지 않는다.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곳이

1층 전시관에 들어서면 경기도 특산어

다. 골 깊은 크고 작은 산과 그림 같은 산

종인 황복, 버들치, 대농갱이 등을 비롯해

마을 강마을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 특산어종인 퉁가리, 쉬리, 돌고기, 금

눈과 귀, 마음까지 즐겁게 해주는 양평

강모치, 자가사리, 묵납자루, 각시붕어 등

의 볼거리는 다양하다. 이번에 소개할 곳

과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 열목어, 어름

은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에 자리한 경기

치 등 70여 종의 각종 어류를 볼 수 있다.

도내수면개발시험장이다.

또 호수에서 사는 송사리, 피라미, 꺽정이

서울-홍천간 6번 국도를 타고 가다 광

등과 내수면 어류인 참붕어, 메기, 흰줄납

탄리 나들목(광탄삼거리)으로 나오면 이

줄갱이, 그리고 담수어류인 모래무지, 버

정표가 보인다. 시험장 안에는 작년 여름

들개, 뱀장어, 가시고기, 농어 등도 구경할

문을 연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이 있어 지나

수 있다. 대형 수조에는 잉어, 철갑상어,

는 길에 한번 들러봄 직하다. 멸종 위기

초어 등이 노닐고 있고 천정 수조에는 무

에 처한 우리 민물고기를 많은 사람들에

지개송어, 산천어 등이 그 고운 빛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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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내고 있다. 가재, 도룡뇽, 말조개, 참다

용문사를 허리에 감싼 용문산은 경기

슬기, 자라, 참게 등 계곡물에서 흔히 볼

제일의 명산으로 꼽힌다. 1천m가 넘는 가

수 있는 것들도 눈길을 끈다. 평일은 물

파른 산세와 기암으로 이뤄진 위용이 일

론 주말 및 휴일에도 개방하며 입장료는

품이다. 용문사 옆으로 난 등산로를 따라

무료다. 특히 겨울방학에 들어간 초 ·중

마당바위, 용각바위까지 갈 수 있다. 왕복

등학생들에게는 체험의 장으로 적당하다.

3시간 정도 걸린다. 용문산 정상은 군사

문의 772-3480.

보호지역에 묶여 있어 백운봉(해발

근처에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용문산

950m) 능선을 타고 돌아와야 한다. 용문

과 그 품에 안긴 고찰 용문사가 있다. 흰

사 경내에 마련된 전통찻집‘다래향’
은

눈을 두른 용문산은 언제 봐도 듬직하다.

너와지붕에 토담, 통나무기둥, 황토벽난로,

매표소에서 용문사까지 이어지는 약 1km

통유리 등으로 장식해 운치를 자아낸다.

의 오솔길은 가족끼리 함께 걷기에 좋고

한방약차와 전통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

무엇보다 상쾌한 공기와 숲 내음이 일상
의 시름을 말끔히 씻어준다. 용문사의 자
랑거리인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호,
수령 1천 1백년)는 잎을 다 떨구고 빈 가
지로 서 있지만 이리저리 뒤틀리며 솟아
오른 우람한 둥치는 세월의 깊이를 말해
준다.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
던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이처럼 성장
한 것이라고 한다. 모진 풍파와 전란 속
에서도 살아 남아‘천왕목’
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하였다. 조선 세종 때는 정3품에
해당하는 벼슬인 당상직첩을 하사 받기도
한 명목으로, 조선 고종이 승하했을 때는
큰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6·25동란이
나기 전에는 나무가 크게 세 번을 울었다
고도 전한다.
용문사 오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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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 수 있다. 용문산 입구 한쪽에서는 양

가 겨우 비켜갈 정도의 좁은 길을 따라

평땅에서 난 무공해 농산물을 모아놓은

10분쯤 가면 용문산 줄기로 겹겹이 에워

상설장터가 열린다. 매일 서너 명의 아낙

싸인 휴양림에 다다른다. 수림에 폭 파묻

들이 나와 좌판을 늘어놓는데 더덕, 취나

힌 휴양림은 동화 속에 들어온 듯 안온하

물, 콩, 팥, 엿, 땅콩 등등 품질 좋은 우리

다.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서어나무, 층층

농산물이 그득하다.

나무 등등 울창한 숲이 청신하기 그지없

용문산을 둘러보고 6번 국도로 나와 홍

다. 산음휴양림은 숲 속의 집(통나무집)

천, 횡성 방향으로 12km쯤 가면 산음휴양

18동과 산림문화휴양관, 등산로, 산책로,

림(단월 백동 방면)으로 가는 길이 나온

취사장, 숲체험코스, 민속놀이장 등을 갖

다. 이정표 보임. 휴양림을 품고 있는 단

추고 있다. 10분 거리에 대명스키장이 있

월면 산음리는 용문산의 그늘로 음지가

어 함께 둘러보길 권한다. 표준

된다고 하여‘산음’
이라고 한다. 차 두 대

민물고기학습관

용문산과 용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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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길
6번국도:구리→덕소→양수리→양평,88번국도:성남→광주→퇴촌→양평,44번
국도:광주→곤지암→산북면→양평, 37번 국도:이천IC
→이천→금사리→천서리
→개군→양평. 6번국도-광탄삼거리우회전-다리건너이정표-경기도내수면
개발시험장.용문이나양평터미널에서용문사행버스수시운행.중앙선을타고
용문역에서내려용문버스터미널에서용문사나산음,석산리행버스를타고고북
또는 산음상회에서 내려 휴양림까지 걸어가면 된다. 양평 터미널(772234
1.2),용문터미널(77310
3
0,7734
210
),양평역(774-7788),용문역
(773-7788),용문사종무소(773797
3)
▶맛집
용문산입구에산채정식등을내놓는토속음식점이많다.황해식당(7737735),
중앙식당(773-3422), 잣나무가든(774864
3)등.단월면산음휴양림부근에
민예원(773-73
6,3한식),한터(774-4
1,6
순4
두부.버섯전골)등이있다.
▶잠잘곳
양평한화리조트(7728113
-5), 대명양평콘도(771-118
),
3 용문산콘도렉스
(771-3
5)4등
3과용문산과단월면쪽에통나무민박(773944
0), 하얀집민
박(774-10
4)6
, 석천민박(771-1602), 소향산장(772-9
0
5)
8, 초원민박
(774-955)
8 등이 있다. 산음휴양림(774133
8)이나 중미산자연휴양림
(771-71에
6서하
6)룻밤묵어도좋다.인터넷예약(www.huyang.o
g.rk)
을하
고가면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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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주의 발생과 발전
작가 오승휘

객주(客主)는 장사아치를 재우거나, 물

수수료를 급여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점

건을 흥정붙여 주는 영업, 또는 그 집을

차 자기의 거래지방에서 오는 화객(華客:

말한다. 조선조시대의 대표적인 상업활동

단골의 손;customers을
) 거의 강제적으로

의 한 형태로서 발전하였데, 객상주인(客

끌어 들여 머무르게 하면서 규정된 수수

商主人)의 뜻이다. 이들은 경향각지에서

료를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내집(來集)하는 객상을 위하여 거중주선

이들 중에서도 특히 마포부근에 살던

(居中周旋)이나 물품매매(物品賣買)를 성

객주의 횡포가 가장 심하여 그들은 막대

립시키는 이른바 중개역할(仲介役割)을

한 부(富)를 독점하게 되었다. 연안의 여

하였다.

각(旅閣:corn factor inn)은 당초 각 포구

객주(客主)의 기원, 즉 객주발생의 기원

(浦口)에 내박(來泊)하는 선객주(船客主)

은 지금까지도 문헌의 결핍으로 상세한

가 발달하여 된 것이다. 풍부한 자금을

것은 알 수 없으나 대체로 항해술이 발달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대개 널리 상

하고 대외무역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통

품을 취급하며 거래하는 대상인 계급에

일신라시대가 아닌가 추정된다. 그 후 이

속하였다.

것은 조선조시대에 들어와 크게 발달하였
다고 볼 수 있다.

객주의 업무에 관하여서는 이들 객주가
하는 일은 대개 위탁판매(委託販賣)·대

이러한 객주발생의 시초에는 주인이 여

부금업(貸付金業)·예금(預金)·어음의

객(旅客)들에게 정의상(情誼上) 매매의

발행과 인수 등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위

상대방을 구해주어 매매의 편의를 제공하

탁판매(委託販賣)는 객주에서 주관하는

였고 상객(商客)은 이에 대한 보수로서

화물의 매매는 거간(居間), 즉 중개인(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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介人)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거간에는 객

액을 객주에게 예금하고 객주가 이식(利

주에게 전속(專屬)된 내거간(內居間)과

息:interest)을 지불한다. 이식률은 개성

자기집에서 다니는 외거간(外居間)이 있

(開城)을 예로 보면 월 1분 2리 5모였다.

었다.
이들 거간(broker, intermediary,

은 오늘날의 수표와 같은 것이다. 객주가

middleman)이 화물을 매매하면 거간 수

이것을 발행한 경우는 첫째, 연취인(延取

수료로서 곡물일 경우 1석에 2전 내지 4

引)일 경우, 그 대금의 지불기일에 이를

전, 기타 잡화물일 경우에는 매매가격의

때까지 발행하는 것이다. 둘째, 타인의 청

1/100을 매주(賣主)에게서 징수하며, 또한

에 의하여 전기 연취인 대금의 결제용(決

내외 2종의 구전(口錢:口文;commission)

濟用)을 위한 신용대부이고, 셋째로 토지

을 갖는다.

나 가옥 등 담보의 제공이 있을 때 금전

내구(內口)란 매주(賣主)에게서 곡물 1
석에 10전 내지 20전, 특히 어염(魚鹽:생

대부(金錢貸付:loaning)의 한 방법으로서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다.

선과 소금)에는 그 1할을 징수하는 것이

어음의 인수(引受)란 매매 양당사자 중

다. 그리고 외구(外口)란 매주(賣主)로부

매주(賣主)가 현금이 없이 그 대금을 어

터 받은 거간 수수료 중에서 그 반액을

음으로 지불하면, 매주(賣主)는 현금이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객주는 일단 자기

필요할 때 그것을 객주에게 인수시켜 돈

에게 위탁한 물건을 타처에 이송할 때에

을 갖는 것을 말한다.

과구(過口)란 명칭으로 징수하였다.
대부금업(貸付金業)에 관련하여서는,
객주의 금전 내부엔 첫째, 물품의 판매위

120

어음의 발행과 인수에 관하여는, 어음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수표 할인과 유
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의 원활을 도
모했던 것을 말한다.

탁에 대한 가도금(伽渡金)이 있다. 둘째,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객주로서 치부한

물품의 위탁판매를 조건으로 하여 그 매

자는 순조(純祖) 33년(1833) 마포 부근의

상(賣上)을 위한 전도금(前渡金), 셋째,

객주 김재순(金在純)을 특히 들 수 있다.

토지담보(土地擔保) 따위의 대부금 등이

그는 순조 33년의 홍수로 흉년이 든 것을

있다.

이용하였다. 미전(米廛:싸전) 상인들과

객주의 예금(預金)에는 먼저 그 화객

결탁하여 서울시내에 쌀이 귀한 것을 짐

(華客)이 위탁한 물품을 매각하여 그 금

작하고 곡식을 모아 감추어 놓고서, 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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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價)의 앙등을 노렸다가 시내에 쌀이
떨어져 쌀값이 폭등하는 기회에 치부(致
富)하였다.

권과 개입권 등이 있다.
개입권(介入權)이란 상업 사용인이 경
업(競業)금지의무를 위반한 거래행위를

결국 그는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었지

하였을 때, 영업주나 회사가 자기를 위하

만 이러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 사형

여 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득(利得)의

에 처해지고 미가는 다소나마 안정되었

양도를 청구할 수 잇는 권리를 말한다.

다. 이러한 사실은 객주가 일반 상업활동

또한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위탁사무

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컷던가를 증명하

의 처리방법으로, 스스로 거래의 상대방

여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 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당시의 객주는 경향 각지의 화

객주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행하는 금

물집산지(貨物集散地)에서 화물의 도매와

융(金融)이 이른바 객주금융이다. 그 형

위탁판매 등을 그 기능으로 하여 부(富)

태는 중·소기업에 원(原)재료를 신용으

를 축적하는 무리들이었다. 특히 지방 상

로 매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유통자금을

업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보부상

융자하는 경우이다. 또 중·소기업으로부

과의 원활한 상품유통을 통하여 대(大)상

터 제품의 판매를 담당할 때에 대금의 선

인 계급으로 발전해 갔다.

급(先給)으로 인하여 유통자본을 융통할

객주계약(客主契約)은 객주와 위탁자와

경우, 중·소기업이 가진 어음을 할인할

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을 말한다. 계

경우, 보통 방법으로 대부할 경우 등에

약의 성질에 있어서는 고용·청부·무명

나타난다.

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대체로 위
임(委任)의 일종으로 해석한다고 할 수

객주는 제품의 판매, 원재료의 구입, 금

있다. 무명계약(無名契約:contract without

융면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조건을 압박

title)이란 사법(私法) 등에서 특별한 명칭

하고 억압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

이 없는 일체의 계약으로, 유명(有名)계

할 수 있고 상인들의 자본적 착취를 가져

약과 대비된다.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 상

오는 일이 많다.

법이 인정하는 특징 중 객주의 의무로는

가내공업(domestic industry, home

이행담보책임·통지의무·차액의 부담 등

industry)은 단순한 기술과 기구로써 집안

이다. 그리고 객주의 권리로는 보수청구

에서 하는 소규모의 생산공업으로 가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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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라고도 칭하는데, 수공업과 유사하다.

있어서의 중세의 수공업(手工業)과 근대

이와 관련하여 객주제 가내공업(客主制家

의 공장공업과의 중간형태를 말한다. 생

內工業)은 자본을 가지고 생산자를 분산

산물은 결국 자본가의 손에 들어와서 비

적으로 지배하는 형태를 말한다. 직접 생

로소 상품화한다. 특히 매뉴팩처의 단계

산자는 원료 또는 도구를 대여(貸與)받고

에서 보급하였으며 그리하여 객주는 독립

가공임금을 얻는다.

할 능력이 없는 소생산자를 지배하였다. 표준

매뉴팩처(manufacture)란 생산제도에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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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불수
수필가 최규자

사전에서는 독서(讀書)를 <책을 읽음>

에 공양왕은 경연(經筵)이라 개칭하였다.

이라고 간단히 정의하고 있다. 책(冊)이

조선조에서도 이 제도를 확립하여 한말까

란 어떤 사상이나 사항을 글이나 그림으

지 이어졌다.

로 표현한 종이를 겹쳐서 꿰맨 물건의 총

또 고려시대의 관아로 서적점(店)이 있

칭이다. 그리고 서(書)는 글로 쓴 곧 책,

었다. 주로 활자주조와 서적의 간행을 맡

문장, 기록, 편지 또 글자, 문자, 글씨, 서

아 보았다. 일찌기 목판인쇄가 발달되어

법(書法), 필적(筆跡), 장부(帳簿)를 뜻한

거창한 인쇄사업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다.

1392년(공양왕 4)에는 서적원(院)으로 개

그래서 서책(書冊)은 서적(書籍)을 뜻

칭되었다.

하는데, 사람의 사상(思想)이나 감정을

그리고 서적포(鋪)는 고려시대에 국자

글자나 그림으로 기록하여 꿰어 맨 것이

감에 두었던 일종의 출판부였는데, 1101년

다. 이와 관련하여 서적소(所)는 고려 인

(숙종 6)에 설치되었다. 비서성에 소장되

종이 학문을 배우며 토론하던 곳이다.

어 있던 모든 책판을 이곳에 옮겨 인쇄하

1129년에 수창궁(壽昌宮) 옆에 있는 시중

여 널리 보급케 하여 사학의 번창으로 인

소태보(邵台輔)의 집을 서적소라 하여 많

하여 그 당시까지 위축된 관학을 진작하

은 책을 비치하고, 유신들로 하여금《송

고자 하였다.

조충의록(宋朝忠義錄》등을 진강(進講)케
하였다.

독서당(讀書堂)은 조선조 때 문관 중에
서 특히 문학에 뛰어난 사람에게 사가(賜

후대의 왕이 이를 차차 제도화하여 충

暇)하여 오로지 학업을 닦게 하든 전문적

목왕은 이를 서연(書筵)이라 하였고, 후

서재(書齋)였다. 세종 8년에 사가 독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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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처음으로 두고, 성종 23년에 지금

국 청대(淸代)의 시인 장서가(藏書家) 전

구용산(舊龍山)에 소재하고 있든 폐사(廢

증(錢曾:1629~?)이 자기의 장서에 적은

寺)를 수리하여 처음으로 독서당을 베풀

제발(題跋)을 모아서 편집한 해제(解題)

었다. 정조 때에 규장각(奎章閣)의 기구

로 전부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를 넓히어 이를 폐하였는데, 호당(湖當)

재빠를·민첩할 민(敏)자는 힘쓸(민), 힘

이라고 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써 함(민)자다. <중용>(中庸)에「인도민

구어로, 어리석은 사람도 늘 보고 들으면

정」
(人道敏政)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된다는 말로 <

민구(敏求)는‘힘써 추구(追求)한다’는

독서당 개가 맹자왈 한다>가 있다.

정도의 뜻이다.

독서인(讀書人)은 독서를 좋아하거나

또한 신라 때의 관리등용법으로 독서삼

많이 하는 사람, 또는 일반적으로 독서를

품과(三品科)가 있었다. 원성왕 4년(788)

하는 지식층(知識層)의 사람을 지칭한다.

에 태학감(太學監)에 설치한 과거와 비슷

그리고 중국에서는 민간(民間)의 학자나

한 제도로, 상·중·하의 3품(三品)으로

지식인을 일컫는 대명사격인 말이다.

성적을 심사하고 결정하여 관리를 등용하

일반 대중의 독서열을 앙양하고 고취하
기 위하여 설정한 본격적인 독서지도주간

출신과라고도 칭한다.

이 이른바 독서주간(讀書週間 :Book

동양권에서는 독서를 높이 평가한 사자

Week)이다. 1919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

숙어가 여러 개가 있다. 독서삼도(三到),

창되어 미국의 도서관협회를 통하여 활발

독서삼매(三昧), 독서삼여(三餘), 독서상

히 추진된 것인데, 한국에서는 1927년 이

우(尙友) 등이 그것이다.

후 매년 10월 20일부터 28일에 걸쳐 시행
된다.

독서삼도는 책을 읽어서 그 참뜻을 알
기 위해서는 눈으로 잘 보는 안도(眼到)

독서지도(讀書指導)는 자신의 사상과

와 입으로 낭독하는 구도(口到)와 마음속

행동을 형성하기 위한 자료로서 책을 소

에 깊이 새기는 심도(心到)의 세 가지가

화하여 가는 힘을 어린이나 일반 대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입으로 다른

게 갖게하는 학교·가정·일반 사회의 전

말을 아니하고, 눈으로는 딴 것을 보지

반적인 지도를 말한다.

말고, 마음을 하나로 가다듬고 숙독(熟

그리고《독서민구기(讀書敏求記)》
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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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귀족의 자제에 한했는데, 이를 독서

기술표준 ● 2004·2월호

讀)하면, 드디어는 그 진의(眞意)를 깨닫

시책논단~업무계획 2004.3.23 5:35 PM 페이지125

게 된다는 뜻이다.

을 벗으로 삼는 일이다. 여기서 오히려

독서삼매는 잡념이 없이 오직 책을 읽

(상)자는‘숭상하다, 높이 여김; 좋아하

는 데에만 골몰한 무아의 경지이다. 오직

다, 즐김’
의 뜻이다. 상문(尙文), 상지(尙

책읽기에만 골몰하는 일이다. 범어

志), 상서(尙書)와 같은 것이 그 쓰임이

Samadh의
i 음역인 삼매(三昧)는 불교에

다.

서 하나의 대상(對象)에만 마음을 집중시

또 글을 읽다가 기르는 양(羊)을 잃어

키는 일심불란(一心不亂)의 경지(境地)를

버렸다는 말로, 마음이 다른 곳에 쏠림을

말하는데, 흔히 삼매경(三昧境)이라고도

이르는 독서망양(讀書亡羊)이 있다 그리

한다.

고 거의 같은 의미로 독서지양(讀書之羊)

불교에서 삼매당(三昧堂)이라하면 중이

이라 하여 목동이 글 읽다가 치는 양을

늘 있어 법화삼매(法華三昧)와 염불삼매

잃음, 의미가 변하여 곧 딴 생각만 하다

(念佛三昧)를 닦는 집으로, 삼매도장(道

가 낭패를 본 것을 지칭한다.

場)이라고도 한다. 또 불교에서 삼매야형

그러나 독서를 예찬한 말 중에서 독서

(三昧耶形)은 제불보살(諸佛菩薩)이 일체

불수(讀書不輸)가 그 으뜸이다. ‘독서는

중생(一切衆生)을 구리이상(究理理想)의

지지 않는다’
로 만사가 독서불패(不敗)

증리(證理)에 들게 하려는 본서(本誓)를

다. 독서 으뜸론으로, 독서하면 패배(敗

발하고 그 형상(形相)에 나타내어 보이는

北)하지 않는다. 절대로 지지 않는 것이

기장(器杖)·궁전(弓箭)·인계(印契)와

다. 독서는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

같은 것이다.

다. 여기서 나를(수)자는‘지다, 패배함’

독서삼여(三餘)는 독서를 하기에 적당

의 뜻이다. 반대로 찰(영:瀛)자는‘이기

한 세 여가(餘暇)를 말한다. 즉 겨울·

다’
의 뜻이다. 그래서 영수(瀛輸)하면 우

밤·비올 때이다.

리가 흔히 쓰는 승부(勝負)와 같은 의미

독서상우는 책을 읽음으로써 옛날의 현
인(賢人)들과 벗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다. 하여튼 독서는 만사여의(萬事如意)
하며, 만사형통이다.

표준

이때 상우(尙友)는 책을 읽고 고인(古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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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이상향을 찾아서
자유기고가 김춘겸

«유토피아(Utopia)»는 영국의 정치가
이 고

인 문 주 의 자 인

모 어

(T.More:1478~1535가
) 쓴 가공견문기(架

126

도 보이며, 사회사상사(社會思想史:history
of social thoughts)에서는 고전(古典)으로
평가 된다.

空見聞記)이다. 원래는 라틴어로 썼으며,

이 저서는 저자의 사망 후인 1551년에

1516년에 간행되었다. 저자가 히스로디라

영역(英譯)이 간행되었다. 또한 제명(題

는 선원(船員)으로부터 이상국(理想

名)인《유토피아》
는 원래 그리스어에 유

國:Utopia)의 제도와 풍속을 들었다는 체

래하는 <아무데도 없는 곳>(not place ->

제로 이상사회를 묘사하였는데, 간접적으

nowhere)이란 의미였으나 이 작품을 계기

로 당시의 유럽 특히 영국의 실제의 사회

로 이상향(理想鄕)의 의미가 새로이 생겨

현상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나게 된 것이다.

이 공화국에서는 전시민이 교대로 농경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적 사회를 망상하

(農耕)에 종사하고, 노동시간은 6시간, 여

여 문학상에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가(餘暇)는 교양시간으로 돌리고, 필요한

른바 유토피아 문학(Utopia 文學)이다. 한

물건은 시장의 창고로부터 마음대로 가져

방에서 병명을 몰라서 고칠 수 없는 병을

오면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유재산

이르는 말로 무하지증(無何之症)이 있다.

이 부정(否定)되고 처음부터 공산제(共産

유토피아는 그리스 말로는 소위 무하유향

制)로 일관(一貫)된다. 그 내용은 르네상

(無何有鄕)을 의미한다. 오랜 것으로는

스와 휴머니즘의 정신을 반영하여 종교적

플라톤의 《이상국가》, 플루타코스

관용(寬容)·평화주의·남녀교육의 평등

(Ploutarchos의《영웅전》
)
과 성 아우구스

을 논설하고 있다. 근대소설의 새 싹으로

티누스(Augustinus)의《신의 나라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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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허균의《율도국》등은 그 유에 속

(Hesperides)의 동산, 로마의 엘리시온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lyision), 이스라엘의 에덴동산, 북유럽

그러나, 근대의 모어(T.More)가 처음으

의 아스가르드(Asgardh), 혹은《리그베다

로 명확히 유토피아라는 이름 아래 이상

(Rigveda)》,《아베스타(Avesta) 》
, 《코란》

국가를 그렸으며, 그 후 그의 영향하에

과《길가메시(Gilgamesh) 서사시(敍事

많은 유토피아문학이 다투어 쓰여졌다.

詩)》등의 경전(經典)이 있다. 그리고 또

철학자 베이컨(F.Bacon)의《뉴애틀랜티스

종교시에 전해지는 천국이나 낙원이라는

(New Atlantis)》
도 그중의 하나이며, 더욱

등의 서술은 각기 민족의 원망(願

새로운 것은 러스킨(J.Ruskin)·모리스

望:desire)이 구체적인 영상(映像)으로 결

(W.Morris)·버틀러(S.Butler) 등이 그들

정(結晶)된 것이다. 그렇지만 글자를 갖

이 각각의 견지에서 쓴 작품속에서 현실

고 있지 못한 현존 미개인이라도 낙토(樂

의 세상에 이상향을 가미시켜 대립시키고

土)의 신앙을 소홀히 하는 종족은 이 지

있다.

구상에서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유토피아사상(Utopia 思想)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간의 정신적 발전은 정동

서는, 보다 더 좋은 상태로 환경(環境)을

성(情動性)에 대해서 지적인 요소가 우월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원천적으로 인간의

해지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

본성에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

의 사고가 고도화 되어가고 언어 표현의

한 현실에 꼭 맞는 상대적인 욕구외에도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의 내부로는 지복(至福)과 지선적(至

새로운 지적형상(知的形象)을 만들어 내

善的) 생활에의 면면한 동경이 불가피하

어 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파세

게 내재하고 있으면, 시간의 추이(推移)

계(娑婆世界)를 뛰어넘어 이상세계를 엿

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기한 표

보는 인간의 원망상(願望像)도 부단히 변

현을 취하고 있다.

화해 갔다.

이러한 동경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

사상사적(思想史的)으로 보면 처음에는

래되었고, 처음에는 먼저 신화라든가 전

신화(神話)로부터 시발하여 전성(轉成)해

설속에서 형상화(形象化)가 시도되었다.

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고정된 관념형태가

가령, 중국의 도원향(桃源鄕)이라든가 봉

나타난 것이다. 유토피아라고하는 말은

래국(蓬萊國), 그리스의 헤스페리데스

영국의 르네상스기(期)의 학자인 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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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re)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생성되어

관념형태의 이정표적인 기원(起源)으로

유래한다고 전술한 바 있다.이것은 그리

된 점에 잠기어 있다.

스어의 부정사(不定詞) 우(ou)와 장소를

모어 후 서술의 방식이라든가 내용의

표시하는 명사 토포스(topos)를 짜 맞추어

구성을 모방하거나, 적어도 모어의 저서

가상(假想)의 섬나라에 지어준 모어가 만

에서 자극을 받아서, 이상으로 하는 사회

들어낸 조어(造語)인데, 라틴어화되어서

의 형태나 상태라든가 국가의 기구(機構)

지금은 널리 유토피아(Utopia)라고 부르

를 묘사하는 저작이 계속적으로 흘러 나

게 되었다.

왔다. 이윽고 유럽의 사상사를 통해서 유

모어의《유토피아》
에는 당시 잉글랜드
(England)와는 대조적인 하나의 이상국의

128

니크한 독자적인 하나의 계보(系譜)를 엮
어내기에 이르렀다.

모습이 사회생활의 세미(細微)한 여러 가

이 계보는 문학·종교·철학·정치학·

지 점까지 여실히 묘사되었다. 그리하여

심리학·윤리학·사회학 등을 포함하는

그 기술(記述)은 그대로 영국의 권력계급

지식영역의 넓은 범위에 걸쳐 있어서, 반

에 대한 통렬한 풍자를 적나라하게 나타

드시 명확한 일선(一線)을 그어서 나타낼

내고 있었다. 라틴어로 된 원저(原著)는

수는 없다. 그러나 모어의 저작을 범례

당시의 교양자층(敎養者層)의 마음을 즉

(範例)로 한다면, 어떠한 표현을 취하든

시 빼앗았다. 그 후 이탈리아어역(語

간에 그 시대의 기존(旣存)질서에 비판을

譯)·독일어역·영어역이 계속해서 출판

가하였다. 그리고는 그것과는 반대적인

되게 됨에 이르러, 독자의 층(層)은 민중

가치관(觀)에 기초를 두는 이상사회의 모

사이에까지 깊숙히 뻗혀 확대 되었다.

습을, 초안이건 구체상(像)이건 막론하고

그리고 그 후 수세기를 줄기차게 거친

묘술(描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날 명실공히 세계적인 고전(古典)속

유토피아사상의 엄연한 규준(規準)으로서

에 꼽혀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이 책의

설정(設定)되어 우뚝 자리잡게 되었다.

의의(意義)는 고립한 현상적(現象的)인

한마디로 유토피아는 인간의 원망(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상사(思想

望)이 결정화(結晶化)한 형상이다. 우리

史)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하나의 표현형

가 사상사(史) 속에서 주목하는 유토피아

식을 의식적으로 낳아 놓은 사실에 있다.

작품은 개인적인 관념이건 집단적인 표상

결국에 가서 이른바 유토피아라고 불리는

(表象)이건 간에 단순한 몽상상(夢想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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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고, 인간의 적극적인 의지와 의도

그대로 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쿠

를 포함한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의 끊임

므랑공동체로부터 원시교회에 이름인 원

없는 추구의 대상으로서의 이상상(理想

시기독교의 메시아사상에까지 긍(亘)하였

像)이다.

다. 그리고《신약성서》
의 계시문학을 거

그것은 변덕스러운 심성(心性)으로부터

쳐서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에
) 이르

솟아나오는 자기만족적 백일몽(白日夢)이

러서 이른바 신(神)의 나라의 이념이라고

결코 아니고, 올바른 것 그리고 선한 것

하는 하나의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쌓았

에의 동경으로부터 생기는 일종의 계시

다.

(啓示)와 같은 것이다. 아니면 종교라든

이어서 거기서부터 중세 기독교의 저류

가 이념(理念)과 신념, 신앙 곧 철학이라

(底流)인 신비주의 사조를 꿰뚫고 르네상

든가 정치와 같은 법규범(法規範)의 세계

스기(期)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유럽

에 있어서의 실현에 토대한 기대감에서

각지에서 계속 일어난 농민전쟁의 지도

우러나온 것이다.

이념인 밀레니움사상에 핵심을 부여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한 착

한편,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화는 철학에

상(着想)이라든가 환상이 아니다. 일찌기

국한되어서 정신사(史)의 발전에 새로운

실제로 발생(發生)한 것, 지금 어딘가에

지적(知的)인 단계가 계획되기에 이르렀

서 실재(實在)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 장

다.

차 반드시 실현될 성질의 것, 그런 것이

그리스의 관념주의 철학자로 소크라테

아니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촉박성(促迫

스(Socrates)의 제자로 그리고 아리스토텔

性)을 지닌 유토피아적인 지적 형상(知的

레스(Aristoteles)의 스승인 플라톤

形象)은 모어 전시대의 정신사(精神史)

(Platon:427~327B.C의《폴리데이아》
.)
는

속에서도 여기저기 많이 발견된다.

이데아(idea)를 실현하는 이상국가(理想

신화가 유토피아사상의 원형인 것은 앞

國家)의 구상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이

에서 말한바 그대로이다. 그렇지만 고대

데아는 보임새·형(形 )·생각의 뜻으로

유태교에 있어서의 종말론적인 메시아니

플라톤에 의하여 이념(理念)의 뜻으로 사

즘(Messianism의
) 발전은 이 민족의 신화

용되었다. 그리고 크세노폰(Xenophon)이

적 전승(傳承)이 적극적인 미래상(像)으

나 그 후의 플루타르코스(Plutarchos)는

로서의 유토피아로 변질해 가는 과정을

실재적(實在的) 인물을 빌어서 그 위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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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가족
(爲政體)를 이상화(理想化)해서 묘사하려

상력(構想力)을 발휘하게 됐을 때, 유토

고 시도했다.

피아사상은 드디어 사회변혁의 능동적인

이밖에 희극의 아버지(the Father of
Comedy)라고 불리우는 그리스의 희곡작
가

130

아 리 스 토 파 네 스 (Aristophanes:

계기로서 건실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
다.
그것은 근대의 시민혁명(市民革命)의

448~380 B.C.) 작품에서도 유토피아적인

전야에 들끓었다. 일명 부르주와(bourgeois

착상(着想)이 엿보인다. 아테네(Athenae)

)혁명이라고도 하는 시민혁명은 부르주와

나 헬레니즘(Helenism사
) 상에 특유한 <시

지(bourgeoisie:중간계급)가 주체가 되어

간을 초월해서 역사의 테두리 밖에 안정

봉건제를 넘어뜨리고 자본주의 사회체제

(安定)하는 정태적(情態的) 유토피아의

를 세운 혁명이다. 그리하여 가령 17세기

형(型)>은 중세를 훨씬 뛰어 넘어서 오히

의 영국에서는 하링턴(Harington)·윈스

려 르네상스에 직속하고 있다.

탄리(Winstanley·
) 밀턴(Milton) 등이 출

모어는 분명히 플라톤을 계승하고 있다

현하였다. 또 18세기의 프랑스에서는 루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어에게서 배운

소(Rousseau)·모렐리(Morelly), 디드로

불붙은 르네상스의 여러 저작은 좌절한

(Diderot)?
볼테르(Voltaire) 등의 저작에는

혁명으로부터 타다 남은 신성국가(神聖國

구제도의 결함을 찔러 공격하고, 이를 비

家)의 허상(虛像)일 수 있다. 캄파넬라

난하여 새로운 정치기구나 법조직 등이

(Campanella의
) 《태양의 수도》를 제외하

도덕체계를 제시한다는 내용이 여러 가지

면, 라블레(Rabelais도
) 안드레아(Andrea)

형태로 실려 있다.

도 베이컨(Bacon)도 바튼(Barton)도, 말하

이들 저작의 어떤 것은 사회주의나 공

자면 선량(選良)계급(elite: choice people)

산주의의 싹이 될만한 요소를 내포하고

을 위한 낙원을 상상하고 있는 것에 멈추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 구상은 마치

었다.

질풍노도와 같이 근대혁명의 수행자(修行

이러한 경향은 17~18세기에 걸쳐 여행

者)들의 기대를 휠씬 넘는 선까지 진출했

기적(旅行記的)인 형태를 취하는 유토피

다. 사실, 서민사회가 정말로 이 땅에 나

아문학으로서 활발히 전개해 나갔다. 이

타나자, 그것을 밑받침하는 경제제도로서

스라엘과 그리스에서 근원하는 2개의 성

의 자본주의에 대한 2가지 양태의 태도가

격이 결부되어서, 역사현실에 근거한 구

유토피아사상의 전개방향을 둘로 나누었

기술표준 ●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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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 작가도 기계

하나는 넓은 뜻으로서의 사회주의 사회

문명에 대해 만전(萬全)의 기대를 걸고

의 설계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19세기 중

있는 이유는 아니고, 그것이 가져다 줄

에 일련의 사상가들을 일괄해서 마르크스

수 있는 위험에 관하여도 언급했다. 또

(Marx)와 엥겔스(Engels)가 비판적인 유

바틀러(S.Butler)는 풍자적으로, 러스킨

토피아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른 사람들 중

(Ruskin)이나 모리스(Morris)는 회고적(懷

에서 그 전형적(典型的)인 예를 찾아 보

古的)으로 기계(機械)가 거의 다 끊어져

게 된다.

없어진 수공업사회에 유토피아를 발견하

마르크스(Marx)의 사회주의에 대해 상

고 있다.

시몽 등 그 이전의 사회주의를 말하는 공

이러한 양면적인 태도는 뭐니뭐니해도

상적 사회주의(空想的社會主義)가 있었

웰즈(H.G.Wells:1866~194에서
6) 최고조에

다. 즉 상시몽(C.d.Saint-Simon·
) 푸리에

달했다. 그는 십수편의 유토피아적 소설

(F.M.C.Fourier·
) 카베(E.Cabet) 등의 몽

과 에세이를 쓰고 또 논작(論作)을 발표

상가라든가 오웬 (R.Owen)과 바브프

했다. 그런데 후기의 작품에서는 기술(技

(Babeuf) 등의 실천운동가가 그에 해당한

術)의 발전에 대해서 다분히 부정적(否定

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페쿠르

的)인 태도를 취하게 됐다.

( P e c q u e u r )·블랑 ( B l a n c )·블랑키

제1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의 제도적

(Blanqui) 등의 혁명가도 포함하여도 무

모순을 폭로함과 동시에 전세기말(前世紀

난할 것이다. 또 다른 계보(系譜)는 19세

末)에 이미 환영화(幻影化)하고 있었던

기의 중엽부터 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진

소위 진보의 관념을 단번에 허물어 뜨렸

보에 따르면서 발전해온 기계문명에 반응

다. 그리고는 서구문화의 몰락감으로 사

하는 성격의 유토피아적인 것이다. 이것

람들의 마음을 끌어넣었다.

은 다시 2개의 형으로 나뉜다.

이러한 정신적 풍토속에서부터 주로 기

하나는 18세기 이래의 이른바 진보의

계문명과 그것을 성립시키는 자본주의적

관념의 전개에 따르고, 산업혁명의 성과

인 사회조직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관념

를 긍정하면서 현대문명의 끝없는 결실을

을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逆) 유

꿈꾸는 것이다. 허드슨(W.H.Hudson이
)나

토피아 혹은 반(反) 유토피아적인 사상을

하웰즈(W.D.Howells) 등의 작품은 이 계

묘사한 작품이 속속 출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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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가족
대표적인 작가는 에렌부르그 (I.G.

그린 소설이 바로 공상과학소설, 에스에

Erenburg)·헉슬리(Huxley)·오웰·게오

프(SF)이다. 현대에 와서 남녀노소사이에

르규(C.V.Gheorghiu) 등을 들 수 있다. 게

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이러한 공상과학

오르규는 루마니아 출신 작가이며, 제2차

소설은 문학적 유토피아의 비속화(卑俗

세계대전 후에는 프랑스에서 줄곧 살고

化)된 지류(支流)라고 간주할 수가 있다.

있었다. 24시의 다음은 새로 1시일 것을

이상은 실제로는 실현할 수 없다 하더

일컬어‘이미 지난’
,‘벌써 뒤늦은’등 절

라도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물의

망의 뜻으로 쓰이는 소설《25시》(The

가장 완전한 상태나 모습을 이른다. 또

25TH Hour)를 발표했다. 이 소설 제명에

우리 인류가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마음

서 유래하여 부조리의 시대에 전개되는

에 그리며 추구하는 지상 최대·최상·최

‘불안과 절망의 시간’을 뜻하는 대명사가

선의 목표이다. 우리 인간이 이상향을 추

되었다.
과학적 공상으로 상식을 초월한 세계를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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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제

품

명

니켈수소 포켓형 축전지 제조기술

업

체

명

에너그린(주)
니켈수소(Ni-MH) 포켓형 축전지제조 기술로 이 축전지는 기본적으로 니켈-

주요개발내용

카드뮴(Ni-Cd)전지의 공해물질인 카드뮴 음극 활물질을 환경친화적인 수소
저장합금(Metal Hydride)으로 대체하여 공해가 없고 에너지 용량이 크며, 기
존의 페이스트식보다 저가의 밀폐형 포켓식으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

제

품

명

손혈관인식시스템

업

체

명

(주)테크스피어
생체인식의 한 분야인 손 혈관 인식기술은 사람마다 다른 손등의 혈관패턴
을 인식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로 개인의 손 혈관을 이용하여 출입국관

주요개발내용

리, 근태관리 등에 사용함
- 최적의 손혈관 영상획득, 특징추출 알고리즘 개발
- 손혈관인식 기술을 이용한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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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Reverse형 연속가변식 반능동형 전자제어 현가장치 기술

업

체

명

(주)만도
연속가변식 전자제어 현가장치는 차량의 주행 상태와 노면 상태에 따라
Shock Absorber의 감쇠력을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승차감과 조종안정성을

주요개발내용

향상시키는 시스템임.
- Sky-Hook 제어 구현이 용이한 Reverse형 댐퍼로 감쇠력 튜닝 자유도가
높고 작동 빈도가 낮아 내구성이 우수하고 제어 및 반응속도가 빠름.

제

품

명

수밀성 콘크리트용 규불화염계 혼화제 제조기술

업

체

명

(주)트라이포드
인산 제조시 공정부산물로 발생되는 불화규산(H2SiF6)을 주원료로 채택하
여, 화학안정성 및 용해도가 우수한 금속염(Zn염, Mg염)과의 최적 배합비

주요개발내용

를 도출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증진, 수밀성, 균열 저감 및 철근부식 억제성능
을 지닌 수용액상의 수밀성 콘크리트용 규불화염계 혼화제 및 제조기술을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

제

품

명

L P M O C V D법에 의한 VOCs 제거용 TiO2 광촉매 막 제조기술

업

체

명

(주) 퓨쳐에코
LPMOCVD법을 이용하여 고순도, 양질의 TiO2 박막을 대면적으로 제조하

주요개발내용

는 기술로서 실내공기 및 대기 오염의 주범인 VOCs를 분해하는 대면적의
광촉매 막으로 적용하여 높은 분해효율 및 내구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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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방음보호구용 폴리우레탄 고무재료

업

체

명

서일화학(주)
유연성을 가지면서 하중에 의한 변형이 서서히 이루어져 회복속도가 느린

주요개발내용

방음 보호구용 폴리우레탄 고무재료.
- 영구압축력, 차음성 등 고무재료의 성능이 우수하며 내충격성이 뛰어남.

제

품

명

업

체

명

브레이징 접합 소화용 스프링클러 플랙시블 조인트
동아금속주름관(주)
소화용 스프링클러 플랙시블 조인트는 배관과 스피링클러를 연결하는 부품
으로 조립이 쉽게 주름관을 연결관으로 사용하고 있음

주요개발내용

- 개발기술은 연결부의 부식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레이징 접합방식을
채택하고 접합공정을 응력완화 열처리공정과 동시에 하여 품질과 생산
성을 향상시켰음

제

품

명

박판 PCB용 마일러필름 자동제거 장치(0.05mm 급)

업

체

명

(주)코미
PCB 제조공정 중 PCB 표면에 부착된 필름을 박리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주요개발내용

장비로 두께 0.05mm급 PCB의 필름 박리가 가능하도록 개발한 국내 최초
개발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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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업

체

명

CCTV용 양방향 광전송 제어시스템(링타입 2포트식)
(주)케이텍정보통신
다수의 CCTV를 한 가닥의 광선로를 사용하여 설치 제어 및 감시운영하

주요개발내용

고, 광케이블이 단선이 되어도 감시 모니터가 작동될 수 있는 양방향 데이
터 전송 기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임.

제

품

명

가솔린 엔진의 공회전 유량 제어용 엑츄에이터

업

체

명

(주)케피코

자동차 엔진의 쓰로틀계에 설치되어, 엔진컴퓨터(ECU)의 신호에 따라 엔
진으로 흡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하여 idle rpm을 조절하는 actuato로
r 차량상
주요개발내용

태에서 Idle시 최적의 연비 및 정숙성 유지, 시동시 제어, Fast Idle 제어, Idle
up 제어, Dash pot 제어의 기능을 수행하며 기존 제품에 비하여 최대 유량
범위 확대, 내진동성 향상, 경량화, 클리닝 기능 등을 도입함으로써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킨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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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04-6호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의 안전검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안전검정대상공산품)에 규정한 안전
검정대상공산품의 안전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27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취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262호)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검정대상 공산품이 조정됨에 따라 안전검정기준 조문을 개정하
고, 추가 지정되는 스케이트 보드, 침대 매트리스, 보냉용기 등 3개 공산품과 검정대상
범위 조정에 따른 유해물질함유 학용품의 안전검정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코자 함. 또
한, 종전에는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던 완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검정기준을 제정
코자 함.
구분
신규
추가
지정 검사대상에서 검정대상으로 변경
검정대상 범위 조정

공산품명

비 고

신규 스케이트 보드, 침대 매트리스
보냉용기
유해물질함유 학용품

크레용·파스는
검사대상으로 변경

※ 현행 안전검정대상 공산품 중 유아용 의자 및 쇼핑카트는 안전검사대상으로 변경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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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검정기준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안전검정기준 조문 개정
개 정(안)

제1조 (생략)

좌동

제2조(검정기준) 제1조의 규정
에 의한 검정기준은 각 안전검
정대상공산품별로 (검정) 01
내지 (검정) 29로 한다.

제2조(검정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
한 검정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7]에서 정한 각 안전검정대상
공산품(이하“공산품”이라 한다) 별
로 안전검정 부속서 01 내지 안전검
정 부속서 29를 적용한다. 다만, 표시
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제조업체명 , 모델명 등은 한
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
로 표시할 수 있다.), 공산품별 안
전검정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사항
을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좌동

(검정)
(검정)
(검정)
(검정)
(검정)

안전검정부속서 01
안전검정 부속서 02
안전검정 부속서 03
안전검정 부속서 04
안전검정 부속서 05

01
02
03
04
05

(검정)
(검정)
(검정)
(검정)
(검정)

138

현행

유해물질함유섬유제품
텐트
양탄자
반사안전조끼
유해물질함유화학제품
(왁스)
06 합성세제
07 벽지 및 종이장판지
08 물휴지
09 수경
10 불꽃놀이 제품

기술표준 ● 2004·2월호

안전검정 부속서 06
안전검정 부속서 07
안전검정 부속서 08
안전검정 부속서 09
안전검정 부속서 10

유해물질함유섬유제품
텐트
양탄자
반사안전조끼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왁스)
합성세제
벽지및종이장판지
물휴지
수경
불꽃놀이 제품

비고

표시사항은 한글
로 표시토록 명
문화하고, 부속
서에 규정된 것
외에도 잠재적인
위험사항을 표시
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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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 정(안)

비고

(검정) 11 양식용 부자
안전검정 부속서 11 양식용 부자
(검정) 12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검정 부속서 12 자동차용 타이어
(검정) 13 자동차용 휴대용 잭 안전검정 부속서 13 자동차용 휴대용 잭
(검정) 14 빙삭기
안전검정 부속서 14 빙삭기
(검정) 15 물탱크
안전검정 부속서 15 물탱크
(검정) 16 유해물질함유학용품 안전검정 부속서 16 유해물질함유학용품
(검정) 17 유아용 의자
<삭제>
(검정) 18 롤러스케이트
안전검정 부속서 17 롤러스케이트
(검정) 19 아동용 이단침대
안전검정 부속서 18 아동용 이단침대
(검정) 20 유아용 삼륜차
안전검정 부속서 19 유아용 삼륜차
(검정) 21 식탁용품·주방용품 안전검정 부속서 20 식탁용품·주방용품
(검정) 22 간이빨래걸이
안전검정 부속서 21 간이빨래걸이
(검정) 23 가죽제품
안전검정 부속서 22 가죽제품
(검정) 24 안경테
안전검정 부속서 23 안경테
(검정) 25 선글라스
안전검정 부속서 24 선글라스
(검정) 26 우산·양산
안전검정 부속서 25 우산·양산
(검정) 27 쇼핑카트
<삭제>
(검정) 28 보안경(TV용)
안전검정 부속서 26 보안경(TV용)
(검정) 29 스키용구
안전검정 부속서 27 스키용구
(스키, 스키화, 스키바인딩)
(스키, 스키화, 스키바인딩
<신설>
<신설>

안전검정 부속서 28
안전검정 부속서 29
안전검정 부속서 30
안전검정 부속서 31

완구
스케이트 보드
침대 매트리스
보냉용기

검사대상으로 변경

검사대상으로 변경
종전은 검사
기준을 적용
추가지정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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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산품별 안전검정기준 제·개정(안) : 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 안전검정 부속서 16 유해물질함유 학용품
○ 안전검정 부속서 28 완구
○ 안전검정 부속서 29 스케이트 보드
○ 안전검정 부속서 30 침대 매트리스
○ 안전검정 부속서 31 보냉용기

3. 의견 제출
상기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의 안전검정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
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4년 2월 20일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소 : 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전화번호 : (02)509-7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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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04- 9 호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품질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규정한 품질표
시대상공산품의 품질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3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취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262호)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이 조정됨에 따라 품질표시기준 조문 및 품질
표시 부속서 2 (화학제품분야 품질표시기준), 품질표시 부속서 3 (생활용품분야 품질
표시기준)을 개정코자 함.

구분

공산품명

추가 지정

섬유유연제, 락스, 습기제거제, 탈취제

표시대상
범위조정

가구류

비 고
신규
○ 침대에 라텍스 침대함
○ 씽크대 신규 추가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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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표시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품질표시기준 조문 개정
현행

개 정(안)

제1조 (생략)

좌동

제2조(표시기준) 제1조의

제2조(표시기준) 제1조의 규정 표시사항을 한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은

에 의한 표시기준은 법 시행규 글로 표시토록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칙 제3조 [별표 1]에서 정한 품

1]에서 정한 품질표시대상

질표시대상공산품의 해당 분야

공산품의 해당 분야별로

별로 품질표시 부속서 1 내지

품질표시 부속서 1 내지 품

품질표시 부속서 4를 적용한다.

질표시 부속서 4를 적용한

당해 공산품의 표면 또는 최

다.

소 단위 포장에 표시에 관한
사항을 표시할 때에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
업체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좌동

나. 분아별 품질표시기준 개정(안) : 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 품질표시 부속서 2 화학제품분야 품질표시기준
○ 품질표시 부속서 3 생활용품분야 품질표시기준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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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상기 품질표시공산품의 품질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제출기한 : 2004년 2월 25일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소 : 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전화번호 : (02)509-7411~3
○ FAX : (02)507-6875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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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 비상사성 추적물질을 사용한 통과시간법

이달의 규격정보

KS B ISO/TR 3313 2004.1.26 관로의 유량 측정 - 유량측정기
기의 맥동 효과에 대한 지침
KS B ISO 5167-1 2004.1.26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 제1부 : 일반 원리 및 요구
사항

생물화학기술표준분야
KS B ISO 9300 2004.1.26 임계유동 벤츄리 노즐을 사용한 가
스 유량 측정

◈ 자동차부품과

KS B ISO/TR 9464 2004.1.26 KS B ISO 5167-1의 지침서
KS B ISO 12767 2004.1.26 차압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KS B ISO 5167-1에 규정되지 않은 규격과 작동 조건에 대
한 지침서

제정
- 규격번호(고시일) 규격명 KS B ISO/TR 11627 2004.1.7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부정
류 모델을 사용한 하천 흐름 계산
KS B ISO/TS 15768 2004.1.7 개수로의 유체속도 측정 - 전자
기식 유속계의 설계, 선정 및 사용
KS B ISO 2186 2004.1.19 관로의 유동 - 주요장치와 보조장치
사이의 압력 신호 전송을 위한 연결
KS B ISO/TS 15769 2004.1.19 수리량 측정 - 개수로와 만관이
아닌 관로에서의 유체 흐름 - 도플러식 흐름측정 적용 지
침
KS B ISO 2975-1 2004.1.19 관로의 물 유량 측정 - 추적법 -제
1부 : 일반사항

KS B ISO/TR 15377 2004.1.26 차압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 KS B ISO 5167-1에 규정되지 않은 노즐 및 평판 오리피
스에 대한 지침서

개정
- 규격번호(고시일) 규격명 KS B 4206 2004.1.15 수치제어 공작 기계의 준비 기능(G기
능) 및 보조기능(M기능)의 부호

폐지

KS B ISO 2975-2 2004.1.19 관로의 물 유량 측정 - 추적법 제2부 :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초음파법에 의한 유량
측정

- 규격번호(고시일) 규격명 -

KS B ISO 2975-3 2004.1.19 관로의 물 유량 측정 - 추적법 제3부 : 방사성 추적물질을 사용한 정량주입법

KS B 5414 2004.1.5 카메라 및 염화 촬영기의 삼면 노광량의
광전적 측정방법

KS B ISO 2975-6 2004.1.19 관로의 물 유량 측정 - 추적법 -

KS B 5411 2004.1.6 렌즈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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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4221 2004.1.7 수치 제어 공작 기계용 천공 테이프 가변
블록 포오멧 (윤곽 제어용 및 윤곽 위치 결정 제어용)마이
크로미터

전자기술표준분야
◈ 정보표준과
제정
- 규격번호(고시일) 규격명 KSX6915 2004.1.26 ITS 섹터에서의 적외선 통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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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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8

ISO/DIS 15583

TC 20

ISO/DIS 14620-3

Space systems-Safety requirements-Pat 3;Flight safety systems

ISO 15389:2001

Space systems-Flight-to-ground umbilicals-Amendment 1:Prevention of

/DAmd 1

TC 21

ISO/DIS 22647

TC 22

ISO/DIS 6182-10

규

격

명

칭

Ships and marine technology-Maritime standards list

accidental cross-connection

Space data and information transfer systems-Space link identifiers

Fire protection-Automatic sprinkler systems-Part 10: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domestic sprinklers

ISO/DIS 3006

Road vehicles-Passenger car wheels for road use-Test methods(Revision
of ISO 3006:1995)

ISO/DIS 3894

Road

vehicles-Wheels/rims

for commercial

vehicles-Test

methods(Revision of ISO 3894:1995)

ISO/DIS 7141

Road vehicles-Light alloy wheels for passenger cars-Impact test(Revision
of ISO 7141:1995)

ISO/DIS 1992-4

Road vehicles-Interchange of digital information on electrical connections
between towing and towed vehicles-Part 4:Diagnostics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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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ISO/DIS 15263-4

ISO/DIS 17373

규

격

명

칭

Road vehicles-Rear load carrier devices-Part 4:Bicycle carriers

Road vehicles-Sled test procedure for evaluation of cervical spine injury
risk in low-speed, rear-end impact

TC 23

ISO/DIS 11684-2

Tractors,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powered lawn and
garden equipment-Safety signs and hazard pictorials-Part 2:Design
principles for single-panel safety labels(Revision of ISO 11684:1995)

TC 24

ISO/DIS 15901-1

Evaluation of pore size distribution and porosity of materials by mercury
porosimetry and gas adsorption-Part 1:Mercury porosimetry

TC 29

ISO
11529-1:1998/DAmd

ISO
11529-2:1998/DAmd

TC 35

ISO/DIS 1514.2

Milling cutters-Designation-Part 1:Shank type and ,ills of solid or tipped
design-Amendment 1:Addition of HSK type of shanks

Milling cutters-Designation-Part 2:Shank type and bore type milling cutters
with indexable inserts-Amendment 1:Addition of HSK types of shanks

Paints and varnishes-Standard panels for testing(Revision of ISO
1514:1993)

TC 36

ISO/DIS 1793

Cinematography-Reels for 16mm motion-picture projectors(up to and
including 610m capacity:38cm size)-Dimensions(Revision of ISO
1793:1975)

TC 38

ISO/DIS 139.2

Textiles-Standard atmospheres for conditioning and testing(Revision of
ISO 139: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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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ISO/DIS 23733

규

격

명

칭

Textiles-Chenille yarns-Test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linear density
of yarns from packages

TC 39

ISO/DIS 230-2

Test code for machine tools-Part 2:Determination of accuracy and
repeatability of positioning numerically controlled axes(Revision of ISO
230-2:1997, ISO 230-2:1997/Cor 1:1999)

ISO/DIS 3089

Machine tools-Test conditions for self-centering manually operated
chucks(Revision of ISO 3089:1991)

TC 45

ISO/DIS 1436-2

Rubber hoses and hose assemblies-Wire-braid-reinforced types for
hydraulic applications-Specification-Part 2:Water-based fluid
applications(Revision of ISO 3862:1991)

ISO/DIS 3862-2

Rubber hoses and hose assemblies-Rubber-covered spiral-wirereinforced types for hydraulic applications-Specification-Part :Water-based
fluid applications(Revision of ISO 3862:1991)

ISO/DIS 4079-2

Rubber hoses and hose assemblies-Textile reinforced types for hydraulic
applications-Specification-Part 2:Water-based fluid applications(Revision
of ISO 4079:1991)

ISO/DIS 11237-2

Rubber hoses and hose assemblies-Wire-braid-reinforced compact types
for hydraulic applications-Specification-Part 2:Water-based fluid applications

TC 47

ISO/DIS 20203

Carbonaceous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aluminium-Calcined
coke-Determination of crystallite size(Lc) of calcined petroleum coke by Xray diffraction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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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TC 58

ISO/DIS 10462.2

규

격

명

칭

Gas cylinders-Transportable cylinders for dissolved acetylene-Periodic
inspection and maintenance(Revision of ISO 10462:1994)

ISO/DIS 11372

Gas cylinders - Cylinders for dissolved acetylene-Inspection at times of
filling(Revision of ISO 11372:1995)

ISO/DIS 24431

Gas cylinders - cylinders for compressed and liquefied gases(excluding
acetylene)-Inspection at time of filling(Revision of ISO 10463:1993, ISO
11113:1995)

TC 61

ISO

Plastics-Injection moulding of test specimens of thermoplastic materials-

294-1:1996/DAmd 2

Part 1:General principles, and moulding of multipurpose and bar test
specimens-Amendment 2:Methods of adjusting hold pressure and hold
time

ISO/DIS 17087

Specifications for adhesives used for finger joints in non-structural lumber
products

TC 69

ISO/DIS 18414

Acceptance sampling procedures by attributes-Accept-zero sampling
system based on credit principle for controlling outgoing quality

TC 86

ISO/DIS 17584

TC 96

ISO/DIS 16881-1

Refrigerant properties

Cranes-Design calculation for rail wheels and associated trolley track
supporting structure-Part 1:General

TC 100

ISO/DIS 13203

Chains, sprockets and accessories-List of equivalent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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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TC 102

ISO/DIS 15634

규

격

명

칭

Iron ores-Determination of chromium content-Flam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ic method

TC 107

ISO/DIS 2082

Metallic coatings-Electroplated coatings of cadmium with supplementary
treatments on iron or steel(Revision of ISO 2082:1986;ISO 4520:1981)

ISO/DIS 4521

Metallic coatings-Electrodeposited silver and silver alloy coatings for
engineering purposes-Specification and test methods(Revision of ISO
4521:1985,ISO 4522-1:1985;ISO 4522-2:1985)

TC 122

ISO/DIS 16106

Packaging-Transport packages for dangerous goods-Dangerous goods
packagings, intermediate bulk containers(IBCS) and large packagings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EN ISO 9001

TC 127

ISO/DIS 24410

Earth moving machinery-Coupling of attachments to skid steer loaders

TC 138

ISO/DIS 10931

Plastics piping systems for industrial applications-Poly(vinylidene
fluoride)(PVDF)-Specifications for components and the system(Revision
of ISO 10931:1997. ISO 10931-4:1997, ISO 10931-2;1997, ISO 109313:1996, ISO 10931-5:1998) )

TC 147

ISO/DIS 15553

Water quality-Isolation and enumeration of Cryptosporidium oocysts and
Giardia cysts from water

ISO/DIS 16240

Water quality-Determination of the genotoxicity of water and wast waterSalmonella/microsome test(Am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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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TC 150

ISO/DIS 5834-4

규

격

명

칭

Implants for surgery-Ultra-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Part
4:Measurement of oxidation index

ISO/DIS 14630

Non-active surgical implants-General requirements(Revision of ISO
14630:1997)

TC 156

ISO/DIS 16784-2

Industrial cooling water systems-Testing and performance-Part
2: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cooling water treatment programmes

TC 159

ISO/DIS 11064-6

Ergonomic design of control centres-Part 6:Environmental requirements
for control centres

TC 172

ISO/DIS 9342-1

Optics and optical instruments-Test lenses for calibration of focimetersPart 1:Test lenses for focimeters used for measuring spectacle
lenses(Revision of ISO 9342:1996)

ISO/DIS 9342-2

Optics and optical instruments-Test lenses for calibration of focimetersPart 2:Test lenses for focimeters used for measuring contact lenses

ISO/DIS 9342-3

TC 184

ISO/DIS 10303-107

Ophthalmic instruments-Corneal topographers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Industrial data-Part
107:Integrated application resources-Finite element analysis definition
relationships

ISO/DIS 10303-240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Product dat a
representation and exchange-Part 240:Application protocol:Process plans
for machin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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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ISO/DIS 10303-55

규

격

명

칭

Industrial automation system-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Part 55:Integrated generic resource: Proceduralk and hybrid
representation

ISO/DIS 15531-32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Manufacturing
management data exchange-Part 32:Conceptual information model for
resources usage management data

ISO/DIS 18629-11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Process specification
language-Part 11-PLS core

ISO/DIS18629-12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Process specification
language-Part 12-Outer core

TC 188

ISO/DIS 8665

Small craft-Marine propulsion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sPower measurements and declarations(Revision of ISO 8665:1994)

ISO/DIS 9650-1

Small craft-Liferaft-Part 1: Type •∞

ISO/DIS 9650-2

Small craft-Liferaft-Part 2: Type•±

ISO/DIS 9650-3

Small craft-Liferaft-Part 3: Material

ISO/DIS 14509-2

Small craft-Airborne sound emitted by powered recreational craft-Part
2:Sound assessment using reference craft

ISO/DIS 21487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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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TC 195

ISO/DIS 18651

규

격

명

칭

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Internal vibrators for
concrete

COPOLCO

ISO/IEC DGuide 74

Graphical symbols-Technical guidelines for the consideration of
consumers’ needs

REMCO

ISO/DGuide 35

Certification of reference materials-General and statistical
principles(Revision of ISO Guide 35: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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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EC 국제규격(안)
TC/SC

규격번호

15C

IEC 60684-3-212, Ed. 2

규

격

명

칭

Flexible insulating sleeving - Part 3: Specifications for individual types of
sleeving - Sheet 212: Heat-shrinkable, polyolefin sleevings

15C

Amendment 2 to IEC

Flexible insulating sleeving - Part 2: Methods of test

60684-2, Ed. 2

22H

62040-2 Ed. 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requirements National Committees

UNINTERRUPTIBLE

are requested to send their vote and comments, through the IEC voting

POWER SYSTEMS

system, as soon as possible to allow MT 3 to discuss them during its

(UPS) - Part 2

meeting to be held early May 2004

22H

62310-1 Ed. 1

Static Transfer System - Part 1: General and safety requirements

27

60519-3 Ed. 3

Safety in electroheat installations - Part 3: Particular requirements for
induction and conduction heating and induction melting installations

34C

IEC 61347-2-1 A1

Particular requirements for starting devices (other than glow starters)

Ed.1 - Lamp controlgear
- Part 2-1

34C

IEC 61347-2-2 A1 Ed.1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d.c or a.c. supplied electronic step-down

Lamp controlgear - Part

convertors for filament lamps

2-2

34C

IEC 61347-2-3 A2 Ed.1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a.c. supplied electronic ballasts for fluorescent

Lamp controlgear - Part

lamp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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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34C

IEC 61347-2-9 A2 Ed.1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ballasts for discharge lamps (excluding

Lamp controlgear - Part

fluorescent lamps)

2-9

47A

IEC 62132-5, Ed.1:

Workbench Faraday Cage method

Measurement of
Electromagnetic Immunity,
150 kHz to 1 GHz, Part 5

47E

IEC 60747-7-5, Ed.1

Semiconductor devices - Discrete devices - Part 7-5: Bipolar transistors
(BTRs) for power switching applications

48B

60512-12-2 Ed. 1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TESTS AND
MEASUREMENTS - Part 12-2: Test 12b: Solderability, wetting, iron
method

48B

60512-12-4 Ed. 1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TESTS AND
MEASUREMENTS - Part 12-4:Test 12d: resistance to soldering heat,
solder bath method

48B

60512-13-1 Ed. 2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TESTS AND
MEASUREMENTS - Part 13-1: Test 13a: Engaging and separating forces

48B

60512-13-2 Ed. 1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TESTS AND
MEASUREMENTS - Part 13-2: Test 13b: Insertion and withdrawal forces

48B

60512-14-2 Ed. 1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TESTS AND
MEASUREMENTS - Part 14-2: Test 14b: Sealing - Fine air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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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48B

60603-7-7 Ed. 2

규

격

명

칭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Part 7-7: Detail
specification for 8-way, shielded, free and fixed connectors for data
transmission with frequencies up to 600 MHz

56

IEC 61160, Ed.1

77A

IEC 61000-4-11 Ed. 2

Design review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4-11 :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 Voltage dips, short interruptions and voltage
variations immunity tests.

81

IEC 62305-3, Ed. 1

Protection against lightning - Part 3: Physical damage to structures and
life hazard

81

IEC 62305-2, Ed. 1

86C

IEC 61290-11-2 Ed 1.0

Protection against lightning - Part 2: Risk management

Optical amplifier test methods - Part 11-2: Polarization mode dispersion Poincare sphere analysis method

100

IEC 61937-7

Digital audio interface for non-linear PCM encoded audio bitstreams
applying to IEC 60958 -Part 7: Non-linear PCM bitstreams according to
the ATRAC, ATRAC2/3 and ATRAC-X formats

100

IEC 62365

Digital audio - Digital input-output interfacing - Transmission of digital
audio over asynchronous transfer mode (ATM) networks

CIS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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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CIS

Amendment 1 to CISPR

Specification for radio disturbance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16-1-4 Ed. 1.0

and methods - Part 1-4: Radio disturbance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 Ancillary equipment - Radiated disturbances

2

60034-1 Ed. 11

3

IEC 61906

Rotating electrical machines - Part 1: Rating and performance

Procedure for declaration of materials in products of the electrotechnical
and electronics industry (DIN 19220)

22F

IEC 60919-1 Ed.2

Performance of high-voltage direct current (HVDC) systems with line
commutated converters - Part 1: Steady-state conditions - Second edition

23B

IEC 60670-24 ed.1

Boxes and enclosures for electrical accessories for household and similar
fixed electrical installations - Part 24: Particular requirements for
enclosures for housing protective devices and similar power consuming
devices

34C

IEC 61347-1 A2 Ed.1 -

General and safety requirements

Lamp controlgear Part 1

38

IEC 60044-5 Ed.1

46

IEC 62152

Instrument transformers - Part 5: Capacitor voltage transformers

Background of terms and definitions of measured characteristics of
cascaded two-ports

49

IEC 60444-7 Ed.1

Measurement of quartz crystal unit parameters - Part 7: Measurement of
activity and frequency dips of quartz crystal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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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57

규

격

명

칭

Communication networks and systems in substations - Part 10:
Conformance testing

57

IEC 62325-101 DTR
Ed.1

57

IEC 62325-102 DTR
Ed.1

57

IEC 62325-501 DTR
Ed.1

59F

IEC 60312-A2 Ed 3.0

Framework for energy market communications - Part 101: General
guidelines and requirements

Framework for energy market communications - Part 102: Energy market
example model

Framework for energy market communications - Part 501: General
guidelines of using ebXML

Methods of performance of vacuum cleaners - Wet cleaning effectiveness
on carpets - for introduction into Section 3

64

Amendment 1 to IEC

Electrical installations of buildings - Part 5-51: Selection and erection of

60364-5-51, Ed. 4

electrical equipment - Common rules

65

IEC 61499-1

Function Block — Part 1 Architecture

65

IEC 61499-2

Function Block - Part 2: Software tool requirements

65C

IEC 61804-2

FUNCTION BLOCKS (FB) FOR PROCESS CONTROL - Part 2: Specification
of FB concept and Electronic Device Description Language (EDDL)

81

IEC 62305-2, Ed. 1

Protection against lightning - Part 2: Risk management - This document
cancels and replaces document 81/241/CDV due to modifications on the
cover page. The closing date remains un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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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86C

IEC 61292-4 TR Ed. 1.0

규

격

명

칭

Optical amplifiers - Part 4: Maximum permissible optical power for the
damage-free and safe use of optical amplifiers, including Raman
amplifiers

3

IEC 81714-3

Design of graphical symbols for use in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Part 3: Classification of connect nodes, networks and their encoding

3D

IEC 61360-5

Standard data element types with associated classification scheme for
electric components - Part 5: Extensions to the EXPRESS dictionary
schema

20

IEC 60502-1 Ed.2

Power cables with extruded insulation and their accessories for rated
voltages from 1 kv (um = 1,2 kv) up to 30 kv (um = 36 kv) - Part 1: Cables
for rated voltages of 1 kv (um = 1,2 kv) and 3 kv (um = 3,6 kv)

20

IEC 60840 Ed.3

Power cables with extruded insulation and their accessories for rated
voltages above 30 kv (um = 36 kv) up to 150 kv (um = 170 kv) - Test
methods and requirements

22F

Revised IEC 60919-1
Ed.2

31H

IEC 61241-1, Ed. 1

Performance of high-voltage direct current (HVDC) systems with line
commutated converters - Par 1: Steady-state conditions

Electrical apparatus for use in the presence of combustible dust - Part 1:
Protection by enclosures “”tD””

35

IEC 62281 Ed 1

Safety of primary and secondary lithium cells and batteries during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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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36B

IEC 61211, Ed.1

규

격

명

칭

Insulators of ceramic material or glass for overhead lines with a nominal
voltage greater than 1 000 V - Impulse puncture testing in air

44

ISO/IEC 13850

61F

IEC 60745-2-5-A2 Ed
3.0

61F

IEC 60745-2-6-A1 Ed.
2.0

72

IEC 60730-2-10 Ed 2,

Safety of Machinery - Emergency Stop - Principles for design

Safety of hand-held motor-operated electric tools - Part 2-5: Particular
requirements for circular saws

Safety of hand-held motor-operated electric tools - Part 2-6: Particular
requirements for hammers

Particular requirements for motor starting relays

Automatic controls for
household and similar
use - Part 2-10

72

IEC 60730-2-3 Ed 2,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rmal protectors for ballasts for tubular

Automatic controls for

fluorescent lamps

household and similar
use - Part 2-3

72

IEC 60730-2-4 Ed 2,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rmal motor protectors for motor-

Automatic controls for

compressors or hermetic and semi-hermetic type

household and similar
use - Part 2-4

15E

IEC 60450, Ed. 2

Measurement of the average viscometric degree of polymerization of new
and aged cellulosic electrically insulat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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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23B

IEC 60669-2-4 Ed.1

규

격

명

칭

Switches for household and similar fixed electrical installations - Part 2-4:
Particular requirements - Isolating switches

31H

IEC 61241-17

Electrical apparatus for use in the presence of combustible dust - Part 17:
Inspection and maintenance of electrical installations in hazardous areas
(other than mines)

36A

IEC 62199, Ed.1

Bushings for DC application

45A

61963 TR Ed. 1

Technical Report comparing IEC 60964 against similar standards on
control room design

48B

IEC 60603-7-5 Ed.1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Part 7-5: Detail specification for 8way, shielded, free and fixed connectors, for data transmissions with
frequencies up to 250 MHz

78

IEC 61481 Ed. 1
Amendment 2

Live working - Portable phase comparators for use on voltages from 1 kV
to 36 kV a.c.

89

IEC 60695-9-1 Ed.2

Fire hazard testing - Part 9-1: Surface spread of flame - General guidance

IIW

ISO/DIS 3580

Welding consumables-Covered electrodes for manual metal arc welding
of creep-resisting steels-Classification(Revision of ISO 3580:1975)

TC 21

ISO/DIS 6182-7

Fire protection -Automatic sprinkler systems-Part 7: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early suppression fast response(ESFR) sprinklers

ISO/DIS 7240-15

Fire detection and alarm systems-Part 15: Multisensor fire det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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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TC 28

ISO/DIS 3679

규

격

명

칭

Determination of flash point-Rapid equilibrium closed cup
method(Revision of ISO 3679:1999)

ISO/DIS 3680

Determination of flash/no flash-Rapid equilibrium closed cup
method(Revision of ISO 3680:1983)

ISO/DIS 20844

Petroleum and related products-Determination of the shear stability of
polymer-containing oils using a diesel injector nozzle

ISO/DIS 20846

Petroleum and related products-Determination of sulfur content of
automative fuels-Ultraviolet fluorescence method

ISO/DIS 20847

Petroleum and related products-Determination of sulfur content of
automative fuels-Energy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ISO/DIS 20884

Petroleum and related products-Determination of sulfur content of
automative fuels-Wavelength-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TC 29

ISO/DIS 11901-2

Tools

for

pressing-Gas

springs-Part

2:Specification

of

accessories(Revision of ISO 11901-2:1995)

TC 34

ISO/DIS 7251

Microbiology of food and animal feeding stuffs-horizontal method for the
enumeration of presumptive Escherichia coil-Most probable number
technique(Revision of ISO 7251:1993)

TC 43

ISO/DIS 17497-1

Acoustics-Sound scattering properties of surfaces-Part 1:Measurement
for the random-incidence scattering coefficient in a reverberation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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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TC 61

규격번호
ISO/DIS 11403-2

규

격

명

칭

Plastics-Acquisition and presentation of comparable multipoint data Part
2:Thermal and processing properties(Revision of ISO 11403-2:1995)

TC 70

ISO/DIS 14314

Reciprocal internal combustion engines-Recoil starting equipmentGeneral safety requirements

TC 83

ISO/DIS 8016

Alpine ski-bindings-Selection of release torque values(Revision of ISO
8061:1991)

TC 94

ISO/DIS 11612

Protective clothing-Clothing to protect against heat and flame(Revision of
ISO 11621:1998)

TC

ISO/DIS 16603

Clothing for protection against contact with blood and body fluidsDetermination of the resistance of protective clothing materials to
penetration by blood and body fluids-Test method using synthetic blood

TC

ISO/DIS 16604

Clothing for protection against contact with blood and body fluidsDetermination of the resistance of protective clothing materials to
penetration by blood-borne pathogens-Test method using Phi-X 174
Bacteriophage

TC 106

ISO/DIS 6360-1

Dentistry-Number coding system for rotary instruments-Part 1:General
characteristics(Revision of ISO 6360-1;1985, ISO 6360-1:1985/Add 1:1988)

TC 120

ISO/DIS 14931

Leather-Guide to the selection of leather for apparel(excluding furs)

TC 121

ISO/DIS 5356-1

Anaesthetic and respiratory equipment-Conical connectors-Part 1:Cones
and sockets(Revision of ISO 5356-1: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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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TC 135

규격번호
ISO/DIS 18175

규

격

명

칭

Non-destructive testing-Evaluating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ultrasonic pulse-echo testing systems without the use of electronic
measurement instruments

ISO/DIS 20807

Non-destructive testing-Qualification of personnel for limited application of
non-destructive testing

TC 146

ISO/DIS 16000-6

Indoor air-Part 6:Determina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indoor
and test chamber air by active sampling on Tenax TA sorbent, thermal
desorption and gas charomatiography using MS/FID

TC 172

ISO/DIS 10110-17

Optic and photonics-Preparation of drawing for optical elements and
systems-Part 17:Laser irradiation damage threshold

TC 188

ISO/DIS 14945

Small craft-Builder’s plate

TC 216

ISO/DIS 17707

Footwear-Test methods for outsoles-Flex resistance

ISO/DIS 19956

Footwear-Test methods for heels-Fatigue resistance

ISO/DIS 19957

Footwear-Test methods for heels-Heel pin holding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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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BT
통보
번호
30

통보국가

분류

덴마크 건자재

통보문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목구조

2004-04-01

200404-01

목구조의 사용을 위한 Code of
Practice DS 413 : 2003 제6판

동광, 연광,
아연광,
대리석 등

2004- 01-06

200312-18

동광, 연광, 아연광 등이 중국에
수입될 때 수행되는 검사

41

중국

기타

111

일본

섬유/화학 크레오소트유
/환경
(油)가 함유
된 목재 보존
제, 기피제(
repellent) 등

2004-01-07

디벤즈안트라센, 벤즈안트라센,
벤조피렌을“유해물질”
로 규정.
크레오소트유(油)가 함유된 목
재 보존제, 기피제(repellent)를
규제하고 이들 속에 함유된 디
벤즈안트라센, 벤즈안트라센, 벤
조피렌의 농도를 10ppm 혹은
그 이하가 돼야 함을 규정

1

독일

기타

담배, 시가

2004-01-07

담배 관련 법령의 개정. “독일
담배법”
에 근거하여 담배 궐련
용 종이, 필터를 싸는 종이, 혹
은 이와 유사한 물품의 프린트
용 색깔 및 래커에 쓰이는 완화
제로 허가된“dibutylpthalate”
물질이 독소 물질로 재평가되어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담배
법에서 이를 제외시킴

146

브라질 식품/
의약품

포장 식품

2004-01-07

포장 식품의 영양 라벨링 요건
을 규정하는 결의안

147

브라질 식품/
의약품

포장 식품

2004-01-08

포장 식품의 영양 라벨링 요건
에 적용되는 성분비중(portion)
의 정의를 규정하는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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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84

캐나다 전기/전자

통신장구

2004-01-09

무선통신법 - 공고 SMSE-00104. Industry Canada는 RSS-195,
RSS-192 등 무선기준요건(RSS)
을 발표함을 공고”

148

브라질 기타

동물사료

2004-01-09

라벨링 요건을 포함, 동물 사료
의 제조에 쓰이는 첨가제의 등
록 요건, 사용상의 안전, 상업화
등을 망라하는 강제 기술 규정
관련 기술규정(안)

온수미터

2004-01-12

200507-01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2
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계량기
인 온수미터에 대하여 국제법정
계량기구(OIML)의 권고 규격인
OIML R 72와의 부합화 및 부속
서 A의 전자장치를 갖춘 온수미
터에 대해서는 OIML R 49-1의
부속서 A의 시험방법을 준용하
여 형식인증 및 검정기준을 개
정

자전거

2004-01-13

200401-02

자전거-강제인증제도. IRAM(아
르헨티나표준협회) 40020 및
MERCOSUR(중남미공동시장) 표
준 NM 301:2002의 정의에 근거
하여 새로이 시판되는 자전가의
주요 안전요건 관련 강제인증제
도 설립. 자전거 제조업자, 수입
업자, 판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인증기관에 의해 안전 요건에
부합한다는 인증을 획득해야 함

66

한국

수송/기계

151 아르헨티나 수송/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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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152 아르헨티나 섬유/화학
항균제
/환경
(항균물질)

2004-01-13

200312-30

화학제품 및 화학과정의 목적,
범위, 분류, 제한, 관리절차를
규정. 보건, 안전에 위험을 초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생
물 관리

35

필리핀 섬유/화학
/환경

두루마리
화장지
(화장실용)

2004-01-14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두루마리
화장지 관련 요건을 규정하는
필리핀 국가 표준(안)

91

멕시코 수송/기계

트레일러

2004-01-14

트레일러- 안전요건. 멕시코 영
역내, 외에서 제조되었고 멕시
코내에서 시판 및 유통되는 신
규 및 중고 트레일러(및 semitrailer)에 적용되는 최소 안전
요건, 마킹, 시험 방법, 적합성
평가절차를 설립하는 멕시코 공
식 표준(안)

90

멕시코 기타

성냥

2004-01-14

멕시코에서 제조, 혹은 수입되
어 멕시코에서 팔리는 성냥에
적용되는 안전요건을 설립하는
멕시코공식표준(안)

과자류,
음료류

2004-01-14

glycyrrhizinic acid를 함유한 과자
류 및 음료류의 라벨링 요건

종실용 콩
(fieldbean의
)
씨

2004-01-15

46

EC

식품/
의약품

47

EC

기타

해당품목

200401-15

이사회 결의안 66/401/EEC의 요
건을 만족하지 않는 특정 종 씨
앗의 일시적 마케팅을 허용하는
이사회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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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48

EC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식품/
의약품

식품 및
식료품

2004-01-15

식물스테롤(Phytosterol), 식물스
테롤 에 스 테 르 (Phytosterol
esters) 등 성분을 함유한 식품
및 식품 성분 관련 라벨링 요건
을 규정하는 제안

벽돌

2004-01-15

벽돌에 적용되는 특정 규정. 기
술적 요건, 라벨링

48

콜롬비아 건자재

47

콜롬비아 기타

산업용,
농업용
제품

2004-01-15

타당성, 재평가, 주기적 정보,
보증

17

트리니다 전기/
드토바코 전자

납축전지

2004-01-16

납축 스타터 배터리 관련 라벨
링 요건, 시험 조건, 장구 및 시
험 방법을 규정

32

이스라엘 식품/
의약품

무알콜
음료

2004-01-16

이스라엘 공식 표준 SI 1071 무알콜음료 관련 개정. 동 개정
은 무알콜음료의 과일성분 관련
라벨링 요건 및 삽화 요건 개정
과 관련이며, 곡류, 아몬드로 만
든 음료를 동 기중에서 제외하
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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