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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국제표준 한국이 주도한다
- ISO 원자 현미경 기술분과위원회
간사국 및 국제간사 수임 □ 기술표준원은 2004년 3월부터 국제표준화기
구(ISO)에 새로 설치된 원자현미경 기술분
과위원회(TC 201/ SC9)의 간사국과 국제
간사를 맡게 되어 나노기술 국제표준을 한
국이 선도할 수 있게 되었다.
ㅇ ’03년 7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원자현미
경 기술분과위원회를 미국, 일본, 중국
등 10개국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것이
다.

□ 금번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의 간사국 수임은 8번째이며, 한국이 제안
하여 신설된 기술분과위원회는 본 원자현
미경 분야를 포함하여 3개 분과에 불과하
다.
ㅇ 간사국은 해당분과의 관련제품과 기술
표준을 총괄관리 함으로써 전세계의 기
술동향 파악이 가능하여 국제표준을 실
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
□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원자현미경 기술분과
위원회(TC201/SC9의
) 활성화를 통해 나노
기술을 응용한 반도체 계측은 물론 생물학
및 고분자 분야까지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어 원자
현미경 기술분야 세계 3위국을 기반으로 국

있도록 기술위원회(TC)로의 확대· 독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표준을 주도하게 되어 원자현미경 장비
는 물론 반도체를 포함한 신 나노제품분야
의 생산과 기술 양면에서 명실공히 나노기

제1차 신기술(NT), 우수품질(EM) 및
우수재활용(GR) 인증서 수여식

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기술표준원은 2월 24일(화) 2004년도 제1차
ㅇ 전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원자현미경은 3

신기술(NT:Korea New Technology), 우수

천여대 정도이며, 우리나라는 약 300여

품질(EM:Excellent Machine, Mechanism &

대를 보유하고 있어 전문인력 및 원자현

Materials) 및 우 수 재 활 용 (GR:Good

미경 제조기술면에서도 높은 국제경쟁

Recycled)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력을 가질 수 있다.
※ 국산 원자현미경 장비가 국내시장
50% 이상 점유

□ 수여 대상은 13업체 13품목으로 NT(신기술
인증) : 5업체 5품목, EM(우수품질인증) :
5업체 5품목, GR(우수재활용인증) : 3업체

2004·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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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품목이며,

은 엄격한 GMO 판단기준을 채택하지 않으
므로써 현실적으로 농산물을 저렴하게 수

□ 이번 인증으로 NT(신기술인증)는 총 583

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건, EM(우수품질인증)은 총 905건, GR(우
수재활용인증)은 총 206건을 인증하게 되었
다.

ㅇ 표준시험방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고유시험방법을 국제규격으로
채택되도록 하여 시험시설 개체 및 전문
인력 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GMO 국제표준화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적 이득이 많은
부분에선 이득이 있겠금, 안전에 관한 부분
에서는 가능한한 안전한 방향으로 국제표
준이 제정되도록 선별적으로 대응할 계획
이다.
※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우리나라주도로

한·중·일 3국 공조로
GMO 국제표준 주도

참가 11개국(30여명)이 공조하여 그간

- 서울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견 관철 -

표준을 최종 투표단계에서 부결시키고

유럽안 대로 제정키로 했던 GMO 국제
우리나라입장을 반영시킨 것이 의미있

□ 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 18일˜20일까지 서

는 것이다.

울에서 개최된 GMO 판단기준, 표준 시험
방법을 정하는 ISO의 GMO(유전자변형생

ㅇ GMO 판단기준에 관한 문제

물체)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한·중·일 공

- GMO가 극소량 섞여 있어도 GMO로

조로 우리측 의견을 모두 반영시키는 소득

분류되도록 하여 GMO 유통을 사실상

을 얻었다.

승인하지 않으려는 유럽안이 최종 규격
화단계에서 폐지되고

□ 회의 결과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 농산물

- 세계 최대 GMO생산국인 미국이

수입국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는 유럽과 같

GMO가 다량 섞여 있어도 GMO가 아
닌 일반 농산물로 분류되도록 제안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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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안도 각국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이다.

※ 세계 각국은 농산물(콩, 옥수수 등)이
나 가공식품(전분, 식용유 등)에 일정

ㅇ 이와 함께 선진국의 체계화된 신뢰성 평

량 이상의 GMO가 섞여 있으면 GMO

가 관련자료 확보와 상호 의견교환을 통

로 표시토록 법률로 정함(한국3%, 일

하여 국내기업들이 혁신적인 신뢰성 평

본5%, 유럽0.9%)

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될 것
으로 전망된다.

ㅇ 표준시험방법 채택에 관한 문제
- 유럽주도로 국제규격으로 채택하려던

□ 정부는 2005년까지 핵심 부품·소재 500개

표준시험방법(생체시료법)을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 신뢰성 평가인증의 단계적 확

대신 한·일 양국이 공동개발하여 사

대와 함께 신뢰성 평가기술을 국제수준으

용하는 방법(유전자시료법)을 국제규

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국내기업이 애써

격안으로 제안하여 유럽안과 공동으로

개발한 부품·소재의 수요확대와 수출신장

채택되도록 함

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품·소재 신뢰성 혁신을 위한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실시
□ 기술표준원은 2004. 2. 25~26(2일간) 중강
당에서 신뢰성 평가기관, 관련업계, 학계 관
련자를 대상으로 부품·소재에 대한 국제
수준의 신뢰성 평가기술을 전파하기 위하
여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실시
하였다.

IEC SC 47E/WG 3(전력소자) 한일
Ad hoc Meeting 개최

□ 이번에 실시한 세미나에서는 미국, 일본의
전기·전자 등 8개 분야에서 최근 신뢰성

□ 기술표준원(디지털표준과)은 2004. 3. 5(금)

평가기술 동향과 실제 평가 사례를 중심으

국내 반도체관련 산업기술 향상 및 개별반

로 국내 기업에 필요한 부품·소재의 신뢰

도체소자 중 전력소자분야의 표준화 활동

성 평가를 위한 고장분석 자료가 제공될 것

촉진 및 국제규격의 원활한 문건진행을 위

2004·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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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력소자(IEC SC 47E/WG 3) 한일
Ad hoc Meeting을 개최하였다.

ㅇ 위탁기관명 : 한국계량측정협회
(담당자 : 유동우 팀장 02-586-2072)

ㅇ 참석자 : 한·일 개별반도체소자의 전
력소자 전문가

ㅇ 위탁 범위 :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현
장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등 제반

- 한국 : SC 47E 국제간사 김영민박
사 ((주)동일기연) 등 6명
[생산업체 : (주)페어차일드반도체,

행정업무
ㅇ 시행일자 :‘04. 3.1.
※ 참고 : 1. KOLAS 인정신청(신규,추가,

(주)KEC]
- 일본 : WG 3 컨비너

갱신)의 경우 종전과 같이 기
Dr. M.

술표준원 KOLAS사무국으로

Takeuchi (도시바) 등 2명

접수.
2. 기타 평가비용 납부 등 피평

ㅇ 주요의제

가기관의 업무수행 절차에는

- 규격명 : IEC 60747-8-12 “전력스위

변경사항이 없음.

칭용 MOSFET 개별반도체
소자(47E/235/CDV”
)등 5

법인설립허가(사단법인 공진기표회)

종
- CDV문건 2종 및 Maintenanc규
e격 3
종 검토
- (주)페어차일드반도체 국제표준화활

□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동 향후 적극참여할 계획임
1. 허가번호 : 제 2004 - 12 호
KOLAS 평가업무 위탁기관 지정

2. 허가년월일 : 2004. 3. 8.
3. 명 칭 : 사단법인 공진기표회

□ 기술표준원 KOLAS에서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수행중인 시

6

4.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5
플러스아울렛빌딩 5층

험·검사기관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

5. 대표자 : 강 성 표 (姜聲杓)

하여,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KOLAS 현장

6. 설립목적 : 산업표준화, 품질경영, 공산품의

평가 및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시험검사 및 연구에 관하여 회

같이 위탁기관을 지정, 운영키로 하였다.

원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활

기술표준 ● 2004·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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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국가정책과 산업발전에

교육과정을 받은 고급 전문가가 처음으로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배출된다는 사실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복지증진을 도모

말하였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우리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 인프라의

제1기 고장분석 및 신뢰성
교육과정 이수증 수여식

핵심인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적극지원할 계
획이며, 이를 통하여 신뢰성분야 기초이론
과 가속수명시험 등 신뢰성평가기법 등이

□ 제1기“고장분석 및 신뢰성 교육과정”이수

산업체에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

증 수여식이 2004. 2. 23(월) 한양대학교에

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강조하고, 한편,

서 개최되어 신뢰성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한양대학교 신뢰성분석연구센터도 신뢰성

석·박사급(35명)이 처음으로 배출되었다.

설계 및 field 고장분석 등 당면한 산업현장

기술표준원장(윤교원)은 축사에서 한양대학

의 신뢰성문제 해결은 물론, 지속적으로 우

교 신뢰성분석연구센터의 분석기반연구 및

수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산업계에 보급함으

인력양성사업은 우리나라의 부품·소재 연

로써, 장기적인 신뢰성향상 기반을 구축하

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면에서 매

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당부

우 시의적절한 사업이며, 금번 신뢰성 전문

하였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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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책 논 단

콘크리트 산업과 기술표준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변근주
02-2123-2798 byun@yonsei.ac.kr

건설재료로서의콘크리트

다.
인간은 누구나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

8

콘크리트는 물 이외에 인류가 가장 많이

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대부분 콘크리트

사용한 재료이다. 19세기 후반부부터 콘크

구조와 함께 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삶

리트는 철강재, 목재와 함께 건설 분야에서

의 질 향상을 추구하면서 주변에서 접하게

가장 중요한 건설재료로 사용되어 왔고, 앞

되는 콘크리트시설물에 대한 요구조건도

으로도 그 사용이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콘크리

철광석, 석유와 같은 자원은 수입에 의존하

트 시설물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고 있고, 우리 나라와 같이 항구적으로 원

위하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자재 자원과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용자와 공급자사이

나라에서는 콘크리트가 주 건설재료로 사

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콘크리트의 원료인

더욱 금년 들어서는 중국의 여파로 철강재

시멘트와 골재가 전량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 품귀현상과 가격인상과 공급량의 부족

반면에 철강재의 원료인 철광석은 전량 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콘크리트의 수요증가가

입에 의존하게 되고, 광산에서 원료를 생산

예상되기도 하고 그에 따른 또 다른 콘크

한 후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각종 시설물이

리트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이런 때에

완성되기까지 소요되는 총 에너지 소비량

콘크리트기술의 기준강화와 국제화가 이루

면에서 콘크리트가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

어지면 콘크리트기술이 발전되고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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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요가 창출되고 콘크리트산업이 현재

함으로써 참여기관들의 특성에 따라 콘크

보다 진흥될 것이고, 인간의 삶의 질 향상

리트 시설물의 품질도 다르게 될 수 있다.

에도 전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고품질의 콘크리트를
생산하고 성능을 보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콘크리트 산업의 특성

아니다. 원천적으로 좋은 시멘트와 좋은 골
재로 우수한 레미콘을 생산하여 공급하더

2003년도에 국내에서 시행된 총 건설 공사

라도 운반,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량이 90조억원 정도이고, 시멘트는 5900만

콘크리트 시설물의 품질은 불량하게 될 소

톤, 전국 773공장에서 생산된 레디믹스트

지가 있고, 반대로 공급되는 레미콘 자체의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으로 표기)는 1.44억

품질이 불량하면 시공자의 노력만으로는

톤이 건설에 사용되었다. 이 건설물량의

좋은 콘크리트 시설물을 건설할 수 없게

29%는 공공건설, 71%는 민간건설이었다.

된다.

모든 시설물의 건설은 계획-설계-건설-사
용-폐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계획 설

한편 시설물 소유자나 사용자는 시설물을

계 단계에서 건설재료(콘크리트 또는 철강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재)가 선정되고, 콘크리트의 제조와 시공은

시설물을 일반공산품 이상의 품질기준으로

건설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에
서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시멘트, 골

일반 제조상품과는 달리 모든 콘크리트

재, 레미콘의 품질은 산업자원부의 산업규

시설물의 품질은 매우 다양한 시설물 용도,

격(ICS), 건설과정의 품질은 건설교통부의

설계조건과 방법, 시설물의 형상, 사용골재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과 콘크리트 표준시

의 생산지와 특성, 콘크리트의 배합비, 제조

방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국내의 콘크

방법, 운반조건, 콘크리트의 시공조건과 시

리트의 품질문제는 국가 규격이나 기준보

공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이러한

다는 관련업체와 관련기술자의 전문성과

조건 하에서 콘크리트 시설물이 건설된 후

의식수준에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소유자에게 인도된다. 또한 시설물의 건설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설계회사, 시멘트 생

콘크리트 기술

산회사, 레미콘 생산회사, 건설회사, 감리회
사가 건설과정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담당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콘크리트 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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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조건으로 고강도 중심의 안전성

못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낮은 시멘트 강

(safety), 내구수명을 고려하는 고내구성

도(일본은 600kgf/cm2 강도의 시멘트 생

(durability), 균열과 변형을 고려하는 사용

산), 굵은 골재의 입도, 해사의 사용, 골재

성(serviceability), 보수보강에 의한 성능복

원의 고갈 등의 원재료문제를 가지고 있을

원성(restorability) 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

뿐 아니라, 설계에 반영되는 콘크리트의 설

다. 고품질의 콘크리트 시설물을 건설하여

계강도가 240~280kgf/cm의
2 범위(외국은

사용하려면 시설물의 계획, 설계, 재료생산,

대부분 400kgf/cm2 이상의 고강도 사용)이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의 품질이 보장

고, 시공중에는 레미콘의 품질문제, 양생을

되어야 한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히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번번이

방안으로 많은 선진국 연구자들에 의하여

콘크리트 품질문제가 도마에 오르곤 한다.

고성능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고내구
성 콘크리트, 고기능성 콘크리트, 스마트 콘

콘크리트 구조의 설계법으로 우리나라와

크리트(smart concrete), 인공지능 콘크리트

미국은 강도설계법(ultimate strength

(intelligent concrete) 등이 개발되었고, 고품

design: USD), EU와 일본은 한계상태설계

질의 콘크리트를 범용화하기 위하여 콘크

법(limit state design: LSD), ISO는 성능평

리트 시설물의 자동화 설계기술과 시공기

가형 설계법(performance based design:

술도 일부 개발되었다. 또한 새로운 콘크리

PBD)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는 LSD를

트 기술의 보급과 고품질 콘크리트 생산을

뛰어넘어 새로운 개념의 PBD로 직행해야

위하여 관련 산업규격, 설계기준과 표준시

하고, 그것도 이제는 우리들의 기술로 설계

방서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단계에

기술을 개발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있다.
정부의 관련기관, 시멘트, 골재, 레미콘 산
선진국들은 이상과 같은 기술의 보급을

업 관련분야, 구조물 설계 및 건설분야, 교

통하여 콘크리트를 건설재료로서의 경제성

육 및 연구기관이 콘크리트 기술의 현대화

과 신뢰성 제고, 새로운 재료창출로 인한

와 국제화에 힘을 모아 새로운 재료, 성능

콘크리트 산업의 중흥의 길을 맞이하고 있

향상된 재료, 새로운 개념의 산업규격, 설계

다. 우리나라는 고품질 콘크리트 기술에 관

기준, 건설표준시방서의 개발과 정비에 시

한 한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고 더 이

급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

상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갖추고 있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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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P멤버로 가입되었으나 활동이 미약했던

콘크리트 기술의 표준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유럽국가, 일
본 등의 선진국들은 역시 ISO 활동에서도

KS 산업규격,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콘

선진국이다. 그들은 정부의 보조로 많은 전

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은 관련기술과 제품

문가가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위원회의 의

의 최소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기

장국이나 간사국이 되어 자국의 기준과 기

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 기준도 지속적으로

술을 ISO에 반영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이 국가기준은 그 나

고 있다.

라의 기술수준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기업
들의 산업활동과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최근 들어 기술표준원과 한국콘크리트학

도 한다. 산업의 국제화와 국제무역이 국가

회의 후원으로 정부측 인사와 학계의 콘크

경제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현시대에서

리트 전문가들이 참가하면서 2003년에는

는 국가 산업규격의 국제화 없이는 국가의

ISO TC 71내에 SC8(콘크리트 구조의 유지

산업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리 분과위원회)을 창설하고 한국이 위원
장국이 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 일본을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분야가 그러하듯이

비롯한 아시아 19개국의 전문가들로 구성

우리의 산업규격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되었고 필자가 의장으로 있는 국제 콘크리

는 대부분 ASTM, JIS, ISO, EN 등에서 인

트 기준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n

용한 것들이고, 우리가 연구하여 개발한 규

Concrete Model Code for Asia: ICCMC)가

격은 극미한 수준이며, 국내의 양회와 콘크

12년간에 걸쳐 준비한 첫 번째의 ACMC-

리트 규격,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도 예외

2001(Asian Conrete Model Code)을 2001년

가 될 수 없다. 필자는 ISO TC 71(

에 공포하였고, ISO 규격에 이 기준을 반영

Concrete,

and

하기 위한 의제가 2003년 Sydney ISO 총회

Prestressed Concrete)의 활동에 많은 관심

에서 공식의제로 채택되었고, 이어서 이 기

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회의에도 참석하

준이 2004년 Ankara ISO 총회에서 공식적

고, 메일로 기술정보를 교류하기도 한다. 현

으로 ISO 기준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

재 우리나라는 ISO의 콘크리트 관련 기술

다.

Reinforced

Concrete

전문위원회(technical committee:TC)와 분
과위원회(subcommittee:SC의
) 투표권을 가

위의 ACMC가 공식화되면 빠른 시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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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C의 틀과 정신에 부합하도록 우리나

현재 외형적으로 콘크리트 기술의 국제화

라 규격과 기준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와 표준화가 잘 추진되고 있으나, ISO와

이렇게 되면 최소한 아시아권내의 국가에

ACMC에 부합하도록 국내의 국가기준을

서는 콘크리트 산업과 건설산업분야에 장

향후 3년 내지 5년 사이에 정비하는데는

벽 없이 한국의 기준과 기술이 통용될 수

경비, 인력, 시간이 필요하다. 향후 산업자

있게 되고 국내외의 건설산업과 콘크리트

원부, 건설교통부, 관련업계가 국가기준정

산업은 새로운 중흥의 길로 다시 태어나리

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

라 기대된다.

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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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품의 안전성
- 어제와 오늘, 그리고 진흥원의 역할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장 김봉균
02-579-3291 dhtrans1@hanmail.net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우리 나라

서 증가되었고 변화무쌍한 국제환경과 자

에서는 초창기에 전기사업법을 모태로 한

유무역시장의 진전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전기용품 제조면허 등에 관한 건”
의 일부

그리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1989년

조항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 하나

에 1차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을 단행

로서는 특히 1960년대 이후부터 급증하는

하였다.

가전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웠

그 후 2000년도 와서는 2차로 전면적인

다. 따라서, 전기적인 상식이 턱없이 부족한

개정을 단행하여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

일반 소비자가 불법 혹은 불량 전기제품을

도를 민간 시험·안전기관에 의해 운영되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누전 또는 감전사

는 순수 민간 안전인증체제로 획기적으로

고나 화재를 방지하고 불요 전자파로 인한

전환하였다. 이는 매일매일 급격히 변화해

기기의 오작동이나 인체에 미치는 장해를

가는 세계의 기술발전 속도에 신속하게 대

예방하기 위하여 1974년 1월 4일자로 전기

응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국가간의 무역마

용품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게 되었

찰을 해소하고 동시에 세계적으로 확산 일

다. 하루가 다르게 줄기차게 변화하는 시대

로에 있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상호인정

의 상황에 따라 또 신제품의 개발·생산과

협 정 (MRA:

출시와 더불어 안전인증대상품목이 계속해

Agreement) 추세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Mutual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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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련을 극복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는 각 국가별 통상에 대한 기술장벽(TBT:

것이다. 이와 같은 도전과 당면 과제에 능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완화하기 위

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대응능력을 최대화하

하여 국제기술기준(ISO/IEC)을 각 나라마

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

다 필히 채택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주요 사업으로 추

있다. 그리하여 각 국가별로 제 각각 독립

진하고자 한다.

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

먼저, 우리 진흥원의 직능을 시대의 흐름

도에 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상호인정협

에 걸 맞는 조직과 기능으로 새롭게 편성

정을 추진할 때에도 반드시 공인된 국제기

하고 확대 개편한 것이다.

술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여
건이 되었다.

14

진흥원은 회원사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시

우리 진흥원은 그동안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과 전기용품형식승인과 관련한 각종

돌이켜 보건데, 우리는 지난해 어려웠던

행정사항 및 관련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경제환경속에서도 묵묵히 땀흘리며 고난과

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안전인증기관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왔다. 우리 경제는 아

이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관됨과 동시에 종

직도 불균형과 불황이라고 하는 깊은 늪을

전에 수행하던 형식승인 관련 업무 대부분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

이 따라서 이관되고 또한 급변하는 시대적

는 현실이다. 세계 곳곳에서 시장개방화의

요청에 호응하여 회원사가 보다 필요로 하

확대로 국내외 구분 없이 세차게 밀려오는

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체계로 개편하

도전, 전자파장해 규제, 안전기준의 강화,

였다. 종전의 가전제품 위주에서 전자, 정

지적재산권의 확대, 불안정한 환율의 변동

보, 통신제품, 주방기기 및 의료기기 등으로

등 가지가지의 우려되는 측면을 우리는 과

확대하여 우리 주변의 안전문제에 대한 폭

감하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을 넓히고자 함이다. 새로운 사업으로는 무

우리 내부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비능

역개방화로 확대일로에 있는 덤핑방지 및

률과 낭비적 요소를 찾아 개선하여야 할

산업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전자

것이며 품질, 원가, 기술, 마케팅, 서비스 등

파기술(EMC) 연구 및 지도, 국내외 안전

전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혁신을 이루어

인증 지도 및 협력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혼신의

는 문제들에 대한 전문 사업기관으로 발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하고 효과있게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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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우리의 공동체적 결속을 더욱 강력하

키기 위하여 진흥원에서는 제조물책임 배

게 다지면서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

상제도를 현대해상화재보험사와 연계하여

대에 부응하는 힘찬 도약의 계기가 될 것

단체공제보험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인기리

이다.

에 시행중에 있다. 회원사로부터의 호응으

다음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

로 절찬리에 진행하고 있어 금년에도 계속

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전기용품 제조업체,

시행하여 회원사의 위험과 비용부담을 감

수입업체와 일반소비자의 요청으로 상시

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운영하게 된‘전기제품PL상담센터’
의 활성
화이다.

전기제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
요한 제품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
명의 이기이며 우리 가정에서 혹은 사무실

전기제품PL상담센터는 재정경제부, 산업

에서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하는 필수제품

자원부, 중소기업청 및 기술표준원이 연계

이다. 그래서 우리 회원사에서 개발하고 제

하여 결함있는 전기제품으로 인한 사고에

조하는 신제품 및 우수한 전기제품에 대하

대한 피해상담에서 분쟁조정 및 보상에 이

여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고 따라서 소비

르기까지 친절, 신속, 공정이라는 모토아래

자가 현명하게 취사선택할 수 있는 구매

전문성을 가지고 합의·조정·해결해 나가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또한 외국제품

는 곳이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법률적 쟁

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송으로 가기 이전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

를 부여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15일 예정으

결함으로써 양 당사자간의 대립적 관계를

로“2004년도 우수 전기제품 전시회”
를 개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고 매듭짓는 전문

최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

상담 중재(ADR)기관으로서 문제해결에 신

한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우선 100여개 국내

속성, 전문성, 공정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

모범 전기제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계획

다. 그리하여‘전기제품PL상담센터’
는 피

하고 있다.

해소비자와 제조자 등 모두에게 절대적으
로 필요하고, 유익한 제도가 되고 있다. 또

마지막으로, 불법·불량 전기제품의 발본
색원 작전이다.

한 아무리 사전에 PL과 관련하여 준비하고

우리 진흥원에서는 지난 2001년도 4월부

대비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는 예고없이 찾

터 전기제품이나 부품이 사전에 안전인증

아올 수도 있다. 이러한 느닷없는 사고발생

또는 안전검사를 취득하지 않고 시장에서

시 이와 관련한 위험부담을 적절히 분산시

판매·유통되고 있는 불법제품과 기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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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조악한 불량제품을 지속적으로 단속

소비자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

하여 왔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산과 영업

이다.

을 하고 있는 제조, 수입 및 판매·유통업

‘위기 뒤에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속담

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이 있듯이 지금이야말로 우리 기업이 또다

확립하고자 전문적인 요원을 채용하여 상

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시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할 것이다. 우리가 눈부신 경제도약을 이룩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전한 시장질서

하였던 지난 날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를 교란하는 암적인 존재인 불법·불량전

오늘의 시련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기제품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축출하는데 온

우리는 기필코 이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역량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시장에 유통중

경쟁에서 이겨나가야 생존할 수 있다고 굳

인 전기제품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엄격한

게 믿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활기찬 계기

공인시험검사를 통하여 비교·분석·평가

가 되도록 회원사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하여 소비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변별력있

각오와 분발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회원

게 취사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전기제

사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영원한 발전과

품 제조업자·수입업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영광이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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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환경식품안전센터 책임연구원 한상오
031-999-3141 soh566@kotric.or.kr

만들어 국제 기준으로 설정하였거나 설정

1. 서 언

하는 중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건축재료
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의 방

최근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출량에 대하여 간단히 고찰하고자 한다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
발전과 생산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날

2.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

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실내공기오염은 대
기오염의 악화, 건축물의 과도한 밀폐와 환

21세기는‘환경’
에 대한 고려 없이는 쾌

기량 부족,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유해

적한 삶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불가능하

오염물질, Sick Building 증후군의 확대 등

다는 것을 인식하여‘환경적 지속가능성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 이들 유해물질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이 새로운 패

중 특히,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러다임으로 등장하였고, 환경이 사람들의

(VOCs)에 의한 실내의 화학적 오염이 큰

삶의 질을 결정짓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

되는 시대로 전이됨에 따라 삶의 질을 제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 구체적

고시키기 위해 정부, 국민, 기업 모두가 환

인 사례가 속속 보고됨에 따라 관련기관에

경친화적 사고와 행동을 함으로써 보다 근

서는 대책 강구를 위하여 실내 공기 중의

원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화학물질의 허용 기준치 및 측정기준 등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동안 환경오염

2004·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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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수질오염, 대기오염,

개정하여 공포하였고, 현재는 2004. 5. 30일

토양오염, 폐기물에 의한 오염 등이 주로

시행에 맞춰 동법의 하위법령 체계를 마련

거론되어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범정부

하고 있다.

적인 차원에서 외부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치중하여 왔으나, 최근 사람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실내공기

3. 외국의 건축자재 관련 실내공기질 제도
현황

질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 (EU)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1970년대 에너지 파동을 겪으면서 건물

방출강도의 특성을 활용하여 실내환경, 마

내 에너지 절감 및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감재료에 대한 분류규정을 제정하여 설계

건물 밀폐화가 강조되면서 실내공기 질이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의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1976년의 레지오넬라

해 앞으로는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의

균에 의한 집단 발병사고, Sick Building 증

방출 특성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될

후군의 대두 등으로 실내환경에 국민들이

것이며, 무공해(Non-Toxic) 건축자재의 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접착제/페인트

용이 더욱 확대되고 건축계획 및 시공과정

/벽지/바닥장식재 등 건축자재로부터 방출

에서의 건축자재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활용될 것이다. 실내공기질과 관련한 각국

저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 건축자재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
경부에서는 실내공기 질 관리대상을 확대

18

가)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의

하고 있으며, 다량의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연합체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새로운 관리 방법

(SCANVAC)에서는 건축물 공기조화설비

을 도입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HVAC), 에너지, 건축환경, 의학 등의 분

실내공기 질 관리업무의 통합 기틀을 마련

야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에 의한 실

하고자 지하역사 및 지하상가 등 지하 생

내 공기환경의 규정을 포름알데히드와 총

활공간의 공기 질을 관리하는 현행‘지하

VOC (Total Volatile Compounds)의 농도에

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을 2003. 5. 29일

의하여 3단계 (AQ1, AQ2, AQX)로 구분하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으로

여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AQ는 Air

기술표준 ● 2004·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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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의 약칭이다. 또한 건축재료로부터의

(<250 g/L:액상 자재, <300 ㎍/m3:일반자

오염물질 방출강도에 따라 건축재료를 3단

재) 등 실내환경과 관련된 오염물질 인증

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각각 MEC-A

기준 뿐만 아니라 제품포장, 재생원료 사용

(Low-Emission Building Materials), MEC-B

률, 사후처리 등도 인증기준에 포함되어 있

(Moderately Emitting Building Materials),

다. 이는 독일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제도이

MEC-C (Heavily Emitting Building

며, 88개 생활용품에 대해 환경에 유해한

Materials로
)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MEC

정도, 재활용성, 인체유해성, 폐기물활용 등

는 Material Emission Class의 약칭이다.

을 평가하여 친환경 마크를 부여하며, 접착
제, 페인트, 벽지 등의 건축자재를 포함한다

나) 핀란드
핀란드 건설정보센터(RTS)에서 주관하
며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등급 인증제도
(M1 Classification)를 실시한다.

라) 캐나다
Environmental Choice M Program은 캐나
다 환경부에서 1988년부터 실시하는 제도
로 29개 생활용품에 대해 환경에 유해한
정도, 재활용성, 인체유해성, 폐기물활용 등

다) 독일
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을

을 평가하여 친환경마크를 부여한다. 접착

구매토록 할 목적으로 1997년 독일 접착제

제, 페인트, 카펫 등의 건축자재를 포함하

생산업체들이

며, 용도별로 VOCs 함유량 및 독성물질의

GEV (Gemeinschaft

Emissionskontrollierte Verlege -werkstoffe)라

기준을 지정한다

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환경 라벨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 5개국 30개 업

마) 일본

체가 참가하여 400여 제품에 대하여 EMI

건축재료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하

CODE 등급(2000년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

여 현기증이나 구토 등을 일으키는‘빌딩
증후군 (SBS ; Sick Building Syndrome)’

독일정부의 Blue Angel은 BA(Federal

의 예방을 위해 건설성을 비롯한 후생성,

Environmental Agency)와 BAM (Federal

농림성 등 정부기관에서 실내공기환경 오

Institute for Materials)이 공동으로 목재재

염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건설성에

품에 대한 Eco-Label (RAL-UZ38 rev)을

서는 2000년 6월 주택품질확보촉진법을 고

만들었다. 포름알데히드(0.1 ppm) 및 VOCs

시하였고 실내공기환경에 대한 성능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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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마련하여 파티클 보드, 합판, 목재 집
성판, 복합바닥재 등에서 방출되는 포름알

4. 국내의 건축자재 관련 실내공기질 제도
현황

데히드량에 따라 각각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인증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환
경부 과제로 친환경 건축자재의 공정시험

경제산업성은 일본공업규격협회 주관으

방법 도출에 대한 국내시험법을 정립 중에

로 JIS(일본공업규격)를‘JIS A 1901(건축

있으며, 공기청정기협회에서는 친환경건축

재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및

자재 품질인증제도를 추진하여 건설기술연

카르보닐 화합물 방산 측정법-소형

구원 등 5개 기관을 지정하여 2월부터 진

chamber법, 2003년 1월 제정)’
로 새롭게 제

행 중에 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2003년 11

정·공포하였다. 이 시험 방법으로 이들 원

월부터‘소형챔버법을 이용한 건축자재의

인 물질을 측정하여 실내오염원을 줄일 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포름알데히드

있는 건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HCHO)]의 방출농도 측정방법의 표준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축자재의 오염원

과제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내 건축자재

방출 농도도 등급을 설정하여 점차 강화하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

고 있는 실정이다.
가) 환경 라벨링제도
또한 농림성에서는 일본의 합판공업조합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시행한 환경라벨

과 함께 JAS(일본농림규격)을 제정하여 오

링은 제1유형에 속하는 환경표지제로, 전체

염물질 방출량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여

49개 대상제품 중 건축자재 관련 제품은

제품에 대한 Labelling을 실시하고 있다.

목재성형제품, 사무용 목재 책상 및 테이블,

Eco Mark Program은 일본환경협회에서 주

유성·수성페인트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

관하며, 64개 종류의 생활용품에 대해 환경

며, 2001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에 유해한 정도, 재활용성, 인체유해성, 폐

추진 중에 있는 3가지 유형의 환경 라벨링

기물활용 등을 평가하여 친환경 마크를 부

국제표준화규격(ISO 14020s) 중 제3유형인

여한다. 페인트, 목재, 벽지, 타일, 단열재

‘환경성적표지규격’제도를 도입하였다.

등의 재활용 친환경 건축자재를 포함한다.
나) 친환경 건물 인증제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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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공사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유해물질 저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제품 및 수입품에

방출 자재 사용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행하면 제품의 품질
과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음은 물론 부

다) 환경 마크

수적으로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환경부와 환경마크협회에서 주관하며 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부 건자재 등 생활용품에 대해 환경에 유
해한 정도, 재활용성, 인체 유해성, 폐기물

또한 건축자재 생산업체들은 건축자재의

활용 등을 평가하여 친환경마크를 부여하

재활용성, 유독가스 배출현황, 휘발성유기

고 있다.

화합물, 실내공기환경, 폐기물, 건물의 방출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차

5. 결 언

별화된 기술로 환경 친화적인 무공해(NonToxic) 건축자재를 개발함으로써 국내 건축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중 특

자재 분야의 기술력을 한 단계 향상시켜

히 VOCs 및 알데히드류의 방출량 측정방

궁극적으로 수출 및 무역수지 개선에도 막

법에 대한 국가표준규격의 제정을 통하여

대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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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계 획

디스플레이산업의 국제표준화 기반구축사업
디지털표준과 공업연구관 이상근
02)509-7266~70 sglee@ats.go.kr

1. 개요

는 신기술 개발사업과 함께 국제표준
화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요구.

◦ 차세대성장산업인 디스플레이는 주로
LCD, PDP, OLED의 평판디스플레이

-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은

사실상의

(FPD)이며 디지털 멀티미디어기기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 경쟁력

핵심부품으로 미래 유망산업임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평판디
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Know-how와

-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은 디지털 정보

산업재산권 등은 현재 미국과 일본

가전·컴퓨터·정보통신기기 등의

등 일부 선진국에 편중되어 있어서

핵심부품산업으로 전·후방 효과가

기술도입이 거의 불가능

크고,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 나라의
주력 수출산업

◦ 세계 제2위의 디스플레이 생산 및 수

- FPD는 노트북PC, 데스크탑 모니터,

출국(LCD 1위, PDP 2위)으로서의 국

디지털TV 등 자체 시장의 확대 및

제적 위상 고려 및 평판디스플레이 산

IMT-2000, 의료용, 산업용 등 응용

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표준화

기기의 발달에 따라 신규시장이 끊

활동에 적극 참여 필요

임없이 개척되는 미래 유망산업

2. 국내외표준화 현황
◦ 평판디스플레이가 21세기 우리 나라
수출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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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판디스플레이분야의 기술 표준화활

110C를 신설할 것을 제안해서 IEC 중

동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

앙사무국의 긍정적인 지지를 받았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이를 통해 향후 IEC내에서 한국이 동

Committee )가 주관하여 1990년대 중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반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마련.

◦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IEC의 PMember로

활동하면서

□ 국외 현황

LCD,

PDP(1998년),OLED(2002년) 분야의
기술표준화에 참여중

◦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요성에 따
라 각국은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고 IEC, ISO 등의 국

◦ 현재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LCD의 표준화에는

제 표준화 기구에 적극 참여
- IEC조 직

내에서는

Technical

7개국이 P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일

Committee(TC 110) 산하에서 다루

본이 주도. 한국은 건국대 김용배 교

고 있고, WG 2 (LCD), WG 4

수가 용어 표준화의 Project Leader를

(PDP) 및 PT62341(OLED-G이
) 있

담당하고 있으며 LCD관련 3개사가

으며 현재 간사 및 컨비너는 모두

표준화에 참여

일본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OLED-

- LCD 관련 IEC규격 제정현황은

G의 Area Manager를 2003년 12월

Generic specification 등 7건이 출판

1~3일 후쿠오카회의에서 한국이 수

되었으며, 3건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임하여 이 분야의 활성화를 주도

있음.
◦ 일본의 경우 LCD표준화를 위해 일본
◦ 2002년 10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전자진흥협회의 액정산업연구회 주관,

IEC 평판디스플레이 총회에서 우리나

막대한 경비를 사용하여 액정디스플

라는 기존의 LCD Working Group

레이 기술표준화 (JIS-Standard를
) 이

WG 2와 PDP Working Group WG 4

미 완성하고 이 규격들을 국제 규격화

를 각각 SC 110A 및 SC 110B로 승격

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하고, OLED를 다루는 새로운 SC

2004·3월호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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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P의 경우 일본이 재료, 설비의 특

서도 28페이지 분량의 OLED 용어규

허 등을 선점하여, 타국의 PDP 시장

격을 제출했음.

주도를 허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2년 10월 28일 ˜11월

이를 위해 일본 내의 각종 산·학·연

1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IEC

협동세미나 및 모듈, 재료, 설비업계의

총회에서 한국, 일본, 중국이 참가하

활발한 기술교류회 및 연합 모색중

여 최초로 OLED 국제표준화를 위

- PDP국제표준화 작업도 일본에 유리

한 프로젝트팀인 PT62341이 신설되

한 국제표준을 시급히 선정하여 시

어 활동하기 시작.

장주도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
하려 하고 있음. 이를 위해 IEC의

3. 사업의목표 및 내용

TC 의장, 간사 및 컨비너 등 요직을
장악하며, 국제 회의에 타국을 끌어

3.1 사업의 최종목표 및 내용

들이기 위한 판공비도 적극 사용중.
- JEITA지원을 받아 PDP표준화 활
동에 2개월 마다 12개사 (모듈 및

◦ 산업체의 실수요에 부응하는 표준화
구축과 성과의 극대화

세트 업체)정도가 참여하고 있음.

◦ 평판디스플레이 국가규격(안)을 도출

토론내용을 IEC표준에 적극 반영하

하여 우리나라 평판디스플레이 산업

며, IEC표준은 즉시 일본 국내표준

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으로 제정

◦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에 적극 반영과,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의장, 간사, 프로

◦ OLED 분야의 국제표준화는 2002년 2
월 일본이 유기EL 용어규격에 대한

24

젝트리더 수임을 통한 국제적 위상 제
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2002년

◦ 차세대 평판디스플레이 기술의 국제

5월 Boston에서 개최된 IEC TC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인프라

47/SC 47C/WG 2 회의에서 한국측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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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목 표

세

부

목

표

·국제표준의 국가표준(KS) 일치화 추진
산업체의 실수요에 부응
하는 표준화 구축과
성과의 극대화

·평판디스플레이 분야 국내 연구결과 및 기술의 국가 및
국제표준화 동시 추진
·산업현장 적용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평판디스플레이 각 세부분야별 용어, 정의 표준화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 각 세부분야별 용어집 발간

국가 규격(안) 도출

·평판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존 국제 규격(IEC,ISO, VESA,
SEMI 등)의 국가규격(안) 도출

·평판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표준 활동 적극 참여
·국제표준화기구(IEC, ISO 등)의 TC/SC 의장, 간사 및 프로
차세대 평판디스플레이
국제표준화 주도 및
국제협력 강화

젝트 리더 수임
·평판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협력 강화
·차세대 평판디스플레이기술 국제표준화 주도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추진

·체계적인 평판디스플레이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평판디스플레이 표준화

·표준화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및 제공

인프라 구축

·국내 평판디스플레이 기업의 표준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표준화 역량 강화

2004·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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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차별 사업목표 및 내용
구 분

연차별 사업목표
○ 평판디스플레이 기술 및
국제표준화 동향 파악
○ LCD, PDP, OLED 용어 표
준화

1차년도

주

요

사

업

내

용

- 평판디스플레이 (LCD, PDP, OLED, FED 등) 기술 및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
- LCD, PDP, OLED 용어 표준화
- 평판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표준화 회의 적극 참여
· LCD/PDP/OLED 분야: IEC규격 각 1건 제안

○ 평판디스플레이 표준화
에 대한 인식 제고

- 평판디스플레이 표준화를 위한 세미나, 워크샵, 포럼 개최
(한국정보디스플레이 학회에서 매년 주관하는 IMID에
FPD 국제표준화세미나 개최)
- 국내 평판디스플레이 기업의 표준화에 대한 인식 제고

○ 평판디스플레이

표준화

기반구축

- 평판디스플레이 표준화 정보D/B 구축
- 표준화 전문 인력 양성
· 국제기구 의장, 간사, 프로젝트 리더 양성
· 국제표준화 규격 제정 프로세스 교육

2차년도

○ LCD, PDP, OLED 기술 및
표준화 로드맵 작성

- LCD, PDP, OLED 기술 로드맵 작성
- LCD, PDP, OLED 표준화 로드맵 작성 및 표준화 전략 수
립

○ LCD,PDP,OLED 신규 국제

- LCD, PDP, OLED의 국제규격(안) 제안 : 각1건

규격(안)도출
○ 평판디스플레이 표준화
국제협력강화

- 평판디스플레이 국제규격(안) 제안
· LCD/PDP/OLED 분야: IEC규격 각 1건
- 국제표준화기구(IEC, ISO 등)의 TC/SC 의장, 간사 및 프로
젝트 리더 수임

3차년도

○ 선진 표준의 국내 도입
연구

- 평판디스플레이의 측정/평가 방법 등의 표준화 연구 및
선진 표준의 국내 도입 연구
· 선진 표준(IEC,ISO,VESA,SEMI 등) 국내 도입 연구

○ FED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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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차별 사업목표
○ 평판디스플레이 국제 표
준화 주도

주

요

사

업

내

용

- 평판디스플레이 국제표준 활동 강화
· LCD/PDP/OLED 분야: IEC규격 각 1건
- FED 용어 표준화 및 용어집 발간

4차년도

○ FED표준화 작성

- 기존 국제 규격 (IEC, ISO, VESA, SEMI 등)과 국가표준
(KS규격(안) 도출) 일치화 추진

○ 국가 표준의 국제 표준과
의 일치화
○ 차세대 FPD 국제표준화
선도 및 국가규격(안) 도
출

5차년도

- LCD, PDP, OLED 국내 연구 결과 및 기술에 대한
국가 및 국제 표준화 동시 추진
- 차세대 평판디스플레이기술 국제표준화 주도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추진
- IEC에 FED 용어 표준화 프로젝트 제안
- 평판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표준 제정 주도

○ 사실상의 국가 표준 체계
수립

· LCD/PDP/OLED 분야: IEC규격 각 1건
- 민간주도 국가표준개발 체계로 전환

4. 사업의추진체계 및 소요사업비

스프레이연구조합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주관기관내에 분야별 전문

4.1 사업의 추진전략 및 체계

가위원회(WG)를 구성하여 표준화
활동 강화

□ 추진전략

- 주관기관내 분야별 전문가들로 위원
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

◦ 국내 디스플레이 관련 단체 주관으

하되, 각 분야별 상호 유기적인 연

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규격(안) 도

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 및 활동 확대, 강화

분기별 전체 회의를 개최
- 각 분야별로 도출되는 쟁점들에 대

◦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을 대표하고 공

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디

분기별로 산·학·연 기술표준 세미

2004·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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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워크샵을 개최

등)

- 산·학·연·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
성(국제표준화 주도적 역할수행)

- 평판디스플레이 국제표준화 활동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 일본, 미국 등 평판디스플레이 기술 표

◦ 평판디스플레이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

준화 선진국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활동내용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

자 초청 또는 방문 등 국제표준화 활동

집하여 국내 관련업계에 제공(DB구축

강화

□ 추진체계(조직)
관리기관
(기술표준원)

주관기관(총 54명)

위탁기관 (22명)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디스플레이
Group(34명)

IEC TC 110
(WG 2/WG 4/
OLED-G)

표준화

Working

·산학연 전문가로 LCD/PDP/OLED/ FED
표준화 WG구성
·국내 디스플레이 규격의 선진화
- 디스플레이 용어 정의, 측정방법 및
기술표준 로드맵 작성
- 국제규격(안) 도출 및 선진규격 도
입
·디스플레이 관련 표준화 전문연구인력
양성
·국제표준 협력강화(IEC, JEITA 등)

ISO TC159
(SC4/WG2)

·산학연 전문가로 표
준화 용어 WG구성
·디 스 플 레 이
(LCD.PDP/OLED/FED)
용어 표준화 책자발
간
·디스플레이표준 기술
교육 및 세미나 개최

LCD 표준화
WG:7명

PDP 표준화
WG:8명

OLED 표준화
WG:12명

FED 표준화
WG:7명

·국제표준화회의
위원 또는 산학
연전문가로 구성

·국제표준화회의
위원 또는 산학
연전문가로 구성

·국제표준화회의
위원 또는 산학
연전문가로 구성

·국제표준화회의
위원 또는 산학
연전문가로 구성

참여기관(결과활용기관)
국내 디스플레이 관련업체(36명)
·디스플레이 용어표준화 적용을 통한 관리상의 문제점 해소
·국제 표준규격에 부합되는 제품생산을 통해 제푸경쟁 및 신뢰성 확보
·표준화 전문인력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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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원조달 및 소요사업비
◦ 총사업비 : 27 억원 (정부지원금 20 억원, 현물 7 억원)

(단위: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총계

총사업비

5.4

5.4

5.4

5.4

5.4

27

- 정부지원금

4.0

4.0

4.0

4.0

4.0

20

- 현

1.4

1.4

1.4

1.4

1.4

7

물

5. 사업의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IEC국제표준화 의장, 간사 및 프로젝
트 리더 등을 수행함에 따라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주

◦ 국내 산업규격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

도 및 국제 위상 제고

나라 디스플레이 제품의 신뢰성 및 경
쟁력 확보

구 분

2003

2005

2008

국제표준화
의장 배출(명)

-

1

2

간사 배출(명)

-

1

1

프로젝트 리더
배출(명)

3

3

9

- 국제화 경향에 맞춰 국가표준 규격
을 도출함으로 국산 제품의 해외수
출 활성화 기대
-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전망(억불) :
58(’
00) → 200(’
05) → 250(’
08)
◦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수급 안정
으로 향후 제품생산 및 신뢰성에 대한

◦ 디스플레이 관련 표준화 전문 연구인
력 양성

평가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절감
- 사업추진연도부터 10개년간 기업규
모에 따라 년간 1억원(소기업)~10

구

분

표준화 전문인력 배출

2003 2005 2008
10명 30명 60명

억원(대기업) 비용절감 효과 기대

2004·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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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의 실수요에 부응하는 표준화

- 생산현장에서 사용되는 부품소재 등

구축

에 대한 용어 통일화로 관리상의 애
로점 해결

표준

<붙임 1>

KS제정 및 국제규격 제안(안) 계획
구분

30

제

안

규

격

명

KS제정

IEC 제안

1

능동형LCD의 육안평가 - 용어 및 측정방법

2005

2003

2

PDP의 전기적 인터페이스

2005

2003

3

OLED의 품목규격

2004

2003

4

OLED의 용어 및 정의

2004

2002

5

PDP의 환경, 내구성 및 기구물 시험방법

2004

2001

6

OLED의 환경, 내구성 및 기구물 시험방법

2004

2004

7

능동형LCD의 신뢰성 측정

2005

2004

8

능동형LCD의 육안평가 - 인터페이스

2005

2005

9

PDP의 측정방법Ⅴ - 감성공학적 측정

2005

2005

10

수동형OLED의 특수정격 및 특성

2006

2005

11

PDP의 특수정격 및 특성

2006

2006

12

능동형OLED의 육안평가 - 측정방법

2006

2006

13

FED의 용어, 정의 및 기호

2007

2007

14

LED 반사특성의 휘도측정

2007

2004

15

3D, 전자종이의 용어, 정의 및 기호

2007

2006

16

LCD의 투과 특성측정

2004

17

LCD의 품목규격 (개정)

2003

18

PDP의 용어 및 정의

2003

19

PDP의 측정방법 Ⅰ

2003

20

PDP의 측정방법 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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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국제표준기구(IEC TC 110) 조직도
IEC TC110
(평판디스플레이, Flat Panel Display devices)

P-member : 13개국
O-member : 11개국
규 격 수 : 19개
(Amd 2개)
제정중규격 : 10개

간사국 : 일본
의장 : Prof. Shigeo MIKOSHIBA
(일본, Univ. Electro Communication)
간사 : Mr. Hideo IWAMA (일본, IBM JP)
Mr.Hironori TANAKA(일본, Matsushita)

WG 2
Liquid Crystal Display Devices
(LCD, 액정디스플레이)

WG 2

OLED-G

Plasma Display Panels
(PDP,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Display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디스플레이)

컨비너 : Mr. K. Ishiguro
(일, Sharp Co.)

컨비너 : Mr. T. Shinoda
(일, Fujitsu Lab.)

Area manager : 이창희 교수
(한국, 서울대)

평판디스플레이 SWOT분석 현황
강 점 (Strength)
·세계 최고수준의 양산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선도(LCD, PDP)
·과감한 설비 및 R&D투자로 시장 요구에 적기대
응(TFT-LCD, PDP)
·CRT,TFT-LCD의 성공경험 및 노하우 보유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기 회 (Opportunity)
·디지털 가전 등 전방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
·짧은 제품 수명주기로 신규 수요 및 대체수요 창
출 활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진전
·중국의 정보통신기기 시장 급성장
·IT산업의 발전으로 다양한 응용업체 성장 가능성

약 점 (Weakness)
·기초기술 및 차세대제품기술 부족
·장비, 부품·소재 등 연관 산업의 기반 취약
·전문 기술인력의 공급 부족
·브랜드 인지도, 유통력 취약

위 협 (Threat)
·대만·중국 등 후발국의 급성장 및 일본의 견제
·국가별·업체별 전략적 제휴 등 경쟁 심화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국내기업의 중국진출로 국내공동화 우려
·국내 수요기반 취약

2004·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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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내 그림표지(픽토그램) 표준화 계획
문화서비스표준과 공업연구관 육근성
02)509-7252 yooksung@ats.go.kr

1. 개요

과 외국 규격을 참고하여 국가 정체성과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제정하되, 기존 픽토

가. 배경

그램을 일부 수용하거나 개작 또는 신규
개발하는 방향으로 규격을 제정한다. 2) 외

픽토그램(Pictogram이
) 란 언어, 민족, 문

형의 간결성, 내용의 함축성, 통용의 국제성

화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

을 고려하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적

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그림기호이다.

용될 수 있도록 제정한다. 3) 시급성이 요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의 것을 무

구되는 항목, 타 부처나 민간에서 요구하는

단으로 사용하거나 각 기관이나 지방자치

항목을 우선 규격으로 제정하고, 필요로하

단체가 경쟁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는 픽토그램을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추가

이로 인하여 저작권 문제, 예산 중복 및 낭

제정한다.

비,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
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2002년 월드

2. 국내·외표준화 현황

컵 개최를 앞두고 문화관광부, 철도청, 감사
원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우리 원이 픽토
그램 표준화 총괄기관으로 조정되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해당 기술위원회
(TC)는 TC 145(Graphical symbols)이며, 3
개의 분과위원회(SC)로 구성되어 있다. SC

나. 기본방향

1(Public information symbols)에서는 공공안
내 그림표지를, SC 2(Safety identification,

1) ISO 7001(Public information symb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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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지를, SC 3(Graphical symbols for use

3. 추진계획

on equipment)에서는 산업용 그림표지를
표준화하고 있다. 국제표준으로는 1993년

올해는 2001년도부터 추진해온 공공안내

ISO 7001에 57개의 공공안내 그림표지가

그림표지 표준화 3개년 사업이 완료되는

제정되었으나 시대에 뒤떨어져 2001년 개

해로 하반기에 인터넷 사용가능, 어린이 보

정 작업이 시작되어 현재 진행중이다. 일본

호 등 100개를 신규로 표준화(별첨참조)하

은 2002년 3월에 110개의 그림표지를 JIS

고, 지난 3년간 표준화한 총 300개의 그림

Z 8210으로 제정하였다. 이 분야의 선두주

표지를 수록한 CD를 제작·배포하고 전국

자인 영국은 약 300개의 공공안내 그림표

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를 BS 8501로 제정하였고, 안전표지는

또한, TC 145/SC 2에서 신규로 추진 중인

BS 5499 시리즈로 제정하고 있다.

Water safety에 관한 안전표지 표준화작업

국내의 경우, 2001년에 지하철 등 30개

에 우리 안을 제출하고, ISO 7001, 7010에

(KS A 0901), 2002년에 장애인용 리프트

제출한 우리 안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

등 70개(KS A 0901-1, 0901-2)를 규격화하

록 우리 원과 전문가가 공동으로 적극 참

였고, 2004년 1월에 노약자, 임산부, 계단주

여할 예정이다.

의 등 100개(KS A 0901-3)를 추가 제정하
였다.

4. 기대효과

한편, 우리가 개발하여 2003년 TC
145/SC 2의 ISO/CD 7010(작업장 및 공공

1) 우리 국민과 외국 방문객의 편의를 확

장소의 안전표지)에 제출한 안전표지 6개

대하고, 2) 지방자치단체간 픽토그램 통일

가 최근 DIS 7010으로 채택되었고, TC

화로 국가적 차원의 비용이 절감되며, 3)

145/SC 1의 ISO 7001 개정작업에도 우리

우리의 표준안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경

안을 제출하였다.

우에는 국가위상이 제고됨 표준

2004·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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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표 ·준 ·동 ·향

표면화학 및 마이크로빔 분석기술
소재부품표준과 공업연구사 신재혁
02)509-7293

1. 개요

개요, 특징 및 한계를 중심으로 응용기술을 소
개하겠다. 왜냐하면 각 분석기술마다 특징과

첨단 신소재의 연구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

한계가 분명해서, 알맞은 표면화학 및 마이크

서는 소재의 화학조성, 내부조직 및 결함구조

로빔 분석기술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

의 인위적인 제어가 전 분야 중 상당부분을

력이 있어야만 보다 효과적으로 당면한 재료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재료의 화학성분, 미세

연구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구조를 관찰·분석하여 소재의 미시적인 형상,

때문이다. 다음에 소개될 표면분석을 위해 개

거시적인 특성과 상관관계 및 제조공정에 따

발된 거의 모든 기술은 외부에서 고체시료에

른 변화를 규명하는 첨단 재료특성분석기술을

가해 준 Input (에너지 혹은 가속입자)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하다.

Output (고체와의 반응결과로 나타나는 물리

이러한 경향은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적, 화학적인 현상)을 해석하는 것에 그 기초

TC201(표면화학분석) 및 TC 202(마이크로빔

를 두고 있다.

분석) 분야의 표준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 필요성이 짐작가능하

2. 표면화학및 마이크로빔 분석법의 분류

다. 더불어 소자의 나노기술을 이용한 소자의
경박단소화는 이와 같은 초정밀 표면화학 및

표면의 화학조성 및 미세구조를 분석하는

마미크로빔 분석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기술은 수요자의 관심 분야와 필요에 표1과

부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같이 응용 장비별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재료의 표면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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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검출원에 따라 표면의 국부적인 영역에

사용하는 에너지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 기

서 원소의 종류와 분포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술 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관찰할

는 비슷하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물

수 있다.

리적, 화학적 현상에 기초를 두고 있거나 혹은
표 1 표면화학 및 마이크로빔 분석장비별 특징
장비명

입사원

SEM

전자

검출원

분해능 분석원소범위

2차전자, 100ppm
X-선

B˜

원ㅤ 리

정보

가속전자에 대한 2차

표면의 형상, 원소조성

전자나 x-선
투과전자의 세기에 따른

TEM

전자

투과전자 100ppm

B˜

EPMA

전자

2차전자, 10ppm
X-선

B˜

미소영역의 구성원소

STEM

전자

투과전자, 100ppm
X-선

B˜

투과전자와 방출X-선의 영상

XPS
(ESCA)

특성
X-선

광전자 0.1at%

All

AES

전자

Auger
전자

0.1at%

Li˜

SIMS

이온

2차이온

1ppb

All

UPS

자외선

광전자

0.10%

All

명암영상

정량성이 우수, 깊이방향정
보는 1㎍정도

표면, 깊이방향의

표면, 깊이방향의 구성원소
와 화학결합상태

2차이온에 의한 질량분석

에너지 준위 결정

미소영역의 화학조성

화학 결합 상태,원소 분석

구성원소

광전자의 측정으로

격자구조, 결함의 관찰

경원소의 검출감도 큼
표면 수원자층의
원소분포 용이
전원소분석,
깊이방향농도분포, 미량분석
진동주파수, 화학 결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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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에너지로 가속된 전자를 고체표면에 충돌시

TEM : Transmition Electron Microscopy

키면, 이차전자, 이온, 중성자, 광자가 방출되

STEM : Scanning Transmition Electron

며 이러한 검출원을 에너지별, 파장별, 질량

Microscopy
EPMA : Electron Proeb Microanalyzer
XPS :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ESCA : Electron Spectroscopy for Chemical
Analysis

별로 분류함으로써 평가하고자 하는 시료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표면에서 방출되는 검출원을
분석함으로써 표면특성에 관련된 정보를 평
가할 수 있으나, 이 가운데 전자와 광자의 효

AES : Auger Electron Spectroscopy

용가치가 가장 높은 편이다. 단순하게 시료

SIMS : Secondary Ion Mass Spectroscopy

표면에서 반사된 전자는 재료의 질량분포 분

UPS : UV-Photoelctron Spectroscopy

석이 가능하고, 탄성 산란한 전자는 표면의
결정격자구조를 알 수 있다. 시료에서 발생

상기의 상품화된 표면화학 및 마이크로빔

한 2차 전자 중에 시료로 재 흡수되지 않고

분석장비의 기술 성능, 측정한계와 범위 등

진공 중으로 방출된 표면층의 2차 전자를 이

을 비교해 봄으로써 각 표면분석이 상호보완

용해서는 표면의 형상을 고배율로 관찰할 수

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보

있다. 이온화된 원자가 여기상태에서 안정한

다 정확한 표면분석을 위해서는 이들 다양한

상태로 돌아올 때 오제이전자 (Auger

분석방법을 현명하게 선택 사용할 수 있는

Electron)와 X-선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이

전문능력이 필요하다.

용한 분석법을 각각 오제이전자분광법
(Auger Electron Spectroscopy : AES)과

3. 표면화학및 마이크로빔 분석법 기본원리

EPMA (Electron Probe X-ray Micro
Analysis)라 한다.

표면분석에 이용되는 입사원의 종류에 따

X-선의 이탈거리는 수마이크론에 상당하

른 고체시료와 입사원간에 일어나는 물리적,

므로 EPMA는 표면으로부터 마이크로미터

화학적 반응을 구분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

스케일 깊이의 화학조성 분석이 가능하다.

다.

이온 역시도 전하를 띄고 있으므로 이를

전자 (Electron)는 비교적 용이하게 발생시

가속시켜서 가속전자와 같이 유용한 입자 방

킬 수 있으며, 전자의 에너지와 밀도 또한 쉽

출에 사용되기는 하지만, 전자빔에 비해 제

고 값싸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입사

어가 훨씬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원에 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충분한

온빔을 이용한 표면분석법은 전자빔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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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개발된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는 자외선 광전자 분광분석법 (Ultra-violet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

Photoelectron Spectroscopy : UPS), X-선 파

점이 있다. 가속된 이온을 고체표면에 입사

장을 이용한 광전효과는 X-선 광전자 분광

시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종류의 입자가

분석법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

발생되는데 이온의 무게는 전자에 비해서 매

XPS)이며 두가지 모두 표면재료의 화학조성

우 크기 때문에, 가속된 이온의 운동에너지

과 결합 상태의 분석에 사용된다. 위의 두가

중의 많은 양이 고체표면의 원자에 천이되어

지 분석법을 통칭하여 흔히 ESCA (Electron

스퍼터링 현상 (원자가 고체표면으로부터 이

Spectro-scopy for Chemical Analysis)라고 하

탈)이 일어난다.

며 일반적으로 UPS에 비해 XPS의 응용분야

스퍼터링된 2차이온의 질량을 분석함으로

가 훨씬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최근 유기EL

써 표면의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2

디스플레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차 이온 질량 분석법 (Secondary Ion Mass

UPS를 유기EL용 소재의 밴드갭 에너지의

Spectroscopy : SIMS)인데, 2차 이온을 질량

측정 연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분광분석기로 검출하기 때문에 표면으로부터

있다.

방출되는 모든 양이온과 음이온을 검출할 수
있다. 따라서 검출할 수 있는 최소량 (최소검

4. 분야별응용을 위한 기준

출한계 : Minimum Detection Limit)이 아주
작고, 다양한 종류의 이온이 검출된다. SIMS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

스펙트럼은 매우 복잡해서 일반적인 표면분

지의 분석 방법을 동원하여 시도한 후에도

석 방법에 비해 정량분석이 훨씬 복잡하다.

원하는 측정결과를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

X-선 광자에 의해서도 화학조성 분석이 가

우, 보다 고차원적인 평가 기술의 적용을 고

능해서 IMMA (Ion Microprobe Micro-

려해보아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흔히 사용이

Analysis)가 개발되었으나, 검출신호가 발생

간단하고 경제성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깊이가 이온에 비하여 깊고, EPMA에 비하

을 시도해 보고, 이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

여 여러 가지 면에서 단점이 있으므로 응용

하는 경우에는 보다 복잡하고 정밀도가 높은

분야가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측정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광자(Photon)를 이용해서는 파장범위에 따

만일 보다 고가의 분석방법을 적용해야 할

라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혹은 X-선이 사

경우에는 단순히 표면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

용되는데 이때 전자는 광전효과에 의해 발생

성분의 종류만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된다. 가시광선과 자외선을 이용한 광전효과

지 아니면 화학성분의 양까지도 분석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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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그리고 거시적인 혹은 미시적인 물성

5. 결 론

과의 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지, 아니면 검출
되는 원소의 근원까지도 찾아내어야 하는 지

고체재료 표면의 국부적인 화학조성을 정

등에 대해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성 및 정량화하는 표면화학 및 마이크로빔

이유는 분석법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측

분석기술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

정결과에 대한 속성이 각각의 적용기술의 이

다. 국내에서도 나노기술의 발전의 기초가

론적 기초가 다를 수 있으며, 원소에 따른 정

되는 분석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됨

밀도와 측정면적 및 깊이 분포를 알아낼 수

에 따라, 첨단 신소재에 대한 연구성과가 가

있는 방법 등에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시화되기 시작하면서, 보다 발전된 표면분석

표면분석법의 적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

기술에 대한 수요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해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나노산업. 바이오산업 및 IT기술 등에 급격
하게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급 및 지속

1) 특정원소에 대한 검출 가능여부와 측정시스
템

적인 기술개발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이와
같은 표면분석을 활용하면 산업의 근간이 되

2) 분석 시료상태와 제조공정 및 히스토리

는 소재에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증

3) 분석시료의 제조공정 및 히스토리

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인위적인 재료의 특

4) 정량분석의 정확도 및 신뢰도

성제어를 통한 신소재의 연구개발에 일익을

5) 비파괴 분석 여부

담당할 수 있으며 더불어 기존재료의 품질향

6) 분석가능 최소부피와 탐침의 최소크기

상과 고부가가치화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수

7) 측정결과의 오차범위 및 원인분석

있다. 아울러 표면분석기술의 고도화 및 정

8) 유기물질의 분석 필요성 여부

밀화가 진행됨에 따라 분석방법에 대한 표준

9) 분석에 필요한 시간 및 경비

화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산학연의 공조체

10) 원소별 이미지 mapping의 가능여부

제의 구성 또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8

기술표준 ● 2004·3월호

표준

시책논단~ 2004.3.23 5:28 PM 페이지39

2차전지보호회로의 신뢰성평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임 홍 우
031)428-5625 dyamond@keeti.re.kr

1. 서 론

전지의 안정성 확보 및 성능향상을 위한 2차
전지보호회로는 리튬이온전지의 폭발가능성

리튬이온(Li-ion) 전지의 과 충·방전 또는
순간적인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부반응이 일

을 제어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부품으
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어나 온도 상승 및 수소가스가 발생하게 된

2차전지보호회로는 충·방전시에 각 셀의

다. 만약 고온 상태로 수소 가스가 대기 중에

피크 전류량의 크기를 항상 제한하고 방전시

노출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충전기

전압이 낮게 떨어지는 것을 보호하며, 내부

불량 등으로 인한 과충전에 대비한 배터리

각 셀의 온도를 체크하여 보호조치를 취해서

팩 보호 회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렇게 구

과충전 시 리튬전지의 폭발 가능성을 크게

성된 회로를 2차전지보호회로라 한다.

줄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리튬금속 고유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리튬

본 고에서는 이러한 2차전지인 리튬이온전

전지는 충전 시 온도의 상승에 주의해야 한

지를 보호하는 2차전지보호회로의 기술적 동

다는 치명적인 결점이 발견되었고 이후 Li-

향에 대하여 기술하고 신뢰성평가 및 고장분

Ion Cobalt Dioxide (LiCoO2)같은 화학물질에

석에 대한 모드를 예시하여 품질평가기준 및

서 나온 리튬을 쓰는 비금속 리튬 전지로 연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구의 형태가 전환되었다. 비금속 리튬은 리
튬 금속보다 에너지 밀도에서는 약간 낮으나

2. 2차전지보호회로

안전하고 충전/방전 시 확실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리튬이온

2.1 2차전지보호회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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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전지는 LiCoO2의 물질로 이루어
진 양극, 흑연 등의 탄소재질의 음극과 전해

표 1은 모 업체에서 생산된 2차전지 보호
회로의 기능 및 기준값을 예시한 것이다.

질, 분리막 등으로 구성되며, 전극 물질은 이
온상태의 리튬(Li+, Li-ion)이 내부에 가역적
으로 삽입되었다가 빠져 나올 수 있는 구조
이다. LiCoO2의 내부에 위치하는 리튬이 빠
져 나와 전해질을 따라 이동해 탄소 내부로
들어가는 현상이 충전상태이며, 반대로 이동
하는 것이 방전상태이다. 리튬이 탄소 내부
로 들어가거나 빠져 나올 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부피의 팽창, 수축이 동반되며 이로
인한 전극의 열화는 전지 수명에 영향을 주

표 1. 2차전지보호회로 동작예시
보호기능

기 준 값

동작기능

과충전 방지 기능

4.3±0.05[V](25°C)이상

충전방지

과충전 방지 해제기능

4.0±0.15[V](25°C) 이하

재충전

과방전 방지 기능

2.3±0.15[V](25°C)

이하방전방지

과방전 방지 해제기능

2.3±0.15[V](2°
5C)

재방전

과전류 방전 방지 기능

과전류 전류 3C이상

방전방지

부하가 제거

재충·방전

과전류 방전 방지 해제기능

게된다. 그림 1은 2차전지보호회로의 충방전
시의 현상 및 보호기능을 도식화한 것이다.

2.2 2차전지보호회로 종류

리튬이온전지는 충전시 충전기준전압을 넘
어서면 전지 내부의 전해액이 분해되어 가스

2차전지보호회로는 크게 PCM (Protect

를 형성하게 되고 형성된 가스가 전지 내부

Circuit Module)과 SCM (Smart Circuit

압력을 증가시켜 내부압력이 안전판에 가해

Module)로 구분된다.

질 경우 전해액이 누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2

외부충전기, Loader 등의 충/방전 전류로부

차전지 팩 제조시에 이러한 2차전지보호회로

터 리튬이온 2차 전지의 내부화학물질을 안

를 부착한다.

정화시키기 위하여 배터리의 전압, 전류 제
한용 전자부품 등으로 구성된 모듈로 리튬이
온을 최대 사용하기 위한 전압 및 전류를 차
단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회로 및 모듈을
PCM (Protect circuit module)이라 한다.
반면, 베터리의 전압, 전류용량, 충·방전
상태, 베터리 내부의 온도감지, 화학적특성,
제조년월일, 제조사, 충방전회수 등을 기기에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기기의 사용 시간 또

그림 1. 2차전지보호회로 현상 및 보호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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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을 갖도록 하는 회로 및 모듈을 SCM

3. 2차전지보호회로의 신뢰성평가

(Smart Circuit Module)이라 한다.
그림 2는 2차전지 종류 및 용도를 도식화

3.1 2차전지보호회로의 신뢰성평가 필요성

한 것이다.
2차전지보호회로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큰 폭의 실적개선이 기
대되고 있으며, 특히 업체별 매출의 성장이
118%까지 가능한 품목으로 전망된다. 또한
휴대전화는 세계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
그림 2. 2차전지보호회로 종류

으며 PDA, 노트북, 무전기 등의 시장 확대에
편승하여 2차 전지시장도 함께 증가하고 있

2.3 2차전지보호회로의 시장성

어 PCM의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또한 노트북용 SCM의 국산화에 성공으

현재 국내 휴대단말기 완성품업체의 2차전
지보호회로 연간 수요량은 11,000만개~12,000

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어 시장 확대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만개로 이중 국내업체가 85%, 일본업체가 약

단말기제조 강국인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의

15%를 공급하고 있으며 2차전지 산업규모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있어 2차

지난해 8000억원대에서 100%로 급신장한 1

전지보호회로에 대한 기술력을 축적하고 신

조5000억원대에 육박 할 전망이다. 이러한 현

뢰성을 확보하면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세계

상은 모바일기기의 판매급증에 따라 2차전지

시장의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발맞추어 2

된다.

차전지보호회로의 생산도 급증하리라 예상된
다. 표 2는 2차전지보호회로의 시장규모를 나

3.2 2차전지보호회로의 고장모드 및 신뢰성시

타낸 것이다.

험

국내시장(억원)

세계시장(백만$)

2차전지보호회로의 가장 중요한 고장모드

국내사공급

수입액

총국내시장

수출액

총세계시장

는 2차공정인 장착과정에서 발생하는 PCB

327

58

385

68

557

패턴단선, 부품탈락, 회로단선, 칩 몰딩파손

표 2. 2차전지보호회로 시장규모

등과 열 변화에 따른 반도체의 파손과 수명
감소이며 이들 특성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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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열 충격 및 온도(과입력/과출력에 의한

4. 결론

스위칭 회로의 온도상승)와 물리적인 충격
(휨, 비틀림, 구부림, 진동, 충격 등)으로 알
려져 있다.

리튬이온전지는 용량이 커 충전 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가볍다는 장점과, 다른 전지

신뢰성시험은 온도를 계층별로 구분한 층

와 달리 안전성 문제로 인하여 고 전류를 흘

별 시험을 입출력의 주기적인 Loading동작

릴 수 있는 고 출력전지를 만들기 힘들다는

상태로 시험하여 얻은 고장 데이터를 이용하

단점이 있다. 이러한 안전성 문제를 보완하

여 수명분포와 수명과 스트레스간의 관계식

고 전지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여타 다른

을 검정하고 추정된 수명과 스트레스 간의

전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보호회로를 사용

관계식에서 수명특성과 가속계수 산출할 수

하며, 많은 종류의 휴대기기에 2차전지 보호

있다.

회로와 더불어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고 있

2차전지보호회로의 신뢰성기준은 아직 마

다. 리튬이온 2차 전지는 과충전 상태일 경우

련되어있지 않으나 업체에서는 내습성시험,

전지의 누액, 발열, 폭파 등의 위험한 상황이

열충격시험, PCT(Press Cooker Tester) 등으

발생할 수 있으며, 과방전이 될 경우 배터리

로 업체마다의 제 규격에 의해 시험을 행하

충전효율과 배터리의 수명이 급격히 감소하

고 있다. 일례로 내습성시험은 온도 85°C, 습

여 전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도 85%에서 160시간 방치후 테스트를 행하

2차전지보호회로의 사용은 예상치 못한 외

고 열충격시험은 일반적으로 그림 3과 같은

부 환경으로부터 전지를 안정화하고 보호함

열사이클에 의해 시험을 행하며 PCT 시험은

으로써 전지 성능과 수명을 보장하고, 폭발

121°C 압력 2atm, 습도 100%에서 160 시간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방치 후 시험을 행한다.

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평가는 필수사항으
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각 업체별로 각자의
신뢰성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어 장비
부족 및 평가기술 및 분석기술의 미흡으로
신뢰성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통일
된 품질평가기준 및 신뢰성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고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생산으로 시

그림 3. 열충격시험 사이클의 일례

장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게 하여 새롭게 개
발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를 비롯한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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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2차전지보호회로의 개발에 적용하여 국가
경쟁력확보에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동향 보고서”
[3] 산업자원부, “2차전지산업 발전전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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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탐방-(주)새암전자
업
체

찜질기 제조업체 (주)새암전자

탐
방

기술정보신뢰성과 행정사무관 이덕웅

황토 찜질기는“인체의 독기를 풀어
주고 유해물질을 중화시키는 등의 탁
월한 약성을 갖고 있어 예로부터 민간
요법으로 많이 사용되어 온 양질의 황
토를 3~5㎜ 정도의 입자로 소성 가공
한 후 내장하여 만들어 강한열로 황토
를 달구어 이 때 발생하는 황토원적외
선과 열로써 효과적인 찜질을 하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
“모름지기 중심을 잡아라”
는 윤집궐중
(允執厥中)을 사훈으로 하는 새암전자
는 1986년에 설립된 19년 역사의 전기
뜸질기 전문메이커이다.
“예로부터 옥은 우리네 생활에 귀한
보석으로 자리하여 왔습니다. 여름에
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옥은 열을 가했을 때 다량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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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암전자 이춘연 대표

적외선과 음이온을 발생하여 혈액순환
과 피부미용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전
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동의보감》
에
서는 옥을 약중의 명약으로 기록하고
있으며《본초강목》<신농본초>에서는
불로장생하고 신성한 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수계층만의 소유
물로 인식되어왔던 천연옥이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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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기 제조업체
(주
새
많은 제품으로 개발되어 일상생활에

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간장을 담글

가깝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

때 숯을 띄우는 것은 이물질에 대한

춘연 사장의 옥(玉)에 대한 설명이다.

숯의 흡착, 탁취력을 높이기 위함입니

오늘날 지표의 약 10%를 덮고 있는

다. 최근 숯팩, 숯방석, 숯요, 숯양말,

황토는 다량의 탄산칼슘(CaCo3)을 가

숯바닥 장식재 등 숯을 이용한 제품들

지고 있다. 황토의 가장 근본적인 효

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숯의 이같은

능은 황토에서 방사되는 원적외선으로

효능을 높이 평가하는 지혜와 경험에

세포의 생리작용을 활발히 하고 열에

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지를 발생시켜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질병치료를 위해 배가 아플 때 따뜻

광전효과가 있다. 또한 정화력과 분해

한 황토기왓장을 배위에 올려놓는다거

력이 있는 황토는 인체의 독을 제거해

나 따뜻한 황토 온돌방에서 자고나면

주는 해독작용도 한다.

개운한 느낌이 드는 것 등이 그 예라

“숯이란 무엇인가?”
란 질문에 이사장
의 대답은 사뭇 야무지다.

암
전
자

고 볼 수 있다.
황토로 시공한 주택의 벽에는 여름

“숯(charcoal)은 보통 참나무와 대나

장마철에도 곰팡이가 피지않으나 시멘

무 등을 고온에서 오랜시간 태운뒤에

트벽에는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한다.

얻을 수 있는데 예로부터 정수작용,
공기정화, 습도조절, 전자파차단, 원적
외선 발산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기를
낳았을 때 문간에 고추와 숯을 매다는
것은 잡균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며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관장소에 숯
을 매설한 것은 숯의 습도조절능력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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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탐방-(주)새암전자
업
체
탐
방

요즘 고급주택에 난방용으로 설치된

식수에 놓으면 놀랄만한 정수작용을

벽난로 내부는 황토로 만들어져 있으

하며 고온에서는 93%까지 원적외선을

며 황토흙에 열을 가해 그 복사열로써

방출한다.

난방을 하고 있다.

“열을 가하면 열전자방사(이온화방
사)에 의한 알파(α
)선이 방출됨과 동

우리의 전통식품인 된장, 간장, 고추

시에 우리 몸에 가장 유익한 파장인

장 등이 적당히 발효되어 맛을 내는

8~10㎛(마크론)의 원적외선을 방사하

이유는 황토옹기가 음식의 독성을 제

는 신비의 약용광물(약석)인 천연맥반

거하고 옹기의 숨구멍이 음식의 나쁜

석을 3~5㎜ 정도의 입자로 분쇄한 후

기운을 밖으로 밀어내어 고유의 영양

내장하여 만들었으며, 강한열로 맥반

가를 유지, 보존시켜 주기 때문이다.

석을 가열하고 이때 발생하는 원적외

최근 남해 연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적

선과 열로써 효과적인 찜질을 하도록

조현상의 폐해를 막기 위해 황토를 뿌

고안된 제품입니다.”맥반석 찜질기에

리는 것 등도 유해물질을 분해, 정화

대한 이사장의 설명이다.

시키는 황토의 역할을 증명하고 있다.

동양의학의 집대성자인 조선시대 허

그리고 한국의 맥반석(elvan)은 남

준은《동의보감》에서 맥반석이 피부

해안 일대의 섬, 육지 등 여러 곳에

병, 부스럼, 여드름의 상처치유와 진통

분포되어 있다. 맥반석은 진흙과 갯벌

의 완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쓰고

해저층의 해초, 어패류, 용암분 등 바

있고, 중국 명나라의 이사진이 저술한

다의 모든 물질이 수억년간 퇴적되어

《본초강목》
에는 성질이 달고 따뜻하며

응회암으로 형성된 바위덩어리로 각종

46

독성이 없다고 소개하고 있다.

미네랄 등 45종 이상의 원소집합체이

맥반석 분말을 이용하여 장시간 목

며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흡착분해하

욕을 하면 맥반석에 함유되어 있는 각

며 냄새를 없애는 탈취 효과가 있다.

종 미네랄성분(칼슘, 마그네슘, 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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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기 제조업체
(주
새
철, 아연, 게르마늄 등)이 인체내의 장

3~5㎜ 정도의 작은 입자로 가공, 분

기를 건강하게 한다는 최근의 각계 보

쇄한 후 뜸질기 패드속에 내장하고 패

고서도 있다. 맥반석은 이미 그 효능

드에서 발생시키는 높은열로 천연의

이 널리 입증되어 정수기, 수족관, 사

옥을 달구어 그 열로써 찜질을 하실

우나, 찜질방, 침대, 화원, 냉장고 탈취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뜸질기 패드

제 등 여러곳에서 긴요하게 사용되고

의 겉면에는 흡착, 탈취력이 뛰어난

있다.

고온에서 구워낸 숯을 300메시 이상의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자긍심과 확
신에 찬 어조로 말끝을 맺는다.
“옥·참숯 뜸질기는 원적외선과 음
이온 등의 에너지가 우수한 천연옥을

암
전
자

고운 분말로 분쇄하여 패드 원단에 나
염처리하여 만들었으므로 이제 찜질을
하시는데 보다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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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칩 제조에 실리콘 선반 사용

비지니스표준과 전문위원 홍귀현
02)509-7272 parpeh@ats.go.kr

실리콘 칩을 굽기 위해 새로운 선반을 사용

CD 수납장 형태의 석영 선반은 먼지 및 산화

함으로써 청정상태의 유지 및 생산성 개선이

물과 같은 소량의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발

가능해진다.

생시킨다. 이러한 미립자들이 칩의 구성요소
중 한 곳에 놓이게 되면 그 기능을 멈추게 할

쿠키를 구울 때, 굽는 도구가 다른 음식물로

수 있다. 칩이나 구성요소가 작을수록 문제는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

더 심각해진다. 반복되는 가열 및 냉각은 석영

우에 최종 생산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는

선반을 조각나게 함으로써 구조를 약화시키고

실리콘 칩 제작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

더 많은 미립자를 발생시킨다.

지만, 반도체 공장의 청정 기준은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반도체 공장들은 먼지 입자

더 심각한 문제는 가열될 때 석영이 실리콘

로부터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과 및 진공

보다 덜 팽창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석영

장치에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 오염의 또 다른

선반에 올려놓을 때 무거운 실리콘웨이퍼에

원인은 복잡한 칩 제작단계 중 하나인 수십

압력을 주어, 웨이퍼 원자들이 약간 이동하게

개 칩을 포함한 실리콘웨이퍼를 뜨거운 오븐

된다. 이렇게 생성된“단층(slip)”은 칩을 망가

내부의 석영 선반에 올려놓고 굽는 경우에 발

뜨리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최신

생한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300mm 대형 웨이
퍼는 매우 무겁고, 이러한 100여 개의 웨이퍼

오븐이 고온(약 1000℃)으로 가열되면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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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드물지만 일단 발생하면 매우 많은 비용

달한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 비용을 산정하면

이 소요된다.

실리콘 제품이 오히려 더 저렴하게 된다. 신규
실리콘 선반은 석영 제품과 달리 수명이 더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해, 미국의 신생 기업

길고, 반복되는 가열 및 세척에 의해서도 약화

IMI사(Integrated Materials Incorporated)는 석

되지 않는다. 평균적으로 한 주에 40번 사용되

영이 아닌 실리콘으로 만든 업그레이드 선반

는 실리콘 선반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사

을 설계, 제작하였다. 가열하면 중금속 등 불순

용할 수 있다. 석영 선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포함하게 되는 석영과 달리, 신규 선반

18개에 해당하므로 총 135,000 달러가 소요된

제작에 사용된 실리콘은 웨이퍼에 사용된 것

다.

과 마찬가지로 불순물이 없는 순정품이다. 이
들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되므로, 선반이 팽창

신규 선반을 이용하면 오염 물질, 단층 및

하면 웨이퍼도 동일한 비율로 팽창, 수축하여

예상치 못한 붕괴 등이 감소하므로 생산량도

부가되는 압력 및 단층을 감소시킨다. 신규 실

증가된다. 더욱이, 실리콘 선반은 석영 제품보

리콘 선반은 또한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구

다 훨씬 높은 내구력을 갖추도록 제작될 수

부러지거나 약화되지 않고 1,350℃의 고온에서

있다. 선반을 대체하는 경우, 신규 선반의 크기

사용이 가능하다.

가 구형의 크기 및 형태에 정확하게 맞게되므
로, 굽기 전·후에 자동으로 웨이퍼를 적재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은 1970년대에 실리
콘 선반 제작을 시도하였으나, 충분히 견고하

거나 내려놓는 로봇들의“재교육”
이 거의 필
요하지 않다.

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후 실리콘 제
작에서 진보는 계속되어 IMI사는 이 문제를

칩 제작은 매우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므로,

극복하고, 또한 깎이거나 파손에 대하여 고도

비용 감소나 생산량 증가는 높게 평가된다.

의 내구성을 겸비한 선반을 생산하게 되었다.

IMI사는 현재 삼성 및 샤프를 포함하는 반도

실리콘은 또한 훨씬 고가이므로 과거에는 석

체 칩 제조업체들과 신규 실리콘 선반을 테스

영이 선호되었다. 현재 7,500 달러인 석영 제품

팅하는 최종 단계에 있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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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네트워크 확인으로 스팸메일 분류

친구간 상호 네트워크를 확인함으로써

로 한 것이다.

스팸 메일의 구분이 가능해진다.

친구의 친구
두 명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학생들이
고안한 이 스팸메일 대처 기술은 사회적

이메일의 약 60%가 스팸메일인 현재로서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하여 친구로부터 온

스팸메일과의 전쟁 전망은 매우 어둡다. 금

메일 또는 스팸 메일 여부를 신속하게 판

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

단한다. 이 방법은 수신된 전체 메일 중 절

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빌 게

반에만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현재 마이크

경우에는 메일들을 올바른 범주로 분류한

로소프트사가 개발중인 소프트웨어로 인하

다.

여 스팸은 곧 과거의 산물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스팸메일로 인하여 불

이 시스템은 대부분의 스팸 여과장치들이

편을 겪고 있는 컴퓨터 사용자들은 직접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 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

는 간단하고 신속하며, 스팸메일로 보일 수

다.

도 있는 적법한 메시지를 거부하지 않는다.
신규 처리방식은 일반적으로 이메일이

50

이 방법이 더 정교하지만 번거로운 다른

한정된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발신되며,

여과 방법과 함께 사용된다면 더욱 효율적

이들 네트워크는 서로를 아는 군집(clump)

이며, 이러한 통합 시스템은 모든 수신 메

으로 모이게 된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문제

일을 적절하게 분류하게 될 것이다.

를 해결한다.

이는 이메일 네트워크의 사회적 구조와

예를 들어, 앨리스가 밥과 크리스를 아는

같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을 기초

사이이고 이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밥과

기술표준 ● 2004·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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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는 공통의 친구를 가지지 않은 경우

동시스템은 적법 메일 목록뿐만 아니라 스

보다 서로를 알고 이메일을 보낼 가능성이

팸메일 발송자 목록을 신속하게 작성할 수

훨씬 더 높다. 스팸 소스에서 발송된 이메

있다.

일들은 수많은 수신자들이 서로를 알지 못
하므로 이러한 군집 특성을 갖지 않는다.

수신 이메일의 군집 특성을 파악함으로
써 약 54%의 스팸메일을 제거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스팸 발송자들이 사용한 수단

특정 군집 경계를 넘는 이메일은 항상 적

이 오히려 자신들을 겨냥하게 된다. 즉, 많

법하며, 이 경계 아래의 이메일은 항상 스

은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낮

팸메일이다. 두 군집 경계 사이에 있는 메

은 군집 특성을 증명하므로 자신들의 정

시지들은“식별 불가”메시지들로서 시스

체를 밝혀주게 된다.

템은 이들을 분류하지 못한다. 이는 일반적
으로 수신 메일의 약 50%에 해당한다.

절반의 해결
나머지 절반은 더 정교한 방법으로 여과되
이메일 군집들은 사용자의 수신, 발신, 참
조항목을 조사함으로써 구분될 수 있다. 자

어야 하지만, 이미 문제는 절반으로 줄어들
게 된다.

표준

고 해상도 기상예측

고 해상도 기상예측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

다. 인터넷이나 이동전화에서 이용이 가능

다.

한 인근 지역 및 시간대별로 더 상세하고
정교한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고

도시 전역에 대한 수 시간 동안의 기상
예보에 태양, 구름, 눈과 같이 단순화된 기

해상도”기상예측이 일부에서는 이미 활용
되고 있다.

호만을 사용한다면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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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기상예측은 소비자 및 기업들의

상세 기상예측의 가장 큰 수혜자는 기업

관심을 끈다. 이들은 주로 미국 국립기상국

들이며, 작물에 비료를 주려는 농부에게도

(NWS: National Weather Service) 및 영국

풍속 및 풍향의 변화를 알려주는 기상예측

기상청(Met Office)과 같은 정부 기상관측

은 소중한 정보이다. 운송, 건설, 선박, 항

기관들에 의존해왔다. 이 기관들은 수십 또

공, 기간 산업, 스포츠, 미디어, 재난복구 및

는 수백 킬로미터 단위로 기상예보를 제공

기타 분야에서도 기상예보에 기초한 결정

한다.

이 필요하다. 기상예보를 이용하여 미국 항
공사들은 예를 들어 탑승 취소 4만 달러,

미국의 경우 국립기상국은 한 변이 12km
인 바둑판 모양으로 미 전역을 구분한다.

우회비용 15만 달러 등 일년에 5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기상은 단거리 및 단기간에 의해서
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열대우림의 인

소요량 예측이 요구되는 에너지 기업들

접지역에 사막이 있는 하와이, 또는 인접지

은 특히 기상 변화에 민감하다. 더 많은 전

역간 기상변화가 심한 샌프란시스코를 예

력생산을 위해 고비용 발전기로 전환하는

로 들 수 있다. 세계 여러 지역들과 특히,

경우를 고려해보자. 수요를 낮게 예측한 경

미국의 민간기업들은 특수시장 및 특수산

우, 이들은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추가

업에 고 해상도 기상예보를 제공하는 단계

전력을 구입해야 한다. 이러한 정교한 균형

에 있다. 이들은 직경 1km 단위의 작은 구

전략은 전력소요량 예측과 발전기 기종 선

획을 사용하고 있다.

택을 위하여 역대 소비량과 기상예보를 활
용하는“부하 모델(load model)”
을 통하여

세부 지역별 기상정보

수립된다.

그 결과로 얻어진 기상예측은 스키에서

임계온도의 경우에는 비교적 작은 기상

일광욕까지 옥외활동계획에 더 정확한 지역

차이도 에너지 소비량에서 상당한 차이를

기상예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의 관심을

가져올 수 있다. 1일 계획을 낮은 기온으로

유발한다. 미국 기상관측 기업 AWS

정하였는데, 기온이 올라가는 경우에 전력

Convergence Technology가

회사의 추가 비용은 수백만 달러가 소요될

제공하는

WeatherBug 소프트웨어는 출시 후 3년 동

수 있다.

안 등록 사용자가 2700만 명으로 증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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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가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멕시코만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쟁사들에 비해

의 기상 상태 모니터를 위해 AccuWeather

AWS는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다른 기상

의 고해상도 예측 시스템을 사용한다. 풍속

예측 기업인 Meteorlogix사는 1km 해상도

이 90km를 넘으면 해안 굴착 장치를 폐쇄

예측을 고객 지형정보시스템에 전달하는데

하고 대피해야 한다. 허리케인에 대한

특화되어 있으므로, 공장, 저장소, 창고 등

NWS 예 보는

에 대한 정확한 기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너무

모호 한 반 면 ,

AccuWeather의 예보는 상세하게 시간별
예보를 제공한다.

수평선상의 구름

고 해상도 기상예보자들은 일반적으로

고 해상도 기상예측은 결정적이기보다

무료 또는 명목금액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가능성을 나타낸다. 한 가지 가정만 가능한

정부 기관의 정보를 원천 자료로 활용한다.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설정해볼 수 있

그리고 기상센서, 레이다, 위성사진 또는 지

다.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면 좋은 결과를

형도에서 얻은 추가 정보를 통합한다. 한편

얻을 수 있지만, 잘못된 경우에는 큰 재난

정부 기상관측 기관들과 달리 민간기업들

이 될 수도 있다.

은 포괄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한이
없으므로 도시, 스키리조트 또는 유전 등

이상적으로 기상학자들은“전반적”예측

특정지역에 집중된 상세정보에 집중할 수

을 시행한다. 이 방식은 매번 약간은 다르

있다.

지만 사실상 초기 조건들을 이용하여 모델
을 반복 운영한다. 초기 조건의 작은 변화

예를 들어, 미국 MyWeathe사
r 는 농부들

들이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을 위한 정확한 지역예보를 위해 지형, 고

알 수 있으므로 더 정확한 기상예보가 가

도 및 해발 등 지역별 지형 특성 데이터베

능하다.

이스를 사용한다. AWS는 감지 장비들을
높은 밀도로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차별화

이러한 학문적 관점이 옳은 것은 사실이

하고 있다. NWS는 미국 전역을 약 1,000개

지만, 기업 고객들은 특별한 기상조건의 발

구획으로 나누고, AWS는 그보다 6배나 밀

생여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근거로 결정

도가 더 높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을 내리고자 한다. 고객들은 가능성 있는

수치 모델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입력

예측만을 가지고는 무엇을 해야할지 확신

데이터와 관련이 있으므로, 제한적인 NWS

하지 못한다. 그들은 콘크리트를 부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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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또는 열차를 정지시켜야 하는지를 알아

발된 것이며, 이후 대기 및 대양 물리학은

야 한다.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미국에서 차세대
고 해상도 예측모델은 NWS, 기상대양대기청

전반적 관점의 또 다른 문제는 모든 예

(National Oceanographic and Atmospheric

측들이 수 차례 반복되어야 하지만, 예측이

Administration), 국립대기연구소(National

쓸모 없어지기 전에 이를 시행할 시간이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해군, 공군

부족할 수 있으므로, 특히 고 해상도 예측

등이 공동개발 중이다.

에서 훨씬 더 높은 컴퓨팅 역량이 요구된
다. 예를 들어 구획을 12km에서 6km로 절

이 기상연구예측모델(WRF: Weather

반으로 줄이면 계산력을 4배 증가시켜야

research and forecast model)은 테스트 중이

한다. 다른 대안은 한 모델을 20번 또는 30

며, 내년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WRF는

번 운영하는 대신, 예측내용의 가능성 평가

MM5라 불리는 현재 가장 지배적인 모델

를 위해 신규 예측을 정부 기상관측기관과

을 여러 측면에서 개선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다른 출처에서 획득한 기존 예측과

는 1km에서 10km 사이의 구획 해상도에서

비교하는 것이다.

사용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대기물리학의
최근 발전내용을 통합하고, 지상 및 위성

다른 장애요소는 모델 준비에 필요한 입
력 데이터의 품질 및 이용가능성이다. 예측

레이다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원
활하게 작업하게 될 것이다.

을 위해서는 현재 기상조건을 알아야 한다.
더 정교한 해상도를 원한다면 더 나은 데

한편, 작년에 최초 발사된 유럽의 차세대

이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관측

기상위성(Meteosat Second Generation)과

에 사용되는 센서 네트워크의 많은 개선이

같은 차세대 정지위성은 특히 고 해상도

필요하다. IBM의 경우는 고해상도 예측의

예측을 위해 더 빈번하고 상세한 데이터를

정확성 평가를 위해 자체 기상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수리 모델은 더 정교한 예측구획
에 대처하기 위해 갱신되어야 한다. 수리모

54

제공하게 될 것이다. 3~4년 내에 배치될
북극궤도 위성들은 정지위성보다 더 가깝
게 지구궤도를 돌기 때문에 훨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미사일 추적을 목적

델들이 고도로 정교해진다 하더라도, 오늘

으로 군에서 개발된 위상배열 레이다는 토

날 사용되는 많은 모델들은 십여년 전에 개

네이도 및 폭풍 추적을 위한 기상도구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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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중이다. 이는 최근 기상 예측에 사용
되는 도플러 레이다보다 대기의 더 넓은
지역을 조사하며, 더 높은 해상도로 대기구
조를 탐색할 수 있다.
개선된 예측 모델과 통합된 새로운 센서
들은 고해상도 예측자들이 사용하는 기초
자료를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진보를 가능
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로 얻어진 예측내용
이 의미가 있는지는 회의적이지만, 일부에
서는 직경 1km 이하의 구획을 이미 사용하
고 있다. 이처럼 작은 규모에서는 고층빌딩
에 의해 야기되는 난기류와 같은 새로운
요소들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기상학자의 종언?
기상예보가 신규 기술에 의존 할 수록 인
간의 개입 여지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측 및 예측이 상세해 질 수록, 결
정적인 단일 예측보다 전반적 예측이 더
널리 사용되고, 정보의 양과 해석의 어려움
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동시에 기업들
은 의사결정과정의 통제를 위해 점차 정교
한 재정 및 운영 컴퓨터모델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기상학자들은 설명 및 확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
을 위한 학제간 정보시스템 설계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른 분야
와 마찬가지로 기상예측에서도 정보보다
이에 대한 대응내용이 더 중요하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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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기술 세계를 뛰어넘다
- 세계최초 개발에 성공한 손혈관인식시스템 신기술인증 획득 -

□ 국내업체인 (주)테크스피어가 생체인식분

고,

야의“손혈관인식시스템”
을 세계최초로 상

○ 인식오차는 100만명당 1명으로 정확한 개

용화하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인식별이 가능하여 기존 제품의 만명당 1

신기술(NT)인증서를 받았다.

명에 비하여 100배 성능 향상
○ 현재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안산시청

○ 손혈관인식기술은 생체내부에 위치한 손
혈관 패턴을 인식,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

등 30여개 기관에서 근태관리용 출입통제
에 모든 사용자가 100% 사용하고 있다.

로 인식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방
식이다.

□ 이번 개발제품은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등 국제특허를 획득하였고, 세계

□ 기존제품에 비하여 사용자 적용범위가 크
게 확대되고, 오인식율을 개선하는등 식별
성능이 대폭 향상 되었다.

시장진입을 위한 국제표준 반영을 추진중
에 있다.
○ ISO 생체인식분과위원회(JTC1/SC37‘0
)( 3.

○ 사용율은 기존 지문, 홍채, 얼굴인식 방식

5)에서 향후 국제표준으로 추진키로 함으

의 경우, 지문이 없거나 맹인등 평균 100

로써 우리나라 생체인식 기술수준을 한단

명에 5명 정도 사용이 불가능한 반면,

계 올리는데 기여한다.

- 손혈관인식시스템은 10,000명중 2명 수준
으로 사용자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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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인식제품은 국제적인 테러 방지를 위

□ 한편, 정부는‘04년도부터 신기술인증제품

한 각국의 보안기능이 강화되면서 향후 여

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물품

권 및 출입국관리등에 도입될 예정으로 세

구매시 구매액의 20%이상을 신기술인증제

계시장 급속 성장 전망된다.

품으로 구매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 이번 개발제품은 그 기술성이 입증되면서

중에 있어 향후 정부부처에서 인증하는 신

매년 200-300%의 수출신장을 이루면서

기술제품의 판로개척이 원활해 질 것으로

세계시장 선도 예상한다.

기대하고 있다.

- 현재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중국등
세계 10여개국에 수출중

첨부) 손혈관인식시스템개요
□ 개요
○ 손등의 혈관패턴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인식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시스템
○ 높은 사용성 : 99.98%
○ 낮은 오인식율 : 0.0001%
○ 손혈관인식시스템 단말기 구조

○ 중앙통제방식에 의한 손혈관인식시스템 구조

2004·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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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혈관인식시스템 사용방법

1. ID입력

2. 손 등을 스캐너에 삽입

□ 개발기술

3. 손혈관 데이터 입력

거 및 혈관패턴과 배경의 경계정보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

○ 세계최초 개발에 성공한 최적화 된 손혈
관인식시스템

혈관패턴 굵기에 따라 두가지 모드로

- 영상획득 : 적외선 CCD카메라를 사용

정맥패턴 정보를 추출하여 영상손실을

하여 비접촉식으로 손혈관 패턴을 획득
하여 복제에 따른 도용이 불가능함

최소화한 영상추출 알고리즘 개발
· 손혈관인식기술을 적용한 네트워크 시

- 영상추출

스템 개발을 개발하여 인터넷을 통한

· Gaussian Low-Pass 필터를 사용하여

출입통제 및 근태관리에 사용

획득된 영상의 노이즈를 효과적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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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연결의 부분적 손실과 추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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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혈관패턴 추출과정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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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표/준 /활/동

IEC/TC100/TA4
디지털시스템
(
인터페이스) 간사교육

정보표준과 공업연구사 남 옥 우

Ⅰ. 출장 개요

TOSHIBA),
TC100 보조간사 (Tadashi Ezaki,
SONY),

□ 목적

TA8 TAM (Keiichi Murakami,
○ IEC/TC100/TA4 간사국 수임에 따

FUJITSU)

른 간사 교육
- 강사 : TC100 보조간사 (Tadashi
Ezaki, 일본)
- 배경 : 전임 간사 (Martin Danvers,
영국)의 추천
※‘03년 11월 제9차 IEC/TC100 총회

※ TA8 : 멀티미디어 홈서버시스템
※ TAM(Technical Area Manager) : SC
Chairman에 해당
※ 제안 규격명 : Commom Communication
Protocol(전자부품연구원)

(영국 런던)에서 간사국 수임
※ TA4 : 디지털시스템 인터페이스

□ 개요

○ 신규 국제규격 제안을 위한 업무 협의

○ 기간 : 2004. 2. 8 ~ 2. 12 (5 일간)

- 대상 : TC100 간사 (Shuji Hirakawa,

○ 장소 : 일본 도쿄 (SONY, JEITA)

2004·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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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자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이재영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게임공학과

교 수

국제간사

남옥우

전자기술표준부 정보표준과

연구사

※ JEITA(Japan Electronics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 일본 전자정보 기술협회(2000년 11월 결성)
- TC100 일본 국가위원회(JNC)의 간사기관

Ⅱ. 주요 수행 내용

- TC84 → SC100C →TA4로 변천
· IEC 교육

□ 간사교육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ec.ch
○ 장소 : SONY Headquarters
- IEC의 구성
○ History of TC100
- 1995년 TC100 결성(제1차 총회, 네덜
란드 헤이그)
· SC12A(TV 및 수신기), SC12G(케
이블링), TC60(레코딩), TC84(인터
페이스)의 4개 TC/SC가 통합되어
구성
· SC100A, B, C, D의 4개 SC
- 2000년 TA(Technical Area) 체제로
개편

· TC는 SMB 관리하에 존재
· TC100 관리자 : MATEI COCIMAROV

·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
· IEC의 test case
· TA1~8의 8개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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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SS(Technical Information Support
and Services) MENU
· IEC documentation, directives,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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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와 같은 각종 양식 존재
· Survival Kit for Secretaries에 간사가
알아야 할 매우 유용한 필수정보들
이 존재

- 홈페이지 주소 : http://tc100.iec.ch
· 전임 TC100 보조간사인 Honig(네
덜란드)가 제작, 관리
· 현재는 Ezaki(일본)가 관리(곧 개
편 예정)

- Search MENU
· ID와 password 필요(Korean NB 보
유) : 간사용으로 따로 신청 가능
· project files and work programmes :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터의 정보와

- 간사업무 수행시 파일 upload는 ftp
서버 이용
· 주소 : ftp.iec.ch
· ID와 password 존재

상태를 알 수 있음
○ Routing work flow of development
- Technical Work MENU
· Patents(특허권)에 대한 유용한 정
보 존재
· Patents는 TAM의 업무(간사는 옵
저버), CDV가 접수되면 PL에게 문
의하여 check 해야 함

IS(International Standard)
- IEC IS(International Standard) Normal
Procedure
- IEC IS(International Standard) FastTrack Procedure
- IEC IS(International Standard) TC100
Fast-Track Procedure

- 기타 사항
· AC(Administrative Circular)는 IEC
의 General Secretary인 AMIT가 작
성하여 회람시키는 것으로 신규멤버
변경 등 전 회원국에 공지가 필요한
경우 보내는 문건 임(우리나라가

- IEC IS(International Standard) Normal
Maintenance Procedure
- IEC IS(International Standard) FastTrack Maintenance Procedure
- IEC IS(International Standard) TC100
Fast-Track Maintenance Procedure

TC100 TA4 간사국을 수임하고 간
사로 이재영 교수가 선임되었음을
알리는 AC 문건 회람 예정)

○ Practical review for TA4 documents
and works
- 5개의 PT(Project Team) 운영 중

○ TC100 교육

· PT 61937-8, PT 62300, PT 62365,

2004·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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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62394, PT 62379

콜 개발 움직임이 있음을 TC100 간사
가 설명

- 6개의 MT(Maintenance Team) 운영 중
· MT 60958-1, MT 60958-3, MT

· 삼양전기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다윈’

61937-6, MT 61937-7,
MT 61883-2/3/4/5, MT 61883-6,

○ 신규 국제규격 제안을 위한 업무 협의
- 일본으로부터의 지지 부탁과 한·일

- 마감일자에 맞춰 간사 업무 처리 요망
(각 PL에게 독려)

간 cowork 제안
· CCP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자료를
일본에 보내주면 일본 내 전문가 검

□ 신규 국제규격 제안을 위한 업무 협의

토를 거쳐 전문가 추천 여부 결정
·‘다윈’
에 대한 자료 및 일본 전문가

○ 장소 : JEITA
○ JEITA 소개

명단 요청
- TC100/AGS, AGM meeting 시 발표
(5월, 덴마크) 합의

○ TC100 Japan National Committee 소개

· TA4 혹은 TA8의 업무범위에 해당

- Japanese standardization scheme
□ 기타
○ 우리나라의 표준 체계 설명
○ TC100/AGS, AGM meeting 시
○ Common Communication Protocol
(CCP) 설명
- 가정내 존재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TC100의 명칭 및 업무범위에 대한 개
정 예상
- multimedia는 old fashion임

및 단말간 상호운용 및 연결성이 보
장되게 하는 통신 프로토콜
· Data delivery 등 14가지의 다양한
기능 보유
- 일본내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프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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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TA 구성 움직임
-‘휴먼인터페이스’
에 관한 국제표준화
를 위한 TA 구성
○‘게임’
에 관한 표준 제정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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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TA 구성 의향 물음

□ 국제규격 제안 관련

- 일본 지지 표명
○ 일본과의 cowork을 통한 국제표준화

Ⅲ. 향후추진 계획

추진
- 우리나라 제안‘CCP’와 일본 소프

□ 간사 교육 관련

트웨어‘다윈’
과의 비교검토를 통한
공동 제안 추진

○ IEC/CO에서 주관하는 국제간사 교육
참여
- TC100 보조간사 추천

○ 미국, 영국과의 cowork을 통한 국제표
준화 추진
- 일본과는 별도로 미국(TA100 Chairman,

- 일자 : TC100/AGS, AGM Meeting
기간 전·후

TA4 TAM 등)이나 영국(TA4 전임
간사)과의 공조로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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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C215의료정보)
(
WG 회의 참가
정보시스템표준과 전기주사 노용수

저장 전달시스템(PACS)을 도입하여

Ⅰ. 개 요

의료설비는 개선되었으나 이에 반해
의료 전반에 걸친 의무기록, 임상정보

1. 목

적

데이터, 환자관리 등 의료정보분야의
표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각

64

○ ISO/TC 215(의료정보)는 의료정보기

병원간, 1차 2차 기관간의 호환성이

기의 상호연계성과 호환성 확보를 위

거의 없는 바, 국내의료계 전반이 의

한 의료정보표준화 분야로써 의료기

료정보 표준화의 초보단계로 의료기

관 내부의 정보공유화, 상호 의료기관

관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

간 의료정보 네트워크화, 전자의무기

제표준을 조속 도입하고 우리가 보유

록, Pharmacy & Medication Business,

한 세계수준의 IT산업과 연계하여, 우

국제임상정보 및 원격진료 등 의료정

리의 정보인프라를 국제무대에 선보

보기술분야의 표준울 관장하는 국제

여 의료정보의 기술표준을 선도해 나

기구임.

아가야 할 것임.

○ 국내에는‘90년대 중반부터 중대형 병

○ ISO/TC215(의료정보)의 각 WG에서

원을 중심으로 병원정보시스템(HIS)

논의되는 논제와 유럽과 미국 등의 기

을 구축하여 왔고 2000년부터는 영상

술 및 표준화의 동향을 파악하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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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집코자 함.

선되어 2006년 12월31일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음

○ 2003년 5월 노르웨이 총회부터 대한민
국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곽연식”
교수가

한국으로서는

최초로

ISO/TC215의
( 료정보)국제의장으로 피

2. 출장기간 및 장소 :
2004. 1. 13(화) ~ 1. 19(월)
캐나다 토론토 (Canada, Toronto)

3. 출 장 자 : 한국대표단 총6명
성

명

소

속

직위

비고

곽연식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TC의장

신현택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HoD(WG6)

안재억

순천향대학교

교수

WG1

이기한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WG5

유성룡

대한의사협회

책임연구원

WG4

노용수

기술표준원 전자기술표준부

전기주사

Ⅱ. ISO/TC215 WG회의참가

All

고 제안된 NWI 및 진행되고 있는 문서에
대 해 제안자 의 설명과

1. 회의개요

각 WG별

Resolution을
s 검토하여 기준을 제정하고 작
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함.

2004년 1월14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토
론토에서 ISO/TC215(의료정보) WG회의가
개최된 바, 총 4개 분야의 WG에서 검토되

○ 일시 및 장소 : 2004. 1. 14~1. 16(3일
간), 캐나다 토론토

2004·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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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WG1

WG4

WG5

WG6

Convener

SCC
(캐나다)

SIS(스웨덴)

DIN
(독일)

BSI
(영국)

참가국

캐나다 등
7개국

오스트리아등
20개국

스웨덴 등
9개국

참가자수

15명

53명

19명

2. WG별 의결사항(2003.3.17~3.21)

○ 응급조치 자료의 범위에 대해 논의
함

2.1 WG1 주요 회의안건 및 논의사항
○ 의료보험 목적에 부합되는 것들
▶ 주요 회의안건
○ EHR(Electronic Health Record)의

- 작업활동범위(잠재력 가능성, 요구
사항 등)

정의, 범위, 문맥조정
○ 응급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범위

2.2 WG5 주요 회의안건 및 논의사항

○ 의료보험 목적에 부합되는 것들
○ 의료정보 부문의 증명

▶ 주요 회의안건
○ WG6과 Joint Working Group 미팅

▶ 논의사항
○ EHR(Electronic Health Record)의

- 전자처방전에 관한 기술, 항목결정,
전송에 관한 기술 및 코드

정의, 범위, 문맥조정에 대해 덴마
크 회의시 제안된 피터슈뢰펠(안)
에 대해 재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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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2월 말까지 NWI로 재정리
- WD에 관한 의견 수렴
- WG5 자체 미팅
· 지난회의 보고
· Task Force Team 보고

○ Task Force Meeting (프랑스 P.
Ruotsalainen 발표)
- 분산된 환자정보에 접근 가능한 기
법제안
- 연결자는 환자정보를 직접 연결할

· 새로운 NWI에 대한 제안

수 있는 연결고리

· 독일의 새로운 건강카드에 대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연결저장소를

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 각 나라에서 갖고 있는 정보 즉

▶ 논의사항

DICOM, HL7, 한국의 data 모델,

○ WG6과 Joint Working Group 미팅
- 뉴질 랜드

e-Phalmacy 관 련

“Stephen Chu”
의 발표가 있었으며

data element, data classfication 등을
정보를 컨비너에게 보내기로 하였으
며, NWI로 새로이 시작키로 함.

ISO 국제표준 코드를 사용키로 함
을 표명함
- 캐나다“Gerry Cruicshank”
의 전자
처방전 전달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
며, WG6의 컨비너 Ray Rogers는

○ Task Force Meeting (러시아 Ivan.
Emelin 발표)
- 관련이 적은 의료기관간의 처방,
소개서 및 보고서 전달

본 문건을 TR로 진행코자 제의하

- 관련이 깊은 의료기관간의 처방,

였으나,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

소개서 및 보고서 전달에 관한 연

가 TR로 하는 것을 반대하여 무산

결자 및 접근키

됨

· 현재는 WD단계이니까 CD 단

- 한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이 TS나 NWI정도로 하기를 원해
그렇게 결정함
- 영국“Paul Frosdick”
의 주도적인 국

계로 진행키로 함
·‘04년 2월부터 시작하여 4주안
에 의견을 받고 3월까지는 CD
투표키로 함

제의약 모델의 조화에 대한의견발표
가 있었음(한국의“신현택”교수의
제안이 있었음-WG6 보고서 참조)

○ 건강카드 Meeting
-‘03년 10월 덴마크 회의보고
- Task Force Team 결성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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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새로운 NWI에 관한 제안
- 새로운 독일 건강카드에 관한 보고

현황보고
- Ian Shepherd(영국) : 영국에서
최근 개발된 20종의 규격을 WG6회원
들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

2.3 WG6 주요 회의안건 및 의결사항

의함
- Frits Elferrink(네델란드) : 치료의

▶ 주요 회의안건
○ 지난번 덴마크 회의록 검토 : 올바
른 기록물로 통과

연속성(Continutity of care)에 대해 논의
함
- Stephan Chu(호주) : 뉴질랜드와
호주의 현황보고

○ 처방지지시스템 ( P r e s c r i p t i o n
Support System)관련 기능적 요건

- Garry Cruickshank(캐나다) : 현
규격에 대한 재검토

에 대한 NWI 제안이 있었음 : 스
웨덴 Gunnar Klein

▶ 의결사항
○ Gunnar Klein(스웨덴)을 Task

○ 의약기록(Medication Record)관련

Group 리더로 하여 처방지지시스

기술시방서, 약국시스템을 작성하

템(Prescription Support System)관

는 기록물, 전자의무기록 등의 업

련 기능적인 요건 관련 기술보고서

무영역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도

를 NWI인 단계“0”으로 등록키로

록 하는 의견제시 : 영국 Ian

TC215에 추천함

Shepherd
○ Ian Shepherd(영국)가 제안한 의약
○ 약물 이상반응(Adverse drug

기 록 (Medication Record)관 련

reactions)에 대한 전자교환데이터

기술시방서를 NWI인 단계“0”으

에 대하여 각국의 현황에 대하여

로 등록키로 TC215에 추천함

논의함 : 독일 Gerd Bauer

- 특히 사업목적으로 약국시스템
(Pharmacy system)을 작성하는

○ 처방전 전자교환에 대한 현 규격들
의 논의
- Gunnar Klein(스웨덴) : CEND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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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구분을 명확히 작성토록 함

가 차기 회의시 Drug 자체 또는
Product에 대한 제한적 정의에 대

○ Gerd Bauer(독일)가 약물 이상반
응(Adverse drug reactions)전자보

해 Comment 또는 NWI로 제안키로
함

고서를 기반으로 한 각국의 현황에
대하여 표준화의 필요성을 제기함

Ⅲ. 종합의견

- 한국 WG6 컨비너인“신현택”
교수
가 차기 회의시 국제적인 Drug자

1. 회의 수집자료 및 내용

체에 대한 제한적인 국제코드, 모

▶ WG1(Health Records & Modelling

델 및 정의에 대해 NWI로 제안키
로함

Co-Ordination)
- 수집자료
· Electronic Health Record Definition,

○ 사업범위 정의에 따라 처방전 전자
전송 분야에서 WG6은 TC215에
승인 받도록 하여 기술적인 관점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NWI 기
술보고서로 제안키로 함.

Scope and Context (DTR20514)
· Framework for Emergency Data
Sets (ISO/PDTR1)
- NWIP에 대한 대처방안
· HIDRA 등 9종의 새로운 Item

- 동 분야는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한국이 Task Force
로 구성되어 있음

▶ WG5(Health Card)
- 수집자료

- 한국 WG6 컨비너인“신현택”
교수
가 차기 회의시 NWI로 제안키로
함

· 덴마크 회의보고자료
· ISO 21549-8 NWI문건 : Task
Force 미팅문건으로 link에 관한
내용임

○ Paul Frosdick(영국)은 TC215의 최
소 핵심개념

부분인

약품용

▶ WG6 (Phalmacy & Medication

어 모델(Drug terminological model)

Business)

관련한 시방서를 NWI로 등록 할

- 약물이상 반응 전자보고서를 기반으

것을 추천
- 한국 WG6 컨비너인“신현택”
교수

로 한 표준화, 처방전의 전자전송분
야, 약품용어 모델 관련한 기술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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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등 3종에 대한 국내에서 활용되

▶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는 연구가 진행

고 있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차기 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싱턴 회의시 NWI 문건으로 제안할

업체 및 병원들을 중심으로 한, 무선

예정임

의료정보포럼과 같은 국내표준화에
대한 대응단체 또는 결합체가 필요함.

2. 회의 참가 소감
2.3 WG6
2.1 WG1
▶ 의료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
▶ 매 회의시 마다 새롭게 발생되는 현안

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한국은 앞선

들(Work Item Proposal)에 대해 지속

IT산업과 연계하여 상당히 앞선 의약

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며, 국제표준

시스템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화 작업에도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이 부실하고 각 병원마다 제약회사마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참여가 요망

다 각각의 시스템을 고수하여 표준화

됨

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2.2 WG5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앞선
의약분야 시스템을 국내에

▶ 한국에서 진행된 많은 연구들이 국제

서부터

표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세

사회에서 표준화에 많이 기여할 수 있

를 규합하여 국제표준화에 한국의 표

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많은 기

준이 채택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업 및 병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이

경주하여야 할 것임

를 바탕으로 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함
3. 차기 회의일정 및 장소
▶ 먼저 국내에서 표준화가 선행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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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를 바탕으로 ISO에 적극적으로

▶ 일 시 :‘04년 5월 9일~5월 13일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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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칼럼

제조물책임(PL)에서의 착오(錯誤)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 나경수
02)579-3291 ksrha@esak.or.kr

착오(error)란 착각에 의한 잘못이다. 심리

민법상, 의사표시에 있어서 내심의 의사

학에서는 우리의 인식(認識)과 사실이 일

즉,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의 내용 즉 표

치하지 않음으로 정의하여, 착류(錯謬) 혹

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

은 오착(誤錯)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의자(表意者)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

한다.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

는 것을 말한다. 법이 일정한 의사에 기

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비진의표

(基)한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 착오가 있

시, 즉 심리유보나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

다면, 그 행위자는 법이 요구하는 의사를

다. 착오에는 다음의 세가지가 있다.

가지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다. 따라서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사법상의 의사표시와 형법사의 고의
에 관한 착오가 중요하다.
고의(故意)는 딴 뜻을 가지고 일부러 하

첫째, 표시상의 착오로,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이다.
둘째, 내용상의 착오로, 표시행위의 의미
를 오해하는 경우이다.

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한다. 법률에서, 남에

셋째, 동기, 즉 연유의 착오로, 의사표시

게 대하여 권리침해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

를 하는 동기에 틀림이 있는 경우

사를 의미하며 과실(過失)과 대칭된다. 범

를 말한다.

죄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 즉 죄를 저지를 뜻의 범의(犯
意)와 통한다.

그러나 민법은 착오의 태양(態樣)에 의
하지 않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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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에 관한 경우를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라 함은 그 착오가

인과관계의 착오라고 한다. 또, 사실의 착오

없으면 본인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뿐

는 착오가 동일한 구성요건의 범위 내의

만 아니라, 보통 일반인도 하지 않았으리라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이냐, 아니면 상이한

고 생각되는 객관적 중요성을 말한다.

구성요건 사이에 걸치느냐에 따라 구체적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어진다.

있다.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어떠한 시실의 착오가 고의를 조각하느

이나 행위의 종류 등을 참작하여 보통 일

냐에 관하여,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

반인이 가져야 할 주의를 지나치게 결(缺)

위자가 인식한 바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하였음을 말한다. 또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

구체적으로 부합할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구체적 부합설이 있다. 그리고 법정의 구성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거래의 안

요건의 범위 내에 있어서 인식과 사실이

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부합되면 고의의 성립을 인정하는 법정적

착오의 적용범위는 재산행위에 한하고

부합설, 곧 구성요건적 부합설이 있다. 또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민법 제

인식과 사실이 추상적으로 부합하면 족

815조와 제88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

(足)하다고 하는 추상적 부합설이 있다.

나 재산행위 중에서도 행위의 외형에 신뢰

타격(打擊)의 착오(錯誤)란 방법의 잘못

하여 대량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상

으로 행위자가 의도한 객체가 아닌 다른

법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착오의 법리가 배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며, 이를 방법

제되는 수도 있다.

의 착오라고도 한다. 예컨대, 갑을 살해할

형법상으로는 행위자가 인식한 바와 객

의사로서 갑을 향하여 권총을 발포한바, 갑

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

이 아니라 옆에 있던 을이 사살된 경우인

착오는 부지(不知:ignorance)와 오인(誤

데, 이를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 한다. 또는

認:mistake)을 포함한다. 형법에서는 어떠

갑집의 유리창을 깨뜨릴 의사로서 돌을 던

한 착오가 있으면 고의(책임)을 조각하느

졌던 바 돌이 빗나가서 그 옆에 있던 을에

냐가 문제가 된다.

게 맞아 부상케 한 이른바 추상적 사실의

사실의 착오는 범죄사실에 관한 착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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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나누

착오의 경우이다.

말한다. 그 가운데서 착오가 객관의 성질에

그리고 법률의 착오는 행위가 법률상 허

관한 경우를 타격의 착오 즉 방법의 착오

용되지 않는 것을 모르거나 또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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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신(誤信:misbelief하
) 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령의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비약적 상고

이다.

(飛躍的上古) 이유가 된다. 법령적용의 착

현행 우리나라의 형법은 법률의 착오에

오라 함은 의율(擬律)의 착오라고도 말하

관하여 제16조에서‘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며,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실에 대한 실체법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의 적용의 착오도 포함한다. 다만, 사실인정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에 과오가 있으므로 법령의 적용이 달리되

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를

있다. 그래서 법률의 착오가 있어도 즉, 위

사실오인이라 한다.

법성의 인식이 없어도, 그에 대한 정당한

사실오인(事實誤認)이란 법원의 증거의

이유가 없는 때에는 반드시 벌해야 할 것

채부(採否) 또는 그 평가를 그르쳐서 사실

이므로, 현행법상의 해석은 책임설의 입장

인정의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사실인정이란 일정한 범죄사실의 존재를

그리고 종래의 학설에서는 착오를 사실

증거에 기(基)하여 확립하는 판단작용을

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나누는 것이 보

의미하는 것인데, 사실오인은 그러한 판단

통이었으나, 근자에는 이 구별이 부정확하

작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이다.

다고 하여, 사실의 착오를‘구성요건적 착

사실오인은 어떠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오’, 법률적 착오를‘금지의 착오’또는

그르치거나 또는 경험칙을 그르치는 것, 또

‘위법상의 착오’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

는 증거의 선택을 그르치는 것, 증거의 불

이 유력해지고 있다.

충분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생긴다.

구성요건적 착오(構成要件的錯誤)는 구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성요건의 객관적 요소, 사실적(기술적) 요

때에는 항소이유로 된다. 또, 사형이나 무기

소이든 규범적(의미적) 요소이든 간에, 이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에 관한 착오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종래의 사실의 착오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상고이유가 된

금지(禁止)의 착오는 행위가 법상 허용되

다.

표준

지 않는다. 즉, 금지된다는 점에 관한 착오
인데, 이러한 의미에서는 종래의 법률의 착
오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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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종주 제13번째 산행기
생활환경표준과 화공사무관 최월영

■ 구간 설명

수 있는 구간이다.
피재~댓재 구간은 함백산이나 두타산 정

화방재~피재 능선은 태백시를 동에서

상에서 바라보면 납작 엎드려 있는 듯 보

북으로 감싸안으며 뻗어나간 산줄기로 다

이는 등줄기로, 백두대간의 강한 생명력

른 어느 구간보다 백두대간의 웅장함을

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다. 남에서 북으

느끼게 하는 구간이다. 특히 1,573m의 함

로 곧게 뻗어오른 이 구간은 서쪽으로 능

백산에 서면 사방팔방이 그야말로 장대함

선과 평행선을 이루며 35번 국도와 424번

그 자체다.

지방도로가 이어지는데, 서쪽으로 내려서

동쪽으로 뻗다가 피재에서 방향을 틀어

면 식수와 민가를 만나기 쉬우나 반대편

북쪽으로 두타산과 청옥산을 향해 뻗은

으로는 지형이 험난한 데다 민가가 멀고

능선은 마치 산줄기가 사라질 듯하다 다

교통이 불편하므로 내려서지 않는 것이

시 솟구치면서 백두대간의 강한 생명력을

현명하다.

보여주고, 남으로 태백산과 구룡산을 거

아무튼 동쪽으로는 절대 하산하지 말

쳐 소백산으로 뻗어나가는 산줄기는 수많

라. 의심이 나면 곧 주릉으로 되돌아와야

은 고봉준령 가운데서도 한반도의 등줄기

낭패를 면할 수 있는 구간이다. 어느 대

로서 백두대간의 당당함을 잘 느끼게 한

간 종주자는 이곳에서 고생을 하도 하여

다.

동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함백산에서 피재로 이어지는 해발
1,000m가 넘는 매봉산 등줄기 곳곳에 고

<제25회차> 함백산(1,346m) : 심설산행은

랭지 채소밭이 형성되어 대간이 인간의

이런 것이여

삶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도 잘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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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소요시간 :
2004. 2. 8(일) 04:00~15:30(11시간30분)
* 행정구역 : 강원 정선군과 태백시
* 산행구간 : 화방재~함백산~매봉산
~ 피재 20km

설산행을 준비하고 출발 신호를 기다린
다.
오늘 산행은 화방재휴게소 맞은편 민가
옆에서 시작하고 심설산행은 천천히 꾸준
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다리에 통증이 올
수 있다는 대장님의 주의 사항을 듣고 새

2004년 1월 10일 저녁 기상청 날씨예보
는 영서지방에 11월11일 새벽부터 눈이

벽 4시 출발 신호와 함께 대원들은 마루
금을 올라가기 시작한다.

내린 후 오후에 맑아 질 것이라고 한다.

하늘에는 진눈깨비가 바람에 실려 다니

저녁 9시 40분 설레임과 두려움을 안고

면서 뺨을 때리는 것이 오늘의 산행이 어

나서는 토요일 저녁 도로는 저녁에 내린

려울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준다

눈으로 젖어 있고 바람이 간간히 불고 있
다. 10시 40분 동대문운동장역에 도착하니
항상 기다리고 있던 고려관광버스는 없어

☞ 04:00 - 06:36- 11:00 화방재~함백
산~두문동재

날짜가 바뀌었나 하고 둘러보니 대원들
몇몇이 스포츠용품점앞 구석에 모여 내일

‘꽃의 천국’화방재(꽃방석고개)는 31

의 산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반갑

번 국도를 동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고개

게 맞아 주고 조금 있어면 버스가 올 것

다. 해발 950m의 화방재에는 주유소와 민

이라고 한다.

가 3채가 있고 경찰초소 건물이 신축중이

새벽 3시 40분 눈길을 어렵게 올라 화

다.‘영월, 고한, 사북’방면 교통안내 표

방재 어평휴게소에 도착하니 먼저 온 등

지판이 있는 민가가 들머리가 된다. 들머

산팀들은 태백산 새벽 산행을 위해 라면

리 왼쪽에 보이는 포장도로는 만항재를

파티를 열고 있다. 대장님의 명령이 떨어

넘어 고한, 사북으로 가는 414번 지방도이

졌다 4시 출발 예정이며 산에 눈이 많아

다.

건의령까지는 진행이 어렵고 피재까지 가

잎깔나무가 빼곡이 들어차 있는 민가

는 것으로 계획하고, 중간 탈출로는 싸리

뒤로 올라서서 계곡에서 불러 오는 눈보

재로 한다고. 잠 들깬 손발을 움직여 스

라와 미끄러운 언덕을 조심스럽게 올라

패츠, 헤드렌턴, 장갑, 모자 2겹 등으로 심

어떻게 지나가는 지도 모르게 수리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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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다.
수리봉은 참나무가 하늘을 가려 조망이

나서면 큰 길이 나오면 414번 지방도가

좋지 않고, 듬성듬성 바위가 있는 나뭇가

지나는 만항재(1,330m)가 나온다. 가이드

지에 팬더산우회, 로얄산악회, 대우전자,

의 안내로 414번 지방도로를 따라 내려서

일봉산악회, 시나브로산악회, 명승산악회,

다 갈림길에서 오른쪽 시멘트 포장길을

운악산악회 등의 표지기가 한 곳에 소복

지나면서 주목을 보호하기 위한 철망을

이 매달려 있다.

따라 길을 만들면서 한참 나아가다 가파

수리봉을 지나면서 눈보라와 눈밭을 헤

른 능선을 치고 올라간다. 이젠 눈이 무

쳐 나가는 악조건이 시작된다. 심설산행

릎을 지나 조금 깊은 곳은 허벅지까지 차

의 맛을 보기 사작하는 구간으로 이후부

오른다. 눈이 계속 내리면서 시야가 어두

터 만항재까지는 능선과 콘크리트 포장도

워 해가 뜨는 기운도 모르겠고 몇 십 미

로위에 눈밭을 헤쳐 나가는 비교적 수월

터 앞의 지형도 보이지 않는다. 함백산

한 능선길이다. 수리봉을 뒤로 하면 잠시

정산은 레이더 기지가 있어 우회하여 제2

내려서는 듯하다가 산죽밭이 나타난다.

쉼터 가기 전의 전망대에서 잠시 휴식을

산죽밭 위로 쌓인 눈을 헤쳐나가 약간 고

취하고 앞으로의 산행을 의논한다. 심설

도를 높여가면 창옥봉에 다다른다.

산행은 선두도 후미도 없이 일렬로 행군

늪지인 듯한 평탄한 길과 철쭉나무가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재미있게 가는

자라는 작은 봉을 지나면서 바람부는 포

방법이라고 가이드가 설명해 준다. 제2쉼

장길을 따라 함백산이 보인다. 여기서 방

터 가기전에 눈밭을 대충 정리하여 밥상

향이 340도로 틀어지면서 물푸레나무와

을 만들고 자리를 만들어 시리운 손을 달

미역줄나무가 얼굴을 때리는 숲터널을 통

래며 밥과 라면으로 허기를 때우니 이것

과한다. 참나무 군락이 끝나면 하늘을 찌

도 산중의 재미다. 언제 이렇게 눈오는

를 듯 솟은 잎깔나무군락이 나타난다. 잎

산중에서 김서린 라면에 돈육볶음을 먹어

깔나무 군락도 잠시 후 끝나고 산죽숲 사

볼 수 있는가. 허기진 배를 채우고 주위

이로 올라서면 시야가 트이는 곳에 이른

를 정리하고 몸을 추스려 눈밭을 헤쳐나

다.

가면서 시계를 보니 오전 9시를 지나간

묘를 뒤로 하면 길이 점점 좋아지고 약
10분에 국가시설물 울타리가 앞을 막아선

76

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아 정문 앞으로

기술표준 ● 2004·3월호

다.
중함백에서 20분쯤 더 가면 이정표가

시책논단~ 2004.3.23 5:29 PM 페이지77

있는 사거리 안부에 닿는다. 능선은 잠시
오르는 듯하다 내려선 다음 은대봉
(1,442.3m)을 향하면서 경사가 급해진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터널 중에 가장
긴 정암터널(길이 4,505m)이 발 밑을 지

지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잇다.
싸리재에서 증명사진을 찍고 잠시 휴식
을 취한 후 후미를 기다린다.
동대문사단, 수지팀 등이 소속 도착하
고 싸리재가 시끄러워 진다.

난다고 생각하면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지
는 구간이다. 사거리 안부를 떠난 지 30분
후면 헬기장이 있는 은대봉 정상에 이른

☞ 11:00-14:20-15:30 두문동재~매봉
산~피재

다.
은대봉을 뒤로 하면 참나무 터널 길이

시계는 11시를 가라키고 바리케이트 옆

다. 이것도 잠시뿐, 곧 벌목지대가 나타난

을 지나 눈 쌓인 도로를 따라 다음 구간

다. 벌목 경계선을 따라 내려서면 임도를

을 진행한다. 보통 화방재에서 피재는 5

만나고, 임도를 곧바로 건너면 다시 임도

시간 정도 소요되나 오늘은 7시간 걸려

가 나타난다.

도착하였다. 앞으로의 눈밭 산행이 염려

두번째 임도에서 오른쪽으로 임도를 따

스럽다. 38번 국도를 건너‘대덕산, 금대

르다가 왼쪽으로 크게 휘어지면 태백과

봉 자연생태보존지역’안내판 앞의 바리

고한을 이어주는 38번 국도가 지나는 두

케이드를 통과하여‘불바래기’
라는 방화

문동재(일명 싸리재)에 닿게 된다. 은대

선을 따른다.

봉에서 이곳까지 20분 거리다.
먼저 온 대원 몇몇이 싸리재 표시판 앞
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헬기장 2개소를 지나 방화선을 버리고
표시기가 보이는 오른쪽 숲으로 들어선
다음 키작은 참나무 군락 사이로 올라서

‘고원 관광도시 태백’
을 알리는 대형 간

면 삼각점과 산불감시초소, 양강발원표지

판이 있고, 태백산관광안내판이 바람에

목이 있는 금대봉(1418.1m)이다. 두문동재

비스듬이 걸려 있고, 38번 국도 건너에는

에서 30분 걸린다. 금대봉에는 금강과 낙

‘금대봉, 대덕산 자연생태보전 지역’이라

동강의 발원지라는 양강발원봉이 있다.

는 푯말이 있다. 간판 앞이 금대봉~매봉

증명사진을 찍고 북동쪽으로 들어서면 계

산~피재 구간의 들머리로 도로 입구에

속 내리막으로 눈이 러셀구간에서 조금만

바라케이트가 쳐져 있고 2월부터 입산금

벗어나도 허벅지까지 파묻힌다. 아이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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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조이고 눈속에서 움직이는 다리는

들어서서 러셀을 하여 표시기를 찾아 매

피곤이 점점 가중된다. 완만한 능선을 타

봉산(일명 천의봉·1,303.1m)에 올라 서니

고 가다 갑자기 눈발속에서 나타나는 비

우리만이 정상을 올라 왔고 다른 대원들

단종의 그림자. 능선의 경사각에 우선 지

은 올라온 흔적이 없다. 출발 대원 40명중

친 몸들이 자꾸만 발걸음을 느리게 붙잡

매봉산에 올라온 대원은 3명으로 기록된

고 봉우리는 제자리에 맴돈다. 숨이 턱에

다. 매봉산 정상 표지석이 아슬 아슬하에

차오르고 흐르는 땀방울에 모자자락이 얼

바람에 서있고 삼각점과 산불감시초소와

어 얼굴이 따갑다. 마지막 바위 턱을 올

유선방송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다. 바람을

라서 비단봉(1,279m) 정상을 뒤로하고 나

피하여 정상의 산불감시초소에서 마지막

타나는 광활한 매봉산 고랭지채소 재배단

남은 소주로 간단하게 정상주를 마시고

지 초입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홍어

하산을 서두른다. 하산길도 겨우 표시기

삭힌 것에 휘발유(소주)로 힘을 불어 넣

를 찾아 내려오니 이구대장님이 대원 몇

어본다. 1000고지에 조성된 몇십만평은 됨

몇이 아직 하산하지 않았다고 하길래 우

직한 고랭지배추밭이 눈속에 파묻혀 장

리가 마지막으로 뒤에 오는 사람들은 시

관을 이루고 있다. 배추밭을 가로질러 불

멘트포장길로 하산하였다고 하니 우리와

어오는 바람이 세어지면서 앞으로 전진하

함께 하산한다. 얼음과 눈으로 덮혀있는

기가 힘들어 지고 여자대원들은 바람에

하산길에서 엉덩방아를 두 번이나 찍고나

자꾸만 넘어진다. 남자대원 두 사람에 여

니 궁둥이가 얼얼하다. 피재로 가는 방법

자대원 한 사람씩 슬링으로 끌면서 정말

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안전을 위하

간신히 배추밭 언덕을 조금씩 전진하여

여 주릉을 버리고 시멘트길로 하산키로

매봉산 직전의 안부에 도착한다. 그런데

한다. 15시 30분 다른 대원들이 기다리고

여기서 의견이 갈라진다. 산행시간 10시

있는 피재에 다다르니 오늘의 산행이 끝

간이 자니가고 눈보라와 모래바람에 지친

난다. 피재에는 피재 920m 표지판이 있고

대원들은 시멘트포장길을 따라 피재까지

92년 11월에 태백시에서 세운 삼수령비가

간다고 먼저 가고, 회장님과 증장천왕 및

있다. 삼수령비와 피재 표지판 앞에서 사

나는 매봉산을 가야 한다고 하면서 뒤로

진을 찍고 버스에 올라 서울을 향하여 출

쳐져 매봉산 가는 길을 찾아 본다.

발한다.

간신히 증장천왕과 함게 참나무숲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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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차> 덕항산(1,070m), 황장산(1,059m)
: 겨울비의 심술을 헤치고
* 일시, 소요시간 : 2004. 2. 22(일)
04:15~13:45(시간
9 30분)

내리고 새벽 공기가 상당히 포근한 느낌
이 든다. 대장님의 4시 출발 명령에 따라
잠 들깬 눈을 깨워 우중산행 준비를 마치
고 삼수령 표지판을 뒤로하여 마루금을

* 행정구역 : 강원 삼척

올라 가기 시작하는 시각 새벽 4시 15분,

* 산행구간 : 피재~건의령~덕항산~

15분 늦게 출발한다.

지암재~황잔산~댓재 27km

☞ 04:15-06:22 피재~건의령
■ 산행전
계곡에서는 바람 소리가 비를 몰고 오
2004년 1월 21일 저녁 몇 일간의 겨울

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며 가랑비가 내

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와 함께 겨울비가

리는 피재를 뒤로하고 노루메기를 향한

장마비 마냥 을시년 스럽게 내린다. 일기

다. 일주일 전 만해도 무릎이 빠지는 눈

예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이라는

이 쌓여 있었을 능선에는 겨울비의 흔적

하여 우중산행을 대비한 준비를 하고 겨

만이 불빛에서 아른거린다. 몇 일 따뜻한

울비치고는 많이 내리는 빗속을 뚫고 범

날씨와 겨울비에 지난해 보다 적게 내린

계역을 향하여 출발한다.

눈이 모두 녹아 4월의 산세를 보여준다.

동대문운동장역 도착 10시34분, 이구 대

어림짐작으로 노루메기을 가늠하며 경운

장님과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고려관광버

기 길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선다. 오락

스에 올라가니 아직까지 반가운 얼굴들이

가락하는 겨울비를 맞으며 잡목숲을 헤쳐

보이지 않고 창밖으로 비가 제법 세차게

건의령에 도착한다. 잠시 휴식을 취하면

뿌린다. 오후에 덕항산관리사무소에 문의

서 후발대를 기다리고 인원 점검을 하는

결과 덕항산 쪽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짬을 내어 비바람에 시달린 당집을 구경

하여 우중산행은 피하겠구나 생각했지만

한다. 현판에는‘백인교군자당(百人敎君

내일 새벽 산행은 우중산행이 될 것만 같

子堂)’이라고 쓰여 있고 안에는 누군가

은 느낌이 몰려온다.

쉬어 간 듯 신문지가 바닥에 깔려있다.

비속을 달려 2004년 1월 22일 새벽 3시
45분에 도착한 피재에는 가랑비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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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2-06:40-09:27 건의령~푯대봉
~구부시령

령)이 나온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돌무
더기 있고 그 중의 돌하나에 희미히게 구
부시령이라고 적혀 있어 산나그네에게 지

건의령 도로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돌

형을 알려준다.

무더기를 지나 언덕 나무가지에 붙어 있
는 표지기를 보고 잡목숲으로 서서히 올
라 902m봉을 지나면 편안한 능선길이 나

☞ 09:27-09:50-13:45 구부시령~덕항
산~댓재

오며 머리에서 비추어 지는 불빛에 보이
는 지형이 오른쪽은 절벽으로, 동고서저
형의 지세가 실감나는 구간이다.

80

잠시 숨을 돌리고 확인 사진을 찍고는
구부시령이라고 작명된 연유를 생각해본

건의령을 지나 희뿌옇게 밝아오는 산등

다. 옛날 구부시령 아레 대기리에서 주막

성을 올라 푯대봉(1,009.9m) 가기전 가이

을 하던 여인이 지아비들이 계속 요절하

드에 의해 직진이 저지당하고 오른쪽으로

는 바람에 지아비 아홉 명을 모시고 살았

급회전하여 내리막길을 치달으면 잘록이

다 하여 이곳을 인생의 어려운 삶으로 표

에 닿는다.

현하여 구부시령이라 부른다고 한다. 구

잠시 고저가 없는 밋밋한 봉을 지나면

부시령을 뒤로 하고 천천히 오르면 능선

철사로 세줄로 담장을 설치한 삼밭골의

사면에 잡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고 부

목장이 눈에 들어온다. 이젠 날이 완전히

드러운 길에 휘파람이 절로 나지만, 갑자

밝아 오면서 배속에서는 허기에 지친 위

기 절벽이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바뀐다.

장이 자꾸만 곡기를 달라는 신호를 보내

왼쪽으로 돌아 내려서면 초원지대인 새목

온다. 삼밭골 목장 철선을 따라가면 갑자

이 안부가 나타나고 참나무군락 사이로

기 땅이 솟아오른 듯 급경사 구간이 나타

고도를 높이면 참나무를 베어놓은 덕항산

나면서 온 몸의 근육을 긴장하게 한다.

(1,070.7m) 정상이 나온다.

급경사 구간을 간신히 올라 숨을 고르며

덕항산 정상에 바라볼 수 있는 동해의

고저가 별로 없는 산능선을 열심히 전진

푸른 물결이 안개에 파묻혀 다음을 기약

하다 보면 평평한 공터가 있는 숲터널 속

하고 광동 댐이주단지 주민들이 가꾸어

에 자그마한 돌무더기와 철쭉나무가 빼곡

가는 고랭지채소밭을 향하여 가랑비 사이

한 구부시령(국립지리원발행에는 구부대

를 뚫고 발걸음을 옮긴다. 1,079m봉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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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오른쪽 사면으로 급히 내려선다.

가 보인다. 오후 2시가 지나가면서 기온

잘루목이 넓어 어디가 어딘지 길을 찾기

이 떨어지고 가랑비가 눈으로 바뀌어 진

가 수월치 않다. 표지기를 잘 살피며 오

다. 댓재휴게소에서 가랑비에 젖은 옷을

른쪽 발 밑의 절벽을 조심하면 북으로 진

갈아 입고 오늘 산행을 마감하는 행사를

행하던 방향이 북동 방향으로 틀어지고,

시작하면서 서울가는 길을 기다린다.

봉우리 하나를 내려서면 헬기장이 있는
사거리 안부인 자암재다.

◎ 함백산

왼쪽 길은 광동댐 이주 단지 마을로 가
는 도로에 닿게 되고 오른쪽은 급경사로

<산경표>에는 대박산(大朴山)이라 했는

2시간쯤 내려서면 환선굴에 닿는다. 그대

데, 즉‘크고 밝은 뫼’
다. 또 불교의 수미

로 직진하여 밋밋한 봉우리를 향하여 나

산과 같은 묘범산(妙梵山)이라고 <삼국유

아가는 참나무 군락이 환상적이다.

사>에는 적혀 있다. 이 산에는 상함백산,

능선을 잠시 따르면 왼쪽으로 고랭지배

중함백산, 하함백산이 있고, 서쪽에는 정

추밭이 시야에 들어오고 산골마을의 집들

암사, 동쪽에는 본적암, 심적암, 은적암,

이 그림같이 바라보인다. 농로를 따르다

묘적암이 있어 고승들의 발길이 잦았으

밭 가장자리를 힘겹게 오르고 또다시 농

나, 지금은 폐사되어 절터만 남아 있다.

로 끝지점에서 시야가 확 트이는 넓은

정상에는 국가시설물이 있으며, 지하에

길을 따르면 억새 무성한 넓은 초원지대

는 무진장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어 한때

인 큰재를 지나 진행하다 보면 황장목이

탄광이 성행하기도 했다. 현재 고원전지

간간이 나타나며 황장산(1,059m)이 가까

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산은 멀

워 짐을 알린다. 큰재를 지나 황장산으로

지 않은 장래에 스키장, 골프장, 수렵장과

가는 길은 큰 경사면 없이 평탄한 길을

함께 위락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힘들게 지나가면 황장산이 나오고 댓재
20분 표지판이 나오며 대간가는 길중 마

◎ 금대봉 검룡소

감길이 제일 편한 구간으로 기록된다. 급
경사를 힘들게 내려가면 댓재에 도착한

금대봉 자락 제당굼샘, 고목나무샘, 물

다. 길 건너 두타산 산신각이 보이고 삼

구녕의 석간수, 예터굼샘 등의 물이 지하

척시에서 세운 댓재도로개통비 및 개념비

로 스며들어 둘레 20여m 되는 검룡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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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루 2,000t 가량으로 다시 솟아 길이

완경사로 이루어져 있는 피재는 삼수령

514km의 남한강의 발원을 형성한다. 검룡

(三水嶺)이라고도 불린다. 하늘에서 비가

소에는 이무기와 연관된 전설이 전해지고

내리면 물줄기가 세 줄기로 나뉘어 한줄

있다. 서해에 살던 이무기가 한강을 거슬

기는 삼척 오십천으로 흘러들고, 또 한

러 올라오다 이곳이 가장 먼 상류의 연못

줄기는 낙동정맥의 발원지가 된다. 그리

임을 확인하고 용이 되어 승천하려고 수

고 또 한 줄기는 514km 한강의 발원지가

업을 쌓고 있었다.

되

이 때 인근에서 풀을 뜯다 검룡소로 물

는 것이다.

을 마시러 온 소를 잡아 먹었다. 이에 분

피재는 삼척쪽에서 난리를 피해 넘어오

노한 마을 사람들이 연못을 메워 버렸다

던 고개라는 데서 지명이 유래했다 하는

는 것이다. 이렇게 흙으로 메워져 있던

데, 십승지로 가는 고개라 하기도 한다.

못을 1986년 김강산씨(49·태백문화원 사

피재에는 봉알바위와 얽힌 전설이 전해지

무국장)가 한강의 발원지임을 확인하고

고 있다. 지금은 도로를 내느라 없어졌지

복원하였다.

만, 옛날 태백시 창죽동에 살던 사람이
봉알바위에 작대기를 넣고 쑤신 다음 집

◎ 삼수령‘피재’

으로 돌아오니 웬 여자가 찾아와 함께 살
자고 하여 결국 두 아내와 함께 살게 되

태백시 화전2동에 위치한 피재(820m)

었단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친구가 샘을

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개

내고 같은 행동을 했더니 부인이 도망가

다. 우선 북쪽 삽당령에서 동쪽으로 휘었

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다가 동해안을 따라 내려온 백두대간이
다시 내륙으로 꺾어지는 지점에 위치해

◎ 덕항산 환선굴

있다. 또한 남한땅 백두대간이 남쪽으로

82

내리닫으면서 처음으로 정맥을 흘리는 지

덕항산의 촛대봉, 나한봉, 수리봉, 금강

점이기도 하다. 부산까지 뻗어내린 낙동

봉, 미륵봉, 지격산, 사다리바위에 둘러싸

정맥의 시발지인 것이다.

여 있는 동쪽 대이리 골말(항구)에는 너

남쪽 태백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지

와집, 굴피집, 물통방아 등 화전민이 살던

만, 북쪽은 고개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큰

옛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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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갈매굴), 바람굴(제암풍혈), 양터목세

입구에서 폭포를 이루며 쏟아지고 동굴

굴, 덕밭세굴, 큰재세굴 등 동굴이 있다.

안에는 3천여 명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광

특히 환선굴은 천연기념물 제178호로 길

장과 각양각색의 종유석이 신비로운 모습

이 6.9km, 천정높이 30m에 이르는 동양

을 하고 있다.

표준

최대의 동굴로, 동굴 안에서 나오는 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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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모시장과 주변의 볼거리
여행작가 김초록

서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한산

대에는 1백 가구밖에 남지 않았다.

세모시다. 첨단 화학 제품들이 무수히 쏟

서천나들목을 빠져나와 602번 지방도로

아져 나오지만 섬세함과 통풍성이 단연

를 타고 지현리에 있는 한산모시관으로

으뜸인 옷감, 한산모시. 한산 세모시는 색

간다. 한산모시관은 세모시의 맥을 잇고

깔이 백옥처럼 희고 맑으며 올이 가늘고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퍼뜨리기 위하여 건

짜임이 고를 뿐만 아니라 오래 입어도 빛

립했다. 모시관 안에는 전수교육관, 저산

이 바래지 않고 질감이 좋다.

팔읍길쌈놀이 전수관, 전통공방, 모시각,

모시는 역시 한산에서 나는 것을 으뜸

소곡주제조장 등이 갖춰져 있다. 전수교

으로 쳤지만, 주변 지역, 즉 서천과 비인,

육관 전시실에는 모시의 역사가 기록된

흥산, 임천, 남포, 정산, 보령에서도 많이

고증서적과 옛베틀, 모시길쌈에 필요한

짰기 때문에 이들 고을을 일러 저산팔읍
(苧産八邑)이라 했다. 이들 고을 가운데
모시길쌈의 전통이 이미 끊긴 곳도 있지
만, 한산에서는 닷새마다 열리는(끝자리
가 1일, 6일인 날) 새벽 모시시장을 통해
질 좋은 모시를 널리 알리고 있다. 한산
면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한때(1950년대)
모시를 짜던 집이 2천5백 가구에 이를 정
도로 대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 탓인
지 1970년대부터는 점차 줄어들어 1980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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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 사람들에게 모시 짜기는 그야말로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정도의 고된 노동
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길쌈하는
아낙네치고 허리 성한 이가 없다’거나
‘모시를 삼지 못하면 고된 시집살이를 한
다’
는 말까지 생겨났다. 그만큼 모시짜기
는 이곳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거리이자
한산모시관에 가면
모시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생계 수단이다.“하늘에다 베틀 놓고/ 구
름잡아 잉아걸고/ 올공졸공 짜느니라/ 조
그마한 시누이가 그 베 짜서 뭐할라요/

도구 등이 진열되어 있으며, 한복을 비롯

서울가신 자네 오빠/ 강남 도포 해줄라

한 다양한 모시제품을 볼 수 있다. 또 개

네”옛날 아낙네들은 중머리 장단에 맞춰

량한 베틀로 모시를 짜는 모습을 직접 볼

이 베틀가를 부르며 모시를 짰다고 하는

수 있고 마음에 드는 모시제품을 살 수

데, 그 힘든 과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

있다. 모시짜기체험장(전통공방)에 들어

다.

서자 타닥타닥, 베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

모시 한 필이 완성되기까지 모든 공정

린다. 중요무형문화재 14호 기능보유자인

은 손으로 이루어진다. 예전에는 한 집에

방연옥(58세)씨가 베틀로 모시를 정성스

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으나 요즘에는

럽게 짜고 있었다.

분업화되어 일이 훨씬 쉬워졌다. 모시장

정교하게 짜여진 모시는 잠자리 날개처

에서 모시굿을 사다가 짜면 다음 장이 서

럼 가볍고 투명하다. ‘세모시 옥색치마!

는 날까지 모시 한 필을 내놓을 수 있을

금박 물린 저 댕기가...’. 누구나 한번쯤

만큼 속도도 빨라졌다. 게다가 베틀도 기

들었을 이 노래는 모시옷을 입은 한국 여

계화되어 수공업 방직공장에서 쓰던 직조

인네의 아름다움과 멋을 그려보게 한다.

기를 응용한 베틀로 대체되었다. 한산면

옛날에는 모시 한 필을 물에 담가 손으로

에서 모시를 짜는 이들은 대부분 50대 이

꼭 짜면 사발 안에 들어갈 정도로 올이

상의 부녀자들이다. 모시짜는 일이 워낙

가늘다 하여‘사발모시’
라고 부르기도 했

고되 젊은이들은 이를 피하고 있기 때문

다.

이다. 이러다간 머잖아 한산모시의 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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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될 위기에 빠질지도 모른다.

의 보금자리인 금강 하구와 장항 삼림욕

모시장은 먼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

장, 춘장대 해수욕장을 비롯해 서면 마량

시경에 잠깐 섰다가 7시쯤 파장하는‘반

리의 동백나무숲(동백정), 서해에서 유일

짝시장’
이다. 상인들은 미리 와서 모시검

하게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마량포구, 마

사소에서 검사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하기

량포구 위쪽에 자리해 있으며, 전어축제

때문에 4시가 되기도 전에 모이기 시작한

가 열리는 홍원항, 백로와 왜가리 떼를

다. 모시 보따리를 머리에 이거나 오토바

만날 수 있는 판교면 흥림 저수지, 시초

이나 경운기에 싣고 모여드는 사람들로

면에 있는 봉선 저수지, 해송 천연림으로

장터는 왁자지껄하다. 모시장이 이처럼

유명한 희리산 자연휴양림, 서천 땅에서

이른 시간에 서는 것은 새벽 안개 속에서

가장 높다는 천방산이 그런 곳들이다. 여

습기를 머금은 모시필을 백열등에 비춰보

기에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를 찍은

아야 품질을 제대로 감정할 수 있기 때문

신성리 갈대밭은 젊은 연인들이 즐겨 찾

이다. 5시가 되자 장터 한쪽에 마련된 모

는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그 중

시검사소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검사소

에서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자리한 동

직원이 나와 아낙네들이 가져온 모시를

백나무숲(천연기념물 제169호)은 애절한

능숙한 솜씨로 판별하고는 도장을 꾹 눌

전설과 함께 500여 년의 수령을 자랑한다.

러준다. 이렇게 검사 도장을 맡은 모시는

동백정 주변의 해안 경치는 한 폭의 그림

백열등이 켜진 모시장에 진열돼 흥정에

을 보는 듯 하고 이곳에서 바라보는 서해

부쳐진다. 이곳 모시장에 나오는 모시는

의 낙조는 탄성을 자아낸다. 서천은 또한

모시풀의 껍질을 벗겨 만든 태모시, 태모

맛의 고장이기도 하다. 일명‘앉은뱅이

시를 가늘게 쪼개 실처럼 이어놓은 모시

술’
로 통하는 한산 소곡주와 마량포 앞바

굿, 모시에 콩먹이를 할 때 쓰는 솔에 이

다에서 잡히는 주꾸미가 그것이다. 소곡

르기까지 다양하다.

주는 술맛이 부드러워 마시다 보면 일어
나지 못할 정도로 취한다고 한다. 백제시

86

서천땅은 볼거리 또한 많아 연중 사람

대부터 이어져 오는 비법을 그대로 전수

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군(郡)에서 선정,

받아 전통방식으로 제조한다. 옛날에는

보호하고 있는‘청정구역 10선’
은 이 땅

소곡주를 빚을 때는 여인들이 목욕하고

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 철새들

흰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정성을 다해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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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한다. 서천의 명물인 주꾸미는 다

▶찾아가는 길=서해안고속도로-서천IC-서천-

리는 짧고 머리는 가분수처럼 크다. 낙지

602지방도-지현리 한산모시관, 호남고속도로-

과에 속하는 생선으로 촐싹거리며 물 속

논산-강경-23번국도-706지방도-웅포대교-29번

에서 쉴 새 없이 돌아다닌다. 그러나 맛

국도-한산모시관, 경부고속도로-천안-공주-부

은 낙지 못지 않다. 마량포 일대 횟집에

여-29번 국도-한산면-지현리. 기차는 장항선

선 어디서나 주꾸미 샤부샤부, 전골, 구이,

을 타고 서천역(서울에서 4시간)까지 가면 되

회 등을 맛볼 수 있다.

고, 버스는 서울에서 서천까지 2시간 30분 정
도 걸린다. 숙박은 서천읍내나 춘장대 해수욕
장, 한산면, 금강 하구 주변에 묵을 곳이 많
다. 문의 한산모시관(041-951-4100), 서천군청
문화공보실(950-4224), 한산소곡주공장(9510290) 표준

영화촬영지였던 신성리 갈대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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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의 생성과 발전
작가 나성욱

다.
희극(喜劇)은

88

유럽어의 코미디

이러한 것을 일괄하여 넓은 뜻으로 코

(comedy)의 역어로 그 어원은 그리스어

미디라는 말이 씌어지는 수가 있으며, 이

의 komodia 로, 이것은 주연(主宴)을 뜻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스꽝스럽고 유쾌한

하는 코모스(komos)로부터 노래를 뜻하

극을 가리키고 있다. 소극이나 보드빌 등

는 오이데(oide)를 의미한다. 주신 디오니

과 구별하여, 좁은 뜻으로 코미디라고 하

소스의 축제 때, 유쾌한 노래를 부르며

는 경우에는 문학적으로 세련되고, 그것

조용히 돌아다니고, 평소에 달갑지 않게

을 읽고 보는 것이 예술적인 것을 지칭한

여기던 무리들을 곯려주는 무례한 짓이

다. 또한 쾌감을 주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벌어졌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에서의

무엇인가 시사(示唆)하는 듯한 그러한 극

희극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을 가리키고 있다.

웃음거리를 섞어, 보는 사람을 웃기는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그다지 명료하지

연극을 희곡이라면, 서(西)유럽에서는 단

도 엄격하지도 않고, 소극(farce)에도 15

지 웃기는 것만을 노리는 소극(笑劇)이나

세기 프랑스의《바트랑 선생》
과 같이 훌

보드빌(vaudeville) 등의 장르가 있다. 보

륭한 문학적이고 예술적 감상의 대상이

드빌은 노래·춤·만담·곡예 등을 섞은

되는 것이 있다. 코미디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쇼(show)로서 요사이 흔히 보는

전체적으로 비극적이더라도 행복한 결말

버라이어티 쇼(variety show)와 거의 같은

로 끝나는 극에 적용되는 수도 있다. 18세

것이다. 또 노래와 춤을 섞은 경(輕)희가

기의 시민사회에서 취재한 오늘날의 시민

극이나 풍자적인 유행가를 말하기도 한

극이라고 불리는 참되고 진실한 극이 당

기술표준 ● 2004·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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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지한 희극”(comedie serieuse)이라고

오페라 코미크(opera comique)라고도 부

하는 호칭으로 제창된 것 등은 그러한 부

른다.

문에서 두드러진 예이다.

희극(喜劇)하면 희극영화를 연상하게

소극과 보드빌이 엄격한 뜻에서 희극의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웃음을 자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해학·흉내·착

내는 내용의 영화를 지칭한다. 사람의 웃

각·미끄러지거나 뒹군다고 하는 곡예적

음을 유발하는 요인 그 자체는 결코 동일

인 연기 등의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메카

하지 않으므로 그 요인에 따라 크게 나누

닉한 수단으로서 관객을 웃기고, 그러한

면 대략 다음과 같다.

내용과 동작은 그것만으로 틀림없이 정신

첫째로, 배우의 개성이나 연기에 주체

의 위안이 된다. 하지만, 사회라든가 인간

를 두고, 영화의 특성을 이용한 트릭

이라든가 하는 것에 맞붙어서 관객의 정

(trick) 추격에 의한 슬랩스틱(slapstick이
)

신을 한층 더 풍족하게 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 스랩스틱은 원래 어릿광대용의 끝

는 없기 때문이다.

이 갈라진 타봉(打棒)을 의미하는데, 전

비극과 대칭을 이루는 희극은 그래서

(轉)하여 익살맞은 활극, 치고받는 희극

사람을 웃기는 연극이나 해피 엔드(happy

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a slapstick

end)로 끝나는 연극을 말하는데, 익살을

comedy하면 활극적인 희극을 지칭한다.

부려 웃기는 장면이 많은 연극인 희극(戱

둘째로, 각본이나 연출에 주체성을 두

劇)과는 구별된다. 결론적으로 좁은 뜻으

어 시튜에이션(situation)의 흥미를 꾀한

로서의 희극 속에는 풍자극·갈등 희극·

것의 두 종류가 있다. 라디오나 TV에서,

성격 희극·풍속 희극·심리 희곡 등 여

같은 배우가 매일 장면을 바꿔 연기하는

러 가지 장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속 코미디가 시튜에이션 코메디

이와 유사하게 희극적인 내용의 가극을

(situation comedy)다.

가리켜 희가극(喜歌劇)이라 칭한다. 노래

초기의 코미디 영화는 무대의 무언극

외에 대사와 경쾌한 음악이 수반되며 희

(無言劇:pantomime) 배우의 이입(移入)

극적이고 익살스러운 내용으로, 해피엔드

에 시작되며 1905년 최초의 작품을 낸 프

로 끝난다.《피가로의 결혼》,《돈조바니》
,

랑스의 랭데(M. Linder)가 그 시조로 불

《세빌랴의 이발사》등이 유명한데, 일명

린다. 1912년 세네트(M. Sennett)가 슬랩

코믹 오페라, 오페라 부파(opera buffa),

스틱을 최대한으로 발전시켜 상식을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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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움직임으로 관객의 웃음을 만족시켰

에 이르고 있었다.

다. 이 세네트 후에 나온 영국 태생의 영
화배우·감독 채플린(C. Chaplin:1889~1977)

TV를 통한 토크쇼가 성행하고, 한편

은 여기에 인간성을 가미하여 시튜에이션

영화가 예술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시튜에

코미디와 종합시킨 희극의 원형을 완성시

이션 코미디는 그 폭과 깊이를 더하여 정

켰다.

희극(正喜劇)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또 로이드(H. Lloyd)는 미국인의 굽히

그리하여 사회·풍속·정치를 풍자하여

지 않고 명랑한 시민성을 대표하며, 웃지

거의 정통적인 극으로 발전하여 갔다. 채

않는 희극배우 키튼(B. Keaton)과 함께

플린의 정치희극《독재자》
(1940), 캐프라

희극의 3대 스타로 불리웠다. 배우중심의

(F. Capra)의《어느날 밤의 사건》(1934),

희극은 발성영화(talkie) 이후 세네트 희

《우리집의 낙원》(1938) 등의 사회풍자극

극의 현대화인 마르크스(Marx)형제를 낳

이 한때 풍미하였다. 클레르(R. Clair)의

고, 로이드의 후계자 스켈튼(R. Skelton)

《백만장자》(1931), 《파리제(巴里祭)》

이나 만담 형식의 로렐(S. Laurel)과 하디

(1933),《최후의 억만장자》
(1934) 등은 환

(O. Hardy), 아보트(B. Abbot)와 코스텔

상적인 풍자희극으로 각기 그 독창성과

로(L. Costello)의 팀에서 차츰 세련되어

독자성을 맘껏 발휘했다.

봅 홉프(B. Hope)나 다니케이(D. Kaye)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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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미래와 평화의 가능성
작가 오승휘

우리 인간은 인류가 존속되기를 오시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깨비에

스신(神)앞에 변호하는 입장이라면 다음과

게 홀려서 도깨비불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

같이 말할 것이라고 러셀(Bertrand Russell

니다. 그리고 그 도깨비불은 어쩌면 조금

:1872~1970은
) 진솔하게 말하였다. 현대인

씩 빠지는 수렁속으로 우리들을 끌어 들일

의 과오에 대하여 고대 이집트의 저승 신

려고 유인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시리스신(Osiris)께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공정하신 재판관님, 인류에 대한 고발

들 인간의 모든 기력을 빨아들여버린 것

은 사실로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고발이 현대에 와서도 꼭 들어맞는 것은

대해서, 또한 성운(星雲)이나 원자(原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서 대부분의

에 대해서, 즉 거대(巨大)한 일이나 사소

인간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 전개시킨 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에 이른 것은

능성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우리들 이전의 세상에서 가능하다고 본

입니다. 부디 잊지 말아 주실 것은 우리

것 그 이상으로 넘어선 것뿐입니다.

인간들은 최근에 고대적 무지(無知)와 여

그러면 신(神)께서는 이렇게 반론하실

러 시대를 걸쳐서 싸운 생존경쟁에서 비로

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이란 것은 그것을

소 벗어났을 뿐입니다.

선용(善用)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를 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지난

진 사람의 손에 쥐어지지 않는 한, 선(善)

12세기 동안에 일어난 것들에 지나지 않습

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니다. 자연에 대해서 획득한 새로운 힘에

그러나 그 지혜도 역시 우리들에게 존재

도취한 나머지 우리들의 대부분은 다른 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산발적으로 여

간들에 대한 힘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빠져

러 가지 일을 통제하는 힘은 모자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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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성인(聖人)이나 예언자들이 전쟁의

에 한정되어 있어야할만한 이유가 도무지

어러석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없습니다. 합창교향곡에서 볼 수 있는 것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새로운 행복을

럼 그 가능성은 전 세계를 포용할 수 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것 등이 인간의

그리고 또 러셀은 평화의 가능성에 대

92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 범위안에 엄연히

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할 것이다. 영국의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학자·철학자·저술가로 박학의 러셀은

그래서 시간이 주어진다면 인간은 미래의

1950년에 노벨(Nobel)문학상을 받았다.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 일들을 필히 성취할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것입니다. 오시리스신(神)이시어! 위에서 살

준 것은, 무엇을 피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펴본 여러 가지 이유로서 신(神)께서 우리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빛나는 아름다운

인간들에게 형(刑)의 집행연기를 해 주실

세계, 그리고 초월적인 영광의 세계를 창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

조해내는 힘도 인간의 내부에 잠재해 있

이 옛날에 저질렀던 어리석은 행위에서 탈

다고 그들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인이나

피하여 빛과 사랑과 아름다운 세계로 옮겨

작곡가, 화가와 같은 사람들이 이룩해낸

살 기회를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가슴 속

이렇게 영국의 러셀은 인간의 미래에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비전(vision)을 웅대

대한 밝은 전망을 꿈꾸고 있다. 위에서 살

하고도 빛나는 작품의 형태로서 세상에

펴본 여러 가지 일들, 인간의 미래에 대한

나타냈던 것입니다.

가능성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한, 인간

이러한 상상력의 세계가 우리들 모든 인

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영국의 문호 세

간의 것으로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는 일입

익스피어가 말한‘훌륭한 신세계(a brave

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또한

new world)’(The Tempest, V. i, 183)는

서정시(抒情詩)와 같은 아름다움을 같게 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라

것입니다. 이 가능성의 어느 정도는 예컨대

는 종류의 동물이 앞으로도 존속할만한

남성과 여성과의 연애의 형태로서 수많은

가치도 있고, 그러한 가치는 이러한 가능

인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

성을 현실에서 꼭 실현시키는 데 있을 것

게 이러한 가능성이 연애와 같이 좁은 영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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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도의 의의
수필가 최규자

생각하고 있어 그 개념이 일반적으로 생
리비도(libido)는 애욕(愛慾), 성욕(性

각하는 것 보다는 사뭇 넓다.

慾)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성적 충동을 뜻

프로이트에 의하면 에너지를 축전지에

하는 말인데, 원래는 라틴어로 욕망(慾

저장하듯이 리비도는 어떠한 대상에 주

望)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1898년에 모

입·축적(蓄積)·점거(占據)된다고 한다.

홀(Mohl)이 처음으로 성욕이라는 뜻으로

이와 같은 리비도를 대상리비도라고 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정신분석

다. 대상(對象:object)은 목표가 되는 것인

(精神分析)에 있어서의 성적(性的) 에네

데, 철학에서는 인식작용(認識作用)의 목

르기를 뜻한다.

적이 되는 객관의 사물을 말한다. 이와

오스트리아의 의사 프로이트(S.Freud)

반대로 자아에 축적된 리비도를 자아리비

에 의하면 배고품이 영양섭취의 충동을

도 또는 나르시시즘(narcissism적
) 리비도

발동시키는 힘이 되듯이 리비도는 성적

라고 칭한다.

충동을 발동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

또한 그의 초기에 있어서는 리비도와

것은 성욕을 다이나믹하게 표현한 일종의

자아충동(自我衝動) 곧 자기보존(保存)충

성(性)에너지이다.

동과를 대립시켰다. 그러나 1923년 경부터

그러나 정신분석학(psychoanalysis의
) 제

그의 리비도와 자아충동의 일부를 혼합하

창자 프로이트(1856-1939는
) 성욕을 사춘

여<성의 본능>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이

기에 이르러서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

른바 죽음의 본능과 정면으로 대립시켰

며, 유아기의 시초부터 입술(口脣)성욕과

다.

항문(肛門)성욕으로도 존재하고 있다고

또 융(C.G.Jung은
) 리비도를 성적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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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로 생각하지 않고 널리 생명의 에너

만들어 낸 설이다. 즉 연예에서 비극에

지, 즉 베르그송(H.Bergson)의 에랑비탈

의하여 관중의 격앙되거나 격동된 정서를

(elan vital)의 약동(躍動)과 마찬가지로

생리적 또한 심리적으로 정화하는 작용을

동일하게 생각하였다. 프랑스의 철학자

말한다. 곧 마음의 정화(淨化)를 지칭한

베르그송(1859-1941은
) 생의 창조적 진화

다. 의학에서는 정화법(淨化法)이라 하여

(Bergsonism→creative evolution)를 논하

공포나 콤플렉스 따위를 똑똑히 의식에

고, 철학뿐만 아니라 문학과 미술 방면에

떠올리고 그것을 남에게 말하여 경감시키

도 세계적인 방향을 일으켰다. 그의 소위

는 정신의학요법을 말한다.

‘에랑비탈’
(vital force)은 발랄한 원기 또

또 환자의 꿈에 자유연상의 출발점이

는 생의약동이라고 번역되는데 그에 의하

되는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고, 심리학적

면 물질계에 내재하고 있는 모든 유기체

병근을 푸는 열쇠가 꿈에 있다고 믿었다.

의 진화에서 그 배후에서 주축의 힘이 된

그래서 꿈의 내용이 강한 감정적 과거체

다는 것이다.

험의 상징을 나타내는 사례들로부터, 이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프로이트

러한 무의식의 세계가 환자의 행동을 실

(1856-1939)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다.

질적으로 지배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

주로 빈에서 활동한 그는 샤르코·리보·

여 무의식의 작용을 탐구하여 마침내 리

브로이에르 등의 영향을 받았다. 최면에

비도론(論)을 확립시키기에 이르렀다.

의한 신경증환자의 임상 치료에서 카타르

또 임상을 통해서 중요한 기억의 대부

시스 요법을 발전시켜, 자유연상법에 의

분이 성적 경험인 것에서, 전체적으로 성

한 정신분석을 확립했다. 자유연상(自由

적 장해에 중점을 두는 이론을 구축하였

聯想)이란 어떤 말이 주어졌을 때, 그 말

다. 그리하여 사물을 깨닫는 작용이 없는

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로이 연상해

무의식(無意識:unconsciousness의
) 세계나

나가는 일이다.

리비도를 심리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그

카타르시스(catharsis는
) 원래 의학에서

의 업적이 지금까지도 높이 평가된다. 그

배설, 배변(排便 :purgation을
) 뜻한다. 예

의 저서에 <<정신분석학 입문>>과 <<꿈의

술 특히 비극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부

판단>> 등이 있다.

터의 해방, 또는 정서(情緖)의 정화 따위

또 스위스태생의 역시 정신과의사이며 심

를 의미하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

리학자인 융(Carl Gustav Jung:1875~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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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의 성격을 내향성(內向性:introversion)

나 정신의 독자성을 재검토하는 비합리주

과 외향성(外向性:extroversion으로
) 분류했

의 사조의 일부를 이루어 문학이나 사회

다. 또 개인의 무의식 속에 역사적 배경

사상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의 저

을 가진 소위 집단적 무의식의 존재를 주

서에는 <<의식이 직접 소여(所與)>>, <<물

장했다. 프로이트와 아들러와 함께 국제

질과 기억>>, <<창조적 신화>>와 <<도덕과

정신분석학회를 창립 하였으나,후에 탈퇴

종교의 두 원천>> 등이 있다. 엄밀히 말해

하여 치료와 저작에 전렴(專念)하였다.

서 쇼펜하우어(A.Schopenhauer나
) 하르트

그의 저서로는 <<리비도의 변전과 상징>>,

만(Hartmann)의 영향이기도 하나, 보다

<<심리적유형>>과 <<무의식의 형성>>등이

심리학적인 설명을 부여함으로써 무의식

있다.

으로 나오는 본능적 에너지로 정리한 것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 (Henri

이다.

Bergson : 1859-1941)은 생(生)의 철학과

주지주의(主知主義)는 철학에서는 지성

직관주의의 대표적 사상가이다. 콜레즈

(知性)과 이성(理性)의 정신활동을 존중

드 프랑스의 교수를 역임하였고, 1927년에

하는

는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의식은 과거를

義:voluntarism)와 대비되는데, 라이프니

안고 미래를 파고드는 삶의 흐름이며, 이

츠와 헤겔이 주장한 철학이다. 윤리에서

른바 순수 지속으로서 직접 체험된다고

는 도덕적 의지가 이성적 지식과 반성에

역설하였다.

따라 규정된다는 소크라테스와 스토아학

이론이다.

주의주의(主意主

세계의 근원도 의식과 비슷한 지속으로

파의 설이다. 문학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서 이질적인 것이 서로 침투하는 생성(生

후의 유럽문학의 특징적 경향(傾向)을 말

成)이며, 끊임없는 생명적 약동이다. 이것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보다도 작가의

을 파악하는 것은 분석적(分析的) 지성이

지성을 중시하는 문학의 한 경향이 주지

아니라 일거에 내면을 공감하는 직관(直

적 문학(主知的文學:intellectual literature)

觀:intuition이
) 다. 삶의 약동은 도덕과 종

이다.

교의 영역이 아니라 인류애에의 이른바
사랑의 비약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리비도는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향상 할
때에는 상징의 형체를 취한다고 한다. 리

그의 사상은 종래의 기계론적 자연관이

비도는 성적 충동에도, 권력에의 의지에

나 주지주의(intellectualism대신에
)
생명이

도, 기타 어떠한 충동에나 주어지는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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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서, 그의 이러한 변화를 인류학과 신

가 입술·입·항문·요도·피부·성기의

화학(神話學:mythology등
) 에서 구하였다.

자극부위를 차지하여 발달한다고 주장했

리비도가 환경에 대하여 순응(順應)을

다. 그러나 융은 보다 널리 포괄적으로

행하고, 에너지가 무의식에서 의식의 방

생명 에너지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향을 취할 때에 이를 소위 전진운동(前進

심리학에서 리비도를 넓은 뜻으로 성적

運動)이라고 하며, 의식에서 무의식의 방

충동을 발동시키는 근원적인 힘으로 정의

향을 취할 때에 퇴행운동(退行運動)이라

되고 있다. 또 넓은 뜻으로는 인간 행동

고 한다. 리비도는 이 밖에 전진과 후퇴

의 동기가 되는 모든 심리현상의 근원적

또는 내향 및 외향으로 이동한다.

인 힘이다. 즉 무의식의 심층(深層)에서

요약하면 리비도는 정신분석용어로 성
적 에너지를 말한다. 프로이트는 리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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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니켈수소 포켓형 축전지 제조기술

업

체

명

에너그린(주)

주요개발내용

- 낮은 부동충전전압(가스발생량 0인 전압, 1.35V이하)으로도 관리가 가능하
여, 부동충전중의 가스 발생에 따른 보액의 필요가 거의 없어 개발한 니
켈-수소(MH) 축전지는 유지보수 필요기간이 월등하게 향상된 산업용 준
밀폐형 니켈-수소(MH) 축전지를 개발하였음.
- 인체에 치명적 중금속인 납과, 황산, 카드뮴이 없는 친환경 무공해 제품임.
- 메모리 현상이 거의 없어, 메모리 현상에 따른 균등충전 등의 유지관리가
불필요하며 메모리 현상에 의성능(과충전 및 저온방전 특성)을 충족시키
고 있음한 수명저하도 발생하지 않음.
- 기존의 산업용 축전지로 사용되는 니켈카드뮴(Ni-Cd)축전지나 납축전지보
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며, 요구되는 주요
-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장수명 및 온도 습도에 강한 성능(-18℃
~ 55℃의 넓은 온도대에서 성능 보장)을 나타냄.

제

품

명

손혈관인식시스템

업

체

명

(주)테크스피어
○ 세계최초 최적화된 손혈관인식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주요개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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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y-Hook 제어 구현이 용이한 Reverse형 댐퍼로 감쇠력 튜닝자유도가 높
고 작동 빈도가 낮아 내구성이 우수하고 제어 및 반응속도가 빠름.
○ Reverse 댐퍼의 튜닝 성능 및 내구성은 경쟁사 대비 우수하며 제어 답성

주요개발내용

(30ms)및 Hysteresis(0.03A) 특성은 해외 경쟁사 보다 우수.
○ ECU의 전자파 성능은 해외 경쟁사 대비 우수하며, 성능 및 환경 내구성
능은 동등 수준임. 전자파 대책을 강구한 ECU H/W 설계(4층 PCB 적
용) 및 4륜 Fail Safety 기능을 강화.

제

품

명

수밀성 콘크리트용 규불화염계 혼화제 제조기술

업

체

명

(주)트라이포드
- 고알카리 상태인 시멘트-물계에 대해 우수한 화학반응성을 유도하기 위해
불화규산 및 2종의 금속염 조성비를 조절하여 acid base계의 제품으로 제
조 → 콘크리트 투입 즉시 성능 발휘
- 공극, 수극 등의 콘크리트 결함부분을 시멘트 수화과정중에 제품의 유효성
분에서 전이된 난용성 금속불화물(MF2)이 밀실하게 충전함으로써 콘크리
트에 우수한 수밀성(방수성능) 부여 → 강도 증진 및 투수성 감소

주요개발내용

- Mg계, Zn계 금속염을 도입하여 콘크리트 수화열 발생을 조절하고, 유리
불소이온(F-)과 콘크리트중 알카리이온과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난용성
금속불화물(MF2)의 열역학적 흡열반응 과정을 통해 → 콘크리트 수화발
열량을 상쇄시켜 콘크리트 수화온도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탁월 → 콘크리
트 표면-내부 수화온도 편차를 감소시켜 온도응력으로 인한 균열을 효과
적으로 억제
- 철근 콘크리트에 혼입시 ferro-fluoride(FeF2) 및 SiO2 혼합조성의 조성물
이 철근 표면을 피복하여 염화이온 및 수분에 의한 철근 부식을 효율적으
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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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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하는 기술로서 실내공기 및 대기 오염의 주범인 VOCs를 분해하는 대면
적의 광촉매 막으로 적용하여 높은 분해효율 및 내구성을 나타냄
○ 동 기술은 기상 및 표면반응을 이용하여 기존의 기술에 비하여 공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자동화 및 양산이 용이함

주요개발내용

○ 기재특성에 맞춰 내구성 우수한 TiO2 광촉매 막 제조할 수 있는 기술로
서 알루미나 볼, 유리 판, 스테인레스판, 알루미늄 판, 타일 등의 여러 기
재의 코팅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
○ 동 기술은 물론 정수기, 공기정화기 등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국내특허를
4개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인 일본 제품에 비해 동등 이상의 성능을
나타냄

제

품

명

업

체

명

방음보호구용 폴리우레탄 고무재료
(Polyurethane Rubber Material for Ear Plug)
서일화학(주)
○ 배합비에 따른 prepolyme를
r 합성하고 발포제 및 촉매를 사용하여 내충격
성이 우수한 균질의 폴리우레탄 고무소재의 개발.

주요개발내용

○ 표면경도 및 마찰계수를 줄일 수 있는 금형설계에 의한 제조공법 개발.
○ 물성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자동화에 의해 절단가능한 폴리우레탄 고무재
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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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업

체

명

브레이징 접합 소화용 스프링클러 플랙시블 조인트
동아금속주름관(주)
- 브레이징으로 접합한 소화용 스프링클러 플랙시블 조인트 개발

주요개발내용

·기존 TIG용접이나 압착에 의한 부식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브레이징 접
합공정 개발
·버클링 성형에 의한 주름관 제조로 관의 수명 향상

제

품

명

박판 PCB용 마일러필름 자동제거 장치(0.05mm 급)

업

체

명

(주)코미
- Knurling부에서 薄板 기판일 경우(0.05t 이상) 기판이 Knurling부에 투입되
면 Centering기
( 판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장치)한 후 일단 정지시킨 후,
기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Clamp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Knurling을 해주는
방법 사용
- Peeling부에서 점착 Roller사이 중간에 Adhesive Roll을 취부하여, 10분 간격

주요개발내용

으로 주기적으로 Clean점착Roller와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 구동함으로서
Clean 점착 Roller를 주기적으로 자동 Cleaning해줌으로서 Clean점착 Roller
의 점성을 유지
- Peeling부에서 Clean점착Roller를 실리콘(Silicon)재질을 합성하여 경도 20~
30정도로 가공, 성형
- Clean점착 Roller쪽에 기판이 말려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Guide를
상/하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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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업

체

명

주요개발내용

CCTV용 양방향 광전송 제어시스템(링타입 2포트식)
(주)케이텍정보통신
○ 다수의 CCTV(감시용 카메라)를 한 가닥 광선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 수신할 수 있는 원격제어 감시시스템을 개발하였음.
○ 양방향 송,수신이 가능한 링 타입 CCTV 광통신 제어시스템 개발．
○ 광전변환기능，신호중계기능，신호구분 선택기능을 일체화한 광전송중계
장치개발
○ 광케이블이 단선 되어도 감시기능을 계속 유지되고 감시모니터에 단선
내용이 표시됨
○ 이더넷 신호를 자동인식(Cross/Direct할
) 수 있는 기능 개발

제

품

명

가솔린 엔진의 공회전 유량 제어용 엑츄에이터(Rotary Slide Type)

업

체

명

(주)케피코(KEFICO)

제 품 설 명

주요개발내용

- 자동차 엔진의 쓰로틀계에 설치되어, 엔진컴퓨터(ECU)의 신호에 따라 엔
진으로 흡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하여 idle rpm을 조절하는 actuato로
r 차량
상태에서 Idle시 최적의 연비 및 정숙성 유지, 시동시 제어, Fast Idle 제어,
Idle up 제어, Dash pot 제어의 기능을 수행하며 기존 제품에 비하여 최대
유량범위 확대, 내진동성 향상, 경량화, 클리닝 기능 등을 도입함으로써 성
능과 품질을 향상시킨 제품임
자동차 엔진의 공회전시 흡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하여 최적의 연비를 갖도록
하는 부품으로서
- 공기가 통과하는 유로면의 최적화로 최소유량과 높은 최대유량을 구현
- 저유량 구간에서의 유량특성 안정를 위한 구배형 밸브 형상 채택
- 장기간 사용에 따른 카본 등의 부착시 이를 제거하기 위한 Cleaning 기
능 및 공정중 최종 불량품을 없앨 수 있는 Rework 가능 구조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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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재생 플라스틱 육묘상자

업

체

명

한국케미칼(주)
1. 치수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금형설계기술 확보

주요개발내용

2. 사출 및 압축시스템의 자체운전기술 확보
3. 생산설비의 자동화 구축에 따른 제품 신뢰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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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 81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검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대
상 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3월 2일

기술표준원장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하여 유모차, 보행기, 완구의 안전검사기준을 강화하고, 29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하여 표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한글로 표시토록 하여 안
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29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하여 표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한글로 표시토록 함.
나. 유모차 등 3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을 강화함.
○ 유모차
- 작은 부품, 질식 위험 등의 안전요건을 신설하고 잠금장치 등의 일부 요건 및

2004·3월호

●

법령코너

103

시책논단~ 2004.3.23 5:29 PM 페이지104

보호자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 강화
○ 보행기
- 좌석이 없는 것도 안전검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검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질식 위험 등에 대한 안전규정 및 보호자에 대한 경고 표시 강화
○완구
- 어린이의 질식 또는 상해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요건을 강화하고, 제조
자가 사용연령을 제품 또는 포장에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사용연령 구분 지
침을 신설

3. 개정 고시 내용 : 관보 게재시 내용 생략
가.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조문
나. 품목별 안전검사기준
○ 안전검사 부속서 15 유모차
○ 안전검사 부속서 16 보행기
○ 안전검사 부속서 20 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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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04-26호

공산품 안전검사(검정)기관 지정 계획 공고
안전검사(검정)대상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검정)기관을 지정코자 품질경영및공산
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및 제14조(안전검정기관
의 지정기준 등)에 의한 안전검사(검정)기관의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5일

기술표준원장
1. 공산품 안전검사(검정)기관 지정 대상 품목 (12품목)
구분

품목명

비고

어린이 놀이기구, 바퀴운동화, 휴대용 레이저용품, 롤러스포
안전검사
(9품목)

츠보호장구, 미끄럼방지 타일, 자동차용 정지표지판, 쇼핑카
트, 유아용 의자, 크레용·파스

안전점검
(3품목)

품목당 1개
기관 지정

스케이트 보드, 침대 매트리스, 보냉용기

2. 신청기간 : 2004년 5월 1일 ~ 5월 8일
3. 안전검사(검정)기관의 지정 기준 (별첨 1 참조)
※ 지정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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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OLAS 공인검사기관 및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한 기관
ㅇ 검정대상에서 검사대상으로 변경되는 품목에 대하여 안전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
ㅇ 검사대상에서 검정대상으로 변경되는 품목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
ㅇ 핵심 시험항목에 대하여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 신청서 접수 후 별도 평가 실시
- 2004년 6월 이내에 KOLAS 인정 획득을 전제로 조건부 지정
4. 신청서 양식 및 구비 서류 (별첨 2 참조)
ㅇ 안전검사(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
ㅇ 안전검사(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안전검사업무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2호 서식]
5. 신청서 접수처 : 기술표준원 민원실
6. 기타사항
상기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주소 : 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전화번호 : (02)509-7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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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분야

전공과정(과목)

기술자격

해당품목

1. 섬유제품

섬유·화학·방직·
화공·의류·의상·
의생활·의류직물·염색

2. 전기기기
제품

전기·전자·통신·
물리·전산기공·제어
계측·반도체

전기·전자·통신·안전
관리(전기안전·소방
시설)·생산관리

<안전검사>
휴대용 레이저용품

3. 화학제품

화학·재료·자원·산업
공학·환경공학·임산
가공·고분자·원자력·
금속·요업·화공

화공·금속·산업응용
(요업)·안전관리(화공
안전)·생산관리

<안전검사>
미끄럼방지 타일, 크레
용·파스

4. 금속제품

금속·기계·화학·
화공 재료·자원

금속·기계·화공·안전관
리(화공안전·소방설비·
자동차검사·원동기검사·
기계안전)·생산관리

-

5. 기계제품

기계·금속·화학·
전기·전자·통신·
화공·제어계측·조선·
항공·물리·광학

기계·금속·화공·전기·
전자·통신·안전관리(기
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
전, 소방설비, 자동차검사,
원동기검사)·생산관리

-

6. 생활용품

이공계 전과정

-

기계·금속·화공·전기·
전자·통신·조선·항공·
섬유·안전관리(건설안전,
광산보안 제외)·산업응용
(요업)·생산관리

<안전검사>
어린이 놀이기구, 바퀴
운동화, 롤러스포츠보호
장구, 자동차용 정지표
지판,
쇼핑카트, 유아용 의자
<안전검정>
스케이트 보드, 침대 매
트리스, 보냉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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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안전검사(검정)기관의 지정 기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3] 및 제14조제1항 [별표 8])

가. 안전검사(검정)를 행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 체계
ㅇ「ISO 17020(검사기관의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
및「ISO 17025(시험 및 교정기관
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에 적합할 것
-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내 시험·검사인정제도(KOLAS)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ISO 17020 또는 ISO 17025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적용기준 : 안전검사(검정)대상 공산품별 안전검사(검정)기준
나. 시험설비
ㅇ 안전검사(검정)수행업무(품목)별로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의하
여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거나,
ㅇ 시험설비를 보유한 기관과 시험설비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시험을 행할
수 있을 것
다. 검사인력 : 다음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할 것
① 대학에서 다음 표의 검사분야별 해당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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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졸업후 3월 이상 당해
검사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전문대학에서 다음 표의 검사분야별 해당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이를 졸업한 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졸업후 1년
이상 당해 검사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다음 표의 검사분야별 해당 전공과목에 관련되는 과를 졸
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졸업
후 2년 이상 당해 검사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다음 표의 검사분야별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월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 검사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당해 검사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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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규격정보
기간산업기술표준분야
◈ 자본재과
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BISO1506

20040214

섬유기계 - 염색, 가공 및 관련기계류 - 분류법 및 명칭

KSBISO2544

20040214

섬유기계 및 부속품 - 정경기 - 제직용 경사준비 - 용어

KSBISO477

20040214

섬유기계 및 부속품 - 콘 및 치즈권사기 - 용어

KSBISO5234

20040214

섬유기계 및 부속품 - 금속침포 - 용어 및 정의

KSBISO5248

20040214

섬유기계 및 부속품 - 염색 및 가공기계 - 보조장치 용어

KSBISO7839

20040214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편직기 - 분류법 및 용어

KSBISO8116-4

20040214

섬유기계 및 부속품-권사빔-제4부 : 경사비임, 정경비임 및 섹션비임 플랜지의 품질등급

KSBISO8116-5

20040214

섬유기계 및 부속품 - 권사빔 - 제5부: 경편기용 섹션비임

KSBISO8119-1

20040214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편침 - 용어 - 제1부: 래치편침

KSBISO8119-2

20040214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편침 - 용어 - 제2부: 비어드 편침

KSBISO8119-3

20040214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편침 - 용어 - 제3부: 복합 편침

KSBISO8640-1

20040214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평형경편기 - 용어 - 제1부: 구동기구, 보조장치 및 편성요소

KSBISO8640-3

20040214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평형경편기 - 용어 - 제3부: 무늬장치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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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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70

규

격

명

칭

Ships and marine technology-Machinery space flammable oil systemsGuidelines to prevent leakage of flammable oil

ISO/DIS 18770

Ships and marine technology-Survival equipment for survival craft and
rescue boats

ISO/DIS 23269-1

Ships and marine technology-Breathing apparatus for ships-Part
1:Emergency escape breathing devices(EEBD) for shipboard use

TC 10

IEC/DIS 81714-3

Disign of graphical symbols for use in the technical documentation of
products- Part 3:Classification of connect nodes, networks and their
encoding(Revision of IEC 81714-3:1998)

TC 17

ISO/DIS 4955

ISO/DIS 6931-2

Heat-resisting steels(Revision of ISO 4955:1994)

Stainless steels for springs-Part 2:Narrow strip(Revision of ISO 69312:1989)

TC 22

ISO/DIS 11565

Road vehicles-Spark-plugs-Test methods and requirements(Revision of
ISO 11565:1998)

TC 23

ISO 11784:
1996/DAmd 1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of animals-Code structure-Amendment 1

ISO/DIS 16154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Installation of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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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light signalling and marking devices for travel on public roadways

TC 29

ISO/DIS 6103

Bonded abrasive products-Permissible unbalances of grinding wheels as
delivered-Testing(Revision of ISO 6103:1999)

TC 34

ISO/DIS 5983-1

Animal feeding stuffs-Determination of nitrogen content and calculation of
crude protein content-Part 2: Block digestion/steam distillation method

ISO/DIS 5983-2

Animal feeding stuffs-Determination of nitrogen content and calculation of
crude protein content-Part 2: Block digestion/steam distillation method

ISO/DIS 13903

Animal feeding stuffs-Determination of amino acids content

ISO/DIS 17792

Milk and milk products-Mesophilic starter cultures-Eunmeration of citratefermenting lactic acid bacteria using a colony-count technique at 25
degrees C

TC 35

ISO/DIS 6504-3

Paints and varnishes-Determination of contrast ratio(opacity) of lightcoloured paints at a fixed spreading rate(Revision of ISO 6504-3:1998)

TC 39

ISO/DIS 3442-1

Machine tools-Dimensions and geometic tests for self-centring chucks
with two-piece jaws-Part 1: Manually operated chucks with tongue and
groove type jaws(Revision of ISO 3442:1991, ISO 9401:1991)

ISO/DIS 3442-2

Machine tools-Dimensions and geometric tests for self-centring chucks
with two piece jaws-Part 2: Power operated chucks with tongue and
groove type jaws(Revision of ISO 3442:1991, ISO 9401: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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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TC 42

ISO/DIS 18932

Imaging materials-Adhesive mounting systems-Specifications

TC 48

ISO/DIS 24450

Laboratory glassware-Wide-necked boiling flasks

TC 54

ISO/DIS 9844

Oil of bitter orange(Citrus aurantium L.)(Revision of ISO 9844:1991)

TC 61

ISO/DIS 12086-1

Plastics-Fluoropolymer dispersions and moulding and extrusion materialsPart 1: Designation system and basis for specifications(Revision of ISO
12086-1:1995)

ISO/DIS 12086-2

Plastics-Fluoropolymer dispersions and moulding and extrusion materialsPart 2: Preparation of test specimens and determination of
properties(Revision of ISO 12086-2:1995)

ISO/DIS 13000-1

Plastics-Polytetrafluoroethylene(PTFE) semi-finished products-Part 1:
Requirements and designation(Revision of ISO 13000-1:1997)

ISO/DIS 13000-2

Plastics-Polytetrafluoroethylene(PTFE) semi-finished products-Part 2:
Preparation of test specimens and determination of properties(Revision of
ISO 13000-2:1997)

TS 67

ISO/DIS 13628-2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ies-Design and operation of subsea
production systems-Part 2: Unbonded flexible pipe systems for subsea
and marine applications(Revision of ISO 13628-2:2000)

ISO/DIS 13628-6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ies-Design and operation of subsea
production systems-Part 6: Subsea production control systems(Revision
of ISO 13628-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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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TS 76

ISO 8871-2:

Elastomeric parts for parenterals and for devices for phamaceutical use-

2003/DAmd1

Part 2: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Amendment 1

TS 79

ISO/DIS 16220

규

격

명

칭

Magnesium and magnesium alloys-Magnesium alloy ingots and
castings(Revision of ISO 16220:2000, ISO 16220:2000/Cor 1:2000)

ISO/DIS 23079

Magnesium and magnesium alloys-Magnesium alloy-ReturnsRequirements, sampling and tests

TS 83

ISO/DIS 20957-4

Stationary training equipment-Part 4: Strength training benches,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ISO/DIS 20957-5

Stationary training equipment-Part 5: Pedel crank training equipment,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ISO/DIS 20957-6

Stationary training equipment-Part 6: Treadmills,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ISO/DIS 20957-7

Stationary training equipment-Part 7: Rowing machines,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ISO/DIS 20957-8

Stationary training equipment-Part 8: Steppers, stairclimbers and
climbers-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ISO/DIS 20957-9

Stationary training equipment-Part 9: Elliptical trainers, additional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TS 92

114

ISO/DIS 13344

기술표준 ● 2004·3월호

Estimation of the lethal toxic potency of file effluents(Revision of ISO

이달의규격정보(그림100) 2004.3.23 5:30 PM 페이지115

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13344:1996)

TS 96

TC 104

ISO/DIS 4306-5

Cranes-Vocabulary-Part 5: Bridge and gantry cranes

ISO/DIS 9926-3

Cranes-Training of drivers-Part 3: Tower cranes

ISO 1496-1:
1990/DAmd 3

TC 108

ISO/DIS 13373-2

Series 1 freight containers-Specification and testing-Part 1: General cargo
containers for general purposes-Amendment 3

Condition monitoring and diagnostics of machines-Vibration condition
monitoring-Part 2: Processing, presentation and analysis of vibration data

TC 127

ISO 6405-2:

Earth-moving machinery-Symbols for operator-Part 2: Specific symbols

1993/DAmd 2.2

for machines, equipment and accessories-Amendment 2: Additional
symbols

TC 138

ISO/DIS 14531-3

Plastics pipes and fittings-Crosslinked polyethylene(PE-X) pipe systems
for the conveyance of gaseous fuels-Metric series-Specifications-Part 3:
Fittings for mechanical jointing(including PE-X/metal transitions)

TC 150

ISO/DIS 6474.2

Implants for surgery-Ceramic materials based on high purity
alumina(Revision of ISO 6474:1994)

TS 156

ISO/DIS 16784-1

Industrial cooling water systems-Testing and perfomance-Part 1: Pilot
scale evaluation of corrosion and scale control additives for open
recirculating cooling water systems

TS 163

ISO/DIS

Thermal perfomance of windows and doors-Detemination of 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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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12567-2.2

규

격

명

칭

transmittance by hot box method-Part 2: Roof windows and other
projecting windows

TC 172

ISO/DIS 12858-3

Optics and optical instruments-Ancillary devices for geodetic instrumentsPart 3: Tribrachs

ISO/DIS 12858-7

Optics and optical instruments-Field procedures for testing geodetic and
surveying instuments-Part 7: Optical plumbing instruments

TC 188

ISO/DIS 16180

Small craft-Electric navigation lights

TC 190

ISO/DIS 17126

Soil quality-Determination of the effects of pollutants on soil floraScreening test for emergence of lettuce seedlings(Lactuca sativa L.)

TC 197

ISO/DIS 13985.3

Liquid hydrogen-Land vehicle fuel tanks

ISO/DIS 15869-1

Gaseous hydrogen and hydrogen blends-Land vehicule fuel tanks-Part 1:
General requirements

ISO/DIS 15869-2

Gaseous hydrogen and hydrogen blends-Land vehicule fuel tanks-Part 2:
Particular requirements for metal tanks(Type 1)

ISO/DIS 15869-3

Gaseous hydrogen and hydrogen blends-Land vehicule fuel tanks-Part 3:
Particular requirements for hoop-wrapped composite tanks with metal
liner(Type 2)

ISO/DIS 15869-4

Gaseous hydrogen and hydrogen blends-Land vehicule fuel tanks-Part 4:
Particular requirements for fully wrapped composite tanks with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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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liner(Type 3)

ISO/DIS 15869-5

Gaseous hydrogen and hydrogen blends-Land vehicule fuel tanks-Part 5:
Particular requirements for fully wrapped composite tanks with nonmetallic liner(Type 4)

TC 199

ISO/DIS 13856-2

Safety of machinery-Pressure-sensitive protective devices-Part 2: General
principles for the design and testing of pressure-sensitive edges and
pressure-sensitive bars

ISO/DIS 19353

TC 220

ISO/DIS 21029-1

Safety of machinery-Fire prevention and protection

Cryogenic vessels-Transportable vacuum insulated vessels for not more
than 1000 l volume-Part 1: Design, fabrication, inspection and tests

TMB

ISO/IEC DGuide

Regional or national adop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other

21-1

International Deliverables-Part 1: Adop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Revision of ISO/IEC Guide 21:1999)

ISO/IEC DGuide

Regional or national adop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other

21-2

International Deliverables-Part 2: Adoption of International Deliverables
other than International Standards(Revision of ISO/IEC Guide 21:1999)

TC 4

ISO/FDIS 15242-1

Rolling bearings-Measuring methods for vibration-Part 1: Fundamentals

ISO/FDIS 21107

Rolling bearings and spherical plain bearings-Search structure for
electronic media-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criteria identified by
attribute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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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TC 8

규격번호
ISO/FDIS 15749-1

규

격

명

칭

Ships and marine technology-Drainage systems on ships and marine
structures-Part 1: Sanitary drainage-system design

ISO/FDIS 15749-2

Ships and marine technology-Drainage systems on ships and marine
structures-Part 2: Sanitary drainage, drain piping for gravity systems

ISO/FDIS 15749-3

Ships and marine technology-Drainage systems on ships and marine
structures-Part 3: Sanitary drainage, drain piping for vacuum systems

ISO/FDIS 15749-5

Ships and marine technology-Drainage systems on ships and marine
structures-Part 5: Drainage or decks, cargo spaces and swimming pools

TC 17

ISO/FDIS 9328-7

Steel flat products for pressure purposes-Technical delivery conditionsPart 7: Stainless steels(Revision of ISO 9328-5:1991)

ISO/FDIS 13887

Testing for improved formability and strength of cold-redued steel
sheet(Revision of ISO 13887:1995)

TC 21

ISO 7165:1999/
FDAmd 1

ISO 7165:1999/
FDAmd 2

TC 22

ISO/FDIS 7862

Fire fighting-Portable file extinguishers-Performance and constructionAmendment 1: Class F

Fire fighting-Portable file extinguishers-Performance and constructionAmendment 2

Road vehicles-Sled test procedure for the evaluation of restraint systems
by simulation of frontal collisions
(Revision of ISO 7862: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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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TC 28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ISO/FDIS 15828

Road vehicles-Offset frontal inpact test procedure

ISO/FDIS 3838

Crude petroleum products-Determination of density of relative densityCapillary-stoppered pyknometer and graduated bicapillary pyknometer
methods (Revision of iso 3838:1983)

TC 33

ISO/FDIS 13765-1

Refractory mortars-Part 1: Determination of consistency using the
penetrating cone method

ISO/FDIS 13765-2

Refractory mortars-Part 2: Determination of consistency using the
reciprocating flow table method

ISO/FDIS 13765-3

Refractory mortars-Part 3: Determination of joint stability

ISO/FDIS 13765-4

Refractory mortars-Part 4: Determination of flexural bonding strength

ISO/FDIS 13765-5

Refractory mortars-Part 5: Determination of grain size distribution(sieve
analysis)

ISO/FDIS 13765-6

Refractory mortars-Part 6: 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 of readymixed mortars

TC 34

ISO/FDIS 8552

Milk-Estimation of psychrotrophic microorganisms-Colony-count
technique at 21 degrees C (Rapid method)

ISO/FDIS 8553

Milk-Estimation of microorganisms-Plate-loop technique at 30 degrees C

ISO/FDIS 16002

Stored cereal grains and pulses-Guidance on the detection of infe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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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by live invertebrates by trapping

TC 38

ISO/FDIS 13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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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FDIS 13936-2

Textiles-Determination of the slippage resistance of yarns at a seam in
woven fabrics-Part 2: Fixed load method

ISO/FDIS 15496

Textiles-Measurement of water vapour permeability of textiles for the
purpose of quality control

TC 42

ISO/FDIS 18055-1

Photography and imaging-likjet media: Classification, nomenclature and
dimensions-Part 1: Photo-grade media(paper and film)

TC 43

ISO/FDIS 389-8

Acoustics-Reference zero for the calibration of audiometric equipmentPart 8: Reference levels for pure tones and circumaural earphones

TC 44

ISO/FDIS 15614-2

Specification and qualification of welding procedures for metallic
materials-Welding procedure test-Part 2: Arc welding of aluminium and its
alloys(Revision of ISO 9956-4:1995)

ISO/FDIS 17846

Welding and allied processes-Health and safety-Wordless precautionary
labels for equipment and consumables used in arc welding and cutting

TC 45

ISO/FDIS 1652

Rubber latex-Dotermination of apparent viscosity by the Brookfield test
method(Revision of ISO 1652:1985)

TC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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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FDIS 2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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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규

격

명

칭

petroleum gas(LPG)-Design and construction

TC 59

ISO/EDIS 6707-1

Building and civil engineering-Vocabulary-Part 1: General terms(Revision
of ISO 6707-1:1989)

TC 60

ISO/EDIS 14635-2

TC 61

ISO/EDIS 293

Gears-FZG test procedures-Part 2: FZG step load test A10/16, 6R/12

Plastics-Compression moulding of test specimens of thermoplastic
materials(Revision of ISO 293:1986)

TC 67

ISO/FDIS 10427-2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ies-Equipment for well cementing-Part
2: Centralizer placement and stop-collar testing(Revision of ISO
10427:1993)

ISO/FDIS 15589-2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ies-Cathodic protection of pipeline
transportation systems-Part 2: Offshore pipelines

ISO/FDIS 11088

Assembly, adjustment and inspection of an alpine ski/binding/boot(S-B-B)
system(Revision of ISO 11088:1998)

TC 85

ISO/FDIS 16797

Nuclear energy-Soxhlet-mode chemical durability test-Application to
vitrified matrixed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TC 106

TC 110

ISO/FDIS 1562

Dentistry-Casting gold alloys(Revision of ISO 1562:1993)

ISO/FDIS 16408

Dentistry-Oral hygiene products-Oral rinses

ISO/FDIS 22878

Castors and wheels-Test methods and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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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규

격

명

칭

ISO/FDIS 22879

Castors and wheels-Requirements for castors for furniture

ISO/FDIS 22880

Castors and wheels-Requirements for swivel chairs

ISO/FDIS 22881

Castors and wheels-Requirements for use on manually propelled
equipment for institutional applications

ISO/FDIS 22884

Castors and wheels-Requirements for applications over 1,1m/s(4km/h)
and up to 4,4 m/s(16km/h)
(Revision of ISO 2175:1981, ISO 2184-1:1972, ISO 3101:1981, ISO
3102:1981)

TC 113

ISO 772:1996/

Hydrometric deteminations-Vocabulary and symbols-Amendment 2

FDAmd 2

TC 130

ISO/FDIS 12649

Graphic technology-Safety requirements for binding and finishing systems
and equipment

TC 131

ISO/FDIS 14743

Pneumatic fluid power-Push-in connectors for thermoplastic tubes

TC 147

ISO/FDIS 6107-6

Water quality-Vocabulary-Part 6:(Revision of ISO 6107-6:1996)

ISO/FDIS 11731-2

Water quality-Detection and enumeration of Legionella-Part 2: Direct
menbrane filtration method for waters with low bacterial counts

ISO 16588:

122

Water quality-Determination of six complexing agents-Gas-chromato-

2002/FDAmd 1

graphic method-Amendment 1

ISO/FDIS 17994

Water quality-Criteria for establishing equivalence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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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규

격

명

칭

microbiological methods

TC 163

ISO/FDIS 13792

Thermal preformance of buildings-Calculation of internal temperatures of
a room in summer without mechanical cooling-Simplified methods

TC 165

ISO/FDIS 22156

Bamboo-Structural design

TC 172

ISO/FDIS 13695

Optics and optical instruments-Lasers and laser-related
equipment-Test methods for the spectral characteristics of lasers

ISO/FDIS 15902

TC 173

ISO/FDIS 10542-5

Optics and optical instruments-Diffractive optics-Vocabulary

Technical systems and aids for disabled of handicapped personsWheelchair tiedown and occupant-restraint systems-Part 5: Systems for
specific wheelchairs

TC 188

ISO/FDIS 8847

Small craft-Steering gear-Cable and pulley systems
(Revision of ISO 8847:1987)

TC 204

ISO/FDIS 14906

Road transport and traffic telematics-Electronic fee collection-Application
interface definition for 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
(Revision of ISO/TR 14906:1998)

JTC 1

ISO/IEC FDIS
7816-11

ISO/IEC FDIS
13251

Identification cards-Integrated circuit cards with contacts-Part 11: Personal
verfication through biometric methods

Collection of graphical symbols for office equipment
(Revision of ISO 4062:1977, ISO/IEC 6329: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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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규

격

명

칭

ISO/IEC

Information technology-Coding of audio-visual object-Part 1: Systems-

14496-1:2001/

Amendment 3: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IPMP)

FDAmd 3

ISO/IEC FDIS
14496-15

ISO/IEC 14496-2/
FDAmd 1

ISO/IEC 14496-4/
FDAmd 3

extensions

Information technology-Coding of audio-visual object-Part 15: Advanced
video Coding(AVC) file format

Information technology-Coding of audio-visual object-Part 2: VisualAmendment 1: Error resilient simple scalable profile

Information technology-Coding of audio-visual object-Part 4:
Conformance testing-Amendment 3: Visual new levels and tools

ISO/IEC FDIS

Information technology-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15423

techniques-Bar code scanner and decoder performance testing(Revision
of ISO/IEC 15423-1:2001)

ISO/IEC FDIS
15504-4

Information technology-Process assessment-Part 4: Guidance on use for
process improvement and process capability determination
(Revision of ISO/IEC TR 15504-8:1998)

ISO/IEC
15936-4:2002/

Information technology-Multimedia content description interface-Part 4:
Audio-Amendment 1: Audio extensions

FDAmd 1

ISO/IEC FDIS
21000-5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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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EC 국제규격(안)
TC/SC

규격번호

10

Amendment 1 to IEC
61125, Ed. 1

17B

23B

규

격

명

칭

Unused hydrocarbon-based insulating liquids - Test methods for
evaluating the oxidation stability

Amendment 2 to IEC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 Part 3: Switches, disconnectors,

60947-3, Ed.2.0

switch-disconnectors and fuse-combination units

IEC 60670-21 Ed.1

Boxes and enclosures for electrical accessories for household and similar
fixed electrical installations - Part 21: Particular requirements for boxes
and enclosures with provision for suspension means

31H

IEC 61241-11, Ed.1

Electrical apparatus for use in the presence of combustible dust - Part 11:
Protection by intrinsic safety“”iD””

32B

IEC 60269-2-1, Ed.4

Low-voltage fuses - Part 2-1: Supplementary requirements for fuses for
use by authorized persons (fuses mainly for industrial applications) Sections I to VI: Examples of standardized fuses

34B

IEC 60061

Lamp caps and holders together with gauges for the control of
interchangeability and safety Part 1: Lamp caps - Amendment 35 Part 2:
Lampholders - Amendment 32 Part 3 Gauges - Amendment 34 Part 4:
Guidelines and general information

36

IEC 62217 Ed. 1

Polymeric insulators for indoor and outdoor use with a nominal voltage
greater than 1 000 V - General definitions, test methods and acceptance
criteria

47A

IEC 62132-1

Integrated circuits, Measurement of electromagnetic immunity, 150 kHz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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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규

격

명

칭

1 GHz - Part 1: general conditions and definitions

47A

IEC 62132-4

Integrated Circuits - Measurement of Electromagnetic Immunity - 150 kHZ
to 1 GHz - Part 4: Direct RF Power Injection Method

48B

60603-7-2 Ed. 1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Part 7-2: Detail specification for 8way, unshielded, free and fixed connectors, for data transmission with
frequencies up to 100 MHz

49

IEC 61338-4 Ed.1

Waveguide type dielectric resonators of assessed quality - Part 4:
Sectional specification

49

IEC 61338-4-1 Ed.1

Waveguide type dielectric resonators of assessed quality - Part 4-1: Blank
detail specification

59K

IEC 60704-2-10 Ed 1.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Test code for the
determination of airborne acoustical noise - Part 2-1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electric cooking ranges, ovens, grills, microwave ovens
and any combination of these

68

IEC 60404-1-1 Ed.1

Magnetic materials - Part 1-1: Classification - Surface insulations of
electrical steel sheet, strip and laminations

86B

IEC 61754-5-A1 Ed 1.0

Fibre optic connector interfaces - Part 5: Type MT connector family

86B

IEC 61754-10-A1 Ed 1.0

Fibre optic connector interfaces - Part 10: Type Mini-MPO connector
family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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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93

IEC 61523-3

규

격

명

칭

Standard Delay Format (SDF) for the Electronic Design Process (IEEE
Std 1497-2001)

93

IEC 61691-4

Verilog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IEEE Std 1364-2001)

93

IEC 61691-5

VHDL Language Reference Manual (IEEE Std 1076 -2002)

93

IEC 61691-6

VITAL ASIC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Modeling
Specification (IEEE Std 1076.4-2000)

CIS

Specification for radio disturbance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and methods - Part 1-2: Radio disturbance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 Ancillary equipment - Conducted disturbances (Addition of a
new subclause 5.2.2 relating to capacitive voltage probe

4

IEC 62270 Ed 1.0

Hydroelectric power plant automation - Guide for computer-based control

10

IEC 60567 Ed. 3

Guide for the sampling of gases and of oil from oil-filled electrical
equipment and for the analysis of free and dissolved gases

18A

36B

Electrical installations in

Insulating materials for shipboard and offshore units, power, control,

ships - Part 351

instrumentation, telecommunication and data cables

IEC 61211, 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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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C

IEC 62255-2

Multicore and symmetrical pair/quad cables for broadband digital
communications (High bit rate Digital access Tele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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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규

격

명

칭

Network) - Outside plant cables - Part 2: Sectional specification for unfilled
cables

46C

IEC 62255-2-1

Multicore and symmetrical pair/quad cables for broadband digital
communications (High bit rate Digital access Telecommunication
Network) - Outside plant cables - Part 2-1: Blank detail specification for
unfilled cables

46C

IEC 62255-3

Multicore and symmetrical pair/quad cables for broadband digital
communications (High bit rate Digital access Telecommunication
Network) - Outside plant cables - Part 3: Sectional specification for filled
cables

46C

IEC 62255-3-1

Multicore and symmetrical pair/quad cables for broadband digital
communications (High bit rate Digital access Telecommunication
Network) - Outside plant cables - Part 3-1: Blank detail specification for
filled cables

46C

IEC 62255-4

Multicore and symmetrical pair/quad cables for broadband digital
communications (High bit rate Digital access Telecommunication
Network) - Outside plant cables - Part 4: Sectional specification for aerial
drop cables

46C

IEC 62255-4-1

Multicore and symmetrical pair/quad cables for broadband digital
communications (High bit rate Digital access Telecommunication
Network)- Outside plant cables - Part 4-1: Blank Detail Specification for
aerial drop cables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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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C

IEC 62255-5

규

격

명

칭

Multicore and symmetrical pair/quad cables for broadband digital
communications (High bit rate Digital access Telecommunication
Network) - Outside plant cables - Part 5: Sectional Specification for filled
drop cables

46C

IEC 62255-5-1

Multicore and symmetrical pair/quad cables for broadband digital
communications (High bit rate Digital access Telecommunication
Network) - Outside plant cables - Part 5-1: Blank detail specification for
filled drop cables

48B

60512-25-6 Ed. 1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Tests and measurements - Part 256: Test 25f: Eye pattern and jitter

61

IEC 60335-2-13-A1 Ed 5.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13: Particular
requirements for deep fat fryers, frying pans and similar appliances

61

IEC 60335-2-54-A1 Ed 2.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54: Particular
requirements for surface-cleaning appliances household use employing
liquids or steam

61E

IEC 60335-2-36-A1 Ed 5.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commercial electric cooking ranges, ovens,
hobs and hob elements - Subclause 22.102

61E

IEC 60335-2-39-A1 Ed 5.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commercial electric multi-purpose cooking
pans Clause 22

66

IEC 61010-2-040

Safety requirement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 Part 2-04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steriliz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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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규

격

명

칭

washer-disinfectors used to treat medical materials

86

IEC 61315 Ed. 2.0

Calibration of fibre-optic power meters

88

IEC 61400-2 Ed.2

Wind turbines - Part 2: Design requirements for small wind turbines

91

Amendment 2 to

Test methods for electrical materials, interconnection structures and

IEC 61189-2

assemblies - Part 2: Test methods for materials for interconnection
structures

104

IEC 60068-2-30 Ed.3

Environmental testing - Part 2-30: Tests - Test Db and guidance: Damp
heat, cyclic (12 + 12-hour cycle)

Measurement methods above 1 GHz

CIS

3

61175 Ed. 2

Industrial systems, installations and equipment and industrial products,
Designation of signals

10

IEC 60422, Ed. 3

Supervision and maintenance guide for mineral insulating oils in electrical
equipment

13

Electricity metering (AC)
- Tariff and load control Part 11

Particular requirements for electronic ripple control receivers

14

60076-11 Ed. 1

POWER TRANSFORMERS - Part 11: Dry-type transformers

IEC 60684-3-165, Ed. 1

Flexible insulating sleeving - Part 3: Specifications for individual types of

15C

sleeving - Sheet 165: Extruded polyolefin, flame retarded, limited fire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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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규

격

명

칭

hazard sleeving

15C

IEC 60684-3-228, Ed. 2

Flexible insulating sleeving - Part 3: Specifications for individual types of
sleeving - Sheet 228: Heat-shrinkable, semi-rigid polyvinylidene fluoride
sleeving, flame retarded, fluid resistant, shrink ratio 2:1

15C

IEC 60684-3-271, Ed. 2

Flexible insulating sleeving - Part 3: Specifications for individual types of
sleeving - Sheet 271: Heat-shrinkable elastomer sleevings, flame
retarded, fluid resistant, shrink ratio 2:1

20

IEC 60811-4-2 Ed.2

Insulating and sheathing materials of electric and optical cables Common test methods - Part 4-2: Methods specific to polyethylene and
polypropylene compounds -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at break after
conditioning at elevated temperature - Wrapping test after conditioning at
elevated temperature - Wrapping test after thermal ageing in air Measurement of mass increase - Long-term stability test - Test method for
copper-catalyzed oxidative degradation

23A

IEC 60981 Ed.2

Cable management systems - Extra-heavy duty electrical rigid steel
conduits

Lamps for road vehicles - Dimensional, electrical and luminous

34A

requirements

34A

47A

Single-capped fluorescent lamps - Performance specifications

Amendment 1 to IEC 61967-4

Integrated circuits - Measurement of electromagnetic emission, 150 kHz
to 1 GHz - Part 4: Measurement of conducted emissions - 1 Ohm/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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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규

격

명

칭

Ohm direct coupling method (Addition of an annex)

47A

IEC 62127, TR, Ed.1

APPLICATION GUIDANCE TO IEC 61967-4, Integrated circuits Measurement of electromagnetic emissions, 150 kHz to 1 GHz - Part 4:
Measurement of conducted emissions - 1 Ohm/150 Ohm direct coupling
method

51

62358 Ed. 1

61

IEC 60335-2-8-A1 Ed. 5.0

Ferrite cores - Standard inductance factor (AL) and its tolerance

Household and similar appliances - Safety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shavers, hair clippers and similar appliances

61

IEC 60335-2-15-A1 Ed. 5.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appliances for heating liquid

61

IEC 60335-2-14-A1 Ed. 4.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kitchen machines

61

IEC 60335-2-43-A1 Ed. 3.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appliances for clothes dryers and towel rails

61

IEC 60335-2-61-A1 Ed. 2.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rmal-storage room heaters

61

IEC 60335-2-98-A1 Ed. 2.0

Household am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humidifiers

68

132

Amendment 1 to IEC
60404-8-1 E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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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A

TR62285 Ed 2.0

86B

IEC 61753-061-3 Ed 1.0

규

격

명

칭

Guidance for Nonlinear coefficient measuring methods

Fibre optic interconnecting devices and passive components performance
standard - Part 061-3: Single mode fibre optic pigtailed style isolators for
category U - Uncontrolled environment

86B

IEC 61300-3-29 Ed 1.0

Basic test and measurement procedures - Part 3-29: Examinations and
measurements - Measurement technique for characterising the
amplitudeof the sepctral transfer function of DWDM components

86B

IEC 61755-1 Ed 1.0

Fibre optic interconnecting devices and passive components - Part 1:
General and guidance for optical interfaces for single mode nondispersion shifted fibre

90

IEC 61788-9/Ed.1.0

Superconductivity - Part 9: Measurements for bulk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s - Trapped flux density of large grain oxide
superconductors

CIS

Measurement methods above 1 GHz (modification only on the cover page
with the addition of Parallel IEC CDV/CENELEC Enquiry)

CIS

Specification for radio

Methods of measurement ofdisturbances and immunity - Measurement of

disturbance and immunity

disturbance power - Amendment 1 to CISPR 16-2-2, clause 7:

measuring apparatus and

Measurements using the absorbing clamp, 30 MHz to 1000 MHz

methods - Part 2-2

CIS

CISPR 11 Am. 1 Ed. 4.0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ISM) radiofrequency equipment - Electromagnetic disturbance characterist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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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규

격

명

칭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 Proposed amendment to CISPR
11 to clarify the regulation of microwave powered ultraviolet irradiators

13

IEC 62052-21

Electricity metering equipment (ac) - General requirements, tests and test
conditions - Part 21: Tariff and load control equipment

13

IEC 62054-21

Electricity metering (ac) - Tariff and load control - Part 21: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ime switches

14

60076-10-1 Ed. 1

Power transformers - Part 10-1: Determination of transformer and reactor
sound levels - User guide

25

ISO/IEC 80000-3

Quantities and units - Part 3:Space and time

25

ISO/IEC 80000-4

Quantities and units - Part 4: Mechanics

31H

IEC 61241-10, Ed.1

Electrical apparatus for use in the presence of combustible dust - Part 10:
Classification of areas where combustible dusts are or may be present

40

IEC 60384-14

Fixed capacitors for use in electronic equipment - Part 14: Sectional
specification: Fixed capacitors for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suppression and connection to the supply mains

40

IEC 60384-14-1

Fixed capacitors for use in electronic equipment - Part 14-1: Blank detail
specification: Fixed capacitors for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suppression and connection to the supply mains - Assessment level D

46A

134

IEC 61935-2

기술표준 ● 2004·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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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규

격

명

칭

communication cabling in accordance with ISO/IEC 11801 - Part 2: Patch
cords and work area cabling

49

IEC 61338-2 Ed.1

Waveguide type dielectric resonators - Part 2: Guidelines for oscillator and
filter applications

55

Amendment 2 to IEC

Winding wires - Test methods - Part 5: Electrical properties - Clause 4:

60851-5, Ed.3

Breakdown voltage - Clause 6: Dielectric dissipation factor - Clause 7: Pin
hole test

59G

IEC 60530-A2 Ed 1.0

Methods for measuring performance of electric kettles and jugs for
household and similar use

68

IEC 60404-8-3 Ed.3

Magnetic materials - Part 8-3: Specifications of individual materials - Coldrolled electrical alloyed and non-alloyed steel sheet and strip delivered in
the semi-processed state

86B

IEC 61753-091-3 Ed 1.0

Fibre optic interconnecting devices and passive components performance
standard - Part 091-3: Single mode fibre optic pigtailed style circulators for
category U - Uncontrolled environment

89

IEC 60695-7-1 Ed. 2

93

IEC 61908

Fire hazard testing - Part 7-1: Toxicity of fire effluent - General guidance

Technology roadmap for industry data dictionary structure, utilization and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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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BT
통보
번호
38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스위스 섬유/화학 식물보호제,
/환경
활성물질

통보문

통보일
2004-02-02

시행일

주 요 내 용

2005-0101

식물 보호제의 시판, 이들 물질
의 취급 및 사용 관련 법령
(안). 식물 보호제의 등록 및
이들 등록에 관계된 연방당국간
협조 과정과 관련된 기술적, 법
적 요건을 규정

53
EC

116

일본

섬유/화학 GMO 함유 및
/환경
구성 물질

2004-02-03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및 이
들 물질로부터 생산된 재료의
샘플링 및 검출 관련 지침을 설
립하는 위원회 권고(안)

수송/기계

2004-02-04

도로용 차량의 안전 규정에 대
한 부분 개정(안). “”UN/ECE
1958 협정”
에 따라, 자동차 조향
(steering) 장치, 오프셋 충돌시
운전자 보호, 재귀 반사 마킹
관련 규정을 규정 제12, 94 및
104와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코
너링 램프 관련 규정을
“UN/ECE/TRANS/WP29/2002/”
62
규정(안)과 부합토록 개정함

자동차

31

덴마크 수송/기계

92

멕시코 수송/기계 주철제동자(High
phosphorus cast
iron brake shoes
used in railw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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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2004-02-06

2004-02-09

2004-0601

모든 어선(fishing vessel)이 배
위에 구명뗏목 및 돛(immersion
suit)을 휴대토록 함
주철제동자(High phosphorus
cast iron brake shoes used in
railway equipments)에 적용되는
기술적 안전 요건, 마모 한계
(Wear Limit) 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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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32

프랑스

기타

광물

55

EC

기타

씨혼합물(seed
mixture)

2004-02-10

사료용 식물에 이용키 위한 씨
혼합물(seed mixture)의 생산,
생산 검사, 라벨링 조건을 제공
하는 이사회 결의(안)

54

EC

기타

사료용 식물
씨

2004-02-10

사료용 식물 씨의 마케팅 관련
이사회 지침 66/401/EC를 개정
하는 이사회 결의(안)

85

캐나다 전기/전자 무선 통신 장
구

2004-02-11

93

멕시코 수송/기계

2004-02-13

151

브라질 수송/기계 자동 정보 처
리(ADP) 기기
의 부품/부속
품

차 타이어

통보일

시행일

2004-02-09

2004-02-16

주 요 내 용
표준의 강제 이행을 설립하는
2003.9.5일자 법령 개정(안). 프
랑스 표준(NF) U 44-001/A2의
강제 이행- 제1차 광물 개정

2004-0207

무선통신법-고시 SMSE-004-04..
네트웍의 보호
멕시코공식표준 PROY-NOM086-SCFI-2002 개정(안), 고무산
업, 차 타이어, 안전요건 및 시
험방법. 멕시코 공식표준(안)
NOM-086-SCFI/SCT-19가
95 시행
5년 이후, 5주기 검토 대상이
되었음. 검토결과, 멕시코 영내
에서 시판되는 국내산, 해외산
차 타이어의 안전 요건 및 시험
방법을 설립키 위해 이 표준 규
정이 갱신 및 개정되었음

2004-0722

컴퓨터(자동 정보 처리 기기)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의 잉크
량 양적 표시 관련 규정

2004·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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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비누

2004-02-16

불꽃, 안개등,
안전퓨즈, 도폭
선(detonating
fuse)

2004-02-16

식품/의약 의약품, 의약
품
외품, 화장품,
의료용품

2004-02-17

150

브라질 섬유/화학
/환경

149

브라질

117

일본

157

기타

아르헨티 수송/기계
나

시행일

주 요 내 용
포장 및 라벨링 요건을 포함,
분말 비누, 비누 조각, 코코넛
분말 비누의 양적 검증 관련 채
택 기준을 규정하는 기술규정
(안)

2003-1003

불꽃놀이에 사용되는 불꽃 관련
강제 기술 요건, 적합성평가절
차, 등록요건, 시험방법, 사용상
안전 평가, 라벨링 요건 등을
규정
생물학 성분의 최소 요건 관련
부분 개정.

계측기

2004-02-17

2004-0212

법정계량법 제 19.511 - 계측기
의 적합성 선언 : 시험검사

차(tea)

2004-02-18

2003-1218

차(tea) 제품의 라벨링 요건 관
련 개정(안). 소비자 보호를 목
적으로 함.

131

태국

식품/의약
품

130

태국

식품/의약 커피
품

2004-02-18

2003-1218

커피 제품의 라벨링 요건 관련
개정(안). 소비자 보호를 목적
으로 함.

129

태국

식품/의약 증류한 음료
품

2004-02-18

2003-1204

2003.7.8일자 공공 보건부 고시
제 272 ”
증류한 음료”고시. 고
시 272 6(1) 및 (2)조 증류 음
료 관련 라벨링 요건이 개정됨.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판매 금
지, 증류음료는 주행능력(driving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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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control)을 떨어뜨릴 수 있음, 18
세 이하 청소년은 마시지 말 것
등의 주의사항을 붙여야 함

128

태국

식품/의약 증류한 음료
품

2004-02-18

56

EC

수송/기계 자동차 전면보
호장치(frontal
protection
system)

2004-02-18

11

TPKM 수송/기계 가스버스, 수
송용 차량 등

2004-02-19

2003-0712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일정 연령대 이하의 청소년이
증류 음료를 마시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함
자동차 전면보호장치의 설계시
충족되는 기본 요건을 규정하는
제안. 동 지침의 요건에 부합함
을 증명키 위해 전면보호장치가
수 많은 시험을 거쳐야 함. 자
동차 충돌시 보행자 및 도로 사
용자의 보호를 위함임

2005-0101

교통안전규정 공고. 2005.1.1일
부터 전면 싱글 회전축(front
single axle) 및 후면 더블 회전
축(rear double axle)을 가진 큰
승객용 차량의 높이가 3.6미터
를 초과할 수 없음

38

이스라엘

기타

아기 기저귀
를 가는데 쓰
이는 가구

2004-02-20

아기 기저귀를 가는데 쓰이는
가구에 적용되는 기구

37

이스라엘

기타

책가방

2004-02-20

초등학생용 책가방에 적용되는
기준

2004·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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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내 그림표지
KS A 0901-3
1. 세면장
Washing facilities

2. 목욕
Bath

3-1. 노약자
Senior citizens

3-2. 노약자
Senior citizens

4-1. 임산부
Pregnant women

4-2. 임산부
Pregnant women

5. 줄서기
Line up here

6. 두 줄서기
Line up two by two

7. 세 줄서기
Line up three by three

8. 기도실
Prayer room

9. 놀이터
Play area

10. 애완동물을 매시오
Keep pets on leash

11. 표 확인
Ticket validation

12. 점자
Information in braille

13. 수화물 카트
Baggage carts

14. 도서관
Library

15. 대기실
Waiting room

17. 사진 부스
Photo booth

18. 보안카메라
CCTV/Security camera

19. 공장/공업단지
Factory/Industrial
complex

20. 댐
Dam

22. 등대
Lighthouse

23. 분리수거-플라스틱류
Recyclable plastic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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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교/유치원
School/Kindergarten

21. 다리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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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리수거-알루미늄,
고철류
Recyclable metals

25. 분리수거-유리류
Recyclable glass

26. 이동보도
Moving walkway

27. 난간을 잡으시오
Hold handrail

28. 고속도로
Expressway

29. 차량정비
Auto mechanic

30. 트럭
Trucks

31. 안전벨트
Fasten your seat belt

32. 옥내 주차장
Parking garage

33. 수화물 찾는 곳
Baggage claim

34. 쇼핑
Shopping

35. 노래방
Karaoke bar

36. 나이트클럽
Nightclub

37. 세탁 서비스
Laundry service

38. 안마
Massage

39. 사우나
Sauna

40. 회의시설
Conference facilities

41. 체력 단련장
Fitness center

42. 조깅
Jogging

43. 하이킹
Hiking

44. 산책로
Walking trail

45. 소풍지역
Picnic area

46. 자연보호구역
Nature reserve

47. 캐러밴/캐러밴
야영장
Caravans/Caravan park

48. 산
Mountains

2004·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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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식물원
Botanical gardens

50. 동물원
Zoo

51. 수족관
Aquarium

52. 낚시/낚시터
Fishing

53. 체육 시설
Sporting activities

54. 종합경기장
Stadium

55. 급류타기
Rafting

56. 수상스키
Waterskiing

57. 다이빙
Diving

58. 사이클
Cycling

59. 사냥/사격장
Hunting/Shooting

60. 역도
Weight lifting

61. 유도
Judo

62. 권투
Boxing

63. 테니스
Tennis

64. 스쿼시
Squash/Racquetball

65. 배드민턴
Badminton

66. 야구
Baseball

67. 축구
Football

68. 농구
Basketball

69. 배구
Volleyball

70. 탁구
Table tennis

71. 당구
Billiards

72. 볼링
Bowling

73. 승마
Horseback r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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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경마장
Race track

75. 스케이트
Ice skating

76. 스노보드
Snow boarding

77. 스키
Skiing

78. 스키 리프트
Ski lift

79. 내리는 곳
Skiers must get off
here

80. 안전대를 내리시오
Close overhead
safety bar

81. 안전대를 올리시오
Open overhead
safety bar

82. 리프트
Chair lift

83. 비상 전화
Emergency telephone

84. 비상 경보기
Emergency alarm

85. 문에 기대지 마시오
Do not lean on door

86. 뛰지 마시오
Do not run

87. 사진촬영금지
No photography

88. 플래시 사용 금지
No flash photography

89. 전자제품 사용 금지
No use of electronic
devices allowed

90. 음식물 반입 금지
Do not eat or
drink here

91. 야영 금지
No camping

92. 무기반입금지
No weapons

93. 애완동물 금지
No pets

94. 위험/경고
General warning sign

95. 감전 주의/전기 주의
Warning; Electricity

96. 계단 주의
Warning; Steps ahead

97. 추락 주의
Warning; Drop (fall)

98. 장애물 주의
Warning; Obsta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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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내그림표지

143

이달의규격정보(그림100) 2004.3.23 5:30 PM 페이지144

KS A 0901-3
99. 머리 위 주의
Warning; Overhead

144

100. 틈새 주의
Warning; Pot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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