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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표준 및
특허동향 워크샵

년까지 5,800만$의 특허료 수입을 기록
중이다

□ 최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에 따른 멀티미

□ 기술표준원은 이번 워크샵을 통하여 멀티

디어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

미디어 관련업계의 국제표준 대응력 향상

데, 이에대한 국제표준 및 특허동향의 최신

및 산업화 촉진과 더불어 향후 기술수출형

정보를 알리기 위한「멀티미디어 표준 및

주도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동향 워크샵」
이 4월9일(금) 한국과학기
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안전표지를
ISO 국제표준안으로 채택

o 차세대 성장동력원으로서 국내 멀티미디
어산업의 활성화와 기술개발 촉진을 목

- 보안경 착용 등 6종 -

적으로 기술표준원이 주최한 이번 워크
샵에서는

□ 우리 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
한‘보안경 착용’
, ‘귀마개 착용’,‘비상대

o 정지영상(JPEG)과 멀티미디어 동영상

피소’,‘비상시 유리창을 깨고 여시오’
,‘의

(MPEG)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대응방

사’
, ‘맹견주의’
의 6종의 안전표지가 국제

안 및 최신기술동향, 산업계에서 기술개

표준안 (ISO/DIS)으로 채택되었다.

발시 고려해야 할 관련 특허동향 등 15
개 주제가 발표되었다.

□ ISO는‘작업장 및 공공장소의 안전표지’
에
대한 국제표준안으로 13종을 채택하였으며,

□ 미국, 일본 등과 동등한 수준의 국제표준을

그 중 6종은 우리 나라의 제안이 채택되었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멀티미디어산업

고 나머지 7종은 영국이 3종, 독일이 3종,

은 우수한 IT인프라와 더불어 향후 수출주

미국이 1종 순으로서 우리 나라의 국제적

도형 유망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야로써
□ 특히, 이번에 채택된‘귀마개 착용’
, ‘보안
o MPEG분야에 총60건의 우리 기술이 국

경 착용’
의 안전표지는 동양인의 얼굴형태

제표준에 채택(전체 15%) 되었고, 이중

로서, 지난 30여년간 유럽이 사용해 오던

28건의 핵심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작

서양인 얼굴형태의 안전표지를 우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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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한 국제표준의 안전표지로 모두 교

에 대하여 유럽에서도 제품의 품질과 신뢰

체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상호
인정대상인 승강기 관련 부품뿐만 아니라

□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보다 많은 우리의
기술과 시스템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신뢰성 인증품목의 해외인지도 향상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있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디
자인 강국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공
공안내 및 안전표지의 국제표준 제안을

비닐하우스용 파이프 강도
강화된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파이프 두께에 관한
KS 규격 제정 -

국내 신뢰성인증 품목의
유럽 CE마크 부착 가능

□ 최근 집중호우나 폭설과 같은 기상이변이

- 승강기 부품에 대한 상호인정을
위한 업무협정 체결 -

발생할 때마다 비닐하우스가 붕괴하는 사
고가 빈번히 일어나 가뜩이나 힘든 농가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기술표준원은

□ 우리나라에서 신뢰성인증(R-Mark)을 받은

비닐하우스용 파이프의 강도를 높이기 위

승강기 부품에 대하여 별도의 인증절차 없

하여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키로 하였

이 유럽의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

다.

다. 기술표준원에서 인증하고 있는 신뢰성
인증마크의 평가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에

□ 비닐하우스의 붕괴 요인으로는 파이프의

서는 유럽의 DNV와 승강기 부품에 대한

설치간격 등 농촌진흥청에서 지도한 설치

우리나라의 신뢰성 평가기준과 유럽의 CE

표준을 잘 지키지 않는 것 이외에도 설치시

마크 부착기준을 상호 인정하는 업무양해

KS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이프의 굽힘

협정을 체결하고 신뢰성 인증품목에 대하

보다 지나치게 굽혀 가공하여 파이프의 하

여 유럽의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

중 지지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였다.

있다.

□ 이번에 체결한 업무양해협정은 국내에서

o KS 규격에는 파이프 지름의 6배 이상되

실시하고 있는 신뢰성 인증(R-Mark)품목

는 곡률반지름으로 굽혔을 때 표면에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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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등의 흠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EU-ASIA LINK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

□ 이와 더불어 일부 농가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해 두께가 얇은 파이프를 종종 사용하고
있으며,
(현행 KS 규격:파이프의 두께 1.0mm에서

- 표준화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위해 독일 함부르크연방군대학과
양해각서 교환 -

2.0mm까지 0.2mm 간격으로 규정)
□ 기술표준원은 EU가 아시아 17개국과 공동
최근에는 비닐하우스가 점차 대형화하는

으로 표준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추세에 있어 파이프에 부가되는 하중이 늘

EU-ASIA LINK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어나고 있는 만큼 1.0mm 등 얇은 두께의

’04. 3. 19일 양해각서(MOU)를 교환하였

파이프를 KS에서 삭제하여 비닐하우스용

다.

파이프의 하중 지지력을 높이고자 한 것이
다.

□ 동 양해각서 교환을 통해 EU가 운영하는
모든 표준화강좌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

□ 기술표준원은 2004년 4월 1일 KS규격 개정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표준

을 위한 예고를 고시하였으며, 향후 관계기

화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표준인력

관 및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KS규격에

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반영할 예정이다.
ㅇ 또한 EU-ASIA LINK 프로젝트의 참여
o 규격 개정 일정

로 표준화관련 프로그램의 공동개발은

- KS 규격 개정예고 고시

물론, 표준화 홍보 및 아시아 각국의 표

(’
04. 4. 1~’
04. 6. 1)

준전문인력 양성에 참여함으로써 아시

- KS 규격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

아에서 주도적 위상을 확보하고자 함

한 관계자 회의(예고기간 중)
- KS 산업표준심의회 철강부회 심의
(’
04. 6월 중)
- KS 규격 개정고시(’
04. 6월 중)

※EU-ASIA LINK 프로젝트
- EU가 표준화에 대한 교과과정개발 및 전문
네트워크개발을 아시아국가들과 공동으로 추
진하는 사업

2004·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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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측에서 한국의 물서
- 함부르크 소재 독일 연방군 대학이 주도적으
로 추진하고 유럽에서 15개국, 아시아에서 17
개국이 참여
※ 함부르크대는 독일 아헨공대, 네덜란드 델
프트공대 및 에라스무스대 등과 공동으로
표준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
- 개발중인 주요 교육프로그램으로는 ①기업경
영의 도구로서 표준화의 전략적·경제적 중
요성 ②표준과 직결된 시장구조 하에서 기업
의 전략적 행동방법 등임

상하수도서비스 국제포럼
대전에서 개최

비스정책방향(환경부 윤석중 과장)과 한
국의 물서비스 실태(한국수자원공사 안효
원 부장)에 관한 발표가 있었으며, 몽
고·베트남이 자국의 현황을 발표하고,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의 좋은물
공급방법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은 후 개
도국과 선진국간 협력방안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UN이 정
한 물부족국가로서 물문제해결을 위한 국
제협력이 긴요하며, 앞으로 우리나라 물관
련 회사가 세계시장에 진출할수 있는 안목

□ 지구촌의 물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위생적
인 물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게 이번 포럼개최
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UNEP 특별총회 및 세계 환경장관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된데 뒤이어, 개도국과 선진
국간 실질적인 물공급체계 상호협력 방안

□ 포럼개최 배경

논의를 위한「상하수도서비스 국제포럼」
이

◦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은 향후

4월 16일 대전(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최

15년간 전세계인구의 16억명에게 상수도

되었다.

를, 22억명에게 하수도를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발표

□ 국제표준화 기구(ISO)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개도국의 상하수도서비스

- 증설분의 ⅔이상이 인구가 많은 중국,

현황을 파악하고 선진국의 물공급체계를

인도, 동남아 등 아시아지역에서 시행

개도국에 접목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키 위

될 전망

하여 21개국 150여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였
다.

- 지난달 29일부터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
환경장관회의에서도 10억이상의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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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것과, 25억

게 작용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프랑스

인구에게 더나은 위생서비스를 제공

는 비올리아, 온데오 등 세계 최대 물

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바 있음

회사를 갖고 있어 그 배경에 귀추가 주
목됨

◦ ISO에서는 세계공통의 상하수도서비스
국제표준을 제정하기에 앞서 개도국의

◦ 한국수자원공사는 금년 세계 최고수준의

상하수도 보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

“국제수돗물종합검사센터”를 준공하고,

하수도서비스 국제표준화회의를 개최하

국제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프랑스 등 유

는 우리나라에 포럼 개최를 요청

럽의 물회사에 버금가는 세계 굴지의 물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이번 포럼개최에

- 요청배경에는 ISO에서 물과 관련한 국

적극 동참 표준

제표준을 선도하는 프랑스의 입김이 크

멀티미디어 표준 및 특허동향 워크샵

2004·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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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논 단

이공계 출신 氣 살려주기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준웅
02)940-5114 joonung@daisy.kw.ac.kr

미국은 지금 미 항공우주국 NASA에서 쏘

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공계 출신들

아올린 화성 탐사선“오퍼 튜니티“로부터 화

을 영입하여 기업의 경영관리를 이들에게 맡

성표면에 바닷물이 있었던 흔적을 사진으로

겨 크게 성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지금 세

찍어 전 세계에 공개하면서 화성에도 생명체

계는 이공계 출신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존재 가능성을 암시하는 등, 화성탐사에 신바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기업체의

람이 나 있다.

CEO(Chief Executive Officer)45%가 이공계 출
신이며, 또 100년 전에 창업한 유럽의 일류기

중국도 지난해 10월 15일 유인 우주선 선저

업들의 대부분의 창업자가 이공계출신으로 알

우(神舟)5호를 쏘아 올려 미국과 우주경쟁을

려져 있다. 한 예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벌리고 있다. 또 전통적으로 우주 산업이 강한

회사인 BMW의 헬무트 판케 회장도 물리학과

일본, 프랑스 및 러시아 등에서도 과학기술분

교수 출신이다.

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개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로레알도 과

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자들을 특별우대를

학기술을 최우선시 하는 R&D경영으로 성장

하고 있다. 나날이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은 급

한 세계 제일의 화장품 회사인데, 이 회사는

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선진 각 국의 과학기술

프랑스 화학자였던 유젠 슈엘레르가 1907년 염

전공자들은 연구 개발 분야뿐만이 아니라 재

색약을 개발한 것이 계기가 되어 회사설립의

계, 정계 및 금융계 등에서도 논리적이고 합리

모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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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젊은 층의 직업서열 1위는“과학자가

원 해 왔다. 따라서 올해부터 계열 선택의 의

되고 싶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덕분

미가 없어지고, 인문계열을 택한 학생들도 자

으로 2000년부터 3년 연속 기초 과학 분야에서

연계열로 입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일본은 노벨상을 수상하였고, 2002년에는 노벨

수학 등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자연계열에

화학상과 노벨 물리학상도 수상한바 있다.

입학하였으니, 자연히 실력이 저조하고 교육의

중국에서도 국가 지도자급 인사 중에는 문과

질도 저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신은 찾아볼 수 없으며 대부분 이공계출신
으로 알려져 있다. 즉 1세대인 모택동, 2세대인

이와 같이 이공계 기피 현상은 정말로 심각

등소평은 물론,3세대 지도자 장쩌민(江澤民)도

하다. 대학입학 준비 수험생은 물론이고 명문

상하이 교통대학 기계과 출신이며, 주룽지(朱

공과대학에 이미 입학한 학생들마저도 의과대

鎔基)전 국무원 총리도 명문 칭화대 전기과

학이나 법과대학으로 편입학하여 수입이 좋은

출신이다.

의사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권력지향의 법관

러시아에서도 이공계 대학을 나와야 출세가
도를 달릴 수 있다고 한다.

으로 사회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몇 년 이내에 우리나라는 우리나
라에서 필요한 우수 과학자나 기술자를 외국

이와 같이 선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과학

으로부터 수입해야함은 물론, 현재 각국에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국가 시책으로 삼고

우수 기업을 사냥하고 있고, 또 2008년 올림픽

있는데, 따라서 이공계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

을 기점으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기를 준비

고 있음은 물론, 과학자나 기술자들을 특별우

하고 있는 중국에게 기술 경쟁력은 뒤 쳐져,

대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류 과학기술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그러나 미국, 프랑스 및 캐나다 등 선진 G7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수능지원 비율이

국가에서는 우수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대

1997년학년도에는 47.8% 대 43.2%였으나, 2004

학진학은 인문계가 아닌 자연계임을 생각해

학년도에는 더욱 심화되어 53.5% 대 31.5%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장래는 심히 암담하다 할

인문계열 쪽으로 더욱 편중되었다. 그 이유는

수 있다.

수능에서 인문계열이 자연계열보다 쉽기 때문
이란다. 그래서 수능에서 자연계열을 선택하면

그러면 이공계를 전공한 과학자나 기술자들

점수 따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학생들은

의 기를 살려주어야 결국 국가 미래는 희망이

인문계열로 수능을 치르고, 자연계열로 교차지

있고 비전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2만

2004·4월호 ● 표준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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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라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게 될

대토록 한다면 이공계열 기피현상은 사라질

것이다.

것이다. 미국의 마이크로 소프트사 창업자 빌
게이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사람의 우수한

이를 위하여
첫째, 이공계열에 입학한 대학생들에게 등록
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이들로 하여
금 국가 장래를 이끌어 갈 초석이 되게 한다.

과학자나 기술자가 한 나라 인구 전체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넷째, 정부 관서에 근무하는 기술계 공무원
들의 승진 기회를 늘려주고, 기술계 공무원도
정부기관 최고위 자리에 승진할 수 있도록 제

둘째, 이공계열에 진학한 대학생 전원에게
병역혜택을 주어 우수 인재를 확보한다.

도 개선을 한다면 우수한 과학자나 기술자도
공무원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과학기술분야에 크게 기여한 과학자나

셋째, 이공계열 분야에 근무하는 과학자나

기술자들을 위한 과학기술연금제도를 실시함

기술자의 급여 수준을 인문계열 근무자의 그

으로써, 오로지 과학기술발전에만 전념할 수

것보다 2배 이상으로 처우 개선하여 특별 우

있게 될 것이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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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의 선진화에 대한
몇 가지 제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철림
02)958-5331 crchoe@kist.re.kr

표준 선진화를 위한 국가역량이 양적으로 발전되

수 있다. 2000년 12월 표준의 날을 기념하여

고있다

열린 대토론회에서 산업 자원부 관계관이 밝
힌 수치는 국내표준의 수 11,000건, 국제표준부

기술표준원장께서 2003년 송년사(기술표준

합화율 14 %이었으며, 국제표준(ISO/IEC)기술

2003년 12월 호)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2003년

위원회 가입률 35%, 국제표준회의 참여율은

에 새로운 국가표준이 2,873종 제정되어 현재

5%(인원수 년 500명 이하)에 불과하였다. 이

한국표준의 수가 18,049에 달하며, 그간 야심차

수치들이 2000년을 기점으로 급상승하기 시작

게 진행되어왔던 국제표준 부합화(부합화율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국제표준 기술위

99.3%)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25개

원회 가입율도 65%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의 국제표준회의를 국내에 유치하여 성공적으

결과는 99년 국가표준 기본법이 제정, 공포된

로 개최하였으며 2,000명에 달하는 관련전문가

이후, 21세기 국가표준 비젼 제시 및 국가표준

들이 국제표준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의견을

제도 확립을 위한 국가표준 기본계획 하에 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고 한다.

사불란하게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기술표준원
이 이룩한 성과라고 생각된다. 필자가 의장을

기술표준원장께서 밝힌 수치를 2000년 당시

맡고 있는 화학 제2부회(플라스틱)에서도 국

의 것과 비교를 해 보면 지난 수년간 얼마나

가시책에 부응하여 플라스틱에 관련된 표준의

많은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는가를 알

제, 개정은 물론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회

2004·4월호 ● 표준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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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극적인 참여 등 국내외 표준 활동의 활

당국의 의지에 버금가는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성화가 지난 몇 년에 걸쳐 년 중의 화두였음

참여에 달려 있다. 자발적인 참여가 쉽지 않은

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화학 제2부회에서도

상황에서 민간부분의 동참을 유도하는 당국의

2004년 3월 현재 대상규격 307건 중 304건이

실천방안이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이

국제표준으로 부합화 되어 있다. 또한 필자는

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간부분의 참여는 국

플라스틱관련

자격으로

내 기술전문위원회의 차별적인 활성화를 통하

ISO/TC61(plastics의
) 년차 총회에도 2000년에

여 적극 유도되어야 한다. 자생력이 큰 분야와

처음으로 참석하여 2005년도 년차 총회를 우리

자생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나 활동이 미

나라에 유치하였고 이 후 매년 기술표준원의

흡한 분야를 차별적으로 지원하여 민간기업의

지원 하에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힘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민간전문가의

최근의 이러한 양적인 성장이 국가표준 선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진화를 위한, 매우 바람직한 성과인 것은 부인
할 수 없으나 양적인 성장 그 자체가 필요충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표준 선진

분조건은 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적

화를 위한 중점과제 중에 국내 기술전문위원

이고 발전적인 대응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회의 전면개편이 거론되고 있다. 대학과 연구

하고자 한다.

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에 기업 및
소장인력을 확대, 참여시키는 내용이다. 이와

민간 전문위원회의 강화를 통하여 민간부분의 적

같이 바람직한 내용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극적인참여가유도되어야한다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자의 생각

관계당국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듯이 표

으로는, 개편내용 중에 재정비를 통한 기구강

준의 선진화의 관건은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화도 추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술전문

참여이다. 당국이 아무리 좋은 시책을 내 놓

위원회를 횡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더라도 관련 민간 기업들의 호응도가 낮으면

파악할 수 있는 총괄위원회의 구성이다.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표준이라는 것

의 상황은 화학 제2부회의 경우 ISO/TC61
(plastics)의 기술 분과 위원회(SC)별로 국내
기술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는 있으
나 국제 표준 활동을 위한 횡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플라스틱분야 전
반에 관한 국제표준의 동향변화에 대처하는

이 산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해
관계의 정도가 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호응
도 또한 산업에 따라 같을 수 없다. 당국은 이
미 표준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제 성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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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현재는 기술표준

능률을 제고하고 품질향상의 수단으로 사용되

원의 관계관이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

어 왔던 국제표준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

는 것으로 생각되나 그들의 수나 업무량을 감

응하여 생산 환경과 경영관리까지 그 영역을

안한다면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처가 쉽지 않

넓혀 왔으며 근자에는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선점과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발전하여 표
준 그 자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총괄 위원회는 기술 분과 위원회 의장들과

인 인프라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표준의 국

관계관으로 구성하고 이들 중에서 위원장을

제표준 부합화는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선임하여 위원회를 관장하도록 한다. 총괄위원

과제로 기술품질원이 최근 그 작업을 거의 완

회로 하여금 기술전문위원회의 개편을 위한

료하였다는 것은 표준선진화의 의지를 잘 표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동

출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표준과의 부합화가

참을 유인하도록 지원하고, 총괄위원회로 하여

표준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민간이 주도하

금 국제표준의 동향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도

는 국내외 표준화 활동의 강화와 이에 대한

록 권한과 임무를 주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정책차원의 지원이 표준선진화를 이루는 지름

이미 총괄위원회의 활동이 성숙되어, 각 기술

길임은 당국도 잘 인지를 하고 있으며 이를

분과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년 중 국제

위한 세부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표준의 추이를 검토, 분석하고 있으며 국제표

으로 알려져 있다.

준화 회의 전후에 모여 대처방안과 성과분석

이러한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효

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

율의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냐 아

다.

니면 산업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산업별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선택과 집중의 시책
이마련되어야한다

흔히 집중과 선택의 문제는 효율적인 면에
서 심심찮게 거론되는 화두이다. 국가정책이나

애초 ISO에서 규정한 국제표준의 목적은

기업경영측면에서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극대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적인 교류를 용이하게

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선택의 과

하고 과학, 기술, 경제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협

정을 거친 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

력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통용될

용이다. 그러나 표준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시

수 있는 공통의 규격 제정과 그에 관련된 활

책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집중과 선택이 이루

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
이다. 제품의 생산

어 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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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면을 도외시 할 수는 없겠으나 균형

회가 36개, 플라스틱 관련 ISO의 기술분과위원

발전을 위한 집중과 선택에 정책의 초점을 맞

회가 13개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민간부분의

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관심도가 어떻게 다른 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이다. 다시 말하면 IT분야는 민간부분의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표준의 선진화를 위

자발적인 참여, 즉 자생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한 시책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제 하에 핵심

이 통계가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분야에 치우치지 않을 가 하는 것이다.

관점에서 정부시책이 산업의 규모는 크나 자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표준의 선진화를 위

생력이 약한 부분에 다소 강조점이 주어져서,

한 다음단계는 민간주도의 표준화 활동 강화

민간부분의 자생력을 키움으로써 국제표준의

이다. 민간, 특히 기업의 속성이 이윤추구를 제

전반적인 활동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

1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미

다.

약한 경우 기업으로 하여금 국제표준화 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민간 기업은 국제표준 부합화에 대하여 적극적으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은 잠재력

로대처하여야한다

은 있으나 국제표준화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
은 분야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민

국제표준 활동에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이

간부분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제표준화 활동의

려니와 민간 기업들이 국제표준의 동향에 대

현황을 살펴보면 필자의 주장을 헤아릴 수 있

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함은 이제 구호가

다. 기술의 흐름이 빠르고 기술력의 조그마한

아니라 생존의 차원이다. 산업분야에 따라 그

차이가 세계시장을 좌우하는 정보산업분야(IT

심각성에 다소 차이가 나긴 하지만 국제표준

산업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필자가 소속

이 기업의 사활일수도 있다는 관점을 생각한

되어 있는 소위 전통 기간산업인 플라스틱분

다면 한시도 등한이 할 수 없는 것이 국제표

야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대단히 크다. IT산

준의 추이이다. 당국의 야심찬 계획에 더하여

업의 국제표준화를 이끌고 있는 국제조직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한 사회의

JTCI총회 등 IT산업과 관련된 표준화 회의에

표준선진화가 성숙된다고 여겨진다. 국제동향

2003년 한해에 750명에 달하는 민간 전문가와

에 비교적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인력과

관계관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반면에 플라스틱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는 신속한

관련 ISO 국제표준화 회의에는 필자를 포함하

대응으로 대처를 잘 해 가고 있지만, 상대적으

여 3명의 민간전문가와 1명의 관계관이 참석

로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국제표준

하였다. JTCI등 IT관련 국제표준 기술분과위원

의 조류에 편승하기가 쉽지 않다. 일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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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아직도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간과한

기술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편의성을 우선시

체 구시대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 처사였다. 부회에서는 국제표준 부합화와

사례를 간혹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관련하여 이 시험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이다. 최근에 와서 국가차원에서 국제표준 부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당연히 일부 관련

합화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서 중소기업을

기업들의 반대의견이 개진되었다. 현재 개정의

포함하는 관련기업들의 이해도와 순응도가 상

시점은 다소 다르지만 난방용에 사용되는 PP

당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

관, 가교화 PE관, PB관, 염소화 PVC관에 장

이다. 어느 원로께서 최근 기술표준지(2004. 1

기 내압 크립 시험이 추가되어 지금은 선택의

월호)의 시책논단을 통해“국가표준은 기술적

사항이지만 2007년 1월부터는 강제적용이 되도

판단에만 의존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국내산

록 되어 있다. 요즘과 같은 치열한 국제경쟁

업의 대외 의존도가 비교적 적었던 시절에는

속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그 동

국가표준이 기술적인 판단 외에도 사회적인

안 우리의 일부 기업들이 사태의 추이를 알면

여건, 예를 들면 기존의 시설 투자 등 기술외

서도 대처를 소홀히 한 점도 인정이 되지만

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기술적인 판단에 의존

또한 국가차원에서 표준의 지역화를 부추긴

하되 상당한 기간 동안 유예가 되는 처사가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국제표준의

빈번하게 있었다는 것은 국가표준에 관련되어

부합화는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민간 기업

있는 사람들이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들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국가표준의 사

원로께서 밝힌 내용이 불과 7,8년 전의 일이고

례가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

이러한 사례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식하고 국제표준의 변화에 편승하여 국가표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동안 표준의 선진화에

준의 선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

얼마나 둔감했었던 가를 깨닫게 된다. 필자가

다.

관여하고 있는 화학 제2부회에서 예를 찾는다
면 플라스틱관의 경우이다. 선진국에서는 플라

국내 표준화기구의 발전적인 개편에 즈음하여 민

스틱관의 수명을 50년 이상으로 상정하여 이

간기업의의식변화도 일어나야 한다

를 검증하기 위한 표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도 이와 관련된 표준이

이 제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되는 것이나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50년을 보장하는 물

가장 우선적으로 숙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필

성인 장기간의 고온 내압 크립 시험(온도 섭

자는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것을 되풀이 하면

씨 110도에서 1년간 시험)이 불과 2,3년 전까

(1) 민간 전문위원회의 강화를 통하여 민간부

지 시험항목에서 삭제되어 있었다. 이는 소위

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되어야 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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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선택과 집중의

파악할 수는 없겠으나 위에서 잠시 언급한 IT

시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3) 민간 기업은 국

산업과 플라스틱산업의 대비는 대충 우리의

제표준 부합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IT산업의

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민간부분이 위의 제

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

언들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플라스틱산업의 활동이

능동적으로 국내외 표준 활동에 동참하는 전

미미하다는 것에는 적절한 이유를 찾기가 매

향적인 의식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우 곤혹스럽다. 국내 플라스틱산업의 규모가
양적인 면에서 세계에서 4위 내지는 5위를 다

최근 표준 업무 대표기관인 기술표준원의

투고 있고, 질적인 면에서도 양에 버금가는 수

기구가 개편되어 향후“국민생활에서 중요성

준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치열한 개발노

이 증가되고 있는 안전, 복지 및 서비스 등의

력을 생각하면, 이 분야 민간부분의 표준 활동

분야의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표준의

에 대한 대응이 전혀 다른 세상의 일이라는

선점이 시장 확보와 경쟁력의 중요한 결정요

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단지 수동적이거나

인이 되고 있는 디지털, 전자거래, 바이오등 신

무 대응이다. 기업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 흔

산업 분야의 표준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를 위

히 이야기가 되지만, 이공학도인 필자의 소견

하여 종래 산업별로 구분되어 있던 부서를 기

으로는 기업이 세계 속의 기업으로 성장했을

능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신은 변

때 그 기업은 그것이 속해있는 사회뿐만 아니

화하는 표준의 역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라 세계 속에서도 합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위한 조치이며 2000년 국가표준기본계획이 수

것이다. 단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립되어 진행되고 있는 국가표준의 선진화와도

졸부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비록 표준 활동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당국의

이 고려해야 할 수많은 것들 중의 하나이겠으

변신과 표준 선진화의 노력이 민간기업의 표

나 이제 우리의 기업들도 국내외 표준 활동에

준에 대한 대응태세에 다소간의 변화를 줄 것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

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민

다.

간부분의 근본적인 의식변화가 없이는 당국이
경주하고 있는 노력의 결과가 반감될 수밖에

ISO /TC61(plastics) 년차 총회는 1년에 한번

없다. 그래서 민간부분의 의식변화는 표준의

열리는 플라스틱관련 국제 표준화 회의이다.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한 시작이며 끝이다.

참석자 수는 대략 200명에서 250명 수준이다.
이 중에서 국내 전문가가 2명 혹은 3명이라는

필자가 국내 산업별 국내외 표준 활동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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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48년 동안을 사실상의 국외자로 있었다는

야한다. 기업의 가치가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

현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다소간

는 기술력 외에도 기업이 속해있는 국가사회

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이 비단 플라스틱산

의 대외 신인도나 국제사회에 비치는 기업의

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사람이 없

생각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이러한 우리의 오

을 것이다. 나라의 신인도나 기업 이미지의 제

늘이 있게 된 원인을 새삼 분석, 강조하려는

고를 위한 각종의 노력이 사회 곳곳에서 이루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민간 기업들이 국내

어지고 있는 이즈음에“표준의 선진화”라는

외 표준 활동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촉

작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도 기업들의 새

구하고자 한다. 우리의 기업도 이제 이해관계

로운 변신을 기대해 본다. 그렇게 됨으로써 명

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실상부하게 관과 민이 한 덩어리가 되는 표준

서 임무를 다하고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기

의 선진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표준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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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유 감(有感)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원장 김윤광
02)542-8390 ykkim@mpi.or.kr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기회와 위협”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

을 동시에 주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공지(公知)

다. 경고음의 첫 번째 발신은 한국기업의 활발

의 사실로 된 듯하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딱

한 대(對) 중국진출이 기업에만 혜택이 주어

히 무어라고 개념정리를 하지 못하는 것도 사

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실인 듯 하다. 특히 이른바 한류(韓流) 가 중

1992년 이후 중국으로 인해 한국에서 없어진

국은 물론이고 동남아를 거쳐 일본에까지 흘

제조업의 일자리가 77만개에 달하고, 그 대신

러 넘치는 요즈음에 있어서는 위협이라는 측

중국에서 1백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면보다는 기회의 땅이라는 인상을 더 강하게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한국기업들의 중국진출

주고 있다. 산업적으로 보아도 지난 해부터 일

은 작년이후부터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

취월장하는 우리의 무역흑자가 바로 대중국

는데, 예컨대 그 여파로 한국 무역협회의 회원

수출에 힘입은바가 크다는 보도에 따르면 더

수가 지난 6년 간에 걸쳐 11만개가 줄어들어

욱 그러하다. 즉 감성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모

현재 89만개 업체로 되었다는 것이다. 제조업

두 중국은 우리에게 좋은 시장으로 분명한 자

중 신발과 섬유분야는 이미 대부분이 중국에

리 매김을 하고 있다.

자리를 옮겼고, 석유화학, 철강, 보통선박, 백색
가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자업종 등도 향후

그러다가 3월 마지막 비즈니스위크지(紙)에

5년 이내에는 똑같이 이전될 운명에 있다고

서는 이러한 우리의 인식을 뒤엎기라도 하듯

하면서 이들 업종에 종사해온 근로자들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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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저임금과 높은 생산성을 무기로 지금

컨, 범퍼 등은 이미 중국이 경쟁력을 확보한

까지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왔고 이들이 전

상태에 있고, 머플러, 클러치, 헤드라이트, 와이

체 제조업 일자리의 약 1/2 을 차지하고 있다

퍼, 도어핸들 등 주력 수출 부품들도 강해지고

는 것이다. 따라서 상실될 이들 일자리들을 여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대 중국 수출

하히 서비스분야와 하이테크 제조업으로 전환

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중간재의 현

시키느냐가 향후의 관건으로 대두된다는 것이

지조달 비중이 날로 증가하여 1999년 34.8%에

다.

불과하던 것이 이제는 49.9%로 되고 이는 앞
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종국적

두 번째의 경고음은 한국기업들의 중국진출

으로 중국에 진출한 300명 미만의 한국 중소기

이 확대. 심화되어 가면서 그 혜택은 소수의

업들 중 약 1/2 이 향후 5년 이내에 문을 닫게

대기업에 국한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국기업

될 것이라는 전망을 양국 무역관계자들이 하

의 중국진출 양상은 현지생산에서 현지시장으

고 있다는 것이다.

로, 이에 따른 현지 마켓팅과 연구개발확대로,

세 번째의 경고음은 한국의 경직적인 경제

노동집약상품에서 기술지식 집약상품으로 고

구조와 제조업에 편중된 지원제도가 문제해결

도화 되어가고 있는데, 동 잡지는 그 좋은 예

의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다는 것이다. 만일 한

로 LG와 현대자동차가 2008년까지 글로벌 기

국경제가 미국과 같이 유연한 구조였다면 중

지를 완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소개하면서

국에서 상실된 일자리를 빠르게 다른 것으로

삼성전자가 히트를 친 루비색깔의 여성전용

대체했을 것인데도 현대적인 경제운용을 하기

고급 핸드폰이라든가 농심라면이 몇 개의 대

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게 보인다는 것이다.

도시만을 선택. 집중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전투적인 강성노조는 여전히 신규 고용을 주

있는 마켓팅 성공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저하도록 만들고있고 세 개의 경제특구도 그

하고 있다.(동일한 유교문화권을 공유하고 있

발상자체가 사회주의국가에서만 찾아볼 수 있

는 탓으로 정치권과의 유착 및 비공식 친밀관

는 것인 데다가 경제특구에만 예외적으로 주

계의 형성 등 비즈니스의 관행이 서로 유사한

어지는 기업환경 조성 지원시책들이 왜 전국

데서 그 성공요인을 찾고 있기도 한다) 그러

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나 부품과 중간재의 경우 그 명암이 뚜렷하게

것이다. 또한 전력요금 할인이나 각종 조세 혜

갈리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 부품의 경우 2002

택 등이 제조업에 치중되고있어 서비스업종의

년에 169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에는

환경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함으로써, 비록

무려 5배를 넘는 944백만 달러를 수출하였으나

1992년 이후에 4백만개 이상의 서비스 일자리

이들 품목 중에 베어링, 시트, 좌석, 벨트, 에어

를 창출했지만 대부분이 음식점과 숙박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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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중되고 보험, 법률 등의 고 부가가치형 서비

주고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비단 중국뿐

스분야는 여전히 취약한 모습을 가지고있다는

만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추세가 확대될수록

평가다.

인도, 멕시코와 같은 더 많은 후발 산업국과의
경쟁에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될 것임을 뜻한

결론적으로 동 잡지는 OECD 사무총장이

다. 요컨대 중국과의 첨예한 경쟁은 크게는 양

“오늘날 한국의 주요 당면과제는 두 가지로서

국가간의 산업발전괘도에 따라 작게는 한·중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및) 중국으로부터의

간의 품목별 경쟁력 요소에 따라 그 구체적

경쟁이다”라는 코멘트를 인용하면서 끝을 맺

양상이 결정될 것이다. 또 인접국가로서의 여

고있는데, 특히 정쟁에 몰두하고있는 한국의

러 가지 장점들 즉, 수송비용의 절감이나 인건

정치가들에게 과거 한국의 임금책봉을 중국으

비차이 그리고 문화적 유사성에 따른 수요패

로부터 승인받던 역사가 다시 되풀이될 것 같

턴의결정력 등은 우리와 일본과의 경쟁력 격

지는 않지만 미래에 누가 한국경제를 지배하

차에서 보듯이 어디까지나 일반적 공통적인

게될 것인가? 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요소이며 질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필자가 짐작컨대 누구에게나 이 글의 주제

따라서 신 성장동력산업도 중국산업과의 차

한국경제의 성장전략에 관련된 문제이고

별성이 확보될 때만 산업발전의 동일범주나

특히 중국과의 경쟁관계에서는 산업전략상의

괘적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성취될 수가 있다.

과제로 인식될 듯 싶다. 그래서 최근에 추진되

과연 현재 선정된 대상품목들이 그렇게 자리

고있는 신 성장동력을 떠올리고 그것이 한국

매김 할지는 의문이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

산업의 경쟁력우위를 확보해 주는 해결책으로

도 중국이외의 다른 선진국가들과의 경쟁은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이론상으로 본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상대만 바뀌

다면 한·중간의 경쟁문제는 비교 우위론에

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국가를 상대

입각한 수평적 수직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

로 산업전략을 세운다는 생각은 어쩌면 부질

는데 불과하다. 다만 그것이 한국과 중국간에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글로벌 시대에 경쟁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일 뿐이다. 마치 그

범 (凡)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인건비를 비롯

동안 우리 산업이 일본과의 분업이 이루어져

한 생산요소비용도 생산성에 비례하여 종국적

일부 품목은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능가

으로 동등해지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다

하는 것도 생기게된 현상과 다르지 않다. 이는

가, 산업경쟁에서 최종 승리자는 일등 품목을

산업의 발전과정이 유사할 수록 경쟁품목이

생산하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

많아지거나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음을 말해

부가가치를 구현하는 것도 그 품목을 생산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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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의 경쟁력이 어떠한가에 달려있고 그

주도적으로 육성 가능한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것은 그 기업의 근로자들의 개별 생산성이 그

면 이는 과거 개발 년대 성장전략의 연장선상

만큼 높아져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산업

에 있는 접근방법이며, 마치 한류가 아시아를

정책의 중점은 가능성있는 대상품목을 선정하

지배한다고 해서 우리의 다른 분야의 경쟁력

여 집중 지원하는 이른바 유수효과(Pumping

또한 우위를 확보한 것인냥 간주하는 감성적

Effect)를 노리기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근로자

인 판단착오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지 않을까?

들을 양성하고 이들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지

꽃이 먼저 핀다고 그 나무의 영양상태가 더

원해 나가면서 기업의 간접 생산성을 높일 수

좋은 것이 아니듯이, 몇 개의 나무가 잘 자란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다고 저절로 울창한 숲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이 정부가 담당해야할 가장 긴요한 일이 아닌

잘 다듬어진 숲이라도 찾아온 사람들 모두가

가 싶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정책과

쉬고 즐기기에 충분한 규모가 아니면 안되듯

관련해서는 이미 선진국가들에서는 산업클러

이, 한국의 산업도 소비자와 근로자의 복지를

스터를 조성해주는 것을 21세기 핵심전략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의 괘적을 삼아 과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제가 선정되고 부가가치를 올리며 지원이 이
루어진다면 바로 그것이 대 중국의 경쟁전략

혹 누구라도 미래의 한국산업발전을 비전제
시에 그치지 않고 인위적으로 그것도 정부가

이고 동시에 일본을 극복하는 길이며 글로벌
시대를 이겨내는 첩경이 아닐까?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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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기를 살려
끼를 맘껏 펼치도록 하자
인하대학교 교수 채재우
011-228-3507 fire@inha.ac.kr

오래전에 들은“끔찍한”농담이 있다.

걷고 있고, 남편은 까마득히 멀리 처져서 어기

6.25 전쟁 전에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적거리며 가고 있었던 것이다. 외국인 선교사

방문했단다. 그 선교사는 한 마을에서 이상한

는 한국이 전쟁을 겪으면서 여권 신장이 이렇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남편이 뒷짐 지고 저

게 급격히 이루어진 것인가 의아해했다. 그는

멀리 앞서서 갈지자(之) 걸음으로 어기적거리

감탄과 존경을 가득 담은 목소리로 이러한 이

며 걸어가고, 한참 뒤떨어져서 아내가 아이를

변의 배경을 남편에게 물었다.

등에 업고 양손과 머리 위에 보따리를 이고

“아, 답하기 좀 쑥스럽구먼! 우리나라에 전

힘겹게 따라가고 있는 광경이었다. 외국인 선

쟁이 있지 않았겠소? 그 전쟁 중 죽은 남자들

교사가 이런 괴기한 부부동반 나들이 풍경에

이 워낙 많아서 지금 남자의 희소가치가 엄청

의아하여 물었다. 왜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나

크다오. 안 그래도 남자가 없는데 여기저기 묻

들이(?)를 하냐고. 아내는 부끄러운 듯 말조차

혀있는 지뢰라도 밟아 죽어버리면 어찌하겠소.

하지 못하고, 남편은 의기양양 목청을 돋운다.

더 이상 남자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부부가 유별하거니와 감히 아내가 지아비의

위해서는 여자들이 앞장서서 걸어야 하지 않

그림자조차 밟을 수 있겠냐고. 그런데, 6.25 전

겠소?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하오.”

쟁 후 그 외국인 선교사가 다시 입국하여 눈

그 말을 들은 선교사는 기절하고 말았다.

이 휘둥그레 할 만큼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아내가 훨씬 앞서서 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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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과 더불어 주목할 만한 여권 신장을 이루

제적 무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조수미는“공

어 가고 있다. 그 여세는 지금까지의 설움을

돌이”인 나도 아는 세계적인 소프라노이다. 이

한번에 날려버리려는 듯 자못 사납기까지 하

땅의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일할 권리와 열정

다.‘매 맞는 남편
‘도 있다는 보도에 약간 움

을 불과 얼마 전부터 허용(?)했다. 그럼에도

찔하지만 나는 이런 추세가 지금까지 남자들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세계무대에서 그들의

의 기고만장한 여권 탄압에 대한 자업자득이

폭발적인 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아니, 여성에 대한 동등한 인권
보호 차원의 세계적인 추세 또는 선진국으로
향하는 당연한 통과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올림픽 종목인 양궁에서도 한국의 여성은 독
보적인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고도의 집중력
이 요구되는 이 경기에서도 한국 여자 선수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고, 그것은 우

은 흔들림이 없는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이

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국여성의 잠재

땅의 남자로써 내 스스로를 되돌아본다. 이러

능력은 단순한 숫자 절반이 의미하는 것 이상

한 탁월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나라 여성들의

의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이 사실은 현재 드

기를 살리고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에 내가

러나고 있는 많은 사실들로부터 알아챌 수 있

과연 얼마나 기여를 해 왔는지를! 지금이라도

다. 그동안 남자들의 전유물로 생각되었던 골

이만큼 재능이 탁월한 한국 여성들에게 기회

프장을 한국 여성들이 들락날락한 지는 얼마

를 주어 그들의 끼를 세계무대에 맘껏 펼치는

되지 않았다. 여권이 신장되면서 최근에야 한

데 조그만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국 여자들도 골프채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
런 열악한 주위 환경 속에서 골프채를 만지기

모두가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시작한 한국 여성들은 요즈음 세계 골프 대회

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 중국은 값싸고 우수

에서 휘황찬란한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IMF

한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따

의 어려운 시절”
에 어느 세계 골프대회에서

라잡고 있다. 한국의 유수 엔지니어링업체 간

멋진 역전의 극적 우승 장면을 우리 국민 모

부의 말이다. 중국에서 더 이상 대형 사업의

두에게 선물한 박세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수주가 어렵다고 한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

큰 희망을 심어주었는가! 그 만큼 한국 여성

은 고부가 가치의 핵심 기술들을 선진국에서

들의 잠재능력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

들여다가, 중국에서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방

가 없다.

법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 영업
패턴 정도는 쉽게 파악하여 이미 스스로 해결

세계적 첼리스트인 장영주는 11살 나이에 국

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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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스스로 고부가 핵심기술들을 개발하

발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섬

여 확보하지 못하면 더 이상 소위“카탈로그

세하고 예리하며 집중력이 우수한 고급 인력

엔지니어링”사업은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의 확보이다. 요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주목
을 받고 있는 생명과학분야, 디지털산업분야

한편, 일본은 무수히 많은 고부가 가치 핵심

등은 고도의 섬세함과 예리함 및 집중력을 요

요소 기술들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여 보유한

구하고 있다. 이미 몇몇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채 그들의 아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국내

확인되듯이 한국 여성들은 탁월한 잠재력을

굴지의 회사들이 고맙게도 IT 관련 산업들로

우리에게 자신 있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과

써 우리나라의 수출주도 경제를 지탱해 주고

연 한국 여성들에게 이런 분야에의 도전에 얼

있으나, 그런 수출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필요

마나 기회를 주었나? 이런 분야에의 도전에서

한 고부가 가치 부품 및 소재나 생산 설비 등

그들의 기를 살리고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제

은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상당부분 수입하고

도적 지원책과 격려를 해주기나 하였는가! 별

있다고 한다. 겉으론 벌고 속으로 밑진다는 말

재능도 없는 남성들이‘골프장을 점유하는 어

이다. 중국에서 간신히 흑자 내어 일본에 바친

리석음’
을 범하지는 말아야 하겠다.

다고도 한다.
한국 여성들에게, 지금까지 억눌려 왔던 그
이러한 국제적 현실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고부가 가치 핵심 기술의 집중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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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계 획

지능형로봇산업의 국제표준화 추진 계획
산업기기표준과 공업연구사 박광호
02)509-7287 pkh0920@ats.go.kr

1. 지능형로봇의특성 및 전망

지능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간 공존형
지능로봇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일본

o 지능형 로봇산업은 기계, 전기 등 기반기술

의 미쓰비시 연구소는 1999년 로봇산업 예측

과, 센서 , 제어, 시스템 통합 등의 요소기술,

자료에서 로봇시장이 매년 18%이상의 성장

통신, 인공지능, 인간-기계 인터페이스(HRI)

률을 보이며, 2020년에는 그 규모가 IT와

등 최신의 기술이 상호 결합된 첨단 기술의

BT시장에 버금가는 1조4,000억 달러에 이르

결정체이다.

러, 1가구 1로봇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o 이러한 지능형 로봇은 네크워크화, 개인화에

예측하기도 하였다.

따른 인간과 로봇의 공존 사회 도래(가정용,
개인용, 정보서비스 로봇 등)와 향후 노령화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노동인구 감소와 노인
복지 문제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첨단
용 로봇, 의료지원용 로봇 등, ’03년 65세이
상 인구 7.3%→’
20년 14%로 증가예상), 사
회공익, 안전, 우주, 국방 등 특수분야(재난
구조 로봇, 국방 로봇 등)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o 1990년대 후반부터 기존 산업용로봇 시장이
점차 포화단계에 접어들면서, 인간과 같이

그림 1 로봇의 발전 전망

2004·4월호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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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3년 산업용 로봇의 시장규모는 일본이

국가별로 생산대수 등의 파악은 어려운 실

세계1위이며, 한국은 세계 5위 수준으로

정이나 전체적으로 보아 2003-2006년도 사

자동차산업에 기반한 것이나 향후 서비스

이에 210만대 이상의 판매가 예상되어 청

로봇의 시장확대로 2020년 국내 로봇산업

소용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가정용 서비스

의 시장규모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

로봇이 출시되고 있다.

정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로봇분야는 각
표

표

산업용로봇의 국가별 현황

국내 지능형로봇 시장 전망

구분

로봇밀도

출하대수

가동대수

1위

일본(27,300)

일본(344,000)

일본(293)

2위

독일(12,000)

독일(111,300)

싱가폴(157)

3위

미국(11,400)

미국(111,100)

독일(120)

4위

이태리(5,700)

이태리(50,500)

한국(115)

5위

한국(3,998)

한국(44,265)

이탈리아(95)

(근로자만명당)

구분

2005년

2010년

2020년

제조/Field용

2,300억원

4조원

40조원

서비스용

300억원

2조원

20조원

개인용

400억원

4조원

40조원

계

3,000억원

10조원

100조원

자료 : UNCEC, IFR and national robot associations

2. 국내외기술 동향

하고 있다. 특히, 세계 1위의 로봇 강국 일
본은 미국과 유럽에 대한 지속적인 우위 확

o 현재 미국, 유럽, 일본등 선진 각국들은 지

보를 위해 현재 인간형 로봇 연구 사업을

능형 로봇 기술의 연구 개발에 집중적으로

거쳐, 최근 지능형 개인 로봇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지능 로봇

을 두고 2001년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로봇

기술은 미국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6대 첨

분야에서의 선두주자를 목표로 하는“21세

단 기술의 하나로 분류하고 미국 안보에 중

기 로봇 챌린지”중장기 계획을 추진중에

대한 영향을 미칠 기술로 지정하여 육성하

있다.

고 있고, 유럽연합(EU)국들은 지능형 로봇
기술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합동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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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어 산업과의 연계성이 낮아 체계적인

술격차가 있으나 우수한 인적자원과 창의

연구기반이 취약하고 로봇 구성 요소 연구

력, 정보·전자·반도체 분야의 성과 활용

(인공지능, 인공시각, 센서, 이동제어 등)와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잠재력 매우 크

소규모 로봇 프로젝트가 독립적으로 진행

며,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과

되어 왔으며, 관련 부품의 국산화가 약

유진로보틱스(주), 우리기술(주), 한울로보

20%로 기반기술측면에서 미약한 실정이

틱스(주) 등 20개 이상의 벤쳐기업 중심으

다.

로 청소용로봇, 엔터테인먼트 로봇, 퍼스널
로봇, 홈로봇 등의 지능 로봇 개발 및 제

o 국내 로봇기술은 선진국과는 5~8년의 기

품 출시하고 있다.

로보

로보킹

V1

오토로

로삼성전자

LG전자

우리기술

한올로보틱스

그림 2. 국내 청소용로봇의 개발 현황

3. 국제표준화필요성

동차와 마찬가지로 제조회사에 국한되지 않
고 국가의 관리와 책임이 전가될 것으로 예

o 인간공존 환경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상되며 따라서 인간공존 또는 유비쿼터스로

지능형로봇은 인간, 환경 및 로봇간의 다양

봇(Ubiquitous Robot)환경에 따른 상호정보

한 상호작용이 발생하며 그들 간의 상호접

교환방식(HRI, Human robot interface)과 로

속과 안전/성능에 대한 표준이 시급히 필요

봇에 대한 인간의 안전성확보, 성능평가기

한 분야이다. 특히 2010년 1가정 1로봇 시대

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 대비한 로봇의 성능 및 안전 문제는 자

2004·4월호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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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0~2020년 사이의 년 평균 성장률은
18%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Mitsubishi

ㅇ시장형성의 초기단계로 아직 상용화가 되

연구소, 21세기의 기술과 산업,1999년) 지능

지 않고 대량으로 공급되어지는 단계가 아

형로봇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

니어서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단체, 기업에

이 시장에 진입을 계획중이며 분야별 기술

서 제정된 표준은 없는 상태이며, 최근 청

적 차이는 있으나 일본, 미국 등 로봇선진

소용로봇의 상품화 등으로 IFR(International

국도 시작단계에 있어 시장형성 단계에서

Federation Robotics)에서 산업용 이외에 서

국제경쟁력 확보 및 시장선점의 우위확보가

비스 로봇에 대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수준 정도, 개발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o 표준화된 성능 및 안전 등 시험평가 방법과
모듈화, 개방화 표준화를 통해 신제품의 상

ㅇ한편, 2003년 헝가리에서 개최된 로봇 표준

품화 촉진으로 관련시장 창출을 유도할 것

화회의에서 의료지원용 로봇에 대하여 표

이다.

준화 규격 제안이 있었으나, 산업용로봇 분
과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새로운 분야의 SC

o 또한 비교적 경쟁력 있는 2차 산업인 제조

신설 또는 타 SC와의 Joint 등이 논의가 된

기술 기반 위에 세계적으로 우세한 3차 산

바 있으나 현재까지 지능형로봇 시장의 형

업인 정보서비스 기술의 결합체인 2.5차 산

성과 표준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이 표면화

업으로서의 지능형로봇은 세계적인 경쟁력

되지 않아 이를 선점하기 위한 국내의 적극

확보가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이에

적인 활동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해 기술표준의 선점은 타산업의 성장에
큰 파급효과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능형로봇의표준화 현황

5. 국제표준화의목표
ㅇ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지능형로봇분
야는 신수요 창출이 기대되는 미래성장산

ㅇ현재 로봇관련 국제표준화는 ISO/TC

업으로서 체계적인 국제표준화 추진을 통

184(산업자동화)/SC2(산업용로봇)의 관련

해 국내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으로 세계 로

규격만 존재(ISO 14종, KS 19종)하고 있으

봇시장 점유율 2%에서 10% 확대에 기여하

며 향후 시장이 확대될 지능형로봇(서비스

고,

로봇)의 국제 표준은 전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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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칭 “지능형로봇 또는 서비스로봇”

ㅇ국내 신개발제품의 표준화와 시험평가 시

TC/SC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감사

스템 기반 구축으로 관련분야의 시장창출

국 수임을 통해 국제표준화의 핵심멤버 지

을 목표로 추진 될 것이다.

위 확보하며,
표
지능형로봇 국제 표준화의 목표
최종목표

지능형로복개발기술
표준화추진체계구축

국제 표준화 활동강화
및 규격 제안

표준화 인프라 구축

세

부

목

표

○ 개발기술과 표준의 연계추진시스템화
- 각부처에서 추진중인 로봇개발과제의 국제표준 가능 규격 도출 및 추진계
획 수립
○ 국내외 실태파악 및 표준화 분류체계확립
○ 지능형 로봇의 공통평가 규격 및 목적별 성능평가 기준의 규격화
- 산업용 로봇 : 첨단제조용로봇, 극초정밀 생산 로봇 등
- 홈서비스로봇 : 청소로봇, 가사생활지원용로봇 등
- 휴먼서비스 로봇 : 오락로봇, 실버로봇
- IT기반 서비스 로봇 : 유비쿼터스로봇환경정의 등
○ 타 신성장동력 산업과의 Joint Hub 구축
- 지능형홈네트워크 :유비쿼터스로봇기술 등
- 임베디드 S/W : 지능형 로봇 S/W 및 API
- 차세대 반도체 : 오감 센서 적용 SoC
- 이동통신 : Battery 관련 기술
○ 세부분야별 표준규격 개발 제안 추진
- 신성장 동력산업 개발기술과 병행하여 규격 개발
- 공통 및 개별 규격의 국제표준 제안
○ 국제협력강화를 통한 국제표준 선도 지위 확보
- 산업용 로봇 분야의 TC(TC 184/SC2) 활동 적극적 참여
- 국제회의 유치 및 표준전문가 세미나
○ 지능형로봇 관련 TC/SC 신설추진
- 서비스로봇 TC/SC 신설 제안 및 간사국 수임
○ 산·학·연 Network 구축을 통한 표준전문인력 양성
- 설계단계에서 표준화 개념 도입을 위한 공통 적용
기술 제공
- 지능형 로봇표준정보 시스템 구축
○ 로봇 표준 적합성 시험평가 시스템 기반 구축
- 성능시험/신뢰성/안전성 평가기반확립
○ 로봇기술/제품 인증체계 기반 구축

2004·4월호 ● 업무계획

29

업무계획 2004.4.22 1:36 PM 페이지30

6. 지능형로봇국제표준화 추진 전략

강점을 접목한 비교우위 분야의 전략적 선
택을 통해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ㅇ“No Standard, No Robot”
의 슬로건을 통한

며, 적극적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한 핵심

로봇분야의 표준 중요성과 개발기술의 표

멤버의 지위 확보을 위해 주체적·적극적

준화 동시 추진체계의 시스템화를 구축해

로봇 표준“Maker”을 지향할 것이다.

나갈 것이다.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등
각 부처의 기술개발 사업단의 전문가로 전

ㅇ 특히, 지능형로봇의 특성상 지능형홈네트

문위원회을 구성하고 기술개발과 함께 표

워크, 차세대반도체, 연료전지 등 유관 신

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성장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서 공동 표준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

ㅇ 또한 가정용, 개인용, 정보서비스로봇분야

이다.

와 같은 잠재시장이 크고 네트워크기술의

지능형로봇 국제표준 선점

로봇기술 & 표준
동시추진 시스템 구축
지능형로봇

개발기술+표준
·TC/SC 신설추진
·범 부처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

사업단과 연계

로봇 표준 인프라 조성
· 전문표준전문 양성 및 산·학·연 network 체계화
· 지능형로봇의 기술표준 적합성평가 시스템 구축
그림 3. 지능형로봇의 국제표준화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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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ㅇ 감지요소기술, 관련 모듈화, 공통플랫폼 등
지능형로봇 설계 및 개발 전과정에 걸쳐

ㅇ 시장형성 단계에 있는 지능형로봇의 국제

관련 산업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관련제

표준을 조기에 추진 확립함으로써 우리기

품·기술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로 인한 산

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있어 기술표준화에

업전반의 표준화 기술우위의 전환을 촉진

따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장규모 : 1,000억불(’
03) → 1,500억불
(’
07) → 2,500억불(
‘12)
- 부가가치 생산액 : 0.15조원(’03) →
0.75조원(’
07) → 8.0조원(’
12)
- 수출규모 : 0.5억불(’03) → 5.0억불(’
07) → 100억불(’
12)

ㅇ 인간공존시대 및 환경에 따른 안전기
준과 신뢰성평가를 통해 수요자의 안
전성 조기확보와 모듈화 및 부품 상호
접속의 표준을 통해 개발의 효율성과
개방성 등으로 신제품의 수요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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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 국제표준화 5개년 로드맵
분 야

항

목

여명기 접목단계
2004

기능구현단계

2005

지능화단계

국제화진입단계

2006

2007

2008

첨단 제조용 및 FPD핸들링로봇
:기계인터페이스, 센서환경정의 및 요구조건

산업용 로봇

신성장
동력산업
개발기술
표준화

극초정밀 생산 로봇
:정밀측정방법 및 성능평가방법표준화
가정용 로봇(청소, 경비 등)
:용어정의,안전성,개방형플랫폼,컴포넌트모듈화,
S/W API프로토콜, 호환성요구조건

서비스로봇

개인용 로봇(오락, 교육 등)
:모듈화,호환성요구조건, HRI접속
실버용 로봇
:안전조건,특성표현 및 성능평가
IT 기반 서비스 로봇
:센서인터페이스,상호접속조건 등

타성장산업과의
Joint Hub 구축

- 지능형홈네트워크 : IT 기반 상호접속 프로토콜기술
- 임베디드 S/W : 지능형 로봇 API
- 차세대전지 : Battery 관련 기술 등 JWG 협력
공통적용규격

국제표준규격
개발 및 제안
국제
표준화
활동 및
규격
제안

개별 적용 규격 개발(7건)
국제 표준화 규격 제안(총 11건)

2건
국제협력체계
구축

3건

3건

3건

- 국제협력추진단 구성 및 국제활동
- 아·태 로봇 협력 체계 구축
- 한 일 국제로봇 세미나 개최
TC184/SC2 활동 강화

TC/SC
설립추진

관련 TC 활동
지능형로봇분야의 TC/SC 창설 및 간사국 수임

KS규격 개발
국내
표준화
인프라
구축

6건

7건

산·학·연
Network 구축

지능형 로봇 분야별 Network 구축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개발기술의 적합성 평가 Testbed 구축

로봇기술/제품
인증체계 구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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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분야의 표준화 추진계획
문화서비스표준과 공업연구관 정의식
02)509-7252 esjeong@ats.go.kr

□ 문화산업의 정의

7 사회문화 활동
8 스포츠 및 게임
9 자연환경

문화산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하면,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출판, 인쇄물, 정

이 중 문화산업은 Cultural goods according

기간행물, 방송영상물, 문화재, 캐릭터, 애니메
이션,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디지털콘텐

to

the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츠 등 문화상품의 개발·제작·생산·유통·

Classificatio에
n 의해 1, 2, 4, 5, 6, 8 로 분류되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분류
는 문화관광부의 정책과 관련된 정의이므로
국제적인 분류체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UNESCO의 문화통계분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쇄물(Printed Matter & Literature)
- Books, Newspapers & Periodicals, Other
Printed Matter
2) 음악(Music)
- Sound Players & Reproducers, Sound

◎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FCS)
0 문화재
1 인쇄물

Recordings & Media
4) 시각예술(Visual Arts)
- Paintings, Drawings & Pastels, Original

2 음악

Engravings, Prints & Lithographs,

3 공연예술

Original Sculptures & Statuary, Stamps,

4 시각예술

Coins, Jewellery & Antiques

5 영화 및 사진
6 라디오 및 텔레비전

5) 영화 및 사진(Cinema & Photography)
- Photographic Cameras, Cinematographic

2004·4월호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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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s/Projectors, Photographic &

입하고도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Cinematographic Supplies

하나의 성공한 원작이 여러 장르로 활용되

6) 라디오 및 텔레비젼(Radio & Television)

고, 저비용으로 무한 복제 및 재창조가 가

- Television Broadcast Receivers

능(One-Source Multi-Use)하다. 예를 들어,

- Radio Broadcast Receivers

캐릭터 마시마로는 2,700여가지 상품으로

8) 스포츠 및 게임(Sport & Games)
- Games, Sporting Goods

활용 중이며 많은 캐릭터 상품이 개발·유
통되고 있다. 문화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일부 제조업 분야보다 커지고 있으며, 영

자료: International flows of selected

업이익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cultural goods 1980-98.
시장규모 : 애니메이션(750억$)〉디지털

□ 왜 문화산업인가?

가전(461억$)
영업이익율 : 엔씨소프트(게임, 34.3%)〉

o 문화콘텐츠가 세계를 움직인다

삼성전자(17.4%)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융합이 급격히 진
행되고 여가시간 증대 및 문화소비 확대

o 문화산업이 새로운 고용창출을 선도한다

로 멀티미디어콘텐츠 수요가 폭발적으로

문화산업과 관련된 직업은 전문대 이상 고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이미지, 창의

학력자에 적합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직

력이 기반이 되는 문화콘텐츠가 지식정보

업군을 창출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급성

사회의 핵심영역으로 부상하고 있고, 글

장에 따른 고용인력도 매년 증가하고 있

로벌 경쟁체제에서 각국은 콘텐츠 시장

다. 또한, 지역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석권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창

인력의 고용 확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적 콘텐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세
계적인 경제학자“피터 드러커”
는“ 21세

□ 국내외 문화산업의 동향과 전망

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최후 승부처는 바로 문화산업이

1. 세계 문화산업의 현황

다”이라고 말하고 있다.
o 문화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2년 기준
o 창의적 아이디어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은 비용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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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 있다.

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SONY는 주력산
업을 가전에서 엔터테인먼트로 전환하여

주요 선진국 시장동향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게임, 음악, 영화수익이 17억$로 전체 수
익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MS사도 온라
인 음악 및 게임(X-Box) 시장에 진출하고

<미 국>
- 엔터테인먼트산업(문화산업)이 핵심사업
으로 발전, 전체 수출액중 1위(880억$,

있으며, GE-VU(비방디 유니버설)등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대형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05년 세계 70% 점유 예상)
- 시장규모 7,912억$(GDP 7.75%), 고용 8

2.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현황

백만명(5.9%)
o 국내 문화산업의 시장규모는 ’02년 기준으
<영 국>

로 약 31조원으로 GDP 대비 약5%를 차

- 문화산업을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

지하고 있으며, ’99~’02년간 연평균

으로 규정,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21.1% 성장하여 세계시장성장률 5.2%의

- 시장규모 1,334억$(GDP 8.1%), 연간

3~4배 속도로 성장하였다. 주요 선진국과

16% 고성장 지속, 수출규모 175억$, 고

비교해 보면, 세계시장 점유율은 1.5%로

용인력 195만명(전체 7%)

세계 10위권 수준이다.

<일 본>

□ 문화산업의 표준화 필요성

-‘지적재산전략본부’신설(총리실 산하,
’03. 3), 문화산업 집중 육성
- 시장규모 1,000억$(GDP 2.1%), 고용인력
(120만명)
-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 65% 점유(닌텐도
의 포켓몬 43억$, ’
02)

o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 국제경쟁력을 갖
추고 있는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
해서는 창작 개념의 문화콘텐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콘텐츠를 구현하기 위
한 하드웨어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만 보
다 질 높은 문화상품을 만들어 낼 수가 있

o 세계 메이저 기업의 최근 경향을 보면 수

을 것이다. 또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직·수평적 글로벌 통합으로 멀티미디어

조화 및 융합 발전을 위한 산업 구조 정착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치

및 올바른 문화발전을 저해하고 저질화하

2004·4월호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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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기능적 분야에 대한 효율적 관리 체

ISO10977(칼라사진필름의 안정도 측정방법)

계 확립, 유소년, 청소년, 청장년, 노년, 특

등 8종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KS G

수 계층과 같은 계층적 문화 집단에 대한

5702(테니스 라켓) 등 18종을 개정할 계획

분류체계와 문화산업의 시스템화 도모를

이다.

위해서도 표준화는 필요하며 영화 및 사진
등과 같이 선진국의 독점 산업에 대한 국

□ 문화산업 표준화 추진 계획

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국제표준화 및
국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o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관련 산업의 표

그리고 근로시간의 단축 등 여가 활용시간

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 및 외부 연

의 확대에 따른 문화활동 계층 확대와 다

구용역 실시를 통하여 중·장기 표준화 종

양화에 맞추어 질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문화관광부 등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문화산업의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국가표준

인프라 측면에서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할

및 국제표준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

것이다.

갈 계획이다. 우선 금년도에는 문화관련
산업의 표준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분야

□ 문화산업분야규격현황

별로는 공연분야, 옥외광고물분야, 사진분
야 및 운동용품분야의 신규 국가규격을 제

o 현재 문화산업 분야의 규격은 ISO 326종과

정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서에서 운

KS 299종을 합하여 625종이 있으며 아래

용하고 있는 사실표준의 조사 및 연구를

표와 같다.

통하여 국가규격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문화관광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
구분

영화
사진 운동용품
(TC 36) (TC 42) (TC 83) 기타

계

의 국가표준화로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
진할 계획이다. 문화산업분야별 표준화 수

ISO

109

164

53

-

326

요조사 및 국제규격의 흐름을 면밀히 조사

KS

74

70

63

92

299

하여 문화산업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새로

표 1. 문화산업 분야 규격 현황

운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문화산업
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일익을 담당

o ’04년도 규격 제·개정은 운동용품 분야에
KS G ISO 10045(알파인-컨트리 스키-바인
딩 장착영역) 등 45종과 사진분야의 K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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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KS 제·개정해설

KS M 7076『골판지용 골심지』
,
KS M 7502『골판지용 라이너』
,
KS M 7501『크라프트지』개정 해설
생물환경표준과 화공주사 정두식
02)509-7265 dsjeong@ats.go.kr

1. 개정 배경

품을 생산하거나 종이박스의 접는 부분의 파
손이 빈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수출상품

최근의 골판지용 라이너, 골판지용 골심지
및 크라프트지 원지를 사용한 골판지포장은

포장의 신뢰성을 하락시키고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해왔다.

단위포장이나 내·외부포장 및 화물수송 자체
등 전체적인 포장 형태로 사용되어 특히 포장

따라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시중제품

의 역할이나 기능으로 요구되고 있는 유니트

100여종의 시험·분석결과를 근거로 종이박스

기능, 보호성, 안전성, 커뮤니케이션 기능, 편리

용 골판지(골심지, 라이너)와 포대용 종이인

성, 경제성 및 환경성 등의 기능을 만족시키는

크라프트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요 품질

포장재료로서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항목인 압축강도와 인장강도를 상향조정하고,

그러나, 일부 회사제품의 경우 종이 무게를
속이기 위해 돌가루 등 이물질을 넣어 불량제

회분(灰分)과 내절강도(內切强度)항목을 추가
하여 KS규격을 개정하게된 것이다.

2. 규격 내용
※ 개정주요내용(예시)
○ 골판지용 골심지
- 압축강도(C급 평량 140g/㎡의 경우) : 96N이상 → 104N이상
(10%내외 상향 조정)
- 회분 : 10%이하 (신설)

2004·4월호 ● 주요 KS 제·개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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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판지용 라이너
- 내절강도(KA급의 경우) : 100회/㎏이상 (신설)
○ 포대용 크라프트지
- 인장강도(평량 80g/㎡의 경우) : 66N/15㎜이상(세로) → 68N/15㎜이상(세로)
(3%내외 상향 조정)
※ KS규격과 JIS규격의 품질비교
항목

골판지용골심지
회분(%)

골판지용라이너
내절강도(KA급)

포대용 크라프트지
인장강도(평량 80g/㎡)

104N이상

10%이하

100회/㎏이상

68N/15㎜ 이상(세로)

96N이상

-

-

46N/15㎜ 이상(세로)

압축강도
(C급 평량 140g/㎡)

KS규격
JIS규격

구분

3. 기대 효과

와 사료, 시멘트 포장용 종이포대의 품질이 대
폭 개선되어 유통과정에서 포장제품의 파손이

이번에 KS규격 개정을 계기로 상품의 운반
이나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종이포장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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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표 ·준 ·동 ·향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술동향
정보시스템표준과 공업연구관 박상삼
02)509-7257 parkss@ats.go.kr

본고에서는 GPS(위치추적장치)는 미국이

할지라도 같은 시각에 위성에서 발사되는 전

육·해·공군을 통합한 전략 및 전술상 범 지

파를 수신할 수 있는 한 개의 수신기와 여러

구상 어느 곳에서든지 그 지역의 위치결정 및

위성간의 거리를 알고 있다면 위성의 위치는

항법을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전략전술을 구

떠다니는 공중 삼각점이라 볼 수 있다. 위치결

현하기 위해 개발되어 대륙간미사일, 민간항공

정 방법은 GPS수신기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

기, 선박 등 특수용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과 위성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그 거리벡터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개인용 휴대단말기,

교차시킴으로서 위치를 결정한다.

자동차용 Navigation 등에 GPS기술이 이용되
면서 일반인들에게까지 보급이 확산되면서 국

나. GPS의 역사

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GPS 기술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인류최초의 GPS는 1960년대 초 미국 국방성
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지구 전체를 군사작전

1. GPS의개요

지역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국가마다 다르게
채택한 타원체의 측량기준점으로는 미사일 발

가. GPS의 개념

사가 어려우므로 지구 전체를 전천후, 실시간
(Real Time), 고정밀도의 위치결정이 가능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란 전체 지구
상 위치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인공위성은

시스템을 자국과 NATO의 육·해·공군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하였었다.

통제된 우주공간의 궤도를 비행함으로써 위성
의 위치좌표를 알 수 있으며, 위성이 움직인다

1964년부터 TRANSIT 위성를 이용하여

2004·4월호 ● 기술표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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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SS(Navy Navigation Satellite System)가 실

또, GPS에 의한 위치결정은 수신기를 정지

용화되어 핵 잠수함이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Static) 또는 이동(Dynamic or Kinematic) 환

측정함으로써 항해중 잠수함에서 포라리스

경에서 운용하며, 여러 가지 선택사양에 따라

(Polaris)중거리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

서 상대적인 위치정확도를 100m에서 1㎜정도

다.

까지의 다양한 결과로 얻을 수 있다. ㎜정도의
정확도를 얻으려면 비교적 보다 많은 관측 시

1983년 소련의 민간 항공기인 KAL피격 이

간과 정밀한 장비가 필요하다.

후 레이건 대통령이 민간인도 GPS사용을 허
용하여 선박 및 민간항공기의 자동항법장치
등에 GPS 채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
1993년 최종 24번째 GPS위성을 발사하여 위성
네트워크를 완성함으로써 24시간 Global 서비
스가 가능해졌고, 2000년 5월부터 일반인도
GPS를 이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측량, 휴대
단말기, 자동차용 Navigation 등에 GPS기술이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이용되기 시작하였
다.
다. GPS 원리
거리의 측정은 GPS 수신기가 시간을 얼마
나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정밀도가

2. GPS 시스템의구성

결정되는 것으로서 위성에서 측정점까지의 전
파되는 신호를 받아 계산되어진다. 일반적으로

가. 인공위성

GPS로 위치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절
대측위와 상대측위라는 2개의 기본적인 운용

■ GPS 위성

방식이 있다. 이 두 방식은 모두 위성의 반송
파신호의 위상을 측정하거나 반송파신호의 코

6개 위성궤도상에 1개 위성궤도상에 4개 위

드를 추적하여 위성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성이 배치되어 총24개의 위성이 55도 경사로

있다.

배치되어 지상에서 약 20,183㎞에서 20,18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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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도로 비행하며, 하루에 지구를 2 바퀴

■ 위성의 배열 형태

를 회전하는 주기로서 1번 회전하는데 걸리
는 시간은 11시간 58분이 걸린다. 따라서 지

각 궤도면은 4개의 위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구의 중심으로부터 위성의 높이까지를 반지

범지구적 위성 가시성(global satellite

름으로 하는 원주를 위성이 하루에 2회를 회

visibility의
) 최적화를 위해 한 궤도 내에서의

전하기 위해서는 초속 3.87㎞로 달려야 하는

위성들간의 거리는 균등 배치되어 있지 않

데 이는 총알보다도 빠른 속도이다. 그리고

다. 궤도 경로(orbital path)는 거의 원에 가

12시간이 아닌 11시간 58분이란 지구가 기하

까운데, 장축이 약 26,000 km정도이며 케플

학적으로 360도 회전했을 때 걸리는 시각을

러 제3법칙(행성주기의 제곱은 태양과의 평

항성시로는 12시간이 되며 우리가 통상 사용

균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이 적용된다.

하는 태양시로 측정했을 때의 시각은 11시간

위성들은 하루에 지구를 두 번 궤도 회전을

58분이 된다.

실시하는데, 이는 위성들이 매일 약 4분 일
찍 뜬다는 것을 의미한다. 궤도주기가 지구

정지궤도 위성이란 지구의 자전속도와 같은

자전주기의 정확한 배수이므로 지구상의 위

속도로서 지구를 하루에 1 회 회전하는 주기

성궤도는 일일주기로 반복된다.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고 있지 않은 것처
럼 항상 머리위에 떠있게 된다. 이것을 이름

■ GPS 위성의 신호 체계

하여 정지 궤도위성이라 하는데 대개의 경우
통신위성 등이 그것이다.

모든 인공위성은 10.23 ㎒를 기본주파수로
하여 전파를 송출하며 기본주파수에 154를

GPS 위성의 궤도는 A에서 F까지 명명된 6

곱하면 1,574.42 ㎒의 L1 반송파가 되며, 기

개의 궤도에 배치되어 있으며, 적도에 대해

본주파수에 120을 곱하면 1227.60 ㎒의 L2

55 기울어져 있고 적도를 중심으로 전 지구

반송파가 생성된다. P code의 반복주기는

에 고르게 배치되었다. 한편 구소련의 측위

10.23 ㎒가 기본주파수이고, C/A code의 반

시스템인 그로나스(Glonass)는 극을 중심한

복주기는 1.023 ㎒로 기본주파수의 1/10에 해

배치이다. 이는 지구 전체를 고르게 배치한

당한다.

것이 아니라 극지방에 위성이 자주 나타나도
록 한 배치로서 자국의 방위를 위한 배치로

위성신호는

PRN(Pseudo

Random,

해석될 수 있다.

Noise)cod를
e 사용하는데 10.23 ㎒의 P code,
1.023 ㎒ C/A code, 50㎐의 항법메시지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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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에 실려 방송하게 되는데 보통 라디오방

통하여 GPS 위성에 다시 Upload시켜 사용

송의 경우 한 개의 반송파에 한 개의 메시지

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를 실려 보냄으로써 내용을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은 여러 개의 메시지를 담아 보냄으로써

■ 관제소(Monitor Station)

잡음과 같다 하여 PRN code라 한다.
관제소(Monitor Station)는 COLORADO
나. 지상 제어부분

SPRINGS, HAWAII, DIEGOGARCIA,
ASCENSION, KWAJALEIN의 5 군데에 설

제어부분은 GPS 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

치되어 있으며 이곳의 위치는 매우 정확히

을 진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제어분야의 주

측정된 위치로서 원자시계가 설치되어 있다.

요 임무는 인공위성의 항법메시지의 개정이다.

Monitor Station의 임무는 모든 GPS위성의

이것을 위하여 제어분야는 모든 인공위성을

신호를 점검하고 궤도를 추적하며 예측하는

추적하고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주 관제소

임무와 전리층 및 대류권의 지연에 대하여

(Master ContControl Station)와 관제소(Monitor

관찰한 자료를 주 제어국에 전송하는 업무를

Station), Up link 안테나(Ground Control

수행한다.

St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사용자 부분
■ 주 관제소(Master Control Station)
사용자 부분은 GPS 위성에서 송출되는 전
CSOC(Consolidated satellite Operations

파를 수신하는 수신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

center)는 현재 COLORADO SPRINGS 근처

중·해상 및 지상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응

Falcon Air force state에 있으며 이곳에 주

용 분야를 총 망라하는 군사 및 민간 분야로

관제소(Master Control Station)가 있다. 주

구성되어 있다. GPS 수신기의 올바른 선택은

관제소의 임무는 GPS 위성에 대하여 총 지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성패의 여부를 결정하

휘를 하는 기관으로 위성의 발사나 예비위성

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GPS측량

의 작동여부를 결정한다. 관제소(Monitor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선택에 있어서

Station)에서 GPS 위성의 정확한 궤도정보

용 수신기의 요구 정밀도, 필요한 소비 전원,

와 GPS 위성의 시계에 대한 정확한 시각보

작동 환경, 수신기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

정 정보를 전송받아 GPS 위성의 시계오차

다.

를 계산하고 예측한 다음 Up link 안테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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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 사용 분야

- Signal Processor - 수신기의 핵심기능,
위성신호로 부터 각종 정보분리

현재 GPS수신기 사용은 육상, 해상 및 항공
분야까지 다양하며 지상 부분에는 측량, 측
지, 항행, 기준점 측량, 경계의 결정변위 모

(의사거리, 의사거리 변화율 등)
- Application Processor - 응용분야에 따
른 기능

니터링 및 교통 분야가 포함된다. 해상 분야
에는 항행, 수로측량, 준설 및 시추 분야가

ㅇ 기능에 의한 분류

포함되며 항공 분야는 항공기 운행, 항공사

- 항법용 수신기

진측량 등이다. 일반적으로 GPS수신기는 실

- 측지용 수신기

시간 처리에 의한 위치, 속도 및 방향을 계

- 시각 측정 및 시각동기용 수신기

산하는 장비가 후처리에 의하여 계산하는 수
신기보다 비용이 더 비싸다. 하지만 GPS는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ㅇ 이용자 집단에 의한 분류
- 민간용 수신기 : C/A 코드 수신(L1 반

가격은 갈수록 저렴해지고 있다.

송파)
- 군용 수신기

■ GPS 수신기의 구조와 분류

: P 코드 수신 (L1, L2
반송파)

GPS수신기의 구조는 대부분 안테나와 저장
장치,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류방법

3. 21세기GPS동향 및 활용방안

으로는 기능에 의한 분류, 채널에 의한 분류,
이용자 집단에 의한 분류가 있다.

최근까지 SA라고 불리는 고의 잡음의 정도
를 줄임으로써 단독측위의 수평방향 정확도가

ㅇ 수신기의 구조

약100m정도였으나, 2000년 5월 2일 13시(KST)

- Antenna - GPS위성 신호를 수신

에 SA가 해지되어 측위정확도가 대폭 개선되

- Pre amplifier - 수신신호 증폭(LNA)

었다. 이로 인하여 항법뿐만 아니라, 통신 및

- Ref. Oscillator - 시각과 주파수의 기준

측량, 지진예시, 기상예보, 토목작업, 복지사업

- Freq. Synthesizer - LO(Local Oscillator)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될

와 시계구동
- Down convertor - RF를 IF로 변환

것이 예상된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는 없어서
는 안될 필수부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 IF Section - 잡음제거, 신호상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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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GPS 시스템 동향

나. GPS의 활용분야
분 야

GPS 현대화는 민간 신호를 탑재한
1227MHz의 L2 신호와 2005년까지 세 번째 민

내

용

측지측량

정밀3차원 측지망구성, 기준점 측량,
중력측량, INS에 의한 항공촬영, 위
성영상 획득, 각종 공사측량

지구물리학

지각변동 관측, 지질구조 해석, 항공
지구 물리

항법 및 교통

지능교통형 시스템, 선박항법, 항공
기항법, 고속철도

GIS

지도제작, 주제도 제작, 수자원 및
삼림지원 관리
INS(Inertial Navigation Sysem)을 이
용한 매핑 시스템

기상 및 해양

해수면 감시, 시추공 위치결정, 해상
중력 측량, 준설작업, 해저지도 작
성, 해양자원 탐사

재난구조 및 레저 119, 소방, 재난, 미아찾기, 등산, 여행

간 신호 제공에 대한 계획이었다. 세 번째 민
간 신호는 1176.45MH의
z L5 주파수에 배치될
것이며, L5의 새로운 신호는 민간 사용자의 성

다. GPS의 시장동향

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GPS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으
새로운 L5 신호는 민간 GPS 사용자들에게

나 향후 가장 널리 이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당히 향상된 정확도를 제공할 것이다. L5는

차량항법장치에 대해 시장조사기관인 미국

10.23MHz 코드의 칩 비율에 따르는 광대역(최

의 Garnter Dataquest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 20MHz)이기 때문에 P(Y) 코드보다 높은

차량용 항법장치의 경우 2004년에 약 1,600만

정확도를 제공할 것이며, 실시간 Kinematic 반

개에 30억불에 달할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송파 추적 작동을 돕는 반송파를 제공할 것이

시장규모도 매년 30%이상의 성장률을 기록

다. 세 번째 민간 주파수를 이용하여 수신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

지속성과 신뢰도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

망은 차량용에 국한된 것으로 측량용, 항공

대된다.

기용, 선박용 등과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포
함하면 50억불이상의 시장일 것으로 전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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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국은‘필요한 표준에 대한 정의’
를, 미국은
‘자동차의 네비게이션과 위치추적을 지원하기

우리나라도 민간용으로 선박용에서 시작한

위해 필요한 데이터와 서비스들에 대한 표준’

GPS시장은 차량용 항법장치, PDA, 휴대전

을 추진하고 있다.

화기까지 GPS기능을 채용하면서 그 시장

우리나라는 2001년 10월 산업표준심의회 지리

또한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차

정보(ISO/TC211전
) 문위원회가 제안한‘위치기

량과속방지용 경고장치 등 갖가지 응용제품

반 생활안내를 위한 통합 교통수단 서비스 표

들이 출시되면서 GPS기술이 우리생활주변

준’
이 국제표준화 과제로 선정되어 2004년말에

에 자리잡게 되었다.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3. GPS 표준화동향

또한, 2001년 11월 제15차 GIS 국제표준화
총회를 경주에서 개최하여 28개국 145명이 참

GPS가 GIS, 측지측량, 기상관측 및 해양탐

석하여 국제표준에 자국의 기술을 반영시키기

사, 긴급구조, 레저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인바 있고, 2002년 8월 2

그러나 이에 대한 표준화는 거의 이루지지 않

일에는 서울에서 LBS의 국제표준기구(ISO)

고 잇는 실정이고, 지리정보(ISO TC211)과 교

표준 제정을 위한 워킹 그룹회의를 개최하여

통정보(ISO TC204)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

북미, 유럽 등 10여개국에서 20여명의 위원들

으나, GPS기술은 GIS분야인 위치기반서비스(

이 참석하여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고 운행하

Location Based Service)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

는 데 관련된 표준인 ISO 19133와 교통수단

용되고 있고, 표준화도 ISO/TC211/WG8(LBS)

안내를 위해 사용되는 표준인 ISO 19134표준

에서 주도하고 있다.

초안을 작성하였다.

2001년 3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ISO/TC211

그러나 GPS의 기반기술이 표준화되지 못한

총회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LBS관련 기술에

이유는 미국이 군사용으로 GPS 시스템을 구

대한 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한 한 차례 뜨거운

축함으로써 신호전송 및 수신방식 등 핵심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LBS 표준과 관련해

술을 단독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서는 전 세계적으로 영국과 미국, 우리나라를

되며, 향후 GPS 수신기 및 활용분야 위주의

중심으로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3개의 워킹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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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변환재료의 기술동향
건설안전표준과 공업연구관 조덕호
02)509-7239 dhcho@ats.go.kr

1. 열전변환의개요 및 필요성

열전변환재료는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또는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직접 변환시키

배열(排熱)의 유효활용은 에너지·환경 분
야의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이다. 현재 산업

는 기능을 갖는 재료로 가동부가 없어 이론적
으로는 100% 변환효율을 나타낼 수 있다.

및 가정용 등 전 공급에너지의 약 2/3가 주로
변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방출되어 버려지

열전변환의 종류에는 Seebeck 효과(온도차

고 있다. 따라서, 각종 변환과정에서 에너지 효

에 의해 전위차가 발생하는 효과)를 원리로

율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출되는

하는 열전발전과 그의 역변환인 Peltier 효과

배열을 유효하게 회수 이용하는 것은 에너지

(전류의 흐름에 의해 온도차가 발생하는 효

절약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더 중요하다.

과)를 원리로 하는 열전냉각이 있다(그림 1참

그림 1. 열전변환재료의 열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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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두가지 효과 모두 반도체 소자내의 현상

학적, 열적으로 안정한 고성능의 반도체

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수가 불필요하고 신뢰

재료개발

성이 높으며 소형경량으로 무소음의 특징을
갖고 있다.

② 적은 열원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thermomodule의 설계 및 제작
③ 높은 회수율과 용도에 적합한 고효율의

열전발전 및 열전냉각을 사용한 열전변환은

반도체 양산과 용도에 적합한 장치 제작

에너지 유효이용에 따른 에너지 절약이나 프
레온가스 이용기기 대체 등 지구환경문제 해

2. 열전변환의응용

결에의 공헌이 기대되며 국소 냉각 또는 고정
밀 냉각 기능의 응용에 따른 전자부품산업의

일반적으로 열전반도체 개발은 근래까지는

고기능화가 가능하여 열전변환에 대한 관심이

민생용보다는 주로 인공위성, 해양개발, 군사장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비 등 특정 분야에의 무소음, 무진동, 무중력,
고압, 진공상태의 냉각 및 전원공급을 목적으

그러나 열전변환 system의 변환효율은 아직

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에너지의 유

불충분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

효 이용분야와 전자 반도체산업 분야, 가전제

지 폭넓게 전개되지 않고 특수용도나 산업용

품에서의 경제적 용도로 실용화가 활발히 진

만으로 그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배

행되고 있다(표 1 참조). 즉, 국부적인 냉각이

열의 효과적인 회수와 열전변환 재료의 폭넓

요하는 분야로의 적용이 우선 적용되고, 예를

은 이용을 위해서는 우수한 열전소재의 개발

들어 기존의 냉각기 등에서는 컴프레셔를 비

이 시급하다

롯한 방열기, 송풍기 등의 고하중 냉각부가 복
잡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열전반도체를 이용하

현재, 열전재료의 용도 개발은 실용화의 초

면 냉동 공조기기 등의 고하중 복잡성의 컴프

기단계에 있으나, 앞으로 산업 및 민생용의 본

레셔 순환기 부품이 가벼운 단일부품으로 대

격적인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의 성

체되므로 새로운 전원을 공급할 필요가 없어

취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적이다. 표 1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열
전재료의 응용품을 나타내었다.

① 기계적 강도가 높고 가격이 저렴하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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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열전재료제조 및 가공기술의 기반성 및 핵심성 (대표적 응용)
열전재료

응용분야

세부응용항목

기존 냉각기와의 효율비교

미사일 적외선추적장치
군사분야

저온영역(200℃이하)

무인중계기(PCB cooler)

2. 우수한 중량비

항온항습기

: Bi-Te 계
중온영역(200-500℃)

3. 경제성 : 현재 50:50

메디칼센터 국부냉각용

:(Pb,Ge)-Te 계
고온영역 (500-1000℃)

의료분야

1. 냉각효율저하 (개발중)

마취용 메스

(수요 증가 추세에 비추어
열전반도체의 급상승 예상)

냉온 안마기

4. 넓고 정밀한 온도조절영역

Fe-Si 계

냉온 정수기

5. 용도 : 상온 및 고부가가치의

Oxide 계

국부냉각 및 중계기

: Si-Ge 계,

산업분야

Chiller 및 Chamber

진공 또는 고압용
6. 내열성, 화학적 안정성, 열전특성,
신뢰성, 강도성

냉온 공조기/열교환기

3. 국내외기술동향 및 수준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미국 에너지부 (DOE;
Department of Energy)에서 인공 위성용 열전
발전기 연구를 시작하면서 본격화하였으며 연

가. 국외의 기술동향 및 수준

소식 열전발전, 동위원소 열전발전, 원자력 열
열전냉각 및 발전의 연구는 1900년대 초에

전 발전 등을 실용화하였고 1980년대부터 열전

시작되었으며 구 소련에서는 1940년대 초에 이

냉각장치가 상용화되기 시작하였으나 낮은 효

미 가열식 열전발전 시스템은 실용화하였으며,

율 등의 문제로 제한적인 시장에서 활용되고

표2. 선진국과 국내 기술의 응용제품과 생산품 기술의 비교
선진국

국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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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제품기술

각종 IC 부품, 전자 광학 기기, 냉각장치 등에 이용하는 device 설계 및 제품 기술

생산품

computer CPU용 냉각 부품 생산

연구
부문

응용제품기술

국부 냉각 및 항온 제어용 부품

산업
부문

응용제품기술

생산품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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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 일본은 1993년부터 시작한 통산성 주

앞으로의 연구는 열전재료의 조성과 미세조

관하의 New Sunshine 계획에서, 배열, 배수 열

직, 성장속도, 로의 온도구배 등의 자율적인 제

등의 저급 에너지를 열원으로 하는 수 백와트

어기술 확보를 통하여, 현재의 30W급에서 약

급의 WTG 시스템에 대한 기술검토와 개발을

1KW급 이상의 열전특성을 확보하는 것이 당

추진하고 있다. 재료공학기술을 배경으로 고효

면과제라 할 수 있다.

율 열전반도체의 개발과 병행하여 새로운 용
도의 제품이 출현하고 있으나, 열전반도체는
세계적으로 극히 소수의 maker에서만 독점 생

4. 기술경쟁력 확보가능성(국내 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전망)

산되며 반도체 자체의 판매보다는 열전특성을
이용하는 unit로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열전발전에 대한
연구는 7~8개의 기관에 불과하며, 국외의 연

나. 국내의 기술동향 및 수준

구개발현황과 비교하여 초보적인 수준을 면하
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구비의 투자는 국공립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는 전자산업

연구기관 및 기업체에서 최근 5년간 각각 매

등의 발전과 더불어 열전재료의 기능성을 이

년 약 3억원 및 10억원 가량으로 투자가 미비

용하는 분야가 신장되고 있다. 열전재료의 개

하나 효율성과 환경측면을 고려할 때 향 후 5

발을 위한 연구가 한국전기연구소, KIST, (주)

년간 매년 1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

써모텍 및 홍익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이다 - (주) 부양전자 및 (주)써모텍 시장수

대부분 저온용(Bi 계) 및 중온용(Pb 계) 열전

요조사 인용. 특히, 수입 및 비효율적 제조공정

발전소재를 수입하여 모듈제작 후 각각 냉온

에 의존하고 있는 신소재제조 및 가공 분야에

정수기, 에어콘 등에 장착하고 있는 실정이고,

서의 투자는 수입대체항목으로서 지속적인 국

더욱이 고온용 열전 발전재료로서 FeSi2계를

가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상으로 목포대, 인천대 등에서 연구되고 있
지만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기술, 인력 및

5. 기술수요 및 전망 (기술의 산업/공공 연관성)

자본면에서 투자수준은 선진국의 약 20분의 1
수준이며, 전반적인 연구인력 및 산업인력은

가. 현재의 기술수요

각각 20여명 이내로 매우 적은 편으로서 잠재
적인 시장규모에 비교하여 볼 때 아주 미미한
산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현재 열전기술은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저
온 및 중온용을 이용한 군사, 가전, 의료분야가
대표적인 수요처이며, 고온용 열전재료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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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산업 및 우주·항공산업

나. 향후 기술수요전망

등의 첨단산업분야에 있어서의 고정밀 온도제
어 시스템과 에너지절약형 무공해발전시스템

현재, 국내 열전재료에 관련된 소재 제조 및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주)써모텍, (주)

평가기술은 구미, 일본 등의 선진국과 비교하

둥지기술연구원, (주)부양전자, (주)대광전자,

여 매우 미비한 실정이지만, 에너지절약, 환경

(주)글로텍, (주)청호나이스 등 약 10여 개의

오염방지, 소형 경량화, 저소음 및 국가경제력

업체가 관련되어 있다. 현재 국내 수요는 약 2

향상 등의 국가과학기술정책목표에 부응하여

천억원에 이르며, 대부분 미국 마로, 멜코사 등

열전재료의 지속적 개발은 절실하게 다가올

에 의존하고 있다.

것이다. 결국, 온도별 소재의 특성향상의 유도
가 가장 크게 요구될 것이고, 소재제조 및 가

또한 이 기술과 밀접히 관련있는 민수용, 군수

공기술의 개발 및 국산화가 신 응용분야의 개

용, 우주 항공산업 등에 현재 미국, 일본, 러시

척으로 연결될 것이다. 지속적인 수요부품인

아, 캐나다를 비롯한 국외 및 국내업체는 약

가전, 군사, 의료부품 외에

100여 개에 이르며, 화석에너지 고갈에 따른

cameras, 휴대용 발전기, 무전원 팬히터, 고성

대체에너지개발, 환경오염에 대비한 무공해 에

능 PC와 각종 통신 기기 및 계측기기의 냉각

너지개발의 필요성 및 정보전자산업의 발달과

과 항온 시스템 및 무공해 전원공급장치, 자동

더불어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차 및 소각로의 폐열을 이용한 열 발전 장치

Space telescope

등의 수요가 예상된다. 향후 5년후에는 국내시
장의 경우 약 2조원, 세계시장의 경우 약 20조
원의 규모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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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공조 산업동향(1)
- 한·중 간의 산업협력을 중심으로 자본재표준과 공업연구관 박정우
02)509-7285 phark@ats.go.kr

우리원에서는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중
국 상해에 있는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에서 개최된 CR2004 중국제냉전에 9개
NT/EM 인증업체들의 출품을 지원하면서 40
부스 규모의 한국관을 운영하였다. 중국 제냉
전은 북경과 상해에서 번갈아가며 매년 개최
되며, 30,000 평방미터, 200여 업체, 1100부스

목 차
1. 냉동공조산업의 현황과 전망
2. 한중 냉동공조산업의 경쟁력 분석
3. 한중 협력증진 및 대응방안
4. 대중국 진출 활성화 방안

전시규모의 냉동공조와 관련된 전문 전시회로
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 규모로 성장한 국제
전시회이다. 금번 전시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스페인, 미국 등이 국가관을 운영하였으며 규
모면에서 한국관이 가장 큰 국가관이어서 중
국국영 CCTV, 중국공업보, 수도건설보 등으로
부터 인터뷰요청이 들어오는 등 중국 언론으
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본고는 금번 전시
회 참가를 계기로 냉동공조산업의 현황과 전
망 그리고 한중간 산업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 자료로서 2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본고의 원문은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지의
2004년도 3월호 기사였음을 참고로 밝혀둔다.)

1. 냉동공조산업의현황 및 전망
(1) 산업의 범위
냉동공조산업은 공기조화 관련기기, 냉동기,
압축기, 냉동냉장기기, 무진설비 등을 제조 생
산하는 산업분야이다. 초기에는 식품 및 주거
생활 환경 개선에만 주로 역점을 두었으나 오
늘날에는 청정, 진공, 주진, 극저온, 항온항습,
등이 요구되는 전 산업분야에 필수적인 산업
으로 인식되고 있다.
냉동공조산업은 생활수준, 기후 및 생산제품

2004·4월호 ● 기술표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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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민소득의 향

- 공기조화 분야: 공기의 상태(온도, 습도,

상은 주거 및 근로환경의 쾌적화를 추구하게

청정도, 기류 등)를 목적에 맞게 조정하

되어 본 산업은 날로 정밀화 고도화되고 생산

는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 점포 , 사무소,

량의 증가에 따라 국내 냉동공조산업은 향후

공장 등에서 인간의 생활공간이나 작업환

급속히 성장을 지속할 것을 예상된다.

경의 쾌적한 분위기 유지를 위한 보건용
과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냉동공조산업의 범위는 품목별로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산업용으로 분류한다.
- 핵심 부품 분야: 압축기, 압축기용 원동
기, 응축기, 증발기, 유분리기, 수액기, 팽

- 냉동기 분야: 어떤물질을 일정온도로 냉
각시켜 조건에 알맞도록 그것을 일정하게

창밸브 등 냉동공조기기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분야로 분류한다.

유지시켜주는 기계로서 냉동기란 증기압
축식 냉동사이클에 사용되는 압축기, 압

(2) 세계 냉동공조산업의 시장현황 및 전망

축기용 원동기, 응축기, 유분리가, 수액기
등으로 구성되는

콘덴싱

유니트(

전 세계 냉동공조산업은 크게 미주, 유럽, 아

Condensing unit)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

시아 시장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단일 국가로

지만 대형에 있어서는 콤프레셔 유니트(

서는 미국이 가장 큰 시장과 생산을 차지하고

Compressor unit)를, 또는 원심식, 흡수식

있다. 현재 전 세계 냉동공조산업의 전체시장

에 있어서는 수냉각기까지를 포함하여 냉

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미국 정

동기라고 하는 경우가 많음. 냉동기의 용

부에서는 약 $1,000억(약 130조원, 1$=1,300

도를 대별하면 공조용과 냉동용으로 분류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한다.
- 냉동기 응용제품 분야, 냉동식품 및 저온

○ 전 세계 냉동공조 시장: 총 $1,000억

유통체계인 저온저장(Cold chain)에 필수

- 미국: $250억

적으로 사용되는 쇼케이스, 냉장고, 냉동

- 일본: $210억

고(Freezer), 냉장차량용 냉동기를 비롯하

- 유럽: $150억

여 수송용계통, 에어컨 및 냉동싸이클을

- 기타: $390억

정착시켜 공조용으로 이용하는 공기조절
기, 기타 제습기, 제빙기 등과 같은 냉동
기 응용제품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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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냉동냉장고: $270억

2. 한·중 냉동공조 산업의 경쟁력 분석

- 압축기: $100억
- 기타: $280억

(1) 한·중 냉동냉장고 산업의 경쟁력 분석

냉동공조 산업 중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중국의 냉동냉장고 산업은 저렴한 노동력과

있으며, 국내 제조사들에게 도 가장 큰 비중을

우수한 해외기술의 접목, 대단위 공장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에어컨의 시장은 2000년 전 세

기반으로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며 시장으로

계적으로 약 $350억(약 45조억원, 1$=1,300

성장하였다. 중국 정부 당국의 적극적 지원 정

원)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에어컨 시장은

책과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확대로 저가 상품

향후 매년 약 5%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며 개

뿐 아니라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공급

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급격하게 증

하는 기지로서 뿐 아니라 미국과 비슷한 규모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냉동공조산업 중 본 조사에서 핵심적으로

냉동공조산업 중 에어컨과 더불어 커다란

이루어진 냉동냉장고는 가전제품의 일환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제품군 중 하나인 가정

서도 시장의 성장규모나 생산규모가 매우 큼.

용 냉동냉장기기는 2000년 전 세계 시장 규모

특히, 본 제품들을 생산하는 주요 기업들을 모

가 약$270억(약35조원, 1$=1,300원)을 형성

두 대기업의 규모로 생상공장 부지, 설비, 자본

하고 있다.

금 등의 규모가 매우 크다.

냉동공조산업의 핵심부품이면서 하나의 큰
시장을 이루는 압축기는 모든 증기압축식 냉

제품 생산의 형태는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동공조제품에 사용되는 품목임. 2000년 전 세

부터 주문을 받아 OEM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

계시장

우가 있으나, 최근에는 자체 브랜드로 생산·

규모는

약 $100억(약 13조원,

1$=1,300원)을 형성하고 있다.

판매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위의 에어컨, 냉동냉장고, 압축기를 제외하고

냉동냉장고의 경우 한국, 일본 제품의 디잔

냉동공조산업에서 또 하나의 큰 시장을 이루

인을 도용하여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가 매우

고 있는 부대설비는 건축물과 더불어 그 시장

흔한 일이지만, 최근에는 상품기획 및 디자인

규모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280억(약 36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로 제

원, 1$=1,300원)을 형성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품 기획력은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있으며 매년 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기계설비는 중국기업이든 외자기업이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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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첨단시설을 비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

기업에 뒤떨어져 있으나, 인력 고급화를 위해

업들의 설비는 최근에 확충하거나 기존의 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냉동냉장고 품목을 제

비를 개보수하여많은 자동화를 이루었다.

조하는 제조사들의 규모는 매우 큼으로 인력
공급과 인력교육에 매우 큰 투자를 기울이고

품질관리 수준은 디자인, 제품성능 면에서는

있다.

한국에 비해 아직 낙후되어있음. 이는 중국기업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는 한국기업수준으로

들이 구매자로부터 디자인 및 패턴을 받아 생

성장하였으나, 전산화는 아직도 뒤떨어져 있는

산한 OEM 방식을 그 동안 취하였기 때문이나,

실정임. 전산체계에 의한 정보화는 산업전체의

최근 출시되는 새로운 모델들은 한국제품에 비

인프라와 어울려 성장하여야 하지만 기업 내

해 참신성이 뒤떨어지지 않음. 하지만, 성능면

전산망 투자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에서는 아직 한국제품이 비교위에 있음. 에너지
소비효율은 한국제품에 약 80% 수준이다.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 비교 결과를 바탕으
로 중국 냉동냉장고 산업의 SWOT 분석은 <

인력부분의 경우 노동력이 풍부하여 생산에

표 2> 와 같으며, 이 SWOT 비교를 바탕으로

투입되는 인력은 얼마든지 가능함. 기술, 생산

한국과 중국의 세계 냉동냉장고 산업의 경쟁

관리, 연구 부문의 노동력은 아직까지는 한국

력을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표1. 한·중 냉동냉장고 산업의 경쟁력 비교
한
구

분

국

중

국

선진국
현재

2007년

2010년

현재

2007년

2010년

생산경쟁력

100

90

93

98

80

88

95

가격경쟁력

80

85

87

88

90

92

94

품질경쟁력

100

95

97

100

85

88

95

기술 및 시설 경쟁력

100

90

93

98

85

90

95

노동 및 조직 경쟁력

100

95

96

97

85

88

90

유통경쟁력

100

90

93

98

80

85

90

정보화 경쟁력

100

98

99

100

80

85

90

주) 1년에 2점 차이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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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경쟁력은 현재 약 4년 정도의 격차

위를 지키고 있으나, 2010년에는 1.5년 수준으

를 보이고 있으나, 가격 경쟁력에서는 이미 중

로 격차가 줄어들 것이며, 노동 및 조직 경쟁

국이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력은 현재 약 5년 정도 앞서고 있으며, 2010년
에도 우리가 우위를 지킬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은 현재 약 5년 정

유통경쟁력과 정보화경쟁력은 현재 우리가

도, 우리가 중국에 앞서고 있으나, 2010년에는

5년, 9년 정도 앞서고 있으며, 2010년도에도 우

약간의 우위를 지킬 것으로 예측된다.

리의 경쟁력은 4~5년 정도 앞설 것으로 예측

기술 및 시설 경쟁력은 현재 2.5년 정도 우

된다.

표2. 중국 냉동냉장고 산업의 SWOT 분석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우수한 노동 경쟁력
세계 제일의 생산 능력
세계 제일의 수출국
대규모 생산업체의 막강한 생산 경쟁력
우수한 생산 기계설비

- 느린 냉동냉장고 시장 성장 속도
- 과잉 생산에 따른 경쟁격화로 낮은 이윤
- 기술력 투자 축소에 따른 핵심기술 경쟁력
약화
- 투자대비 이윤의 불균형 현상
-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미약
- 국제 표준화에 대한 대응 미흡

Opportunity기
( 회)

Treat(위협)

- 최대 시장으로 도약 할 수 있는 잠재력
- 세계 냉동공조 산업계의 급격한
구조개편
- CFC계열 냉매 규제에 의한 새로운 기술적용
- 전 세계 경제 호전으로 인한 수요확대
- 외국자본들의 기회적 투자 확대
- 자체 브랜드 이미지 확보로 국제 경쟁력확보

- WTO 가입으로 중국 내 시장 경쟁 격화
- 환경보호에 의한 CFC계 냉매규제
- 외국투자의 급격한 감소

-

(2) 한·중 에어컨산업의 경쟁력 분석

생산국이며 시장으로 성장함. 중국 정부 당국
의 적극적 지원 정책과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중국의 에어컨 산업은 냉동냉장고 산업과

확대로 저가 상품뿐 아니라 새로운 고부가가

같이 저렴한 노동력과 우수한 해외기술의 접

치의 제품을 공급하는 기지로서 미국과 비슷

목, 대단위 공장규모를 기반으로 세계최대의

한 규모의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2004·4월호 ● 기술표준동향

55

기술표준동향 2004.4.22 1:22 PM 페이지56

냉동공조산업 중 본 조사에서 핵심적으로

기계설비는 중국기업이든 외자기업이든 모

이루어진 에어컨은 냉동냉장고와 같이 가전제

두 첨단시설을 비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

품의 일환으로서도 시장의 성장규모나 생산규

업들의 설비는 최근에 확충하거나 기존의 설

모가 매우 크다. 특히, 본 제품들을 생산하는

비를 개보수하여많은 자동화를 이루었다.

주요 기업들을 모두 대기업의 규모로 생산공

품질관리 수준은 디자인, 제품성능 면에서는

장 부지, 설비, 자본금 등의 규모가 매우 크다.

한국에 비해 아직 낙후되어있다. 이는 중국기

제품 생산의 형태는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업들이 구매자로부터 디자인 및 패턴을 받아

부터 주문을 받아 OEM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

생산한 OEM 방식을 그 동안 취하였기 때문이

우가 있으나, 최근에는 자체 브랜드로 생산·

나, 최근 출시되는 새로운 모델들은 한국제품

판매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에 비해 참신성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냉동냉장고와 마찬가지로 에어컨 품목은 한

성능면에서는 아직 한국제품이 비교위에 있으

국, 일본 제품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시장에 출

며, 에어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한국제품의 약

시하는 경우가 매우 흔한 일이지만, 최근에는

70% 수준이다.

상품 기획 및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

인력부분의 경우 노동력이 풍부하여 생산에

구개발투자 확대로 제품 기획력은 급속도로

투입되는 인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술, 생

향상되고 있다.

산관리, 연구 부문의 노동력은 아직까지는 한

표3. 한·중 에어컨 산업의 경쟁력 비교
한
구

분

국

중

국

선진국
현재

2007년

2010년

현재

2007년

2010년

생산경쟁력

100

90

95

98

70

80

93

가격경쟁력

70

85

87

88

90

92

94

품질경쟁력

100

95

98

100

75

85

95

기술 및 시설 경쟁력

100

90

95

98

85

90

95

노동 및 조직 경쟁력

100

95

96

97

85

88

90

유통경쟁력

100

90

93

98

80

85

90

정보화 경쟁력

100

98

99

100

80

85

90

주) 1년에 2점 차이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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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업에 뒤떨어져 있으나, 인력 고급화를 위

전반적인 경쟁력은 현재 약 5년 정도의 격차

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어컨을 제조하는

를 보이고 있으나, 가격 경쟁력에서는 이미 중

제조사들의 규모는 매우 크므로 인력공급과

국이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인력교육에 매우 큰 투자를 기울이고 있다.

생산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은 현재 약 10년 정
도, 우리가 중국에 앞서고 있으나, 2010년에는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는 한국기업수준으로

약간의 우위를 지킬 것으로 예측된다.

성장하였으나, 전산화는 아직도 뒤떨어져 있는

기술 및 시설 경쟁력은 현재 2.5년 정도 우

실정이다. 전산체계에 의한 정보화는 산업전체

위를 지키고 있으나, 2010년에는 대등한 수준

의 인프라와 어울려 성장하여야 하지만 기업

으로 발전할 것이며, 노동 및 조직 경쟁력은

내 전산망 투자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약 5년 정도 앞서고 있으며, 2010년에도

한국관 중국의 경쟁력 비교 결과를 바탕으

우리가 우위를 지킬 것으로 예측된다.

로 중국 에어컨 산업의 SWOT 분석은 <표 4>

유통경쟁력과 정보화경쟁력은 현재 우리가

와 같으며, 이 SWOT 비교를 바탕으로 한국과

5년, 9년 정도 앞서고 있으며, 2010년도에도 우

중국의 세계 냉동냉장고 산업의 경쟁력을 분

리의 경쟁력은 4~5년 정도 앞설 것으로 예측

석하면,<표 3>과 같다.

된다.

표4. 중국 에어컨 산업의 SWOT 분석

-

-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우수한 노동 경쟁력
세계 제일의 생산 능력
세계 제일의 수출국
대규모 생산업체의 막강한 생산 경쟁력
우수한 생산 기계설비
세계 최대의 에어컨 시장

- 느린 냉동냉장고 시장 성장 속도
- 과잉 생산에 따른 경쟁격화로 낮은 이윤
- 기술력 투자 축소에 따른 핵심기술 경쟁
력약화
- 투자대비 이윤의 불균형 현상
-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미약
- 국제 표준화에 대한 대응 미흡

Opportunity기
( 회)

Treat(위협)

전 세계 에어컨 시장의 성장
세계 냉동공조 산업계의 급격한 구조개편
CFC계열 냉매 규제에 의한 새로운 기술적용
전 세계 경제 호전으로 인한 수요확대
외국자본들의 기회적 투자 확대
자체 브랜드 이미지 확보로 국제 경쟁력확보
우수한 이공계 노동인력 수급

-

WTO 가입으로 중국 내 시장 경쟁 격화
환경보호에 의한 CFC계 냉매규제
외국투자의 급격한 감소
한국, 일본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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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 압축기 산업 경쟁력 분석

이 중국 내 설비시설을 구축해서 시장에 출시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한 일이지만, 최근에는 상

중국의 압축기산업은 냉동공조산업의 성장

품 기획 및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

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있다. 앞의 다른 품

개발투자 확대로 제품 기획력은 급속도로 향

목과 마찬가지로 저렴한 노동력과 우수한 해

상되고 있다.

외기술의 접목, 대단위 공장규모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의 생산국으로 성장하였다.
생산의 70%이상의 수출하고 있으며 외국기
업의 기술이전 확대로 고품질 저가 제품 공급

기계설비는 중국기업과 외자기업 모두 첨
단시설을 비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의
설비는 최근에 신설되었거나 기존의 설비를
개보수하여 많은 자동화를 이루었다.

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Major 압축기

품질관리 수준은 제품 성능 면에서는 한국

제조사들의 중국 진출의 점점 증가함에 따라

에 비해 아직 낙후되어 있으나, 수준 격차가

생산 및 시장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

매우 미세함. 최근 외국기업들과의 기술제휴

제품 생산 및 공급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등을 통해 제품성능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다.

써,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앞선 기술제공과 고

인력부분의 경우 생산에 필요한 인력은 풍

품질 제품으로 선도하는 합자회사, 외국 압축

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투입이 가

기 제조사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은 중국 제조

능하다. 기술, 생산관리, 연구분야의 노동력은

사, 그리고 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압

아직까지 한국기업에 뒤떨어져 있으나, 고급인

축기 공급 대리점으로 구분된다.

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압

소형 가정용 압축기의 경우, 외국기업의 생

축기 분야는 하나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중

산도 많은 부분 이루어지고 있지만, 냉동냉장

요한 부분이므로 제품 제조사들보다 규모는

고 및 에어컨을 생산하는 중국 지역 제조사들

크지 않지만, 이들 제품의 핵심분야이므로 인

의 자체 생산량이 점점 증가하여 현재 80% 이

력교육 및 인력공급에 지속적인 투자를 기울

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고 있다.

상업용 및 산업용 압축기의 경우에는 외자

생산시스템 자동화는 한국기업 수준으로 성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중국지역 제

장하였으나 전산화시스템은 아직 뒤떨어져 있

조사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

는 실정이다. 전산체제에 의한 정보화가 산업

다. 그리고 중국지역 제조사들은 외자기업의

전체의 인프라와 어울려 성장함을 인지하여

주문을 받아 OEM 방식으로 압축기를 생산하

기업내 전산망 투자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

고 있다.

다.

압축기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 들의 기업들

58

기술표준 ● 2004·4월호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 비교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표준동향 2004.4.22 1:22 PM 페이지59

중국 압축기산업의 SWOT 분석은 <표6>과 같

국과 중국의 압축기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

으며, 중국 압축기 SWOT 비교를 바탕으로 한

면 <표5>와 같다.

표5. 한·중 압축기 산업의 경쟁력 비교
한
구

분

국

중

국

선진국
현재

2007년

2010년

현재

2007년

2010년

생산경쟁력

100

85

88

92

80

85

90

가격경쟁력

90

85

87

90

95

96

97

품질경쟁력

100

85

88

93

70

85

90

기술 및 시설 경쟁력

100

85

88

92

80

85

90

노동 및 조직 경쟁력

100

90

93

95

85

90

95

유통경쟁력

100

85

88

93

80

85

93

정보화 경쟁력

100

95

98

100

80

85

90

주) 1년에 2점 차이의 격차

표6. 중국 압축기 산업의 SWOT 분석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우수한 노동 경쟁력
세계 제일의 생산 능력
세계 제일의 수출국
대규모 생산업체의 막강한 생산 경쟁력
우수한 생산 기계설비
우수한 해외 기술 투자
해외자본 투자

- 단일제품군으로 자체 시장 형성 불가능
- 과잉 생산에 따른 경쟁격화로 낮은 이윤
- 기술력 투자 축소에 따른 핵심기술 경쟁
력약화
- 핵심기술수준 미약
- 국제 표준화에 대한 대응 미흡

Opportunity기
( 회)

Treat(위협)

최대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
세계 냉동공조 산업계의 급격한 구조개편
전 세계 경제 호전으로 인한 수요확대
외국자본들의 기회적 투자 확대

- WTO 가입으로 중국 내 시장 경쟁 격화
- 환경보호에 의한 CFC계 냉매규제
- 외국투자의 급격한 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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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쟁력은 현재 약 5년 정도의 격차

제품생산의 형태는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를 보이고 있으며, 품질 경쟁력은 약 7.5년, 생

부터 주문을 받아 OEM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

산 경쟁력은 약 2.5년 정도로 우리나라가 우위

우가 자체 브랜드로 생산, 판매되는 비율보다

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격경쟁력에서는 이미

큰 비율을 가진다. 대부분의 제품이 미국과 유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럽의 제품을 도용하여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2010년에는 정보화 경쟁력을 제외한 모든 항
목에서 대등한 수준으로 중국의 경쟁력이 발
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 매우 흔하며, 합자회사의 제품이 중국시장
을 주도하고 있다.
품질관리 수준은 디자인, 제품성능 면에서는
한국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현재 한

(4) 한·중 냉동공조산업의 경쟁력 분석

국의 설비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
되어 있어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우리와 크게

냉동공조설비산업은 앞서 조사된 냉동냉장

차이나지 않는다.

고, 에어콘과 다른 시장 형성과 산업발전을 이

인력부분의 경우 노동력이 풍부하여 생산에

루어 왔다. 우선 다른품목과 같인 저렴한 노동

투입할 인력은 얼마든지 있다. 기술, 생산관리,

력과 우수한 해외기술이 접목하여 새로운 생

연구부문의 노동력은 아직 한국기업에 뒤떨어

산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거대한 건설시장을

져 있으나, 인력 고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맞먹는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기울이고 있다.

설비산업에서 핵심적 조사가 이루어진 응축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는 한국기업 수준으로

기, 증발기, 대형 칠러는 대부분 상업용, 산업

성장하였으나, 전산화는 아직도 뒤떨어져 있는

용 기기로서 시장의 성장규모나 생산규모가

실정이다. 전산화에 의한 전보화는 산업전체의

rjsatjf시장과 맞물려 주문생산의 비중이 매우

인프라와 어울려 성장하여야 하지만 기업내

크다. 특히, 본 제품들을 생산하는 주요기업들

전산망 투자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 비교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냉동공조설비 산업의 SWOT 분석한 결

- 가정용 제조업체 : 압축기, 응축기, 증발
기 및 기타 요소부품 생산

과는 <표8>과 같으며, 중국 냉동공조설비
SWOT 비교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세계

- 합자회사

냉동공조설비 산업의 경쟁력 분석결과는 <표

- 하도급업체(압축기를 구입하여 응축기를

7>과 같다. 전반적인 경쟁력은 현재 약 2년 정

조립)와 같은 소규모 회사

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양국 모두 선진국
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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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은 현재 각각 약 5

로 발전할 것이며, 조동 및 조직 경쟁력은 현

년, 2.5년 정도 우리가 중국에 앞서 있으나

재에도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에는 대등하거나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

유통경쟁력은 현재도 대등한 것으로 조사되

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고 있으나, 정보화 경쟁력은 현재 우리나라가
5년 정도 앞서고 있으며, 2010년에도 우리의

기술 및 시설 경쟁력은 현재 2.5년 정도 우

경쟁력이 5년정도는 앞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

위를 지키고 있으나 2010년에는 대등한 수준으

다. (다음호에 계속) 표준
주) 1년에 2점 차이의 격차

표7. 한·중 압축기 산업의 경쟁력 비교
한
구

분

국

중

국

선진국
현재

2007년

2010년

현재

2007년

2010년

생산경쟁력

100

70

75

80

60

70

80

가격경쟁력

100

85

87

90

85

90

95

품질경쟁력

100

70

75

80

65

70

80

기술 및 시설 경쟁력

100

65

70

80

60

70

80

노동 및 조직 경쟁력

100

70

80

88

70

80

90

유통경쟁력

100

60

70

80

60

70

80

정보화 경쟁력

100

80

90

95

70

75

85

표8. 중국 압축기 산업의 SWOT 분석

-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우수한 노동 경쟁력
세계 제일의 생산 능력
세계 제일의 수출국
산업 간접시설의 건설에 따른 대규모 수요
우수한 해외기술 도입

- 자체 브랜드 이미지 확보 미흡
- 기술력 투자 축소에 따른 핵심 기술경쟁력
약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격차
- 국제 표준화에 대한 대응 미흡

Opportunity기
( 회)

Treat(위협)

최대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
세계 냉동공조 산업계의 급격한 구조개편
전 세계 경제 호전으로 인한 수요확대
외국자본들의 기회적 투자 확대

- WTO 가입으로 중국 내 시장 경쟁 격화
- 환경보호에 의한 CFC계 냉매규제
- 외국투자의 급격한 감소

2004·4월호 ● 기술표준동향

61

최근기술정보 2004.4.22 1:43 PM 페이지62

최/ 근/ 기/ 술/ 정/ 보

변화를 추구하는 세계의 피임기구
화학응용표준과장 안종일
02)509-730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피임기구의 규격

가함에 따라 관심영역을 확대하여 tubal

화를 시작한 기술위원회(ISO/TC157는
) 새로운

occlusion devices(나팔관 장착 피임기구)의 작

원료와 기술로 피임기구시장의 새로운 요구에

업까지 포함시켜 위원회의 영역을 넓혀가고

부응하고 , 기술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기본적

있다. 남성용 콘돔은 활용의 범위가 넓고 대중

요구사항에 대한 시각을 잃지 않기 위하여 지

적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도달하는 품질과 신뢰

속적인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자의

최근 성병 및 HIV/AIDS 방지와 피임의 확

기여가 높은 분야로 꾸준히 발전되고 있다.

실한 수단으로써의 피임기구에 대한 사람들의

ISO/TC 157 규격화 작업의 참여자들은 제조

기본적 요구는 변하지 않았으나 점차적으로

자, 연구원 및 피임기구의 실험에 참여한 소비

성적인 행위, 문화, 사회적 이슈, 개발도상국의

자, 의학 전문가, 사회사업업체, 가족 계획 및

생활 패턴에 따른 요구 및 HIV/ADIS 등 적지

건강에 관련하는 각종 국내외 기관이 이에 포

않은 성병감염의 영향으로 더욱더 그 요구가

함된다.

다양해지고 있다.
ISO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 소
현재 ISO/TC 157의 12개 WG위원회는 자궁

비자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하여 기술위원회의

내피임기구(intra-uterine devices - IUDs), 재사

는 ISO/TC 157(Mechanical contraceptives)로

용이 가능한 여성용 콘돔과 실리콘 여성피임

총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 1975년

기구, 폴리우레탄등 기존의 라텍스원료와는 다

에 33명의 대표자가 참가했던 첫 총회와는 달

른 합성 원료로 제작된 일회용 남성용 라텍스

리, 요즘은 100명이 넘는 각국의 대표자와 200

콘돔, 특히 여성용 콘돔에 대한 수요요구가 증

명이 넘는 관련산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하고있

62

기술표준 ● 2004·4월호

최근기술정보 2004.4.22 1:43 PM 페이지63

최/ 근/ 기/ 술/ 정/ 보

다. ISO/TC 157 에서는 신규 콘돔 생산자의

및 감시위원의 노력으로 여러 해에 걸쳐 연구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 영역의 규격화

가 발전되어 온 동안“목적의 적합성”
에 명확

작업 참여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기술습

히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은 표준화작업의 커

득의 기회를 제공받고 연구의 발전도 도모하

다란 과제가 되어왔다.

고 있다.
몇 가지의 해당되는 이슈 중 하나는 남성용
이 분야의 규격 표준화작업은 기술위원회의

라텍스 콘돔(ISO 4047 : 2002, Natural latex

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다.“목적의 적합성”
에서

condom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명시한 도달하기 힘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and its supporting standard)이다. 라텍스는 자

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논쟁뿐만 아니라 정

연에서 발생하는 물질이며 일관성이 결여된

부기관, 사회사업업체 등 규격의 주요 사용자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존하는

들과도 논쟁이 이루어진다. 의학 전문가들은

기술이 라텍스 고무의 일관성있는 품질을 가

IUDs 와 여성용 피임기구의 경우, 피임기구 사

능하게 할지라도 다른 라텍스 콘돔생산자들은

용자들의 실제 사용 결과와 특히 피임기구의

기술력 및 기타여건에 따라 품질에 일관성이

중요성과 신중성이 요구되는 개발도상국의 사

결여된 제품을 생산해왔다. 콘돔은 대량 생

회사업가와 같은 특수한 소비자 집단의 요구

산·소비되는 품목이다.(세계시장은 약 130억

도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어떠한 참여

개 미화 40억불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고 평

자 집단의 의견이라도 간과하거나 고려하지

가된다.) 따라서 완제품의 어떠한 규격이라도

않는 것은 실제로 쓰이는 ISO 규격을 표준화

열악한 생산과 원료의 결함 및 원료관리 미숙

하고 공고히 하는 규격화의 가장 기본적인 규

에 대한 평가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기술위원

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회는 다양한 기술로 이러한 문제를 규명해왔
다. 물을 채운 콘돔을 스퀴징하거나 롤링함으

또한, 규격은 그“목적의 적합성”
과 연관이

로써 누수를 감지하는 전기 전도성 테스트는

있는 항목을 완벽히 시험·고찰하여야 하는데,

콘돔의 외벽에 대한 흐름의 경로를 감지함으

콘돔의 경우 사용시 성적 만족의 방해를 최소

로써 미세한 핀홀의 불량을 찾아내는 것이 목

화함과 동시에 정확한 피임효과를 제공하여야

적이다. (라텍스가 절연체이기 때문에 흐름의

한다. 이러한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총회 구성

경로 홀(hole)의 존재시 전도가 이루어짐.) 홀

이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며 기술위원회

(hole)감지 테스트가 콘돔의 결함(hole)을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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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면, 부가적인 테스트로는 라텍스의 전

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ISO 4074의 요구에

반적인 품질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테스

대한 직접적인 결과들이 나타났는데 이는 더

트들은 콘돔을 공기로 팽창시켜 파열이 일어

많은 생산자들이 유효기간 데이터를 수립하고

났을 때 압박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내부 압

연구하는 과정에 제품의 유효기간을 책정하는

박에 있어 콘돔의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다.

정확성이 탁월히 높아지고 있다.

제품의 포장도 제품의 운반 및 저장시의 손
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중요한 항목이다.

앞에서 언급한, 의학적 피임기구의 품질 규명

특히 라텍스 고무 콘돔의 경우는 더욱 중요하

은 한번의 물리적 특성평가로 판명되지는 않

며 ISO 4074에서는 일회용 콘돔의 호일(foil)포

는다. 우수한 피임기구를 위해서 임상전 및 임

장에 대한 누수의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이러

상기간에 사용된 제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의

한 현상은 포장에 있어서 저급의 호일(foil)층

인증이 판매 승인을 위한 한 절차가 되었다.

을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으며, 제품의 질

신개발 재료로 만들어진 자궁내피임기구와 콘

이 나빠지고 특히 공기가 주입되었을 시에는

돔과 같은 제품에 대한 규격은 재료분석과 사

라텍스에 악영향을 주어, 품질의 불량을 초래

용상의 우수성 및 안정성에 대한 연구분석결

할 수 있다.

과가 기초로 되었다.

일회용 콘돔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에 대한

따라서, ISO/TC 157은 임상연구의 운영에

상관성이 더욱 높아진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있어, 지침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작업반

노화촉진으로 인하여 라텍스의 성질이 변하는

(WG14)을 설립하였다. 개인의 실험에 일관성

콘돔의 경우 더욱 문제이다. 에이즈의 집중적

을 유지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도출하는

인 확산으로 고통받고 다량의 제품을 수입하

것은 항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고 있는 여러 열대국가에서 라텍스 콘돔의 품

많은 변수를 평가하는 표준화된 실험방법이

질 저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소비자 집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임상 연구는 실제 사용자

단에 의해 크게 이슈화되어 왔다. 이 문제는

로부터 추정된 연구 결과를 공고히 하기 위하

최근 5년간 위원회에서 안전성을 위해 규격을

여 적절한 계획과 정확성을 가져야 한다.

더욱 정밀하게 연구·발전시키도록 하였다.
ISO 4074에서 생산자들은 제품에 유효기간을

대부분의 콘돔은 윤활유가 첨가되어져 있다.

표시하도록 하고있으며, 유효기간에 대한 연구

그러나 어떤 사용자들은 콘돔 사용전에 부가

결과 및 통계적으로 나타난 제품의 노화촉진

적인 윤활유나 피임용 살정자제 등의 다른 첨

데이터를 제품의 설명서에 첨부시키도록 하였

가물을 요구한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필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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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라텍스 필름과 잘 융합한다. 한 예로, 빈번

로운 구리-IUDs는 현재까지 20년 동안 나팔관

하게 구입되는 젤리(jelly)의 경우 라텍스 고무

장착기구 만큼 확실한 피임의 결과를 나타냈

콘돔에 첨가되면 라텍스의 악화를 야기한다.

으며, 그 부작용률 또한 낮았다. 현재 IUDs 규

따라서 윤활유의 적합성 문제는 ISO/TC 157의

격에 대한 도전은 표준규격의 혁신으로 어떻

중요한 심의 분야가 되고 있다.

게 여성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하여 초점이 맞
춰져 있고 효율성에 대해서는 규격의 개정을

대량 생산제품의 모든 규격은 완성된 제품

요구하는 소비자 집단의 제안으로 현재 심의

에서 요구되는 품질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으

중에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피임에 대한

나, 생산자에게는 규격에 따르는 제품을 생산

규격화는 사용상의 신뢰성 및 일관성에 대하

하기 위한 생산과정의 향상이 과제로 남아있

여 증가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

다. 콘돔 제조자들에게 ISO 4074에 있는 실험

여 노력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사회

방법의 목적과 설명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

사업업체, 정부, 조달 기관, 생산자 및 개인 소

하는 지침 규격 ISO 16038은 현재 최종 준비

비자들 누구나 그들의 제품이 규격의 기준을

단계(FDIS)에 있다.

기본적으로 적용시킬 필요를 인식하고있다. 그
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저급의 제품을 시장에

제조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요

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TC

구들은 제품 규격안에 설명되어져 있지만 때

157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는 향후 10년간

로는 시장에 출시된 신제품에 있어서는 현 규

라텍스 콘돔 관련자들이 규격의 발전만을 꾀

격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

하기보다는 표준화된 규격을 더 널리 쓰이게
하기 위한 교육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생

최근 콘돔의 경우, 전통적인 라텍스 경쟁에

산자들의 편의와 개인 소비자들을 위한 규격

서 탈피하여 새로운 합성 원료를 시도하는 중

의 가치는 단지 한 부분에 불과하다. 표준화된

이다. 이러한 원료(폴리우레탄 등)들은 라텍스

규격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들에게 ISO

고무와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지니며 그에 따

4074와 같은 규격 일치의 인증에 대한 필요를

라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ISO/TC

교육하는 것으로 이러한 규격에 대한 가치가

157은 합성 원료로 제작된 콘돔에 대한 분리된

더욱 높게 인식되어질 것이다.

표준

규격을 위한 위원회안(CD)을 준비중에 있다.
유사한 분야로 여성의 자궁내피임기구에 대
한 기술은 수년간 활발하게 전개되어왔다. 새

자료출처 : ISO Focus
“ The world of mechanical contraceptive is
far from static.” 저자 - Gragam Ho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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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칩 설계의 변화
비즈니스표준과 전문위원 홍귀현
02)509-7272 parpeh@ats.go.kr

반도체 칩 설계에서, 더 이상 빠른 속도가

최초의 컴퓨터 칩은 두 데이터를 더하거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니다. 칩에 장착되는 트

비교하는 등 일련의 직렬 처리를 시행하도록

랜지스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설계되었다. 또한 결과를 저장하고 처리중인

1965년 고든 무어가 주장한 무어의 법칙은 아

프로그램에서 다시 재생할 수 있었다. 현재 칩

직까지는 그 효력을 증명하고 있다. 한계에 도

내부 및 칩과 메모리간의 데이터 이동은 클락

달한 듯 보이면서도,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로

과 같이 정기 신호를 보내는 진동 크리스탈을

더욱 소형화되고 보다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

이용하여 조정된다.

가 칩에 장착되고 있다.
클락 속도와 같은 이 신호 주기는 수년동안
1947년 제작된 최초 트랜지스터의 크기는 가

프로세서 성능의 주요 척도였다. 칩에 장착된

로 및 세로가 2~3인치, 높이 0.5 인치였다.

트랜지스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

1959년 한번에 한 개의 트랜지스터를 생산하는

으로 예측한 무어의 법칙과 함께, 클락 속도

대신, 전기를 띤 실리콘 웨이퍼에 전도 경로를

또한 1971년 초당 수천 회에서 현재는 수 십억

만듦으로써 한번에 다수의 트랜지스터를 제작

회로 약 18개월마다 배가되어왔다. 낙관론자들

할 수 있게 되었다.

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칩 개발자들은 다음 몇 가지 이유로 클락 속

이는 근대 컴퓨터 발전의 근간이 되었고, 문
제의 중심은 소형화로 이동하였다. 오늘날 트

도가 더 이상 프로세서 성능의 주요 척도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랜지스터는 수천 만개가 가로 및 세로가 1인
치 크기인 마이크로칩 위에 매우 얇은 막으로

병렬처리

만들어진다.
첫째, 칩이 다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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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 처리의 발전이다. 과거에 이는 고성능 수퍼

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클락 신호의 비동기

컴퓨터의 성능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한정되

용량인 칩의 스큐(skew)를 감소시키는 것은

어 왔다. 그러나 이제 퍼스널 컴퓨터에서도 일

숙달된 칩 설계자를 필요로 한다. 이는 칩이

반화되고 있으며, 그 경향은 심화될 것이다. 그

더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결과, 한 개의 칩이 클락 초당 실행할 수 있는
처리 용량은 클락의 신호 발생주기와 마찬가

클락

지로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선마이크로시스템즈 등 관련 기업들이
병렬 처리가 각광 받는 이유는 프로세서 속

클락의 완전한 제거를 포함하는 비동기 기술

도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는 한편, 메모리 속

을 공격적으로 추구하는 이유이다. 이 방식은

도는 느려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프로세서

“랑데뷰 회로”
로 알려진 소형 회로가 데이터

와 메모리 속도간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될 것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로 접속점에 배치

으로 전망한다. 단일 칩 내의 병렬 처리는 여

되어야 하므로 이점뿐만 아니라 비용도 소요

러 처리기기가 동일 메모리를 공유하므로, 메

된다. 최근 동기 및 비동기 모드 대한 칩 실험

모리의 느린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에서, 비동기 모드의 승리로 밝혀졌다. 이는 동
기 설계에서 작업 완성을 위해 가장 느린 처

이는 제한 요소가 메모리 칩의 처리량이 아
니라, 프로세서 내?외부를 이동하는 정보 운영

리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비동기 설
계에서는 처리가 느린 부분에서만 지연된다.

을 위한 간접비용이기 때문이다. 칩 설계자들
은 동일 칩에 성격이 다른 여러 프로세서를

클락이 없는 칩은 또한 훨씬 적은 전자파를

장치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칩의 빠른

방출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비동

로컬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 회로는 특히 전자파 장애가 중요한 관건인

다중코어 시스템으로, 관련 방식은 동시 멀티

무선 전화와 같은 기기에서 유용하다. 비동기

쓰레딩(multithreading이다.
)
멀티쓰레딩에서 단

식 설계에 관한 의견은 상당히 분분하다. 그러

일 프로세서는 상이한 여러 작업을 위해 신속

나 최소한 시장 일부에서 더욱 중요성을 갖게

한 변환이 가능하다. 한 작업이 주메모리에서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데이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작
업은 많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전력 소비는 몇 가지 이유로 현재 칩 설계에
서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다. 첫째, 랩탑 및

둘째, 클락 신호를 칩의 다른 부분에 배분하

소형 컴퓨터와 같은 이동 기기의 급속한 성장

2004·4월호 ● 최근기술정보

67

최근기술정보 2004.4.22 1:44 PM 페이지68

이다.

컴퓨터의 개별 칩 성능이 개선됨에 따라 전
반적인 시스템 성능에 대한 제한 요소는 칩

문제는 발생되는 열이다. 오늘날 가장 빠른

간의 상호 연결이다. 이는 칩 가장자리에 돌출

PC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밝은 백열전구에 해당

한 작은 선인 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핀

하는 약 100 와트의 전력을 소비한다. 이는 데

개수는 증가하였지만, 트랜지스터 수만큼 빠르

스크탑 컴퓨터가 소음을 내는 팬을 장착하는

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수 십억 개의

이유이며, 랩탑 컴퓨터는 그 정도의 속력을 내

트랜지스터를 가진 칩이 이웃과 통신하기 위

지 못한다. 고성능 PC는 수냉식 냉각 시스템

해 수백 개 핀으로 해결해야 한다.

과 같은 신기술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
다. 그러나 일반용 PC에서 이러한 냉각 시스

한 가지 솔루션은“근접 통신”
으로 두개 칩

템은 데스크탑은 너무 비싸고 랩탑의 부피는

의 연결에 선을 사용하는 대신 칩들을 매우

너무 크게 만들게 된다.

근접하게 위치시키는 것이다. 한 칩에 전기가
충전되면 용량 연결 장치로 알려진 프로세스

현재 칩 설계자들은 속도는 부차적으로 고

에 의해 다른 칩에 동량의 충전을 유도한다.

려하면서, 칩의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이 방식

노력 중이다. 한가지 해결책은 속도의 증가보

은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면서 상호 연

다 발생 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코어에서

결성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이 기술은 고성

다른 코어로 변환하는 다중 코어의 사용이다.

능 제품시장에서 최소한 2007년에 이용이 가능

한 코어가 너무 뜨거워지면, 냉각시키는 동안

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코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과거에 작으면서도 충분히 빠른 칩 성

입체형

능에 대한 제한 요소는 트랜지스터 자체였다.
트랜지스터 설계의 발전으로 더 많은 진보가

이러한 개념은 이미 어느 정도는 기존 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문제는 트랜지스

크로칩에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필립스는

터가 아니라 전자가 칩의 한 부분에서 다른

비동기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호출기를 제작하

부분으로 이동하는 선인 칩의 금속 박막 경로

였다. 인텔은 동시 멀티쓰레딩이 가능한 칩을

이다.

판매하고 있으며, 선마이크로시스템즈는 멀티
코어 및 멀티쓰레딩을 병합한 UltraSparc IV
칩을 2월에 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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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 트랜지스터는 각 최상층에 존재하지

울 것이다.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은 칩 위에서 횡단이 가
능하므로, 이미 어느 정도 실용화되고 있다. 그

트랜지스터 밀도의 증가와 관련하여, 무어

러나 박막기술이 여전히 초기 단계이므로, 충

법칙의 효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한 입체 칩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설계

한편, 컴퓨터 구매자들이 속도 이상을 요구하

시에 극복해야할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고 칩 설계자들이 맞춤 설계를 제공하게 되면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칩에서 발생되는 열의

문제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표준

처리는 기존 설계보다 훨씬 더 다루기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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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칩 개발에 활성화 전기 마련
- 정밀평가장비 도입하고 업계지원에 나서 -

□ 국내 바이오제품 중 기술수준이 높아 가장

분으로 구성

국제경쟁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이오칩의 정밀평가장비가 국내 최초로 도
입되어 관련 기술개발촉진이 전망된다.

□ 바이오칩은 포스트게놈시대의 개막으로 질
병의 진단과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
올 수 있는 신기술로 평가되고 있으며,

※ 바이오칩 : 전자용 반도체칩과 같이 기판
에 반도체 대신 DNA, 단백질을 집적시킨
제품

ㅇ 특히, 원격조정 의료기기, 환자모니터링
센서 개발을 촉진하여 e-Health(인터넷
보건의료)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기술

□ 기술표준원은 그간 국내기업이 수작업 분

분야임

석에 의존하여 장시간 소요되고 분석자에
따라 오차가 크게 나타나 실용화에 걸림돌

□ 세계 바이오칩 시장은 도입기 초기단계인

이 되었던 바이오칩을 자동으로 분석 평가

데도 최근 급속히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

하는 장비를 도입, 업계를 지원한다.

며, 국내에서는 LG, 삼성 등 대기업과 바이
오메드랩, 마크로젠 등 벤처기업 90 여개소

ㅇ 장비의 특징 : 96개 시료를 동시에 분석
가능, 분석시간 대폭 단축, 수작업에 의

에서 바이오칩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실
용화는 미진한 상태다.

한 오차 감소
ㅇ 장비의 구성 : DNA추출장치, DNA증폭
장치, DNA반응장치, DNA분석장치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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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장 : ’
00년 5.3억불 → ’04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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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불(6배 성장)
- 국내시장 : ’01년 70억원 규모 (연구
개발용)

비를 국내 관련 업체에 개방하여 국내 바이
오칩의 개발을 가속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바이오 제품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계기
를 마련코자 한다. 표준

□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바이오칩 정밀평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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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표/준 /활/동

ISO/TC 23 농업기계분야 국제표준화회의
자본재표준과 기계주사 박완용
02)509-7282 wypark@ats.go.kr

1.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04. 3. 13(토) ~ 3. 20(토)
(8일간)

◦ 출장목적
-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규격의 시
험장비, 시험분석방법 및 절차가
ISO789-10트
( 랙터의 유압시험)규격과
서로 차이가 있어 OECD규격과 ISO
규격과의 일치화를 위한 규격개정 작

◦ 출장지 : 핀란드, Jyvaskyla
◦ 출장자
- 우리원 : 자본재기술표준부 자본재표
준과 기계주사 박완용
- 민간기관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대학 교수 류관희

업에 참여, 개정방향 및 국제표준화
동향 파악

2. 국제회의개요

-’
03년 동 국제회의시 제안한 2005년
도 TC23(농업기계분야)/SC4(트랙

◦ 회의명 : ISO/TC23(농업기계분야)/SC

터)관련총회, 분과위원회(SC) 및 작

4(트랙터)분과위원회,WG회의 및 총회

업반(WG)회의의 한국유치를 확정
※ 2003. 3. 8 ~ 3. 15(8일간) 스페

18(토)(4일간)

인 마드리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 회의장소 : 핀란드 표준협회

2005년 국제회의 개최를 제안하

◦ 참가국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4

여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으나
2004년 3월 핀란드 국제회의에서
최종결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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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표단구성 : 총 2명
- 정부기관 : 기술표준원 자본재과 기
계주사 박완용
- 민간전문가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
학대학 교수 류관희

것임
- 고속트랙터의 발표 : SC4는 2004년 3.
16일 회의에서 있었던 SC4의장 Mr.
Schauer씨의 구두발표와 WG10의 발표
를 받아들이며, WG과 안전성을 포함한
브레이크와 스티어링의 예비프로젝트의

□ 주요 회의내용

추진에 동의함
- 2004년 국제표준화회의 한국유치 제안

ㅇ SC4(트랙터)회의 관련

관련
·SC4는 한국의 2005년 총회개최를 수

- ISO/TC23/SC4(트랙터)는 부속서 1의
범위에 다음사항을 포함시킴
“트랙터 및 다른응용 기계들의 용어 및
인체공학, 안전 및 보조시스템의 친환경

락하고 총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작업
의 프로그램과 다른 SC와의 회의편
성에 따라 SC4에의해 발표될 것임
·SC4간사국들은 총회 일정에 대해

성”등이 포함됨

SC 4회원국들에게 2004년 6월 30일

- ISO/DIS 5673(트랙터 및 기계동력취출

까지 통보할 것임

장치의 드라이브 샤프트와 전원입력 접
속)

ㅇTC23 총회관련

·DIS의 질문사항과 WG8의 토론사항
을 기반으로 ISO/DIS 5673-1과
ISO/DIS 5673-2를 개정함

- ISO/TMB의 요구에 따라 모든 ISO/TC들
은 그들의 사업계획을 수정하며 새롭고

·개정된 초안들을 FDIS투표를 위해

간결화된 사업계획 형식으로 바꾸기로 함

ISO중앙사무국에 제출하고 SC4간사

- 전기기술적요소와 EMC에 대하여 IEC와

국에 개정된 초안의 복사본을 제출키

ISO/TC23과의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의

로함

초안

- SC4는 2004년 2월 1일에 출판된 ISO

·IEC와 TC23과의 합의사항에 대한 초안

500-1(농업용 트랙터 후면부착 PTO

이 승인을 위해 협의사항없이 IEC에

형식1, 2 ,3)에 대해서 그 문서를 받

의해 제출되었던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

아들이고 이사회는 본사항과 정오표

인 합의사항에 의해 제출된 초안을 철

의 필요성을 제시한 문서를 배포할

회하며 앞으로도 계속 IEC/SC와 적절

2004·4월호 ● 국제표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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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동의하여 본
결정은 만장일치로 합의함
- TC23-P멤버들의 ISO/TC23에 대한 참가

ㅇ ISO/TC 23/SC 4는 다음의 범위의 정
의를 받아들였음
- 농업용 트랙터의 표준에 대하여 상세

·TC23간사국들은 지난 2년동안 투표에

히 기술하고 여기에는“트랙터 및 다

참가하지 않고 TC23활동에 비협조적이

른 응용 기계들의 용어 및 인체공학,

었던 TC23 P-멤버들에 대해서 그들의

안전 및 보조시스템의 친환경성 등이

멤버상태를 O-멤버로 변경할 것을 권

포함”된다.

유하고 본 결정은 만장일치로 합의함
- TC23/SC 범위의 인정
·TC23간사는 그들을 조화된 양식으로
재 작성하여 TC-멤버들에게 검토를 받

결의사항 263-2004: 의제항목 6.4 고속 트
랙터 - ISO/TC 23/SC 4/WG 10 (ISO/TC
23/SC 4 N 710)의 발표

고 허가를 받는다. 제한에 관련된 문제
가 발생시에는 다음 TC회의에서 결정

ㅇ SC 4는 2004년 3월 16일 회의에서 있었

을 위해 검토를 받을 것임. 본 결정은

던 의장 Mr. Schauer씨의 구두발표와

만장일치로 합의함.

WG 10의 발표를 받아들이며, WG과
안정성을 포함한 브레이킹과 스티어링

3. 주요활동내용
□ ISO/TC23/SC4트랙터)회의
(

의 예비사업의 추진에 동의함.
결의사항 264-2004: 의제항목 6.5 운전석 ISO/TC 23/SC 4/WG 11의 발표

결의사항 259-2004: 의제항목 5 간사국
보고 (ISO/TC 23/SC 4 N 704)

ㅇ SC 4(트랙터)는 의장 Mr. Brundage의
구두발표를 받아들였음. 2004년 3월 16

ㅇ SC4는 ISO/TC 23/SC 4 N 704에 포함
된 간사국의 보고서를 받아들였음.

일의 회의 결과를 감안할 때, SC 4는
국제규격안(DIS)와 같은 위원회초안
(CD)심의를 위한 개정 초안의 배포에

결의사항 260-2004: 의제항목 5.1 - ISO/TC

동의 함.

23/SC 4 (ISO/TC 23/SC 4 N 704 부록1)의
범위

결의사항

265-2004: 의 제 항 목

6.8

WG5/PG1의 해산 - ISO/FDIS 17612 농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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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트랙터 및 기계 - 운전석, 외부 파워

포트

트랜스미션 커넥터 (ISO/TC 23/SC 4 N
712)

ㅇ ISO/TC 23“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
“
- 협의사항 5 와 6에 의거(ISO/TC 23 N

ㅇ SC 4는 출판된 ISO 17612에 의거하여

548 REV 관련);

WG5/사업그룹(PG1)의 해산에 동의함.
허가사항 TC 23 간사국의 리포트 및 WG
결의사항 252:2004

1과 모든 SC들의 리포트를

허가함

주제: ISO/TC 23/SC의 범위의 인정

(ISO/TC 23 N 553, N 558에서 N 569까지
관련).

ㅇ ISO/TC 23“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
“
- TC 23/SC (TC 23 N 559에서 N 569까

본 결정은 만장일치로 합의함.

지 관련)의 보고서와 회의에서 의견을
고려했을 때;

4. 종합의견 및 향후 조치계획

- SC 의 제목 및 범위는 그들의 모체 TC
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
려했을 때(ISO 지침서, 제 1 부, 1.5.10
과 1.6.4 관련);

ㅇ종합의견
- 금번 국제표준화회의에서는 TC23회원국
이면서 정회원(P-member)인 국가가 지
난2년동안 국제표준화회의 불참석 및 국

ㅇ 요구사항

제투표문서의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등

- TC 23 간사는 그들을 조화된 양식으

TC23활동에 비협조적인 회원국에 대해

로 재 작성하여 TC 멤버들에게 검토

서 참가지위를 O-멤버로 변경하자는 제

를 받고 허가를 받는다. 제한에 관련

의를 함과 아울러 해당국들에 대하여 강

된 문제가 발생 시에는 다음 TC 회의

하게 질타를 하였으며,

에서 결정을 위해 검토를 받을 것임.

- 따라서 동 위원회의 정회원인 우리나라
도 향후 국제표준화 업무와 관련된 투표

본 결정은 만장일치로 합의함.

문서의 투표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
고 국제표준화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석

결의사항 253:2004

하는 등 표준화활동의 강화가 요망됨

주제: TC 23, TC 23/WG 1과 TC 23 SC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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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향후 계획
- 2005년 우 리 나 라 에 서

KS)의 국제표준 부합화 추진
개최키로한

ISO/TC23 SC4(트랙터)분야 국제표준화

하여 국제동향 및 추이를 전파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TC23/SC4

- 2005년 개최되는 동 분야 국제표준화회의

의 간사국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

에 관련 단체 및 업체가 많이 참석할 수

고 국제표준화회의 세부개최계획 수립·

있도록 하고, 소형트랙터(정원용 및 가든

추진

용 트랙터)분야의 국제표준안을 제안하는

- 농업기계분야 국제표준화 동향의 신속한
파악을 통한 농업기계분야 국가표준(

76

- 동 분야의 국내 관련업계 및 단체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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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C 184/SC4(산업데이터) 국제표준화회의
산업기기표준과 공업연구사 배진한
02)509-7287 baejh@ats.go.kr

Ⅰ. 출장개요

- 민간기관: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한순홍 등
3명

1. 출장목적

Ⅱ. ISO TC184/SC4(산업데이터) 일반현황
◦ ISO/TC184/SC4산업
( 데이터) 소관 산업자
동화분야의 국제규격 제정 관련 동향파악

1. 개요

◦ STEP-NC, 조선, 파라메트릭스 분야 등
에서의 국제 표준 제안 활동의 지원, 특

◦ ISO/TC184/SC4(산업 데이터)는 서로

히 우리가 NWIP로 제안한 2차원 표준

다른 산업자동화시스템간의 제품정보를

모델링 명령어에 대한 진행상황 전파 및

교환하는데 사용되는 STEP(Standard

각국의 의견 수렴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등의 표준제정을 위한 ISO/TC

2. 출장기간 및 회의장소

184(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 기술위
원회의 산하 분과위원회임.

◦ 출장기간 : 2004. 02. 29 ˜ 03. 06
◦ 회의장소 : 미국(플로리다)

◦ ISO/TC/SC4는 건축, 조선, 항공기, 자동
차 등에서 생산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을
위한 핵심기술로서 선진국에서는 ISO/

3. 회의참석자

TC 184/SC4 국제회의에 다수의 전문가
를 참석시키는 등 국제표준 제·개정에

◦ 회의등록인원 :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18개국 96명
◦ 한국대표단 : 4 명
- 우리원:산업기기표준과 공업연구사 배진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매년 3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
며 매회 20 ~ 30여개국 200여명이 참가
하고 있음.

2004·4월호 ● 국제표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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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과

모델 규격 18종
- 주요산업별 규격을 위한 공통자원

◦ 최초 SC4 회의 : 1984년 7월(Washington
DC, USA)

(Resource) 규격 84종
- 부품라이브러리(PLIB) 규격 7종

- 2002년 스웨덴 스톡홀름 회의는 32번째
분과위원회(SC) 회의임.
◦ 한국 SC4 정회원가입 : 1996년 4월 1일

◦ ISO 10303 STEP (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

◦ 국내간사기관 : (사)스텝센터

◦ ISO 13584 PLIB (Parts Library)

◦ TC 184/SC 4 홈페이지 :

◦ ISO 15531 MANDATE (Industrial

http://www.tc184-sc4.org

manufacturing

management

data

exchange)
3. 회원국 : 32개국

◦ ISO 18629 PSL (Process specification
language)

◦ 정회원국(P-member) : 미국, 독일, 프랑
스, 일본, 한국 등 19개국
◦ 준회원국(O-member) : 브라질, 덴마크,
유고슬라비아 등 13개

◦ ISO

18876

IIDEAS

(Technical

Specifications - integration of industrial
data for exchange, access, and sharing)
◦ ISO 15926 OIL & GAS (Integration of
Life-cycle Data for Oil and Gas

4. TC184/SC4 간부(Leaders)

Production)
◦ ISO 14649 NC (Numerical Control)

◦ 의장 : Howard Mason (BAE Systems,

◦ ISO 20303 EXPRESS Technology Parts

UK)
- email: howard.mason@baesystems.com
◦ 간사 : Jerry Smith (DISA, USA)
- email: smith5j@ncr.disa.mil

◦ 진행중인 프로젝트 수: 267개
단 계 AWI WD CD DIS FDIS 계
진행규격 5

4

238

5. 개발대상표준(Standards)

Ⅲ. 회의결과 요약
◦ 발행국제규격 : 109종
-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주요산업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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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라메트릭스 분야
◦ 개요
- 파라메트릭스 그룹은 WG12 소속으로
영국의 Mike Pratt 박사가 팀장
- STEP은 현재 파트 42나 AP 203을 통

◦ 각국의 반응
- 일본의 니혼Unisys의 Akihiko Ohtaka가
표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고,
- 영국의 Mike Pratt 박사, 미국의 Tony
박사와 조화작업을 하기로 함.

해 형상정보를 교환하면, 경계표현 (Brep: boundary representation)이라는 방

나. 조선 분야

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환 후에 파라

◦ 개요

메트릭 변환이 불가능해 짐. 이러한 한

- 해양연구원은 조선용 AP의 구현과 검

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려

증을 위한 가이드를 위한 적합성 테스

는 시도가 이 Parametrics Group에서

트 케이스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음.

진행.

◦ 주요활동
- 지난회의에서 제시한 AP 218 (선박구

◦ 주요활동
- 제안표준명 : 절차적 파라메트릭 교환

조)에 대한 적합성 평가 데이터에 관한
발표 및 의견접수

을 위한 2차원 표준 모델링 명령어
- 제안자 : KAIST 한순흥 교수

다. 제조 분야

- 제안한 표준안인 파라메트릭스 분야에

◦ T24 의제로서 SC4 & SC1 회의 병행 개

서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발표

최

- 파라메트릭스 분야 part109(조립체 모

- SC1의 STEP-NC(ISO14649와
) SC4의

델에 구속조건을 어떻게 부여할지에

AP238로 제안된 Manufacturing AP

관한 표준안 문서) CD문서에 대한 각

간의 의견차이 조정

국의 코멘트를 살펴보고 이를 수정
- WG12 총회에서 P112( 2차원 스케치

◦ 미국과의 의견차이가 있어 차후 SC1 회
의시 검토하기로 함

상에서 설계이력을 표현하기 위한 표
준안 문서)를 다른표준안과 어떻게 조

2. 한·중·일 회의

화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
- 이번 회의 결과 및 토의 내용에 대하
여 총체적으로 정리, 다음 번 회의시
발표키로 함

◦ 일시 : 3월 1일 18:00 -19:00
◦ 참석자 : 한국(한순흥, 배진한), 중국
(Wang Ping), 일본 (Ohtaka Akih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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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내용
- 장치산업에 대한 사전(dictionary)제작

야의 NWI 제안 등 새로운 작업 아이템
을 위한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음.

제안
· 한·중·일 언어를 포함한 장치산업

◦ 수치제어 분야에서는 SC4 WG3(STEP-

의 사전 제작에 대한 새로운 합작프

Manufacturing과
) SC1 WG7(물리장치제

로젝트를 일본에서 제안

어 데이터모델)의 Joint 회의를 하여 포항

- STEP 용어 변역에 대한 논의

공대의 서석환 교수가 제안한 ISO CD

·각국 STEP 용어 변역실태 및 통일화
추진에 대한 논의
- 향후 활동계획

14649-12(선반공정데이터), ISO CD
14649-121(선반 공구)에 대한 토의가 활
발히 이루어졌음.

· SC4회의시 한·중·일의 새로운 프로
젝트에 관한 정기적 미팅을 하기로 함
· 한중일 대표자는 다음 영국회의시 토
론안건을 준비하기로 함

◦ TC184/SC4 정책위원회(PPC) 활동
- 지난회의부터 TC184/SC4의 정책기획위
원회(PPC) 위원으로 한국STEP센터장
인 한순흥 교수가 활동하여, 금번 정책

3. 일본 소식

기획위원회시 국내 STEP발전상황과
현황에 대해 발표하는 등 TC184/SC4내

◦ PDQ(Product data Model Quality) 과제

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일본정부 과제)

강화시키고 있음.

- 일본자동차협회를 벗어나서 전체 제조

※ 정책기획위원회(PPC, Policy and

업에 적용 목표

Planning Committee) : TC184/SC4

- 향후 ISO표준화가 목표임

의 자문기구(Advisory Group)로 미

- 대표자 : Akihiko Ohtaka 추진중

국, 영국, 독일, 일본 대표 등 12명으
로 구성

Ⅳ. 종합의견
◦ 지속적으로 국내의 제품모델표준의 활성
◦ 한국 대표단은 4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입

화 방안을 마련하여야하며, 특히 기업체

장을 반영하였고, 주로 참석한 분야는 조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이 절실하

선, STEP-Manufacturing, 파라메트릭스

다고 판단됨.

로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파라메트릭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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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칼럼

환절기 탈모원인과 예방 및 치료법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경영기획팀장 류승현
02)2056-4720

헬스클리닉

에서 많았지만 이제는 젊은 층에서도 쉽게 발
견되고 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도

환절기 탈모 원인과 예방 및 치료법

탈모 환자가 늘고 있다. 단 여성들은 탈모가
있어도 이마 선이 유지되기 때문에 남성처럼

날씨가 풀리면서 감기와 몸살로 신경 쓰는

완전한 대머리처럼 보이지 않을 뿐이다.

사람들이 있는 가하면 가뜩이나 얼마 없는 머
리털이 빠져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인은 다양하다. 유전과

이는 철이 바뀌면서 동물도 털갈이를 하듯, 사

남성호르몬의 과다분비, 노화 등이 주요 원인

람도 같은 이치로 보면 된다. 요즘 부쩍 머리

이다. 최근엔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균형된 식

카락이 빠져서 고민하는 사람들...평소에 숱이

습관으로 인한 영양부족이나 영양과다, 자극성

없거나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이들에게는 여

샴푸, 사용 등이 탈모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

간 신경 쓰는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럴 때 스트

히고 있다. 실제 시험과 취업을 앞둔 수험생이

레스, 과로, 다이어트와 같은 요인들이 겹치면

나 사회 초년생, 잦은 야근으로 생활이 불규칙

탈모가 더 가중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한 직장인, 예민한 성격을 가진 젊은 여성에게

필요하다. 탈모 예방수칙을 적어 놓고 실천에

서 원형 탈모증과 같은 증상이 더 잘 생긴다.

옮겨보면 좋을 것 같다.

초기 탈모 증상에는 약물치료가 좋다고 전문
가들은 권한다.

예전 같으면 탈모가 40, 50 대 이상 중장년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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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가 진행중일 때는 피부속털 주머니인 모

탈모예방, 고른 영양과 청결한 두피 관리

낭이 살아 있는 상태이므로 탈모를 억제시키

가 필수

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단기간 효과는 어렵고,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탈모가 진행될 가능성
이 있다.

탈모 예방을 위해선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 맵고 짠 음식은 피한다.
또 물을 맥주잔으로 하루 6잔 이상 마시면 모

현재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정식 승인을 받

세 혈관의 순환을 촉진시켜 탈모의 진행 속도

은 탈모치료제는 바르는 약‘미녹시딜’
과 먹

를 늦출 수 있다. 콩, 마늘, 양파, 다시마, 김,

는 먹는 약‘프로페시아’2가지 뿐이다. 미녹

달걀, 정어리, 검은 개, 찹쌀, 우유 등은 모발

시딜은 혈관을 이완시켜 모발의 성장을 촉진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좋은 효과를 내는 식품

하는 약으로 보통 6개월~1년 이상 발라야 효

들이다. 반면 기름기가 많거나 햄버거처럼 포

과가 있다.

화지방산이 많은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는 것
이 좋다.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는 것도

프로페시아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탈모

삼가야 한다. 개중엔 샴푸 때마다 머리카락이

의 원인으로 알려진 남성호르몬의 일종인 디

많이 빠지는 것 같아 머리 감기를 기피하는

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낮춰 증상을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틀에 한번 정

호전시킨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했을 때 정력

도는 머리를 감아 두피에 쌓인 노폐물이나 비

감퇴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

듬, 피지 등을 제거해야 한다. 샴푸는 가급적

져 있다. 그밖에 탈모가 오래 진행되어 이미

순한 것을 쓰고, 비누를 쓸 때는 잘 휑궈내야

죽었거나 탈모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한다. 머리를 감은 후 머리카락이 서로 엉켜서

건강한 모근 판을 옮겨 심는 자가모발 이식술

비누찌꺼기 같은 잔여물이 모공을 막아 오히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려 탈모를 촉진시킬 수 있다. 스프레이나 젤,

국내시장에서 시판중인 발모 관련 제품은 헤

무스, 등 스타일링제는 모발 끝에만 살짝 사용

아릴 수 없을 정도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

하는 것이 좋다. 또 빗이나 손으로 자주 두피

부터 허가를 받은 바르는 약은 한미약품의 목

를 마사지 해주는 것이 탈모 예방에 도움이

시딜, 중외제약의 볼두민, 현대약품의 마이녹실

된다. 한편 모자를 쓰고 다니면 그나마 남은

등 3가지가 있다.

머리카락의 모근이 통풍되지 않아 탈모 속도

탈모 방지제로는 종근 당의 모앤 모아(毛 &

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

More), 제일제당의 직공모발력, 태평양 제약의

다.

닥터모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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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마사지를 해준다.

은 음식은 삼간다.
3. 머리카락은 청결하게 유지한다.

먼저 양손가락을 쭉 편 채 손가락 끝 부분으

4. 스프레이 젤, 무스 등 헤어스타일링 제 사

로 두피를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

용은 가급적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머리

한다. 다음으로 가볍게 주먹을 쥐고 귀 뒷부분

끝에만 살짝 바른다.

부터 뒷머리 중앙까지 가볍게 두드려 준다.
또 양손 바닥을 머리 양옆을 누른 채 정수리

5. 두피를 자주 마사지 해주고, 모자는 가급
적 쓰지 않는다.

쪽으로 끌어올리듯 올렸다가 내려 준다.
마지막으로 깍지 낀 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체크해야 할 징후들

머리 뒷부분을 지극히 누르면서 올렸다 내렸
다를 반복한다.

탈모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다음

하루에 10분씩 아침저녁으로 마사지를 하고

과 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면 탈모의 진행을

한가지 동작을 3~4회 반복한다.

의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

탈모예방에 좋은 음식

- 심리적인 징후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자주 지끈거린다.

머리카락 성장에는 글루타민산과 아미노산

·눈이 자주 피로하다.

이 풍부한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가 좋다.

·피로가 누적되어 생활의 의욕이 떨어진다.

도 해조류에 많이 함유된 요오드는 모발 성장

·자주 깜짝 깜짝 놀란다.

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 A는 모발의 발육을
촉진한다. 비타민 D는 머리카락을 재생시킨다.

- 신체적인 징후

비타민 C는 탈모예방 효과가 있으며 비타민 B

·머리카락은 가늘어지는 반면에 팔다리나

군은 산소공급을 촉진시키고, 비타민 E는 혈액

가슴의 털, 수염은 유달리 길어지고 진해

의 흐름을 개선 시켜준다.

지고 많아진다.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탈모 예방수칙 5가지

·습관적으로 머리를 자주 긁는다.
·두피가 가려우면서 비듬이 심한 증상이 6

1. 과일 야채를 듬뿍 섭취한다. 물도 충분히

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마신다.
2. 고기류 등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많

@ 당신의 대장은 건강 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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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변 오래 걸리는 육류 과잉섭취가 주원인
대장혹, 체내 대변 독성 쌓여 생긴다
발견 즉시 내시경 수술하면 암 걱정은 없어
최근 건강검진을 하다가 많이 발견되고 있
는 대장용종(폴립)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따라서 대변이 오래 정체되어 있는‘S’
자

한다. 1cm크기의 대장 용종이 2개 이상 발견

결장’이나 직장에 특히 용종이 많다. 대장의

되면‘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상 점막이 용종을 거쳐 암으로 발전하는데

다. 전문가들은 약 3년에 한번씩 대장내시경을

는 10년~15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40~50대에 들어

대항병원 한 전문가는“육류와 지방 중심의

서 다반사로 있는 일이라는 것. 평소에 별 이

서구식 식생활은 대변이 대장에 오래 머물게

상이 없는 사람이 건강검진에서 용종이 발견

만들며, 일종의 독성 물질인 담즙산 생성을 촉

될 비율은 일반적으로 20~30% 정도가 된다는

진하므로 용종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것.

대장에서 발견되는 용종의 50~70%는 염증 또
는 단순한 점막 비후(肥厚)로 인한 비 종양성

서울의 한 대장랑문 전문병원이 건강 검진 환

이며, 나머지 30~50%는 염증 또는 단순한 점

자 1만7500여명을 조사한 결과는 36.4%나 됐

막 비후로 인한 비종양성 용종이며, 나머지

다. 30대는 20.9%, 40대는 33.3%, 50대는 44.9%

30~50%가 암으로 발전하는 종양성(선종성)

용종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용종이다.

일반적으로 대장혹으로 불리는 이 용종은 체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전문가는“내시경만

내 대변독성이 쌓여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 지

으로는 종양성인지 비종양성인지 알아내기 힘

고 있다.

이 들므로 일단 용종이 보이면 떼어내서 조직

의사들은“이 용종의 30~50%가 암으로 발전

검사를 하는 게 원칙이라며“용종이 재발할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떼어내면 되기 때

가능성이 약 30%에 달하지만 용종이 다시 생

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 일종의

겨 암으로 바뀌려면 무척 오래 걸리므로 너무

노화 현상인 용종은 대장 점막에 돌출된 모든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충고한다.

종류의 혹을 말한다. 오랜 세월 대변속 독성물

40대에 접어든 뒤 3~5년에 한번씩 직장경 검

질에 대장의 점막이 노출되다 보면 점막 세포

사, 10년에 한번씩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가 변화를 일으켜 용종이 된다는 것이다.

암으로 변하기 전 단계서 용종을 제거 할 수
있으며, 설혹, 암으로 변했더라도 조기 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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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게 전

소문이 나있는 것도 병원 방문을 주저하게 하

문가들의 지적이다.

는 요인이 된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런 통증을
줄이기 위해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가 도입되

한편 혈변 등의 증상 없이 용종이 발견되는

고 있다.

사람은 대부분 발견 당시 용종 크기가 1cm 이

더구나 추가 비용이 드는 대다, 검사 후 약은

하이므로 개복수술 없이 외래에서 내시경을

2~3시간 휴식을 취해야 하는 단점이 따른다.

이용해 간단하게 떼어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 개발된 방법이 컴퓨터 단층촬영

일반적으로 종양성 용종의 크기가 2cm이상이

(CT)으로 대장을 찍는‘CT 가상대장 내시경’

면 그 속에 암세포가 들어 있을 확률이

이다. CT로 대장이 있는 복부를 찍은 후, 여기

35~50%에 달하지만 1cm이하일 경우에는 1%

서 얻어진 정보를 마치 내시경을 보는 것처럼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컴퓨터가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이
다.

@ 정상인의 20~30% 가‘혹’...40대부턴 검
사해야

의료영상 전문회사 인피니트의 한 관계자(방
사선과 전문의)는“ 대장은 공기를 다량 함유

한편 용종은 대개 한 두개 발견되며, 많아도

하고 있어 대장 폴립이나 대당암 등이 있으면

10개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동굴의 종유석처럼 돌출 되면서 두드러지게

그러나 어떤 경우엔 대장 벽에 수백~수천개

보이게 된다”며“ CT를 순식간에 수십장 찍

의 용종이 생긴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가족성

는 기술의 발달과 영상 정보를 3차원으로 만

용종증’ 이라 한다. 20대에 용종이 생겨

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검사가 가능해 졌다”

10~20년 뒤 암으로 발전하며, 전체 대장암의

고 말한다.

1%가 가족성 용종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대
장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20세쯤서부터 대
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좋다는 것이다.

@ CT 가상 대장내시경 복부 촬영 뒤 3차원 영
상으로 재구성

50세 까지 대장 검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
이라면 병원을 찾는 편이 바람직 하지만, 문제

환자는 가만히 CT 검사대에 누워 있으면 검

는 확실한 진단이 가능한 대장 내시경 검사

사는 수초에서 수분 내에 고통없이 끝난다.

받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

동시에 복부 내 다른 장기의 이상 여부도 알

검사 전날 대장에 대변이 없도록 설사제로 대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장을 비워야 하는 데다 검사할 때 아프다고

그러나‘CT 가상 대장내시경’검진에서 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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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발견 될 경우, 절제나 조직검사를 하려면

·육류, 계란, 우유제품, 샐러드에 넣는 드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단

레싱, 기름 등의 음식물을 제한하여 지

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CT 가상 대장내시

방질 섭취를 줄인다.

경’
검사를 하는 병원은 서울대병원·건양대병
원·국립암센터·아주대병원·대향병원·홍성

·과일, 채소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충
분히 섭취한다.

의료원 등이며 이를 도입하는 병원이 늘고 있

·비만일 때는 체중을 조절한다.

는 것으로 알려 졌다.

·과음을 피한다.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한다.

@ 용종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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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뜸질기의 허실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 나경수
02)579-3291 ksrha@esak.or.kr

전기뜸질기는 전기패드와 유사한 구조의 전

는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도 종종 발생하고 있

기제품으로, 일반인에게는 보조 난방용으로 사

다. 전기뜸질기는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용되기도 하고 환자들의 통증완화용으로 잘못

감전에 의한 피해도 대비되어야 한다.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의 용도는 근육완
화용이나 피로회복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전기뜸질기는 사람의 몸에 직접 대고 밀착

주로 환자나 노약자 등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

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의 구조나 끝마

이 직접 몸에 대고 사용하므로 항상 화상의

무리 가공 상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해

우려가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특히

야 한다. 특히 몸에 직접 밀착시켜 사용하는

요구되는 전기제품이다.

제품이므로 사용 중 위험이 생길 우려가 처음
부터 없어야 한다. 멀티탭을 사용하거나 아니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뜸질기는

면 전원 플러그를 꽂은 채 사용할 수도 있으

대체로 1회 사용시간을 대개 30분 정도로 제한

므로 전원 전선의 길이도 충분해야 사용하기

해서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자신들이

가 편리하다. 또한 제품 내부에는 온도가 지나

유의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소비자에게 사

치게 올라지는 것을 막는 온도과승방지장치가

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1회의

부착돼 있어야 유사시에도 안전하다.

사용시간을 제품에 분명히 표시해도 제대로

몸에 밀착시켜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누전이

읽어보지 않거나 이를 처음부터 무시하고 마

나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전기적인 절연이 잘

치 전기장판·요나 전기매트처럼 장시간에 걸

돼 있어야 한다. 특히 사용 중에 땀이 제품을

쳐 사용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적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감전의 우

이러한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과열로 발생하

려가 다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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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개정되기 전

그러나 자신의 의지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2000년 6월 3일까지 형식승인에서의 시험방법

수 있는 정상인에 비해 신체가 불편한 노약자

에서는 전기뜸질기로 따로 분류되어있어 단독

들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화상을 입

으로 시험되어 왔었다. 그러나 국제전기기술위

는다고 한다.

원회(IEC)와 부합되어 있는 현재의 안전기준
에서는 단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전기담

이처럼 낮은 온도 그러나 피부온도보다 높

요·전열매트(전기방석, 전기요, 전기매트, 전

은 온도에서 다치는 화상을 특별히 저온 화상

기카펫,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뜸질기, 전기

이라고 하는데 경계해야한다. 자각 증상 없이

침대)로 분류되어 패드(pad)에 준해서 시험하

진행되거나 본인도 모르게 겉보기와는 달리

기 때문에 시험방법이 전기뜸질기에는 딱 들

피부 깊숙한 곳까지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

어맞지 않는다.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므로 주의

잠잘 동안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화

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50℃전후의 온도는

상이나 물집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유아, 노약

당장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며 몸을 뒤척이

자, 의식이 없는 사람, 술에 취한 사람, 피부가

거나 움직여서 특정 부위에 연속적으로 열이

예민한 사람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며 또 피

가해지지 않도록 하면 그것 자체가 위험수준

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은 아니다.
그러나 유아·장애자·술이나 수면제 복용

사람의 체온은 측정위치에 따라 기준이 달

자 등과 같이 신체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사

라지는데 겨드랑이에서 측정하는 경우는 36℃,

람들은 스스로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구강에서 측정하는 경우는 36.5℃를 정산 체온

몸을 제대로 뒤척이지 못해 피부에 심한 화상

으로 볼 수 있다. 체온이 40℃를 넘어서면 위

을 입기도 한다.

험한 수준의 고열이라 하며 이 상태가 지속되
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

현재 전기용품의 안전 기준에서는 전기매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70~80℃이상의 높은

나 전기뜸질기의 최고 온도를 60℃이하로 규

사우나 속에서도 한동안은 잘 견딜 수 있다.

정하고 있다. 다만 60℃이하로 조절 가능한 온

이는 우리 몸이 외부 온도의 변화에 대해 체

도 조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85℃이하로 상

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

향조정하고 있다. 저온 화상의 위험성을 고려

기 때문이다. 대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할 때 또 노약자나 장애자과 같이 몸을 자유

화상은 100℃정도의 끓는 물이나 그보다 더 높

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흔히 알기 쉽다.

이 규정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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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기뜸질기는 상시 사용되는 제품은

또는 3단계로 온도 조절이 되는 것으로 보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노약자가 많이 사용한다

지만 온도 조절 최저단계와 최고단계 온도가

는 점에서 볼 때 보다 각별한 안전장치가 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

구되고 있는 것이다. 제품의 대부분은 1회 30

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분내지 길어야 1시간 내에 사용하고 하루에 3

이는 단순히 전력 소비량을 조절하는 구조로

회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표시돼 있다. 타이머

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생각하는 온도조절은

가 부착돼 있는 제품도 설정시간은 최고 5시

불가능하다는 뜻이므로 당장 개선돼야 할 것

간, 6시간까지 돼 있는 등 현실적으로 이 시간

이다. 시중에는 표면온도가 100℃이상으로 지

동안만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치게 높은 제품도 가끔 발견되는데 이는 온
도를 제어하는 부품의 설치 위치가 발열체와

최고 1시간 이하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품
의 최고 온도를 설정한다는 것은 실제로 합리

의 간격과다의 이유로 부적절하기 때문인 것
으로 여겨진다.

적이지 못하다. 여기서 타이머(timer)는 타임
스위치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가정용 전기 기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정격 소비전

구에 사용되고 있는데, 장치의 자동화 및 시퀀

력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해당 제품이 당초

스 제어에서의 중요한 부속부품이다. 타임 스

설계된 품질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위치(time switch)는 시계로 제어되는 스위치

려주는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다. 즉 실제 소

로, 어느 정해진 하나 또는 복수의 시점에서

비되는 전력과 제품에 표시된 소비전력사이에

회로를 열도록 또는 닫도록 설정할 수 있게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면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만약에 그

타이머는 미리 설정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렇다면 개선이 요구되는데, 현재 출시된 제품

회로 상태의 ON 또는 OFF를 변화시키는 동

에는 가끔 그러한 전기뜸질기가 발견되는 것

작을 한다. 동기 전동기나 직류 전동기를 사용

으로 확인됐다.

한 전동식, 공기나 기름을 사용한 제동식, 태엽
이나 스프링을 사용한 기계식, 지연 회로나 트

전기뜸질기는 안전인증번호·사용전압·소

랜지스터나 사이리스터(thyristor를
) 사용한 전

비전력 등은 물론이고 사용자의 안전에 필요

자식 등이 있다. 설정 시간의 범위나 정밀도

한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문구 등의 표시사

등에 따라서 적당한 방식의 것을 사용한다.

항을 반드시 제품에 표기하도록 법으로 규정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전기뜸질기는

하고 있다. 만약 소비전력, 모델명과 소비전력

온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 외견상 2단계

표시가 허가조건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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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는 이

단순히“주의하여 사용하라”등으로 막연하게

러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종종 눈에

표기하는 등 임의로 변경해서 표시하는 경우

뜨인다.

는 안될 것이다. 노약자 등은 저온 화상의 가

전기뜸질기는 열원을 신체에 접촉해 사용하
는 제품인 만큼 사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경고성이고 구체
적인 주의표시가 필요하다.

을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시중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7월 1일부터 제조물

에 출시된 제품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조사해

책임(PL)법이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들도 비

보면 전부 또는 일부 필수표시사항을 표기하

교해서 값이 싸다고 그냥 구입할 것이 아니라

지 않았거나 임의로 변경해 표시하고 있어 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제조업체

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명·허가사항·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꼭 필
요하므로 구입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따라

특히 사용금지대상에 대한 내용, 즉“신체가

서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사용에 필요한 주

자유롭지 못한 사람, 유아 또는 열을 감지하지

의사항은 물론 이러한 필수표시사항이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말 것”과 같은 내용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제품은

을 필히 경고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아예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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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가족

백두대간 종주 제14번째 산행기
생활환경표준과 화공사무관 최월영

백두대간27구간(겨울의 끝자락을 붙잡
고)

사 손인사로 안부를 묻고 17번 지정석으
로 가서 사천왕들과 그 동안의 소사를 잠
시 나누고 어둠의 장막안으로 달리는 사

◎ 산행구간 : 댓재-두타산-청옥산-고
적대-이기령-이기동

이에서 이구 대장님의 오늘 산행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 일시 : 2004년 3월 14일

오늘 산행은 강원도 정선의 대표적인 산

◎ 산행 가이드

인 두타산과 청옥산을 지나면서 본격적
으로 강원도 산행이 시작되고 이젠 백두

이번 산행구간은 댓재에서 두타, 청옥

대간도 마지막 코스를 향하여 나아가고

산을 너머 이기령에서 서비스 구간인 이

있다는 설명과 함께 태백산에서 산신제

기동으로 하산하는 정선의 경치 좋은 대

지낼 때 나온 경비로 동해의 신선한 횟감

표적인 산들을 지나가는 코스로 약 20km

을 선사한다고 하면서 내일 산행은 4시

정도 되는 거리다.

30분경 출발한다고 한다.
버스는 여주 휴게소에서 20분 정도 정차

2004년 3월 13일 오늘도 반가운 얼굴들

하고 오늘의 목적지인 댓재를 향하여 출

이 있기에 피곤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

발하고 내일의 산행을 그려보며 눈을 감

음으로 양재동 서초 구민회관 앞으로 11-

고 잠을 청한다.

3번 잠실행 버스를 타고 간다.

새벽 4시 차는 댓재 휴게소에 도착하니

11시20분 고려관광버스가 도착하고 눈인

날씨는 벌써 봄을 알리는지 바람이 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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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하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하고 새벽 안

다. 구간 구간 0.5km 거리를 두고 두타산까

개가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다. 4시 42분 대

지 남은 거리를 표시하는 이정표가 서있다.

장의 출발 신호로 두타산을 향하여 마루금

목통령을 지나 제법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

을 오늘도 힘차게 밟아 나간다.

서니 1243봉이고 정상 1.5km라는 팻말이
서있다. 여기서부터 두타산 정상까지가 오

☞ 댓재-두타산(04:42-07:00)

늘산행에서 가장 가파른 구간이다. 목통령
을 출발한지 50여분만에 드디어 두타산정

4시 42분 삼척시 미로면과 하장면을 연결

상에 도착한다.

하는 424번 지방도로인 댓재에서 공터 오

92

른쪽의 북쪽으로 난 대간 마루금으로 올라

정상에는 커다란 무덤이 먼저 반기고 언제

선다. 초입에는“두타산 산신각”
이 자리하

세웠는지 준수한 표석이 떡 하니 버티고

고 있고 이 산신각 앞으로 표지기가 많이

서있다. 그 옆으로 태극기가 꽂혀있는 게양

달려 있으므로 초입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대가 있지만 눈과 바람과 비에 시달려 초

댓재 바로 아래 하장면 방향으로 약 30m

라하기 그지없다. 언제 어둠이 저 멀리 가

정도 내려가면 934봉까지 이어지는 임도가

버린지도 모르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라

있지만 정상적인 대간 길은 이 산신각 앞

온 두타산 아직 잔설이 채 가시지 않은 서

을 지나 북동능선으로 접어든 후 다시 왼

늘한 바람이 우리를 긴장시킨다. 동해의 일

쪽으로 급선회 해야한다. 댓재를 출발한지

출은 아직 우리에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약 10여분만에 길은 왼쪽으로 급선회한다.

광경으로 운해를 드리우며 숨어 있고 정상

방향을 서쪽으로 바꾸어 진행하기를 다시

에서 바라보는 동서의 모습은 단연 대조적

10분 정도 934봉에 도착한다. 왼쪽으로는

이다. 동쪽으로는 짙은 운무가 지척을 분간

댓재 아래쪽의 임도에서 올라오는 길로 추

할 수가 없고 서쪽으로는 삼척시 하장면일

측되는 갈림길이 접속되는 곳이다. 어둠을

대가 또렷이 조망된다. 정서쪽으로는 망지

뚫고 목통령에 이르면 좌우로 내려서는 길

봉이 조망되고 북서쪽의 청옥산이 잔뜩 운

이 완연하다. 댓재를 출발한지 1시간 30분

무를 안고 서쪽은 사면만 모습을 드러내고

이 지나가고 있다.

그 뒤로 중봉산이 어림된다. 동서가 이렇게

목통령에서 두타산까지는 오름길의 연속이

완연하게 구분되다니...

기술표준 ● 2004·4월호

기술표준가족 2004.4.22 1:6 PM 페이지93

☞ 두타산-(식사)-청옥산(07:00-09:05)

로 내려서는 사거리 갈림길이 있으며 이
정표가 설치되어있다.(학등 12km) 청옥

북서쪽으로 난 청옥산방향으로 이정표

산은 여기서 채 1분도 걸리지 않는다. 정

가 설치되어 있고“청옥산 7.5km”로 표

상은 헬기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도 이

시되어 있다.(아마도 실측거리를 표시한

정표가 자리하고 있다. 오늘산행의 최고

것으로 추측된다.) 나즈막한 조릿대 길

봉(1403.7m)이다.

을 헤쳐 청옥산을 향한다. 두타산을 내려

청옥산에서 대간길은 언뜻 지형도상으로

서 평평하게 이어지는 길을 따라 40분만

는 정면으로 이어지는 능선으로 추측하

에 박달령에 이른다. 이곳에 이정표가 있

기 십상이지만 우측 아래 내리막길로 접

고 무릉계곡으로 내려서는 등산로가 완

어든 후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타야

연하다. 박달령을 지나면서부터는 청옥산

한다. 정면으로는“등산로 아님
“ 팻말이

까지 완만한 오름길의 연속이며 도중에

붙어있고 이 길을 따르게 되면 삼척시 하

너덜길을 지나쳐야한다. 너덜지대 오기

장면 중봉리로 빠지게 된다.

전 공터에서 오늘의 산행을 위한 아침식
사를 한다. 오늘의 메뉴는 만두라면, 돼지
볶음, 대구전, 줄줄이비엔나 소세지 구이

☞ 청옥산-연칠성령-고적대(09:15-09:3410:06)

에 반주로는 홍주+백세주+소주가 합쳐
지니 산중의 만찬으로는 가히 성찬이다.

청옥산을 지나 연칠성령까지는 수더분

바람도 불지 않고 햇볕이 비쳐주는 고운

한 내림길의 연속이다. 연칠성령에서는

언덕에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08:31 청옥

우측으로 사원터를 지나 무릉계곡으로

산을 향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움직이기

이르는 등산로가 잘 닦여있다. 대부분의

시작한다. 골짜기에 개스가 차오르는 것

등산인들이 두타산성으로 두타산을 오른

이 기온이 상당히 빨리 올라가는 것을 느

뒤 청옥산을 지나 이곳 연칠성령에서 하

끼게 한다. 너덜자대는 바위가 미끄러우

산하는 Norma코
l 스다. 연칠성령에서 오름

므로 조심해야한다. 박달령에서 청옥산까

길을 올라서면 단아한 바위가 기이하게

지는 약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청옥산

자리하고 있고 그 옆으로 멋들어진 노송

직전에는 왼쪽 샘터와 오른쪽 학등 코스

이 있는 망군대다. 이후 잠시 내려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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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적대가 북쪽 바위의 일부를 드러내며 앞

들기 쉬우나 이 길은 서쪽으로 이어지는

을 가로막는다. 나뭇가지 사이로 모습을 드

중봉산으로 연결되는 길이다. 대간길은 오

러낸 고적대의 일부가 한없이 높아만 보인

른쪽 아래로 내려서야 한다. 약 10m거리에

다. 동쪽사면이 하얀 속살을 드러내며 지레

산림보호 경고판이 설치되어 이정표 역할

겁부터 준다. 언뜻 보기에는 바위암릉을 올

을 하고 있다. 고적대구간을 지나면서부터

라서는 길이 열리지 않을 것만 같지만 고

는 등산인들의 발길이 적어서인지 잡목들

적대 서쪽사면으로 조심스럽게 올라서면

이 상당히 걸리적거린다. 고적대를 지나면

확보물을 내어주며 올라서는 길이 있다. 암

서부터 오른쪽으로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장을 조심스럽게 올라서야 한다. 고적대정

절벽 아래로 개스를 벗삼아 이기령을 목표

상이 가까울수록 경사도는 높아지고 이마

로 열심히 진행한다. 고적대를 지나 약 25

에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오늘의 고비

분 정도 진행하니 우측으로 사원터로 내려

길이다. 고적대정상 전 약 20m정도에 전망

가는 이정표가 있고 초입이 훤하게 드러나

이 좋은 바위가 있고 여기에 서면 신선경

있지만 안내책자에 의하면 사람의 왕래가

이 따로 없다. 동쪽으로는 흐릿한 개스가

적은 탓에 별로 권할 만한 탈출로는 아니

시야를 가리고 서쪽으로는 허리를 낮추며

라는 것이었다. 이후 20여분 정도 암릉길을

끝없이 이어지는 지릉들이 그 끝을 보이지

따라 더 진행하니 우측 짙은 운무사이로

않는다.

멋지게 흘러내리는 암릉지대를 만나게 되

고적대정상에 서니 조그마한 표석이 고적

는데 마치 중국영화에 나오는 신선경을 방

대(1353.9m) 정상임을 알린다. 휴식을 취하

불케 한다. 갈미봉에 대한 표지가 없으므로

며 무아지경에 빠져본다. 청옥산에서 50여

이곳쯤이 갈미봉이 아닌가하고 추측해 보

분 정도가 소요된 셈이다.

지만 여기서 12분정도 더 진행한 후 나타
나는 또렷한 봉우리가 진짜 갈미봉이다. 이

☞ 고적대-갈미봉-이기령-이기동(10:1711:14-13:17-14:43)

후 20여분 정도 더 진행하고 나니 1142.8봉
에 이른다. 왼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있지
만 여기서 우측길로 접어 들어야한다. 898

94

고적대에서는 독도에 신경을 써야한다.

봉에 이르기 전 능선이 왼쪽으로 꺽이면서

언뜻 정면으로 난 펑퍼짐한 능선으로 접어

이어진다. 왼쪽으로 임도가 조금씩 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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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펑퍼짐하게 이어지는 내리막을

◎ 산행구간 : 이기동-이기령-상월산-

급하게 내려서니 철탑이 앞을 가로막고

백복령-생계령-석병산-두리봉-삽달

있는 이기령이다. 갈대가 자리를 만들어

령

지나가는 산사이들의 마음을 붙잡으니

◎ 일시 : 2004년 3월 28일

어찌 그냥 가리오. 갈대밭을 멍석 삼아
오늘의 산행을 마감하기 위한 만찬을 벌

2004년 3월 27일 이젠 서울의 밤바람에

리니 배낭에 남아있는 음료수와 음식 자

서도 봄이 오고 있는 것을 느낄 정도로

원이 갈대밭을 적시고 이기령 산신령이

훈훈한 기운이 몸을 감싸는 오후 10시 35

시끄러워 낮잠을 잘 수가 없다. 오늘의

분 일주일의 피곤을 안고 버스 정류장으

대간길은 여기서 접고 버스가 기다리는

로 발걸음을 부지런히 움직인다. 10시 50

이기동을 향하여 소나무 숲 사이로 부지

분 잠실행 버스가 오지 않고 마음이 급해

런히 발길을 움직인다.

진다. 겨우 11시가 다되어서야 버스에 몸
을 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초 구민

오후 14:40여분 오늘의 산행 종점인 이기

회관으로 마음이 향하고 내일도 날씨가

동에 도착하고, 이구 대장님이 사오신 동

좋기를 빌어본다. 11시 25분에 겨우 고려

해의 생물고기로 허기를 달래니 잇몸 치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사천왕과 먼저 인

료로 술을 먹지 못하는 신세가 처량하다.

사를 나누고 다른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

이런 때는 눈을 질끈 감고 술 한잔하고

를 나누며 지정석에 앉아 멀어져 가는 서

싶지만 참고 무리에서 벗어나 버스에서

울의 밤하늘을 바라본다. 곧 이어 이구

눈을 감고 피로를 날려보낸다. 4시30분

대장님의 오늘 산행에 대한 설명이 이어

서울로 차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오늘의

진다. 오늘 원래는 생계령까지 진행하기

산행은 여기서 접는다. 2주 후 밤에 찾아

로 하였으나 고산자회 회원들의 건의를

올 것을 기약하며.

받아 들여 백봉령까지 진행하고 정동진
에서 점심 및 단합대회를 개최한다고 한

백두대간 28구간(아직 봄은 저 아래에 있
네)

다. 일단 우리 사천왕은 백봉령까지 진행
해 보고 다음구간인 백봉령에서 삽달령
까지를 전진하기로 하고 억지로 눈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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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걷히고 있는 동해를 바라보며 증명사진을

2주전에 내려 왔던 이기동 다리목을 2004년

찍는다. 상월산을 지나면서부터는 왼쪽으로

3월 28일 새벽 4시에 도착하여 산행준비를

한참을 떨어진다. 힘들게 올라온 길을 너무

하고 조금 전진하니 이기동 이장님께서 길

내려가는 것 같아 손해 막심한 기분이다.

을 막고 대표자 3명이 산불방지 각서를 써

작은 고개 하나를 지나 다시 떨어지니 옛

야 산행을 허락한다고 하여 사천왕 4명 모

길의 흔적이 뚜렷한 원방재에 이른다. 이기

두 각서를 쓰고 다른 회원들은 가파른 임

령을 지나 1시간 15분이 소요되었다. 원방

도를 부지런히 올라간다. 날씨는 영상 5도

재는 왼쪽 정선군 임계면 방향의 임도로

정도이고 약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정도

내려서는 길과 오른쪽 동해시 신흥동으로

로 산행하기에는 정말 좋은 날씨이다.

내려서는 길이 완연하게 나타난다. 신흥동

이런 날씨이면 삽달령까지 전진하기로 하

방향은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 한다.

고 사천왕은 선두에서 부지런히 이기령을
향하여 움직인다.

원방재 마루금 초입에는 산악회들이 붙여

새벽 5시 25분 이기령에 도착하여 잠시 가

놓은 꼬리표가 성황당을 연상할 정도로 많

쁜 숨을 정리하고 상원산을 향하여 어두운

이 붙어 있고 이젠 밤이 물러가고 새로운

마루금을 더듬어 오르기 시작한다.

새벽이 다가와 헤드렌턴을 벗고 싱그러운
아침 공기를 가슴 가득히 안으며 다음 구

☞ 이기령-원방재-백복령 ( 0 5 : 2 5 - 0 6 : 4 0 09:50)

간을 향한다. 원방재에서는 꼬리표가 많아
대간가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다. 얼마
가지 않아 물길인 듯한 골을 하나 지나치

96

이기령에서 철탑이 있는 쪽으로 올라서

게 되고 이후 잡목들이 빼곡한 길을 지나

면 울창한 소나무숲이 이어진다. 약 12분

치게 된다. 넓지도 않은 어깨가 자주 나뭇

정도 진행하니 잘 닦여진 헬기장이 있는

가지에 부딪히곤 한다. 왼쪽으로 크게 돌아

970.3봉이다. 이후 20분정도 더 진행하게 되

서니 헬기장이 있는 1022봉이다. 원방재에

면 오똑한 봉우리가 하나 나타나고 이 지

서 55분이 소요되었다. 앞으로 백봉령까지

점이 상월산이다. 나무판으로 누군가가 상

는 약 4.5km가 남은 거리다.

월산 표지판을 붙여 놓았다. 어둠의 장막이

북쪽으로 이어지는 나지막한 봉우리를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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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지나니 987.2봉에 이른다. 여기서 약

정선군 임계면의 경계이지만 실제로는

45분 정도 더 진행하여 832봉이 가까워질

동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동해시에 훨

무렵 갈림길이 나타나며 여기서 표지기

씬 가깝다. 정선으로 넘어가는 고개마루

가 빼곡히 걸려있는 왼쪽 길을 택해야 한

에는“아리랑의 고장 정선”임을 알리는

다. 우측으로 난 길은 동해시에서 백봉령

대형 표석이 서있다. 철탑이 있는 울타리

을 거쳐 정선군으로 이어지는 42번 국도

안으로 들어서니 넓다란 평지에 묘목이

로 내려서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42번

잔뜩 심어져 있다.

국도가 포장되면서 백봉령은 자병산 아

철탑 아래에서 북서쪽으로 난 오름길로

래가 된다. 이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접어

접어든다. 8분 정도 오름길로 올라서니

든 후 5분 정도 거리에 832봉이 나타난

42번 철탑이 앞을 가로 막는다. 그 아래

다. 여기서부터는 오른쪽 바로 아래에서

나무로 만든 안내판이 자리하고 있다. 정

차량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지척에 들린

면 방향으로는 자병산(872.5m)으로 표시

다. 이후 순탄한 길을 12분 정도 내려서

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석병산 방향이 표

면 헬기장 하나가 나타나고 다시 3분 후

시되어있다. 원래의 백두대간 길은 자병

에 전기철탑, 이어서 5분 정도 내려오면

산을 오른 후 다시 내려서게 되지만 (주)

오늘산행의 종착지인 백봉령에 이른다.

한라시멘트 석회석 채광으로 인해 자병

우리가 제일 먼저 도착하였다. 뒤에 있는

산 정상부는 이미 그 모습을 잃고 흔적이

사람들은 산행구간도 짧고 날씨도 좋아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곳 철

원방재에서 잔치를 벌렸다고 우리를 바

탑이 있는 834봉 직전에서 왼쪽으로 869

로 따라온 두 분이 알려준다. 잠시 휴식

봉으로 건너선 후 생계령으로 마루금을

을 취한 후 이구 대장에게 사천왕은 삽달

타야한다. 철탑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

령 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연락하고 철탑

게 되면 자병산쪽에서 요란한 중장비소

옆을 스쳐 조그만 봉우리를 올라간다.

리가 대간의 허리를 잘라내고 있다. 내리
막길로 접어들어 오른쪽 숲 사이로 간간

☞ 백봉령-생계령(10:00-11:35)

이 절개된 자병산의 모습이 간헐적으로
보인다. 내리막길로 접어든 후 약 7분만

백봉령은 행정구역상 강릉시 옥계면과

에 43번 철탑이 나타나고 이어서 3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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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42번 국도에서 자병산 채광지까지 연결

지나치게 되고 여기서 10m정도 진행하게

되는 차도를 만나게 된다. 백봉령에서 20분

되면 무덤 1기가 나타나고 주변이 약 30여

소요, 차도에 서게 되면 정상부가 잘려져

평 정도 되는 넓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나간 자병산의 전모가 드러난다. 요란한 기

이 무덤가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계음 소리는 실체를 잃어버린 자병산의 신

작은 고개 하나를 지나 오름길 후 20분 정

음소리로 들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도 더 진행하게 되면 고개 흔적이 뚜렷한

없다.

4거리 안부인 생계령에 이르게 된다. 백봉

차도를 가로지르면 대간은 임도길로 접어

령을 출발한지 1시간 35분이 소요되었다.

든다. 이미 사용한지가 오래된 듯한 임도를
따라 올라서니 잡초만 무성하다. 대간길은

☞ 생계령-석병산(11:35-15:00)

임도에서 산능성으로 올라서고 다시 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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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어들기를 반복한다. 차도를 건너 오름

생계령에 이르면 왼쪽 정선군 임계면방

길로 10분 정도 올라서게 되면 44번 철탑을

향의 큰피원으로 내려서는 임도가 있고(임

만나게 되고 이어서 다시 5분 후에 45번 철

도를 따라 약 2.5km 정도 내려서면 42번

탑에 이르게 된다. 45번 철탑을 지난 후 다

국도상의“백봉령 휴게소”
에 이르게 된다.),

시 3분 후에 철탑 하나를 더 만나게 된다.

오른쪽으로는 강릉시 옥계면 성황뎅이로

임도 좌우로는 이곳 지형만의 특색인 카르

내려가는 희미한 소로길이 보인다. 자병산

스트지형으로 움푹 들어간 돌리네(속칭 쇠

채광지도로에서 만난 임도는 이곳 생계령

곳)라는 특이한 지형을 여러 곳 만나게 된

까지 줄 곧 왼쪽 가까이에서 따라온다. 생

다. 다시 임도에서 산능성으로 접어든 후

계령에서 정면으로 난 석병산방향으로 서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진행

서히 고도를 높여가며 뒤돌아본 자병산은

하게 되면 796봉에 이르고 여기서 펑퍼짐

정상부가 잘려져 나가 허옇게 속살을 드러

하게 이어지는 능선의 끝 지점에 반듯한

내고 있다. 쉬엄쉬엄 서쪽으로 20분 정도

헬기장이 하나 나타난다. 채광지 차도를 출

올라서니 829봉이다. 829봉을 지나면서 방

발하여 이 헬기장 까지는 약 40분이 소요

향은 다시 북으로 꺾이게 되고 10여분 정

된다.

도 더 진행하게 되면 능선상에 멋들어진

이후 10분 정도 후에 작은 봉우리 하나를

소나무 한 그루가 나타나고 그 뒤로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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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 고사목이 쓰러져 등산로를 가로막

기를 요구하는 신호가 전달되어 잠시 산

고 있다. 여기서 10여m 정도 더 나가면

행을 접고 그늘을 찾아 점심요기를 위한

몇 그루 고사목이 멋지게 서 있는 지점에

밥상을 차려 허기진 배를 채우며 잠시나

이르게 된다. 여기서 서쪽으로 높다랗게

마 다리를 쉬게 한다. 이때 오늘의 산행

보이는 봉우리가 922봉이고 이 지점에서

중 마주오는 산꾼들을 만나니 반갑고 즐

922봉까지는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 오르

겁다. 이번 구간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

게 된다. 능선이 왼쪽으로 꺾이며 922봉

지 않아 지나가는 일반 등산객을 처음 만

을 올라서는 가파른 오르막이 진행된다.

났다. 조릿대 길을 따라 내리막으로 접어

백봉령~석병산~삽당령 구간 중에서 가

들고 15분 후에 펑퍼짐한 안부가 나타나

장 가파른 길이 아닌가 싶다. 가파른 오

고 왼쪽으로는 금방동으로 내려서는 갈

르막을 비지땀을 흘려가며 올라서니 바

림길이 빤하다. 이 갈림길이 나타나는 지

위날 등으로 이루어진 922봉에 이르게 된

점에서 10분 후에 헬기장이 있는 908봉에

다. 바로 앞으로 931봉이 자리하고 있다.

이르게 된다. 동쪽 아래로는 흐린 날씨로

922봉을 지나면서부터는 우측 아래로 가

인해 조망이 엉망이다. 남서쪽 방향의 자

파른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바위날 등을

병산 쪽 능선은 가물가물하게 이어진다.

따라 얼마 진행하지 않아 931봉에 이르게

여기서 북쪽 방향으로 10여m 정도만 진

되고 이후 평탄하게 이어지는 능선을 따

행하면 석병산이 한 눈에 보이는 조망 좋

라 25분 정도 진행하게 되면 900.2봉이다.

은 곳이 나타난다. 이후 30여분 가까이

900.2봉에 이르게 되면‘77년 건설부에서

북으로 진행하니 다리 쉼을 하기 좋은 무

제설한 434번 삼각점이 자리하고 있다.

덤 1기가 나타난다. 이 무덤에서 8분 정

여기서 왼쪽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는 능

도 진행하면 우측으로 뚜렷한 갈림길이

선으로 희미하게 길이 나 있으나 이 길을

하나 나타나고 강릉시 옥계면 성황뎅이

따르게 되면 왼쪽 아래 임계방향의 금방

에서 올라오는 길이다. 이후 다시 5분 정

동으로 떨어지는 길로 추측된다. 900.2봉

도 진행하니 헬기장이 하나 나타나고 여

에서 석병산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서는

기서 20m 정도 후에 왼쪽으로 갈림길이

비스듬한 사면길로 접어 들어야 한다.

하나 나타나는데 이 길은 석병산을 거치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속에서는 곡

지 않고 우회하는 삼거리이다. 이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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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채 5분도 되지 않아 삼각점이 있고

그 신비로움을 모른다. 그 절경을 장소의

암릉으로 절벽을 이룬 석병산(1055.3m)정

협소함으로 사진에 담지 못하는 것이 아쉽

상에 이르게 된다. 생계령 출발후 식사시간

다.

포함하여 3시간 25분이 소요되었다.
석병산 정상은 최고의 전망을 제공한다. 사
방으로 막힌 곳이 없다. 정상부는 약 10m

☞ 석병산-두리봉-삽달령 ( 1 5 : 2 0 - 1 5 : 5 6 17:06)

정도의 거리를 두고 떨어진 두개의 암봉이

100

자리하고 있으며 바위 아래에는 소나무 한

석병산에서 두리봉으로 이어지는 길은

그루가 멋지게 서 있고 그 옆으로 깊지는

온 길을 10m 정도 되돌아가서 길이 갈라지

않지만 자연동굴이 하나 있고 동굴입구에

는 서쪽 사면길로 접어들어야 한다. 북서쪽

는 돌을 잔뜩 쌓아 두었다. 건너편 암봉으

으로 15분 정도 진행 후에 헬기장이 나타

로 올라서니 푸석돌로 이루어져 있고 금방

나고 여기서 방향은 다시 북으로 꺾인다.

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 사진이라도

평지처럼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다시 20여

한 장 찍으려니 자못 불안하다. 석병산 북

분 정도 진행하니 두리봉 정상(1033m)이

쪽 아래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이루어

다. 남서쪽으로 삽당령으로 추측되는 지점

져 있고 두리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상에서

이 조망된다. 이후 순탄하게 내려서는 길을

뒤돌아본 모습은 마치 병풍을 두른 듯 바

따라 1시간 만에 삼각점이 있는 868봉에 이

위암릉이 절경을 이룬 모습을 볼 수 있다.

르게 된다. 고개를 조금 올라가면 공터가

정상에서 동쪽으로는 옥계면 상황지미로

있고 누군가가 나무에 동해택시 전화번호

곧바로 내려서는 하산로도 보인다. 대간길

와 삽달령에서 동해로 가는 버스 시간표를

에서 조금 벗어난 석병산을 그냥 지나쳐

적은 종이판을 붙여 놓았다. 이후 남서방향

갔다면 절경을 잃어버릴 뻔하였다고 하면

으로 5분 정도 진행하게 되면 등산로가 오

서 또 하나의 명물인 일월문도 가히 일품

른쪽으로 90도로 꺾이면서 북서쪽으로 이

이다. 일원문은 석병산 바로 아래 있는 바

어지는 길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측으

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곳으로 구멍 바로

로 진행한다. 왼쪽으로 내려서는 능선 길은

아래에는 천길 낭떠러지이다. 구멍 사이로

계속 정선군과 강릉시의 경계를 따라 이어

보이는 조그만 돌산은 보지 않은 사람은

지는 길로 삽당령으로 이어지는 35번 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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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접하게 되지만 삽당령에서 남쪽 정선

의 고개로 35번 국도가 지나간다. 삽당령

방향으로 내려서는 길이다. 오른쪽으로

남쪽으로 흐르는 임계천은 한강의 발원

방향 전환 후 5분 정도 후에 넓직한 헬기

지인 골지천(태백시 금대봉에서 발원)에

장을 만나게 된다. 헬기장에서 서쪽으로

합류해 정선 아우라지(여량)에서 송천과

떨어지는 급사면을 15분 정도 내려서면

다시 합류하면서 동강으로 흘러 들고, 북

삽당령에 이르게 된다. 정선과 강릉을 연

쪽의 도마천으로 내려가는 물은 남대천

결하는 삽당령에 이르기전 옥계면 목계

이란 이름으로 강릉시내를 지나 동해바

리로 이어지는 임도를 먼저 만나게 되고

다로 빠져든다.

이 임도를 따라 내려서면 삽당령에 이를

다음 구간인 삽당령~대관령 구간은 안

수도 있지만 임도 건너편 숲으로 접어들

내간판 옆으로 난 임도 초입의 산림청에

어 2~3분 후면 삽당령에 이르게 된다.

서 설치한“산불감시초소”
를 지나 우측

석병산을 출발하여 그럭저럭 2시간 40여

숲길로 접어들어야 하며 숲길 초입에는

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표지기들이 울긋불긋 걸려있다.

오늘의 산행은 여기서 끝나고 동해택시

삽달령에서 동해택시를 기다리며 주막에

를 호출한다. 그럭저럭 산행시작 후 13시

서 막걸리 한사발로 허기를 달래었지만

간이 지나가고 있다.

동해택시는 오지 않아 산불감시요원을

자병산~삽당령 전구간은 등산객들의 통

설득하여 동해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차를

행이 뜸한 탓인지 온통 잡목이 걸리적거

타고 오니, 산불감시요원왈“산에 올라가

리고 어깨며 허벅지가 계속 잡목에 걸리

지 말라고 지켜야 할 사람이 산에 갔다

적거려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요인이 된

오는 사람 태워주니 참 이상하네요”하면

다. 삽당령에 이르면 임도 옆으로 포장집

서 웃는다.

인“삽당령 쉼터”에서 막걸리며 파전 등

동해에서 저녁 7시 중앙고속버스를 오르

먹거리를 팔고 있다. 도로 건너로는 산령

니 피곤이 몰려오면서 차가 출발하기도

각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우측으로 백두대

전에 눈이 감긴다.

간 안내간판이 입체적인 그림과 함께 자

오늘도 13시간을 산행하여 2구간을 한번

세하게 설명된 안내판이 있다.

으로 끝냈다는 뿌듯한 기분을 만끽하

삽당령은 강릉과 정선을 잇는 백두대간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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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간길에 지나가는 이야기들

때 이곳 부사로 있던 김효원이 지은 것이
라 하며, 신라 27대 선덕여 왕때 명승 자장

◎ 무릉계곡(武陵溪谷)

조사(慈藏祖師)가 창건한 삼화사(三和寺)

일명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무릉계곡은

가 있고, 이곳에 안치되어 있는 철불(지정

두타산과 청옥산을 배경으로 형성된 골짜

문화재 제112호)에 새겨진 명문은 최근 학

기로 기암절벽과 천연림, 폭포와 맑은 물로

술발표에 의하면 국내최대의 글자 수를 가

시인묵객과 수도고승들이 많이 찾아와 풍

지고 있다고 한다.

류를 읊고 노닐던 곳이다. 1977년에 국민관
광지 제1호로 지정된 곳으로, 무릉계란 이

◎ 구미정(九美亭)

름은 고려 충렬왕 때 이승휴(李承休), 또는

102

조선조 선조 때 삼척부사 김효원(金孝元)

임계면 봉산리(蓬山里·300여 년 전 이곳

이 작명하였다고 하나 전설이 구구하여 뚜

은 쑥밭이었는데 황씨 문중이 살면서 쑥

렷한 근거는 알 수 없다.

봉(蓬)자를 써서‘봉산’
이라 칭한 곳) 앞으

기암괴석이 즐비하게 절경을 이루고 석장

로 돌아 흐르는 남한강 상류인 골지천(骨

암동(石場岩洞)이라는 무릉반석(武陵盤石)

只川)변 반석 위에 건축한 정자로, 조선조

은 1500여 평이나 되는 화강암으로 된 너럭

숙종 때 공조참의를 지냈던 수고당(守孤

바위로서 기이함을 안겨주고, 암석에는 기

堂) 이자(李)가 피서와 풍류를 즐기던 곳

념명자(記念名字)가 음각되어 이채롭기 그

이다.

지없다. 그 중 조선 선조 4년(1571년) 조선

이 정자 주위에 아홉 가지 특색의 절경이

4대 명필이요, 4선(四仙)의 한 사람인 봉래

있어 구미정이라 한다. ①어량(漁粱·폭포

양사언이 쓴“무릉선원(武凌仙源) 중대천

에 물고기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 비상할

석(中臺泉石) 두타동천(頭陀洞天)”
의 12자

때 물 위에 통발을 놓아 잡는 경치) ②전

와 하행방서(下行傍書)로 된”혹호거사서

주(田疇·밭두둑 경치) ③반서(盤嶼·넓고

(玉壺居士書) 신미중춘(辛未仲春)”
이란 석

편편한 돌) ④층대(層臺· 층층 절벽) ⑤

각은 관광객의 좋은 기념 촬영터가 되고

석지(石池·구미정 뒤편 반석 위에 생긴

있다.

작은 연못의 경치) ⑥평암(平岩·넓고 큰

한편 무릉계곡의 여러 명소 이름은 선조

바위) ⑦등담(燈潭·정자에 불을 밝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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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에 비치는 경치) ⑧취벽(翠壁·구미정

돌리네(이 지역 방언으로는‘쇠곳
‘) 지역

앞 석벽 사이에 있는 쉼터의 경치) ⑨열

이라서 지반 아래로 물이 흘러내리는 곳

수(列峀·구미정 주변 암벽에 줄지어 있

이다.

는 듯이 뚫려 있는 바위 구멍의 아름다

돌리네 지형은 석회암 지질이 빗물에 녹

움) 등 9가지 절경을 이른다. 이중 등담

아 움푹 파인 것으로 어떤 것은 동굴처럼

은 1978년에 간행된 <정선군지>에는‘澄

깊기도 하다.

潭(징담·맑은 못)’
이라고 표기되어 있
다.
◎ 직원리 묘혈

◎ 임계리 도틀고지
옛날 임계1리 도틀고지 일대는 온 산이
모두 도토리 나무로 울창하여 마을 주민

직원리 군대동에 있는 묘혈은 강릉시

들은 도토리를 따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옥계면에 연결된다. 사방 산으로 가로막

고 한다. 이렇듯 도토리 나무가 많은 곳

혀 자연수가 흘러 내려 이 묘혈로 유입,

이라 하여‘도틀고지’라는 이름이 생겨

옥계면으로 통하는 것이 장관이다. 이곳

났으나, 지금은 도토리 나무가 그리 많지

은 임계카르스트 지형의 중간 부분으로

않다.

표준

2004·4월호 ● 기술표준가족

103

기술표준가족 2004.4.22 1:6 PM 페이지104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자유기고가 김춘겸

건강이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예부터

주인공 최병도로 하여금 부패한 양반관

오복(五福)이 중요시 되어왔습니다. 스트

리에 끝까지 항거하게 하여 지배층의 학정

레칭, 요가, 수지침, 복근운동, 발마사지,

을 폭로하고, 이에 반기를 든 피지배층의

뼈마사지, 깊은 호흡, 스포츠마사지, 엉덩

반항을 고취한 내용입니다. 신소설 중에서

이와 허벅지 그리고 뱃살빼기. 군살은 쏙

가장 주제 의식이 강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빼고 몸매에 탄력을 줍니다. 요요 현상없

있습니다. 내용은 강원도 강릉(江陵) 산골

는 과학적인 다이어트, 매일 덤벨 체조. 덤

에 사는 최병도(崔秉陶)는 근실한 농민으

벨 체조는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로 생활이 유여(裕餘)했습니다. 그러나 돈

또는 사무실에서 짬짬이 쉽고 부담없이 즐

으로 벼슬을 산 강원감사는 부임 첫날부터

길 수 있습니다. 몸매를 망치는 군살을 빼

가렴주구(苛斂誅求)가 심하여 마침내 최병

고 군살을 탄력 있는 근육으로 바꿔 날씬

도는 영문장차(營門將差)에게 끌려가 죄없

한 몸이 됩니다.

이 형장(刑杖)을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뇌
물을 강요하는 영문장차에게 끝까지 반항

이인직(李人稙)의 신소설로 융희(隆熙) 2

하다가 장독(杖毒)이 나서 최병도는 끝내

년(1908)에 간행되었습니다. 이 책 표지에

죽고 맙니다. 그 자녀 옥순(玉順)과 옥남

《신연극(新演劇)》
이라 표시하고 있는 것으

(玉南)은 부친의 유언대로 외국에 유학하

로 보아 처음부터 신연극의 각본으로 씌어

여 개화사상의 영향을 받고 돌아와 정치개

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은세계(銀世

혁을 역설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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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갈구하는 욕망의 끝은 분명히

르침을 바르게 들어 신뢰함을 나타냅니다.

있습니다. 장수 아니면 죽지 않고 삶을

석가 입멸시에 제자 아난(阿難)에게 지교

이어가는 영생일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指敎)한 데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를 통치했던 파라오들은 죽음 후에 신으
로서의 영원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 역사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기원할 때, 온

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인 피라미드를 지

우주는 당신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

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준답니다. 요즈음은 눈물을 흘리는 여자

피라미드의 도대체 그 커다란 돌을 어디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반

에서 구했으며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의

항과 증오의 외침을 닮아 있었다는군요.

문이 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눈물은 침묵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생(生)

<여시(如是)>는 1928년 6월 1일 창간된

을 누군가에게 바치기로 결심해 본 적이

교양잡지로 월간지 인데 경성여시사가

있는 분들은 정말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발행했습니다. 편집겸 발행인은 방인근
(方仁根)이고 판형은 국판으로 유엽(柳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에서 생성된 문

葉)과 이용우(李用雨) 등이 중심이 되어

학사조가 앙가주망 문학(文學)이지요. 문

제작한 잡지입니다. 민족진영의 학자·문

학을 통하여 정치와 사회 등 현실문제에

인·종교인들이 집필에 참가하였습니다.

깊이 참여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프랑

창간호에서 염상섭의 <문예가의 사회성>

스의 철학자·소설가·극작가 사르트르

이 전문 삭제당하는 등, 처음부터 고초를

(Jean -Paul Sartre:1905~1980)의 실존주

겪다가 애석하게도 창간호로 끝났습니다.

의 문학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앙가주망
(engagement은
) 사회참여를 뜻합니다.

여시(如是)는 여차(如此)와 같은 뜻으

일반적으로 예술지상주의적 문학에 대

로 이러함, 이와 같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항하여 현실사회에 깊이 관여하여 사회

관련하여 불교 경전의 모두(冒頭)에 붙이

적 그리고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내세운

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

문학을 말합니다. 사르트르가 실존주의의

다>의 뜻인 여시아문(如是我聞)입니다. 가

입장에서 이를 처음으로 주장했으며,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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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참여문학(參與文學)이라 번역되지요.

필히 두뇌에 휴가를 주십시오. 욕속부달

사르트르에 의하면, 말하는 것은 곧 행동

(欲速不達), 일을 너무 속히 하려면 도리어

하는 것이며, 작가는 현실 상황을 폭로함으

이기지 못합니다. 영어 속담에도“Haste

로써 세계를 변혁시키고자 꾀하고, 또 독자

makes waste”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

는 폭로된 대상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르면 일을 그르친다는 것이지요. 또 있지

는 입장입니다. 그리하여 문학은 작자와 독

요, 급할수록 돌아가라(More haste less

자의 긴밀한 협력아래 창조되며, 작가도 독

speed).

자도 필연적으로 사회적 입장을 취하지 않
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어(隱語)는 직접으로 그 사물을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은연 중에 그 뜻을 통하

작가의 행동에의 지향은, 특히 20세기 프

게 하는 말로, 우리말로는 변말(secret

랑스에서는 소설가 말로(A. Malraux

language) 또는 곁말(cant)이라고 합니다.

:1901~1976) 등의 이른바 행동문학에서 시

직접 그 사물을 바로 말하지 않고 은연 중

작하였습니다. 뒤이어 아라공이나 엘뤼아르

에 그 뜻을 상대편에게 통하게 하는 말입

등의 소위 저항문학을 거쳐, 제2차 세계대

니다. 각계 각층 사회에서 행하여지며, 일종

전 후의 실존주의 문학으로 이어져 비로소

의 비밀용어로서 특수한 집단이나 환경 속

현실 참여에의 의식이 명확해졌습니다.

에서만 통용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특수환
경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을

106

모름지기 그 핵심을 잡아라. 인생의 포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

인트를 잡아라. 중심에서 떨어지지 말아

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은어에는

라. 옛말에도 윤집궐중(允執厥中)이 있지

방언이나 외래어를 섞어서 사용하는데 형

요. 당신은 절대로 인생을 낭비해서는 아

식상으로 보면, 의태어·의성어·전도어(顚

니됩니다. 능력과 시간을 아껴 쓰십시오.

倒語)·생략어·형용어 등의 여러 가지 형

집중(執中)하십시오.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식이 있습니다. 은어의 생명은 비밀유지에

러면 당신의 잃어버린 인생의 어떤 부분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어화(日常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요약의 달인은 숫자

語化)하였을 때에는 이미 은어의 의의가

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상실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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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이미 가고 없지만
기억은 날 오라고
하염없이
눈짓을 하네.
칠칠한
침어낙안(沈魚落雁)
침어주색(沈於酒色)
칠자불화(漆者不畵),
칠전팔도(七顚八倒) 그리고
칠전팔기(七顚八起)
칠종칠금(七縱七擒)
또 칠처평만(七處平滿).
봄이 가는 길목에 서서
젊음을 탓해 보지만
젊은 날의 꿈과 낭만은
떠다니는 구름 같은 것.

2004·4월호 ● 기술표준가족

107

기술표준가족 2004.4.22 1:6 PM 페이지108

민며느리와 음유시인
수필가 최규자

결혼하는데 있어서 남자가 여자쪽의 신

들에게 흔히 있었다. 아니면 여러 가지 피

부에 대한 대상(代償)으로 일정한 금품을

치못할 형편으로해서 혼인상대자가 없는

지불하는 형식의 결혼을 일컬어 구매혼(購

경우에 고아나 어린소녀를 데려다가 수년

買婚)이라 한다. 기본 취지로서 여자를 구

간 기른다.

입(購入)하여 신부를 삼는다는 것이다. 이
것은 여자편 친족이 신부를 출산하여 그간

이러한 혼인 풍속은 삼국시대(三國時代)

의 공과 노력을 들여 기른 여성을 잃는데

의 구매혼인(購買婚姻)과 깊은 관계가 있

에 대한 남자편의 일종의 보상으로서 이해

으며, 동옥저(東沃沮)에서는 데려다가 길렀

되며, 지불불능의 남자는 노력봉사로 대체

던 여자가 성인이 되면 친가(親家)로 다시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일반적

가서 사위의 대전(代錢)을 책납(責納)하는

으로 부계적(父系的)인 목축민 사이에서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예전 미개시대에는

행하여졌다고 한다.

여러 민족간에 이러한 풍속이 흔히 있었고,
한국에 있어서도 서북지방에서는 그 유풍

그런가하면 장차 며느리로 삼기위하여

(遺風)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

어린 소녀를 데려다 길러서 성장하면 아들

108

과 혼인시켜 며느리를 삼는 소위 민며느리

민며느리와 반대로 민사위(豫壻)라 하여

제도도 있었다. 이것은 보통 가계(家計)가

딸을 둔 집에서는 어린소년을 데려다 길러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행하여졌던 혼인풍

성장하면 사위로 삼는 풍속도 있었는데, 오

습으로 혼인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는 사람

늘날의 데릴사위와는 다르다. 데릴사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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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에서 데리고 있기로 한 사위를 말한

명한 회화적 색채로 엮어지는 발군의 가

다. 고려시대에는 살림이 궁색한 서민(庶

극이다. 악마가 해괴망측한 술파티를 열

民)뿐 아니라 오히려 귀족층에서도 민사

고 떠르썩하게 놀다가 아침의 새벽종소

위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리를 듣고 모두 뿔뿔이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환상의 세계를 이미

민며느리는 간단히 말해서 장차 며느리
를 삼으려고 데려다가 기르는 이른바 민

지화(化)해주는 격조있는 작품으로 지금
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머리의 여자아이를 말한다. 민며느리는
순우리말인데, 쪽찌지 않은 머리를 지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유시인(吟遊詩

한다. 접두사 <민->은 이때에는 <꾸밈새

人)의 하나로 민스트럴(minstrel)이라는

나 덧붙여 딸린 것이 없음>의 뜻을 나타

것이 있다. 지금도 유럽에는 흔히는 아니

내는 말이다. 또한 <닳아서 모지라짐>, <

지만 존재한다고 한다. 영어로는 글리먼

우툴두툴하던 것이 평평하게 됨>의 뜻을

(gleeman)이라는 단어도 예전에는 쓰인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아무

것 같다. 여자음유 시인은 글리메이든

꾸밈새가 없는 물건을 민패 또는 민짜라

(gleemaiden으
) 로 쓰인다. 중세의 유럽에

고 하고, 칼집속에 들어있지 않고 밖으로

서는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며 악기의

날카롭게 드러나 있는 칼이나 창 따위의

반주로서 시가를 노래하며 희사(喜捨)를

날을 가리켜 민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구하였다. 지금도 이와 비슷한 풍경이 유
럽에는 남아 있다. 대개가 서민계급의 출

흔히 우리는 나무가 없어 민둥민둥한

신으로 종종 가곡을 자작(自作)하여 중세

산(山)을 가리켜 민둥산이라고 하는데,

속악의 선두가 되기도 하였다. 19세기에

독산(禿山) 혹은 벌거숭이산이라고도 부

미국에서 흑인으로 분장한 백인의 음악

른다. 러시아의 작곡가 무소르그스키의

쇼(show)도 이의 아류의 일종이라고 할

환상적인 가극으로 널리 알려진 «민둥

수 있겠다.

산의 하룻밤»이 있다. 농민적이고 또한
민중적인 것에 무한한 애착을 가지는 무

이와 관련하여 문득 생각나는 것은 훨

소르그스키의 리듬의 극심한 변화와 선

씬 이전에 즉 12~13세기에 걸쳐 독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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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어났던

시의

일종이

미네장

»이라는 미네장을 쓴 에센바흐(W. von

(Minnesang이
) 다. 보통 미네장을 중세 독일

Eschenbach) 등은 당시에 널리 알려진 미

의 연가(戀歌)라고 하는 것은, 미네(Minne)

네징거였다. 그러나 14세기에 들어와서는

가 중세기사의 사랑이나 봉건적 연애 혹은

이러한 시(詩)는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

구애(求愛)를 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

였다.

서 미네싱거(Minnesinger라
) 면 중세독일의
연애가인(歌人)이나 궁정가인을 의미한다.

데릴사위는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집안
에서 딸을 시집보내지 않고 같이 데리고

주로 귀족이나 기사들이 스스로 작시하

살기로하고 삼는 사위를 말한다. 예로부터

고 작사하여 부른 연애시라는 의미에서 미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처가에서 살게되는

네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러한

유형은 솔서(率壻)·예서(豫壻)·서양자

시를

미네쟁거

(壻養子)·서류부가(壻留婦家)·초서(招

(Minnesanger라
) 부른다는 것은 이미 위에

壻)·췌서(贅壻)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리고 그들은 각 제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데릴사위

후의 궁정을 방문하여 스스로 이러한 시를

제도는 대체로, 딸만 있는 집안이 동족(同

읊는 음유(吟遊)시인들이었다. 바그너(R.

族)에서 양자를 입적시키고, 사위는 별도로

Wagner)의 «탄호이저(Tannhaeuser)»를

맞이하여 그의 노동력으로 가사를 돌보게

만들게한 포겔바이더(W. von Vogelweide),

하는 이른바 솔서 혼인으로 정의되고 있다. 표준

짓고

읊는

사람을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파르치팔(Parzival)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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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욕망을 향하여
작가 나성욱

문명을 잠재운 섬, 그곳에 휴식만 있습

자유로운 발휘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영

니다. 필리핀의‘노아 이사벨’
을 두고 한

국의 Byron과 Shelley, 프랑스의 Rousseau,

말입니다. 성경에‘노아의 방주’
이야기

독일의 Schlegel 형제 등은 이 주의를 대

가 나오지요. 대홍수를 피해서 온갖 생

표합니다.

명체가 배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혼란스러운

주로 18세기의 영국문학사조에 대한 명

세상에서 벗어나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칭으로 의고전주의(擬古典主義:pseudo-

피난처였습니다. 필리핀 아플릿 섬에 위

classicism가
) 있지요. 19세기의 낭만주의

치한 클럽‘노아 이사벨’
도 성경에 등장

(romanticism의
) 입장에서의 호칭으로 약

하는 노아의 방주처럼 물질 만능주의에

간의 경멸적인 색채가 있습니다. 그리스

젖은 현대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태고

와 라틴의 고전을 문학의 선구로 생각하

의 휴양처입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좁

는 방법은 일찍이 르네상스 때부터 영국

은 배 안이 아니라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18세기의 영국

이른바 지상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고전주의를 직접 낳은 것은 프랑스 문학
으로서 왕정복고에 의하여 프랑스에 망

문예상의 낭만주의란 고전주의

명한 귀족들이 프랑스 고전주의를 본국

(classicism에
) 반항하여 18세기 말 유럽에

에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영국사

서 일어난 주의입니다. 법칙과 규범적인

회에 벌써 상업출신인 중산계급이 토지

것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창조 정신의

의 구매 등에 의하여 대지주가 되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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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계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

닙니다. 무엇이 발상력을 저지하고 있는

은 사회의 이중성이 프랑스의 것과는 상이

지, 발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한 특징을 영국의 고전주의에 주고 있는

야 합니까. 정리하는 습관이 성공의 열쇠

것입니다.

입니다. 한번 익힌 집중력은 평생의 재산
입니다. 생활속에서 실천 가능한 집중력

영국의 시인·극작가·비평가로 계관 시

향상법을 익혀야 합니다. 집중력을 올리기

인(1670~1688)을 거친 드라이든(J.Dryden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질문만 해도 답

:1631~1700을
) 거쳐 영국의 고전파시인 포

이 보입니다. 헌신가는 배려, 자기희생이

프(A.Pope :1688~1744)에 의하여 영국의

강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취가는 목

고전주의가 최성기에 달하였으며, 가장 프

표, 순위를 우선합니다.

랑스적인 균형을 중요시하는 형식과 합리
적인 정신이 조화되어 발휘되었습니다. 또

주인을 충실히 지켰던 개(dog)에 관한

합리주의를 철저히 관철한 사람으로서 스

소설이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와

위프트(Swift)를 들 수 있지요. 애디슨

관련된 설화가 세계적으로 많이 있으며, 한

(Addison)과 스틸(Steele)은 중산계급의 생

국에도 수십종의 의구전설(義狗傳說)이 있

활에서 풍기는 세련된 맛과 멋을 유감없이

지요. 기록에 나타난 것으로는 고려 고종

표시하였는데, 이와 같이 실생활에 고전주

(高宗) 때 최자(崔滋)의《보한집(補閑集)》

의를 적용한데에 영국적 특징이 있습니다.

에 나타나는 것이 그러한 종류로서는 처음

영국 고전주의의 최후의 대가는 Dr.

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Johnson이라 불리는 존슨(S. Johnson
:1709~1787)이며, 여기에 고전적 규칙에

경상북도 선산(善山)군 도개(桃開)면 임

구속되지 않은 자유성을 특히 엿볼 수 있

동(林洞)에 있는 의구총(義狗塚)의 전설입

습니다.

니다. 연향(延香) 역리(驛吏) 김성발(金成
發)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술이 많이

112

분수에 맞는, 연령에 걸 맞는 재테크는

취하여 낙동강 동안(東岸)에 있는 월몰정

따로 있습니다. 재테크에도 인생이 있다는

(月沒亭)에 이르러 정신을 완전히 잃고 길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우연한 번뜩임이 아

가에 누워 자는 동안에 때마침 산불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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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했습니다. 그 때 따라갔던 개가 꼬리에

작품이다. 3막짜리 희곡인데 1947년에 초

강물을 적셔다가 산불을 꺼서 주인을 구

연되었고 퓰리처상을 받았다.

출하지만, 기운이 다한 개는 죽어버립니
다. 이에 충직한 의리에 보답하여 후하게

욕망(欲?慾望)은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

장사지내고 무덤을 써주었으며, 그 비석

고자 탐하는 것이다. 즉 부족을 느껴 채

은 당시 선산부사 안응창(安應昌)이 세워

우려고 하는 마음이다. 욕망이 난망(欲忘

준 것이라고 전합니다.

而難忘)이란 말이 있다. 잊으려 하나 잊
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다.

또한 옛날 어떤 사람이 소를 팔아 가지
고 돌아오다가 도둑에게 돈을 빼앗기고

윌리엄스(1911~1983)는 주로 시적인

살해당했습니다. 이 때 따라갔다가 이를

언어를 구사하였으며, 1947년과 1957년에

목격한 개가 집에 달려와 집사람들의 옷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작품으로《욕망(慾

자락을 끌면서 짖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望)이라는 이름의 전차(電車)》
외에 또 하

따라가 보았더니 주인의 시체가 길가에

나의 걸작《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

있었습니다. 이를 관가에 알려 도둑을 수

이》등이 있다.

소문하여 찾아보았으나 알 길이 없어 포
기상태에 있다가, 역시 개의 힘을 빌어

윌리엄스는 미시시피주 출신인데, 혼란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개가 죽

한 현대의 미국사회를 배경으로 현실사

었을 때 후하게 장사 지내주었다고 전해

회에서 단절되어 환상과 추억에 매달려

내려옵니다.

살아가는 인간을 실험적인 수법으로 그
렸다.

미국의 극작가 윌리엄스(T. Williams)
가 지은 희곡에《욕망이라는 이름의 전

치밀한 장면구성으로 줄거리를 전개시

차》
(A Streetcar Named Desire)가 있다.

키는 초기 수법은, 1950년에 들어서자 추

미국 남부의 몰락한 대농원지주(大農園

구하는 방향으로 일대 변화를 시도한다.

地主)의 딸 블랜치(Blanche)를 통해 여자
의 성(性)의 좌절과 분열을 그린 불멸의

그러나 고립감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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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이 사랑과 미움을 통해서 결합을

《여름과 연기》가 있다. 그리고《장미의 문

찾지만 좌절한다는 주제는 일관되어 있다.

신(文身)》
과 1955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불
마의 희곡《뜨거운 양철지붕위의 고양이》

그는 1930년대의 대불황으로 대학을 중퇴

가 있다.

하고 후에 아이오와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
는 여기저기를 전전하며 직업을 바꾸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무 생각없이 편안하게

1940년대에 극작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

쉬고 싶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가슴이 푸근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졸음이

작품에는《유리 동물원》
과 1948년에 퓰리
처상을 수상한《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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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식과 자율
작가 오승휘

자이델(Ina Seidel)은 독일의 여류작가

여러 면에서 이를 통일하는 자아(自我)에

였다. 온아하고 경건한 아내와 어머니로

관하여 갖는 반성(反省)의식의 총칭이 자

서의 경험으로 신과 인간성에의 사랑을

의식(自意識)이다. 자아의식이라고도 하

읊었으며, 소설에 있어서는 특히 모자(母

는데, 외계의 의식에 대립하는, 자아에 대

子)문제를 깊이 추구하였다. 남동생

한 의식으로 자기중심적인 의식상태이다.

(S.Willy)도 작가이고 남편(H. Wolfgang
S.)은 목사이며, 그러한 집안 분위기속에

따라서 자아감정으로서 무엇에 친근감

서 자이델은 우수한 소설을 많이 썼다.

(親近感)을 갖는가에 따라서 심리학적으

작품에는 시집으로 <<시집>>, 소설로는

로는 여러 계층(階層)이 있다. 즉 자기의

<<미로(迷路)>>와 <<선택 없는 길>> 등이

신체(身體)와의 관계, 신체에 속하는 물

있다.

질과의 관계, 사직에서 공존(共存)하는
타아(他我)에 대한 관계, 종교적 세계와

철학에서의 자아(自我:ego)는 인식(認

의 관계에 있어서 각각 자아를 인식하는

識)의 주관(主觀)이다. 곧 의식자가 딴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적(外的)

의식자나 대상에 대하여 자기를 구별한

인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고 순수히 내적

것인데, 객아(客我)와 대칭이 된다. 심리

인 반성(反省) 의식에만 자아를 의식하는

학에서는 인격 구조의 중심부면이다. 개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체행동의 특성을 규정하는 주체적 조건
으로, 비아(非我)와 대칭이 된다. 경험의

그러나 철학상으로는 최후의 순수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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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純粹意識我)에 따르는 의식만을 가리킨

規定原理)인 그대의 의지의 격률(格率:명

다. 이때 자의식이란 반성의식이나 자각의

제와 공리)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

식과 같은 뜻으로서 어떠한 행동이나 판단

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여야

에 당하여 무반성(無反省) 혹은 무의식으

한다>라는 정언적 명법이다. 이 도덕률의

로 그것을 행함에 명확한 자기의 승인과

보편 타당성은 그것이 이성 자신의 아 프

동의(同意)하에서 행하려는 태도를 가리킨

리오리(a priori)한 법칙임을 증명하고 있다.

다.

그리고 이성은 인간의 본질이므로 이성의
자율은 인간성이 자기 목적으로서 결코 수
자율(自律)은 자기가 자신에게 규율을

단이 되면 안되는 존엄(尊嚴)을 가지는 것

주는 것으로, 타율의 대칭이다. 윤리학에서

을 의미한다.“아 프리오리”
란 연역적(演繹

는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는 것(self-

的:deductive인
) , 선천적인, 선험적(先驗的)

restraint)이다. 또 칸트의 윤리사상으로, 실

인 것으로, 아 포스테리오리(a posteriori)와

천이성(實踐理性)이 스스로 도덕률을 세워

대칭이 된다.

여기에 복종하는 일(autonomy)이다. 본래
는 정치적 자주독립의 뜻이었으나, 칸트

그러나 인격의 존중과 자율이라는 칸트

(Kant)에 의하여 윤리학의 중심개념이 되

의 새로운 개념은 절대적인 진리를 논하는

었다. 그에 의하면 종래의 윤리학이 도덕률

관념론의 절대주의(absolutism하
) 에서의 경

을 신의 의지나 행복을 추구하는 자연적

찰제도의 비굴한 구속성(拘束性)으로부터

충동이나 또는 이타적인 도덕적 감각, 자기

의 해방의 요구이다. 또한 현실에 타협하지

완성에의 요구 등에 두고 의지를 규정하는

않고 어디까지나 인간성의 존엄을 실현하

법칙을 의욕의 대상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려고 주장하는 의지의 발현이다.

타율(他律)이라 하였다. 이에 반하여, 자율
이란 의욕의 대상의 성질에 의존하지 않고

프랑스의 작가 드릴라당(V. de L’
Isle-

의지가 그것에 의하여 자기 자신에 의한

Adam)의 단편소설집으로 1883년에 간행된

법칙인 의지의 성질과 구조라고 한다.

책이 <<잔혹(殘酷)한 이야기>>(Les Contes
Cruels)이다. 망각과 환영(幻影)의 세계에서

자율의 원리는 <주관적 규정원리(主觀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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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느 귀족을 그린 <<베라>>, 중상을 입

떤 영역의 대상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계

은 스파르타의 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고

통적으로 연구하는 활동, 또는 그 성과의

향으로 몰래 도망했다고 오해되어 애인이

내용을 말한다. 과학만능주의란 모든 문

나 군중에게 조소를 받으며 서서히 죽어

제는 과학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는 <<군중의 초조>>, 어느 청년이 다른

주장을 말한다. 실증주의는 철학의 방법

남자에게 변심한 애인에게 예술가의 감정

이 과학의 방법과 같다고 보는 근대철학

승화(感情昇華)를 설득하고 조용히 권총

의 한 사조이다. 과학에 의하여 얻어지는

으로 자살하여 죽어가는 <<감상(感傷)주

지식의 총체(總體)만이 참된 지식이라는

의>> 등 28편을 수록(收錄)하였다.

입장이다. 콩트·마하·아베나리우스 등
이 그 대표적 철학자인데, 실증론·실증

여기에는 현실로부터의 탈출, 이상의

철학·적극주의라고도 한다. 실증(實證)

추구, 우중(愚衆)에의 조소, 풍자, 속세

주의나 과학만능주의를 공격하는 작자의

(俗世)에서 초연(超然)하는 고고(孤高)한

신비적 이상주의가 그 근저에 깔려있는

자세가 엿보이고 있다. 과학(科學)은 어

바탕이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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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제

품

명

직접가압식 용탕단조를 이용한 트럭 및 버스용 알루미늄 휠 제조기술
- 적용제품 : 트럭 및 버스용 알루미늄 휠
(Direct Liquid Forged Aluminium Wheel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Buses and Trucks)
- Applied product Aluminium Wheel for Buses and Trucks

업

체

명

(주)알룩스[ALUX CO. LTD.]

제품설명

주요개발내용

118

○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며, 구동력과 제동력을 노면에 전달하며, 림과 휠
을 허부에 설치하는 디스크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음. 휠은 재료별로는
스틸휠과 알루미늄휠이 있는데, 스틸휠에서 알루미늄휠로 바꿈에 따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이 경량화로서, 알루미늄휠은 스틸휠의 50˜
60% 중량으로 유사한 강도효과
○ 알루미늄휠은 디자인 표현이 자유롭고, 발열성이 우수하여 타이어 및
브레이크 라이닝의 수명이 연장되며, 발란스가 양호하여 조정안정성이
향상됨
○ 직접 가압하는 방식의 용탕단조법을 적용한 알루미늄 휠을 국내 최초
로 개발하여 상용차에 채용함
· 금형내부는 금형체결력을 높이기 위해서 쐐기 형상으로 되어서 단조
압력이 높아질수록 형체결력이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있음
· 알루미늄 휠을 생산하는데 가압위치, 압력, 가압속도최적의 생산조건 확립
· 상용차용 알루미늄 휠의 생산을 위한 용탕로, 단조기, 프레스 등 생산
시스템 구축
· 직접가압 방식의 용탕단조 제조기술 개발로 상용차용 알루미늄 휠인
사이즈 19 Inch 이상의 대형 규격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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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4-35호

2004년도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안내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2호(2003. 12. 15)」
에 의거
2004년도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서비스품질인증제도란?
▶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인증을 신청한 기업(사업장)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
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대상 기업 또는 기관의 전반적 서비스품질 수준을 8면평가(현장, 고객, 암행평가)를 통해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 또는 기관에게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을 부여하고 널
리 공표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인증대상업종 (46개업종)
▶
▶
▶
▶
▶
▶
▶
▶
▶
▶

유통서비스업 :
운송서비스업 :
레저서비스업 :
외식서비스업 :
통신서비스업 :
금융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서비스업 :
전문서비스업 :
공공서비스업 :

백화점, 대형할인점,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주유소, 전문점(대형양판점)
택배(항공운송서비스 포함), 포장이사, 렌터카, 고속버스
호텔, 콘도미니엄(종합휴양업 포함), 테마공원, 고속도로휴게소, 스포츠센타, 영화관, 여행사
식당(한식, 일식, 중식, 양식), 패스트푸드점, 패밀리레스토랑, 단체급식, 제과점
이동전화, 초고속통신망, 텔레마케팅(전화서비스업)
은행, 증권, 보험(생명, 손해),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대학교/대학, 사이버대학, 초·중·고·성인교육기관, 서점, 직업훈련기관(노동부인가기관)
병원(종합·일반·개인·한방병원)
시장조사(리서치), 광고대행업(종합기획사), 종합용역업(보안, 아웃소싱), 빌딩관리업, 예식장
공공기관, 공기업(정부투자기관·출자기관·정부재투자·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신청방법 및접수기간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지정양식을 참조하여 다음 집행기관 중 자유선택(택일)하여 신청 접수
- 한국표준협회 품질연구개발팀 서비스파트 (전화:02)6009-4622, http://www.servqual.or.kr)
- 한국서비스진흥협회 사무국
(전화:02-554-4890, http://www.koas.or.kr)
※ 신청양식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ats.go.k서비스품질인증)
r및 집행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신청기간 : 수시 신청 접수

2004·4월호 ● 법령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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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단위및 비용
▶ 신청단위는 사업장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 구분없는 경우는 기업단위로 신청
▶ 신청비용(부가세 별도) 전업종 200만원(사업장단위)
단, 사업장 구분없는 기업단위 신청자는 대기업 350만원, 중소기업 250만원
▶ 심사위원 출장비 별도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인증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방문평가
서비스품질인증전문위원회 최종 심의결과
▶ 2차 현장방문평가는 전문심사위원단에 의한 현장평가 및 암행평가, 소비자에 의한 고객평가의
3차원 교차평가 실시

인증심사기준
▶ 리더십 및 서비스품질 경영전략, 고객 및 시장정보시스템, 고객접점 서비스운영 관리, 인적자원 및
조직관리, 효과적인 자원의 활용, 서비스 경영성과 등 7개 항목별 평가
▶ 인증심사기준은 공통심사기준 및 업종별 특성 고려한 별도기준 적용

인증서수여 및유효기간
▶ 인증서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정부에서 일괄 수여
▶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기간만료시 재평가를 받아 기간연장 가능

인증업체에대한특전및 지원
▶
▶
▶
▶
▶

국가품질상 선정 및 공산품 사후봉사(A/S) 우수기업 인증 신청시 우대
신문지상에 종합광고 및 집행기관 홈페이지, 월간지에 홍보
선정된 업체의 홍보책자를 제작, 이를 관련기관(단체) 및 업계에 배포하여 홍보·판로지원
인증받은 업체 중 최우수기업(사업장)에 서비스품질대상 수여
최우수기업(사업장)의 직원을 선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문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전화:02)509-7251~4, http://www.ats.go.kr)
▶ 한국표준협회 품질연구개발팀 서비스파트 (전화:02)6009-4622, http://servqual.or.kr)
▶ 한국서비스진흥협회 사무국
(전화:02)555-4890, http://koas.or.kr)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마크 활용
- 업체의 사업장 게시, 제품·용기·포장에 표시
- 광고시 인증내용 홍보 (각종 홍보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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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규격정보

KS H 2005 2004. 03. 24 비스켓
KS H 2006 2004. 03. 24 밀크캬라멜
KS H 2101 2004. 03. 24 식용유의 사험방법

안전서비스표준분야

KS H 2102 2004. 03. 24 콩기름
KS H 2113 2004. 03. 24 물엿

◈ 문화서비스표준과
확인

- 규격번호(고시일) 규격명 -

KS H 2114 2004. 03. 24 인스탄트 커피
KS H 2116 2004. 03. 24 토마토 쥬스
KS H 2121 2004. 03. 24 옥수수 통조림
KS H 2128 2004. 03. 24 배 통조림

KS G 2006 2004. 3. 30 법랑 칠판
KS H 2140 2004. 03. 24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KS G 2007 2004. 3. 30 법랑 칠판용 표면재
KS H 2146 2004. 03. 24 통조림 일반 시험 방법
KS G 7005 2004. 3. 30 스쿠버용 실린더
KS H 2152 2004. 03. 24 인삼제품류의 시험 방법
KS G 7006 2004 3. 30 스쿠버용 실린더 밸브
KS H 2157 2004. 03. 24 고춧가루
KS G 7007 2004. 3. 30 스쿠버용 레귤레이터
KS H 2158 2004. 03. 24 복합 조미료
KS G 7008 2004. 3. 30스쿠버용 부력 조정구
KS H 2159 2004. 03. 24 다류 시험 방법

신산업기술표준분야

KS H 2160 2004. 03. 24 홍차
KS H 2161 2004. 03. 24 녹차

◈ 생물환경표준과
개정

- 규격번호(고시일) 규격명 -

KS H 2162 2004. 03. 24 옥수수 기름
KS H 2173 2004. 03. 24 건조 수프
KS H 2176 2004. 03. 24 대추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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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H 2177 2004. 03. 24 인삼농축액

기간산업기술표준분야

KS H 2303 2004. 03. 24 식초
KS H 3009 2004. 03. 24 체더 치즈
KS H 3109 2004. 03. 24 육류(쇠고기, 돼지고기)통조림 시험방법

◈ 소재부품표준과
제정

KS H 3111 2004. 03. 24 포장육(쇠고기, 돼지고기) 시험방법
KS H 3113 2004. 03. 24 돼지고기 포장육

- 규격번호(고시일) 규격명 -

KS H 3115 2004. 03. 24 육포

KS D 1674 2004. 3. 22 금 지금의 유도결합플라스마 방출분

KS H 3116 2004. 03. 24 통닭 및 부분육

KS B 1507 2004. 3. 30 강관용 플렉시블 그루브 조인트

◈ 비즈니스표준과

폐지

제정

- 규격번호(고시일) 규격명 - 규격번호(고시일) 규격명 KS X ISO/IEC 19757-2 2004.03.29 문서스키마 정의 언어 제2부 : 문법기반 유효성- RELAX NG
KS X ISO/TS 20625 2004.03.29 행정,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
자 자료 교환(EDIFACT) - EDI(FACT) 구현지침에
기반한 XML 구조파일(XSD) 생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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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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4

ISO/DIS 199

규

격

명

칭

Rolling bearings-Thrust bearings-Tolerances
(Revision of ISO 199: 1997)

TC8

ISO/DIS 5489

Ships and marine technologyEmbarkation ladders(Revision of ISO 5489 : 1986)

TC7

ISO/DIS 13899-2

Steel- Determination of Mo, Nb and W contents in alloyed steel-ICP-AES
method-Part 2:
Determination of Nb content

ISO/DIS 13976

Hot-rolled steel sheet in coils of structural quality and
heavy thickness(Revision of ISO 13976 : 1998)

ISO/DIS 16143-3

ISO/DIS 16160

Stainless steels for general purposes-Part 3: Wire

Continuously hot-rolled steel sheet productsDimensional and shape tolerances
(Revision of ISO 16160 : 2000)

ISO/DIS 16162

Continuously cold-rolled steel sheet productsDimensional and shape tolerances
(Revision of ISO 16162 : 2000)

ISO/DIS 16163

Continuously hot-dipped coated steel shee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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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이달의규격정보 2004.4.22 1:42 PM 페이지124

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Dimensional and shape tolerances
(Revision of ISO 16163 : 2000)

ISO/DIS 17053

Steel and iron - Determination of oxygen contentInfrared method after fusion under inert gas

ISO/DIS 20805

Hot-rolled steel sheet in coils of higher yield strength
with improved formability and heavy thickness for
cold forming

TC 22

ISO/DIS 6550-4

Road vehicles- Sheath-type glow-plugs with conical
seating and their cylinder head housing-Part 4:
M8 × 1 glow-plugs

ISO/DIS 6856

Road vehicles- Unscreened high-voltage ignition
cable assemblies-Test methods and general
requirements(Revision of ISO 6856 : 1990)

ISO/DIS 7612.2

Diesel engines-Base-mounted in-line fuel injection
pumps and high-pressure supply pumps for common rail fuel injection
systems- Mounting dimensions
(Revision of ISO 7612 : 1994)

ISO/DIS 14400

Road vehicles-Wheels and rims-Use and general
maintenance requirements

ISO/DIS 17356-1

Road vehicles-Open interface for embedded automotive applicationsPart 1: General structure and terms, definitions and abbreviated terms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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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ISO/DIS 17356-2

규

격

명

칭

Road vehicles-Open interface for embedded automotive
applications- Part 2: OSEK/VDX specifications for
binding OS, COM and NM

ISO/DIS 20176

Road vehicles-H-point machine(HPM •±)-Specifications
and procedure for H-point determination

ISO/DIS 21848

Road vehicles-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for
42 V networks-Electrical loads

TC23

ISO/DIS 10625

Equipment for crop protection-Sprayer nozzles-Colour
coding for identification(Revision of ISO 10625 :1996,
ISO 10625:1996/Cor 1:1998)

ISO/DIS 17567

Agriculture and forestry tractors and implementsHydraulic power beyond

ISO/DIS 22866

Equipment for crop protection-Methods for field
measurement of spray drift

TC24

ISO/DIS 9276-5

Representation of results of particle size analysisPart 5: Methods of calculations relating to particle size
analyses using logarithmic normal probability distribution

TC25

ISO/DIS 5922.2

Malleable cast iron(Revision ISO 5922:1981)

TC28

ISO/DIS 8216-1

Petroleum products-Fuels(class F)-ClassificationPart 1: Categories of marine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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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Revision of ISO 8216-1:1996)

ISO/DIS 8217

Petroleum products-Fuels(class F)-Specifications of
marine fuels(Revision of ISO 8217:1996)

TC29

ISO/DIS 6753-1

Tools for pressing and moulding-Machined platesPart 1: Machined plates for press tools
(Revision of ISO 6753-1:1994)

TC30

ISO/DIC 4064-1

Measurement of water flow in fully charged closed
conduits- Meters for cold and hot potable waterPart 1: Specifications(Revision of ISO 4064-1:1993)

ISO/DIS 4064-2

Measurement of water flow in fully charged closed
conduits- Meters for cold and hot potable waterPart 2: Installation requirements
(Revision of ISO 4064-2 :2001)

ISO/DIS 4064-3

Measurement of water flow in fully charged closed
conduits- Meters for cold and hot potable waterPart 3: Test methods and equipment
(Revision of ISO 4064-3 : 1999)

TC34

ISO/DIS 16634

Cereals, pulses, milled cereal products, oilseeds, oilseed
residues and animal feeding stuffs- Determination of
total nitrogen and crude protein contents by combustion
according to the Dumas principle

126

기술표준 ● 2004·4월호

이달의규격정보 2004.4.22 1:42 PM 페이지127

TC/SC

규격번호
ISO/DIS 8502-11

규

격

명

칭

Preparation of steel substrates before application of paints
and related products- Tests for the assessment of surface cleanlinessPart 11: Field method for the turbidimetric determination of water-soluble
sulfate

ISO/DIS 13041-6.3

Test conditions for numerically controlled turning machines and turning
centres- Part 6: Accuracy of a finished test piece

TC43

ISO/DIS 16832

Acoustics - Loudness scalingby means of categories

TC44

ISO/DIS 3834-1

Quality requirements for fusion welding metallic materials- Part 1:
Guidelines for selection and use
(Revision of ISO 3834-1:1994)

ISO/DIS 3834-2

Quality requirements for fusion welding metallic materials- Part 2:
Comprehensive quality requirements
(Revision of ISO 3834-2:1994)

ISO/DIS 3834-3

Quality requirements for fusion welding metallic materials- Part 3:
Standard quality requirements
(Revision of ISO 3834-3:1994)

ISO/DIS 3834-4

Quality requirements for fusion welding metallic materials- Part 4:
Elementary quality requirements
(Revision of ISO 3834-4:1994)

ISO/DIS 3834-5

Quality requirements for fusion welding metallic materials- Part 5:
Normative references for the requirements of ISO 3834-2, ISO 3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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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and ISO 3834-4

TC 45

ISO/DIS 2302.2

Isobutene-isoprene rubber(IIR)-Evaluation procedures
(Revision of ISO 2302 : 1995)

ISO/DIS 8033

Rubber and plastics hoses- Determination of adhesion
between components(Revision of ISO 2302:1995)

TC46

ISO/DIS 2108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ISBN)(Revision of ISO 2108:1992)

TC54

ISO/DIS 4731

Oil of geranium(Pelargonium asperum Ehrh. ex Wild.)
(Revision of ISO 4731:1978)

TC58

ISO/DIS 6406.2

Gas cylinders- Seamless steel gas cylinders- Periodic inspection and
testing (Revision of ISO 6406:1992)

ISO/DIS 10461.2

Gas cylinders- Seamless aluminum-alloy gas cylinders- Periodic
inspection and testing
(Revision of ISO 10461:1993)

ISO 179-1:2000/

Plastics- Determination of Charpy impact properties-

DAmd 1

Part 1: Non-instrumented impact test-Amendment 1

ISO 527-1:1993/
DAmd 1

TC67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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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production systems- Part 11: Flexible
pepe systems for subsea and marine applications
(Revision of ISO 10420:1994)

TC69

ISO/DIS 2859-3

Sampling procedures for inspection by attributesPart 3: Skip-lot sampling procedures
(Revision of ISO 2859-3:1991)

ISO/DIS 2859-5

Sampling procedures for inspection by attributesPart 5: System of sequential sampling plans indexed by acceptance
quality limit(AQL) for lot-by-lot inspection

TC71

ISO/DIS 1920-2.2

Testing of concrete- Part 2: Properties of fresh concrete
(Revision of ISO 4109:1980, ISO 4110:1979, ISO 4111:1979, ISO
4848:1980, ISO 6276:1982)

TC79

ISO/DIS 3522

Aluminium and aluminium alloys- Castings-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Revision of ISO 3522:1984)

TC85

ISO/ASTM DIS
51204

ISO/ASTM DIS
51067

ISO/ASTM DIS
51702

Practice for dosimetry in gamma irradiation facilities for food processing
(Revision of ISO/ASTM 51204:2002)

Practice for use of th alanine-EPR dosimetriy system
(Revision of ISO/ASTM 51067:2002)

Pracitce for dosimetry in a gamma irradiation facility for radiation
processing (Revision of ISO/ASTM 5170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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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격

명

ISO/ASTM DIS

Practice for blood irradiation dosimetry

51939

(Revision of ISO/ASTM 51939:2002)

ISO/ASTM DIS
51940

TC86

규

ISO/DIS 20039

칭

Guide for dosimetry for sterile insects release programs
(Revision of ISO/ASTM 51940:2002)

Transportation refrigeration equipment- Acoustical test methods and
sound power rating procedure

TC92

ISO/DIS 10295-1

Fire test for building elements and components- Integrity and insulation
performance testing of service installations- Part 1: Penetration seals

ISO/DIS 19702

Analysis of fire gases using Fourier infra-red technique(FTIR)

ISO/DIS 19703

Generation and analysis of toxic gases in fire- Calculation of species
yields, equivalence ratios and combustion efficiency in experimental fires

TC96

ISO/DIS 8686-4

Cranes- Design principles for loads and load combinations- Part 4: Jib
cranes

TC104

ISO 668:1995/
DAmd1

ISO 3874:1997/
DAmd3

TC106

ISO/DIS 6874

Series 1 freight containers- Classification, dimensions and ratingsAmendment 1

Series 1 freight containers- Handling and securing- Amendment 3:
Doubles stack rail car operations

Dentistry- Polymer-based pit and fissure sealants
(Revision of ISO 6874: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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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ISO/DIS 13397-2.2

규

격

명

칭

Dentistry- Periodontal curettes, dental scalers and excavators- Part 2: Grtype periodontal curettes (Revision of ISO 13397-2:1996, ISO 133972:1996/Cor 1:1997)

TC110

ISO/DIS 13564-1

Powered industrial trunks- Test methods for verification of visibility- Part 1:
Sit-on and stand-on operator trucks and variable reach trunks

TC130

ISO/DIS 12637-1

Graphic technology- VocabularyPart 1: Fundamental terms

ISO/DIS 12648

Graphic technology- Safety requirements for printing
press systems(Revision of ISO 12648: 2003)

TC131

ISO/DIS 1219-1

Fluid power systems and components- Graphic symbols and circuit
diagrams- Part 1: Graphic symbols for conventional use and dataprocessing applications
(Revision of ISO 1219-1: 1991)

ISO/DIS 4401

Hydraulic fluid power- Four-port directional control valves- Mounting
surfaces (Revision of ISO 4401:1994)

TC146

ISO/DIS 16000-10

Indoor air- Part 10: Determination of the emiss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Emission test cell method

ISO/DIS 16000-11

Indoor air- Part 11: Determination of th emiss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Sampling, storage of samples and preparation of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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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ISO/DIS 16000-9

규

격

명

칭

Indoor air- Part 9: Determination of the emiss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Emission test chamber method

TC147

ISO/DIS 18412

Water quality- Determination of chromium(VI)- Photometric method for
low contaminated water
(Revision of ISO 11083:1994)

TC150

ISO/DIS 15676

Cardiovascular implants and artificial organs- Single-use tubing packs for
cardiopulmonary bypass and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TC163

ISO/DIS 9972

Thermal performance of buildings- Determination of air permeability of
buildings- Fan pressurization method
(Revision of ISO 9972:1996)

TC172

ISO/DIS 8980-5

Ophthalmic optics- Uncut finished spectacle lensesPart 5: Minimum requirements for spectacle les surface claimed to be
abrasion-resistant

ISO 12123:1996/
DAmd 1

TC176

ISO/DIS 10005

Raw optical glass in bulk and preshaped forms- Bubbles and other
inclusions- Test method and classification- Amendment 1

Quality management- Guidelines for quality plans
(Revision of ISO 10005:1995)

TC178

ISO/DIS 4190-5

Lift(US: Elevator) installation- Part 5: Control devices, signals and
additional fittings
(Revision of ISO 4190-5: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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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TC184

ISO/DIS 10303-41

규

격

명

칭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 Part 41: Integrated generic resource:
Fundamentals of product description and support (Revision of ISO
10303041:2000)

ISO/DIS 10303-56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Product data
representation and exchange- Part 56: Integrated generic resource: State

TC190

ISO/DIS 19258

ISO/DIS 23753-1

Soil quality- Guidance on the determination of background values

Soil quality- Determination of dehydrogenase activity in soil- Part 1:
Method using triphenyltetrazolium chloride(TTC)

ISO/DIS 23753-2

Soil quality- Determination of dehydrogenase activity in soil- Part 2:
Method using iodotetrazolium chloride(INT)

IC195

ISO/DIS 18652.2

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External vibrators for
concrete

TC197

ISP/DIS 17268

TC198

ISO/DIS 13408-4

Compressed hydrogen surface vehicle refuelling connection devices

Aseptic processing of health care products- Part 4: Clean-in-place
technologies

TC199

ISO/DIS 13850

Safety of machinery- Emergency stop- Principles for design (Revision of
ISO 13850:1996)

TC201

ISO/DIS 24236

Surface chemical analysis- Auger electron spectroscopy- Repea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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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and constancy of intensity scale

ISO/DIS 24237

Surface chemical analysi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Repeatability and constancy of intensity scale

TC206

ISO/DIS 20505

Fine ceramics(advanced ceramics, advanced technical ceramics)- Test
method for interlaminar shear strength of continuous fibre-reinforced
composites at ambient temperature by the compression of doublenotched test pieces and losipescu test

ISO/DIS 20506

Fine ceramics(advanced ceramics, advanced technical ceramics)- Test
method for in-plane shear strength of continuous fibre-reinforced
composites at ambient temperature by the losipescu test

ISO/DIS 24369

Fine ceramics(advanced ceramics, advanced technical ceramics)Determination of content of coarse particles in ceramic powders by wet
sieving method

ISO/DIS 24370

Fine ceramics(advanced ceramics, advanced technical ceramics)- Test
method for fracture toughness of monolithic ceramics at room
temperature by chevron notched beam(CNB) method

TC211

134

ISO/DIS 19123

Geographic information- Schema for coverage geometry and functions

ISO/DIS 19128

Geographic information- Web map server interface

ISO/DIS 19133

Geographic information- Location based services tracking and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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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TC215

ISO/DIS 17432

규

격

명

칭

Health informatics- Message and communication- Web access to DICOM
persistent objects

CASCO

ISO/IEC Guide 60

Code of good practice for conformity assessment
(Revision of ISO/IEC Guide 60:1994)

JTC1

ISO/IEC DIS
20886

ISO/IEC DIS
21118

TC4

TC8

Information technology- International Security, Trust, and Privacy AlliancePrivacy Framework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specification sheetsData projector

ISO/FDIS

Rolling bearings- Linear motion rolling bearings- Part 1: Dynamic load

14728-1

ratings and rating life

ISO/FDIS 14728-2

Rolling bearings- Linear motion rolling bearings- Part 2: Static load ratings

ISO/FDIS 14612

Ships and marine technology- Ship’s bridge layout and associated
equipment- Additional requirements and guidelines for centralized and
integrated bridge functions

ISO/FDIS 22090-2

Ships and marine technology- Transmitting heading devices(THDs)- Part
2: Geomagnetic principles

ISO/FDIS 22090-3

Ships and marine technology- Transmitting heading devices(THDs)- Part
3: GNSS principles

TC18

ISO/FDIS 752

Zinc ling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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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Revision of ISO 752:1981)

TC22

ISO/FDIS 14469-1

Road vehicles- Compressed natural gas(CNG) refuelling connector- Part
1: 20MPa(200 bar) connector

TC23

ISO/FDIS 6489-3

Agricultural vehicles- Mechanical connection between towed and towing
vehicles- Part 3: Tractor drawbar
(Revision of ISO 6489-3:1992, ISO/WD 16633)

ISO/FDIS 17101

Agricultural machinery- Rotary and flail mowers- Thrown-object test and
acceptance criteria

TC34

ISO/FDIS 5534

Cheese and processed cheese- Determination of the total solids
content(Reference method) (Revision of ISO 5534:1985)

TC35

ISO/FDIS 8130-14

TC39

ISO/FDIS 702-4

Coating powders- Part 14: Terminology

Machine tools- Connecting dimensions of spindle noses and work holding
chucks- Part 4: Cylindrical connection

TC43

ISO/FDIS 17624

Acoustics- Guidelines for noise control in offices and workrooms by
means of acoustical screens

TC44

ISO/FDIS 636

Welding consumables- Roads, wires and deposits for tungsten inert gas
welding of non-alloy and fine-grain steels- Classification (Revision of ISO
636:1989)

TC45

136

ISO/FDIS 7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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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hardness- Part 1: Durometer method(Shore hardness) (Revision of ISO
7619:1997)

ISO/FDIS 7619-2

Rubber, vulcanized or thermoplastic- Dtermination of indentation
hardness- Part 2: IRHD pocket meter method
(Revision of ISO 7619:1997)

TC54

ISO/FDIS 3045

Oil of bay[Pimenta racemosa(Mill.) J.W. Moore]
(Revision of ISO 3045:1974)

ISO/FDIS 3809

Oil of lime(cold pressed), Mexican type(Citrus aurantifolia(Christm.)
Swingle), obtained by mechanical means
(Revision of ISO 39\809:1987)

ISO/FDIS 4718

Oil of lemongrass[Cymbopogon flexuosus (Nees ex Steudel) J.F. Watson]
(Revision of ISO 4718:1981)

ISO/FDIS 4725

Oil of cedarwood, Texan type(Juniperus mexicana Schiede)
(Revision of ISO 4725:1986)

ISO/FDIS 18054

Oils of orris rhizome(Iris pallida Lam. or Iris germanica L.)Determination of irone content- Method using gas chromatography on a
capillary column

ISO/FDIS 22972

Essential oils- Analysis by gas chromatography on chiral capillary
columns- General method

TC61

ISO/FDIS 1268-8

Fibre-reinforced plastics- Methods of producing test plates- Par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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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Compression moulding of SMC and BMC
(Revision of ISO 1268:1974)

ISO/FDIS 11337

Plastics- Polyamides- Determination of e-caprolactam and w-laurolactam
by gas chromatography

TC68

ISO/FDIS 17282

Plastics- Guide to the acquisition and presentation of design data

ISO/FDIS 9564-2

Banking-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management and security- Part
2: Approved algorithms for PIN encipherment
(Revision of ISO 9564-2:1991)

TC69

ISO/FDIS 14560

Acceptance sampling procedure by attributes- Specified quality levels in
nonconforming items per million

TC84

TC85

ISO 10555-1:

Sterile, single-use intravascular catheters- Part 1: General requirements-

1995/FDAmd2

Amendment 2

ISO/FDIS 6980-2

Nuclear energy- Reference beta-particle radiations- Part 2:
Calibration fundamentals related to basic quantities characterizing the
radiation field

ISO/FDIS 14850

Nuclear energy- Waste-packages activity measurement- High-resolution
gamma spectrometry in integral mode with open geometry

ISO /ASTMFDIS 51275

Practice for use of a radiochromic film dosimetry system
(Revision of ISO/ASTM 51275:2002)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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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ISO /ASTMFDIS 51310

규

격

명

칭

Practice for use of a radiochromic optical waveguide dosimetry system
(Revision of ISO/ASTM 51310:2002)

ISO /ASTMFDIS 51540

Practice for use of a radichromic liquid dosimetry system
(Revision of ISO/ASTM 51540:2002)

TC107

ISO/FDIS 4526

Metallic coatings- Electroplated coatings of nickel for engineering
purposes (Revision of ISO 4526:1984)

JTC1

ISO/IEC FDIS 7816-6

Identification cards- Integrated circuit cards- Part 6: Interindustry data
elements for interchange
(Revision of ISO/IEC 7816-6:1996,
ISO/IEC 7816-6:1996/COR1:1998,
ISO/IEC 7816-6:1996/Amd 1:2000)

ISO/IEC FDIS 13888-1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techniques- Non-repudiationPart 1: General (Revision of ISO/IEC 13888-1:1997)

ISO/IEC FDIS 14496-8

Information technology- Coding of audio-visual objectsPart 8: Carriage of ISO/IEC 14496 contents over IP networks

ISO/IEC FDIS 14662

Information technology- Open-eæfl reference model
(Revision of ISO/IEC 14662:1997)

ISO/IEC 14763-1:1999/

Information technology-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customer

FDAmd 1

premises cabling- Part 1: Administration- Amendment 1: Classes of
administration

2004·4월호 ● 이달의 규격정보

139

이달의규격정보 2004.4.22 1:42 PM 페이지140

TC/SC

규격번호
ISO/IEC FDIS 15415

규

격

명

칭

Information technology-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niques- Bar code print quality test specification- Two-dimensional
symbols

ISO/IEC 15938-5:2003/
FDAmd 1

Information technology- Multimedia content description
interface- Part 5: Multimedia description schemesAmendment 1: Multimedia description schemes extensions

ISO/IEC FDIS 21000-6

Information technology- Multimedia framework(MPEG-21)PArt 6: Rights Data Dictionary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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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17A

IEC 62271-107 Ed.1

규

격

명

칭

HIGH-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 Part 107:
Alternating current fused circuit-switchers for rated voltages above 1 kV
up to and including 52 kV

20

IEC 60811-4-1 Ed.2

INSULATING AND SHEATHING MATERIALS OF ELECTRIC AND
OPTICAL CABLES - COMMON TEST METHODS - Part 4-1: Methods
specific to polyethylene and polypropylene compounds - Resistance to
environmental stress cracking - Measurement of the melt flow index Carbon black and/or mineral filler content measurement in polyethylene
by direct combustion - Measurement of carbon black content by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 Assessment of carbon black
dispersion in polyethylene using a microscope

23G

IEC 60320-2-3 A1 E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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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H

IEC 61241-0, Ed.1

Electrical apparatus for use in the presence of combustible dust - Part 0: General requirements

32B

IEC 60269-3-1, Ed.2

Low-voltage fuses - Part 3-1: Supplementary requirements for fuses for
use by unskilled persons (fuses mainly for household and similar
applications) - Sections I to IV: Examples of types of standardized fuses

37A

IEC 61643-22 Ed 1.0

Low-Voltage Surge Protective Devices - Part 22: Surge protection devices
connected to telecommunications and signalling networks - Selection and
application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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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46A

IEC 61196-1

규

격

명

칭

Coaxial communication cables - Part 1: Generic specification - General,
definitions and requirements

49

IEC 61837-4 Ed.1

Surface mounted piezoelectric devices for frequency control and selection
- Standard outlines and terminal lead connections Part 4: Hybrid
enclosure outlines

59G

IEC 60530-A2 Ed 1.0

Electrically operated food preparation appliances - Methods for measuring
the performance

91

IEC 62137, Ed.1

Environmental and endurance testing - Test methods for surface mount
boards of area array type packages FBGA, BGA, FLGA, LGA, SON and
QFN

IEC 62326-3, Ed.1

Printed boards - Part 3: Safety certification of rigid printed circuit boards for
use in electronic assemblies (performance for capability approval)

93

Withdrawal of
IEC/CENELEC parallel

Technology roadmap for industry data dictionary structure, utilization and
implementation

vote - IEC 61908

100

IEC 62297-1

Triggering messages for broadcast applications Part1: Format

IEC 62297-2

Triggering messages for broadcast applications Part 2: Transport
Methods

104

142

IEC 60068-2-80 Ed. 1.0

기술표준 ● 2004·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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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108

109

규

격

명

칭

Amendment 1 to IEC 60065, Edition 7 of 2001-12

IEC 60664-4

Insulation coordination for equipment within low-voltage systems - Part 4:
Consideration of high-frequency voltage stress with respect to insulation
coordination of equipment within low-voltage systems

3

ISO/IE 82045-5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 Document management - Part 5:
Application of metadata for construction and facility management

9

IEC 61992-1 Ed. 2

Railway applications - Fixed installations - D.C. switchgear - Part 1:
General

9

IEC 61992-2 Ed. 2

Railway applications - Fixed installations - D.C. switchgear - Part 2: D.C.
circuit breakers

9

IEC 61992-3 Ed. 2

Railway applications - Fixed installations - D.C. switchgear - Part 3: Indoor
d.c. disconnectors, switch-disconnectors and earthing switches

9

IEC 61992-4 Ed.1

Railway applications - Fixed installations - D.C. switchgear - Part 4:
Outdoor d.c. disconnectors switch-disconnectors and earthing switches

9

IEC 61992-5 Ed.1

Railway applications - Fixed installations - D.C. switchgear - Part 5: Surge
arresters and low-voltage limiters for specific use in d.c. systems

9

IEC 61992-6 Ed.1

Railway applications - Fixed installations - D.C. switchgear - Part 6: D.C.
switchgear assemblies

9

IEC 61992-7-1 Ed.1

Railway applications - Fixed installations - D.C. switchgear - Part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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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Measurement, control and protection devices for specific use in d.c.
traction systems - Application guide

9

IEC 61992-7-2 Ed.1

Railway applications - Fixed installations - D.C. switchgear - Part 7-2:
Measurement, control and protection devices for specific use in d.c.
traction systems - Isolating current transducers and other current
measuring devices

9

IEC 61992-7-3 Ed.1

Railway applications - Fixed installations - D.C. switchgear - Part 7-3:
Measurement, control and protection devices for specific use in d.c.
traction systems - Isolating voltage transducers and other voltage
measuring devices

10

IEC 61221, Ed. 2

Petroleum products and lubricants - Triaryl phosphate ester turbine control
fluids (Category ISO-L-TCD) - Specifications

15E

IEC 60085, Ed. 3

20

IEC 61034-1, Ed. 3

Electrical insulation - Thermal classification

Measurement of smoke density of cables burning under defined
conditions - Part 1: Test apparatus

IEC 61034-2, Ed. 3

Measurement of smoke density of cables burning under defined
conditions - Part 2: Test procedure and requirements

27

60239 Ed. 4

Graphite electrodes for electric arc furnaces - Dimensions and designation

34A

Amendment 3 to IEC

Tungsten filament lamps for domestic and similar general lighting

60064, Ed 6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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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34C

규

격

명

칭

D.C. or A.C. supplied electronic step-down convertors for filament lamps Performance requirements

Lamp controlgear - Part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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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IEC 60749-28, Ed.1

Semiconductor devices - Mechanical and climatic test methods - Part 28:
Electrostatic discharge (ESD) sensitivity testing - Charged device model
(CDM)

47A

IEC 61967-2, Ed.1

Integrated circuits- Measurement of electromagnetic emissions, 150KHz
to 1GHz - Part 2: Measurement of radiated emissions - TEM-cell and
wideband TEM-cell method

49

IEC 60758 Ed.3

Synthetic quartz crystal-Specifications and guide to the use

55

Amendment 2 to IEC

Winding wires - Test methods - Part 5 : Electrical properties

60851-5, Ed. 3

59G

IEC 60619-A2 Ed 1.0

Electrically operated food preparation appliances - Methods for measuring
the performance

62A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for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77A

Amendment 2 to IEC

Test conditions for tumble dryers

61000-3-3 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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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91

IEC 60068-2-54, Ed.2

규

격

명

칭

Environmental testing - Part 2-54: Tests. Test Ta: Solderability testing of
electronic components by the wetting balance method

100

IEC 60728-3

Cable networks for television signals, sound signals and interactive
services - Part 3: Active coaxial wideband distribution equipment (TA 5)

100

Amendment 1 to IEC

Cable networks for television signals, sound signals and interactive

60728-9

services - Part 9: Interfaces for cabled distribution systems for digitally
modulated signals (TA 5)

100

IEC 60728-10

Cable networks for television signals, sound signals and interactive
services - Part 10: System performance of return path (TA 5)

CIS

CISPR 12 Am. 1 Ed. 5.0

Vehicles, boats, and internal combustion engine drive devices - radio
disturbance characteristics -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for the
protection of receivers except those installed in the vehicle/boat/device
itself or in adjacent vehicles/boats/devices

1

Amendment 3 to IEC
60050-221

25

ISO/IEC 80000-3.2 Ed. 1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Vocabulary (IEV) - Chapter 221: Magnetic
materials and components

Quantities and units - Part 3: Space and time This document replaces
25/273/CDV

31G

IEC 60079-27 ed 1

Electrical apparatus for explosive gas atmospheres - Part 27: Fieldbus
intrinsically safe concept (FISCO) and Fieldbus non-incendive concept
(FINCO)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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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31H

IEC 61241-14, Ed.1

규

격

명

칭

Electrical apparatus for use in the presence of combustible dust - Part 14:
Selection and installation

45B

60861 Ed. 2

EQUIPMENT FOR MONITORING OF ALPHA, BETA OR GAMMA
EMITTING RADIONUCLIDES IN LIQUID EFFLUENTS AND SURFACE
WATERS

46A

IEC 61196-1-102

Coaxial communication cables - Part 1-102: Electrical test methods - Test
for insulation resistance of cable dielectric

IEC 61196-1-105

Coaxial communication cables - Part 1-105: Electrical test methods - Test
for withstand voltage of cable dielectric

IEC 61196-1-108

Coaxial communication cables - Part 1-108: Electrical test methods - Test
for characteristic impedance, phase and group delay, electrical length and
propagation velocity

IEC 61196-1-301

Coaxial communication cables - Part 1-301: Mechanical test methods Test for ovality

56

IEC 60300-3-3, Ed. 2

Dependability management - Part 3-3: Application guide - Life cycle
costing

59G

Revised - IEC 60619-A2
Ed 1.0

62A

Electrically operated food preparation appliances - Methods for measuring
the performance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1-6: General requirements for safety Collateral standard: U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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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65C

IEC 61588

규

격

명

칭

Precision Clock - Synchronization Protocol for Networked Measurement
and Control Systems (IEEE Standard)

76

IEC 60825-2 Ed.3

Safety of laser products - Part 2: Safety of optical fibre communication
systems

91

IEC 60068-2-58, Ed.3

Environmental testing - Part: 2-58: Tests - Test Td - Test methods for
solderability resistance to dissolution of metallization and to soldering heat
of surface mounting devices (SMD)

9

IEC 61377-1 Ed.1

Electric traction - Rolling stock - Combined testing - Part 1: Combined
testing of inverter-fed alternating current motors and their control

15C

IEC 60641-2, Ed. 2:

Pressboard and presspaper for electrical purposes - Part 2: Methods of
test

IEC 60371-2, Ed. 3

Specification for insulating materials based on mica - Part 2: Methods of
test

17D

IEC 60439-4, Ed. 2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assemblies - Part 4: Particular
requirements for assemblies for construction sites (ACS)

27

60519-10 Ed. 1

Safety in electroheat installations - Part 1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electrical resistance trace heating systems for industrial and commercial
applications

34C

IEC 61347-2-8 A1 Ed.1

Lamp controlgear - Part 2-8: Particular requirements for ballasts for
fluorescent lamps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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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40

IEC 60384-21

규

격

명

칭

Fixed capacitors for use in electronic equipment - Part 21: Sectional
specification: Fixed surface mount multilayer capacitors of ceramic
dielectric, Class 1

40

IEC 60384-21-1

Fixed capacitors for use in electronic equipment - Part 21-1: Blank detail
specification: Fixed surface mount multilayer capacitors of ceramic
dielectric, Class 1 - Assessment level EZ

40

IEC 60384-22

Fixed capacitors for use in electronic equipment - Part 22: Sectional
specification: Fixed surface mount multilayer capacitors of ceramic
dielectric, Class 2

40

IEC 60384-22-1

Fixed capacitors for use in electronic equipment - Part 22-1: Blank detail
specification: Fixed surface mount multilayer capacitors of ceramic
dielectric, Class 2 - Assessment level EZ

46A

IEC 61196-1-101

Coaxial communication cables - Part 1-101: Electrical test methods - Test
for conductor DC resistance of cable

46A

IEC 61196-1-104

Coaxial communication cables - Part 1-104: Electrical test methods - Test
for capacitance stability of cable

IEC 61196-1-107

Coaxial communication cables - Part 1-107: Electrical test methods - Test
for cable microphony charge level (mechanically induced noise)

IEC 61196-1-111

Coaxial communication cables - Part 1-111: Electrical test methods - Test
for stability of phase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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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46A

IEC 61196-1-206

규

격

명

칭

Coaxial communication cables - Part 1-206: Environmental test methods Climatic sequence

46A

IEC 61935-1

Generic cabling systems - Specification for the testing of balanced
communication cabling in accordance with ISO/IEC 11801 - Part 1:
Installed cabling

47E

IEC 60747-5-4 Ed. 1

Discrete semiconductor devices - Part 5-4: Optoelectronic devices Semiconductor lasers

48D

62194

Method of determining enclosure thermal performance by the influence of
internal heat load and sun radiation

56

IEC 62309

Dependability of products containing reused parts - requirements for
functionality and test

72

IEC 60730-2-7 Ed 2

Automatic electrical controls for household and similar use - Part 2-7: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imers and time switches

72

Amendment 1 to IEC
60730-2-5, Ed. 3

85

Automatic electrical controls four household and similar use - Part 2-5:
Particular requirements for automatic electrical burner control systems

Performance characteristcs and calibration methods for digital data
acquisition systems and relevant software

86B

IEC 61300-2-47 Ed 1.0

Fibre optic interconnecting devices and passive components - Basic test
and measurement procedures - Part 2-47: Tests - Thermal shocks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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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규

격

명

칭

91

IEC 60194, Ed.5

Printed Board Design, Manufacture and Assembly - Terms and Definition

100

IEC 62328-1

Multimedia home server systems - Interchangeable volume/file structure
adaptation for broadcasting receivers - Part 1: General description and
architecture

100

IEC 62328-2

Multimedia home server systems - Interchangeable volume/file structure
adaptation for broadcasting receivers - Part 2: General recording structure

100

IEC 62328-3

Multimedia home server systems - Interchangeable volume/file structure
adaptation for broadcasting receivers - Part 3: Broadcasting system
specific recording structure - ISDB

1

60050-111 A1 Ed. 2

Amendment 1 to IEC 60050-111:1996,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Vocabulary (IEV) - Part 111: Physics and chemistry - Time and related
concepts

3C

IEC 60417

Graphical symbols for audiovisual tapes and discs - 5110A Pr: Stop

3C

IEC 60417

Graphical symbols for audiovisual tapes and discs - 5110B Pr: Stop

3C

IEC 60417

Graphical symbols for audiovisual tapes and discs - 5111A / 01: Pause;
interruption

3C

IEC 60417

Graphical symbols for audiovisual tapes and discs - 5111B Pr: Pause;
interruption

3C

IEC 60417

Graphical symbols for audiovisual tapes and discs - 5124A / 01: Slow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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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규

격

명

칭

slow speed

3C

IEC 60417

Graphical symbols for audiovisual tapes and discs - 5124B / 02: Slow run;
slow speed

3C

IEC 60417

Graphical symbols for audiovisual tapes and discs - 5125A / 01:
Recapitulate

3C

IEC 60417

Graphical symbols for audiovisual tapes and discs - 5861 Pr: Next; to play
next part

3C

IEC 60417

Graphical symbols for audiovisual tapes and discs - 5862 Pr: Previous; to
play previous part

9

IEC 60571 Amend.1 Ed.2

40

IEC 60384-8

Electronic equipment used on rail vehicles

Fixed capacitors for use in electronic equipment - Part 8: Sectional
specification - Fixed capacitors of ceramic dielectric, Class 1

40

IEC 60384-8-1

Fixed capacitors for use in electronic equipment. Part 8-1: Blank detail
specification: Fixed capacitors of ceramic dielectric, Class 1. Assessment
level EZ

40

IEC 60384-9

Fixed capacitors for use in electronic equipment Part 9: Sectional
specification: Fixed capacitors of ceramic dielectric, Class 2

40

IEC 60384-9-1

Fixed capacitors for use in electronic equipment. Part 9-1: Blank detail
specification: Fixed capacitors of ceramic dielectric, Class 2. Assessment
level EZ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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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48B

60512-13-5 Ed. 1

규

격

명

칭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TESTS AND
MEASUREMENTS - Part 13-5: Test 13e: Polarizing and keying method

48B

60512-14-4 Ed. 1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TESTS AND
MEASUREMENTS - Part 14-4: Test 14d: Immersion - waterproof

48B

60512-14-5 Ed. 1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TESTS AND
MEASUREMENTS - Part 14-5: Test 14e: Immersion - low (air) pressure

48B

60512-14-6 Ed. 1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TESTS AND
MEASUREMENTS - Part 14-6: Test 14f: interfacial sealing

48B

61076-3-113 Ed.1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Part 3-113: Screened, serial multiconductor cableto board connectors suitable for 10 Gbit/sec data rates

48B

IEC 61076-3-104, Ed. 2.0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Part 3-104: Rectangular
Connectors - Detail specification for 8-way, shielded free and fixed
connectors for data transmission with frequencies up to 1000 MHz

49

IEC 61337-2 Ed.1

64

IEC 60479-4, TR, Ed. 1

Filters using waveguide type dielectric resonators - Part 2: Guide for use

Electrical installations and protection against electric shock - Effects of
current on human beings and livestock - Part 4: Effects of lightning strokes
on human beings and livestock

89

IEC 60695-6-1 Ed.2

Fire hazard testing - Part 6-1: Smoke obscuration - General guidance

104

IEC 60068-2-10 Ed.6

Environmental testing - Part 2-10: Tests - Test J and Guidance: Mould
growth

2004·4월호 ● 이달의 규격정보

153

이달의규격정보 2004.4.22 1:42 PM 페이지154

TC/SC

규격번호

108

규

격

명

칭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108

IEC 60950-23

Saf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Part 23: Large Equipment
with Integral Robotics

CIS

Specification for radio disturbance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and methods - Part 1-3: Radio disturbance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 Ancillary equipment - Disturbance power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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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BT
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문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49

콜롬비아 수송/기계 가스 연료 사용
가정용 기구

2004-03-01

건강상, 안전상 위험 방지를 목
적으로 콜롬비아내 사용을 목적
으로 제조 및 수입된 오븐, 온
수장치 등 가정용 가스 기구에
적용되는 규정. 동 기술규정의
대상외 되는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시판업자들은 관리
당국에 의해 인정 받은 적합성
평가기관이 발행한 적합성 인증
서 제출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
의 적합성을 증명해야 함

61

네덜란드

기타

동물 사료

2004-03-02

GMP 승인 규정(GMP recognition
regulation)의 개정(안). subsection A에, 폐기물 성분(waste
substance의
) 정의가 포함됨 등

26

세인트
루시아

기타

관광용 상품
(물 관련)

2004-03-02

관광용 상품(물 관련) 관련 최
소 요건을 제시. 수상 스포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안전
한 환경 개발을 위한 기초를 형
성하고 관광객의 최대 만족을
향상시키고자 함

25

세인트
루시아

기타

관광 숙박

2004-03-02

호텔, 빌라, 아파트, camping
grounds 등 운영 관련 최소 요
건을 제시. 관광객의 최대 만족
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
하며 세인트루시아 내 관광 산
업을 진흥시키고자 함

24

세인트

기타

지상 교통

2004-03-02

관광용 지상 교통 세부 분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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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루시아

통보일

시행일

2004-03-02

주 요 내 용
영 및 증대를 위한 표준

23

세인트
루시아

식품/
의약품

길거리 자동
판매기용 식
품 및 상품

길거리 자동판매기용 식품 및
상품의 준비 및 판매시 지켜야
할 요건 및 관행을 제시하는 표
준. 일단 등록되면, 자동판매기
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동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보증토록 관리, 감독되
어야 함

22

세인트
루시아

식품/
의약품

관광 : 식품
및 음료 제공
서비스

2004-03-02
2004-01-09

식당 운영 관련 최소 요건을 제
시. 관광 : 식품 및 음료 제공
서비스. 관광객의 최대 만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세인트루시아 내 관광 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함. 식당이 최소
요건을

거즈 패드

2004-03-03

공식표준 SI 1078 -거즈 패드의
개정(안). Non sterile 거즈의 세
균학적 시험을 부가

41

이스라엘 섬유/화학
/환경

40

이스라엘 섬유/화학 의료용 거즈
/환경

2004-03-03

공식표준 SI 915 -의료용 거즈
의 개정(안). Non sterile 거즈의
세균학적 시험을 부가

39

이스라엘 섬유/화학 워터 슬라이
/환경
드

2004-03-03

SI 1605 part 1 - 2m 혹은 그 이
상 높이의 워터 슬라이드 : 안
전요건 및 시험 방법

58

156

EC

식품/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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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실용 콩
(field bean)

2004-03-04
2004-01-13

2004-0315

동 결의안은 EC회원국에게 한
정된 기간동안 종실용 콩 및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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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및 콩(soya
bean)의 씨
39

스위스 수송/기계 디젤 승용차

주 요 내 용
의 씨의 마케팅을 허가함

2004-03-05

2006-0101

압축 점화 방식 엔진을 장착한
승용차의 미립자 방사 수치
(particle number emission level)
를 결정하는 법령(안). 2006.1.1
일부터 일정 미립자 방사 수치
를 초과하지 않는 디젤 승용차
만이 스위스 시장내에서 시판될
것임을 규정

58

아르헨티나

식품/
의약품

식품-라벨링

2004-03-05

2004-0405

아르헨티나 식품 코드 - 235.5조
: 동 조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
라 , 영 양 소 함 량 (nutrient
content) 및 에너지가(energy
value) 관련 보충적 영양 정보
가 식품 라벨 및 광고, 여타 메
시지(등록 상표 포함) 형태로
전달 수단에 상관없이(구두, 문
자, 라디오 방송, TV 방송, 등)
영양표시, 에너지가, 제조 과정
과 연계된 속성을 제시 및 함유
할 수 있도록 함

42

중국

식품/
의약품

담배

2004-03-08

2004-0701

담배 포장에 표시된 mainstream
smoke(흡연에서 직접 마시는 연
기)의 타르 함량이 15mg/piece
이상인 2004.7.일
1 이후 생산되는
모든 담배는 중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금하며, 이는 수입 담배
에도 동등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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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43

중국

수송/기계

보일러

2004-03-10

2004-1230

담배 포장에 표시된 mainstream
smoke(흡연에서 직접 마시는 연
기)의 타르 함량이 15mg/piece
이상인 2004.7.1일 이후 생산되
는 모든 담배는 중국내 시장에
서 판매를 금하며, 이는 수입 담
배에도 동등하게 적용함

39

칠레

섬유/화학
/환경

화약

2004-03-10

38

152

칠레

화약(explosives) 관련 안전 조
치 설립
내연기관(internal combustion
engine)을 장착한 차량용 연료
로서 LPG(액화석유가스)의 사
용 관련 안전 규정을 갱신

섬유/화학 LPG(액화석유
/환경
가스)

2004-03-10

브라질 수송/기계 액체용 펌프,
액체용 양수
기(elevator),
및 그 부속품

2004-03-10

액체 연료를 측정하는 펌프의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1985.2.15
일자 법령 제 23호 규정을 대체
하는 기술규정(안)

30

호주

식품/
의약품

말토덱스트린
(Maltodextrin)
함유 식품

2004-03-10

식이 섬유로서 말토덱스트린
(Maltodextrin) 관련 규정. 호주
뉴질랜드식품표준(FSANZ)은 호
주뉴질랜드식품표준코드 영양정
보요건 개정 신청을 받아들임

29

호주

식품/
의약품

리큐어
(liqueur)

2004-03-10

호주뉴질랜드식품표준코드의 리
큐어(liqueur) 정의의 본래 의미
를 명확하 하고자 함. 특히, 현
정의에서 즉석 (Ready-ToDrink) 믹스된 알코올 및 소프
트드링크를 제외코자 함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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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28

호주

식품/
의약품

식품,
가공식품

2004-03-10

시행일

주 요 내 용
호주뉴질랜드식품표준(FSANZ)
은 신개발식품(Novel food) 성분
으로서 디아실글리세롤
(diacylglycerol, DAG) 유지의 사
용을 승인하는 호주뉴질랜드식
품표준코드를 개정 신청을 받아
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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