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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매뉴팩쳐링을 주도하는 국산
산업용SW의
국제적 품질수준에 도전

있고, 일본은 2004년 총 28억엔을 SW품질
향상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 기술표준원은 그 동안 개발한 SW평가기술
을 관련업계에 보급·확산시키고 2006년까

- 12개 품목, 국제표준적합성
인증마크(ES) 획득 □ 기술표준원은 2004. 4. 22일 (주)KDT시스템
즈의「산업자동화 감시·제어 시스템」
등 12

지 민간 평가기반을 확보하고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지능형로봇의 성능 및 안전
기준 마련키로

개 품목에 대해,『산업용 소프트웨어(SW)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마크(ES*)』를 부여하
였다.

- 2004 지능형로봇 기술평가
대회 개최 -

ㅇ 이에 앞서 지난 2년간 실시한 시범평가 결

□ 기술표준원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인 지능

과에서는, 국산SW의 품질이 국제수준의

형로봇의 성능 및 안전에 대한 평가기준을

30~40%, 기능적 오류도 15%에 이르는

확립하여 국제표준을 선점하고, 신기술의

등 품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로봇 기술
평가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12개 인증품목은 사용자매뉴얼등 문
서적합성과 기능성·사용성등 SW품질수

ㅇ이번 대회 수상팀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준이 국제표준이 정하는 품질요구사항에

최고 2백만원의 상금과 함께 해외전시회나

적합한 우수품질제품으로 평가되어 인증

해외경진대회 참가비를 지원하며, 특히 일

서를 수여받게 되었다.

반부 청소로봇 분야의 서류심사에서 선정
된 20팀에게는 팀당 로봇제작비를 2백만원

□ 최근 IT선진국들은 SW산업을 차세대산업
성장의 인프라로서 고품질 확보를 위한 총

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5월 한달간 참가신
청을 받는다.

력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로
ㅇ 미국은 자국 SW의 품질기반취약으로 연
간 525억$의 경제적 손실발생을 경고하고

- 참가대상 : 청소로봇, 엔터테인먼트로봇,
휴머노이드로봇
- 대회 홈페이지 http://robot.standard.go.kr
- 일반부 경진대회: 2004. 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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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X 태평양홀 특설 무대)
- 시 상 : 2004. 11. 19(기술표준원 중강당)

□ 지능형로봇 국내시장은 2010년 10조원에
이르는 등 급속한 확대가 예상되나, 아직
시장형성 초기단계로 성능과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ㅇ이번 대회는 로봇과 인간의 공존환경에
따른 안전기준을 확립하고 성능평가를 위
한 시험환경을 보급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증함으로써 신제품 수요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 향후 대회를 공공서비스로봇, 첨단산업용
로봇, 극한작업로봇 분야로 확대하여 전
문화된 기술평가대회로 육성해 나갈 계획
이다.
ㅇ대회에서 확립한 성능 및 안전 기준을 국
제표준으로 제안함은 물론, 지능형로봇
국제표준화 5개년 사업을 통하여 2008년
까지 국내기술 11건을 국제표준으로 반영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선점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나노바이오 융합기술 국제
공동개발을 위한 한미간
노력 첫결실
- 획기적인 성능의 DNA칩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기술표준원은 2010년 1조 달러로 예상되는
나노기술 시장규모 중 가장 비중이 큰 나노
바이오 융합 분야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미국
국가연구기관인 NIST와 공동연구체제를 구
축하여 획기적 성능의 DNA칩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개발에 착수하였다.
ㅇ 이번 국제공동연구는 기술표준원(KATS)
과 미국표준기술원(NIST)간의 양해각서
(MOU)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
가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나노기술 분야
공동협력 체제가 이루어 진것은 처음이
다.
본 공동연구는 03년 11월 한미 양국간 공동
연구 지원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국내 자체기
술로 개발하기 힘든 나노기술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진기술을 보유한 미국표
준기술원(NIST)과 국제협력을 통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04년 4월부터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주요 개발내용은 DNA칩에
나노형광 크리스탈을 적용함으로써 탐지속
도 및 감도를 수십배이상 향상시키는 첨단

4

기술표준 ● 2004·5월호

기·술·표·준·뉴·스

신기술개발과 관련된 것이다.

“光산업, 정밀측정기술 지원"

게 된다.
□ 한편 기술표준원은 광산업용 정밀교정기술
기준의 보급을 위해 광 관련 연구기관 및

(光산업 측정의 정확도 보장을 위한
교정기술기준 개발보급)

산업체 등을 위한 기술세미나 등을 통해 국
제표준과의 소급성을 확립하여 측정결과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치도 함께 추

□ 기술표준원은 국가의 전략산업인 광산업의

진할 계획이다.

발전에 기본이 되는 반도체 광원(LED,
LD)에 대한 정밀측정기술을 제공하기 위
해, 광대역 광원 등 光산업용 주요 9개 측
정기에 대한 교정기술기준을 개발하여 관

제2차 신기술(NT), 우수
품질(EM), 우수재활용(GR)
인증서 수여식

련 산업체에 보급키로 하였다.
□ 이번에 보급되는 광산업 교정기술기준은

- NT 7업체, EM 6업체, GR 6업체 등
19업체 18품목 -

생산 및 관련기술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관
련 측정기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동 측정

기술표준원은 4월 29일(목) 동 강당에

기의 정확한 성능 발휘에 대한 확신을 주는

서 2004년도 제2차 신기술(NT: Korea

표준화된 교정기술기준으로 동 기술기준을

New Technology), 우수품질(EM :

필요로 하는 산업체 및 기술개발 연구계에

Excellent Machine, Mechanism &

제공키 위함이다.

Materials) 및 우수 재활용(GR:Good
Recycled)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 이 교정기술기준은 전 세계 시험 및 교정기
관에 적용되는 국제기준(ISO 17025)에서

수여 대상은 화천정밀공업(주)의 "석출상

요구하는 유효성이 보장된 교정 시험방법

분산제어 니켈계 윤활합금 제조기술" 등 19

및 측정기술능력 보유 요건을 기본사항으

업체 18품목으로 NT(신기술인증) 7업체 7

로 담고 있어, 향후 기술표준원이 가입하고

품목, EM(우수품질인증) 6업체 6품목,

있는 국제시험소상호인정협정 (ILAC-

GR(우수재활용인증) 6업체 5품목이다.

MRA)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시
험·교정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도 가능하

- 특히, (주)이노텔리텍의 "이미지 스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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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모듈방식의 산업용 PDA"는 세계최
초로 3차원 이미지 판독기능형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우체국, 택배, 철도, 항공 등의 물
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외국제품의
1/3가격인 50만원에 판매가격을 책정하였
다.

이번 인증으로 NT(신기술인증)는 총 590

□ 한국표준색표집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색

건, EM(우수품질인증)은 총 911건, GR(우수

좌표에 따라 색상의 오차범위를 최소화하

재활용인증)은 총 211건을 인증하게 되었다.

고, 색채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바
탕색을 선정하여 색표를 배열하였다.

한국표준색표집 보급 대폭 확대
- 표준화를 통한 색채산업의
경쟁력 향상 -

국산개발 핵심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서 수여식
- 수출용 "농업 트랙터 디젤엔진" 등
17업체 15품목 -

□ 기술표준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색채디자인
연구소와 한국표준색표집의 제작·판매 협

□ 기술표준원은 부품·소재 분야별 신뢰성

약을 체결하고 국내 보급을 대폭 확대키로

전문평가기관에서 수명시험 등의 신뢰성

하였다.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신뢰성 인증기준에
합격한 국제종합기계(주)의 "농업용 트랙터

과학적 색분류 체계에 따른 기호를 사용하

디젤엔진" 등 15개 품목 17개 업체에 대하

여 1519색의 색채를 정밀하게 표현한 한국

여 7일 동 강당에서 신뢰성 인증서를 수여

표준색표집은 고감성시대의 색채 관련 산업

하였다.

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

ㅇ 이번 인증으로 총 102업체에 128건의 신
뢰성 인증을 하게 되었다.

동 색표집은 2003년도 양 기관의 공동연구
에 의하여 안료조합비, 색표 배열 등을 개
발하여 제작된 것으로, 값비싼 외국 색표집
과 비교하여 품질에서 손색이 없는 국내 유
일의 표준색표집이다.
색표집의 보급가격은 우리나라의 색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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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인증사업은 국산 신개발 부품·소재
에 대하여 고장률, 내구수명 등의 신뢰성을
평가·인증해줌으로써 그 동안 신뢰성 부
족으로 인한 시장 진입 애로사항을 해소하
여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제품 사용중

의 고장발생이나 사용수명 등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하여 신뢰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선진국형 기술이며 설계기술과 함께 기업
의 노하우로 인식되어 대외 유출방지 극비
사항이다.

□ 기술표준원은 23일 중고자동차 거래 증가
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매매
에 서비스 품질요건을 KS로 제정하고, 이
를 근거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대해 서비

□ 신뢰성인증을 받은 15품목의 시장규모는
내수 1조5백억원, 세계시장 1,830억$ 규모
이며, 인증품목의 2003년도 매출액은 내수
245억원, 수출 330만$으로서 인증에 의한
신뢰도 향상으로 해외 시장진입을 촉진시

스품질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할 예
정이다.
- 98년 이후 중고차 연간 거래량은 신차를 능
가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는 200
만대의 중고차가 거래될 것으로 예상

켜 수출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
망된다.
정부는 2005년까지 핵심부품·소재 300여
개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뢰성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총 2,200억원
을 투입 국제수준의 신뢰성평가장비 및 기
술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고자동차매매 규격은 서비스 프로세스와
기반구조로 구성
- 프로세스에서는 매매과정에서의 업무절차,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성능, 가격, 주행거리, 사고 및 수리이력,
품질보증 부품 및 기간, 매매계약서 등), 불
만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기반구조에
서는 매매서비스를 영위하는 자가 갖춰야
할 시설 (상품전시장, 성능점검장, 사무실,
전산시설, 상담실), 종업원의 자격, 품질시스
템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그동안, 중고차매매는 사고이력 누락, 주행
거리 조작, 계약서 미작성 및 애프터서비스
미비로 인해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하

중고자동차 이젠 안심하고
살 수 있다

고 있는데, 이번 규격 제정으로 서비스품질
인증제 도입기반이 마련되어 소비자에게
품질과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 중고자동차매매업에도
KS 적용 -

게 되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년
간 16조원에 이르는 중고차매매시장의 상거

2004·5월호 ● 기술표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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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질서확립과 함께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행정 조치토록 관련 인증기관에 요청하였다.

가 감소할 것으로 기술표준원은 기대하고
있다.

□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에 시중에 유통되
고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금년 3월까지

2003년도 전기용품 시판품
조사 결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3개 안전인증
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시험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후라이팬은 전체

- 전기면도기, 전기다리미 등
6품목 실시 -

11개사 제품 중 4개사 제품이 보통 사용
상태에서 과도한 온도상승으로 화재의 위
험성이 있었으며 전기가습기는 전체 25개

□ 기술표준원은 감전 및 화재발생 등 공공의

사 제품 중 6개사 제품이 기준치보다 많

안전과 관련된 전기면도기, 전기다리미, 전

은 전자파가 발생되어 정보기기 등 다른

기후라이팬 등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6

기기에 오동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

품목 103개사 제품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고, 2개사 제품은 표시사항이 부적합하였다.

시험한 결과 전체의 29%인 30개사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었다.

전기면도기는 전체 10개사 제품 중 3개사

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에 미달된 30개사

제품이 절연상태가 좋지 않아 감전이나

제품 중 중결함에 해당하는 7개사 제품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고, 나머지

대하여 안전인증 취소를, 경결함에 해당하

1개사 제품은 전자파가 기준치보다 많이

는 23개사 제품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 우수품질, 우수재활용 인증서 수여식(200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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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표 준 논 단

공학 기술인력과 국가발전
한국화약발파공학회 고문 김웅수
011-9737-8449 288449@hanmail.net

채탄(採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초등학교

에 천공(穿孔)하고, 거기에 폭약을 넣고 터뜨

시절에 연탄(煉炭)가게에 가서 연탄구멍에 새

린 후 터진 돌 더미 속에서 석탄을 골라내면

끼줄을 낀 탄 두 장을 사서 양손에 들고 오면

서 다량 생산을 한다.

서, 석탄은 산에서 캐낸다고 하던데, 형이나 어
른들께 물어보면 어느 산에서 어떻게 캔다고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다.

채탄에는 폭약을 사용하는 채탄방식 외에 수
력으로 채탄하는 수력 채탄방식이 있고, 사람
이 직접 채탄하지 않는 무인채탄(無人採炭)방

전공분야의선택

식도 있다.

대학에 진학할 때 선친(先親)께서 월남(越

한편 폭약을 사용하는 발파공학분야에서는

南)한 탓인지는 몰라도 이북에는 지하자원의

석탄 및 광물채굴, 고속도로 건설, 지하도 및

매장량이 많다고 하니 그 분야를 전공했다가

철도건설, 지하 및 해저터널 건설, 지하 도시건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서 "광산 왕이 되어라"

설, 탄약고의 지하건설, 지하 또는 수중 유류

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강요하시기까지 하셨던

비축 시설 건설 등 응용분야는 세일 수 없이

것이 오늘날의 나의 전공분야가 되고 말았다.

많지만, 한 예로 우리가 직접 목격한 1994년
11월 2일 15시에 실시한 서울 남산 외인아파트

석탄은 석탄 맥을 찾아서 착암기로 탄맥 속

16층과 17층 두 건물(총 1,067평)을 발파 해체

2004·5월호 ● 표준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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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으로 8˜10초만에 완전히 해체한 사례가
있다.

황당무계한 진로
1994년 당시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영화 "쥬

이공계기피현상

라기 공원의 1년간 흥행수입이 자동차 150만대
수출과 맞먹는다" 라고 발표해서 세상을 떠들

국가발전 및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우

썩하게 만들었다. 그 후 국내의 영화 한편이

수학생들이 얼마나 이공계 분야를 기피하고

힛트 할 때마다 자동차 몇 십 만대에서 몇 백

있는지를 다음과 같은 통계에서 잘 보여 주고

만 대가 가볍게 인용되고 이것이 일반 대중에

있다.

게 먹혀들었다.

서울대의 경우 2002년도 입시에서 미 충원

대부분의 선진국이 $10,000 이상의 소득이

대상 180명중 68%에 해당하는 122명이 자연계

되려면, 치열한 국가 경쟁에서 힘든 일을 해나

열에서 이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서

가야 하므로 이공계보다는 좀 더 공부하기 쉬

울대 이공계 신입생 1,444명에 대한 대학 자체

운 진로를 택한다는데, 우리 나라 실정은 어떤

수학 능력 시험결과 평균 점수가 52.9점에 불

가?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가 이어져 급기야

과하였으며, 30점 미만도 111명이나 되었다. 대
입수학능력시험에서 보아도 자연계 지원자 수

는 2002년 월드컵 축구게임 하나가 1˜2조원의
효과가 있다 라든지, 신 지식인이 어떻고 하면

가 1997년 345,000명 (전체 지원자의 26,9%)으

서 공학의 체계적인 접근, 합리적인 사고(思

로 5년간 16,5%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서 우수

考)보다는 뛰어라, 뛰어야 산다는 등의 연구보

자연계열 고교생들은 이공계 대학 진학을 외

고서까지 국책경제연구기관에서 쏟아져 나오

면한 채 의과대학, 한의대, 치과대학 진학에 열

고 언론도 이에 가세했다. 소녀가수가 일본에

을 올리고 있다. 입시 설명회에서도 한 학기동

서 얼마를 벌었다. 소녀 골퍼가 어린 나이에도

안에 서울대 공대생 50 여명이 의대와 한의대

불구하고 얼마를 벌었니 하면서 한국에서는

로 옮기기 위해서 자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예술, 문화, 체육이 먹고 살 길이겠구나

이러한 경향으로 K대학의 경우 의예과와 치예

하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과 등록율이 2001년 60%에서 2002년에는 90%
로 급증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능한 젊은이들
이, 이 허황한 꿈에 멍들고 있는가? 만화영화
한 편이 외국에 수출하게 된 것이 대단한 것
인양 정부와 언론에서 과장 보도를 하더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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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전문대학에서 다투어가면서 만화 에니메이

나적이고 쾌락 추구적인 소비문화를 젊은이들

션 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잘 된 일인지? 우리

에게 손쉽게 이입시키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나라에서 무엇이 얼마나 많은 만화영화 수출

컴퓨터와 인터넷을 어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문화, 예·체능 산업으

이 게임기로 알거나, 홈쇼핑을 할 수 있고, 폰

로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나갈 길인 듯, 국가

뱅킹을 하고, 은행거래를 집에서 할 수 있고,

의 교육정책을 몰아가고 있는가? 선동적이고

E-메일을 보낼 수 있는 정도로 알고 있는 이

즉흥적 처방을 중지하고, 정확한 현실 데이터

들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컴퓨터는 과학 및

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기술 노우하우와 정

이공계 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연구분야의 연

보자료를 개발하면서 제품의 연구개발, 합리적

구 동향, 과제, 기획, 기기의 설계, 창조, 발명

이고 투명적인 회사경영을 통하여 수출산업을

등 첨단 기술을 창조하는 기계이다. 따라서 컴

주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

퓨터로 깊은 연구를 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대학은 직업훈련원이아니다.

있다. 이것은 오늘날 세계 무한 경쟁시대에 살
고있는 우리에게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정부와

대학이란 직업을 결정짓는 직업훈련원이 아

국민들이 이것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니고 4년간의 대학 교육에서 공학을 기초로

않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비극이 아닐수 없다.

하고 대학 졸업 후 어떤 일에 종사하던지 그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고 하

한국은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을 $79에 불

는 생각으로 의식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과하던 최빈국 중의 하나였으나, 불과 40여 년

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적으로 우수하고 소질

만에 GDP는 세계 12위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과 적성을 갖춘 자기 실현의 뜨거운 열정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와 같은 제조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

업은 세계 5위권 수준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주는 과학과 공학분야로 진출해야한다. 그리고

앞섰다고 자부하는 IT 인프라도 갖추게 되었

졸업 후에도 경영대학원이나 법과 대학원에

다.

진학하여 공부를 더 하고 기업에서 경력을 쌓
는 도전 정신이 투철한 젊은이들을 산업계에
서는 환영하고 있다.

또한 1978년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의 운
전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로 인해 2003년 말에는 현재의 18호기 원자력

특히 한국에서는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혁신

발전소를 운영가동하면서, 전국 전력소요량의

은 사회와 문화의 급진적 변화를 초래했고, 찰

약 40%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추가

2004·5월호 ● 표준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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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졸업 후의 진로

정부는 발표한 바 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의 원인을 보면 대학졸업
선진국의사례(이공계의비중)
영국은 세익스피아의 그 위대한 문학 작품
들, 세계적으로 많은 대중예술의 스타들을 가
지고 있고 팬들만도 삼 사천만 명이 되고 , 예

후를 걱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첫째, 이공계를 전공하여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

술품으로 꽉 차있는 박물관들, 세계에 자랑하

둘째, 이공계를 졸업하여도 의대나 한 의대

는 교육산업과 세계출판계를 장악하는 언어문

졸업자 보다 취업하기가 어렵다.

학의 원천지로서의 영국은 문화, 예·체능분야

셋째, 취업이 된다고 해도 의대보다 월급이

산업으로, 힘들이지 않고 엄청난 수출고를 올

적다.

릴 수 있지만, 놀랄 일은 지난 해 영국이 역사

넷째, 상급자로의 진급이 늦다.

상 최고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기술자는 일반관리직보다 대우가 나

이는 문화, 예·체능분야의 서비스산업으로 먹

쁘다(진급제한)등의 이유로 이공계

고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분명하게

의 진출을 기피하고 있다.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과학적인 사고와 발전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영국은 실제로 지난해 수출의 60%가 아직

기술을, 실제 생산과정과 생활에 접목할 수 있

공업계열 제품이 생산중이고, 우리가 감탄하는

도록 경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단을 만들고,

영국의 문화, 예·체능 등 지식기반 서비스 제

그 생산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유능한 엔지니

품은 공업생산품 수출의 1/6이 안 된다고 한

어의 산업계 진출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
성장 잠재력배양, 사업경쟁력확보
미국의 통계에서 보면 GNP의 1/3이 의료
보건 분야이고, 1/3 이 교육분야, 나머지 1/3
이 산업분야라고 한다.

최근 우리 나라 경제는 새로운 도전의 시대
를 맞고 있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줄어들
지 않고 있는 반면에, 후발 도상국의 추적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미국, 일본, 싱가폴 등 대
부분의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10,00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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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한 후, 5년에서 10년 안에 $20,000로 도약

가 큰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안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우리

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버팀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발전 전
략이 한계에 도달했고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발굴된 주력 산업별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만 한다는 각성을 하게 한다. 우리 나라는 외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 핵심기술,

환위기 이후 세계적 기준에 입각한 구조개혁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국세기술협력 등 기술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

혁신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 친화

으나, 미래 성장 잠재력 배양을 통한 사업경쟁

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국가산업 균형

력의 확보에는 소홀했던 결과라고 보인다. 선

발전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종합적이 발전

진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준

화와 미래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부가가치

2004·5월호 ● 표준논단

13

사회는 어떤 종류의 경쟁력
을 요구하나?
성균대학교 교수 정일섭
031)290-7152 ichung@skku.ac.kr

요즈음처럼 인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절

지 못하고 당황해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모 그룹의 owner는

모든 학생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

“훌륭한 인재 1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이 별 뜻 없이 대학생활이나 수업을 듣고 있

시대가 온다. 그 1명의 인재를 스카우트하라”

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라고 지시할 정도로 고급 인력에 대한 관심은
높다. 그런 반면 취직을 못해서 수 년간 대학

개개 학생들이 각기의 목표가 다를 수 있지

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한 번은 반드시 학생들

만 그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할 수 있는 지름

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길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것들이 있다.

“ 여러분은 대학에서 무엇을 얻어 가려고 합니까? ”
“ 이 수업에서 여러분이 얻어 가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사회가 요구
하는 경쟁력에 관한 내용이다.

더불어 물어보는 질문이
“여러분은 어떤 무기로 사회에서 경쟁력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

오늘날의 사회 아니 적어도 앞으로 10년까지
사회를 특징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는“글로벌
(Global)”,“속도(Speed)”,“정보(Information”
),

단순한 질문이지만 학생들은 쉽게 답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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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Synergy) 등이 있다.

그런 특징의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이 인재

어 유익한 정보를 관리를 통해 필요시 활용할

로서 지녀야 할, 다시 말해 대학 생활을 통해

수 있도록 data base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이

갖추어야 할 경쟁력의 요소들이다. 앞서 기술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지닌 정보

한 미래사회의 특징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정보를

인재상을 간략하게 살펴보려 한다

찾고, 관리 유지하고 새로운 가치로 창출하는
능력을 통틀어“DB Skill”
로 표현하고 싶다.

우선 국경없는 사회, 글로벌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는 어떤 모습일까?

속도(speed)로 대변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글로벌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답

능력은 무엇일까? 속도의 의미는 빠른 정보전

은 너무나 간단하다. 서로 다른 언어 시스템에

달, 빠른 의사결정, 빠른 feedback, 빠른 조치

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 다시

등의 속성으로 연결된다. 어떻게 하면 빨리 할

말해 외국어 능력이다. 오늘날 우리가 국제 공

수 있는 것일까?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빨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영어에 대한 능력이 가

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왜 과거가 아닌 지금,

장 보편적인 요구이고, 일본어, 중국어, 불어,

아니 미래에 중요한 경쟁 요소인가? 결국 답

등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다른 언어들이 있다.

은 compute의
r 등장과 범용화에 있다. 과거와

외국어 수행 능력에 덧붙여 우리말, 즉 국어의

달리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computer

능력은 어떤가? 한국어 구사 능력 또한 외국

의 활용도에 있다. 다시 말해 computer 의

어 못지않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정

hardware 부분과 software 부분에서 필요한 지

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한국어 구사 능력

식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Information

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술한 외국어 구사 능

Technology (IT) 기술에 접목되는 다양한 형

력과 한국어 구사능력을 합쳐서 나타내는

태 tool에 익숙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통틀

“Communication Skill”
이다. 이 능력이 바로 미

어“Computerfaced Skill”
이라는 신조어를 표현

래사회 경쟁력의 제1요소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정보(information”사회에
)
필요한

하고 싶다.
이외에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갈 많은 분들에게

경쟁력 요소에 대한 고찰이다. 우리가 지금 경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Presentation

험하고 있는 인터넷 세상은 정보가 넘치는 정

Skil”
l 이다. 앞에서 기술한 능력이 뒷받침되어

보의 창고이다. 그 곳에는 유익한 정보도 있는

도 생각하고, 하고싶은 일, 한 일에 대한 내용

반면 백해무익한 정보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

을 적절하게 남 앞에서 발표하는 능력 또한 경

이다. 필요한 정보를 잘 찾아내는 능력과 더불

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녀야 할 무

2004·5월호 ● 표준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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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 하나이다. 과거 회사에서 연구개발 업무

게“문제해결 능력”
을 강조하고 싶다.

에 종사할 때 팀원들의 연구 내용을 발표토록
한 적이 있다. 분명이 일을 많이 해서 연구성

토인비가 인류의 역사를“도전과 응전”
의 역

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50% 정도만 전달하는

사라고 표현했듯이 기술의 역사는“Problem

동료가 있었는가 하면 2배 이상의 느낌으로

and Solution”
의 정반합에 의한 역사라고 하고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다. 즉 자기가 한 일을

싶다. 즉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진단하여 그

100% 이상의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원인을 해결할 새로운 기술을 제시하고 그것

Presentation Skill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지나치지 않는다. 이 능력은 평생을 함께하며

또 해결이 반복되며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다.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

그렇다면 공학도야말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다.

수 있는 능력을 수련하고 그에 필요한 기본적
인 수단을 갖추어야 하자 않을까?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에도 이
기기 위한 전략/전술이 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가장 단순하게 접근해서

전쟁에 출정하는 병사들이 개인장구로 무장하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최고의 지

듯이 경쟁의 전장에서 무한 경쟁을 요구하는

성인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본질을 직

사회는

관할 수 있고 이면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Communication Skill, DB skill,

Computer Interfaced Skill, Data Base Skill,

있다면 사회는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다.

Presentation Skill 등을 필요로 한다.
점수에 매달리는 학생보다 본질을 추구하는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무엇을 배워나가야 할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배출하고 싶은 욕망이

까?

공대가 차별받는 지금의 대학에서 느끼는 솔
직한 심정이다

다른 분야 보다 특히 공학분야는 학생들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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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스크류식 엘리베이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기술처장 장진모
02) 3497-7450 0249jang@ksei. or.kr

지난 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

는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로는 휠체어리프트,

역에서 지체장애인인 70대 노부부가 수직형

로프식과 유압식 엘리베이터가 대부분이다. 그

휠체어리프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리프트 와

런데, 유럽과 일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크

이어가 끊어져서 남편은 중상을 입고 부인은

류식 엘리베이터를 요사이 국내에서도 장애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인 문

이나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로서 적용하고자

제가 된 적이 있다.

하는 움직임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이

유럽에서는 스크류식 엘리베이터가‘슬림리

동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제한을 받는데, 장

프트’또는‘미니 리프트’
의 호칭으로 주로 저

애인 이동권은 교육이나 노동과도 직접 연관

층 주택과 기존 공공스페이스에 설치하기 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주

해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건축물에 있는 계단

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의 1/2 크기에 해당하는 좁은 공간에 설치되고

장애인 이동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주

있다. 또한, 설치공사도 승강로를 일체화한 유

로 지하철인데, 지하철에는 버스나 다른 교통

니트 상태로 제작한 후 레커차 등으로 이미

수단과는 달리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 편의시

만들어진 승강로 홈에 위에서부터 투입하는

설들이 설치되어 있어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매우 간단한 공법을 적용한다.

때문이다.
지하철이나 철도 역사 및 육교 등에 설치되

이 스크류식 엘리베이터는 스웨덴 NTD사에
의해 1984년경부터 개발되어 이미 5천여대 이

2004·5월호 ● 표준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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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다.

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스웨덴의 NTD사의

일본에서도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역사의

제품을 모델로 하여 JR동일본(동일본여객철

배리어 프리(Barrier Free)화는 철도 관련자의

도)과 승강기 메이커 등이 이러한 스크류식

공통의 과제이기는 하나, 기존의 역사에 엘리

엘리베이터의 특징을 살려 주로 역사를 겨냥

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점유면적의 축

하여 개발을 추진했다. 주요부는 NTD사로부터

소·공기의 축소라는 명제가 항상 뒤를 따라

공급을 받고, 역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

다녀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명제에

차감의 개선, 내진성의 향상, 속도의 향상 등의

대응한 하나의 해답으로서 스크류식 엘리베이

기능적인 면을 개량했을 뿐만 아니라 의장의

터를 개발하게 되었으며, 이후 다리가 불편한

개선도 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역사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노약자 등 고령화 사회
에 있어서 스크류식 엘리베이터가 이동 편의
시설로서 커다란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 스크류식 엘리베이터의 특징
① 구동부는 카 상부, 제어반은 승강로
벽에 배치하여 기계실이 불필요
② 자동체결(Self-locking이
) 되는 사다
리꼴 나사를 채용함에 따라 피트 깊이
가 150㎜로 단축
③ 승강로를 일체화한 유니트 공법으로
설치기간의 대폭적인 단축
④ 주로 승강 행정이 길지 않은 역사나
기존 건축물 및 육교 등에 적용가능
1. 스크류엘리베이터의기본시방 : (일본의경우)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 고령자나 장애

용 스크류식 엘리베이터로서 1995년 5월 10일

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

에 일본 건설대신의 인정을 취득하여 사용하

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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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속
카
내
출
입
승 강 기
오
버
피
문
전
전
승
강
정
운
전
구
동
안
전

원

부
구
바 깥
헤
형
동
행
지
방
방
장

시
원
도
치 수
크 기
치 수
드
트
식
원
기
정
수
식
식
치

방

9인, 600㎏
18m/m 또는 30m/m
1,100㎜(W)×1,450㎜(L)×2,100㎜(H)
900㎜(W)×2,000㎜(H)
1,840㎜(W)×2,220㎜(L)
3,000㎜
150㎜
2매 사이드 오픈 자동문 (방범창 부착)
3상 220V (50/60㎐)
5.5㎾×2대 또는 9.5㎾ (인버터 제어)
표준 5m (최대 14m)
표준 2개소 (최대 5개소)
셀렉티브 콜렉티브
구 동 방 식
스크류 + 너트 방식
구동너트 + 낙하방지 안전너트 (2중구조)
안전너트용구 이상검출스위치
출입구 광전관 + 세프티 리미트스위치 내장문
방범창 부착 문
과부하 검출장치
각 층 도어로크
각 층 도어 리미트스위치
비상용 클램프 핸들
지진시 관제운전
화재시 관제운전
정전시 자동착상운전 (옵션)

2. 엘리베이터의구조및기능
반자립 구조의 철탑을 승강로로 하고, 승강
로 내에는 형강과 각형 강관의 구성에 의한
가이드레일을 배열하였으며, 그 꼭대기 부분에
나사 현가부를 설치하여 가이드 꼭대기 부분
부터 스크류 나사를 매달았다. 매달린 스크류
나사와 편지지식의 카가 카 위에 설치된 구동
유니트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구동 유니트 내의 너트는 구동너트와 안전
너트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구동 유니트에 배

2004·5월호 ● 표준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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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1개 또는 2개의 전동기로부터 벨트구동

4. 구동장치

에 의해 승강제어를 행하는 너트구동형 스크
류 방식이다.

전술한 대로 이 스크류식 엘리베이터는 가

또 스크류식 엘리베이터의 제어반을 승강로

이드 레일 꼭대기 부분부터 설치된 1기의 스

내벽에 설치함으로써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

크류 나사에, 카 위에 있는 전동기(1대 또는 2

터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대)와 V벨트로 연결
된 구동너트를 직접
회전시킴으로써 카를
승강하는 시스템이다.
스크류 나사의 재질은
기계구조용 강재, 너트
부는 인청동 등을 사
용하고 있다. 구동너트
는 벨트 풀리의 하부
에 설치되고, 벨트 풀
리와의 마찰에 의해
회전한다. 안전너트는

콤팩트한 구동너트

이 구동너트의 하부에
설치되어 구동력을 걸

3. 승강로

지 않고 구동너트와
안전너트를 결합하는

승강로는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고

연결핀에 의해 회전을

려하여 인력으로 운반이 가능하게 파트로 분

동조시켜 승강한다. 이

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등변산형강을

에 따라 승강 중에는

주재료로 하여 출입구 부분을 제외하고 각각

전동기에 의해 회전하

의 파트에 지주를 설치해 축력을 지지하고, 각

여 승강하는 구동너트

파트는 최대 1,200㎜로 되어 있다. 승강로는 각

와 그 아래 독립된 안

출입구 부분의 높이치수를 변경하지 않고, 중

전너트와 함께 일정거

간부의 파트에 의해 승강 행정의 변화에 대응

리(3.5㎜ 5.5㎜)를 확
˜
보하면서 스크류 나사를 승강한다. 이 때문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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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너트가 마모하여도 하중이 걸리지 않는

는 승강로의 간소화와 함께 피트 깊이를 얕게

안전너트에 의해 안전하게 하중을 받아내는

하거나, 피트를 만들지 않고 슬로프(Slope)로

낙하방지장치의 기능을 갖고 있다. 또 통상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피트 공사를 경감하는

승강에서 하중이 걸리는 구동너트의 나사 산

것이 가능하다.

이 없어진 경우에는 2개의 너트가 별개로 설

따라서 기존의 역사에 국한하지 않고, 기존의

치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수에 차이가 생기게

건축물과 육교 등에도 설치가 가능하므로 장

되고, 하강할 때 서서히 2개의 너트의 간격이

애인과 고령화 사회를 위한 사회정비 차원에

좁아지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2개의 너트가

서 설치가 쉬운 엘리베이터로서 자리 매김할

만나 멈추게 되므로 자유낙하를 방지한다. 이

날도 멀지 않으리라 예상이 된다.

표준

상과 같은 특징에 의해 스크류식 엘리베이터

2004·5월호 ● 표준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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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계 획

미래형자동차 시장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 추진
자본재표준과 공업연구사 김홍준
02)509-7284 bethetop@ats.go.kr

1.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비중 및 변화 동향

o 현재, 자동차의 기술개발 방향은 환경과 안
전을 요구하는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어 급속

o 우리 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국가경제를 주도

한 선회를 하고 있다. 과거 100년간의 내연

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03년 자동차 무역

기관을 장착한 자동차 동력원은 지구환경오

수지 흑자 178억불로 국가 총 무역수지 흑자

염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친

액(155억불)을 23억불 초과하여“국민소득 2

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불 시대”의 주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라

이를 위해 세계의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은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는 2만여개 부품으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기술개발에

로 조립ㆍ생산되는 대표적인 종합 기계산업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 및 보행자

으로 전후방 연관효과 지대한 산업분야이다.

의 안전까지 생각하고, 움직이는 생활공간으
로써의 편의성을 강화한 지능형 자동차 개발
의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현황
구 분

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자동차산업

3,465개

200천명

62조원

24조원

175억달러

제조업비중

3.3%

7.6%

10.7%

11.0%

10.8%

자료 : 자동차공업협회(
‘01년 기준, 수출액은‘0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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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수출액

그림 1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예측(DOE, 2001)

는 아직 시작단계이라 할 수 있다.
o 2가지의 동력원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하이
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PNGV
(Partnership for a New Generation of
Vehicles)" 과제에 의해 파워트레인, 에너
지 변환 및 저장장치 개발 중에 있으며, ’
04년 포드에서 차량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일본은 기술개발의 강화를 위해 ACE
(Advanced Clean Energy Vehicle Project)
를 수행중이며, 이미 '97년 도요타에서 세
그림 2 지능형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저감효과(일본 국토교통성)

계 최초의 하이브리드차인 Prius 양산하였
고, '99년 혼다는 Insight 양산하여 명실공
히 하이브리드 자동차 분야 세계 1위국의

2. 국내외기술 동향

명성을 지키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 나라
의 현대자동차도 하이브리드자동차를‘04

o 이미, 미국, 일본 등의 자동차 강국들은 하이

년 시범운행하여 ’06년 양산을 목표로 기

브리드, 연료전지 및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기

술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 나라

2004·5월호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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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배기가스 위험이 없는 차세대 연료전지를

대시장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하는 연료전지 자동차는 미국의 경우,
수소/연료전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을

3. 국제표준화필요성

추진 기술개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02년 포드와 크라이슬러에서는 연료전지-

o 환경과 안전을 생각하는 미래형 자동차시

배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로 연료

장은 사회적 요구와 발맞춰 그 시장규모가

전지 자동차 시대 개막에 한발 다가섰다.

비약적인 발전을 하리라 예상된다. 하이브

일본은 ’02년 도요타 SUV, 혼다 FCX 차

리드 자동차는 미국의 GM에서만 2010년

종을 개발하였고, '20년까지 차량 500만대,

에 약 100만대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

수소충전소 4,000개 확충하여 연료전지 자

다. 또한, 연료전지자동차는 미국이 2015

동차의 보급·확산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

년 상용화 목표로 하고, 일본은 2010년 보

한 미국, 일본 양국은 2010년경 양산을 목

급대수 5만대, 2020년 5백만대 목표, 2030

표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년에는 모든 신제품에 연료전지 탑재하는

에 반해 우리 나라는 연료전지차량 개발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시장규모의 급

아직 미흡한 실정이나, 현대·기아자동차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지능형 자동차 시

가 미국정부의 에너지부가 주관하는‘연료

장은 일본 2015년 1,000조원, 미국 2010년

전지차 시범운행과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

년간 4,200억 달러(년간 500조원) 국내는

축’사업의 시행사로 참여하고, 산자부의

2010년 기준 30조원, 2015년 기준 100조원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정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술개발의 강도
를 증폭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o 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의 환경과 국민의 안
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대한 각종

o 승차자와 보행자의 안전, 인간의 편의성 증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대 및 교통소통의 원활성 등을 추구하는 지

의 자동차 관련 규제를 관장하고 있는

능형 자동차의 개발은 현재 높은 성장을 이

UN/ECE/WP2는
9 환경, 안전 및 에너지에

루어 나가고 있는 멀티미디어, 통신, GPS

관련하여 총 115종의 강제 기준을 보유하고,

등의 첨단기술들과 병행하여 급속한 발전을

각국의 표준기구와 협력하에 강제기준 준수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은 급속한 발

의무화를 종용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기준

전에 힘입어 지능형자동차 관련 산업이 향

및 표준은 기술적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미

후 2015년에는 세계시장 규모 100조원의 거

준수시에는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되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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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상실을 가져오게

ㅇ현재 미래형자동차 관련 국제표준화는

된다. 또한, 우리 나라 내부에서도 ’04년도

ISO/TC22/SC21전기자동차),
(
IEC/TC21(2차

UN/ECE/WP29의 58협정 가입하여 년차별

전지 및 축전지), IEC/TC105(연료전지기술),

로 국제 강제기준을 확대 도입 예정할 예정

ISO/TC204(교통정보), ISO/TC22/SC3(전장

이다. 따라서, 국제강제기준의 대응과 표준

품)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정의 주도적인 역할은 자동차산업 생존의

는 표준 개발의 초기 단계로써 약 60종의 기

필수 요소이다.

본요건에 대한 표준만이 제정된 상태이다.

o 자동차는 인명과 직결되는 제품으로 안전 및

o 또한, 국제적 사실상표준 제정기구인

내구성이 최우선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종합

UN/ECE/WP29(세계자동차기술기준조화포

기계이다.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럼)는 아직 제정된 강제기준이 없는 상태이

용 연료전지, 수소연료 저장장치 등의 부품

나, 금년말 완성 예정인 지능형 자동차에 대

은 안전성의 확보가 필수이며, 지능형 자동

한 기준제정의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힘입어

차는 차간거리 유지, 주차 및 급선회 등이

강제기준 개발에 급속히 박차를 가할 예정

자동 작동되므로, 통신 및 운행상의 fail은 사

이다.

고발생에 치명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 및 부품의 신뢰성 및 안전성에

o 우리 나라는 지능형 자동차관련 표준 11종을

대한 평가방법의 표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

보유한 상태이나, 산업자원부의 신성장동력

야 한다.

기술개발 사업과 발맞추어 우리원에서 추진
하는 5개년 사업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 관련

o 따라서, 표준 미 보유로 인한 로열티 지불·
기술종속화·시장 잠식 등의 국가 경제 침체

표준 개발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작
업을 수행해나갈 것이다.

를 막기 위해서는 미래형자동차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제안 선도국 역할을 강화하여 ISO

5. 국제표준화의목표

및 UN/ECE/WP2의
9 주도권 확보 및 표준
을 선점함으로써 미래 신기술에 대한 세계시
장 선점이 가능해진다 할 수 있다.

o 2008년까지 미래형 자동차 관련 KS 25종을
개발하고, 이중 18종을 ISO 및 UN/ECE/
WP29에 제안하여 명실상부한 표준 중심국

4. 미래형자동차의 표준화 현황

으로써의 위치를 확보하고, 표준의 선점을
통한 기술무역장벽의 관장을 통해 자동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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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의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형자동차 국제표준화 센터”를 설립 운
영할 것이다.

o 또한, 지속적인 표준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표
미래형 자동차 국제표준화의 연도별 세부목표
년도

세

부

목

표

- 미래형자동차 기술 및 국제표준화 동향 파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미래형자동차 관련 표준안 개발 착수 : 5개 사업
- 미래형자동차 표준화 작업의 중요성 홍보
- 미래형자동차 기술 및 표준화 로드맵 작성
- 미래형자동차 기술확보 업체 발굴
- 미래형자동차 기술 및 국제표준화 기반구축
·표준화 지원센터 구축
·표준화 작업 중요성 홍보
- 미래형자동차관련 표준안 개발 착수 : 8개 사업
- 한국산업규격 제정 : 3종
- ISO 국제표준안 제안 : 3종
- 민간주도 미래형자동차 국제표준화 센터 계획 수립
- 미래형자동차관련 국제표준안 개발 착수 : 5개 사업
- 미래형자동차관련 국제표준안 제안 : 3건
- 한국산업규격 제정 : 5종
- ISO 국제표준안 제안 : 3종
- 민간주도 미래형자동차 국제표준화 센터 운영방침 수립 및 센터 구축
- 미래형자동차관련 국제표준안 개발 착수 : 1개 사업
- 한국산업규격 제정 : 3종
- ISO 국제표준안 제안 : 3종
- UN/ECE/WP29 기준 제안 : 1종
-

민간주도 미래형자동차 국제표준화 센터 운영 정상화 및 국내표준체계확립
미래형자동차 지속적 국제표준화 주도 국가 계획 수립
한국산업규격 제정 : 14종
ISO 국제표준안 제안 : 6종
UN/ECE/WP29 기준 제안 : 2종

6. 미래형자동차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

확보기술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사업단과
연계하여 개별과제 사업기관 선정시 표준

ㅇ 미래형자동차의 개발기술과 국내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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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의무화하도록 추진하여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년간 산자부, 과

또한 미래형자동차 국제표준화 센터에서는

기부, 정통부 등의 각부처에서 지원된 미래

국제표준화 동향의 국내 보급 및 지속적인

형 자동차 관련 70여개 기술개발과제 들을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분석하여 표준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양성하고 UN/ECE, ISO, SAE, JASIC 등
표준 제정 기구와의 확고한 국제협력 체계

ㅇ 또한 표준화의 일관성과 활성화를 위해 산

구축을 강화함과 동시에 향후, 민간주도형

자부 기술개발사업과의 주관기관 일원화

미래형자동차 국제표준화 전문기관으로 육

추진하고 주관기관내에「미래형자동차 국

성할 계획이다.

표준

제표준화 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관련부처협의체
(건교부, 환경부, 정
통부, 산자부)

기술표준원
- 표준화 연구개발 계획수립
- 관련전문가 폴 구성 및 운영
- 국가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대응 총괄

정부출연연구소
(ISO/Tc204,TC22/SC3
등)-표준화 추진

국제표준화기구(ISO)
세계기술기준조화포럼(UN/ECE/WP29)
각국 사실상표준기구(SAE, JASIC등)

미래형자동차표준화추진반
(과제도출 및 평가)
자동차분야표준기술발전협의회
- 기술자문
- 국내기술기준과의 대등
- 사실상표준기구 참여

과제총괄(주관기관)
- 미래형자동차와 사업 표준화 사업 실시
- 국제표준에 국내 기술반영
- 국제표준 작성/제안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
-“미래형자동차 국제표준화 센터 설립”

분야별 실무추진반
하이브리드 차 WG
연료전지자동차 WG

미래형자동차 사업단
- 기술개발과제와 표준화 연계작업
- 기술개발주체와 표준화 주체간의
협력 체계 구축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 주체
- 기술개발과제과 동시에 표준(안)
제안의무화
- 기술개발에 대한 평가 방법
도출 등

지능형 자동차 WG
현대, 쌍용, 만도 등
7개업체 포함

두 조직의 구성원 일원화

그림 3 미래형 자동차의 국제표준화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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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래형 자동차 국제표준화 5개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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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

생체인식 국제회의
- JTC1/SC37 Plenary & Working Group Meeting -

1. ISO/IEC JTC1/SC37 현황

ㅇ 의 장 : Mr. Fernando Podio(USA, NIST)
ㅇ 간 사 : Mrs. Lisa Rajchel(USA, ANSI)

□ ISO/IEC JTC1/SC37 Biometric(생체인식)

ㅇ 간사국 : 미국(NIST)
ㅇ 회원국 현황(P-member 20개국, O-member

시스템과 응용프로그램 사이에서 사람의 신
체특성에 대한 데이터의 상호호환과 데이터변
환을 위한 국제표준 제정 및 관리

4개국)
ㅇ 작업반(WG)
- Biometric Technical Interfaces(생체인식기
술 인터페이스) 등 6개

Participants Member

Observers Member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카나다, 필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
아, 싱가폴, 사우스아프리카, 스웨덴, 스위스랜드, 영국, 미국덴마
크, 체코, 헝가리, 폴란드

덴마크, 체코, 헝가리, 폴란드

20개국

4개국

□ ISO/IEC JTC1/SC37 회의 개최현황
회의
1차 총회
SG 회의
2차 총회 및 SG
WG 회의
3차 총회 및 WG
WG 회의

개최일자

개최장소

2002.12.10˜15
2003.4.5˜13
2003.9.5˜14
2004.2.9˜13
2004.6.7˜15
2004.11

미국 올란도
카나다 오타와
이탈리아 로마
호주 시드니
한국 서울
프랑스 파리

참가
70명,
94명,
75명,
94명,

비고

17개국
13개국
15개국
13개국

2004·5월호 ● 업무계획

29

2. 국제회의유치경위

라. 회의안건
ㅇ 생체인식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 2002년 12월 미국(올랜도)에서 개최한 제
1차 JTC1/SC37 총회에서 제 3차 회의 개
최를 한국으로 결정
ㅇ 제1차 총회 미국, 제2차 총회 유럽(이
탈리아 결정), 제3차 총회는 아시아에
서 개최 요청

(BioAPI) 분야 등 4건 표준화 작업
(FCD)
ㅇ 생체인식 데이터 변환 포맷에 대한 지문
패턴의 스펙트럼 데이터 표준화 작업
(CD)
ㅇ 다중 모달 생체인식 융합등 12건 표준화
작업(WD)

3. 회의 개요

ㅇ BioAP에
I 대한 적합성 테스트 표준화 작업
(NP)

가. 회의명
ㅇ 국문 :“2004년 생체인식 국제표준화
서울회의”

마. 참가예상규모
ㅇ 전체 회원국 : 24개국

ㅇ 영문 :“2004 ISO/IEC JTC1/SC37

- P 멤버 : 미국 등 20개국

Plenary and WG Seoul Meeing"

- O 멤버: 덴마크 등 4개국
ㅇ 참가예상규모 : 17개국 80명(외국인 65명,

나. 회의기간

내국인 15명)

ㅇ 2004. 6. 7(월)˜2004. 6. 15(화) (7일간)
바. 개최기관
다. 회의장소
ㅇ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서울 서초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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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최 : 기술표준원(ISO/IEC 국가대표기관)
ㅇ 주관 : 한국표준협회(국내간사기관)

표준

ISO/TC 221 (Geosynthetics) 총회

1. 개최배경
가. 개최목적

나. 개최경위
ㅇ 2001년 6월 : 이태리 Milano에서 개최된
ISO/TC 221 총회에서 2004년도 총회의

ㅇ ISO/TC 221, Geosynthetics(토목섬유)분

한국 개최 제안

야는 지반구조물의 분리, 보호, 보강, 여
과, 배수, 차수 및 차단, 충격흡수기능 등
을 갖는 섬유 및 고분자제품에 대한

ㅇ 2002년 6월: 미국 Norfolk에서 개최된
ISO/TC 221과 ASTM D35 on
Geosynthetics 통합회의에서 2004년도 총

- 정의, 시험방법, 표준화, 적용방법 등의

회를 한국 에서 개최키로 회장단과 합의

업무를 관장하는 ISO 산하 국제기구로
서 2004. 6. 24˜25(2일), 서울총회 및 3
개 WG 회의가 개최 되며

ㅇ 2003년 10월 : 프랑스 Nice에서 개최된
ISO/TC 221 총회에서 2004년도 총회 개
최일자 및 장소 확정 통보 : 2004년 6월

ㅇ 토목섬유 관련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주도

24일(목)˜25일(금), 서울

권확보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기술기
준을 국제규격으로 제안(NWIP) 예정
- 국제규격 제안(NWIP) 준비과제
·다접점 클램프에 의한 지오그리드의
접점강도 평가
·토목섬유의 화학저항성 평가

2. 회의 개요
가. 회의 내용
ㅇ TC 221 Plenary Meeting(총회)
ㅇ Working Group Meeting
- WG 3, WG 4, WG 5 등 3개회의

2004·5월호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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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회의장에서는 ’04. 6. 21(월)˜23(수)
까 지 국 제 토 목 섬 유 학 회 (IGS,
International Geosynthetics Society) 주관,
GeoAsia 2004 Conference가 개최되며, 동
회의 종료 후 ISO/TC 221 총회가 개최
됨.

가. 개요

Synthetic가
s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로,

ㅇ 기간 : 2004년 6월 24일(목)˜25일(금)
(2일간)
ㅇ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202번지)

1986년에 개최된 국제 토목섬유 학회에
서 국제통용어로 제안되어 사용되고 있
음
ㅇ 모래, 흙, 자갈 등의 각종 토목재료를 사
용하여 환경친화적인 토목공사 시공기

3. 참가국가(예상)

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섬유제품으로

ㅇ 미국, 영국, 일본, 이태리 등 13개국 30여
명 회의명

ㅇ 직포, 부직포, 매트 등과 같은 직물형태
와 플라스틱 멤브레인, 압출판 및 3차원

회의명

TC 221
Plenary
Meeting

WG 3

WG 4

WG 5

참석인원

30

8

12

10

＊회원국 현황 - P: 미국 등 26개국, O: 덴
마크 등 10개국

관계자는

ISO/TC

221

Geosynthetics 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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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성형 구조물, 네트 등과 같은 고분
자 제품이 광범 위하게 포함됨
나. 종류
ㅇ 지오텍스타일(Geotextiles), 지오멤브레인

＊GeoAsia 2004 Conference 참석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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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osynthetics(토목섬유)

ㅇ G e o s y n t h e t i c s는 G e o m e c h a n i c s와

나. 회의기간 및 장소

ISO/TC

※ ISO/TC 221/WG 현황

(Geomembranes), 지오그리드(Geogrids),
지오네트(Geonets), 지오웹(Geowebs),
지 오 매 트 (Geomats), 지 오 파 이 프
(Geopipes)

ㅇ 토목섬유점토차수재(Geosynthetic Clay
Liners, GCL), 지오컴포지트 (Geooom

규격화, 적용방법 등의 업무를 관장하
는 ISO 산하 국제기구임

posites) 등이 있음
나. ISO/TC 221 역사
다. 활용 배경
ㅇ Geosynthetic가
s 1970년대 초기에는 주
로 토사의 유출방지와 여과의 목적으

ㅇ ISO TC 221, Geosynthetics 위원회는
1999년 말까지 ISO TC 38의 SC인
Geotextil에
e 서 관리하였음

로 이용되었다가 그 후에는 지반의 분
리, 보강 또는 배수의 기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

ㅇ CEN의 제안에 따라 2000년 10월 20
일 Italy Milan에서 개최된 TC 총회에
서 TC 221로 독립되어 그 활동을 시

ㅇ 최근에는 방수, 균열방지, 지반구조물

작함

보호, 충격흡수, 폐기물 매립지, 연약지
반보강, 터널, 간척지, 도로건설, 옹벽
및 사면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다. ISO/TC 221 현황
ㅇ TC 221과 관련된 Geotextiles 및 관련
제품의 전 세계 교역량은 1,350만
m2(약 1조 4,850억원)임

2. ISO/TC 221, Geosynthetics 소개
ㅇ Geomembrane(지반용 차수재)는 125
가. TC 221, Geosynthetics란?
ㅇ 주로 지반구조물내의 분리, 보호, 보
강, 여과, 배수, 차수 및 차단, 충격흡
수기능 등을 갖는 섬유 및 고분자 제

만 m2(약 1,375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된 바 있음
* ISO/TC N049 Besiness Plan ISO/TC
221-Draft 1의 1999년 통계임

표준

품에 대한 정의, 시험방법, 표준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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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TC88풍력발전)
(
국제표준화 총회
및 국제세미나

ㅇ 회의명칭 : “2004 풍력발전 국제표준화 제

- 회의장소 : 제주 오리엔탈 호텔 회의장

주총회 및 국제세미나”2004 IEC/TC88

(사라룸)

(Wind-turbines) Jeju Plenary Meeting and

- 세미나 및 만찬장 : 제주 오리엔탈 호텔

Semiar

회의장(일출룸)

- 회의일정

ㅇ 풍력발전단지 투어건(외국인 대상)

구분

6.13(일)

6.14(월)

오전

MT11 회의

MT11 회의

오후

MT11 회의

풍력단지 투어

저녁

6.16(수)

TC88 총회

TC88 총회

TC88 총회

TC88 총회

환영만찬

-장

소 : 제주 행원 풍력발전단지

제간사) Mr. Sandy Butterfield(미국/UL

-일

시 : 2004. 06. 14(화) 14:00 ˜

인증기관) Mr. Peter Hauge Madsen(덴마

17:00

크) Mr. Christian Nath(독일)

- 차량운행 : 제주오리엔탈 호텔 제공
ㅇ 국제세미나 개최건
-제

목 : 국내·외 풍력발전시스템 인

증제도 및 표준화 동향
-내

- 강연시간 : 40분/1인(질의응답 포함), 축
사 : 신산업표준부장
-일

시 : 2004. 06. 14(화) 13:30 ˜

17:00

용 : 유럽, 미국, IEC 등의 풍력발전

시스템 인증 및 표준화 동향발표
- 발 표 자 : Mr. Giessen(네덜란드/TC88국

34

국제세미나

6.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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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영만찬
- 개최일시 : 2004. 06. 14(화), 19:00 ˜

-장

소 : 제주 오리엔탈 호텔 연회장

- 축사 및 환영사 : 제주도지사, 기술표준
원장 등
- 참가대상 : 총회 대표단 및 국내 주요인

-주

관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

연구원
-후

원 : 제주도, 제주대학교, 대한전기

협회, 대체에너지협회

표준

사(100명 예정)
ㅇ 개최기관(예정)
-주

최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4·5월호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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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위험이 없는 차세대 연료전지를 사
용하는 연료전지 자동차는 미국의 경우, 수
소/연료전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을 추진
기술개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
02년
포드와 크라이슬러에서는 연료전지-배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로 연료전지 자동
차 시대 개막에 한발 다가섰다. 일본은 ’02
년 도요타 SUV, 혼다 FCX 차종을 개발하였
고, '20년까지 차량 500만대, 수소충전소
4,000개 확충하여 연료전지 자동차의 보급?
확산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일본 양
국은 2010년경 양산을 목표로 기술개발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연
료전지 차량 개발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나,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정부의 에너지부가
주관하는 ?연료전지차 시범운행과 수소충전
소 인프라 구축?사업의 시행사로 참여하고,
산자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술개발의
강도를 증폭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o 승차자와 보행자의 안전, 인간의 편의성 증
대 및 교통소통의 원활성 등을 추구하는 지능
형 자동차의 개발은 현재 높은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멀티미디어, 통신, GPS 등의 첨단
기술들과 병행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은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지
능형자동차 관련 산업이 향후 2015년에는 세
계시장 규모 100조원의 거대시장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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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공조 산업동향(2)
- 한·중간의 산업협력을 중심으로 자본재표준과 공업연구관 박정우
02) 509-7285 phark@ats.go.kr

우리 원에서는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로 밝혀둔다.)

중국 상해에 있는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에서 개최된 CR2004 중국제냉전에 9개

목 차

NT/EM 인증업체들의 출품을 지원하면서 40

1. 냉동공조산업의 현황과 전망

부스 규모의 한국관을 운영하였다. 중국 제냉

2. 한중 냉동공조산업의 경쟁력 분석

전은 북경과 상해에서 번갈아가며 매년 개최

3. 한중 협력증진 및 대응방안

되며, 30,000 평방미터, 200여 업체, 1100부스

4. 대중국 진출 활성화 방안

전시규모의 냉동공조와 관련된 전문 전시회로
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 규모로 성장한 국제

3. 한·중 협력증진 및 대응방향

전시회이다. 금번 전시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스페인, 미국 등이 국가관을 운영하였으며, 규

(1) 정부차원의 대책

모면에서 한국관이 가장 큰 국가관이어서 중
국국영 CCTV, 중국공업보, 수도건설보 등으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일(2002년 1

부터 인터뷰요청이 들어오는 등 중국 언론으

월 1일)부터, 중국 수입 상품의 관세 세목 및

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본고는 금번 전시

세율을 전면적으로 조정하였고, 그 중 에어컨,

회 참가를 계기로 냉동공조산업의 현황과 전

냉동냉장고를 포함한 냉동공조기기 관세의 총

망, 그리고 한중간 산업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수준은 16.2%에서 10.7%로 낮추었다. 큰 폭의

분석한 자료로서 2회에 걸쳐 게재하는 내용

수입관세율을 낮추어서 세금을 내린 후에, 중

중 두번째이다. (본고의 원문은 한국냉동공조

국의 냉동공조제품 평균 관세의 총 수준은 약

공업협회지의 2004년도 3월호 기사였음을 참고

10.7% 정도로써, 전국 관세의 평균의 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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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1.3%포인트 낮다.
이와 같이 중국 WTO 가입에 따라 중국에
대한 차별적 통상조치가 완화되면서 중국산

홍보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지원을 증가하여 보다 현실적인 지
원이 요구된다.

저가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정부는 한국 무역수지 적자 누적에 따

하지만 아직은 국내 냉동공조산업의 국내시장

라 향후 한국에 대한 특별수입규제와 반덤핑

및 해외시장에서 기술경쟁력과 제품경쟁력에

제도 활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003

있어 중국 제조사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으나,

년에도 對중국 무역수지는 약 $ 136억 흑자로

중국정부의 국내산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정부의 통상압력 증대는 향후 가속될 것

기술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증대할 것

이다.

이며, 결과적으로 중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은

현재 중국에 진출한 냉동공조기업들은 완제

물론 제품경쟁력에서도 한국을 능가할 수 있

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대기업에 부품을 공

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하여 주는 중소기업의 집단으로 대부분 구

현재 미주, EU 및 제3국 시장에서 국내의

성되어 있다. 중국은 지역마다 서로 다른 문화

냉동공조 제품은 일본제품들과 치열한 경쟁을

및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 지역 시장

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중국기업들이 가격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경쟁력을 앞세워 우리의 새로운 경쟁상대로

필요가 있다.

부각되고 있다. 향후 5년 안에 일본을 비롯하

또한, 중국에 대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

여 중국과의 경쟁구조가 치열해질 전망이며,

서 중국시장 및 산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미국 및 EU 등 한국 주력 수출시장 잠식도 심

활성화되고 있다. OEM 생산기지로서 對중국

화될 것을 예상된다.

의 활용뿐 아니라 수출시장 혹은 내수시장으

따라서, 국내시장 및 주력 수출시장에서의

로의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 냉동공조시

중국제품에 대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 및 산업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이해 및

는 냉동공조산업 구조를 정보 및 기술집약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차

산업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원에서 관련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중국 냉

이를 위해서는 대중국 경쟁력 우위 품목 및

동공조시장 및 산업에 대한 정보 축적 및 국

유망상품들 중에서 수출전략 상품화가 가능한

내 업체들에게 정보 제공의 기능을 수행해야

제품을 선정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 및

할 것이다. 중국 기업 및 외국 합자 기업에서

냉동공조공업협회는 對중국 전략상품을 선정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전문가 집단의 인맥 정

하고, 선정된 전략 수출상품은 상품개발지원,

보를 구축하여 양국의 이익 도모를 추구하는

세제혜택, 중국 시장개척 지원(전시회 참가 및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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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하나의 시장이 아닌 지역별 분화 및

냉동공조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자

특화가 이루어진 시장을 파악할 때, 중국 유통

본력, 인적자원의 열세 이외에도 대기업의 시

시장의 직접 진출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상권

장잠식, 인력스카우트 및 수입품에 대한 선호

별 현황 및 판매동향, 상권 내 고객 동향을 분

등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중국

자체기술개발능력의 축적여력이 크게 위축되

냉동공조 유통시장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정보

고 있는 설정임을 감안하여, 냉동공조산업의

획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유통시장 분

건전한 하부구조를 육성하고 강화하여 중소기

석이 선행될 때 국내 유통업체들의 중국 진출

업만이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한정된 자

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21세기 냉동공조산업의 근간은 지구의 온난
화 및 대기오존층 파괴, 화석연료의 감소 등에

기술개발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전략 수립
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대비하여 에너지효율의 향상, 에너지 저장기술,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비 프레온 기술, 인간

(2) 민간차원의 대책

의 괘적성 추구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하
여 對중국 및 전 세계 시장개척에 대비하는
준비도 또한 필요하다.

현재 국내 냉동공조업계는 고임금 및 선진
국의 무역장벽설치에 따른 수출역경, 중국의

현재 국내 냉동공조산업은 국내수요를 확대,

급성장, 선진국의 기술이전기피 및 과다한 기

창출하여 내실을 다지고 급성장하고 있는 중

술료의 요구와 내수기반의 취약 등 복합적인

국과의 경쟁,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에

요인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지속하여 온 성장

따라 자체기술개발능력을 키워야만 하는 시점

에 향후 어려운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에 와 있다. 국내 냉동공조기기에 대한 국제경

분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기업들

쟁력은 자체적으로 아직 우수하며 향후 선진

은 기존의 저 부가가치 제품생산의 증가를 지

국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한 국내 기술개

양하고 품목의 다양화와 고부가가치 상품에

발에 대한 투자의욕을 고취하여야 한다. 현재

주력하면서 수출전략화품목의 개발에 노력하

냉동공조업계의 중소기업군은 중국과의 경쟁

여야 할 것이다.

에 의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향후 이

그러나 이러한 자구적인 노력에 비하여 제

같은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임. 이는 여러

품의 개발 및 생산에 대해 기업간의 조정이

가지 요인에 의한 냉동공조산업 신장세의 급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시장 및 해

격한 둔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회

외시장에서 과당경쟁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복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이 심각해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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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역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열위에 있지만, 중국현지 생산을 이용하여 특

또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수출지향적인

화된 디자인과 새로운 상품으로 중국 내수시

냉동공조산업이 구조로 보아 자사상표로의 수

장 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새로운 시장개척이

출비율이 높아질 4˜5년 후 국제시장에서 국
내기업간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도 충분히 예

라는 점에서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예상된다.
중국정부의 소매업을 비롯한 유통업 전반에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한 개혁 확대 방침에 따라 국내 유통업의

해결해야만 할 지금의 냉동공조업계의 실태로

중국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즉 중국

보아 과거 구상에만 그치던 경쟁기업간의 협

의 WTO 가입으로 향후 유통시장 개방이 확

동개발연구와 중소기업의 계열화 및 협동화의

대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국내 유통업체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여 각 기업들이

중국 현지 진출이 활발해 질 것이며, 이에 따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냉동공조산

라 한국 생산업체들도 국내 유통업체와 함께

업의 효율적인 재편성 및 개발효율의 극대화

중국현지에 유통망을 구축하여 중국 소비자를

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직접 공략해야 할 것이다. 이미 미국, 유럽, 일

향후“생산기지의 중국”
에서“시장의 중국”

본 등 선진국과 홍콩, 대만 등 경쟁 국가들이

을 접근하는 한국은 중국시장 특성을 파악하

Guangzhou, Shanghai 중심으로 유통업 진출

고 진출을 가속화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의 2002년 1인당 GDP는 $3,900에 불과하지

에어컨, 냉동냉장고의 경우, 대형 백화점, 전

만, 매년 경제성장률 8%전후로 급성장하고 있

문 양판점, 할인점 등의 판매유통이 매우 큰

다. 2008년 하계 올림픽 유치로 건설시장의 호

비중을 차지함으로 이에 대한 유통망 구축이

황과 이에 따른 냉동공조산업의 성장은 향후

중국시장 확대에 필수사항이다. 중국 내수시장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냉

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유

동공조산업은 빠른 개방과 국가의 적극적 지

통망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원으로 해외 우수기업과 자본의 투자 및 진출

중국 정부의 외자유치 환경이 양보다 질 중

확대와 중국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따라 중국

심, 선진국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중국 외자기

소비시장의 경쟁 격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

업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외자기업 현

한 경쟁격화시장에서의 경쟁 우위확보를 위해

지자금조달가능, 수출입 규제 완화에 따른 상

서는 접근단위별 세부적인 전략이 선행되어야

품 공급 및 가격경쟁력 확보, 도소매 유통 전

할 것이다.

면 개방으로 유통확보가 용이하다는 유리한

에어컨, 냉동냉장고의 경우 가격면에서 경쟁

측면도 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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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인 유통망 구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

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디자인력과 브랜드력

지 민간 유통업, 국유 유통업 및 외자 유통업

이 부가된 우수상품은 상품수출은 물론 브래

체와의 전략적 제휴도 고래해 볼 수 있을 것

드 수출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이다. 한국 유통·서비스 기업들은 중국의 정

및 기업은 우수 브랜드를 발굴하여 상품고급

책변화 및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 대한

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브랜드 수

지속적인 정보 탐색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출’로서 높은 부가가치와 국가 이미지를 향

거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적극적을 대응해

상시켜 효율적인 교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야 할 것이다.

국내 냉동공조제품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중국산 냉동공조제품과의 수출 경쟁에서 살

위해서는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TV, 신

아남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노

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직접적인 광고

력을 기울이면서 중국보다 우위의 기술을 확

전략도 필요하다. 특히 에어컨, 냉동냉장고 등

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단시간에 향상

은 가전제품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가 효

시키기 힘든 부분인 대체냉매 이용 제품, 멀티

율적이므로, 이를 위해 대중국 홍보 이벤트 전

형 시스템 에어컨, 양문닫이형 냉동냉장고, 초

문업체의 육성과 아울러 중국 관련업계와의

절전 고효율 냉동기기 등 품질경쟁력 방면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야 한다.

기술수준 개발에 힘써야 한다. 동시에 선진국
바이어들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소비
패턴 관련 정보를 수시로 입수하여 시장변화

4. 한 ·중 협력증진 및 對중국진출
활성화방안

에 신속히 대처하는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한
다.

(1) 국제분업 체제의 효율적 활용

현재 LG전자,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에어컨,
냉동냉장고가 중국시장에 소개되면서 우리의

지금까지는 중국과의 분업이 주로 저렴한

상품 이미지가 중국인에게는 매우 우호적인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산기지 역할로서의 협력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냉동

이 이루어졌다. 과거의 국제분업이 주로 노동

공조제품의 한국브랜드 이미지를 고품질 일류

과 자본의 비교우위와 가격조건으로 결정 된

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최신

데 비하여 최근에 이르러서는 기술을 중심으

기술(인버터 압축기 응용기술, 천연냉매기술,

로 새롭게 재편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즉,

대체냉매 응용기술 등)과 디자인으로 경쟁력

생산성과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기술의

있는 고가 제품을 중국시장에 투입하여 한국

급격한 발전이 보다 중요한 생산요소로 부각

제품의 고급 이미지를 중국 소비자에게 인식

됨에 따라, 기술우위가 국제간의 비교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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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고 또한 제품의 기술고도화를 중심으로

로 국내 냉동공조산업의 발전을 기약하기 위

한 제품계열 수평적 분업이 국제분업 체제를

해서는 선진국간의 기술경쟁 및 무역전쟁의

주도하게 된 것이다.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중국과는 상호

이에 따라 냉동공조산업 역시 기술확보나

경쟁적으로 비교우위의 장점을 제공할 수 있

경쟁력의 핵심적 관건이 되고 있어 선진국간

는 분야를 발굴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에는 고효율, 저소음 및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기술의 확보를 도모하여 세계시장의 경쟁 등

대한 개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환경의 변화를 최대로 활용하면서, 국제

이들은 급속한 기술혁신의 전개와 아울러 개

분업의 이익과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의 개

발기술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기 위해 기술이전

편을 연결하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에 많은 제약을 가하는 등 기술보호주의의 강

이를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새로운 국제분업

화추세에 있어 자칫 국내 냉동공조산업과 선

체제하에서 우리의 전략 부문에의 집중적인

진국의 기술격차가 더욱 벌어져 새로운 수평

기술개발투자와 인력양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적 국제분업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겠으며 중국과의 다양한 기술협력채널을 구

하게 될까 우려된다.

축하면서 자체 기술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

이러한 시각에서 중국과의 협력체제도 타산

이다. 그와 동시에 제품개발에 대한 방향도 선

업과 마찬가지로 역시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

진국으로부터의 일방적인 기술도입에서 벗어

력이 시장창출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의 관계

나 기업자체,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으로 기

가 된다. 더 이상 저임금에 의존하는 후발자의

술개발의 수급을 점차 전환함으로써 자체 기

이익을 향유할 수 없는 국내산업여건에 이르

술개발능력을 배양하여 새로운 국제분업 체제

러 월등한 저임금을 통한 중국의 추격과 경쟁

에서 보다 많은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점차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냉동공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조 산업자체가 선진국 모방형 구조이므로 국
제시장에서의 무역마찰은 물론 기술이전에 있

(2) 장기적으로 우수 생산기지 확보

어서도 더욱 불리한 입장을 가속화시키고 있
는 것이다.

초기 우수한 노동력과 품질력을 활용한 생

그러므로 국내 냉동공조산업은 새로운 국제

산기지로서의 중국 진출은 향후 중국 내수시

분업화 추세에 발맞추어 기존의 산업구조의

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재편 및 고도화를 통하여 재차 성장동력의 원

할 것이다. 우수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서는 향

천을 찾아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따라

후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기업)내 투자, 중국

서 새로운 국제분업화 체제에 대응하여 앞으

생산지 network화, 기획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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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생산 후
보지 혹은 미래 경영효율 및 생산효율이 우수

등이 높게 평가되는 것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
로 자본 및 기술에서 열세인 국내기업의 보호
를 위해서 필요기술의 확보가 절실하다.

한 기업에 대한 정보망 구축 또한 시급하다.

시장 경쟁성에 의해서 중국의 냉동공조산업

2002년 말까지 한국 냉동공조사업의 대중국 투

의 투자 성장속도 및 규모는 주로 국내외 수

자실적은 대부분 원자재나 인력조달이 용이한

요 요소에 의해서 성장되며, 수요측면에서 투

동북 및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

자 범위를 3단계로 구분한다.

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으며 내수시장

- 1단계: 업종별 발전기

규모가 큰 화중·화남지역의 투자는 미비한

· 산업의 고속 성장에 의해서 산업이익이

실정이다. 특히 중국 냉동공조생산 1,2위인 광

가장 좋을 시기로서, 투자가 가장 빨리

동성과 절강성의 투자는 매우 낮은 편이다. 따

성장하는 시기

라서 중국 33개성의 자치력과 생산집중화 등

· 중국 냉동공조제품 산업은 80년대 중반

에 대한 정보망 구축을 통해 우수 생산기지를

에서부터 90년 중반까지 고속성장, 평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균이윤 10%이상
- 2단계: 내수 시장 감소기

(3) 투자 현황 및 전망

· 중국 냉동공조제품 업종이 포화상대에
이르게 됨에 따라 성장속도가 완화되

중국의 냉동공조산업의 외국인 투자는 선진
기술과 생산능력이 결합하여 기술 자생력 및
개발력이 부족한 냉동공조산업이 고도화를 이

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시장이 변
화하는 시기
- 3단계: 소비경제 구조변화기

루고 국제시장에서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수

· 내수시장이 국제화를 이룸에 따라 우수

단으로 이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선진국의 기

한 경쟁력을 가진 외국기업의 침투에

술이전기피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전력과제

의해서 국내기업의 위축을 초래하는 시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의 외국인

기

투자의 성향은 투자수익의 확보에 역점을 두

·‘80년대 후반에는 중국 기업체들이 내수

면서도 신기술이나 첨단기술의 노출은 꺼리는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90년대 후반부

것이 일반적으로 냉동공조시장의 성장잠재력,

터는 중국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기술수준 및 국제 분업파트너로서의 지명도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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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시장의 과잉공급에 의한 기업간

서부지역의 낙후된 투자환경이 중국 WTO가

가격경쟁력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수출

입에 의해 외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으로 활

등의 방안을 모색

기를 띄게 될 전망이다. 현재 시장규모, 노동조
건, 인프라 현황 및 대외개방도 등을 기준으로

현재 중국 냉동공조업계 투자에 대한

투자환경을 비교해 볼 때, 서부지역의 투자여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점이 3가지

건은 연해지역에 비행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

있다.

타나고 있다. 절대적인 노동력은 풍부한 방면,

- 기술력 투자가 축소에 따른 핵심기술 경

교육수준과 노동생산성 등 노동의 질이 낮아

쟁력 약화

원가 절감형 투자에서도 연해지역에 비해 열

· 기업 첨단기술 산업세계 선진국

악한 여건이다.

(OECD)의 평균 20%인데 비해서 중국
의 투자비율은 5.1%에 불과

이와 같이 서부지역의 열악한 환경 개선에
는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될 것이나, 중국 국가

· 업계의 자산에 의한 기술 투자 비율은

의 외자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혜택과 서부

판매수입 5%를 초과하게 선도하였지

지역에 대한 기초 인프라 건설사업의 국책개

만, 조사에 의하면 실제 2% 미만

발 등을 시행함으로, 중장기적을 한국의 대중

· 제품의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보
다 많은 투자로 기술 향상이 절심
- 투자대비 이윤의 불균형 현상
· 과거의 중국 기업의 가격과 규모에 의
해서 시장을 형성하였지만, 이것은 기

국 주요 투자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내수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
는 시점에서‘가격경쟁력’
을 도모하는 사업의
경우, 서부지역 투자환경에 대한 고려가 가능
하다.

업 이윤에 치명적으로 작용
·‘90년 중반 이후로 시장의 공급이 수요

(4) 한·중 공동 Global Brand 개발

를 초과함에 따라 규모가 축소되어 시
장이 축소되는 경향
- 다원화 투자의 어려움에 따른 이윤출처의

한국과 중국의 냉동공조산업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공동 Global Brand를 런칭

불분명

하여 인근 동남아시장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 시장의 과잉 현상에 의해서 다원화 투

모색해 볼 수도 있다. 이는 10여 년 전부터 일

자가 이루어지지만, 다원화 투자는 확

본기업과 중국기업의 협력하여 중국시장 및

실한 이윤을 가져올 수 없고, 투자 위

세계시장을 선점하여 성공한 예를 거울삼아

험 또한 증대

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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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냉동공조산업은 기업간 우호적

면을 전문인력 교환으로 상호협력을 강화 할

M&A 및 적대적 M&A가 매우 활발한 상태

수 있을 것이다. 정보유통기관의 확대와 관련

이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한국과 중국의 유사

기업과의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품 및 상대제품 기업간의 M&A도 경쟁력

한·중 정보센터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협회,

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연구조합 등의 기관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저

한국은 경쟁 우위에 있는 기획 및 디자인력

렴하게 기술정보를 유통할 수 있을 것이다.

을 바탕으로 상품 기획 및 개발에 주력하고,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연구소, 전문유관기관,

중국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대규모 생

첨단기술보유기업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산시설을 이용하여 제품 생산을 전문화하는

전문인력 교환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방안은 양국 냉동공조산업이 가진 경쟁력을

한·중의 과학, 기술자 등을 충분히 활용하기

최대화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

위해 초청 강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중 양국 모두 냉동공조산업의 고부가치화를

한·중 기술자들이 상호국의 대학연구소, 전문

위한 산업발전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각 국가

유관기관, 기술보유기업에 방문연구 등으로 기

가 지닌 경쟁력을 최대한 살려 상호 협력하는

술을 습득하여야 할 것이다.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냉동공조산업의 한·중 기술경쟁력 비교평
가 결과 대부분의 품목에서 기획, 설계, 관리

(5) 한·중 각 분야별 전문인력 교환으로 협
력체제 강화

인력 수준은 한국이 우위에 있으며, 생산 인력
은 중국이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한·중 냉동공조업계간의 인력 교

기술구조가 복잡화, 다양화되고 국가간의 기

환으로 양국 산업 인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술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술 및 제품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우수 연구 인력을

명주기가 점차 단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술

한국기업에 유치하기 위한 연구 인력의 교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효율적인 확보와

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양국의 기술적

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그 동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안 한?중 냉동공조업계의 상호 기술 정보 활
동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향후 기술정보의 적극적인 확보 및 이용은
기계설비와 제품에 관한 기술 및 관련정보를
모집 활용하거나 시방서, 조립도면, 설계도면,
작업지침 및 운영지침서 등 기술의 원리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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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공조산업에 관련된 전문 학회, 기술위원
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양국의 협력 또
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6) 국제 표준화 활동 참여 및 품질인증

출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러한 자국공
업규격의 적용에 의한 비관세장벽을 효율적으

최근 국가별로 상이한 규격의 채택, 배타적

로 타개하여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이룩하기

품질인증제도의 실시, 독자적 시험검사 및 엄

위해서는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획

격하고 까다로운 시험검사 기준설정 등이 방

득함으로써 품질인증을 받는 것과 함께, 제품

법을 통하여 외국제품의 수입규제를 강화할

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까다로운 시험 검사

목적을 활용하는 경향이 증대됨에 따라 수출

절차와 행정상의 번거로움 등을 완화 또는 간

주도형의 성장전략을 추진하여야 할 국내 냉

소화하기 위해서 양국의 시험검사기관과 상호

동공조산업의 커다란 제약요인중의 하나로 국

인증이 절실하다. 또한 냉동공조기기의 국제표

제규격의 취득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준화 (ISO/IEC)활동에 양국의 의견을 공동으

특히 에너지 소비형인 냉동공조제품에 대한
각국의 에너지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어 수

로 개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이룸으로써 양국
의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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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유가 급등 및 현황
에너지자원표준과 공업연구사 조종회
02)509-7277˜80 Jonghoi@ats.go.kr

1. 머리말

2. 원유의 현황 및 동향

국제유가 급등으로 오늘(3.22)부터 승용차

2-1. 원유 도입량 및 수출현황

자율10부제가 실시되고 유가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4월부터는 승용차 강제 10부제가 운용되

OPEC는 석유생산량을 1일 24.5(백만B)→

고 심야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등 제2차 에너

23.5(백만B)로 감축키로 129차 알제리회의

지 절약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경

(2004.2.10)에서 발표하였다.이의 적용일시는

제는 국제유가가 1달러 상승할 경우 국제수지

2004.4.1 일부터 유효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는 10억달러가 감소된다. 최근 유가불안에 대

OPEC 총 생산량의 7%, 세계 총생산액의

한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8% 정도 수입하고 있는데, 하루 백만B 감산
한다면 이 양은 OPEC 1년 총생산량의 4%에
해당된다
표1. 을 참고하면 원유의 도입량은 2003년 기

표1. 원유 도입량 및 수출현황
2001년

구 분

2002년

물 량 (천B)

금 액 (천＄)

물 량 (천B)

금 액 (천＄)

물 량 (천B)

금 액 (천＄)

유

859,367

20,260,164

790,992

18,465,296

804,809

22,123,331

제품수출

282,351

7,394,014

223,939

5,998,303

191,930

6,038,415

국내소비

638,019

-

647,452

-

648,322

-

원

※ 참고 : 대한석유협회 자료(200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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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804.809(천 배럴)이고, 제품수출은

(33.73＄), 두바이유(30.42＄), 서부텍사스유

191.930(천 배럴), 국내소비는 648.322(천 배럴)

(36.40＄)로서 2003년 12월보다도 두바이유 기

로 2002년 보다는 원유 및 국내소비는 조금 증

준으로 8%정도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다.2001

가하였고, 제품수출량은 감소 하였으나,수출단

년12월의 브렌트유(18.93$)두바이유(
,
17.89$),

가의 인상으로 총금액은 증가하였다.

서부텍사스유(19.30$)와 비교하면 너무나 큰
70˜85%정도의 급상승된 가격의 변동그라프를
알수 있다.(그림1.참조)

2-2. 원유가 동향
현재 원유가의 가격을 살펴보면 브렌트유

40

40

30

30

20

20

10

10

0

0
2001. 12

2002.12

2003.12

2004. 3

년도

그림 1. 세계 원유가격
※참고: 대한석유협회 자료

3.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의 역할

으며, 회원국은 중동의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
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아
프리카의 알제리, 리비아, 나이지리아, 아시아

원유의 생산량과 가격결정을 하는 석유수출

의 인도네시아, 남미의 베네수엘라 11개국으로

국 기구로서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의장은 인도네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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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다.세계 석유공급의 40%를 차지하는 OPEC
의 석유생산량 증감에 따라서 석유가격은 결

6. 맺는말

정되며,특히 석유수입의 80%정도를 중동의 두
바이유를 사들이는 우리나라는 경제가 휘청할
만큼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여 있다.

최근 유가 상승원인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분석,예측 할수 있다.

4. 세계 3대 원유가격의 구성
첫째, 산유국 정정불안, 공급전망 불확실로 볼
세계 3대 원유가격은 서부 텍사스 중질유가

수 있다.

가격을 결정하는 중심가격이고, 북해산 브렌트

먼저 베네수엘라(세계 5위 산유국)의

유는 중동산 두바이유보다 고가이다.

반정부 시위발생으로 생산

서부 텍사스 중질유(중심가격)는 현재 가장

량 감소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

고가에 판매되는 원유로서 미국, 캐나다, 멕시

산결정(2004.2.10), 막대한 원유매장량을

코 지역에서 통용되고, 북해산 브렌트유는 영

보유하고 있는 이라크에서 후세인 축출

국, 유럽, 아프리카 지역에서 통용되며,중동산

이후 정국 혼미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두바이유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

고유가가 점쳐지는 배경이다.

레이트,이란,이라크 등 중동지역과 한국,일본에

이라크 저항세력-다국적군의 충돌과 종

서 통용되고 있다.

교계파 갈등,종족 갈등이 겹쳐 대대적인
내전의 우려와 정유시설 등의 복구작업

5. 우리나라의 두바이유 선호이유

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가격이 저렴하고,장기계약,선물거래가 용이하
므로, 또한 안정적 물량 확보 보장과 함께 유

둘째, 미국의 원유 및 석유재고 감소와 세계

사시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도입하고 있는

적으로 중국 등 대규모 소비시장의 급

실정이다. 현재 원유도입의 80%는 두바이유,나

부상 등으로 인한 원유수급 불균형이

머지 20%는 러시아, 인도네시아, 자체개발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달러화의

유전 등에서 도입되고 있다.

약 세 도 원 유 가 결 정 에 영 향을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격과 장기물
량 확보문제, 국가안보 차원의 대책강구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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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 향후, 고유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셋째, OPEC의 감산조치 해제와 아울러 이라

러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소비절

크의 신속한 정유시설 복구, 베네수엘

약 방안등이 강구되지 못하면 당분간

라의 안정된 생산, 비OPEC 국가들의

고유가가 한국상품의 수출경쟁력 약화

생산량 확대와 원유도입선의 다변화,유

와 채산성의 문제점이 돌출되어 국민

전탐사개발에 대한 사업의 투자, 아울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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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신/ 기/ 술/ 정/ 보

새로운 JIS표시 인증체계
기간산업표준부 화학응용표준과장 안종일
02) 503-7973

정부에 의한 인증에서 자체분석 및 검증으로

다. 그 변화에는‘세계최고수준의 매출을

의 전환

위한 최적조건’
의 달성과 함께 정부 인증

① 제휴회사들의 현재 거래 및 정부의 인증

에서 자체분석으로의 개념전환이 요구된

개념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

다. 이러한 조정은 생산자 자신들의 책임

도안1
정부에 의한 인증에서 자체 검증 및 평가로

외국기업

외국기업 A

기업 C

기업 B
모회사

기업 B

경제규제완화의
세계화

외국기업 B

기업 A

(세계적, 기여)

기업 A

일본정부
JIS 마크 계획

계획된 인증기관

기업 C

변 화

정부에 대한 인증
대기업 A

대기업 B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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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C

품

대기업 D

기업 A
대기업
(상표)

인증의 신고

기업 A
소기업
인증의 신고

제 품

제 품

새
로
운
J
I
S
체
계

최/ 신/ 기/ 술/ 정/ 보

영역 안에 있는 고유 생산제품에 대하여,

② 새로운 JIS 표시 마크는 50년동안 대중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신고하고, 공고히

화되었던 현재의 마크와 새로운 마크의

해야함을 뜻한다. 새로운 JIS 표시 인증

통합형식이 될 것이다. 생산자들은 그들

체계는 중립적이며, 제3자 시스템으로써

의 현재 공장에 대한 인증 여부와는 상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우수품질 제품에 대

관없이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한 신고 뿐 아니라, 목표의 접근이 용이하

교부받은 후 현재의 시스템과 같은 방식

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으로 그들의 고유 상품에 새로운 마크를

있다.

부착 할 수 있다.

도안2
새로운 JIS 마크

현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안)

새로운 JIS 마크
특수효과

(각주1) 규격이 특별한
측면에서 정해진 곳

그리고, 혹은

구체적 도안 첨가
부류/등급

(각주2) 부류 및 등급이
인증기관의 이름 및 로고 정해진 곳

(투표에서 결정)

JIS마크는 통합될 것이며,
새마크와 현재의 마크사이의
통합의 정도는 법에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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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체계의 특징)

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③ 지정된 JIS항목에 관한 현재의 체계는 폐
지될 것이며, 담당자는 JIS 마크에 국한되

(공장 인증서에서 제품 인증서로 전환)

지 않는 다양한 방법 중 최적의 방법을 선

④ 새 인증체계는 정부에서 정한 JIS 명세

택할 수 있게될 것이다. 한편, 새로운 체계

서의 평가 항목에 따라 JIS 제품인증에

는 그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이며, 국제규

따른 표준품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업

격에 더 잘 부합하는 제품 인증 체계로 새

의 생산 현실성을 고려하여 제품인증을

로운 체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할 것이다. 따라서, 새 인증체계는 신뢰

상세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도가 높은 계획이 될 것이다. 또한 제품

라서, 이 체계는 적합성 평가(TBT 결의안

규격과“제품 인증”의 적합성 시험 및

제정, 자발적 표준사용 장려) 뿐 아니라

품질관리능력 인증이 연계되어 실시될

공공 조달, 산업과 소비자 구매 등 승인이

것이다.

필요한 규격에 대한 적합성의 평가방법으
도안3
결정권 및 신뢰도로의 개념전환
다양한 방법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선택의 가능성

JIS 규격의 주요 표시는 JIS 마크이다
디자인된 JIS 아이템 : JIS 가 아닌
다른 적합성 표시는 강력히 금지
J
I
S
표
시
체
계

기업
JIS마크로
적합성신고

제품

52

JIS마크의 사용보다는
다른 로고 마크를 쓰는 가능성

자가인증

제품

JNLA테스트
인증서를사용한
적합성 신고

제품

JIS공장만이
JIS 마크 부착가능

JIS마크 부착 불가능
JIS마크외의 다른것으로
인증표시

1300규격에 대한
정부에 의한 마크

2800개에 대한
다른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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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J
I
S
표
시
체
계

기업
JIS마크로
적합성신고

제품

JNLA시스템

자가인증

JNLA테스트
인증서를사용한
적합성 신고

제품

JIS 규격(제품규격)
가능한 JIS 마크 아이템

제품

⑤ 구체적인 인증 절차는 ISO/IEC 지침서

스템을 이용한 인증방법이 수반된다. 인

53(적합성 평가 - 제품 인증에 대한 조직

증서는 ISO 9001 인증 혹은, 관련 산업에

의 품질관리 접근) 및 ISO/IEC 지침서

서 규정하는 일반적 품질관리법을 이행하

28(적합성 평가 - 제품에 대한 제3자인증

는 품질관리시스템을 보증할 것이므로,

시스템 지침서)에 따른다. 인증 절차에는

기업들은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이 제품 인증시 적용하는 품질관리시
도안4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인증시스템으로써의JIS표시인증 체계을 위하여

일본의
특수한
평가기준

현재 시스템

새 시스템

(초기평가)
각
J
I
S
에
의
한
평
가
아
이
템
규
명

각 아이템에
서요구하는
제품 시설관
리방법

테

(초기평가)

제품인증에

테

적합성 시험
- 유형 테스트
- 로트 테스트
- 샘플링 테스트

스

맞춘

스

트

생산자검증평가

트

품
질
관

유용하게 제작,
및 각 JIS에 의해
규명된 평가
아이템에 의한 적
합성평가

리
혹은

부합
인증에 대한
일반적인 지
침서

+

- 신뢰도 증진
- 평가가 고려된
생산절차
- 국제규격에더욱 부합

및

국제규격

인증분야의
지침서

및

품
질
관
리

ISO 9001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시스템

등록절차
각 지원서
에서 요구
하는 제
품,원료에
대한 인증

ISO 9001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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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체계에 반영된 기술 기준 및 시방서의

⑦ 인증 절차는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

적합성신고

지침서의 범위내의 각 등록된 인증기관에 의

⑥ 해당 제품이 JIS규격 및 JIS규격에 의거한

하여 제정될 것이며, 이 인증기관에서 독립적

기술기준 및 시방서에 적합한 것은 새 마크를

으로 정한 인증 비용으로 출판될 것이다. 새

사용함으로써 신고될 수 있다. 또한 적합성은

마크를 사용하는 각 기업은 기업 자체에서 최

공공기관, 일반기업 및 소비자의 인가에 의하

선의 인증기관로 여겨지는 곳을 선택할 수 있

여도 받아들여질 것이다.

다. 또한 제품인증서비스는 기업의 요구에 부
응하는 집단에 의하여 제공될 것이다.

표준

도안5
기대효과
국제규격
강제법규

새 시스템

정부

법

인가 시스템

ISO/IEC
지침서 61
에 부합

인증 기관

ISO/IEC
지침서 65
에 부합
ISO/IEC
지침서 28,
53에 부합

인증 프로그램

기업 공장

인용
J
I
S
규
격

국제규격에
기술적 기준 및
절차 시방서

부합하는

=

JIS 규격사용

강제법규의 부합
가정

기업 공장
국제규격 부합에 대한 신고
기술 기준에 부합

제품

제품

제품

제품

소비자 및 사용자에 의한 승인
부수적인 절차없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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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제품

제품

정부조달기관/
사용자에의한 승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

전기기기표준과장 김종철
02)509-7296 kjc7749@ats.go.kr

1. 지능형홈네트워크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구축해주는 기술로
가정내부에 설치된 2개 이상의 장치가 상호간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가정내의 모든 정보가

에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양방향 통신을 가

전(백색가전, AV가전, 조명기기, 커튼, 가스밸

능하게 해주는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을

브 등) 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생활을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구분

특

징

설치의
간편성

이동의
효율성

장비
가격

설치
비용

제품
상용화

우수

우수

저가

저가

가능

미흡

미흡

저가

고가

가능

보통

우수

고가

저가

가능

○ 별도의 배선없이 기존의 전원선을 이용하여
구성 가능
RLC

○ Plug & Play방식으로 전원에 연결만 하면 동작됨
○ 전력선 Chip의 가격이 저렴
○ 이동 및 설치의 편리성 보장
ㅇ 각 장치의~통합 Controller
(Home Server)간 배선복잡
(과다 비용 소요)

유선

ㅇ 조명~스위치 결선시 3로 배선이 필요
(배선 복잡)
ㅇ 이동 및 설치의 편리성 보장 못함
ㅇ 주파수 간섭에 의한 오동작 가능
(이웃집으로 월파 가능)

무선

ㅇ무선 chip의 가격이 고가
ㅇAP(Access Point)설치에 따른 별도의
배선이 필요

표1. 홈네트워크 전송매체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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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주로 접속망, 홈게이트웨

가.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요구조건

이, 홈네트워크, 인터넷정보가전, 서비스 등 5
단계로 구분되며, 통신업, 장비제조업, 건설시

저비용 : 제어대상 기기와 Controlle간
r 시

공업, 가전제품제조업, 콘텐츠업 등 정보기술

설비가 저렴해야 된다.

관련 산업 전반의 참여가 필요하다.

효율성 : 가정내에서 기기 이동시 설치

2003년 범 정부 차원의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효율성이 보장

발표하면서 전력선통신업계가 다시 활기를 띠

되어야 한다.

기 시작하였다. 이는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지

편리성 : 복잡한 설정 과정없이 연결과

능형 홈네트워크 산업이 동 발전계획에 포함

동시에 사용 가능해야 된다.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능형 홈네트워크

간편성 : 언제든 원하는 장소에 설치할

를 가능하게 하는 매체는 유선, 무선, 전력선

수 있도록 설치의 간편성이 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장되어야 한다.
나. 홈네트워크의 요구조건에 가장 적합한 기술
이동정보서비스/ 무선사이버홈

·사이버오피스

무선홈네트워크
·에너지제어/ 관리

·유선홈네트워크
·홈오토메이션

·주방기제어/괸리
·홈AV 엔터테인먼트

·홈쇼핑/원격제어/원격의료

그림1. 홈네트워크의 일반적인 구성도

※ 이상의 비교로 볼 때 전력선 통신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매체로 가장 유리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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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홈네트워크 표준화 동향

용한 홈네트워크 기술을 자국의 표준으로 선
점하여 조기에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

가. 국내동향

해 치열한 표준화 전쟁을 치르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도시바, 마쓰시다전기, 도쿄

산업자원부 주도로 만들어진“PLC 표준화

전력 등 104개 업체가‘에코넷 컨소시움’
을구

포럼”에서 HNCP(Home Network Control

성하여 이미 범 국가차원의 홈네트워크 통합

Protocol)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표준 개발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부 주도로 만들어진 제어 자동화 시스템공학
회를 산하로“지능형 홈 산업포럼”
에서 표준
화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홈네트워크 프로토콜
인 HNCP는 전력선을 이용하여 통신을 하는

가. 주상변압기에서 가정까지만 통신가능

모든 기기를 적용범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
으며, 현재 버전 1.6이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

전력선통신의 핵심적인 특장점은 별도의 추

장고, 도어폰, 디지털 도어락 등에 대한 제어

가적인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교류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있다.

전기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나, 그물처럼

또한 HNCP는 데이터링크계층, 네트워크계

구성된 송배전망에서 Noise 및 반사 영향 등으

층, 응용계층 등에 대해서는 표준을 제정하였

로 인하여 데이터통신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으나, 물리적 계층에 대해서는 표준화를 달성

가정 내부용으로만 사용하고, 주상변압기 후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 유선통신사업자의 백본망을 이용한다.

물리계층은 물리적 매체를 접근시키는데 필
요한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 특성을 나타내는

나. 고속통신의 주파수 미할당

것으로 모뎀이 표준화 추진의 관건이나, 모뎀
제조 및 모뎀 채택업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로 표준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450㎑미만의 저속 전력선통신은 기술 완성도
가 높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펠리스 APT,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홈타운 APT, 경기

나. 국외동향

도 수원의 LG자이 APT 등에 시범설치 운영
되고 있으며,

2005년 약 50억달러로 추정되는 시장을 놓고

450㎑이상의 고주파대역에서 고속 전력선통

미국(애실론), 일본, 독일, 한국 등에서 전력선

신은 혼신 및 전파 방해의 안전성 문제로 아

통신(PLC : Power Line Communication)을 이

직까지 주파수 분할을 관할하고 있는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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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에서 주파수 할당을 하지 않아 상용화가

혀 다른 기술로 인식되어 통합이 불가능한 것

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나, 주파수는 무형의

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예로서 인터넷 기능이

재산으로 국민 모두가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부착된 냉장고는 저속용 및 고속용 전력선모

되기 때문에 조만간 어떠한 형태로든 주파수

뎀이 각각 필요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홈네트

분할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크 단말기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고, 단순
하게 제어만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유
리한 저속 전력선통신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다. 저속 및 고속 전력선통신 통합의 어려움

있다.
현재로서는 저속 및 고속 전력선통신이 전
구 분

고속 전력선통신

저속 전력선통신

데이터 처리속도

450㎑이상

450㎑미만

모뎀가격

10만원

3만원

기술의 방향

고속화

외부 노이즈의 대책

적용성

인터넷통신

단순제어

주요 프로토콜

TCP/IP

자체프로토콜
(HNCP 등)

모뎀제조업체

(주)젤라인

(주)플라넷

표 2 전력선 통신 방식간 비교

4. 전력선통신기술의 표준화 전망

통신이 경쟁력이 있으나, 인터넷 이용시 고속
전력선 통신모뎀을 중복 사용해야 되는 불편

전력선통신은 궁극적으로 콘센트에 꼽기만

함이 있다.

하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에

국내의 대표적인 홈네트워크 프로토콜인

설치된 모든 전기전자제품들을 제어시켜, 외출

HNCP는 모뎀 부분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

중에도 가스밸브나 전기제품을 제어할 수 있

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 한

는 편리한 기술이다.

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저속 전력선

현재 무선통신기술과 경합을 벌일 수 있는 수

통신부분에 대한 모뎀의 표준화를 강력하게

준이며, 대량 생산시 가격적인 면에서 전력선

추진하고 있으나 P사 및 M사 등 모뎀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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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한 이해관계로 상이한 의견이 제시되고

1980년대 초에 도입된 홈오토메이션의 실패

있어, 미국(애실론사)의 기술 종속국이 되지

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지능형 홈네트워크 구

않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자체기술로 프로토콜

축이 성공할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으나, 그

과 핵심칩의 생산이 필요하며, 관련분야 기술

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IT업계 CEO 들은

발전을 위하여 인위적인 전력선통신모뎀의 표

대표적인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능형

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홈네트워크 산업을 지목하고 있으며, 그림 3,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외 시장이 커질

5. 홈네트워크의시장동향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2. 한국의 차세대 대표성장산업의 비중 (2003. 9.22 전자신문)
※ IT업계 CEO들이 전망하고 있는 한국의 차세대 대표산업

그림 3. 국내 시장규모 (Gartner 2002-2003, in-Stat/MDR 2003)
※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의 국내시장은 2002년 기준 25.1 억불에서 2007년도에는 117.9억불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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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계 시장규모 (Gartner 2002-2003, in-Stat/MDR 2003)
※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의 세계시장은 2002년 기준 407억불에서 2007년도에는 1027억불 규모로
연평균 19% 고성장 예상

6. 홈네트워크의활성화를 위한 결론

하며, 사용자가 편리하고 초기 설치비용과 이
용료가 저렴해야 수요기반이 빨리 확충될 것

홈네트워크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나 기

이다.

반이 중요하고 단기간에 성장하기에는 많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장해 요인이 있으며 아직 유무선 네트워크의

아파트가 전국가구의 41%(2002년)로 홈네트워

기술과 표준 문제가 해결되고 어느 제품(PC,

크 구축에 유리하고 인터넷 인구비율도 세계

셋탑박스, 디지털TV, 인터넷냉장고 등)이 네

최고로 홈네트워크 추진에 매우 유리하다.

트워크의 중심이 될 것인지에 따라 주도권 업
체가 달라질 전망이다.

업체별 표준의 난립은 소비자의 홈네트워크
구입 및 기술의 발전을 늦추게 하므로 국가적

또한 홈네트워크는 다수의 산재된 기존산업

으로 유리한 기술로 표준을 유도하여 세계시

들이 혼재된 분야로 기술과 사업을 정의하고

장에 조기 진입하여 국내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영역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소비자 요구와 시

될 수 있게 해야한다.

장 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 사업전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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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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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전력망이 대응능력을 갖춘 자체수리
디지털 네트워크, 즉“에너지 인터넷”
으로 전

고 효과적으로 데이터 패킷의 경로를 재설정
하는 인터넷의 능력을 생각해보자.

환될 수 없는 경우에 대규모의 정전 사태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전력망에서는 전력을 패킷으로 변환할
수 없으므로 에너지 산업이 인터넷과 같을 수

나무 또는 테러리스트들로 인한 전력망 붕

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집중식 전

괴와 같은 비관적 예측이 전문가들로부터 제

력망을 합리적 분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

기되고 있다. 2003년의 대규모 정전사태들은

은 신뢰할만한 전력 공급 및 혁신적인 신규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었다. 8월에 미국 및

에너지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하다. 에너지 전

캐나다에서, 그리고 수 주 후에는 이태리 전역

문가들은 분산발전기나 분산발전기에 에너지

에서 정전사태들이 발생하였다. 전문가들은 오

저장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플러그 앤 플레

히려 이러한 사태들이 더욱 심각한 상태를 예

이”소프트웨어 및 실시간 센서를 갖춘“자체

고하는 단초들이라고 지적한다.

수리”네트워크를 상정한다. 즉 에너지 인터넷
이다.

작년의 대규모 정전들은 우연히 나무들에
의해 사태가 악화되었지만, 주된 문제는 열악

사실 대부분의 전력망은 불완전한 통신과

한 운영상태가 아니다. 자연이 송전선에 미치

구식 통제시스템 등 1950년대 기술에 기반을

는 영향을 방어하기란 불가능하다. 네트워크

두고 있다. 지난 해 오하이오주에서 처음 정전

복원력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발생시에

이 발생되자, 정전 확산 방지를 위해 조치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다. 예를

취해야할 수 분동안 지역 전력담당자들이 한

들어, 네트워크 연결이 실패한 경우에 신속하

일은 지역 시스템 운영자에게 전선의 이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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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전화로 문의한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정

Power Administration(BPA)은 광역 모니터링

전은 이웃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시스템을 시험중이다. 이 시험의 촉진제 역할
을 한 것은 1996년의 대규모 정전사태였다. 네

시스템에 스마트 센서가 있었다 하더라도

트워크 전역에 설치된 센서들은 초당 30회 지

적절한 통제 시스템이 없었으므로, 문제 확산

역 네트워크 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중앙 컴퓨

방지를 위해 운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

터로 송부한다.

의 없었다. 대신, 에너지 인프라의 필수 부분들
은 문제의 징후가 발생하면 폐쇄되도록 설계

이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를 방지할 수

되어, 정전은 확산되었고 경제적 손실은 증대

있었던 것은 이 시스템 때문으로 여겨지며, 미

되었다. 북미지역의 정전으로 인하여 전력 사

국 동북부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있었다면 작

용자들이 치러야 했던 비용은 약 7십억 달러

년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피할 수 있었을

에 달했다. 또한 엔지니어들이 발전소를 가동

것이다. 또한 BPA 송전선을 이용하여 캐나다

시키는데 수 시간 또는 수일이 소요되었다.

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수입하는 캘리포니아주
사업자들은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긍정적인 소식은 여러 측면에서 스마트 네
트워크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

이러한 사항들이 실행된다면, 서부 전역은 보
다 안전한 전력 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째 전력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가동상태를 실
시간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실험중이다. 둘째,

물론 처리 중추 및 행동 체계가 없는 실시간

정전을 피할 수 있는 충분히 빠른 전력 공급

데이터는 쓸모가 없다. 중추부로 말하자면, 모

통제를 위하여 이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모

든 실시간 데이터를 의미 있게 하고 네트워크

색하고 있다. 셋째, 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관리자들이 문제 발생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위하여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마지

소프트웨어가 개발 중이다. 북미 동부 및 서부

막으로 소비자 가까이에서 전력을 생산 및 저

전력 네트워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텍사

장하며, 처음부터 노화된 송전선에 많은 전력

스 네트워크가 개혁의 시험대로써 사용될 것

을 내보내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다. 스위스-스웨덴 엔지니어링 기업 ABB는
1초에 수 차례 네트워크 흐름을 추적하고, 1분

소수 지국에 설치된 일부 단순 센서들을 제

내에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통제를 위하여 추

외하고, 현재 네트워크에는“지능형”장치가

적 정보를 공급하는 스마트 소프트웨어를 개

거의 없다. 그러나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 연방

발하였다. 이는 정전 발생률을 100배 줄일 수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전력 사업자 Bonniville

있다. 문제는 실시간 대응으로, 현재 전자-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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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전환의 경우 문제를 피하기에는 너무 긴

송전선 최대 수용량의 50%만을 운영하고 있다

시간이 소요된다. 몇몇 기업들은 훨씬 빠른 시

고 시스템 운영자들은 주장한다. 네트워크가

간 내에 전력 전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

다양한 방법으로 지능형으로 업그레이드됨에

였다.

따라, 현재의 송전선으로 1/3 정도 더 많은 전
력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른 장비는“쇼크 흡수장치”
로서 전력 공급
시에 변동을 완화하는 장치이다. 최근 사태들

구리 송전선들이 개선된 전선으로 대치된다

은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켰고, 그에

면, 네트워크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전력을 공

따라 이러한 기술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미국

급할 수 있다. 한 가지 대안은 알루미늄과 카

전력 시장의 탈규제 정책은 대용량 전력의 장

본글래스(carbon-glass섬유
)
합성 재질이다. 케

거리 수송을 의미하지만, 네트워크에 대한 투

이블 제조업체인 CTC는 이 합성 케이블이 일

자는 1970년대 이래로 절반 정도 수준이다.

반 케이블과 비교하여 2배의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수퍼

전통적으로, 네트워크 운영자들은 쇼크 흡수
장치로서 에너지를 저장 및 방출하는 콘덴서

콘덕터사는 일반 송전선보다 5배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초전도 케이블을 고안하였다.

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콘덴서는 너무 부피가
커서 근처의 신규 전력선이나 하드웨어에 대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 발전소로부

해 불평하는 소비자들 가까이에 설치하기가

터 멀리 떨어진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전력을

어렵다. 아메리칸 수퍼콘덕터 (American

공급하기 위해 대용량 송전선을 건설하는 것

Superconductor사
) 는 기존 지국 옆에 설치할

이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 보다 많은 대용량

이동용 트랙터-트레일러에 적합한 D-VAR이

송전선이 건설되면, 더 빈번한 대규모 정전 가

란 지능형 장치를 개발하였다. 스마트 소프트

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제기되는 방

웨어는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변동 사항을 감

법은 원거리에 위치한 소수의 대용량 전력보

지하면 천분의 1초 내에 반응한다.

다 최종 소비자들 근처에 위치한 다수의 소규
모 전력자원인“미소전력(micropower”
)이다.

세 번째 개선 분야는 기존 전력선을 사용한
보다 많은 양의 전력 공급이다. 이 문제를 해

현재 불안정한 네트워크의 (나무 또는 테러

결하기 위하여 수천 마일의 신규 구리 케이블

리스트에 대한) 취약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을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재 전력 사

미국 카네기 멜론 및 콜롬비아 대학의 전문가

업자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제 부족으로

들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대규모 발전소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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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전력 사업자들의 자금에 의존하는 전

에너지 저장장치도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 일

력 연구소 전문가들조차 지능형 네트워크와

용품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기는 효율적인

연결하여 분산 모델로의 전환은 정전 사태를

저장이 불가능하다. 이는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감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

정전 방지를 위하여 항상 공급과 수요의 균형

의 경우, 산재한 풍차들로부터 전력의 약 20%

을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를 공급받고 있다. 회의론자들은 미소전력에

에너지가 분산 형태로 네트워크에 광범위하게

대한 의존은 더 빈번한 정전을 유발하게 될

저장되고, 필요시에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공급

것이라고 경고하였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은

된다면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안전성은 변화

발생되지 않았다.

될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이 분야에서 극적
인 진전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고성능 배터리,

처음에 미소전력으로의 전환은 1백년 전의

SMES로 알려진 초전도 기기 및 회전속도 조

전력의 원형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였다. 토

절바퀴 등의 에너지 저장 기술들은 상당히 유

마스 에디슨의 생각은 다수의 소형 발전소를

망하다. 가장 흥미로운 저장 방법은 수소를 이

소비자들 가까이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용한 기술로서 다양한 자원에서 얻어진 에너

이 모델을 전적으로 채택하는 경우 네트워크

지를 저장하는 매개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

및 미소전력 발전소 중 하나에 문제가 발생하
면, 전력 판매의 기회를 잃게 되므로 현명한

수소와 관련된 최근 논란의 대부분은 연료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네트워크는 복

전지 승용차의 전력 공급에 관한 역할이지만

잡하고 다중 전력 공급을 처리할 수 있는 디

전력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 즉

지털 네트워크로 변화될 것으로 보이며, 미소

수소는 녹색전력(Green Power)과 같은 간헐적

전력 및 대용량 전력은 공존하게 될 것이다.

자원의 경제학을 급속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
현재 많은 풍력이 소비되고 있는 이유는 네트

수소와 산소 합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연

워크에서 필요치 않은 시간에 바람이 불거나,

료전지, 풍력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포함하는

또는 전력을 안전하게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종류의 분산 발전소들로 구성되는“미소

낭비되는 에너지가 전력을 이용하여 물에서

전력 네트워크(microgrid”
)가 독일 및 미국에서

추출된 수소와 같이 저장된다면, 필요한 경우

개발되고 있다. 전력 사업자들은 다양한 자원

판매를 위하여 연료전지에서 전기로 전환될

에서 생산된 미소전력을 실시간으로 통합하여

수 있다. 수소와 전기는 미래의 전력 네트워크

네트워크에 판매할 것이다.

에서 상호 교환이 가능하므로“수소전력”
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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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는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의

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소한

연료로 판매 가능하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

미국에서 에너지 인터넷 구축에 대한 장애물

다. 머지 않아, 이러한 자동차들은 주차장 등의

은 비용이 아니다. 2천5백억 달러 이상의 수입

장소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이다. 미국에서

을 벌어들이는 전력 산업계에 20년 또는 30년

매년 판매되는 신규 자동차의 후드 아래 갇혀

에 걸쳐 이 비용을 분산시킨다면 2천억 달러

있는 전력생산 능력은 미국 전역의 핵, 석탄

도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니다.

및 가스 발전소를 합한 것보다 더 크다. 대부
분의 승용차들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의 거의

문제는 정략적 정책으로, 미국의 섣부른 탈

1/10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규제 시도는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산업계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전력 사업자는 네트워크

의욕을 저하시킨다. 미국의 전력 산업은 수입

가 과부하에 도달하는 경우에 수소를 전기로

의 1% 미만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데, 이는

전환하여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을

다른 거대 산업들과 비교하여도 적은 금액이

수 있다.

다. 영국은 예외지만 세계 전역의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 통신산업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과

전력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얻어

마찬가지로, 언급된 기술들은 에너지의 생산,

지는 환경, 경제 및 에너지 이익 등을 고려할

배분 및 소비 방법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가

때, 그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에너지

져올 것이다. 규제 당국이 산업계 투자 의욕을

인터넷의 구축에는 미국에서만 2천억 달러 이

회복시킨다면 미래 전망은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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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C138/SC2 (플라스틱 배관계)
화학응용표준과 공업연구관 최미애
02)509-7302

Ⅰ. 출장개요

이탈리아 난방관 생산업체인 Prandell사
i
를 방문하여 생산현장견학, 품질관리제

가. 출 장 지 : 이탈리아(밀라노)

체 및 기술정보 교환
③ 여행함으로써 얻게 된 효과

나. 출장목적

한국측 신규 국제규격의 제안 및 제·개

① 여행의 구체적 동기 및 배경

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한 표

ISO/TC138(플라스틱 배관계) 소속

준화역량 및 국가경쟁력 제고

SC2/WG1(난방용 플라스틱 배관) 및
SC4(가스용 플라스틱 배관)회의에 참석

다. 출장기간 : 2004년 4월 18일 - 2004년 4월 25일

하여 규격 제·개정에 대한 의견개진,
표준화 및 기술정보 자료수집

라. 출 장 자 :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과
공업연구관 최 미애

② 여행중 수행한 세부내용
우리 나라가 신규 국제규격으로 제안한
신소재(PE-RT) 플라스틱 난방관 규격

한남대학교 화공고분자공학부 교수 최 선웅

4건에 대한 의제로 회의주최 및 각국 의

호남석유화학

실장 이 규일

견수렴

대림산업

과장 김 용직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TC138/SC4회

SK(주)

부장 조 규철

의에 참석하여 현안문제(마스터 뱃치와

SK(주)

고문 F. Mutter

수지에 대한 시방서) 및 제·개정 중인
규격안에 대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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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활동내용

and cold water installations PE-RT(Polyethylene of raised
temperature resistance) -

가. SC2/WG1(난방용 플라스틱 배관) 회의

Part 1: General
Part 2: Pipes

참석
① 작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SC2회의에

③ SC2 의장 및 간사측으로부터 Part 3,

대한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PE-RT 난방

Part 4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의견에 따라

관 규격의 제정을 발의하고 NWI를 제출

규격안을 작성하여 제출(
‘04.3)

키로 하여 동규격의 개발에 5개국(독일,

※Part 3: Fittings

네델란드, 스웨덴, 스위스 및 미국)이 참
여의사 표명(
‘03.10)

Part 5: Fitness for purpose of the system
④ 조속한 규격화추진 및 각국의 긍적적 참

② 우리나라에서는 (주)SK가 초안을 작성하

여를 이끌기 위하여 한국이 주최하여

고 기표원에서 완성한 신규 국제규격안을

PE-RT회의를 이탈리아에서 개최하게 됨

간사에 제출(
‘04.2)

※참석자 : 9개국 24명 참석

※규격(안)명 : Plastics piping systems for hot

(한국 5, 독일 4, 네델란드 3, 스웨덴 3,

<ISO/TC138/SC2/WG1 회의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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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 스위스 2, 영국 2, 일본 1, 캐나
다1)
나. SC2/WG1(난방용 플라스틱 배관) 회의내용

⑥ 규격안 제5부(배관계 적합성)에서는 SK
와 Dow Chemical 양측으로부터 합의된
수치로 수정키로 함

① 한국측이 제출한 규격안에 대하여 Dow
Chemical 기술고문인 Mr. Douw가 수정한
규격안을 사전 배포하여 검토결과를 토의

다. SC2/WG1(난방용 플라스틱 배관) 회의
결과 및 향후일정

② 규격안 제1부(일반 사항)에서 용도별 등

① 회의결과 현재 규격안 자체가 CD(위원회

급 분류를 한국측 의견에 따라 등급 3도

안)안으로 충분하므로 NWIP를 신규 작

추가하기로 함

업안이 아닌 CD 투표로 진행할 것을 의

※ 등급 3은 저온 난방용이므로 유럽 대

결함

부분 지역 및 아시아권에는 수요가 없
으나 지중해 연안지방 및 일부 특수
용도로 사용됨

※ CD 투표결과 수렴된 내용을‘04.9 프
랑스회의에서 검토
② 규격안 내용 중 설계 응력에 대한 사항은

③ 규격안 제2부(관)에서는 이 규격의 가장

SK와 Dow Chemical 양측의 합의된 내용

중요한 항목에 해당되는 설계 응력

을 WG1 Convenor인 Mr. Booth한테 보내

(Design stress)이 SK와 Dow Chemical의

어 최종안이 ‘04.5.15까지 완성하고

계산치가 일치하지 않아 이에 대해 별도

NWIP 투표를 시작키로 함

로 당사자가 협의키로 함
※ 설계 응력은 난방관 원료의 특성을 결
정짓는 인자로써 규격내에서 가장 중
요한 항목임

③‘04.9 프랑스회의 후 필요시 WG1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표명
④ 한국의 적극적인 의견개진 및 외국전문가
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④ 규격안 제3부(이음관)에서는 잘못된 기술

한국측 규격안에 대하여 다수의 지지를

적인 용어인 “welding”대신에 “heat

확보할 수 있었고 순조로운 회의진행이

fusion”을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였으며 조속한 국제규격화가 가능

⑤ 규격안 제3부의“melt flow rate”대신에

할 것으로 예상됨

구체화된“melt mass flow rate”
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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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품질기준은 원료와 이음관으로부터

라. SC4/TG 4437 회의참석

채취하여 측정한 값의 변화량으로 나타내

① ISO 4437 (Polyethylene(PE) pipes for the

는데 기준치를 0.3g/10min 대신에 원래값

supply of gaseous fuels)의 개정 논의에서

의 30%로 수정

2001년 사용원료를 세계최초로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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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한하여 국제규격과 수정하여 부합화

※ 한국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수준을 알

한 KS M 3514를 근거로 하여 의견 개진

리고 참석한 외국전문가들로부터 매우

하였으며, 유럽국가들의 동의를 얻어

유용한 시험방법임을 인정받음

compound 사용으로 의결됨.

※‘04.5월중에 규격안을 작성하여 NWIP

※ 유럽국가 및 한국의 의견과는 달리 미

로 제출할 예정임

국과 일본은 masterbatch의 사용을 주
장하여 ISO 4437은 compound 사용으
로 제한하되 별도의 TS(Technical
Specification에서
)
다루고 Task group
에서 원안을 작성하기로 함.

바. 이탈리아 난방관 제조업체(Prandel사)
li 방
문
① 업체현황
소재지 : 이탈리아 북구 Lumezzane

② 유럽국가들은 미국 및 일본이 주축으로

공장규모 : 18,000m2

하여 작성중인 원료 시방서에 해당되는

종업원수 : 120여명

TS(Masterbatch and natural resins)에 대

주요 생산품 : PX-Xc, PP-R, Composite

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pipe(PE-X/AL/PE-X)
※ PE-Xc : electron beam으로 가교화

마. SC4(가스용 플라스틱 배관) 회의참석
① ISO 4437 (Polyethylene(PE) pipes for the
supply of gaseous fuels)의 CD 투표결과를
검토하고 DIS로 투표할 예정임

시키는 폴리에틸렌
※ PP-R : 내압크리프성이 우수한 랜
덤 폴리프로필렌
※ Compositepipe : 산소차단성이 우수

② 가스용 플라스틱 배관 신소재로 사용하는

한 알루미늄 시트를 중간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내충격성 폴

층으로 하고 내층과 외층

리염화비닐(PVC-HI), 폴리아미드(PA)

을 플라스틱 재료로 하는

소재 및 새로운 제조공법에 의한 다층관

다층구조의 난방관으로 이

및 보호층관(Multilayer & Barrier Pipes)

탈리아에서는 최초로 생산

배관에 대한 규격들의 규격화가 신속히

함

진행될 예정임

② 업체방문 내용

③ Slow crack growth(저속균열성장)에 대하

당시 생산가동중인 Composite관의 생산

여 한남대학교 최선웅 교수가 총괄하여

현장 및 품질관리체계를 확인하고, 생산

산기반 표준화과제로 수행중인 Ring-

현장은 주변정리가 잘되어 있는 점을 제

SCG 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함

외하고는 국내생산업체와 차이는 없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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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품질관리체제는 국내기업 보다 아주
철저함

가됨
※ 국제규격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국내

③ Composite 관의 내부 및 외부에 사용중

전문가가 참여하여 KS를 제정하고, 이

RT 제품을 사용한 결과, Dow Chemical

를 국제규격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외

제품은 원료의 품질이 균일하기 않아 생

전문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옴

산조건이 바꾸어야 하므로 적합하지 않

② 유럽국가들도 각국의 이익에 따라 사안별

아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로 이해득실을 많이 따지므로 우리의 이익

PE-RT가 균일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

을 위해서는 그 분야에 능통하고 또한 국

으면 사용하겠다는 의사표명, 시험생산

제적으로 통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많이 보

용 원료 납품키로 함

유하여야 하고, 유럽국가들을 비롯한 표준
선진국의 대표들은 관련 표준 분야에서 수

Ⅲ. 종합의견

십 년을 일해온 전문가들이 참석하므로 우
리나라도 많은 표준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가. 건의사항

뿐 아니라, 회의 참석을 일회성으로 그치

①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 규격안이 ISO화

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참가하여 일의

되면 타소재 난방관 제품 및 원료의 품질
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며 거대 잠재시

③ ISO에서 규격의 제정기간을 단축하기 위

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유럽국가

하여 정상적으로 경우에는 3년이고 연장은

보다 앞서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을 것

4년, 단축은 2년으로 정해지고, NWI 제출

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 규격안 첨부가 필수이므로 향후 신규

필요함

규격은 사전에 충분한 시험자료와 검증을

※ 화학제품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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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거친 후에 제안하여야 함

제규격으로 제안한 최초의 사례가 되므

④ 현행 요령에 의거하면 NWIP, CD 투표문

로 화학관련제품의 국제규격화에 대한

서를 포함하여 SC와 교류하는 국제문서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

기관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 SC 간사

※ 해당제품에 대헤서는 2002년에 KS M

와 문서나 의사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지므

3406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로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실무 담당

- 고온용 폴리에틸렌 관)을 제정한 바,

자가 서명하도록 운영요령을 개정할 필요

먼저 제정한 KS를 국제규격화하는 사례

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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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05년 5월부터 EU가 10개국이 추가되면

② 국제표준화 활동은 한국 기업의 이익을 위

서 CEN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해서는 필수적이므로 앞으로 관련 업체 등

예상되는 만큼 EN의 제·개정 추이를 파

과의 접촉을 통하여 국제 표준화에 대한 중

악하여 국제표준화 동향을 예측할 수 있어

요성을 홍보하고 새로운 국제표준의 수요

야함

를 발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며 다각적인

※ 기표원에서는 EN규격의 검색이 용이하

활동을 구상.

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간내에 EN규격

③ 금번 회의를 통해 확보한 표준화, 기술 동

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처하여야

향 등의 정보를 국내 업체에 알리고 국내

함

플라스틱 배관산업의 기술 및 품질 향상을
꾀하는데 기여함.

나. 향후계획

④ ISO/TC138 회의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 및

①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적극적인 국제표준

자료를 국내 전문위원회위원, 플라스틱 파

화 활동의 결과, 각국에서 한국의 기술적

이프 표준기술연구회 및 관련업체들에게

인 우수성을 인정하고 관심을 보이면서

발송, 검토하게 한 후, KS규격에의 반영여

향후 상호 기술적인 협조, 긴밀한 유대관

부를 확인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보다 효과

계를 유지할 것을 공감하고 있는 바, 향

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표준

후 국내에서 개최하는 플라스틱 배관 관
련 심포지움이나 세미나에 외국전문가로

.

초청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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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C 39 (공작기계시험방법)
산업기기표준과 사무관 방효민
02) 509-7287

Ⅰ. 출장 개요

- 공작기계의 정밀도, 진동, 열변형, 안정성
등의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화

□ 출장목적 : 국제 표준화규격의 제·개정
동향 파악 및 국내회의 유치
□ 회의분야 : ISO TC39/SC2 (공작기계 시
험방법)
□ 회의기간 및 장소 :
2004.4.26월
( )~4.30(금), 미국 게이더스버그

□ 회원국 : 총 26개국
- 정회원국(P-member)한
: 국(2000년 3월 가
입), 미국(간사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
일, 스위스, 체코 등 16개국
- 준회원국(O-member) : 헝가리, 불가리
아, 북한, 대만 등 10개국

(NIST)

* 위원장 : Anthony Bratkovich
(미국 AMT)

□ 회의 참석자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등 7
개국 총 18명

간 사 : Alkan Donmez
(미국 ANSI/NIST)

- 회 원 국 : 한국(3명), 일본(3명), 미국(6
명), 영국(3명), 독일(1명), 스
위스(1명)

Ⅱ. 주요활동내용

- 비회원국 : 대만(1명)
<4월 26일(월) - 4월 27일(화)/(오후에는
□ 한국측 참석자 : 기술표준원 배규환외
3명

NIST 연구실 견학)>
ㅇ간사 보고 (*간사(美) ; Alkan Donmez)
- 현재 개정 진행 중인 규격과 작업반

□ ISO TC39/SC2 개요

(working group)의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
와 함께 지난 해 10월에 열렸던 일본 회의

ㅇ주요 활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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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고함

- 활동이 거의 없는 이탈리아에 대하여 의장

functional surface’
라는 확실한 용어를 사

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보겠지만 일단

용하는 것으로 모두 바꾸고, 비슷한 이유

모든 작업반에서 제외시키기로 함

로‘perpendicular’라는 용어를 일반적인

- ISO 230 내의 소음(noise) 관련 논의는
SC10으로 이관하기로 함

의미인‘square’로 바꿈
- ISO 230-2에는 회전운동과 이의 측정 기술
에 관한 부분이 없으므로 230-1에서 언급

ㅇISO/WD 230-1: Test code for machine

하는 것으로 결정함

tools-Part 1: Geometric accuracy of

- 개정하는 규격은 가혹한 조건이 아닌, 보

machines operating under no-load or

통보다 조금 낮은 하중 조건에서 작동하는

finishing conditions

공작기계의 검사를 다룬다는 것을 재확인

- 일본이 제안한 ISO 230-1 WD(Working

함

Draft)에 대하여 규격 구조(차례)를 먼저

- 부피 정확도에 대한 정의가 스위스에 의해

검토 한 다음에 이에 맞춰 규격 내용을 검

제기되었으나 충분히 검토 후 제정하자는

토함

쪽으로 가닥을 잡음

- 일본이 제안한 규격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

- 레이저로 진직도 측정시에는 대기조건에

지 않은 영어 표현에 있어서는 주로 영국

매우 민감한 관계로 이를 규격에 명시해야

대표단이 많은 지적을 하였음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문서에 추가시키

- 규격 내용 중에서 용어 정의 부분이 독립

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

된 section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였고 다만 이를 열영향 평가 시험에 연계

수정하고, 시험편 관련 사항을 마지막

시키는 것으로 결정함

section에서 다루고, 이전 규격에서 다루지

- 볼바(ball bar) 측정으로 직각도 계산시에

않는 특수한 시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는 가능한 한 측정반경을 크게 잡아야 한

section을 만들어 내용을 다루기로 함

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함

- 부속서(annex) 부분은 A를 시험측정 장비

- 레이저 측정시 기계 온도를 측정하여 보정

기술로 하는 등 이전 규격과 어느 정도 일

도 통상 행하는데 기계의 어느 부분 온도

치하도록 하여 연계성을 이루도록 함

를 측정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 용어선정에 있어 예를 들어 ‘machine

명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나중

componen’
t 라는 용어는 공작기계 부품을

에 실험결과를 토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함

지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애매
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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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수)>

- 원호 보간 정도 검사는 스위스 대표단에

ㅇ ISO/CD 230-3: Test code for machine

서 제시한 피드백 신호에 의한 방법을 추

tools - Part 3: Determination of thermal

가하는 것으로 결정함

effects

- 최종적으로 FDIS 단계로 이행함

- 공작기계의 운전 중에 발생하는 열에 의
하여 공작기계의 주축, 이송계 등이 변형

<4월 29일(목)>

되는 열변위를 다루는 규격으로 각 나라

ㅇISO/CD 230-8.2: Test code for machine

별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규격을 논의

tools - Part 8: Determination of vibration

함

values

- 표준온도에 대해서도 공차 개념이 필요하

- 공작기계 운전 중에 발생하는 진동 값을

다는 의견에 대해서, 표준온도에서 측정

측정하는 규격으로 각 국의 의견을 검토

되는 대상도 공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표

함

준온도에 대한 공차 개념은 부결됨

- 진동 측정시에 이송속도 등 구체적인 시

- 열변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추가하

험 조건에 대하여 모두 규정하고 기록해

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미 다른 규격에

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공작기계도 결

포함되어 있는 정의가 많기 때문에 규격

국 시장에서 사양을 보고 구매하는 상품

의 간결성을 위하여 가급적 추가하지 않

이므로 시험조건 보다는 시험 결과 값이

기로 함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었으나, 이에

- 일부 모호한 측정방법을 도시한 그림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기계

대하여 명확한 측정 방법에 대한 그림으

성능 값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로 다시 수정하기로 함

강조하여, 결국 기계 사용조건에 따라 시

- 검토된 규격을 DIS로 이행함
ㅇISO/DIS 230-4: Test code for machine

험조건에 대한 규정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보았음

tools - Part 4: Circular tests for checking
numerically controlled machine tools
- 수치제어 공작기계에 관하여 길이 방향의

numerically controlled turning machines

변위 뿐만 아니라 원호 방향의 변위에 관

and turning centres - Part 3: Geometrical

한 측정 규격으로 특히 미국에서 표준 시

tests for machines with inverted vertical

편으로 측정한 다양한 시험 결과를 토대

work spindle

로 규격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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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수직 선반의 기하학적 정밀도 시험으

로, work spindle head를 spindle headstock

numerically controlled turning machines

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에 대한 수정이 많

and turning centres - Part 6: Accuracy of

았음

a finished test piece

- 기계 크기는 별도의 규격으로 제정되어

- 터닝머신과 터닝센터를 사용하여 가공된

있는 척의 크기와 연동되게 바꾸고, 또한

시편의 정확도 측정에 관한 규격으로, 관

다른 규격과 유사하게 기계 분류를 변경

련된 다른 규격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시킴

논의와 함께 각 국의 검토 의견에 대한

- X-Z 평면상에서의 직각도가 누락되어 있
어 추가할 예정

재심을 하였음
- 특히 반구 시험편의 측정시에 측정 방법
과 측정 횟수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었

ㅇISO/DIS 13041-5: Test conditions for

는데, 단속적인 값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numerically controlled turning machines

연속적인 값을 측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and turning centres - Part 5: Accuracy of

통일하여 측정 횟수에 대한 규정을 제거

speeds, feeds and interpolations

함

-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터닝머신과 터

- 측정 방법과 관련된 그림에서 많은 부분

닝센터에 대하여 속도, 이송, 보정의 정확

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많

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각 국의 의견을 토

아 이에 대한 수정이 많았음

대로 규격을 검토함

- 검토된 규격을 FDIS 단계로 이행함

- 터닝머신과 터닝센터의 정의에 대하여 각
국의 의견이 다양하였으나 일부 특수한

ㅇ 다음 회의 개최에 관한 안건

터닝머신과 터닝센터에 대한 내용보다는

- 다음 개최지는 예정대로 2004년 10월 스

일반적인 기계에 대한 정의로 하자는 의

위스(Dune)로 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견에 대체로 동의함

axes of rotation, 230-9에 대한 각국의

- X, Y, C 축의 연동 제어에 의해 볼바(ball

commen처
t 리, 수평형 머시닝 센터 시험

bar) 측정을 하는 것이 추가되었고, 이 때

조건, Bridge-type milling machine 시험조

의 에러 값도 규정함

건 등으로 함

- 검토된 규격을 FDIS 단계로 이행함

- 영국 런던에서 2005년 5월에 개최를 이에
회원국들이 동의함

<4월 30일(금)>
ㅇ ISO/DIS 13041-6.3: Test conditions for

- 한국 서울에서 2006년 5월에 개최하기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개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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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차기회의시에 논의키로 함
ㅇ 기타 안건

이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ㅇ 공작기계 안전성뿐 만 아니라 신뢰성에 관

- 일본에서 ball spline(이송장치의 일종)에

한 규격의 제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대한 규격 제정을 제안한 상태이나 참가

분위기가 있으며, 이 규격이 제정되면 향

국이 현재 4개국 이어서(5개국이 동의해

후 공작기계에 대한 기술장벽으로 확대될

야 시작됨) 작업반 성립에 난항이 있음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 산업계에 불이익

- 소음 시험은 SC 2에서 SC 10으로 넘어가

이 없도록 이에 대한 적극 홍보 등 대비책

면서 CEN/TC 143과 ISO 주도하에 협동

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작업을 하게 되는데, 유럽 규격인 CEN과
관련 없는 국가들과의 관계가 문제시 되
고 있음

ㅇ 각 국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이 분야의 전
문가들로서 대개가 10년 이상 동안을 회의

- 스위스에서 신뢰성에 대한 규격을 제정하

에 계속적으로 참석해 왔기 때문에 그 동

자고 하였으나 일본의 반대로 인하여 다

안의 규격들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과정을

음 회의 때 재 논의할 것으로 결정함

매우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에 반해,

- Precision Engineering 저널에 실린 불확도

-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처음에

(uncertainty에
) 대한 논문이 현재 ISO에

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인

서 진행하고 있는 불확도의 개념과 일치

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논문을 자세히 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토하여 ISO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자

장래 국내 공작기계 산업의 발전을 위하

는 의견에 회원국들이 동의함

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Ⅲ. 종합 의견

ㅇ 향후, 회의 참석시 국내 업체의 다양한 의
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

ㅇ 금번회의에는 특히, NC 공작기계 분야에

작기계 업체가 중심이 되어 참가하고 있는

서 세계 4위의 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공

일본, 영국 등과 같이 우리도 협회를 중심

작기계 업체인 대우종합기계에서 처음 참

으로 하여 업체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여

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각 국은 높은 관

업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심을 표명하였으며 지속적인 참여를 원하

할 것임

고 있어, 한국 공작기계 업체의 위상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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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유관기관칼럼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신뢰성 향상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획전략팀장 황원구
02) 2102-2610 wkwang@kemti.org

1. 서론

class란 파이프용 폴리에틸렌의 등급을 분류하
기 위해서 ISO 12162에 의해 규정된 20℃에서

파이프용 폴리에틸렌(PE) 소재는 1960년대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적용 압력의 한계를 말

Hoechst가 PE63 class(1세대)를 개발한 이래로

하며, 현재는 제3세대에 해당하는 PE 100 class

1974년 Phillips에서 MDPE PE80 class(2세대)

가 약 5년 전부터 유럽 압력파이프 시장에서

가 개발되었으며, 이후 Solvay사에 의해 PE100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class(3세대)를 개발, 발전하였다. 여기서, PE

그림 1. 폴리에틸렌 압력파이프 원료의 발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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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 소재의 파이프는 타소재 파이프

수 있는 장기내구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폴리

와 비교하였을 때, 내구성, 유연성, 내부식성,

에틸렌 소재가 파이프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

위생성 등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폴리에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등급별 허용압력은 표

틸렌은 소재 등급에 따라 허용압력의 차이는

1과 같다.

있으나 20℃, 일정 압력 하에서 50년 사용할
표 1. 폴리에틸렌 소재의 ISO 구분 (ISO 12162)

Classification

σLCL[MPa]

MRS[MPa]

PE 100

10.0 ≤ ... < 11.2

10.0

PE 80

8.0 ≤ ... < 10.0

8.0

PE 63

6.3 ≤ ... < 8.0

6.3

※ 1.σLCL (Low Confidence Limit Strength) : 하한신뢰한계강도
2. MRS (Minimum Required Strength) : 최소요구강도

둘째로, 폴리에틸렌 소재는 타소재와 비교하

10조엔 규모에 달하였다. 이때 주철관, PVC,

여 유연(flexible하
) 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

강관의 경우 10km 당 피해건수가 10건 이상이

한 가장 큰 이익은 외부충격에도 파괴되지 않

었으나 폴리에틸렌 파이프는 단 한건도 파괴

는다는 것이다. 예로써 1995년 일본 고베에서

가 되지 않았다.

지진 발생시 사상자가 4만여명에 피해액은 약

그림 2. 고베 지진 당시 파이프 종류별 피해건수

78

기술표준 ● 2004·5월호

또 다른 폴리에틸렌 파이프의 특징 중 하나는

이러한 폴리에틸렌으로 성형된 압력 파이프

내부식성 및 내화학성이다. 기존의 파이프, 특

는 온도 및 압력에 노출되어 장기간 사용시

히 강관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이 부식에 의

시간에 따라 그림 3과 같은 3단계의 파괴거동

한 내부 scale의 생성이다. 이 경우 정기적으로

을 거치게 된다. 연성파괴(ductile failure)는 외

보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유지

부의 힘에 의해 소성변형이 충분히 진행 후에

보수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scale이 많이

일어나는 파괴이며, 취성파괴(brittle failure)란

발생할 경우 유체와 파이프간의 마찰을 증가

소성변형이 나타나지 않고 진행하는 파괴를

시켜 단위 유체수송기준으로 표면이 매끈한

말한다. 그러므로 폴리에틸렌 파이프의 사용

파이프 대비 유체운반 비용이 증가한다. 더욱

수명의 평가는 상당히 중요하며, 이에 원료 생

이 지속적인 scale의 증가는 궁극적으로는 파

산자는 높은 압력에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이프의 파괴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

폴리에틸렌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림 3. 폴리에틸렌 파이프의 시간에 따른 파괴거동

2. 기준제정 및 시험항목

위하여 국제규격이 접목된 신뢰성 규격을 제
정하였다. 이 신뢰성 규격‘RS M 0009 ; 수도

현재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에 관련된 국내 시

용 폴리에틸렌관’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부

험규격은 KS M 3408이 있지만, 폴리에틸렌 원

품·소재전문기업의 육성 등에 관한 특별조치

료의 개발에 따라 그 규격의 상향 조종이 필

법(2001. 4. 1 시행)과 관련하여 국내 산업의

요한 실정이다. 이에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에

신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제

대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외 수출을

정되었으며, 본 기준은 여러 재질의 수도용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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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틱관 및 이음관 중 폴리에틸렌관에 한정
하여 작성되었다.

다.
e) 국제 단위계(SI)를 도입하여 기입하였다.

현재 국제규격(ISO)에서는 플라스티관 재료
에 대하여 장기내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재

본 신뢰성 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료에 대한 등급 및 50년 사용시 최소요구강도

ISO 9001이나 ISO 9002 혹은 이와 동등 이상

를 예측하여 설계 및 시공에 사용토록 하고

의 자격을 갖춘 적합한 기관으로부터 제조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플라스틱에 대

의 내부품질시스템을 인정받아야 하고, 제조자

한 인식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를 혁신시키기

는 수도용 폴리에틸렌 파이프의 제조초기단계

위하여, 본 기준에서는 완제품 및 원료에 대한

이후의 공정관리 및 제품생산에 필요로 하는

시험과 가공성에 대한 시험을 거쳐 신뢰성을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제조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본 기준을 제정하

자가 직접 이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

였다.

한 각 시험을 위한 샘플은 결격 사유가 없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생산일자가 다른 5개의 로

본 기준의 작성을 위한 기본적 방법은 다음
과 같다.

트 또는 시중 5곳의 판매처에서 평가기관이
직접 랜덤 샘플링 방법으로 채취하며, 시료수

a) 가능한 국제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는 각 시험항목에 따라 약간의 차는 있으나

b) 신뢰성을 충분히 파악, 해석 가능한 시험

기본적으로 시험항목당 10개의 시편을 시험하

방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구 성

며, 장기내압강도 시험의 경우 전체 90개 이상

능으로 한다.

을 시험한다. 또한 일반성능시험의 경우 국가

c) 국가 기준으로의 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기술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한다.
d) 일반시험 및 내구성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성적서는 별도의 시험 없이 인정함으로써 업
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본 기준에서 시험방법은 상수도용 폴리에틸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신뢰성평가기준은

렌 파이프에 대하여 일반성능시험과 단기내구

수명평가 및 가공성 등을 평가한다. 일반

성시험 및 장기내구성시험을 실시하여, 신뢰성

시험과 내구성시험으로 나누고, 내구성시

으로써 요구하는 허용 가능한 최저 한도를 나

험은 다시 단기 시험과 장기 시험으로 나

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각 시험항목

눠 평가하게 된다. 이 모든 시험은 KS,

과 성능기준은 표 2와 표 3과 같다.

ISO, ASTM과 학계에 보고된 자료를 검
토하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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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반성능시험항목
시험항목

성능기준

인장 항복 강도

시험방법

1종

16.7 MPa ( 170 kgf/cm2) 이상

2종

19.6 MPa ( 200 kgf/cm2) 이상

신장율

350% 이상

충격강도

9.8 KJ/m2 이상

탁도

0.5도 이하

용

색도

1도 이하

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 mg/l 이하

성

잔류 염소의 감량

0.7 mg/l 이하

냄새 및 맛

이상이 없을 것

ASTM D638
KS M3056

KS M3408

KS M3408

회분

0.07 % 이하

내염소수성

수포 발생이 없을 것

KS M3408

카본블랙 함량

2.0% ≤ ... ≤ 2.5%

ISO 6964

≤ 3등급

ISO 11420

카본블랙 분산
용융질량흐름 지수
MI

1) 가공 후 용융질량흐름 지수의 변화율 20%이하
2) 관의 제조 업체에 의해 제시된 값의 ±30%이내

ISO 1133
ISO 1183

0.937 g/cm3 이상

밀도

표 3. 단기·장기내구성 시험항목
시
료
수

시험 항목
단기

성능기 준

시험 방법

2종

1종

단기내압파괴강도

10

평균 ± 10%

ASTM D1599
RS M 0009

잔류응력

10

평균 ± 15%

RS M 0009

장기내압강도
(LTHS)

90

내구
성능

장기
내구
성능

8.0≤σ
LCL≤9.99

10.0≤σ
LCL≤11.19

ISO 1167
ISO/TR 9080

평면변형

20℃

10

9.0 MPa

100시간

12.4 MPa

100시간

인장

80℃

10

94.6 MPa

165시간

5.4 MPa

165시간

(PSGT)

80℃

10

4.0 MPa

1000시간

5.0 MPa

1000시간

저속

NPT

10

165 시간

ISO 13479

Ring-SCG

10

100 시간

RS M 0009

4면노치크리프 (FNCT)

10

100 시간

ISO/DIS 16770
RS M 0009

균열성장
(SCG)

ASTM F2018

※ 합격기준 : 위 시험항목의 모든 시험을 실시하여 시료 모두 시험조건에서 고장이 없거나,
성능기준을 만족할 경우, 신뢰수준 CL=90%로 B10 수명 50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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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파이프의 장기내구성능을 측정하는

계 강도(σ
LCL)를 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시험방법의 하나인 장

험은 최소 1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며, 고가

기내압강도 시험은 ISO 1167 ; Thermoplastics

의 장비가 필요하여, 그 동안 국내에서는 거의

pipes for the conveyance of fluids resistance to

시험이 이뤄지지 않았고 해외의 유명 플라스

internal pressure - Test method 의 시험방법으

틱 파이프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이루어졌

로, 파이프 형태의 시편 양끝부분을 막은 후

다. 그러므로 본 기준에서는 반드시 시험을 거

일정한 온도의 환경조건이 유지된 상태에서

쳐하는 이 장기내압강도 시험에 대하여 이전

물 또는 다른 종류의 액체, 공기 등을 사용하

에 해외 기관으로부터의 시험결과를 제출할

여 시편에 일정한 내압을 가한 후 규정된 시

경우, 이 시험을 control point 시험으로 대체할

간 또는 파열시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

수 있도록 하여, 시험의뢰 업체의 경제적 부담

이다. 이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ISO

과 시험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이

9080 ; Plastics pipes and ducting system -

control point 시험은 제출되어진 결과를 바탕으

Determination of the long-term hydrostatic

로 20℃와 80℃의 각각 다른 압력 세지점의 시

strength of thermoplastics materials in pipe

험조건에서 다음 표 4의 시험시간 이상 시험

form by extrapolation 의 절차를 거쳐 50년까지

편의 고장이나 파괴가 없어야 한다.

외삽하여 최소요구강도(MRS) 및 하한신뢰한
표 4. Control point 시험조건 및 성능기준
1종

2종

시험온도
시험압력

시험시간

시험압력

시험시간

20 ℃

9.0 MPa

100시간

12.4 MPa

100시간

80 ℃

4.6 MPa

165시간

5.4 MPa

165시간

80 ℃

4.0 MPa

1000시간

5.0 MPa

1000시간

이 외에 자세한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은 첨

3. 결론

부된 RS M 0009를 참고한다.
폴리에틸렌 파이프는 타소재와 대비하여 여
러 가지 장점으로 유럽 선진국에서는 50% 이
상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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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아직까지 폴레에틸렌 소재에 대한 등급마

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에 본 신뢰성 규격은

저 명확히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폴리

플라스틱 파이프에 대한 시험방법에 신뢰성

상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

개념을 도입한 규격으로,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우 아직까지 폴레에틸렌 소재에 대한 등급마

을 시작으로 하수용 및 난방용 폴리에틸렌관

에틸렌 파이프의 적용률 또한 유럽국가와 대

에 대한 신뢰성 기준을 현재 작업 중이며, 점

비하여 약 1% 대의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차적으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부텐,

또한 시험방법에서도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

폴리염화비닐 등 모든 플라스틱 파이프 소재

용되어온 시험방법은 단순한 품질 관리 차원

및 용도 그리고 이음관에 대하여 신뢰성 기준

에서의 시험방법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제품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준

대한 신뢰성(수명)을 부여하여야 하는 시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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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한 세월아! 나는 간다
자유기고가 김춘겸

발렌타인 데이의 연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화이트 데이의 사탕

84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주
로 시(詩)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바구니를 기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는 물위의 참

를 사랑한 사람, 그래서 떠난 사람을 원

선이라는 독특한 수행방법이 있답니

망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날을 만

다. 수영을 하거나 보조장비를 사용하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게서 멀리 떠난

지 않고도 물 위에 둥둥 떠서 부처님

그 사람을 위해 기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

의 수행 자세를 재현해 내고 있는 수

다. 다만 그를 위한 찬송가를 부르고 봄

님들은 그 놀라운 재주가 바로 자신

날을 찾아 줄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것만

들의 뛰어난 법력의 증거라고 주장합

이 제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니다. 물 위에 둥둥 뜨는 이 기적같은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일들이 모두 부처님의 힘으로 가능하

은유(隱喩)는 암유(暗喩)라고도 하며

며 그 놀라운 법력으로 병마에 시달

수사학(修辭學)에 있어서 비유법의 일종

리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까지도 덜어

인데, 메타포(metaphor의
) 역어입니다. 어

줄 수 있다는데, 이것은 모두 신앙과

떤 사람 또는 사물을 표시할 때 다른 사

법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람 또는 사물의 이름이나 행위로서 나타

소리와 음악의 가락을 음률(音律)이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나는 베

하지요. 음악에 사용되는 일정한 높이를

개의 언덕 위에 앉은 거인이었다>할 때 <

가진 악음(樂音:musical tone)을 그 고도

베개>를 <언덕>, <나>를 <거인>으로 표시

에 대하여 율이라 하며, 많은 소리 즉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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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관계를 말합니다. 속설에 음율을

《음중팔선가(飮中八仙歌)》
는 당(唐)나

악음의 음조(音調)와 동의(同意)로 해석

라의 시인 두보(杜甫; Tu Fu:712~770)

하는 일이 있으나, 그 음조는 항상 음계

가 지은 칠언고시(七言古詩)입니다. 8선

(音階)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호칭으로

(八仙)이라 하는 것은 당대(唐代)의 주호

서 반드시 음률과 동의(同義)라고 볼 수

(酒豪)로 알려진 하지장(賀知章)·여양왕

는 없습니다. 음률이라는 명칭은 근년에

(汝陽王)의 진(璡)·이적지(李適之)·최

이르러 음악이론이 중시되게 되면서부터

종지(崔宗之)·소진(蘇晋)·이백(李白)·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욱(張旭)·초수(蕉遂)의 8인입니다. 이

이 문자(文字)는 벌써 고대의 중국에서

중에는 하지장과 같은 당초(唐初)의 사람

이미 사용되었으며, 《한서(漢書)》
의《무

도 있으나 대부분이 개원(開元)이나 천보

제기(武帝記)》
에는 <음률을 만들어 지악

(天寶)의 현종(玄宗) 때 사람들입니다.

(誌樂)을 만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

이들 8인의 취태(醉態)를 읊은 시입니다.

다.

겨우 22구로 시중 인물의 풍격특색(風格

대담한 희망과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

特色)을 생생하게 묘사한 점은, 두시(杜

습니다. 낙천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

詩)가 역사(歷史)이며 두보가 시인으로서

만 그렇다고 숙명론도 아닙니다. 낙천주

역사가로 일컬어지는 연유(緣由)입니다.

의는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그냥 계속한
다면 상황이 많이 나아지리라는 충분한

허정한 세월을 보내느라 이미 나이

증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

를 먹었습니다. 구제비젓도

먹어 보았

는 그대로 모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

습니다. 웃어도 보고 울어도 보았습니

는 희망의 포로입니다만, 낙천주의와는

다. 눈을 감아 보기도 했습니다.

다릅니다. 나는 낙천주의자는 아닙니다.
희망은 증거가 필요없습니다. 신념이란

넌 흔적도 없이

확실하게 의심이 존재할 때에야 비로소

그림자만 남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입니다. 이 세상은

왔다 갔다.

아직 불완전하고 역사는 끝나지 않았으
며, 미래는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만질 수도

2004·5월호 ● 기술표준가족

85

볼 수도

다고 환상(幻想)하는 장형 퀴엔틴, 한결같

없는

이 누나와 그 딸을 증오(憎惡)하는 둘째형

너

제이슨 4세의 이상한 눈을 통해서 묘사되
었습니다. 작자는 시간의 해체(解體), 내면

만나고 헤어지고

의 독백(獨白), 시점(視點)의 이동, 영화(映

꿈인가

畵)같은 몽타주(montage)의 수법 등 가능

생시인가

한 한 전위적인 기법(技法)을 복합적으로

파스적으로

구사(驅使)하여 이 멸망의 비가(悲歌)를

데자뷔.

엮어갑니다. 제명(題名)은 아마도《막베스》
종막(終幕)의 붕괴 대사(台詞)에서 따온

미 국 의

소설 가

포 크 너 (W.

Faulkner:1897~1962의) 장편소설로 1929년

인간(人間)은 사람, 인류(人類)를 뜻하는

간행됐으며 가공의 지방, 제퍼슨(Jefferson)

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세간(世間)과

의 대표적 지주계급의 붕괴와 몰락을 구

무관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십계

(舊)남부 전체의 와해와 퇴폐의 양상을 시

(十界)의 하나가 바로 중생의 세계인데 사

사(示唆)하면서 입체적으로 묘사한 걸작입

람이 사는 세계입니다. 이를 하계(下界),

니다. 《음향과 분노》
(The Sound and the

인계(人界)라고도 하는데 사바세계를 이른

Fury)인데, 그는 1950년에 Nobel문학상을

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받았습니다.

따르는 고통이나 번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몰락지(沒落地) 콤프손 집안의 딸 캔더

인간고(人間苦)는‘사람이 살아가는데 괴

시와 그 딸, 모자(母子) 2대에 걸친 음란한

로움이 끝없이 많은 이 세상’을 바다에 비

생활을 이야기의 중심으로 하였고, 거기에

유하여 인간고해(人間苦海)라 합니다.

다가 캔더시 삼형제의 괴이한 상황을 덧붙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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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습니다.

의(義)는 유교 덕목(德目)의 하나입니다.
사리를 옳게 분별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

전4장 중 제3장까지는 각 주인공, 백치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사람이 행하여야

(白痴)인 막내 동생 벤자민(Benjamin), 누

할 바른 도리(justice), 옳은 행위(loyalty)로

이동생과 근친상간(近親相姦)을 범(犯)했

서 덕의(德義)나 도의(道義)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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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덕(德)으로서 중요시 된 것은 맹자
(孟子)가 공자(孔子)의 인(仁)을

너

ㅀ혀

니다. 웰빙은 도심의 공해와 현대인의 바

인

쁜 생활로부터 벗어나 남보다 조금 느리

애(仁愛)의 덕을 실천하는 데는 또 다른

더라도 한 걸음씩 쉬어 가는 것 바로 그

덕, 즉 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때부터입

것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두게 되었습

니다. 의(義)의 근원은 악행(惡行)을 증

니다.

오하고 혹은 수치스럽게도 여기는 치악

불교에서 의라고 번역되는 산스크리트

(恥惡)에 있으며, 이 덕은 만인에게 공통

(Sanskrit)의 원어(原語)는 개괄적인 범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의 아르타(artha)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

그 후 인·의·예·지·신과 함께 5상

지의 뜻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진리는 표

(常)의 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의

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불교의 입장

리(義利)의 변(辯;別)>이라는 말도 생겨

에서 표현된 어귀의 뒤에 숨어있는, 표현

나올 정도로 공리성(功利性)을 배격하기

될 수 없는 궁극의 진리를 뜻하며 법(法)

때문에 엄숙주의적인 송학(宋學)에서는

과 대립시켜 사용합니다.

이 덕이 극히 중요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의라고 번역하는 까닭을 이해하

중국 송나라 때의 유학(儒學)인 송학은

기 위해서는 불전(佛典)의 원어가 지닌

이른바 <의리(義理)의 학>이라고도 불리

함축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요. 또한

웠으나 이 경우의 의는 이미 도의(道義)

기독교에서는 신의(神意;justice of God)

일반을 가리키는 넓은 뜻으로 확대되어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의 의란 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고신에서 받은 율법에 입각한 인간행위

웰빙(well-being)은 안녕, 행복, 복지

에 있어서의 심판이며 하나님이 세운 우

(welfare), 복리(福利)를 뜻하지만 요즘에

주적 질서를 뜻합니다. 신의론(神義論)은

는‘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질 수 있는

일명 변신론(辯神論 :theodicy)이라고도

건강을 추구하는 삶’
이란 개념으로 쓰이

하는데, 이 세상의 악의 존재가 신의 전

면서 우리 생활 저변에 깔린 다양한 부분

지전능과 정의 관념에 모순되는 것이 아

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행이나 질병

니라고 신을 변호하는 이론입니다.

표준

따위가 없는 건강·행복·번영의 상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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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반이라는 이름의 장미
작가 나성욱

사전에서 배반(背反)을 <등기고 저버리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는 외국과 통모

것. 구역(背逆)으로 정의하고 있다. <친구

(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

를 배반하다>, <신의를 배반하다>, <나라

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를 배반하다>와 같이 쓰인다. 구역은 반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함으로써 성립하

역(叛逆)을 만나다로, 대개 좋지 않은 일

는 죄인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을 조우(遭遇)할 때 쓰인다.
신의를 저버리고 돌아선 사람을 배반자

陵)·궁궐을 범하여 임금과 나라에 큰 죄

(背反者)라 하고, 법률에서 배반죄(背反

가 되는 나쁜 짓이다. 대역죄(大逆罪)가

罪)는 외환죄(外患罪)의 구칭으로 국가의

바로 그것인데, 대역부도(不道), 대역무도

대외적 안전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큰

(無道)가 대역으로 사람의 도리에 몹시

죄를 말한다. 외환 유치죄·역적죄·간첩

어그러짐을 지칭한다.

죄·국가 모독죄 따위의 총칭이다. 이것
은 결국 내란죄와도 관련된다.

그리고 배역(背逆)도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것이다. 배신(背信)은 글자그대

외환(外患:troubles from without)은 외

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고, 배은(背恩)

적의 침범으로 인한 근심이나 재앙으로

은 은혜(恩惠)를 저버리는 것이다. 은덕

곧 외우(外憂)를

을 저버리는 배은망덕(忘德)도 인간으로

말한다. 내우(內

優:troubles from within)와 대칭이 되며
보통 내우외환(internal and external
troubles)과 같이 연계해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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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大逆)은 종묘(宗廟)·산릉(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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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마찬가지의 나쁜 행위이다.
저버리다는 타동사로 마음에 새겨 두어
야 할 것을 잊거나 어기다를 의미한다.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다>, <친구와의 약

떤 사회질서에 대한 복종이 기본적 특징

속을 저버리다>, <많은 사람의 기대를 저

이다.

버리다>와 같이 쓰인다. 또 <가족을 저버

가정과 사회에서도 행해지지만, 지배적

리다>나 <조국을 저버리다>와 같이 무엇

인 도덕교육은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이

이나 누구를 등지거나 배반하다는 것이

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다.

중학교에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도덕
프랑스의 소설가이며 평론가인 지드

과 국민윤리 및 수신과목을 설치하여 준

(A.Gide:1869~1951의
) 장편소설로 1902

법정신과 충효사상 등 전인적 인격도야

년에 발표된 «배덕자(背德者)» (L’

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immoraliste)가 있다. 20세기의 불안문학

원래 이의 시초로는 도교(道敎)에서 왔

(不安文學)의 선구가 된 기념비적인 작품

다고 본다. 도교는 중국 최대의 민간종교

으로, 학문밖에는 몰랐던 청년 고고학자

이다. 만인에 공통된 불로불사(不老不死)

미셸이 폐결핵을 앓고 난 뒤 생(生)의 변

에의 소망, 이것에 도달하기 위한 각종의

화를 알게 되고, 과거의 도덕에 반하는

방술과 속신(俗信)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관능적 생활에 빠진다는 내용이다.

다.

배도(背道)는 도리에 어그러지는 것이

노자(老子)를 교조로 신봉하는 «노자

다, 배덕(背德)은 도덕에 어그러지는 것

도덕경»을 성전으로 하는 것은, 노자의

이다. 불어의 immoralist는
e 반도덕주의자,

소설(所說:설명하는바, opinion) 가운데

배덕자, 부도덕한 자의 뜻이다. 반대의 의

장생(長生:long life)을 선(善)으로 하는

미로 영어의 moralis는
t 도덕을 설교하는

사상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도학자, 도덕주의자 혹은 도덕가를 의미
한다.

최초의 교단은 2세기경의 태평도(太平
道)와 오두미도(五斗米道)인데 부적(符

그래서 일정한 행동양식·가치의식·

籍:;talisman에
) 의한 치병을 위주로 하였

도덕적 감정을 어린이에게 어렸을 때부

다. 오두미도의 수령을 천사(天師)라 한

터 의식적으로 육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

데서 일명 천사도(天師道)라고도 불렸다.

하다. 이러한 도덕교육(道德敎育)은 인종,

후에 수많은 아류와 파(派)가 생겼으나

시대와 사회에 따라 내용이 다르지만, 어

크게 나누면, 왕중양(王重陽)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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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교(全眞敎)가 있다. 불사하기 위해서

착한 마음. 가의(佳意)>로 풀이하고 있다.

는, 태식(胎息:심호흡), 벽곡(곡식을 안

좋게 보거나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먹음), 벽사(부적과 주문으로 악귀를 내

마음이다. 법률에서는, 법률관계의 발생과

쫓음), 연단(煉丹:불사약의 합성) 등의

소멸 및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몇가지 방술이 있다.

모르는 일이다. 예를 들면, <선의로 물건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이러한 방술 외에

을 산 사람>이라고 하면, 그 물건이 도품

선행을 쌓고 나쁜 일을 피해야 한다. 즉

(盜品)인지 유실물(遺失物)인지를 알지

적선여경(積善餘慶:accumulation of

못하고 구매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또 선

virtuous deeds and guerdon)이다. 왜냐하

의 점유(善意占有:possession in good

면, 인체 내의 벌레가 경신(庚申)날 밤에

faith)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권리

승천하여, 천신에 고하여 수명을 증감한

가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행하는 점

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유를 말한다.

적선(積善)이란 일반적으로 동냥질에

그리고 선의 취득(善意取得)은 평온·

응하는 행위를 좋게 표현하는 말이지만,

공연(公然)하게 동산(動産)을 양수(讓受)

본래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이른다.

한 자가 선의(善意:bona fides)이며 과실

이와 관련하여 전술한 적선여경(積善餘

이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

慶)은 출전은 «주역(周易)»의 <문언전

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

(文言傳)>이다. 쌓이고 쌓인 선행의 응보

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이다.

로서, 경복(慶福)이 자손에 까지 두루 미

프랑스의 소설가·시인·극작가 로맹

침을 이른다.
선행(善行)은 착하고 어진 행실인데,

에 «선의의 사람들»(Les Hommes de

선(善)은 착하고 올발라 도덕적 기준에

Bonne Volonte)이 있다. 발칸(the Balkan

맞는 것을 말한다. 진(眞)이 사고(思考)

Peninsula)이 위기에 접어든 1908년부터

에, 그리고 미(美)가 감정(感情)과 연결

나치스가 대두한 1933년까지 유럽의 여러

되는데 비해 선은 의지(意志)와 연결되

변화무쌍한 양상을 200여 각양각색의 등

며, 그러므로 윤리학의 영역에 포함된다.

장인물을 통해 실감있게 그려 냈다.

사전에서는 선의(善意)를 <돕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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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omains:1885~197이
2) 지은 대하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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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1946년에 출판하였는데, 대작으로

전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해 규정된 의지를 그대로 이른다. 또한

칸트의 용어로서 선의지(善意志:guter

칸트 (Kant)의 학설로 도덕성(道德

Wille)는 마음속에서 옳다고 믿고, 따라서

性:morality이
) 있다. 행위가 도덕법 그것

행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의

을 위해서, 또는 도덕적 의무로 자각작으

지를 말한다.

로 행하여지는 데에서 성립하는 경우이

경향성(傾向性:tendentiousness에
) 따르

다.

표준

지 않고 도덕적 법칙(moral principle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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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唐詩)의 백미《장한가》
작가 오승휘

«장한가(長恨歌)»는 중국 당(唐)의 시

알게 되어 친구가 되었다.

인 백거이(白居易)의 서사시(敍事詩)인데
806년경 지은 한시(漢詩)이다. 칠언(七

그 후 그의 나이 44세 때에 지금의 강

言)으로 전부 120구(句)로 되어있다. 현

서성(江西省)인 강주사마(江州司馬)로 좌

종(玄宗)과 양귀비(楊貴妃)의 애절한 로

천되었다가, 후에 장안(長安)으로 돌아와

맨스를 다룬 것으로, 안녹산의 난으로 양

중서사인(中書舍人), 다시 항주자사(杭州

귀비는 비명(非命)에 죽지만 두 사람의

刺史) 등으로 약 10년을 지방에서 지냈

사랑은 영원히 끊기지 않는다고 결말을

다. 58세때 태자빈객(太子賓客)이 되고서

맺었다. 장한(長恨)은 <오래도록 잊지 못

부터 죽을 때까지 18년을 낙양(洛陽)에서

할 원한>(long -cherished grudge)정도의

줄곧 지냈다.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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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승려인 여만(如滿)을 알게 되어

백거이(772~846)는 중국 중당(中唐)때

늘그막하게 신앙생활에 들어갔으며, 71세

의 시인인데 자는 낙천(樂天), 호는 향산

에 형부상서(刑部尙書)로서 관직(官職)을

거사(香山居士)다. 성당(盛唐)의 이백(李

물러나 75세에 죽었다. 당시의 시인으로

白)과 두보(杜甫), 같은 시대의 한유(韓

서는 드물게 안락한 생애를 보낸 편이다.

愈)와 함께 <이두한백(李杜韓白)>이라 불

작품으로는, 여기서 이미 소개한 «장한

린다. 정주(鄭州) 신정현(新鄭縣) 태생으

가»외에 «신악부(新樂府)»와 우리의

로 29세때 진사에 급제하고 비교적 순탄

심금을 그렇게 울렸던 «비파행(琵琶行)

한 길을 걸었다. 그 무렵에 원진(元縝)과

» 등이 있다. 평이하여 이해하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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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시는 널리 애송되었고, 후세에 커다

정한 규칙이 없는 자유로운 형식이다. 짧

란 영향을 주었다. 문집 «백씨문집(白氏

은 것은 절구와 같은 4구로부터, 긴 것은

文集)»은 그의 생전에 엮어진 것이다.

100구 혹은 200구까지 된 것도 있다.

칠언시(七言詩)란 한 구(句)가 일곱문

역사적으로 보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

자로 쓰여진 중국 고유의 시를 말한다. 4

던 중국이 수(隨)나라로 통일되어, 융합

구로 구성되어 있는 칠언절구(七言絶句),

된 것이 당의 총체적 문화다. 초당(初唐)

8구인 칠언율시(七言律詩), 구의 수가 일

의 후기에는 왕발(王勃)·양형(楊炯)·노

정하지 않는 칠언고시(七言古詩)의 세 체

조린(盧照隣)·낙빈왕(駱賓王)의 이른바

(體)가 대표적이다. 고시(古詩) 혹은 고

<초당의 4걸(四傑)>이 나타나고, 심전기

체시(古體詩)는 한시에서, 옛날 체의 시

(沈佺期)와 송지문(宋之問)은 7언율시를

를 지칭한다. 한 구(句)의 글자 수에 제

창시했다. 성당(盛唐)의 이백(李白)과 두

한이 없고, 운(韻)을 다는 데에도 일정한

보(杜甫)로 절정(絶頂)에 달하고, 중당

규칙이 없는데, 이는 근체시(近體詩)에

(中唐)의 다양화(多樣化) 속에서는 한유

대(對)하는 말이다.

(韓愈)와 백거이(白居易)가 활약했다. 그

당시(唐詩)는 중국 당대(唐代)에 쓰여
진 시를 말한다. 이 시대에 중국의 시는

리고 만당(晩唐)에서는 누구니해도 두목
(杜牧)이 제일인자로 꼽힌다.

모든 형식이 정리되어 정착되어서, 최성

중국 당대(唐代)의 시선집으로 «당시

기에 달했다. 당나라의 시는 고체시와 근

선(唐詩選)»이 있는데 전집 7권으로 구

체시로 크게 나눈다. 근체시는 당대에 와

성되어 있다. 명(明)의 이반룡(李攀龍)의

서 정착한 형식인데, 절구(絶句)와 율시

편(編)이라고는 하나, 실은 그가 죽은 후

(律詩)가 있다.

에 그가 편찬한 «고금시산(古今詩刪)»

절구는 4구로 된 최단(最短)형식이며,

에서 당시만을 채록한 것이다. 당나라의

5언 4구(五言四句)의 민가(民歌)에서 생

시인 128명의 작품중에서 도합 465수(首)

겨난 즉 5언절구(五言絶句)로 되었다가,

를 수록하고, 시의 각체(各體)에 걸쳐서

7언절구로 발전했다. 율시는 8구형식인데,

세분화되어 분류되어 있다. 대부분이 초

마찬가지로 7언의 발달은 시기적으로 5언

성당(初盛唐)의 시가 많고, 중만당(中晩

보다 늦었다. 고체시는 근체시와 같은 일

唐)의 시가 비교적 적어서, 취사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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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치우쳐 있지만, 그 당시(當時)의

이르기까지 324가(家)의 이름을 들고, 각

명작은 거의 다 수록(收錄)되어 있다고

조(條) 아래에 그 시를 기술한 책이다.

할 수 있겠다.

원본은 송나라의 왕무의 찬(撰)이라 제

그리고 중국의 당시를 모은 책으로 «
전당시(全唐詩)»는 물경(勿驚) 2,200명

라 전한다.

에 이르는 기라성 같은 작자의 작품 약 5

다시 «장한가»로 돌아와서 백낙천(白

만 수를 수록하였다. 1705년 즉 강희(康

樂天)이 지은 통한(痛恨)의 이 서사시는

熙) 4년에 칙명(勅命)으로 팽정구(彭定

이미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현종황제

求) 등이 편찬하여 그 이듬해에 완성하였

(玄宗皇帝)가 양귀비를 잃은 원한(怨恨)

다. 그 후 1707년에 성조(聖祖)의 서문을

의 정(情)을 읊은 것으로, 지금까지의 세

붙여 간행했는데, 모두 100권으로 구성되

계 서시시사상(敍事詩史上) 감상(感傷)의

어 있다. 또 100권으로 되어 있는 «전당

최대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많

시록(全唐詩錄)»은 중국 청(淸)나라 서

은 시 중에서도 그의 «장한가»만큼 애

작(徐錄)이 어정(御定) «전당시»에서

창(愛唱)되고 애송(愛誦)된 것도 별로 없

정수(精粹)를 뽑아 모은 책이다.

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필생(筆生)의

그리고 10권으로 되어 있는 «전당시화
(全唐詩話)»는 중국 당(唐)의 태종과 고
종(高宗)때에 시작하여 권룡포(權龍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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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했으나 실은 뒷사람의 찬편(撰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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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독(一讀)을 감히 권한다.

표준

자아의 발견
수필가 최규자

자아란 철학상으로는 체험을 지지(支持)

가지고 자아라 하였다.

하는 의식의 통일체를 말한다. 천지 만물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469-399

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의 주체로서의 자

B.C.)는 그가 남긴 저서는 없고 제자인

기를 이르는 말로, 객아(客我)ㆍ비아(非

Plato의 저서를 통하여 그의 학설이 알려

我)ㆍ타아(他我)와 대칭이 된다. 철학의

졌다. 문답법(Socratic method)에 의해 무

대상이 되는 자아는 일종의 자연스런 심

지(無知)를 깨닫게 함으로써 진리 탐구의

신의 합일체로서의 자기를 반성하고, 진

길을 가르쳤다. 반대파인 소피스트들

실로 자기의 자유에 맡겨진 자기, 자기가

(Sophists)에 의해 피소되어 사형선고를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기를 지칭한다. 심

받고는 독을 마시고 죽었다.

리학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을 이르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심신간의 실질적 구별을
완화하여, 신체의 감각내용, 경험내용과

철학사 일반에 있어 자아를 발견한 것

정신의 지적내용 사이에 자연의 연속성

은 소크라테스(Socrates라
) 고 한다. 그는

을 인정하려고 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자아의 자각은 자아의 무지의 자각과 같

(Aristoteles이다.
)
그러나 그에게서도 누

은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자기가 가

스(nous)란 개념 속에 신체와 교섭이 없

진 지식 내용과 그 진의(眞儀)를 음미(吟

는 순수한 정신적인 면이 다소 남아있다.

味)하는 반성적 자기와를 확실히 구별하

누스는

였다. 그리하여 후자의 궁극(窮極)으로

力:intelligence), 이성(reason), 정신(mind)

찾아지는 반성적 자기, 정신아(情神俄)를

으로 번역되는데, 흔히 구어로는 상식

철 학에서

지성 , 지력(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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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sense), 지혜, 처세술(gumption)

하려고 시도한 것이 칸트의 이른바 비판

로 통한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

철학이다.

레스(384-322 B.C.)는 Plato의 제자로
Alexande대
r 왕의 스승이었다.

그의 존재의 까닭을 이론적 기초로 판단

이 두가지의 태도는 후세의 신험적인

함이다. 비판철학(critical philosophy)은 선

입장과 경험적 입장의 갈림길을 결정하

험적 관념론(先驗的觀念論)에 바탕을 두

였다. 소크라테스적(Socratic) 자아관은

고 비판주의의 처지에 서는 철학이다. 칸

다시 스토아(Stoa)철학에 있어서 철저한

트 및 칸트파, 신칸트파의 철학을 포함하

결론으로 이끌어졌다. 근세에 이르러서는

는데, 선험철학(transcendental philosophy)

데카르트(Descartes가
) <나는 생각하기 때

이라고도 한다.

문에 존재한다>라는 형식으로 <생각하는

칸트의 경험적 자아와 선험적 자아의

자아>라는 정신아(情神俄), 반성아로서의

양지를 인정하지마는 경험적 자아만으로

자아를 붙잡고 선험적 입장을 열었다. 원

일체의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래 스토아(Stoa)는 그리스 건축의 주랑

는 것이다. 오히려 경험적 자아란 하나의

(柱廊), 보랑(步廊), 회랑(portico)을 뜻하

경험내용에 불과하고 모든 때의 여러 가

는데, 스토아학파(Stoic school)는 아리스

지 경험적 자아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

토텔레스의 뒤에 일어난 희랍 철학의 하

고 그것을 통일하는 제약으로서 반드시 <

나로 극기파(克己派)로 통한다.

나는 생각한다>라는 통각(統覺)이 작용하

그러나 콩디약(Condillac이
) 나 스코틀랜
드의 철학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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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에서 비판이라 사물의 의미를 밝혀

흄 (D.

독일의 칸트파(派) 철학자로 1808년

Hume:1711-1776의
) 감각적 입장에서보면

Berlin에서 행한 연설, ‘Addresses to the

경험론에 있어서는 신체적 경험ㆍ감각ㆍ

German Nation(독일국민에게 고(告)함)

감정과는 달리 실체적 정신아가 있는 것

으로 유명한 피히테(J. G. Fichte:1762-

은 아니고, 그것들의 총칭이 자아에 지나

1814)는 <자아는 자아이다>를 근본 명제

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경험적

로 하고 일체의 경험내용을 절대아의 순

자아와 선험적 자아의 대립이 인식론이

수활동으로 보았다. 독일의 철학자 후설

문제로서 일어나고, 그것을 새로이 해결

(E. Husserl:1859-1938)의 현상학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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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인

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은 나의 의식내용만이 나에게 직접 확실
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 등에는 모두 자
기의 것이라는 자아 소속감을 갖게 되는

또 자아는 심리학상으로는 행동의 기저

데 이것을 상실하는 현상을 자아감 상실

에 있는 여러 욕구나 여러 경향은 그 개

(自我感喪失)이라 한다. 정신분열병 등에

체의 생활사와 함께 경험을 통하여 특수

서는 흔히 자아감 상실의 현상이 일어나

한 질서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어떤 순간

서, <이 생각은 내것이 아니다>고 느끼고

에 있어서 그 개체 행동의 특성을 규정하

<저절로 자기의 행동이 일어난다>고 의식

는 주체적 조건이 된다. 이것을 일컬어

한다. 뒤가(L. Dugas)가 처음으로 사용하

심리학적 자아(psychological ego)라 한다.

기 시작한 용어로 인격적 상실이라고도

이렇게 자아는 환경과의 알력(軋轢)과

한다.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 특히 외계

길항(拮抗)에 의하여 의식화되어 간다.

(外界)가 현실이 아니라는 느낌을 갖는

또한 사회적 기준이나 환경적 조건의 내

현실감 상실(現實感喪失)이 있다.

면화에 의하여, 여러 상황에 있어서의 행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즉 욕구불만

동의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통일의 중심

(欲求不滿:frustration이
) 일어날 때가 있

이 되며 자기에게 관한 의식이 된다.

다 또 욕구의 만족을 계속 구하지 않고

이것을 <에고>에서 구별하여 <셀프

타인이 나쁘다고(外罰的) 하거나, 자기가

(self)>라고 할 때도 있다. 오스트리아의

나쁘다고(內罰的) 하거나, 또는 아무렇지

정신분석학자이며 의학자인 프로이트(S.

도 않다고(無罰的) 생각하는 등의 변명을

Freud)의 정신분석학에 있어서는, 자아는

행하여(合理的 作用) 자아가 상라 하는

기본적 욕구인 <이드(id)>가 현실의 저항

데, 고집성(固執性)의 대(對)이다. 끝까지

에 의하여 억압대상화(抑壓代償化)한 침

버티고 어디까지나 욕구를 관철하려는

전물(沈澱物)이다. 이것이 분화한 것으로

욕구이다.

이드의 반성적 부분이며, 이드의 동물적

자아본능(自我本能)은 프로이트(Freud)

욕구를 통제하는 것이라 한다. 자아는 다

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서

시 사회적 저항에 의하여 초자아(超自我)

자기보존의 본능에 상당하는 것이다. 다

를 분화하고 그것에 의하여 도덕적 감시

만 나르시시즘(narcissism설
) 이 대두됨으

를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로써 성충동(性衝動)이 자기에게로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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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는 경우가 인정되어, 자기 보존 중에

한 성장 발달의 가능성을 말한다. 즉 도

나르시시즘(자기도취ㆍ자기애)이 제(除)

덕의 구경(究竟) 목적은 자아의 본질을

한 것이 자아본능이라 일컬어진다.

완전히 실현하는 데에 있다는 주장인데,

프로이트에 있어서는 외계(外界)를 지

자기실현이라고도 한다. 바꿔 말하면 사

배하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

정에 의해서 발달할 수 있는 제반 성능을

키는 자아본능은 성적 쾌락에의 충동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실현시키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자기에게 갖추어

자기 몸을 지키는 경향과 같은 것으로 이

있는 온갖 성능을 완전히 발달시켜 실현

것에 의해서 사회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아실현을 행위

다고 한다. 즉 자아본능은 성불능과 대립

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론설(理論

하여 성본능에 제동(brake)를 걸어 억압

設)이다. 이와 같이 자아실현을 행위의

하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생(生)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론설(理論設)

의 본능(eros)과 죽음의 본능(thanatos)으

을 특히 자아실현설(自我實現說)이라고

로 대립시킨 이후로는 자아에 이용되는

한다.

에로스의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학습에 있어서는 주체성을 살리고 학습

리스신화에서 Eros는 사랑의 신으로, 활

주체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한, 적극적인

을 든 장난기있는 신으로 로마신화의

학습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요구하게

Cupid에 해당된다. 또 Thanatos는 의인화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기표현(自己表

된 죽음을 의미하는데 로마신화의 Mors

現)과 자기실현(自己實現)을 통한 학습원

에 해당된다.

리상의 활동과정이 요구되며, 그리하여

자아실현(自我實現:self-realization이란
)
자기 자신에 있어서의 자아의식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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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와서는 자아실현을 구현하는 학
습활동이 존중되고 있다.

표준

만물이 생동하는 5월‘향수’
의
고장, 옥천땅에 가볼까
여행작가 김초록

질화로에 재가 식어가면

설레는 마음을 부여잡고 경부고속도로

뷔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옥천 나들목을 빠져나와 37번 국도를 따

엷은 조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라 보은 방면으로 향한다.‘지용로’
라 이

짚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름 붙은 길을 따라 조금 더 가니 지용 생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가를 알리는 간판이 보인다. 콘크리트로
매끈하게 포장된 마을길은 오늘날 농촌

이 땅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치고 정지

풍경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관광 명소라

용의‘향수’
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부러 단장한 면도 있겠지만 왠지 어울

그만큼 널리 알려진 시인데, 충북 옥천땅

리지 않는 것은 왜일까. 흙길의 자연스러

은 이 시(詩)만큼이나 정겹고 구수한 고

움은 문명의 이기 앞에 묻혀버렸다.

장이다. 현대시의 아버지라 불리는 정지

마을길 옆으로는 실개천이 흐른다. 문

용 시인은 이곳, 옥천땅에서 태어나 청년

득 시 한 구절이 떠오른다. ‘옛 이야기

시절을 보냈다.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 물풀

옥천땅의 첫 순례지는 정지용의 생가
다. 옥천 사람들은 이 땅이 낳은 큰 인물,

이 자욱히 덮은 개천에는 송사리가 떼지
어 몰려다닌다.

정지용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하다. 옥천

지용 생가는 개천이 끝나는 큰길 직전,

에서 택시를 타고“옥천의 자랑거리가 뭐

오른편에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향수>

요?”
하고 물으면, 열이면 열 다 정지용

전문이 새겨진 시비와 초가집 한 채, 헛

생가를 가보라고 권한다.

간 한 채가 복원돼 있다. 옛 집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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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꾸며 놓았지만, 초가집 주위로 삐죽

기, 후배 문학인들의 모임인 지용회가 운

삐죽 솟은 건물과 현대식 민가들은 왠지

영하는 사이버 시인학교와 인터넷 방송

생가의 정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방명

도 볼 수 있다.

록에 서명을 하고 생가 주위를 찬찬히 둘

정지용 시인은 1902년 5월 15일 충북

러본다. 생가 텃밭에는 어느 새 연초록의

옥천군 옥천읍 하계리 40번지에서 정태국

새싹들이 삐죽 얼굴을 내밀고 있다.

(부) 정미하(모)의 장남으로 태어나 1914

생가에서 마을길을 따라 500미터쯤 가

년 옥천공립 보통학교(현 죽향초등학교)

면 시인이 다녔던 죽향초등학교가 있다.

와 1923년 휘문고보 5년제를 졸업하고 이

지용은 이 학교(당시 옥천공립보통학교)

해 5월 3일 일본 동지사대학 예과(영문학

4회 졸업생(1914년, 13세)이다. 아이들이

전공)에 입학했다. 졸업 후에는 모교인

뛰어 노는 운동장 한 켠에는 부속유치원

휘문고보 영어 교사와 1945년 이화여전

으로 쓰이는 목조건물이 있다. 지용이 공

교수, 이듬해인 1946년에는 경향신문사

부했던 곳이다. 당시 지용의 흔적은 이

주간을 역임했다. 그런 그였지만 1950년

학교에 보관된 학적부에서 확인할 수 있

7월경 납북되었고, 이후에 대한 행방은

다. 벤치에 앉아 있으려니 내 유년시절이

확인할 수 없다. 그가 남긴 140여 편의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참 많은 시간

시와 수필은 천재적인 언어 감각과 뛰어

이 흘렀다. 아름다운 추억은 그렇게 세월

난 시적 형상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주

속에 묻히고 말았다. 아, 세월의 속절없음

요 작품으로는 <향수(鄕愁)> <압천(鴨川>

이여! 한편, 옥천군에서는 작년 7월 정지

<이른봄 아침> <바다> <고향> <퐁랑몽> <

용 시인의 생애와 작품 등을 감상할 수

유리창> 등이 있다.

있는 정지용 사이버 문학관(jiyong.or.kr)
을 개관했다. 이 문학관에는 정 시인의
시, 논문, 산문 등 글이 담겨져 있으며 국
내 유명 성우들이 참여한 지용시 낭송도
들을 수 있다. 인터넷 문학관에 들어가면
해마다 열리는 지용제 안내, 지용제 관련
사진, 만화로 보는 정지용, 지용 생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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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상류와 대청호를 안고 있는 옥천

로 옥천 나들목-보은 방면 37번 국

은 이른바‘개발의 중심’
에서 다소 비켜

도-지용생가. 옥천군청에서 도보로

나 있다. 이 땅 어디를 가나 깨끗한 자연

10분 거리.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 수

환경을 볼 수 있으며 순박한 시골 인심이

준. 경부고속도로 옥천 나들목-시내

그대로 살아 있다. 안내면 장계리에 있는

방향(우회전)진입-대전방면으로

장계국민관광지(대청비치랜드)는 병풍처

2Km-삼거리검문소에서 좌회전(철도

럼 둘러친 산줄기와 대청호반의 아름다

건널목 통과)-6Km-군서면 소재지

운 절경이 으뜸이고 향토 전시관, 모험놀

(좌회전 장용산자연휴양림 도로표지

이 시설(꼬마자동차. 꼬마열차. 귀신의

판 앞)-5Km-장용산휴양림(옥천에서

집. 회전그네. 청룡열차, 우주전투기. 바이

13Km, 15분 소요). 대전-낭월동-곤룡

킹 등), 물놀이장, 인공폭포 및 연못, 분

터널-휴양림(소요시간 20분). 대중교

수대, 야외취사장, 휴게소, 식당 등이 갖

통: 대전(10분간격) 또는 청주(50분

춰져 있어 가족끼리 즐거운 한 때를 보낼

간격)에서 직행 버스를 이용, 옥천

수 있다. 자유이용권(요금:어른 15,000원,

하차 후 다시 안남행 시내버스(1일

청소년 13,000원, 어린이 11,000원)을 사면

17회)나 보은행 시내버스(1일 17회),

이런 시설을 다 즐길 수 있다. 주변에 금

청산행 시내버스(1일14회)로 갈아타

강유원지와 장용산휴양림이 있으며 사방

고 보은방면 국도를 따라 25분 정도

으로 난 도로는 보은의 속리산과 영동으

가면 장계관광지가 나온다. 대전→옥

로도 연결된다. 휴양림(군서면 금산리 소

천까지 30분 정도, 청주에서는 50분

재) 숲속의 집에는 씽크대, 온수기, 소형

정도 소요.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하

냉장고, 수세식화장실을 갖추고 있어 하

루 6회 무궁화호 열차 운행. 옥천읍

룻밤 묵을 만하다. 특히 잘 가꾸어진 등

내에 브릴리앙스호텔(731-2101), 옥천

산로를 따라 천년고찰 용암사에 가보는

파크모텔(733-9696), 명가모텔(733-

것도 좋다. 장용산휴양림관리사무소(043-

7744), 비원장여관(732-4329) 등이 있

733-9615, 730-3474).

으며 대청호 주변에 덕대산 관광농원
(731-1221)이 있다. 동이면 조령리에

▶ 여행수첩(지역번호 043)=경부고속도

있는 삼일식당(732-3467)과 부산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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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3478)은 금강에서 잡아온 손가

갱이집(733-4845)’은 성인병과 숙취

락 크기 만한 싱싱한 피라미를 내장

해소에 좋다는 올갱이 국밥의 원조로

을 깨끗하게 손질한 후, 후라이팬에

17년 전통을 자랑한다. 옥천군청문화

바싹 튀긴‘도리뱅뱅이(피라미조림)’

공보실(730-3544.5), 장계국민관광지

맛으로 유명하다. 옥천읍내‘미락 올

관리사무소(732-6081, 730-3473)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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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157호

제품인증기관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개정 안내

-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한 우리 원이 추진하고 있는 제품인정
분야의 관련고시 2개를 개정고시 합니다.
- 제품인정(Korea Accreditation System : 한국제품인정기구)이란?
· 인정기구가 어떤 기관에 대하여 자격있는 평가사가 정해진 기준
(ISO/IEC GUIDE 65 : 제품인증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요구사항)과
IAF에서 정한 지침문서 기타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제품의 관리수행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
이에 반하여 인증(Certification이란?
)
제3자기관이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품인정종류를 보면 단순히 제품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Type 1 : 샘플에 대한 형식시험
Type 2 : 샘플에 대한 형식시험과 전체 제품대표
Type 3 : 형식시험과 시장사후관리
Type 4 : 형식시험과 공장사후관리
Type 5 : 형식시험과 공장 및 시장사후관리
Type 6 : 형식시험과 품질시스템평가,제품샘플은 시장,생산공장,무작위
시험검사와 같이 6가지타입의 종류로 분류가 되고 있음.
- 이번의 개정은 제품인정분야의 기반구축을 위한 내부감사시 지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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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2001년6월26일에 제정한 고시를 처음으로 개정
하는 것임.
- 개정요지를 정리하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인증기관 직원”추가
내용은“인증업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
제8조 위원회 위원 위촉에서 다음내용 중간에 추가
~ 및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자 ~
제16조 평가 및 인정기준에서 ②항끝에 다음 내용 추가
“예) 추가기준 적용문서 : ISO/IEC GUIDE 61 : `96적용을 위한 IAF지침
Issue2 Version2
“
제19조 인정신청 및 평가에서 ①항의 6중간에 다음내용 추가
~ 가부에 영향을 미치는 ~
제31조 인증기관 직원에서 ①항 중간에 다음내용 추가
~ 동 요령 제19조(인정신청 및 평가)의 6항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의 범위를 규
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
~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인증서를 포함한 인증활동 ~
제32조 인증기관 직원의 자격기준에서 ②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①항과 관련하여 인증기관 직원은 인정기구의 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요
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
다.
KAS평가사의자격및등록에관한세부요령에서 별지 5호 서식을 수정
최근 5년 동안에서“최근 2년 동안”
으로
-개정사유는
내부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보완
ISP/IEC Guide 65 의 해설서중 중복부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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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책임자,품질책임자를 삭제하고 인증기관 직원으로 대체
인증기관 직원의 용어 및 범위에 대하여 추가
IAF의 지침서에 따른 개정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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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규격정보

KS D 4311 2004. 4. 3 덕타일 주철관

폐지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기간산업기술표준분야

KS B 0904 2004. 4. 16 T홈의 간격
KS B 0902 2004. 4. 16 T홈

◈ 소재부품표준과
KS B 0526 2004. 4. 16 용접 이음의 충격시험방법

제정

KS B 0525 2004. 4. 16 맞대기용접 이음의 광폭인장시험방법
KS B 0519 2004. 4. 16 용접시공방법의 확인시험방법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KS D 2599 2004. 4. 26 니켈 및 니켈합금 주물의 철 분석방법
KS D 2043 2004. 4. 23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납 정
량방법

◈ 전기기기표준과
KS D 1926 2004. 4. 23 페로망가니즈의 납 정량방법
KS D 1925 2004. 4. 23 페로실리콘 및 실리콘망가니즈의 납
정량방법

제정

KS D 1920 2004. 4. 23 페로크로뮴 및 크로뮴의 납 정량방법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D 1757 2004. 4. 23 아연지금의 카드뮴 정량방법

KS C IEC 60264-3-5. 2004. 4. 19 권선의 포장-제3-5부 : 원뿔
형 스풀 - 열가소성재질의 스풀 컨테이너에 대한 규정

KS D 1756 2004. 4. 23 아연지금의 납 정량방법
KS D 1689 2004. 4. 2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카드뮴
정량방법-원자흡수분광법
KS D 1688 2004. 4. 23 구리지금의 카드뮴 정량방법

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KS D 4308 2004. 4. 3 수도용 덕타일 주철 이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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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0264-4-1. 2004. 4. 19 권선의 포장-제4-1부 : 시험
방법 - 열가소성재질의 스풀
KS C IEC 60264-4-2. 2004. 4. 19 권선의 포장-제4부 : 시험방
법-제2절 : 원뿔형 스풀용 열가소성재질의 컨테이너
KS C IEC 60264-5-1. 2004. 4. 19권선의 포장 - 제5-1부:원뿔
형 플랜지가 달린 원통형 스풀 - 기본치수
KS C IEC 60264-5-2. 2004. 4. 19 권선의 포장-제5-2부 : 원뿔
형 플랜지가 달린 원통형 스풀 - 열가소성재질의 회수용

스풀에 대한 규정
-

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KS C 3131 2004. 4. 19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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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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2

ISO/DIS 8992

규

격

명

칭

Fasteners- General requirements for bolts, screws, studs and nuts(Revision of
ISO 8992:1986)

TC6

ISO/DIS 23713

Pulps-Determination of fibre coarseness by automated optical analysisPolarized light method

TC10

ISO/DIS 82045-5

Document management- Part 5: Application of metadata for the construction
and facility management sector

TC12

ISO/DIS 80000-3.2

Quantities and units-Part 3: Space and time(Revision of ISO 31-1:1992, ISO
31-2:1992)

ISO/DIS 80000-4

Quantities and units- Part 4: Mechanics(Revision of ISO 31-3:1992)

TC17

ISO/DIS 23717

Steel wire and wire products- Hose reinforcement wire

TC22

ISO/DIS 11157

Road vehicles- Brake lining assembly performance- Test using inertia
dynamometer
(Revision of ISO 11157:1999)

ISO/DIS 15031-4.3

Road vehicles- Communication between vehicle and external test equipment
for emissions- related diagnostics- Part 4: External test equipment

T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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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wheeled tractors and attachments-Front loaders- Carriages for

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attachments

TC25

ISO/DIS 185

Grey(lamellar graphite) cast irons-Classification
(Revision of ISO 185:1988)

TC29

ISO/DIS 10071-2

Tools for pressing- Ball-lock punches- Part 2: Ball-lock punches for heavy duty
(Revision of ISO 10071:1991)

TC34

ISO/DIS 3976

Milk fat- Determination of peroxide value
(Revision of ISO 3976:1997)

ISO/DIS 8870

Milk and milk products- Detection of thermonuclease produced by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

ISO/DIS 21871

Microbiology of food and animal feeding stuffs- Horizontal method for the
enumeration of low numbers of presumptive Bacillus cereus- Most probable
number technique and detection method

TC35

ISO/DIS 4618

Paints and varnished- Terms and definitions (Revision of ISO 4618-2:1999,
ISO 4618-3:1999, ISO 4618-1:1998:
ISO/DIS 4618-4)

TC37

ISO/DIS 1951

Presentation/representation of entries in dictionaries
(Revision of ISO 1951:1997)

TC44

ISO/DIS 22827-1

Acceptance tests for Nd: YAG laser beam welding machines- Machines with
optical fibre deliveryPart 1: Laser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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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ISO/DIS 22827-2

규

격

명

칭

Acceptance tests for Nd: YAG laser beam welding machines- Machines with
optical fibre deliveryPart 2: Moving mechanism

TC45

ISO/DIS 37

Rubber, vulcanized or thermoplastic- Determination of tesile stress-strain
properties(Revision of ISO 37:1994)

ISO/DIS 248

Rubbers, raw- Determination of volatile-matter content
(Revision of ISO 248:1991)

ISO/DIS1304

Rubber compounding ingredients- Carbon black- Determination of iodine
adsorption number
(Revision of ISO 1304:1999)

ISO/DIS 2878

Rubber, vulcanized- Antistatic and conductive products- Determination of
electrical resistance
(Revision of ISO 2878:1987)

ISO/DIS 2921

Rubber, vulcanized- Determination of low-temperature characteristicsTemperature -retraction procedure(TR test) (Revision of ISO 2921:1997)

ISO/DIS 4641

Rubber hoses and hose assemblies for water suction and dischargeSpecification
(Revision of ISO 4641:1991)

ISO/DIS 6802

Rubber and plastics hose and hose assemblies with wire reinforcementsHydraulic impulse test with flexing (Revision of ISO 6802:1991)

118

기술표준 ● 2004·5월호

TC/SC

TC47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ISO/DIS 18517

Rubber, vulcanized or thermoplastic- Hardness testing- Introduction and guide

ISO/DIS 8005

Carbonaceous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aluminium- Green and
calcined coke- Determination of ash content(Revision of ISO 8005:1984)

TC61

ISO/DIS 1872-2

Plastics- Polyethylene(PE) moulding and extrusion materials- Part 2:
Preparation of test specimens and determination of properties (Revision of
ISO 1872-2:1997, ISO 1872-2:1997/Amd 1:2000)

ISO 11357-3:1999/
DAmd 1

Plastics-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DSC)Part 3: Determination of temperature and enthalpy of melting and
crystallization- Amendment 1

TC67

ISO/DIS 13628-7.2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ies- Design and operation of subsea
production systemsPart 7: Completion/workover riser systems

ISO/DIS 19901-7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ies- Specific requirements for offshore
structures- Part 7:
Stationkeeping systems for floating offshore structures
and mobile offshore units

TC70

ISO/DIS 7967-1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sVocabulary of components and systems- Part 1:
Structure and external covers
(Revision of ISO 7967-1:1987)

ISO/DIS 7967-4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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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Vocabulary of components and systems- Part 4:
Pressure charging and air/exhaust gas ducting systems (Revision of ISO
7967-4:1998)

ISO/DIS 7967-6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sVocabulary of components and systems- Part 6:
Lubricating systems (Revision of ISO 7967-6:1992)

ISO/DIS 7967-7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sVocabulary of components and systems- Part 7:
Governing systems (Revision of ISO 7967-7:1998)

ISO/DIS 7967-8

Reciprocat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sVocabulary of components and systems- Part 8:
Starting systems(Revision of ISO 7967-8:1994)

TC72

ISO/DIS 366-4

Textile machinery and accessories- Reeds- Part 4:
Dimensions and designations of plastic-bound metal
reeds(Revision of ISO 366-4:1992)

ISO/DIS 366-5

Textile machinery and accessories- Reeds- Part 5:
Dimensions and designation of profil capsulas

ISO/DIS 9473-1

Textile machinery and accessories- Strip steel for dents of reeds- Part 1: Cold
rolled strip steel
(Revision of ISO 9473:1998)

ISO/DIS 9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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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ile machinery and accessories- Strip steel for dents of reeds- Part 2:

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Hardened strip steel
(Revision of ISO 9473:1988)

TC106

ISO/DIS 15854

TC108

ISO/DIS 14835-1

Dentistry- Casting and baseplate waxes

Mechanical vibration and shock- Cold provocation tests for the assessment of
peripheral vascular function- Part 1: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finger
skin temperature

ISO/DIS 14835-2

Mechanical vibration and shock- Cold provocation tests for the assessment of
peripheral vascular function- Part 2: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finger
systolic blood pressure

TC121

ISO/DIS 8185

Respiratory tract humidifiers for medical useParticular requirements for respiratory humidification systems (Revision of ISO
8185:1997, ISO 8185:1997/
Cor 1: 2001)

ISO/DIS 8836

Suction catheters for use in the respiratory tract
(Revision of ISO 8836:1997)

TC127

ISO/DIS 6393

Earth-moving machinery- Determination of sound power level noise
emissions- Stationary test conditions
(Revision of ISO 6393:1998)

ISO/DIS 6394

Earth-moving machinery- Determination of the emission sound pressure level
at the operator’s position- Stationary test conditions
(Revision of ISO 639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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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ISO/DIS 6395

규

격

명

칭

Earth-moving machinery- Determination of sound power level noise
emissions- Dynamic test conditions
(Revision of ISO 6395:1988, ISO 6395:1988/Amd 1:1996)

ISO/DIS 6396

Earth-moving machinery- Determination of emission
sound pressure level at operator’s position- Dynamic
test conditions (Revision of ISO 6396:1992)

TC131

ISO 16060: 2001/

Pneumatic fluid power-Connections- Ports and stud ends- Amendment 1

DAmd 1

TC146

ISO/DIS 17714

Meteorology- Air temperature measurements- Test methods for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thermometer shields/screens and defining important
characteristics

TC147

ISO/DIS 5667-6

Water quality- Sampling- Part 6: Guidance on sampling of rivers and streams
(Revision of ISO 5667-6:1990)

TC150

ISO/DIS 16428.2

Implants for surgery- Test solution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static and
dynamic corrosion and wear tests on implantable materials and medical
devices

TC156

ISO 26639-1: 2003

Cardiovascular implants- Endovascular devices- Part1:

/DAmd1

Endovascular prostheses- Amendment 1:Test methods

ISO/DIS 12732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Method for electrochemical potentiokinetic
reactivation measurement using the double loop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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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based on Cihal’s method)

TC159

ISO/DIS 20685

3D scanning methodologies for internationally compatible anthropometirc
databases

TC164

ISO/DIS 7438

Metallic materials- Bend test
(Revision of ISO 7438:1985)

TC172

ISO/DIS 17123-5.3

Optics and optical instruments-Field procedures for testing geodetic and
surveying instruments- Part 5:
Electronic tacheometers

TC184

ISO/DIS 14649-12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Physical device control- Data
model for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s- Part 12: Process data for
turning

ISO/DIS 14649-121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Physical device control- Data
model for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s- Part 121: Tools for turning

ISO/DIS 16100-3

Industrial automation systems and integration- Manufacturing software
capability profiling for interoperability- Part 3: Interface services, protocols and
capability templates

TC185

ISO/DIS 4126-3

Safety devices for protection against excessive pressure- Part 3: Safety valves
and bursting disc safety devices in combination
(Revision of ISO 6718:1991)

TC198

ISO/DIS 11737-1

Sterilization of medical devices- Microbiological methods-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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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Determination of a population of microorganism on products
(Revision of ISO 11737-1: 1995)

ISO/DIS 13408-6

Aseptic processing of health care products- Part 6:
Isolator systems

TC206

ISO/DIS 20502

Fine ceramics(advanced ceramics, advanced technical ceramics)Determination of adhesion of ceramic coating by scratch testing

TC219

ISO/DIS 24335

Laminate floor coverings- Determination of impact resistance

ISO/DIS 24336

Laminate floor coverings- Determination of thickness swelling after partial
immersion in water

ISO/DIS 24338

JTC1

ISO/IEC DIS 17341

Laminate floor coverings- Determination of abrasion resistance

Information technology- Data interchange on 120mm and 80mm optical disk
using+RW format- Capacity:
4,7 Gbytes and 1,46 Gbytes per side(Recording speed up to 4X) (Revision of
ISO/IEC PRF 17341)

ISO/IEC DIS 17344

Information technology- Data interchange on 120mm and 80mm optical disk
using+R format- Capacity: 4,7
Gbytes and 1,46 Gbytes per side(Recording speed up to 4X)

ISO/IEC DIS 17345

Information technology- Data interchange on 130mm rewritable and write
once read many ultra density optical(UDO) disk cartridges- Capacity: 30
Gbytes per cartridge- Firs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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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ISO/IEC DIS 17346

규

격

명

칭

Information technology- Data interchange on 90mm optical disk cartridgesCapacity: 1,3 Gbytes per cartridge

ISO/IEC DIS 21481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Near Field Communication Interface and Protocol-2
(NFCIP-2)

ISO/IEc DIS 23290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Private Integrated Services Network- Mapping functions for
the tunnelling of QSIG through H.323 networks
(Revision of ISO/IEC 23290 : 2002)

TC2

ISO/FDIS 10684

Fasteners- Hot dip galvanized coatings

TC5

ISO/FDIS 16132

Seal coats for cement for mortar linings

TC6

ISO/FDIS 302

Pulps- Determination of Kappa number
(Revision of ISO 302: 1981)

ISO/FDIS 11475

Paper and board- Determination of CIE whiteness, D65/10 degrees(outdoor
daylight)
(Revision of ISO 11475:1999)

TC8

ISO/FDIS 15749-4

Ships and marine technology- Drainage systems on ships and marine
structures- Part 4: Sanitary drainage, sewage disposal pipes

TC10

ISO/DIS 129-1

Technical drawings- Indication of dimensions and tolerances- Part 1: Gener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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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Revision of ISO 129:1985; ISO 406:1987)

TC20

ISO/FDIS 15859-1

Space systems- Fluid characteristics, sampling and test methods- Part 1:
Oxygen

ISO/FDIS 15859-10

Space systems- Fluid characteristics, sampling and test methods- Part 10:
Water

ISO/FDIS 15859-11

Space systems- Fluid characteristics, sampling and test methods- Part 11:
Ammonia

ISO/FDIS 15859-12

Space systems- Fluid characteristics, sampling and test methods- Part 12:
Carbon dioxide

ISO/FDIS 15859-13

Space systems- Fluid characteristics, sampling and test methods- Part 13:
Breathing air

ISO/FDIS 15859-2

Space systems- Fluid characteristics, sampling and test methods- Part 2:
Hydrogen

ISO/FDIS 15859-3

Space systems- Fluid characteristics, sampling and test methods- Part 3:
Nitrogen

ISO/FDIS 15859-4

Space systems- Fluid characteristics, sampling and test methods- Part 4:
Helium

ISO/FDIS 15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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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systems- Fluid characteristics, sampling and test methods- Part 5:

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Nitrogen tetroxide propellants

ISO/FDIS 15859-6

Space systems- Fluid characteristics, sampling and test methods- Part 6:
Monomethylhydrazine propellant

ISO/FDIS 15859-7

Space systems- Fluid characteristics, sampling and test methods- Part 7:
Hydrazine propellant

ISO/FDIS 15859-8

Space systems- Fluid characteristics, sampling and test methods- Part 8:
Kerosine propellant

ISO/FDIS 15859-9

Space systems- Fluid characteristics, sampling and test methods- Part 9:
Argon

ISO/FDIS 13216-2

Road vehicles- Anchorages in vehicles and attachments to anchorages for
child restraint systemsPart 2: Top tether anchorages and attachments

TC23

ISO/FDIS 11783-6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Serial control and
communications data network- Part 6: Virtual terminal

TC28

ISO/FDIS 13737

Petroleum products and lubricants- Determination of low-temperature cone
penetration of lubricating greases

TC29

ISO/FDIS 1832

Indexable inserts for cutting tools- Designation(Revision of ISO 1832:1991,
ISO 1832:1999/Amd 1:1999; ISO 1832:1991/DAmd 2)

ISO/FDIS 16462

ICubic boron nitride inserts, tipped or solid- Dimensions,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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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TC34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ISO/FDIS 16463

Polycristalline diamond inserts, tipped- Dimensions, types

ISO/FDIS 1735

Cheese and processed cheese products- Determination of fat contentGravimetric method (Reference method)
(Revision of ISO 1735:1987)

ISO/FDIS 4120

Sensory analysis- Methodology- Triangle test

ISO/FDIS 5537

Dried milk- 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 (Reference method)

ISO/FDIS 7932

Microbiology of food and animal feeding stuffs- Horizontal method for the
enumeration of presumptive Bacillus cereus- Colony-count technique at 20
degree C (Revision of ISO 7932:1993, ISO 7932:1993/Cor 1:1997; ISO
7932:1993/DAmd 1)

ISO/FDIS 10399

Sensory analysis- Methodology- Duo-trio test
(Revision of ISO 10399:1991)

ISO/FDIS 16820

Sensory analysis- Methodology- Sequential analysis

ISO/FDIS 18593

Microbiology of food and animal feeding stuffs- Horizontal methods for
sampling techniques from surface using contact plates and swabs

TC35

ISO/FDIS 19840.2

Paints and varnishes- Corrosion protection of steel structures by protective
paint systems- Measurement of, and acceptance criteria for, the thickness of
dry film on rough surfaces

TC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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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nematography- image area produced by 65mm/5 perforation motion-picture

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camera aperture and maximum projectable image area on 70mm/5
perforation motion-picture prints- Positions and dimensions (Revision of ISO
2467:1980)

ISO/FDIS 12611

Cinematography- Audio head tones for use in international exchange of 35mm
analogue magnetic film masters- Specifications and location (Revision of ISO
12611:1997)

TC43

ISO/FDIS 140-14

Acoustics- Measurement of sound insulation in buildings and of building
elements- Part 14: Guidelines for special situation in the field

ISO/FDIS 10052

Acoustics- Field measurements of airborne and impact sound insulation and of
service equipment sound- Survey method

TC44

ISO/FDIS 14174

ISO/FDIS 18278-1

Welding consumables- Fluxes for submerged arc welding- Classification

Resistance welding- Weldability- Part 1: Assessment of weldability for
resistance spot, seam and projection welding of metallic materials

ISO/FDIS 18278-2

Resistance welding- Weldability- Part 2: Alternative procedures for the
assessment of sheet steels for spot welding

TC48

ISO/FDIS 4797

Laboratory glassware- Boiling flasks with conical ground joints
(Revision of ISO 4797:1981)

TC54

ISO/FDIS 4724

Oil of cedarwood, Virginian type (Juniperus virginiana L.)
(Revision of ISO 472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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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ISO/FDIS 4733

Oil of cardamom [Elettaria cardamomum (L.) Maton]
(Revision of ISO 4733:1981)

ISO/FDIS 21389

TC61

ISO/FDIS 844

Oil of gum turpentine, Chinese type(mainly form Pinus massoniana Lamb.)

Rigid cellular plastics- Determination of compression properties
(Revision of ISO 844:2001)

ISO/FDIS 1209-1

Rigid cellular plastics- Determination of the flexural propertiesPart 1: Basic bending test (Revision of ISO 1209-1:1990)

ISO/FDIS 1209-2

Rigid cellular plastics- Determination of the flexural propertiesPart 2: Determination of flexural strength and apparent flexural modulus of
elasticity (Revision of ISO 1209-2:1990)

ISO/FDIS 1995/FDAmd1

Plastics- Ethylene/vinyl acetate(E/VSC) moulding and extrusion materialsPart 2: Preparation of test specimens and determination of propertiesAmendment 1

ISO/FDIS 8256

Plastics- Determination of tensile-impact strength
(Revision of ISO 8256:1990, ISO 8256:19990/Cor 1:1991)

ISO/FDIS 16012

Plastics- Determination of linear dimensions of test specimens

ISO/PRF 17212

Structural adhesives- Guidelines for the surface preparation of metals and
plastics prior to adhesive bonding
(Revision of ISO 13895:1996, ISO 4588: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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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ISO/FDIS 17836

규

격

명

칭

Thermal spraying- Determination of the deposition efficiency for thermal
spraying

TC111

ISO/FDIS 2415

Forged shackles for general lifting purposes- Dee shackles and bow shackles
(Revision of ISO 2415:1987)

TC115

ISO/FDIS 16798

Links of Grade 8 for use with slings

ISO/FDIS 13710

Petroleum, petrochemical and natural gas industries- Reciprocating positive
displacement pumps

TC121

ISO/FDIS 10651-2

Lung ventilators for medical use- Particular requirements for basic safely and
essential performance- Part 2: Home care ventilators for ventilator-dependent
patients (Revision of ISO 10651-2:1996)

ISO/FDIS 10651-6

Lung ventilators for medical use- Particular requirements for basic safely and
essential performance- Part 6: Home-care ventilatory support devices
(Revision of ISO 10651-2:1996)

TC122

ISO/FDIS 21898

Packaging- Flexible intermediate bulk containers(FIBCs) for non-dangerous
goods

TC131

ISO/FDIS 16656

Hydraulic fluid power- Single rod short-stroke cylinders with bores from 32mm
to 100mm for use at 10 MPa(100bar)- Mounting dimensions

ISO/FDIS 16874

Hydraulic fluid power- Identification of manifold assemblies and their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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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TC67

ISO/FDIS 10417

규

격

명

칭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ustries- Subsurface safety valve systemsDesign, installation, operation and redress
(Revision of ISO 10417:1993)

TC71

ISO/FDIS 1920-1

Testing of concrete- Part 1: Sampling of fresh concrete
(Revision of ISO 2736-1:1986)

TC85

ISO/FDIS 6962

Nuclear energy- Standard method for testing the long-term alpha irradiation
stability of matrices for solidification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vision of
ISO 6962:1982)

ISO/FDIS 10981

Nuclear fuel technology- Determination of uranium in reprocessing-plant
dissolver solution- Liquid chromatography method (Revision of ISO
10981:1993)

ISO/FDIS 22188

Monitoring for inadvertent movement and illicit trafficking of radioactive
material

TC106

ISO/FDIS 6360-4

Dentistry- Number coding system for rotary instruments- Part 4:
Specific characteristics of diamond instruments

ISO/FDIS 6360-6

Dentistry- Number coding system for rotary instruments- Part 4:
Specific characteristics of abrasive instruments

ISO/FDIS 21530

Dentistry- Materials used for dental equipment surfaces- Determination of
resistance to chemical disinfectants

TC107

132

ISO/FDIS 1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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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echanically deposited coatings of zinc- Specification and test methods

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SIO/FDIS 17082

Pneumatic fluid power- Valves- Data to be included in supplier literature

ISO/FDIS 21287

Pneumatic fluid power- Cylinders- Compact cylinders, 1000kPa(10bar) series,
bores form 20mm to 100mm

TC138

ISO/FDIS 8796

Polyethylene PE32 and PE40 pipes for irrigation laterals-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stress cracking induced by insert-type fittings- Test method and
requirements
(Revision of ISO 8796:1989)

ISO/FDIS 9393-1

Thermoplastics valve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Pressure test methods and
requirements- Part 1: General
(Revision of ISO 9393-1:1994)

ISO/FDIS 14531-2

Plastics pipes and fittings- Crosslinked polyethylene(PE-X) pipe systems for
the conveyance of gaseous fuels- Metric series- Specifications- Part 2: Fittings
for heat-fusion jointing

TC146

ISO/FDIS 16000-2

TC147

ISO/FDIS 6878

Indoor air- Part 2: Sampling strategy for formaldehyde

Water quality- Determination of phosphorus- Ammonium molybdate
spectrometric method (Revision of ISO 6878:1998)

TC150

ISO/FDIS 16429

Implants for surgery- Measurements of open-circuit potential to assess
corrosion behaviour of metallic implantable materials and medical devices
over extended time periods

TC153

ISO/FDIS 10434

Bolted bonnet steel gate valves for the petroleum, petrochemical and al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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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industries (Revision of ISO 10434:1998)

TC156

ISO/FDIS 21207

Corrosion test in artificial atmospheres- Accelerated corrosion test involving
alternate exposure to corrosion-promoting gases, neutral salt-spray and drying

TC163

ISO/FDIS 13791

Thermal performance of buildings- Calculation of internal temperatures of a
room in summer without mechanical coolingGeneral criteria and validation procedures

TC165

ISO/FDIS 22157-1

Bamboo- Determination of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Part1: Requirements

TC182

ISO/FDIS 14688-2.2

Geotechnical investigation and testing-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soilPart 2: Principles for a classification

TC190

ISO/FDIS 11275

Soil quality- Determination of un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and waterretention characteristic- Wind’s evaporation method

ISO/FDIS 15175

Soil quality- Characterization of soil related to ground water protection

ISO/FDIS 16772

Soil quality- Determination of mercury in aqua regia soil extracts with coldvapour atomic fluorescence spectrometry

TC209

ISO/FDIS 14644-7

Cleanrooms and associated controlled environments- Part 7: Separative
devices (clean air hoods, gloveboxes, isolators and mini-environments)

TC212

134

ISO/FDIS 1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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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laboratory medicine-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Validation of

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user quality control procedures by the manufacturer
TC213

ISO/FDIS 1101.2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GPS)- Geometrical tolerancingTolerances of form, orientation, location and run-out
(Revision of ISO 1101:1983)

TC215

ISO/FDIS 17120

CASCO

ISO/IEC FDIS 17011

Health informatics- Country identifier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General requirements for accreditation bodies
accrediting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Revision of ISO/IEC Guide 58:1993, ISO/IEC Guide 61:1996,
ISO/IEC TR 17010:1998)

JTC1

ISO/IEC FDIS 7811-7

Identification cards- Recording technique- Part 7: Magnetic stripeHigh coercivity, high density

ISO/IEC 7816-2:

Information technology- Identification cards- Integrated circuit(s) cards with

1999/FDAmd1

contacts- Part 2: Dimensions and location of the contacts- Amendment 1:
Assignment of contacts C4 and C8

ISO/IEC FDIS 7816-8

Information technology- Identification cards- Integrated circuit cards with
contacts- Part 8: Commands for security operations
(Revision of ISO/IEC 7816-8:1999)

ISO/IEC FDIS 7816-9

Information technology- Identification cards- Integrated circuit cards with
contacts- Part 9: Commands for card management
(Revision of ISO/IEC 7816-9:2000)

ISO/IEC FDIS 11581-5

Information technology- User system interfaces and symbols- Icon symb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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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and functions- Part 5: Tool icons
ISO/IEC 12207:1995
/FDAmd2

ISO/IEC 13818-1:
2000/FDAmd3

ISO/IEC FDIS 14496-18

Information technology-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Amendment 2

Information technology- Generic coding of moving pictures and associated
audio information: Systems- Part 1: -Amendment 3

Information technology- Coding of audio-visual objectsPart 18: Font compression and streaming

ISO/IEC FDIS 14496-19

Information technology- Coding of audio-visual objectsPart 19: Synthesized texture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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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EC 국제규격(안)
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3C

IEC 60417-5957

For indoor use only

3C

IEC 60417-5927

Fast shutter speed mode; sports mode

10

IEC 60376, Ed. 2

Specification of technical grade SF6 for use in electrical equipment

17A

IEC 62271-301, TR, Ed. 1

High-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 Part 301: Dimensional
standardization of terminals

IEC 62271-108, Ed. 1

High-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 Part 108: High voltage alternating
current disconnecting circuit-breakers for rated voltages of 72,5 kV and above

34C

IEC 60929 Ed.3 A.C.

supplied electronic ballasts for tubular fluorescent lamps - Performance
requirements

IEC 60927 Am.2 Ed. 2

Auxiliaries for lamps - Starting devices (other than glow starters) Performance requirements

44

IEC 61496-2

Safety of machinery - Electro-sensitive protective equipment - Part 2:
Particular requirements for equipment using active opto-electronic protective
devices (AOPDs)

47

IEC 62047-1, Ed.1

47D

IEC 60191-2/f54/Ed. 1

Microelectromechanical devices - Part 1: Terms and definitions

Large Power Package with 39 Pins(If approved to be published as Outline
175E)

47E

IEC 60747-16-4, Ed.1

Discrete semiconductor devices - Part 16-4: Microwave integrated circu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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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Switches

IEC 60747-16-10, Ed.1

Semiconductor devices - Part 16-10: Technology Approval Schedule (TAS) for
monolithic microwave integrated circuits

55

Amendment 2 to IEC
60317-17, Ed. 2

61H

IEC 60335-2-86-A1
Ed.2.0

62B

Part 2-33 Ed.2

Specifications for particular types of winding wire - Part 17: Polyvinyl acetal
enamelled rectangular copper wire, class 105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86: Particular
requirements for electric fishing machines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safety of magnetic resonance equipment for
medical diagnosis

65C

IEC 60488-1

IEEE Standard Digital Interface for Programmable Instrumentation This
document supersedes 65C/319/FDIS.

48B

62197-1 Ed. 1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Quality assessment requirements - Part
1: Generic specification This CDV is circulated simultaneously with
48B/1441/NP

61076-1 Ed. 2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Product requirements - Part 1: Generic
specification This CDV is circulated simultaneously with 48B/1441/NP

61

IEC 60335-2-5-A1 Ed. 5.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5: Particular
requirements for dishwashers

77B

138

IEC 61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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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4-4 : Testing and measurement

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techniques - Electrical fast transient/burst immunity test - Basic EMC
Publication

78

IEC 61472 Ed.2

Live working - Minimum approach distances for AC systems in the voltage
range 72,5 kV to 800kV - A method of calculation

80

IEC 62252 Ed.1

Maritime navigation and radiocommunication equipment and systems - Radar
for craft not in compliance with IMO SOLAS Chapter V - Performance
requirements, methods of test and required test results

IEC 61108-4 Ed.1

Maritime navigation and radiocommunication equipment and systems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GNSS) - Part 4: Shipborne DGPS and
DGLONASS maritime radio beacon receiver equipment - Performance
requirements, methods of testing and required test results

86C

IEC 61280-2-10 Ed 1.0

Fibre optic communication subsystem test procedures - Part 2-10: Digital
systems - Time-resolved chirp and alpha-factor measurement of laser
transmitters

89

IEC 60695-4

Fire hazard testing - Part 4: Terminology concerning fire tests for
electrotechnical products

101

IEC 601340-4-5 Ed.1

Electrostatics - Part 4-5: Standard test methods for specific applications Methods for characterising the electrostatic protection of footwear and flooring
in combination with a person

2

PDF (french) (227 kB) IEC

Rotating electrical machines - Part 11: Thermal protection

60034-11 E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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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20

IEC 60332-1-1 Ed.1

규

격

명

칭

Tests on electric and optical fibre cables under fire conditions - Part 1-1: Test
for vertical flame propagation for a single insulated wire or cable - Apparatus

IEC 60332-1-2 Ed.1

Tests on electric and optical fibre cables under fire conditions - Part 1-2: Test
for vertical flame propagation for a single insulated wire or cable - Procedure
for 1 kW pre-mixed flame

IEC 60332-1-3 Ed.1

Tests on electric and optical fibre cables under fire conditions - Part 1-3: Test
for vertical flame propagation for a single insulated wire or cable - Procedure
for determination of flaming droplets/particles

IEC 60332-2-1 Ed.1

Tests on electric and optical fibre cables under fire conditions - Part 2-1: Test
for vertical flame propagation for a single small insulated wire or cable Apparatus

IEC 60332-2-2 Ed.1

Tests on electric and optical fibre cables under fire conditions - Part 2-2: Test
for vertical flame propagation for a single small insulated wire or cable Procedure for diffusion flame

23A

IEC 61386-24 Ed.1

Conduit systems for cable management - Part 24: Particular requirement for
conduit systems buried underground

26

IEC 60974-11 Ed.2

Arc welding equipment - Part 11: Electrode holders

27

IEC 60519-8 Ed. 2

Safety in electroheat installations - Part 8: Particular requirements for
electroslag remelting furnaces

27

IEC 60779 Ed. 2

Industrial electroheat equipment - Test methods for electroslag remelting
furn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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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31H

IEC 61241-18, Ed.1

규

격

명

칭

Electrical apparatus for use in the presence of combustible dust - Part 18:
Protection by encapsulation ‘mD’

34B

IEC 60061

Lamp caps and holders together with gauges for the control of
interchangeability and safety - Part 1: Lamp caps - Amendment 34

EC 60061

Lamp caps and holders together with gauges for the control of
interchangeability and safety - Part 2: Lampholders - Amendment 31

IEC 60061

Lamp caps and holders together with gauges for the control of
interchangeability and safety - Part 3: Gauges - Amendment 33

45B

IEC 62022 Ed. 1

Installed monitors for the control and detection of gamma radiations contained
in recyclable or non-recyclable materials transported by vehicles

46A

IEC61196-1-308

Coaxial communication cables - Part 1-308: Mechanical test methods - Test
for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for copper-clad metals

IEC 61196-1-310

Coaxial communication cables - Part 1- 310: Mechanical test methods - Test
for torsion characteristics of copper-clad metals

IEC 61196-1-316

Coaxial communication cables - Part 1- 316: Mechanical test methods -Test
for maximum pulling force of cable

48B

IEC 60512-25-5 Ed.1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Tests and measurements - Part 25-5:
Test 25e - Return loss

IEC 61076-7-001 Ed.1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Part 7-001: Cable outlet accesso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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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Blank detail specification

61

IEC 60335-2-2-A1 Ed 5.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2: Particular
requirements for vacuum cleaners and water-suction cleaning appliances

IEC 60335-2-21-A1
Ed 5.0

62C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21: Particular
requirements for storage water heaters

Amendment 1 to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2-11: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safety

IEC 60601-2-11 Ed.2

of gamma beam therapy equipment (Equipment for multi-source stereotactic
radiotherapy)

86B

IEC 61753-1 Ed 2.0

Fibre optic interconnecting devices and passive components - Part 1: General
and guidance for performance standard

100

IEC62298-2

Teleweb application - Part 2: Delivery methods National Committees are
requested to replace the cover page of document 100/811/CDV which
contained a wrong closing date (2006-09-24) by the attached.

IEC62298-3

CIS

142

Teleweb Application Part3: Superteletext Profile

Modification of CISPR 22

Emission limits and method of measurement from 1 GHz to 6 GHz

Modification of CISPR 22

Emission limits and method of measurement from 6 GHz to 18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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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BT
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6

코스타
리카

기타

5

코스타
리카

기타

93

캐나다

92

해당품목
브로콜리

통보문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2004-04-01

코스타리카 기술 규정-소비용
브로콜리. 수입산 및 구내산 브
로콜리와 꽃9inflorescence) 관련
품질, 안전, 포장, 라벨링 요건
을 규정하는 기술 규정

양배추

2004-04-01

코스타리카 기술 규정-소비용
브로콜리. 수입산 및 구내산 양
배추 관련 품질, 안전, 포장, 라
벨링 요건을 규정하는 기술 규
정

수송/
기계

배

2004-04-01

항공안전규정(안)이 SOLAS (국
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5장(항
해 안전)에 포함된 신규 요건을
실행토록 제정됨. 동 신규 요건
은 2002.7.1일 발효될 예정.

캐나다

섬유/
화학/
환경

화장품

2004-04-01

화장품 규정의 개정(안). 동 규
정의 목적은 화장품 사용 관련
으로 캐나다인들의 건강 및 안
전을 보호코자 함. 화장품 제조
업자들로 하여금 화장품의 라벨
이나 겉포장에 성분 표시를 하
도록 규정함

23

슬로베
니아

기타

도로공학소음

2004-04-02

도로 교통이 야기하는 소음 수
치 계산 및 소음 측정을 위한
기술적 근거를 규정

22

슬로베
니아

기타

도로공학roughness

2004-04-02

roughness의 정의, 측정, 평가
관련 기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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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21

슬로베
니아

기타

도로공학-기
후적, 수문학
적 조건

20

슬로베
니아

기타

도로공학-아
스팔트 포장

2004-04-02

기존의 아스팔트 포장 구조 강
화 규모, 범위 등 결정

19

슬로베
니아

기타

도로공학-아
스팔트 포장

2004-04-02

신규 아스팔트 포장의 구조적
설계 - 포장 규모, 범위 등 결
정

18

슬로베
니아

기타

도로 공학-

2004-04-02

도로 공학 관련 기술적 요건test fields 관련 요건

33

호주

전기/
전자

무선통신
장비

2004-04-02

VHF 주파수대역에서 작동하는
항공 무선 서비스 관련 무선전
화 송, 수신기 관련 기술적 요
건을 설립

32

호주

전기/
전자

극초단파 시
민 밴드(UHF
Citizens Band)

2004-04-02

극 초 단 파 시민 밴드 (UHF
Citizens Band) 무선 송신기 관
련 기술적 요건을 설립. 동 기
술 규정은 자발적 기준에 근거
함

31

호주

전기/
전자

무선장구
시스템

2004-04-02

무선통신(근거리무선통신장치)
기준 2004. 근거리의, 전파 간섭
이 최소화된(low Interference)
전위(電位) 무선통신 장구 관련
요건을 설립

34

호주

섬유/화학
환경

산업용
화학 물질

2004-04-02

산업용화학물질법 ( I n d u s t r i a l
Chemicals Act) 1989를 개정코자 함

144

기술표준 ● 2004·5월호

통보일
2004-04-02

시행일

주 요 내 용
도로 건설에서 기후적, 수문학
적 조건을 위한 결정 근거

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12

TPKM

전기/
전자

92

체코

섬유/
화학/
환경

화학물질

2004-04-13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해 자료
보관 및 통보 요건을 규정하는
환경부령(안)

91

체코

섬유/
화학/
환경

화학물질

2004-04-13

화학물질 및 화학조제품 관련
법 제356/2003 21조를 이행하는
법령(안). 라벨 사용(지정, 명
칭) 등 규정

90

체코

섬유/
화학/
환경

화학물질

2004-04-13

공정시험소관행(GLP) 원칙 관
련 환경부령(안). 인간, 동물,
환경 보호 개선을 목적으로 함

89

체코

섬유/
화학/
환경

화학물질

해당품목

통보일

HDTV, LCD TV, 2004-04-08
플라즈마 TV,
VCD 플레이어
등

2004-04-13

시행일

주 요 내 용

2005-0101

상품검사법(Commodity
Inspection Act) 관련 공고.
TPKM은 HDTV, LCD TV, 플라즈
마 TV, VCD 플레이어, DVD 플
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등 전자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규정코자 함.
2005.1.1일자로
.
이들 제품은 표
준, 계량, 검사국의 검사를 거쳐
야함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위험평
가 원칙 및 절차 관련 환경부령
(안). 위험확인, 복용과 효능간
상관관계 평가, 노출에 대한 평
가, 위험을 줄이기 위한 권고
등에 대한 용어 정의가 이루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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