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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로 개발한 나노 용사층의
평가기술, ISO 국제규격으로제안

□ 세계 최초로 제안된 본 규격안은 기술표준원과 선
문대학교가 공동으로 수행중인 산업기반기술개발
표준화연구사업을 통해 개발하였으며 이미 나노용
사 기술 및 평가기술에 대한 2편의 연구내용이 해

- 세라믹 나노 용사층의 기공율 측정 방법 -

외유명 저널에 게재된 바 있음. 특히 이 평가기술
이 규격화 될 경우 독일, 미국 등을 포함한 선진

□ 기술표준원은 기존 세라믹 용사(溶射)층의 내열성,

공업국에서도 적극 수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마모성, 내화학성을 수십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
는 신 기술개발과 더불어 세라믹 나노 용사층의

ㅇ 이 평가방법을 이용할 경우 세라믹 용사층의 수

기공율(氣孔率, porosity) 측정법을 세계 최초로 개

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공율을 작업현

발하여 ISO 국제규격으로 제안하였다.

장에서 신속·정확·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으므
로 전세계적으로 측정방법의 난립으로 인해 많은

* 용사(Thermal Spray)란 분말형태의 재료를 화염이
나 플라즈마 등의 고온열원을 이용하여 용액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사 산업계에 해결안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들어 분사하는 기술로서 발전소 터빈, 선박, 자동
차엔진 및 우주왕복선 등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되

□ 이번 제안으로 우리나라는 세라믹 나노분말 용사

는 부품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응용되는 기

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

술임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기술표준

- 특히 Al2O3, TiO 2, ZrO 2 등의 세라믹스 분말을

원은 관련 기술 업계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이용한 용사기술은 군수 및 산업용에 적용되고

나라 원천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있어 향후 국내 기간산업 분야에서 6가 크롬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체할 수 있는 유망분야임

프로그래밍언어국제표준화회의개최
□ 금번 ISO 국제규격안으로 제출한“나노분말 용사
층의 기공율 평가기술”
은 기술표준원이 미국, 독일,
일본 등 19개국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안하게 되었

□ 기술표준원은 프로그래밍 언어 국제 표준화회의인

으며 2005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표준화총회에서

"제17차 ISO/IEC JTC1/SC22 총회"를 9월 6일 부

ISO/TC 107 (금속 및 무기질 코팅)내에 정식작업

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제주시에서 개최하였다.

반(Working Group)을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SC22는 프로그래밍 언어, 언어와 프로그램 환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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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소프트웨어와의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국

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규격을 제정하는 정보기술분야(JTC1) 기술분과
위원회로서 지금까지 67종의 규격을 제정하였고 현

CRT(브라운관) 국제표준을한국이주도

재 7종의 규격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가 IEC TC 39(CRT) 간사국(국제간사) 수임-

□ 프로그래밍 언어 및 관련기술은 그 자체로서의 경
제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자상거래 및

□ 기술표준원은 전기전자분야의 국제표준을 담당하

서비스산업에 이르는 모든 산업의 근저에서 핵심

고 있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CRT(브라

사회간접 자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그 중요성

운관) 기술위원회(TC 39)의 국제간사국 및 국제간

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사를 한국이 수임(8.20 워싱턴회의)하게되었다.
＊우리나라가 IEC 기술위원회에서 4번째 간사국

□ 국내의 경우 리눅스와 같이 소스코드가 공개된 소
프트웨어 시장은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공부문에 있어서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률은 금

(국제간사)을 수임
＊국제간사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장성호교수(산
업시스템공학과)

년도 12%에서 2007년도에는 35%에 달할 전망이다.
□ 간사국(국제간사)은 해당분야 국제표준을 총괄관
□ 이번 SC22 총회에서는 최근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리 함으로써 국제기술동향의 신속한 파악은 물론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리눅스 표준화’가 최대의

향후 CRT산업변화의 능동적 대처로 국제표준의

관심사안으로, 리눅스 국제표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주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추진방법과 범위설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 이로써 우리나라는 CRT 전체생산 세계 1위국을
□ 리눅스의 국제표준화는 2002년 11월 JTC1 총회에서

기반으로 표준을 주도하게 됨으로써 CRT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리눅스 표준화를 추진하는 전

생산과 기술 양면에 있어 명실공히 CRT기술을 선

담기구로서 Linux Study Group(LSG)을설치하였으

도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높아짐

며, 2003년에는리눅스 표준화를 위한 사전조사 기구로

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술발전 및 수

서 Linux Rapporteur Group(LRG)을설치한 바 있다.

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국제회의 개최를 계기

ㅇ 한국,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CRT표준화

로 리눅스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 전반에 걸

경쟁에서도 한국이 우리기술 반영에 유리한 주도

쳐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하는 기반조성의 계기

권 장악 및 국제적인 디스플레이강국 이미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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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의 CRT산업(삼성SDI, LG필립스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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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원은 9월 7일(화) 동 강당에서 2004년도
제4차 신기술(NT:Korea New Technology), 우수품

오리온전기)은 2003년 19.1억불 수출로 세계시장 1

질 (EM:Excellent Machine, Mechanism &

위를 점유하며 최근 수년간 세계일등상품으로 기

Materials) 및 우수재활용(GR: Good Recycled) 인증

술을 선도함

서를 수여하였다.

□ CRT에 관한 국제표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 수여 대상은 삼성전자(주)의“Wave용 Sn-Cu-Ni-P
TC 39 (브라운관) 기술위원회에서관장

계 무연솔더 제조기술”등 35업체 40품목으로
NT(신기술인증) 16업체 16품목, EM(우수품질인

ㅇ동 위원회는 한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
11개국을 정회원국으로하며 금년 8월 19일부터 20

증) 12업체 14품목, GR(우수재활용) 7업체 10품목
등 35업체 40품목임

일까지 미국에서 개최한 IEC TC 39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장성호 교수가 국제간사로 정식 선임됨

□ 특히, 금번 인증품목 가운데 코베스트(주)의“재봉
기 및 자수기계의 밑실공급장치(2단보빈형)”
는세

□ 기술표준원은 신성장동력산업인 디스플레이 CRT

계최초로 기존 재봉기 구조의 변경없이 사용할 수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국제 기술경쟁력 향상 및 보

있도록 개발한 제품으로서, 기존제품 대비 밑실감

유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김량을 70% 배가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위하여 금년부터 국제표준화에 전략적인 대응을

시킴으로써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개하여 나가고 있다.

것으로 기대된다.

ㅇ 향후 기술표준원은 국내 학계 및 디스플레이업계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을 국제표준
으로 채택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4차 신기술(NT), 우수품질(EM),
우수재활용(GR) 인증서수여식
- NT 16품목, EM 14품목, GR 10품목 등
35업체 40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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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인증으로 NT(신기술인증)는 총 619건,
EM(우수품질인증)은 총 941건, GR(우수재활용인

화기구(ISO) TC201 의장인 요시하라 박사 등 7분
의 저명 인사가 발표하였다.

증) 총227건으로 집계됨
ㅇ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신산업 분야에 나노기술이
□ 또한, 인증제품의 실효성 조사결과 인증제품의 총

라는 첨단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향후 나노기술

매출 및 수출이 크게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시장이 1조달러로 예상되어 이 분야에 대한

- 총매출 : ‘
( 02)1조 90백억원 → (’03) 2조 43백억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

원 (27.5%증가)
- 수 출 : ‘0
( 2)1억 10백만불 → (’03) 1억 44백만

※ 나노기술 투자현황(‘03 기준) : 미국(8억달
러), 일본(400억엔), 중국(2.5억위엔) 등

불 (31% 증가)
□ 나노분석기술은 나노과학과 나노산업을 연결시키
□ 동 신기술(NT), 우수품질(EM), 우수재활용(GR)

는 매개체로서 산업응용에 필수적인 표준화 도입

및 우수품질(GR) 인증서 수여업체의 주요 개발내

이 선행되어야 함. 이에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

용은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www.ats.go.kr)

기구(ISO)에 기술분과위원회 신규 설립을 제안하

의 보도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여 우리나라가 국제의장과 간사를 수임하였고 이를
계기로 나노분석, 특히 원자현미경 분야에 대한 국
제활동을 주도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나노분석 및 원자현미경
기술 세미나’
개최

□ 이번 세미나에서는 나노분석 및 원자현미경 분야
의 산ㆍ학ㆍ연 관련전문가를 모시고 ‘주사터널현

- 최근 나노분석 기술의 산업응용과
국제표준화 동향을 중심으로 -

미경의 최근 기술개발 현황(서울대 국양 교수)’
‘나노분석의 현황과 전망(표준과학연구원 문대원
그룹장)’‘나노스케일 측정기술 및 산업화 응용

□ 기술표준원은 최근 여러 산업에서 폭넓게 응용되

(PSIA 박상일 사장)’
‘일본측정연구소에서의 원자

고 있는 나노분석기술의 표준화 및 원자현미경의

현미경을 이용한 나노단위 해상도를 갖는 원자현

역할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8월 23일 동 강당에서

미경 개발(일본측정연구소 구로사와 박사)’‘원자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나노분석기

현미경을 이용한 나노 응착/마찰 측정기술 및 표

술에 대한 현황, 국제표준화 동향 과 나노분석기술

준화(KIST, 윤의성 박사)’등 8개 기술분야에 대

이 여러 산업제품의 수출,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에

한 발표가 있었다.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기술 전망에 대해 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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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스

ㅇ 특히 동 세미나에서는 현재 나노분석 및 원자현미

재 진행중인 네트워크 보안, 암호 알고리즘, 정보

경 기술분야 국내외 최고권위자 및 실무책임자

보안경영, 정보보안보증기술등 17개 주요의제가 논

중심으로 구성하여 나노기술 분야 관련 전문가,

의되었으며

실무자 및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o 특히, 최근들어 국제표준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
□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나노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

되고 있는「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MS) 및「정보

을 실질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산·학·연과 긴

보안보증 평가기술」
과 시장활성화가 예상되는「무

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우리나라 원천기술의 신규

선보안인증기술」및「생체인식을이용한 보안기술」

국제규격 제안 및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나노기술

등이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다.

을 포함한 첨단 신산업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정보
보안기술분과위원회(JTC1/ SC27) 활동에 적극적

정보보안기술표준화 워크샵 개최
- 8월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

□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전산망 해킹 및 바이러스

으로 참여하면서
o 전자서명 알고리즘인「EC-KCDSA」, 타원곡선 암
호시스템에 기반한 알고리즘인「EC-KNR」등을
국제표준에 반영시키고

유포 등 인터넷 역기능으로부터 효율적인 대응방안
을 마련하기위한 정보보안기술워크샵이 개최되었다.

o 블록암호 알고리즘인「SEED」등 4 개 기술을 국제
표준에 반영시켜 나가고 있음

o 기술표준원은 국내·외에서 개발된 최근 정보보안
기술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기 위한「제10회

□ 기술표준원은 이번 워크샵을 통하여 관련업계의

정보보안기술 표준화 워크샵」
을 8월 18일 한국과학

국제표준 이해와 대응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우리

기술회관에서 개최하였다.

나라 정보보안기술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번 워크샵은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
정보보안기술의 흐름과 변화를 공동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 EC-KCDSA(Elliptic curves - Korean Certificatebased Digital Signature Algorithm)
※ EC-KNR(Elliptic curves - Korean Nyberg Ruppel
version)

o ISO국제표준으로 제정된 정보보안기술 소개와 현

2004·9 기술표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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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및 ISO 인증제도개선대책 추진

□ 기술표준원은 KS인증(제품인증)과 ISO인증(품질
경영·환경시스템인증)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심사기관과 기술지도기관을 분리하는

-인증심사원 윤리강령 선포식 및 KS
인증신문고 개설 등-

등 동 제도들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종합개선 대
책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KS인증신문고 현판식 (200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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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I T분야 국제
표준화활동 활성화방안
중앙대학교 교수 김 준 년
02)820-5298 jnk@cclab.ee.cau.ac.kr

● 서언
첨단정보의 소유여부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21세기의 정보화사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보
기술간 상호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무한경쟁이 벌어
지고 있으며, 최강자, 선택된 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시장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세계는 지구촌(Global
village)으로 축소되어 있어 시공의 제약은 이미 없어
진지 오래이며, WTO/TBT 협정을 통해 국가간 무역
장벽도 허물어져 버렸다. 따라서 이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술만이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국제표
준이라는 형태로 정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급변하는 국제표준화 활동속에서 우리
나라의 활동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위해 우선 정
보기술(IT)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제표준화 활동과
국내의 관련 표준화활동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근간으
로 하여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표준화활동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하고 있다. 첨단 정보분야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관
계로 JTC1은 G7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과 몇몇 중
진국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표준화 무대이기
도 하다.
JTC1에는 현재 17개의 Subcommittee(SC가) 설치되
어 다양한 정보기술분야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데 주
요 활동국을 보면 미국(7개의 SC담당), 일본(3개의
SC담당), 독일(2개의 SC담당), 캐나다, 영국, 프랑스
(각 1개의 SC담당)등이며, 여기에 최근 한국(1개의
SC담당)이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전체적으로 국
제표준화 활동을 보면 대부분의 활동이 선진국들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미국, 영
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국제적으로 표준화 활동의 핵심은 ISO 및 IEC의 기
술위원회 국제 간사수임에 있다. 물론 위원장도 중요
하지만, 그 보다는 기술위원회의 모든 표준화 활동을
주관하고 복잡한 문서처리, 회의 소집 등을 처리하는

● 국제표준화 활동 현황
JTC1은 ISO의 정보통신분야(TC97)와 IEC의 컴퓨터
관련분야(TC83, SC 47B)의 기술위원회를 통합하여
1987년에 발족시킨 합동기술위원회로서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분야의국제표준 제정을 담당

간사의 일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도 IEC의
SC47E(개별 반도체 소자)와 JTC1의 SC6(정보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의 국제간사를 맡고 있다. 또한
JTC1/SC의
6 국제위원장을 수임하였으며, SC산하WG의
의장인 Convene는
r JTC1/SC7/WG4, JTC1/SC6/WG1,
2004·9 표준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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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SC47E/WG의1 3개 실무위원회에서 수임하고 있

로부터 찬사를 듣고 있으며, 특히 ISO/CS와 ITTF의

다. 표준화 활동의 또 다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사무국은 한국을 다시 볼 정도로 만족해하고 있는 실

은 표준문서의 작성책임을 지는 프로젝트 에디터(PE)

정이다.

의 수임이다. 이는 선도적 기술력과 국제적 감각이 결

최근에는 영국의 전폭적인 협조하에 한국 주도로 기

합되어야만 가능한 힘든 일로서 내실있는 표준화 활

능 향상 수송 프로토콜(Enhanced Communication

동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JTC1내에서 프로젝트에

Transport Protocol;ECTP)의 여러 파트(ISO/IEC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PE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14476-2, 3, 4, 5, 6)가표준화 투표단계에 올라 있으며,

들어 이러한 활동이 활발해지고는 있기는 하나, ISO

또한 후속 고급 통신처리 기능으로서 중계 멀티캐스

및 IEC 전체 기술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우리나라의

트 제어 프로토콜(Relayed Multicast Control Protocol;

가입율은 40%, 회의 참가율은 10%에 그치고 있어 우

ISO/IEC 16512)과 그룹관리 프로토콜 (Group

리 나라의 경제수준이나 OECD국가의 위상으로 볼 때

Management Protocol; ISO/IEC 16513)이 신규 과제

그 격에 맞는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NP)로 올라있다. 지금까지 한국이 SC6의 간사와 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장을 수임한 이래 일본, 스위스, 한국, 영국 등지에서
SC6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곧 미국에서 차

● JTC1/SC6에서의 한국활동 소개
ISO/IEC JTC1/SC6는현재 JTC1 내에서도 가장 오래
된 SC중 하나이다. ISO/TC97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을 전신으로 하는 SC6는 16개국의 P멤버와 23
개국의 O멤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업 범위를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으로갖고 있
으며 개방형 시스템 상호연결(OSI)의 전분야에 걸쳐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
2001년 6월에 우리 나라는 미국의 ANSI의 뒤를 이어
SC6의 간사국을 수임하였고, 이어서 SC6의장과 주요
표준 프로젝트의 에디터를 수임하는 등 SC6내에서 주
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특히 IT분야에서 처
음으로 수임한 간사 역할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우려
반 격려반으로 지켜보았으나, 지금까지 매우 효율적
인 업무지원과 적극적 행정처리로 모든 참여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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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SC6와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ITU-T/SG1과
7 IEEE 802
LMSC, ECMA, Internet Society와의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이를 통해 SC6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한국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에는
그 동안 활동이 별로 없었던 중국이 SC6회의 개최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 참여를 표시해오고 있어 SC6의
표준화 활동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이러한 SC6내에서의 한국 역할의 증대는 국내 NB
인 기술표준원과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표준협회 그
리고 학계 및 연구소의 전문가들의 일사불란한 협력
체계와 정신적 참여의식에 의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 표준화 활동 활성화방안
앞의 예에서도 보인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표준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서는 표준화 추진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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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하는 일과 그 후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는 일, 마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업체는 우선 표준화의 주

지막으로 국가의 제 주체들이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체임을 인식하고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하며,

유지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기술의 국제표준화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

표준화 추진체계의 정비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다. 또한 각종 포럼에서 진행되는 De Facto 표준에도

중요한 과제로서 정부조직 및 법령체계정비, 정부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MPEG 표준 예에서도 잘 나

민간의 표준화 역할 분담 정의,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타나 있듯이 보유기술을 국제 표준화하면 이는 다시

인식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다행히

국내표준으로 도입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기업은 국

최근 국가표준기본법이 제정되어 표준화에 대한 기본

내시장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학

적 사항은 정리되었지만, 아직도 정부 부처 내에서는

계는 시간적으로 자유도가 다소 높으므로 지속적인

각급 국가표준 2만 여종이 일관성이 결여된 채 운영

표준화 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심분야에 맞는 표

되고 있으며 부처간 정보교류나 표준정비방안 등도

준화 분야를 계속 Follow-u하
p 여 기술을 이해하고 이

결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국제 표준기구의

를 연구 결과화하거나 업체에 이전하는 일들을 수행

대표기관 역할을 하는 정부기관과 산. 학. 연 전문가들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체간 이해가 상충할 때 이를 중

간의 정확한 역할도 다시 한번 정리해야할 것으로 보

재하고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인다. 바라건대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표준청을 신설

연구소는 기술적으로 앞서나가면서 표준을 선도하는

하여 중차대한 국가표준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

역할을 맡아야 하며, 기술력이 뒷받침된다면 각종 표

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준 인증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어느 정도 표준화 추진체계가 정립되면 범국가적인

다. 정부의 역할은 앞서 자세히 표준체계 정비와 추가

표준화 활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분

한다면 구매 규격 등을 통한 표준보급 등이 있을 수

야에서 각개전투식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있다.

표준화 영역에 대해 전략적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한
정된 인력, 물적 자원을 가지고는 이러한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이며 이럴 때 국가 표준 내에서의 활
동이 보직수임 등 가시적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표준화 활동이 어느 정도 제도에 오르게 되면 같은
분야의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는 산학 연관 간의 유기
적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하다. 왜냐하면 표준화 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개별적
인 주체의 발전보다는 종합적인 결과인 국익 우선에

● 맺음말
국제적으로 한 국가의 표준화 활동이 활발해지려면
우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산업기술력의
뒷받침이 없는 표준화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불
수 있으며, 따라서 산업체들의 적극적 표준화 활동을
정부가 강력히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계나 연
구소의 전문가들도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표준화 활동을 제 궤도
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표준

2004·9 표준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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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및 ISO 인증제도 개선대책 추진
-인증심사원 윤리강령 선포식 및 KS 인증신문고 개설 등기술표준정책과 사무관 김동호
02)509-7222 dhkim@ats.go.kr

□ 기술표준원은 KS인증(제품인증)과 ISO인증(품질

* ISO/IEC Guide 65(제품인증기관의 일반요건)

경영·환경시스템인증)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③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심사원 System과

지적이 있어, 심사기관과 기술지도기관을 분리하는

같은 선임심사원 제도를 도입하고 선임심사원을

등 동 제도들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종합개선 대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 함

책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심사원보에서 일정 자격을 취득후 심사원, 선임
심사원으로 승격하는 등급제로 운영

□ KS인증의 주요 개선 대책으로

④불량 KS제품 유통 근절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

①인증심사원의 심사과정상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 정기심사 주기를 단축하고, 인증심사기준의 필

심사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키로 하고 윤리강령 선

수보유설비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포식을 개최하는 한편, 인증과정의 고충을 처리토

경감하기로 하였음

록 KS인증신문고를 개설함
- 윤리강령선포식및KS인증신문고개설(’
04.8.25
(수) ,10:00/기술표준원)

⑤KS규격을 ISO(국제규격)등 선진규격에 부합화되
도록 품질 수준을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KS
인증제도선진화방안연구(
‘04.5˜11)를 통해 종합개
선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함

* 윤리강령은 ▲인증심사원이 기업의 품질경쟁력
과 경제발전에 앞장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업무 수행 ▲신속·정확한

①ISO인증기관협의회(34기관)를 통해 자율적 상호

업무처리로 새로운 봉사 풍토 조성 등의 내용으

감시(Peer review) 기구를 구성하는 등 자정노력을

로 구성

유도함

②인증심사와 컨설팅을 국제기준인 ISO/IEC Guide
65에 맞춰 분리하도록 산업표준화법령을개정키로함
- 업체와 밀착되어 발생하는 심사부조리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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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심사원과 컨설턴트에 대한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심사원의 교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를 개발키로 함
③외국계 인증기관의 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인정원

윤리강령 선서문

과 외국의 인정기관과 협력협정을 추진키로 함
④ISO컨설턴트 등록제를 도입하여 무자격자의 부실
인증을 방지키로 함

- 인증심사원은 기업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

⑤품질일류국가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비전(품질경영

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꾸준한 자기 발전과

Master Plan 및Road Map)을10월까지 마련키로 함

깨끗하고 유능한 심사원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한다.

첨부)1. 윤리강령 선포식 및 KS 인증신문고 현판식

-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 정기심사, 시판품조사, 시험

2. KS, ISO 인증 문제점 및 개선대책

검사 등의 업무에 임함에 있어 관계 법령이 정하는

3. KS, ISO 인증제도현황

규정과 심사원 양심에 따라 처리할 것을 다짐한다.
- 인증심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등의 명

첨부1)

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심사원 상호
간에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 인증심사원은 지위 또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타

윤리강령 선포식 및 KS 인증신문고현판식

심사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알선
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윤리강령 선포식

- 인증심사원은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ㅇ 일시 및 장소 : 8.25수
( ), 10:00/ 기술표준원중강당(1층)

투명성,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정확

ㅇ 참석(200명) : 기술표준원 직원, 심사기관 임직원

하게 처리한다.

및 심사원
ㅇ진행
- 국민의례 (기술표준정책과장)
- 원장 말씀

- 인증심사원은 심사와 관련된 피심사자에게 친절 공
정하게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새로운 봉사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 인증심사원은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으

- 윤리강령 선서(심사원 대표)

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하여 공인으로서의

- 폐 식(기술표준정책과장)

품위를 유지하고 심사시에는 심사원증을 휴대하고
제시한다.

□ KS인증신문고 현판식

ㅇ 일시 및 장소 : 8.25(수), 10:20/기술표준원 기술
표준정책과(4층)
ㅇ 참석(6명) : 기술표준원장, 표준협회장, 지정심사
기관장 등

- 인증심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엄수
하며 공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인증심사원은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대상업체에 기술지도, 자문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04. 8. 25
KS인증심사원 대표

2004·9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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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국 인정기관이 담당)

첨부2)

* 국내 인증기관(34개)은 한국인정원(KAB)이 지

KS 및 ISO인증 개선대책

정·관리
ㅇ 품질 경영혁신 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Ⅰ. 현황 및 문제점
□ KS 인증제도

ㅇ 1962년 정부허가제로 시작하여‘98. 7 민간인증제
(표준협회)로 전환 운영

인 지원정책 부재

Ⅱ. 그간의추진 실적
□ 인증제도 문제점에 따른 대책 수립

ㅇ KBS 보도(8.6-8.에
8) 따른 KS, ISO 인증개선대책 수립

- 934품목 5,885공장 10,026건 인증(‘04. 7)
ㅇ 국제적인 인증시스템 체제에 부합되지 않고 심사

□ 관계자 인사 조치

원 자질 저하
- 심사기관과 컨설팅기관의 구분이 불분명, 심사원
도덕적 해이
· 화학시험연구원등 5개 심사기관 163건 지도
실시(
‘03년)

ㅇ 화학시험연구원의 인증심사원의 개인적 기술지도
사실 확인에 따라 인사조치 요구
- 직위 해제(8. 9)
- KS 인증심사원 자격취소(8. 18)

ㅇ 기업경쟁력이 향상되도록 KS규격, 심사기준의 지
속적인 개정 필요

□ KS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기관 워크숍 개최

□ ISO 인증제도

ㅇ 일시 및 장소 : 2004. 8. 20˜21(2일간), 한국표준
협회 안성연수원

ㅇ 1997년부터 국내인증 시작(인증기관 : 국내 34개,

ㅇ 참석자 : 한국표준협회, 화학시험연구원 인증부서

외국 50여개)
- ISO 9000:11,127건, ISO 14000:1,721건인증(’
04. 4)
ㅇ 인증기관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인증 컨설팅 관

장 등 22명
ㅇ 회의결과 : 심사기관과 기술지도 기관의 분리 등
실천계획 토의

리 부재 등으로 인증 브로커(컨설턴트)에 의한 부
정행위와 부실인증 발생

Ⅲ. 주요 개선대책

ㅇ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계 인증기관(40여개)에 대
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외국 인증기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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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S 인증제도

< KS인증 개선방향 >

③ 기술발전 추세에 부응하는 규격 등 정비

◇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심사시스템과 인증심사원관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안전·권익 보호 강화
- KS규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소비자단체 참여 제도화

ㅇ 인증심사비용 부담 경감으로 중소기업 지원
- 제조설비 및 시험설비 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아웃
소싱 확대
‘
( 05.6월까지 인증심사기준 600여종 전면 정비)

① Global Standard에맞는 인증체계 도입

ㅇ KS규격을 국제규격에 부합화
- ISO(국제규격), JIS(일본) 등에 부합화를 원칙으

ㅇ 인증기관과 컨설팅기관을 원천적으로 분리하여
투명성 확보

로 하되 국내외 기술발전 추세에 맞춰 KS수준을 상
향 조정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보건, 환경등 강화

- 심사기관의 컨설팅업무를 제한(산업표준화법시
행규칙 개정)

④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ㅇ 인증심사원의 자질 향상
- 심사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심사원 모니터링제
도 도입
- 소양교육 확대실시(연1회 → 연4회)
ㅇ 서류 위주의 심사시스템을 현장실사 기술평가 체

ㅇ 불법, 불량 KS인증 제품의 제조 및 유통 방지
- KS인증업체 심사주기 단축: 현행 3˜5년 →
2년 이내
- 시판품조사 강화(부동액 등 계절 상품 위주)

제로 개선
ㅇ KS인증위원회를 실효성 있는 심의 체제로 개편
② 인증심사원의 자격관리 강화

- 산업분야별로 전문분과 회의 운영, 인증심사원
출석제 도입

ㅇ 인증심사원 자격제도 개편
- 선임심사원, 심사원, 심사원보 등 등급제로 운영
하고 심사원 자격부여 기준을 명확화(기술자중심
으로 구성)
- 자격 유효기간 설정 및 자격정지 규정 등 마련

ㅇ 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 지도점검시 인증업체
등을 방문 확인
·지도점검강화: 년 1회→ 년 2회
※ 시판품조사(대상선정,시료구입), 위원회 위원
에 소비자·시민단체 참여 확대

ㅇ 심사 비리 신고센터 설치: 기술표준원(기술표
준정책과)

⑤ 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추진

- 현 운영중인 인터넷
“불법·불량 KS제품신고센
터”를 확대 개편

ㅇ KITE(영국), NF(프랑스)마크 등 국제수준에 걸

2004·9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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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인증제도 구축

시, 메일 발송

- 합격·불합격평가제에서적합·부적합평가제실시
- 공장 시료채취에서 판매상품 시료채취 방법 병행

② 심사원의 윤리성·전문성 제고

- 컨설팅업체 등록제, 행정처분 강화 등 검토
※ 한국표준협회,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등 6개기
관 공동 연구 추진중(‘04.5-11)

ㅇ 심사원(컨설턴트 포함)에 대한 윤리규정 제정(한
국인정원)
- 전문직업인으로서 독립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2. ISO 인증제도
< ISO인증 개선방향 >
◇ 민간자율에 의한 ISO인증제도 운용 원칙 존중
- 시장의 자율적 자정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고 제도적
보완방안 마련

◇ 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 국민 품질의식 향상

확보하고 기업의 경영혁신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사명감 고취
ㅇ 심사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컨
텐츠 개발
- 국내외 심사원 연수기관(국내 : 표준협회, 중진
공 등4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미
흡한 부분을 보완(금년중 연구용역 실시)

계기로 활용
- 중소기업형 품질경영모델 개발·보급, 품질문화정착 등

① 민간자율의 자정 노력 유도 및 지원

③ ISO인증 관련 지원제도 정비
ㅇ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 한국인정원이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ㅇ 자율적 상호감시(Peer Review) 기구 구성 및 운
영 지원
- 한국인정원(KAB) 산하에, 인증기관 추천 심사
원으로 구성된 상호 감시 기구를 구성하고 사후
모니터링 실시
ㅇ 인증기관협의회(34개 국내인증기관)의자정 노력 유도
- 윤리 위원회 구성 및 자체 징벌체계 정립(부당
인증 유형 세분화)
ㅇ 부당인증 고발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감시 강화
- 인증 신청서에‘부당인증 고발센터’안내문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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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국(미국, 영국 등)과
인정심사 협력협정 체결 추진
ㅇ ISO 컨설턴트 등록제 도입 추진
- 인증심사원과 동일한 수준의 컨설턴트 자격요건
을 규정하고 등록을 의무화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뒷돈거래 방지
ㅇ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컨설팅 수행 근절
- 인증기관의 컨설팅기관 등록 금지 규정 신설
- 한국인정원의 인정절차 규칙에 컨설팅 금지요건
위반 유형과 유형별 벌칙 규정을 상세히 규정
ㅇ 우수 심사원 및 우수 인증기관 선정

- 한국인정원 사후심사, Peer Review, 고객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평가 등을 토대로 선정하여 포상
④ 중장기 품질경영 정책 수립

비 포함)
ㅇ ’04. 11월 : KS인증제도 종합개선 대책수립

첨부3)

KS 인증제도

ㅇ 품질경영 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
- 인증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기업의 품질경영 활
동을 적극 지원하여ISO인증제도본래의취지를달성
- 기업 요구분석을 토대로, 중소기업 품질경영 지
원사업 추진
ㅇ 품질문화 정착 및 품질의식 향상 프로그램 발굴

□개요

ㅇ KS인증제품이란?
- 제3자기관이 국가규격(KS)에 적합함을 인증한
제품으로 최고수준의 제품이 아니고 가장 경제적

- 국가 품질정보 서비스N/W 구축 추진

인 수준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사용하는데 적합한

- 산·학·연·관이참여하는품질경영포럼상설운영

최적의 상품임

- 학교 교육에 품질경영 학습과정을 반영하는 방
안 적극 검토
ㅇ 품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비젼 수립
- 품질경영 Master Plan 및 Road Map 작성
(10월말)

- 인증업체는 KS마크(㉿)를 표시하여 홍보를 할
수 있고 정부 조달 우선구매 등 혜택부여
ㅇ 근거법령: 산업표준화법(1962년 시행)
ㅇ 인증기관 : 한국표준협회('98. 7. 24 지정)
-지정심사기관 : 화학시험연구원 등 14개 기관
※ 인증심사원 : 총 634명(표준협회 117명, 지정심

Ⅳ. 향후조치 계획

사기관 341명 등)
< KS인증 현황;’
04. 7. 31 >

ㅇ ’04. 8.25(수) : KS, ISO 인증개선대책 기자 브리핑
- KS 인증심사원 윤리강령 선포식, KS 인증신문고
개소식 병행
ㅇ ’04. 9월: 인증업체방문(설문)조사로문제점 및 개선

KS 인증
품목수
934

공장수
5,885

건수
10,026

안 도출(인증제도선진화 방안연구의일환으로추진)
ㅇ ’04. 9월 : 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의 심사업무
규정 개정
- 기술지도 금지 규정 마련
ㅇ ’04. 10월 : 품질경영 기본계획 수립(ISO 제도정

□ 인증 절차

ㅇ 인증기관(표준협회)과 전문분야별로 지정된 지정
심사기관(업종별 단체 등)이 합동으로 공장심사
ㅇ 제품시험은공인시험기관(화학시험연구원등)에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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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흐름도>
신청인

인증기관

신청서작성 제출
인증서교부 등
결과 통보

< ISO인증 현황;’
04. 4 >
ISO 인증

지정심사기관 인정시험기관

공장 심사

제품 심사

계

ISO 9000

12,848

11,127

ISO 14000
1,721

인증위원회 심의

□ 인증 절차

<인증심사 흐름도>

첨부3)

ISO 인증제도
□개요

ㅇ ISO인증이란?
- 국제기준(ISO 규정)에 의거, 기업이 품질 경영체

매뉴얼 → 본심사 → 인증서
신청 →
평가
(현장심사)
발급
→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

* 사후관리는매 6개월마다, 갱신심사는매 3년마다 실시

제를 갖추고있는지를 제 3자(인증기관)로부터 자
율적으로 인증받는 제도

□ 인증 효과

ㅇ 근거법령: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ISO

ㅇ 기업의 모든 업무가 문서화되고 품질경영 및 품

9000),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

질보증 활동이 체계화됨으로써, 지속적인 품질향

률(ISO 14000)

상 기반 마련

ㅇ 인증기관 : 80여개
- 국내인증기관(34개), 해외인증기관(50여개)
※ 인증심사원 : 총 3,357명(ISO 9000: 2,738명,
ISO14000: 6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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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영품질에 대한 신뢰성 향상 및 국제 공신력 확
보로 기업 이미지 개선
ㅇ 구매자로부터의 중복된 공장평가 면제 및 시간·
경비 절약

표준

첨부3)

KS, ISO 인증제도 현황 비교표
구 분

KS 인증

ISO 인증

시행년도

1962

1997(국내기관인증)
1987(해외기관인증)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근거법령

산업표준화법

인증대상

제조업(제품 인증)

인증건수

934품목 5,885공장 10,236건
※ ’04. 7월말 기준

(ISO 9000)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
관한법률(ISO 14000)
제조 및 서비스업
(시스템 인증)
ISO 9000 : 11,127건
ISO 14000 : 1,721건
※‘04. 4월말 기준(국내인증기관의 인증건수)

인정기구

기술표준원

인증기관

한국표준협회 1기관
※ 화학시험연구원 등 14개
기관(지정심사기관)과 합동 심사 실시

인증심사원

우대제도

634명
정부 우선 구매, 형식승인·
안전인증 등 강제검사 면제
5년 정기심사

사후관리

인증비용

1년 제품심사
시판품 조사(수시)
약 150만원
※ 1품목당, 시험비용 별도

한국인정원
국내기관 : 34개
국내기관 : 34개
외국기관 : 40개
외국기관 : 40개
ISO 9000 : 2,738명
ISO 14000 : 619명
_

6개월 정기심사3년 재심사
6개월 정기심사
3년 재심사
3년 재심사

약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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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분야 국제표준화 추진계획
비즈니스표준과 공업연구관 선향
02)509-7275 hyang331@ats.go.kr

1.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특성 및 현황

1.2 산업의 범위

1.1 산업의 특성

o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PC통신, 인터넷 망), 디지털

o 디지털기술을 이용하여 문자, 소리, 화상, 영상 등

방송망, 디지털저장매체(디스켓, DVD, CD-ROM)

의 형태로 이루어진 정보내용을 부호화하거나 압

등을 통하여 활용되는 모든 디지털 정보를 디지털

축하여 제작, 유통 및 거래를 포함하는 일련의 산

컨텐츠산업의 범위로 본다.

업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기술과 방송, 출판, 음악,
오락문화등 문화산업분야를 지식집약화하는 신성
장 경제의 핵심 산업임.
o 문화·예술·산업에서 창의성에 기초한 아이디어
집약산업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과거보다 월등한 속도와 품질로 콘텐츠
정보를 이동·보급함으로서고속성장을 이루고 있음.
o 세계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는‘03년 약 1,000억 달
러로 추정되며, ’02년 국내 시장규모는 3조 7,000억
원으로‘01년 대비 38.5%의 고속 성장을 이루었다.
IT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국내시장은 디지털

o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기존 콘텐츠를 디지털화 하거

콘텐츠가 잘 유통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사회·문화

나, 새로운 디지털콘텐츠를 제작·유통시켜 부가가

적인 요인 등과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음.

치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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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콘텐츠의 종류 >
구

분

정
전문정보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텍스트 및 멀티미디어 형태의
전문정보(예 : 법률, 금융정보 등)

일반정보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텍스트 및 멀티미디어 형태의 일반생활이나 기
타정보(예 : 상품정보, 생활정보, 기타 등)

e-Book

- 책의 구조를 가진 Viewer가 탑재된 단말기 등을 통한 지식전달형
- 웹신문, 웹진, 웹사전, 웹만화 등 인터넷을 통하여 발간되는 콘텐츠디지털

웹출판

- PC기반 게임

PC게임

-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되는 게임

온라인게임

-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되는 게임

디지털
정보

디지털
출판

제작

디지털
게임

특수편집
영상물
디지털영화
/애니메이션

디지털
영상

사이버
캐릭터
전시영상
교육용 콘텐츠
e-Music

- 방송, 영화, 광고 등에 이용될 특수편집 영상 및 컴퓨터 그래픽 작품
- 2D/3D 등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영화 및 애니메이션
- 상품화를 목적으로 디지털화된 2·3차원의 형상모델(예 : 아담, 루시아 등)
전시영상
- 컴퓨터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이벤트, 홍보용 등으로 제작된 전시용 영상
- 영상, 음성, 그래픽, 텍스트 등으로 이루어진 멀티미디어 학습 콘텐츠
- 인터넷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악용 콘텐츠

웹 캐스팅

- 인터넷을 통한 방송 중계서비스

시뮬레이션

- 건축, 환경, 기계동작, 모의 전쟁 등을 컴퓨터그래픽으로 구현

원격진료

유

의

- 진료를 목적으로 디지털화된 화상 및 음성을 송수신

메일링 서비스

- 이메일을 이용한 맞춤형 정보제공

모바일 콘텐츠

-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서비스

통

서비스지원

- 유선인터넷, 무선통신(무선인터넷포함) 등
- 신디케이터, 디지털콘텐츠 유통매체 등
- 과금결제 솔루션, CDN, CMS,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콘텐츠비
즈니스 컨설팅, 인력양성 등

2004·9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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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외시장 현황

2) 디지털콘텐츠 기업현황

[ 콘텐츠제작시장 ]

o 세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매출액)는 '01

o '01년말 현재,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은 약 1,359개로

년 614억$에서 ’05년에는 1,655억$이 될 전망(연

제작업이 전체의 64%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

평균 28% 성장 전망)

스지원 및 유통업이 각각 17%와 18%의 비중을 차지

<세계 디지털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억달러)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2˜2005
CAGR

디지털애니메이션
290 320 360 402 448
게임
212.8 250.8 308.6 363.5 436.5
온라인 게임
22.1 33.4 48.6 70.5 106.3
PC게임
33.9 37.0 38.9 42.5 46.4
비디오게임 156.8 180.4 221.1 250.5 283.8
인터넷음악
20.7 32.1 39.4 42.8 57.5
인터넷영화
0.02 0.08 0.16 1.26 2.52
디지털출판
3.4
8.3 15.2 26.83 9.18
무선콘텐츠
24.0 42.5 75.0 154.2 317.0
교육콘텐츠
63.0 97.0 149.4 230.0 354.3
합계
613.9 750.8 947.8 1,220.61,654.9

11.5%
19.7%
48.1%
8.2%
16.0%
29.1%
235.0%
4.2%
90.6%
54.0%
28.0%

[ 콘텐츠 유통시장 ]
o 세계 디지털콘텐츠 온라인 유통시장(B2B, B2C)은
‘01년 18억$에서 연평균 35.2%씩 성장하여 ’05년
에는 60억$ 규모로 성장 전망
o 콘텐츠 유통은 웹기반의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바

구분
콘텐츠 제작업 서비스 지원업 콘텐츠유통업
기업수(개)
877
238
244
비중

64.5%

17.5%

총계
1,359

18.0%

100%

3) 분야별 국내시장현황

o 디지털콘텐츠 제작업체(총 877개)중 정보콘텐츠
(29.1%), 게임(24.1%), 영상(12.7%)순으로 출판
(3.6%)분야가 가장 낮음
구분 교유용

생활문화
데이터
게임 영상
출판
정보
베이스

기타

계

업체수 290

171

284

199

344

49

141

1478

비중(%) 19.6

11.6

19.2

13.5

23.3

3.3

9.5

100.0

1.5 세계수준과의 경쟁력 비교

o 초고속인터넷의 보급·확산,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

일 기반의 핸드폰, PDA, 디지털 위성방송등의 디

술개발, 장비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법·제도 정비

지털콘텐츠 유통채널로 급격히 확산 추세

등을 통해 추진하였으나 국내시장은 아직 성숙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

1.4 국내시장현황

o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기술 등 IT인프라를 기
1) 국내 시장규모
(단위 : 억$, %)
구 분
세 계
국 내
국내비중

22

’02

’
03

’
04

’
05

1,237
9
0.7

1,650
15
0.9

2,228
22
1.0

2,981
23
1.1

기술표준2004·9

’
06

’
02~˜06
CAGR
3,989
33.8
52
56.7
1.3
17.0

반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경
우 중국, 일본 등으로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대규모 자본과 첨단기술이 활용되는 3D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영상콘텐츠 등의 해외진출은
미미한 실정

기 능

제 품

o 온라인게임 분야는 세계 수준
(세계시장의 10.4%차지)

3D
애니메이션

o 드림웍스, 디즈니 같은 미디어그룹이
세계시장 석권

o 큐빅스의 520만불 수출로
경쟁가능성은 있음

인터넷
콘텐츠

o AOL,BOL과 같은 온·오프라인 합작
회사가 시장 석권

o 교육용, 기업정보 중심으로
세계시장 진출 시도중

o 다기능 3D엔진 보유
- In-House 제작도구 보유

o 3D실시간 랜더링 엔진 개발
- 대용량 서버운용기술 세계
최고(서버당 최대 3만명)

o 다양한 응용기술 프로그램 자체 개발

o 립 싱크(초기), 헤어터치기술
(초기) 외국제작툴에 의존

o HTML, XML 개발기술 보유

o HTML, XML 응용기술 보유
o 시스템 운용기술 우수

게임

o 소니,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등 3대
메이저社가 시장 독과점

o 해외 마케팅능력 초기단계
-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시장
진출급증

3D
애니메이션

o 디즈니, 드림웍스, PDI 등이 개발·배
급·시장 독과점

o 해외마케팅 능력 초기단계
(하청이 주류)

o 아이신디케이터와 같은
신디케이션社가 성장중

o 신디케이션 회사 형성중

게임

게임
기술력

3D
애니메이션
인터넷
콘텐츠

마케팅
능력

국내 수준

o 10여개 메이저 배급사가 세계
시장 점유(하바스, EA 등)

게임

제품력

글로벌 수준

인터넷
콘텐츠

2. 디지털 콘텐츠산업의표준화특성과대응전략

으로 채택되었으나, 관련 서비스를 위한 사업화가
국제적으로 활발하지 않음

2.1 표준화 특징

- 즉, 표준에 기반한 사업화와 업체 고유기술에 기
반한 사업화가 혼재되어 시장에 혼란 가중

o 멀티미디어정보의 압축·복원 및 상거래 등 기반
기술은 국제표준이 주도
- ISO/IEC JTC1 SC29(멀티미디어부호화)에서시장

o 반면 콘텐츠서비스 방식 및 홈 엔터테인먼트 응용
기술등은 표준화포럼등의 사실상표준이 시장을 주
도할 전망

보다 2~3년 앞서 국제표준 제정(Technology
Push)

2.2 표준화 대응전략

- 국내전문가의 국제표준 활동이 활발하여 전체
10~15%의 우리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
- 그러나 국내에서 제안된 많은 기술들이 국제표준

o 국내기술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경우, 기술개발
이전단계에서부터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

2004·9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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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성공적 사례는 제품개발 이전단계에
서부터 국제표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실상 표준 확보 주력
- 세계최고수준의 IT인프라를 활용, 우리기술을 중

- MPEG-4 분야에서도 국제표준화에 성공한 삼성

심으로 디지털콘텐츠유통서비스 분야의 표준기술

전자, 팬택&큐리텔, ETRI등이 2004년도부터 특허

개발을 선행하여, 글로벌표준화를 선도

료 수입 예정

- CD, DVD에서 네트워크기반 통합서비스로 시장변
화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한 글로

o 향후 컨텐츠 유통·서비스 통합 플랫폼에 대한 사

벌표준 확보가 관건

2.3 해외 정책현황
국가

주 요 정 책 동 향
o 정부는 초고속통신망 구축, 정보화 확산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의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미국

민간의 자율적인 역할을 중시
o DC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간, 오프라인 기업과 온라인 기업간의 M&A가 활발하도록 규제 완
화 (Time warner & AOL의 합병 등)
o 2001. 8월“e-Japan 프로젝트”후속조치로“21세기 정보통신 기술 계획”수립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

일본

- 국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형성하고, 멀티유즈에 대응한 콘텐츠 유통환경을 정비(
‘99년 1.5
조엔→ 2005년까지 3조엔 시장 달성)
- DCAJ(Digital Content Association of Japan)를중심으로 기술 개발형 및 인력양성형 콘텐츠 제
작지원사업을 추진
o 2000년 2월 디지털콘텐츠 분야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천 계획(UK Digital

영국

ContentAction Plan for Growth)을 발표
- 산업활성화(Promotion), 정부지식자산활용, 자금지원, 기술개발, 대미수출지원, 시장정보제공
등에 중점

캐나다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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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96년부터 CDC(Canada's Digital Collection)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캐나다 전역의 가치 있는 콘
텐츠의 디지털화 추진
o 2002. 8월 DCIPO(Digital Content Industry Promotion Office)를설립하여 범부처적인 DC산업 육
성정책을 추진중

3 국내·외표준화 현황
3.1 표준화 대상분야
구 분

주요특징

활용분야

MPEG-1

- 오디오 및 비디오 압축·복원 기술

- MP3, 비디오CD

MPEG-2

- HDTV 방송용 압축기술

- DVD , 디지털TV

MPEG-4

- IMT-2000등 휴대폰 동영상 압축기술

- 동영상 휴대폰

MPEG-7

- 멀티미디어 정보 검색·표현 기술

- VOD(영화검색),데이터방송

MPEG-21

- 컨텐츠의 유통 및 전자상거래 지원

- 멀티미디어 컨텐트 전자상거래

분야는 2003년도부터 특허료징수가 시작되어

3.2 국제표준화 현황

2005년도까지 전체 3억$의 특허료 수입 예상
o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체기술의 15˜20%인 총60
건의 핵심기술을 국제표준에 채택시켜 미국, 일본

(MPEG-는
2 제품당 2.5$, MPEG-4는0.25$ 징수)
※ MPEG 응용제품의 특허료 비중은 제품가격

등과 대등한 수준

의 10˜15%를 차지

- MPEG-2 분야에서 3개의 특허기술로 2003년도까
지 5,200만$의 특허료 수입 기록

o 최근 ISO와 ITU가 MPEG내에 표준화 통합팀

- 5개의 우리특허기술이 등록되어 있는 MPEG-4

표준기구

제정분야

(JVT)을 구성하여 단일표준화 추진

제정규격수

국내대응여부

정지영상압축·복원

20

동영상압축·복원

64

컨텐츠전자거래시스템

3

ISO

문헌정보(TC46)

84

국내전문가 참여

ITU-T

멀티미디어시스템(SG16)

122

국내전문가 참여

ISO/IEC

- 매 회의시 50-60명 국내 전문가 참여
- 국제표준 적극 대응

2004·9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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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실상표준화 현황

야 국제표준화 작업을 최근 양기구가 연합하여 ISO
표준으로 통합하고 있는 추세임

o 그동안 ISO와 ITU가 각각 추진해오던 멀티미디어분

표준제정단체
ETF

제정분야

참여기업

인터넷주소체계(URN)표준화

국내전문가 참여

A/V방송콘텐츠표준화

57기업(국내4)

cIDF

콘텐츠식별표준화

80기업(일본중심)

IDF

콘텐츠식별(DOI)표준화

국내업계참여대응

W3C

저작권보호관리(DRM)표준화

국내업계참여대응

BCD Forum

콘텐츠 전송 및 캐쉬(CDN)표준화

국내업계참여대응

DCF

디지털콘텐츠포럼(콘텐츠산업화)

국내업계참여대응

TV-Anytime

3.4 국내표준화 현황

o 지금까지 MPEG 분야에 총 70개의 기술을 국제표
준에 채택시킨 우리 나라는 현재 MPEG-21을 주

□ 국제표준화 제안 및 반영 실적

축으로 총49개의 제안기술이 진행되고 있음

구 분

주요특징

활용분야

MPEG-1

0

-

MPEG-2

3

-

MPEG-4

39

13

MPEG-7

28

9

MPEG-21

0

27

70

49

계

o 멀티미디어 분야에 대하여 ISO국제표준에 기반한
한국산업규격과 ITU에 근거한 정보통신(TTA)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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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제정되고 있음

4. 디지털콘텐츠산업표준화 로드맵
<디지털콘텐츠 기술 전망>

※ 출처 : 정보통신기술전망(ETRI, 2002. 2)

4.2 기술표준화현황 및 발전전망

위해 INDECS (Interoperability of Data in E-Commerce
Systems) 프로젝트를 유럽이 주도하여 진행 중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이 DRM 표준
화를 추진중
o 음악 표준화 기구인 SDMI(Secure Digital Music

□ MPEG(Motion Picture Expert Group)
o MPEG-1
CD-ROM과 같은 디지털저장매체에서 VHS 테이

Initiative와
) e-Book 표준화 기구인 EBX(Electronic

프 수준의 동영상과 음향을 최대 1.5Mbps로 압

Book Exchange)와OEBPS(Open eBook Pub-

축·저장할 수 있는 규격(ISO/IEC 11172)으로 비

lication Structure)가DRM 표준을 정의중
□ 디지털콘텐츠의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메타
데이터 표준 프레임워크를 국제적으로 공동개발하기

디오 CD로 개발됨
o MPEG-2
디지털TV, HDTV, DVD 및 셋톱박스등에 활용되는

2004·9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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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압축·복원표준으로 고화질과 고음질을 구현

□ Digital Media Project 추진

할 수 있음. ’94년 ISO/IEC 13818로 제정되어 현재

o 국제표준제정만으로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활성화

DVD 등의 컴퓨터 멀티미디어 서비스, 직접위성방

시키는데 한계점에 부딪치면서 각국의 정책적·

송·유선방송·HDTV 등의 방송서비스, 영화나 광

기술적 장애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

고편집 등에 활용

한 국제적 컨소시엄 운영

o MPEG-4

□ DRM(Digital Right Management)

객체단위의 멀티미디어 영상 압축표준(ISO/IEC

o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무단복제 논쟁이

14496)으로 매초 64kb의 낮은 전송환경에서도 동영

가열되면서, 콘텐츠의 불법사용방지 및 저작권 보

상을 보낼 수 있으며, 인터넷 유선망과 이동통신망

호를 위한 DRM이 유망 콘텐츠 기술로 부상

등 무선망에서 멀티미디어 통신·화상회의 시스

o DRM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허가되지 않은 사

템·컴퓨터·방송·영화·교육·오락·원격감시 등

용자로부터 디지털콘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콘

의 분야에서 활용

텐츠 저작권자의 권리 및 이익 보호

o MPEG-7

o ’05년까지는 전세계 기업의 15% 이상이 인터넷 콘

MPEG-7 (ISO/IEC 15938)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텐츠 관리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가트너)

내용에 대한 표현방법을 규정, 오디오·영상기반

- 상업적인 미디어 사업자들의55% 이상이자사의 컨

컨텐츠 검색, 필터링, 브라우징을 위한 콘텐츠 서술

텐츠 보호를 위해 DRM 기술을사용할 것으로 전망

(description) 표준과 영상특징추출 (feature

* 2000년 미국 냅스터의 음악파일 무료 다운로드

extraction을
) 위한 콘텐츠 서술구조등을 규정
o MPEG-21

□ 워터마킹(Watermarking)

- 전자상거래환경에서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단말장

o 워터마크 기술은 디지털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치에서 생성, 전송, 인증등을 실행할 수 있는 멀티

목적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안에 저작권 정보를

미디어 프레임워크 표준(ISO/IEC 21000)을진행중.

삽입하는 기술

- 다양한 터미널환경에서 단일 비디오의 압축/표

o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 기술은용도

현을 위한 스케일러블 비디오 부호화 (SVC:

에 따라 크게 강성(robust), 연성(fragile), 핑거프린

Scalable Video Coding) 파트가2005년 1월완성예정

팅(fingerprinting), 스테가노그래피 ( s t e g a n -

- MPEG-21 파트별표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
분으로서 디지털 아이템에대한 지적 자산 관리 및
보호 (IPMP: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28

가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DRM 기술 부각.

ography) 등으로 분류
□ CDN(Content Delivery Network)
o 콘텐츠 거래의 유료화와 더불어 고품질 콘텐츠를

and Protection)는 2005년 9월에 국제표준으로 최

제공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전송품질(QoS)을 보장

종 완성될 예정

하는 네트워크 기술 필요

기술표준2004·9

o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콘텐츠 요청시 최적의 캐

o CDN은 디지털콘텐츠의 전송속도를 크게 개선시키

시서버로부터 사용자에게 해당 콘텐츠를 신속하게

고, 사용자에게 다양한 고품질의 콘텐츠를 활용할

전달해 주는 대용량 데이터 전송 서비스임

수 있게 하며 불필요한 네트워크의 증설을 막을 수
있게 하는 효과 발생

4.3 로드맵

□ 표준화 로드맵(’
04~0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디지털 콘텐츠 유통구조 표준
디지털콘텐츠 서술구조 표현
MPEG-21 기반
유통구조 표준

비디오 분야

디지털 콘텐츠 보안/인증 표준(DRM)
입체영상 부호화 기술표준(3DAV, JPEG)
QoS 지원 스케일러블
비디오 부호화(SVC)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용 차세대 교효율 영상 부호화 표준
무손실
부호화

오디오 분야

3차원 오디오 부호화
음원(MIDI)부호화
초저비트 음성 부호화
확장형 애니메이션
기술표준

Graphic 분야

Graphic API
표준화
경량 장면
표현 표준화

2004·9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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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화사업의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및 내용
최종목표

세계 주도 가능한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술 발굴 및 국제표준화 대응

세 부 목 표
o 비교우위를 가진 디지털콘텐츠분야 우리기술의 표준화 선행 추진(Market Pull방식)
- 우리 IT환경에 적합한 고유표준 선행 개발 후 국제표준화 추진
o 국제표준규격 제안 및 반영
- 국제표준화기구 제안 40건
- 국제표준반영 20건
o 국제표준화단체 의장단 수임
- 국제표준화기구 Adhoc group 의장단 2인 수임
- 국제표준화기구 표준 문서 에디터 3인 수임
o 국내표준추진
- 디지털콘텐츠서비스 국내표준기술개발 및 KS 제정 5종
- 국제표준도입 KS 표준 25종

사업내용

사업범위
o 국제표준화 절차 및 국내대응전략 수립
o 디지털콘텐츠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조성

디지털콘텐츠 표준화 인프라 구축

o 디지털콘텐츠표준화 전담조직 구성
o 표준기술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o 국제표준기술 확산·보급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o 표준화를 위한 콘텐츠유통서비스 요소기술 도출
o 디지털콘텐츠서비스 표준화 포럼 구성 운영
o 국내우위기술에 대한 선행표준개발 및 국제표준화
o 국제표준화 관련기관 및 전문가간 국제협력 강화

국제표준화 활동

o 국제표준안 제안활동
o 국내전문가 그룹 활성화 기반
o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o 표준기술 교육 및 홍보
o 국내 독자기술에 대한 KS제안 및 영문화

국내표준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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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표준 기술 교육 및 홍보
o 국제 표준의 KS 도입 제정

[별첨] 표준화 사업 추진체계 및 일정

인력 Pool 구성
- 현재 국제표준화 진행 분야와 활동이 미비한 분야를

1. 표준화추진전략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면밀히 분석하여 차별적 접근
·우리기술로 국제표준화가 가능한 기술분야를 선정

□ 국내 독자적인 원천기술 확보 후 국제표준화 추진
o 단기적으로 시스템·제품의 응용기술을 중점적으
로 국제 표준화 작업 추진,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제품에 대한 원천·기반 기술 확보 후 국제표준에
단계적으로 반영

한 후, 우리기술수준및 국제표준화체계 등을 고려
하여 각기 차별화된 연차별 목표 및 내용으로 추진
o 국외 전략적 접근
- 국제표준화 제안 관련분야의 국제적인 감각, 브랜
드 파워를 지닌 Consultan의
t 적극적 활용

□ 전략적 접근 방법

- 제안하는 국제표준안 해당분야의 원천·기반 기술을

o 국내 전략적 접근

보유한 기업, 연구소 및 기타 단체와의 전략적 제휴

- 전략적 국제표준화 제안이 가능한 관련분야 우수

2. 사업추진 체계(조직)

2004·9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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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 일정
표준화
분야

과제명
디지털콘텐츠 유통서비스 표준
MEPG21(RDD & REL)

비디오

디지털권한관리(DRM)
3D AV부호화표준화(VR)
스케일러블 비디오 표준화
차세대고효율영상부호화 표준
오디오 무손실 부호화

오디오

3차원오디오부호화
음원(MIDI)부호화
초저비트 음성부호화
확장성에니메이션표준

그래픽

그래픽API표준
경량장면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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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주요행사

2004년도 IEC 총회 및 기술위원회
개최 계획
기관: 기술표준원)

1.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국가간 물자외 용역의 흐름을 자유롭게 하기위
한 국제표준의 제정이 설립 목적

Commission)

- IEC 표준은 강제 인증분야 규격을 포함하여 교
o IEC는 ISO와 더불어 세계 양대 표준화기구의 하나
- 1906년 설립된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 제정기구
· 총 62개 회원국, 우리나라는‘63년 가입, (대표

역에 큰 영향
·최근에는 정보산업발전에 호응, 첨단분야 규격
제정 확대

※ 주요 IEC 표준 사례
- 강제 인증분야
정보기기의 안전 (IEC60950시리즈), 가전기기의 안전 (IEC60335시리즈) 등

- 첨단 분야
디지털 기기간 연결 (IEC 61883-1(IEEE1394)), DVD (IEC 16449) 등

2004·9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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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EC 조직

- 적합성평가위원회 : CB제도(전기안전 국제상호

- 총회 : 최고 의사 결정기구, 매년 1회

인정제도)등 운영

- 이사회 : 정책실무 결정, 한국 이사국(
‘00˜현재)

- 표준제정은 총 174개 TC/SC에서 분권적으로 활동

- 표준화관리이사회 : 규격제정 총괄, 한국 이사국

· 1국1투표제로 의장, 간사가 기술분야별 위

‘
( 98˜현재)

원회 운영
<IEC 조직도>

총회(IEC Council)

이사회
(Council Board)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중앙사무국
(Central Office)

표준화관리이사회

적합성평가위원회

(Standardization

(Conformity Assessment

Management Board)

Board)

기술자문위원회

기술위원회

(Technical

(Technical

Advisory Committees)

Committees)

-

IECEE: 전기기기
IECQ: 전자부품
IECEX: 위험환경장비
IEC-PV: 태양전지

- 91개 TC, 83개 SC

2. IEC 총회개최의 의의

기술위원회 참여를 동시에 강화
o 특히 IEC에 대한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기

o 표준전쟁시대에 각국은 표준에 자국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경주
- IEC 회장단 및 이사회 등 정책분야와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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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자국내 총회개최를 적극 추진
- 총회는 30여개 기술위원회 회의와 병행, 1,000여
명 국제전문가 참여

- 한번의 행사로 국제적 위상제고 도모에 효과적
· 이에 따라 선진국들이 총회개최 독점 (총 67
회중 개도국 7회)

자국산업계의 참여확대 및 영향력 강화에 활용
· 일본은‘65 동경, ’
99 쿄토, 중국은 ’90 및 ’02
북경에서 개최

- 특히 일본 및 중국은 IEC 총회를 두 차례 유치,

※ 2001년도 IEC 총회
(이태리 피렌체, 사진:IEC)

3. 일본 및 중국의 IEC 총회개최 개요
가. 일본

o 2회의 총회 모두 통상산업성 주관하에 관련업계의

※ SMB(표준화관리위원회)회의
‘
( 01 피렌체 총회, 사진:IEC)

본계 기업들이 주도
나. 중국

o 중국은 세계교역에 본격적으로 참여한‘90년 총회

적극적 참여

를 유치, 자국내 국제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특히 경단련은 산업시찰 등 부대행사 및 회원사

제고 기회로 활용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
o 이를 통해 총회 직후 IEC 회장진출(’
77˜’79, ’02
˜’04) 및 멀티미디어기술위원회(TC100)의 의장·
간사 수임 등 정책·기술 모두 성과
- 차세대 DVD 등 첨단가전분야의 국제표준은 일

o 특히 중국은‘02.10월 제66차 총회를 다시 개최,
‘ 세계의 공장’
으로 부상하는 모멘텀과 국제표준화
활동 위상 제고에 주력
- 정치지도자들중 이공계 출신이 많은 점을 활용,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IEC 회장단 면담, 우

2004·9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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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카나야기 IEC 회장과 장쩌민주석의
면담(
‘02.11.1, 베이징, 사진: IEC)
※ 중국 주요일간지의 IEC 총회 보도
‘
( 02.11.1, 사진: IEC)

이(吳儀) 부총리가 공식만찬 주재

o 규모: 62개 IEC 회원국 대표단, 국제기구 임원, 전문
가 등 총 1,000명 예상

4. 우리나라의IEC 총회개최 계획

o 주요 행사 내용
- 최고 의결조직인 총회(Council) 및 오픈 세션

가. 유치경위

- 이사회 등 4개 정책운영조직 회의
- 22개 기술위원회(TC/SC) 및 54개 작업반의 표준

- 2002. 8월 IEC의 중앙사무국이 2004년도 총회 우리
나라 유치를 타진
- 2002년 IEC 총회(’
02. 11. 1, 베이징)에서 우리나라
개최 확정

제정조직 회의
- 기타 관련 포럼 및 리셉션, 오찬·만찬, 산업시찰등
o 총회 개최시 기본 목표
-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활동에서 실질적 성과
의 계기로 활용

나. 기본계획

· IEC 임원 및 국제간사/의장 진출 등 정책결정
위상제고

o 일시 및 장소
- 일정:‘04. 10. 13(수) 10. 23(토) (11일간) (별첨2 참조)
˜
- 장소: 롯데호텔(소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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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기전자업계의 규격제안 등 표준화
이 니시에티브 강화

- 이를 위해 전기·전자 분야 산·학·연 전문가의
조직적인 참가 유도
· 특히 국내산업계의 현장 기술자 참가 노력

흥회, 전기협회 등) 총회 대표단 단장
· 역할 : 주요 행사의 기획 및 방향 수립 등 의
사 결정과 실무조직관리
- 집행위원회 : 기획, 행사, 기술위원회 준비 등 세

다. 추진계획

부계획 집행
o 경제단체 지원단의 역할

o IEC 총회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
- 조직위원회
· 위원장 : 기술표준원장
· 위원 : 표준협회 부회장

- 업계의 참여 분위기 조성 및 기업 전문가 참가
·기술위원회 및 공개세션에서 역할 담당
- 부대행사의 일부 담당
(예) 경제단체장 주최 만찬, 산업현장 견학 등

후원기관 간사(경제5단체, 전자산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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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표준화의 의의 및 중요성
o 표준화의 의의

방법 등에 대한 최적의 기준으로서, 이해관계자들

- 표준(standards은
) 제품과 서비스의 성능·절차·

의 공통 합의에 의해 도출된 산업과 기술의 인프라

※ 표준에 대한 Paradigm Shift
구

분

과거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 표준의 기본

국가표준

⇒

국제표준

· 표준의 역할

호환성 확보

⇒

기술장벽 제거

품질관리

⇒

기술혁신을 리드

인쇄물

⇒

On-line 공급

· 전달수단

o 표준화의 중요성

시장의 70%를 장악
- 무역상 기술장벽 타개

- 공공재로서의 표준
·안전관리기준, 환경보전 기준, 저울류등 공정한 상
거래를 위한 기준 등
- 기술혁신, IT산업의 발전과 함께 네트웍 경제의

의무화
· 양자·다자간 상호인정(MRA)에 의한 교역 증
대 및 무역자유화 기반

중요성이 극대화하여 규모의 경제 또는 세계시장

· EU는 ’93 유럽단일시장화로 CE마크 실시

선점을 위한 전략으로 표준화 추진

· APEC도 회원국 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화 합의

·상품 개발과 동시 또는 개발 전에 국제 표준 채
택에 노력
·표준을 장악한 소수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여 표
준주도 경쟁이 치열
※ 핀란드의 노키아는 GSM 방식 휴대전화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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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03.8부터 CCC 마크, 강제 품질안전인증
제도를 실시 예정

별첨 3

IEC 서울총회 주요 행사 일정
□ 주요 회의
구분

회 의 명

일 시

총회

총 회(Council)
이사회(Council Board)

‘04.10.22(금) 8:30-12:30
‘04.10.20(수) 8:30-17:00

170
30

정책
운영

표준화관리이사회
적합성평가이사회

‘04.10.18(월) 8:30-18:00
‘04.10.19(화) 8:00-17:00

40
140

회장단회의

04.10.17(일), 23(토) 9:00-17:00

10

표준
제정

22개 TC/SC(기술위원회)

‘04.10.13(수)10.22(금)
9:00-12:30, 14:00-17:30

800
800

대표단장포럼

‘04.10.21(목) 9:00-10:30

65

관련
회의

국가위원회 간사포럼

‘04.10.21(목) 9:00-10:30

60

TC/SC 간사포럼

‘04.10.19(화) 17:30-19:00

80

43개 WG(작업반)

참가자(명)

SB4(통신네트워크기반) 회의

04.10.20(수) 9:00-16:00

30

IEC 아태지역포럼
총 84 개 회의

‘04.10.21(목) 14:00-16:00
11일간

30
1,000여명

총계

□ 워크샵
행 사 명
EMC(전자기적합성) 워크샵
Open Session

일 시

참가자(명)

’04.10.18(월) 17:30-19:30
‘04.10.22(금) 14:00-16:30

150
200

일 시

참가자(명)

환영리셉션

’04.10.17(일) 17:00-19:00

800

표준화관리이사회 오찬

’04.10.18(월) 12:30-13:30

100-120

적합성평가이사회 오찬

’04.10.19(화) 12:30-13:30

100-120

이사회 오찬

’04.10.20(수) 12:30-13:30

22

총회 오찬

’04.10.22(금) 12:30-14:001

130

□ 주요 회의
행 사 명

의장/간사만찬
PASC(아태지역표준회의)리셉션
환송만찬

’04.10.20(수) 18:00-20:00

250

’04.10.16(목) 18:00-21:00

80

’04.10.22(금) 18:00-20: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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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위원회

별첨 4

우리나라의 IEC 관련활동

· IEC/SC47E(개별반도체소자)등 2개 TC/SC
간사국 수임

o IEC 표준의 도입

·IEC/TC/SC 전체의 64%이상에 P회원 가입 (총
174개중 112개)

- IEC 국제규격의 한국산업규격(KS)화 추진
· 총 IEC 표준 4,553종 중 1,185종 도입

·PDP 시험방법 관련(‘01) 등 6건 신규 국제규격
안 제안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강제기준인“전기용품

·’02년 IECEx(방폭전기기기국제인증제도), ’
03년

안전인증기준”
(’
03. 3, 693종)과IEC규격 일치화 완료

IEC/CISPR무선장애특별위원회)
(
회의 유치 등

o 우리나라의 IEC내 활동

- 적합성평가조직
·IECEE, IECQ, IECEx등IEC 적합성평가조직 3개

- 정책운영조직

모두 회원으로, 국내강제적합성제도에 IEC 적합
성평가제도 적극 도입

·IEC/CB(이사회), SMB(표준화관리이사회 ),

·국내인증기관의 IEC/CB 제도 등록 및 국제인증

IEC/ACEA(환경자문위원회), IEC/CDF(재무위

서가전제품 안전성(IEC60335-1)등 41종 428건

원회) 위원국 수임

('02년)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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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

2004 표준의 날 기념 마라톤 대회
(Home page→http://www.standardmarathon.com)
□목적
ㅇ 전 산업체에 종사하는 표준화 관련인들의 사기

회관→과천고→과천우체국→운동장
□ 시상규모 : 5km(1위~3위), 10km(1위~3위)

진작과 표준화의 범 국민적 확산을 위하여 전국

ㅇ 5km : 1위~3위 시상

민 마라톤 대회를 개최, 화합의 장 마련

ㅇ 10km : 1위~3위 시상
ㅇ 단체상: 단체는최소참가인원을5명이상으로구성함

□ 일시 및 장소 : ’04. 10. 10(일) 09:30, 정부과천청
사 대운동장
□ 대회종목 및 참가비

- 최다 참가상 : 단체별 최다인원 참가기관 1위
~5위 시상
- 단체 순위전 : 각 단체별 참가자 기록 합산 후
순위별 1위~10위 포상

ㅇ 5Km(15,0원)
00 :건강 달리기 분야:일반부(남자, 여자)
ㅇ 10Km(20,0원)
00 :단축마라톤 분야:일반부(남자, 여자)

※ 당일 현장에서는 1~3위 까지만 시상, 나머지
는 인터넷 공지 후 배송 표준

ㅇ 참가신청: 홈페이지 접속신청( h t t p : / / w w w .
standardmarathon.com)
□ 대회장 및 대회코스
ㅇ 대회장 : 정부과천청사 대운동장
ㅇ 대회코스 : 코스약도 별첨
- 5Km :청사 대운동장→교육원 삼거리→갈현 삼
거리→과천자원정화센터 입구→사기막골→과천
우체국→운동장
- 10Km :청사 대운동장→교육원 삼거리→기술표
준원(반환)→교육원 삼거리→갈현 삼거리→과천
자원정화센터 입구→사기막골→과천 노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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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매체(자기 및 카트리지)규격제정
정보시스템표준과 전기주사 노용수
02)509-7256 rwjjh@ats.go.kr

1. 기록매체개요

2. 규격제정취지

기록매체의 발달은 초창기 자기테이프부터 시작하

KS규격은 세계표준규격인 ISO와 IEC의 규격제정

여 현재는 최첨단을 달리는 DVD-RW에 이르기까지

취지에 맞춰 원안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렇게

많은 시간의 흐름속에 발전을 거듭해왔다.

함으로써 외국(특히 유럽지역)으로의 수출시 무역장

활용 또는 응용되는 부분도 처음엔 음향분야가 주류

벽을 해소하고 국가 간 무역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를 이루었으나, 영상분야로 발전하고 판독하는 방법도

있으며, 국제규격을 빨리 도입하여 선진국의 기술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화되면서 획기적 변화와 발

습득하여 수출에 기여코자함

전이 이루어졌고 특히 컴퓨터에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후로는 Hardware, Software 할것 없이 자료를 수록하
고 보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기록매체의 1세대를 사운드를 수록하는 자기
기록매체라 할 때, 현재는 소리와 영상을 동시에 광
기록매체에 수록하고 재생한 후, 다시 수록할 수 있는
제3세대쯤 와 있는 것이다.
다만, 이는 Hardwar의
e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3. 기록매체규격현황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조기에 이룩하기 위하여 동
규격을 1970년대 중반부터 KS규격화를 실시하였으며,
신규규격 도입도 꾸준히 하여 현재는 금번에 제정되
는 규격을 합하여 137종의 규격을 보유하고 있다.
2003년 10월 한일표준화 정례회의시 일본측 J T C 1 /
SC23국제간사인 T.Kimur씨
a 로부터 JTC1/SC11자기기
(
록매체)와 JTC1/SC23광기록매체)를
(
통합하여 운영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더욱 우리를 안타

하자는 제안을 우리측이 받아들여 2003년 11월 싱가포

깝게 하는 대목은 근간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르에서 열린 기록매체 회의에서 두 개의 TC가 통합

그 누구나도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USB포트의 생

되어 JTC1/SC2으
3 로 단일화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동

산이 국내에선 채산성 악화로 한군데에서도 생산치

TC에서 두 국가가 국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않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함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42

기술표준2004·9

주요 KS 제·개정 해설
4. 제정규격 22종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0518호, 제2004-0519호, 제2004-0510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 08. 30

기술표준원장
규격번호

규 격 명

KSXISOIEC10885

정보기술 - 정보 교환용 356 mm 광 디스크 카트리지 - 한번 쓰기

KSXISOIEC13403

정보기술 - CCS 방식을 이용한 한 번 쓰기, 여러번 읽기(WORM)형 정보 교환용
300mm 광디스크 카트리지

KSXISO6596-2

정보처리 - 2 주파수 기록 방식을 이용하여 한 면 7,958 ftprad, 1.9 tpmm (48tpi)
데이터 교환용 130mm (5.25in) 플렉시블디스크 카트리지 -제2부 : 트랙 형식

KSXISO8063-2

정보처리 - IMFM 기록방식을 이용한 252 ftpmm(6,400 ftpi)데이터교환용
6.30mm(0.25in자기테이프
)
카트리지-제2부:시작 멈춤 모드내의 데이터 교환용
트랙형식과 기록방식

KSXISO8630-3

정보처리 - 수정 주파수 변조 기록 방식을 이용한 각 면 80트랙 13,262 ftprad 데
이터 교환용 130 mm(5.25 in) 플렉시블디스크 카트리지 -제3부 : 80 트랙에 대
한 트랙 형식 B

KSXISOIEC11560

정보기술 - 광자기 효과를 이용한 한번 쓰기, 여러번 읽기 기능성 정보교화용
130mm 광디스크 카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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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XISOIEC13481

정보기술- 데이터교환용130mm 광디스크카트리지-용량: 카트리지당 1Gbyte

KSXISOIEC13842

정보 기술 - 정보 교환용 130mm 광 디스크 카트리지-용량 : 카트리지 당 2Gbyte

KSXISOIEC15895

정보기술 - 12.7 mm, 128 트랙 자기 테이프 카트리지의 데이터 상호 교환-DLT
3-XT형식

KSXISOIEC15896

정보기술 - 12.7 mm, 208 트랙자기 테이프 카트리지의 데이터 상호 교환 DLT 5형식

KSXISOIEC16382

정보기술 - 12.7 mm, 208 트랙자기 테이프 카트리지의 데이터 상호 교환 DLT 6형식

KSXISOIEC17913

정보기술 - 정보 교환용 12.7 mm, 128 트랙자기 테이프 카트리지 -병렬 서펜틱 형식

KSXISOIEC20162

정보기술 - 불변 효과를 사용한 WORM(한번쓰기 반복읽기) 방식의 300 mm
광디스크 카트리지의 데이터 상호 교환 - 용량: 카트리지 당 30 Gbyte

KSXISOIEC20563

정보기술 - 80 mm (한 면당 1.23 Gbyte)와 120 mm (한 면당 3.95 Gbyte) 기록
가능한 DVD 디스크 (DVD-R)

KSXISOIEC22092

정보기술 - 데이터 교환용 130 mm 광자기 디스크 카트리지 - 용량: 카트리지
당 9.1 Gbyte

KSXISOIEC18809

정보기술-8㎜ 너비의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 카트리지-나선 주사기록-MIC내
장 AIT-1 형식

KSXISOIEC18810

정보기술-8㎜ 너비의 정보교환용 자기테이프 카트리지-나선형 주사기록 - MIC
내장 AIT-2 형식

KSXISOIEC20061

정보 기술 - 12.65㎜ 너비의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 카세트 - 나선형 주사 기
- DTF-2 형식

KSXISOIEC20062

정보기술-8㎜ 너비의 자기테이프 카트리지-나선형 주사기록-VAX-1형

KSXISOIEC22050

정보기술-12.7㎜ 384트랙 자기테이프 카트리지의 데이터 상호교환-울트리움1형식

KSXISOIEC22051

정보기술-12.7㎜ 448트랙 자기테이프 카트리지의 데이터 상호교환 -SDLT1 형식

KSXISOIEC22091

정보기술 - 스트리밍 무손실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SL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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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자동차 기술 동향
자본재표준과 공업연구관 박재훈
02)509-7284 jaihun@ats.go.kr

1. 머리말

2. 기술개발동향

9월 10일 ITS Automobile Technology 세미나를코엑

자동차 선진국들의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스에서 개최하였다. 세미나의 주요주제는 지능형자동

의 경우 연방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와 기업, 학교가

차이며, 본 기사에서는 지능형자동차의 주요기술들을

공동으로 첨단교통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

소개하고자 한다.

행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Mobility 2000, 주정부로는
켈리포니아주의 PATH, 플로리다주의 TRAVTEK, 뉴

산업자원부에서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미래

욕시의 INFORM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상용

형자동차를 선정하였다. 미래형 자동차는 운전자의 안

시스템으로 Delco는 FOREWARN이라는 충돌방지 시

전과 편의성극대화를 위한 지능형자동차, 연비를 극대

스템을 개발하여 Cadilla의
c Seville와 Lexus의 LS 400

화 시키기위하여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전기에너지

모델에 적용되었다.

로 변환 저장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화석연료고갈을 대비하여 대체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일본은 1991년부터 3단계 15년에 걸쳐 ASV

있는 수소를 주연료로하여 환경문제가 없는 연료전지

(Advanced Safety Vehicle) 기술개발을수행하고 있으

자동차로 나누어질 있으며, 이들 중 지능형자동차는

며, ASV 기술을 활용하여 향후 10년내에 교통사고 사

자동차 보유량의 급격한 증가와 여성운전자 확대, 운

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전자의 노령화에 의한 운전자 계층이 다양해짐으로써

있다. 2000년 10월 건설성, 교통성 후원과

운전자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개선

AHSRA(Advanced cruise-assist Highway System

하기위해 운전자의 시각 및 지각의 한계를 보완해줄

Research Association) 주관으로“Smart Cruise 21

수 있는 시스템으로 21세기의 교통체계인 ITS의 발전

Demo 2000”
를 개최하였으며 전세계 지능형 안전차량

과 더불어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어지며 자동차의 주요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상용시스템으로 1998년 토요다

생산국들은 지능형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 PAS(Parking Aid System), 2000년 미쓰비시의
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2001년닛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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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LKSS(Lane Keeping Support System)등이있다.

· TPMS(Tire Pressure Measurement System) : 타
이어의 압력, 온도정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 제

유럽연합은 1980년 후년부터 PROMETHEUS

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MEMS

(Program for Europe Traffic with Highest Efficiency

기술을 활용한 TPMS센싱기술과 회전축의 정보

and Unprecedented Safety)에 5개국의 자동차 완성업

를 차량본체로 전송하기위한 RF통신, 공기압저

체가 참여하여 안전정보 시스템, 능동보조시스템, 협

하 판정 로직이 주요 기술임.

조운전시스템, 교통/차량운전시스템 등의 주요시스템
들을 개발하고 있다.

· 후측방경보시스템 : 레이더 또는 카메라를 이용
하여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인식, 차선변
경 시 운전자에게 경보로 알리는 시스템으로서

국내에서는 에쿠우스에 미쓰비시사의 EPS

야간과 악천후 식별이 가능한 비전센서나 레이

(Electronic Stability Program)와 오피러스에 독일의

다에 의한 후측방 감지 센싱 기술과 센서의 소형

TEVES사의 ESP를 장착하여 시판되어 지고 있다

화가 주요 기술임.
· 나이트비젼시스템 : 야간주행 시 헤드램프로 볼

3. 지능형자동차의주요 시스템

수 없는 부분을 적외선을 이용하여 전방영상을
헤드업디스플레이(HUD)에 표시하여 야간시인성

지능형자동차를 구성하는 주요기술들은 기능별로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구성기술로는 근적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질수 있다. 운전자와 차량

외선 램프/카메라, 주변 Noise 제거용 영상처리기

의 위험상태 및 주행도로 장애물을 경보로서 알려주

술 및 헤드업디스플레이(HUD)기술들 이다.

고 운전자의 시인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예방안전

· 운전자상태감지시스템 : 심장박동센서를 이용하

분야, 차량제어 성능향상으로 운전자와 접근차량의 위

여 운전자의 졸음여부를 감지하고 시트진동이나

험상태회피를 위한 사고회피 분야, 도로인프라 정보를

경보은으로서 운저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이며 심

이용하여 운전부하를 경감시키기 위한 전자동운전

장박동 측정기술,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잡음해

분야 등으로 나누어 질수 있으며 각각의 분야를 구성

결 알고리듬 및 졸음운전 판단 알고리듬이 주요

하는 주요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

구성기술임.

3-1. 예방안전 분야

3-2. 사고회피 분야

·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 카메라를 이용 차선을

· 차간거리제어시스템 : 정지, 고속을 포함한 전속

인지하여 차량이 차선 이탈시 경보음을 발생 시

도 영역에서 전방차량의 거리를 자동으로 제어

키며 차선감지센싱 기술과 야간 악천후 시를 대

하기위한 시스템으로 차간거리감지 센싱, 차량제

응한 알고리즘이 주요 기술임.

어 알고리듬 최적화 및 제동/가속 엑츄에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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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요기술임.

없이 정해진 경로를 추종하여 목적지에 도달을

· 자동주차시스템 : 운전자가 후방영상에서 주차

가능케 하는 시스템으로 주요기술로는 DGPS 항

위치를 지정하면 제어기가 최적의 주차궤적을

법 기술, INS 시스템통합기술, 도로상황 시스템

계산하여 후진 시 조향핸들이 자동으로 제어되

통합기술, 차량제어기술 등임

며 주요기술로는 주차공간 감지기술, 최적주차궤
적 알고리듬, 조향 엑추에이팅 기술 등임

4. 맺는말

· 충돌피해경감시스템 : RADAR로 전방차량과의
거리 및 상대속도를 감지하여 충돌예상 시 충돌

산업자원부에서는 지능형자동차를 구성하는 주요

피해경감을 목적으로 전동시트벨브 및 브레이크

기술들을 3개의 대과제로 나누어 시스템 개발을 진

를 작동 시키는 시스템으로 RADAR 및 차량상

행하고 있다.

태에따를 충돌예측 알고리듬과 전동 시트 벨트
및 제동 엑츄에이터가 주요기술 임.
· 차선유지지원시스템 : 차량 및 화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운전부주의로 인한 차선이탈 발생 시

① 대과제 I : 능동형샤시기술, 통합제어기술 등을 포
함한 지능형샤시 통합제어시스템개발
② 대과제 II : 사고회피기술, 예방안전기술 등을 포
함한 지능형 안전시스템 개발

경보하며, 경보 후에도 차선이탈이 예상되면 자

③ 대과제 III : 정보시스템 구축, 차량 네트워크기

동조향을 통하여 차선이탈을 방지하는 시스템으

술 등을 포함한 지능형 차량정보시

로 차선인식기술과 조향제어기술이 주요 기술임.

스템 개발
샤시 통합제어 장치의 개발은 정밀기계부품의 소재

3-3. 자동운전분야

및 설계 개발 생산 기술, 전자제어 및 차량의 동력학

· 도로 인프라 연계 차량제어시스템 : 도로 인프라

적 분석 및 시스템간의 IT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며,

로부터 주행에 관련된 정보를 전송받아, 그에따

지능형 안전 시스템은 차량동특성 향상기술, 샤시시스

른 적절한 제어를 자동으로 수행하며 주요 기능

템 제어기술, 센서 엑츄에이터 기술, 시스템 통합기술

으로는 커버 전 자동 감속기능, 비우선도로 진입

등 고난이도의 복합기술의 발전을 가져오며, 지능형

시 자동 정지 기능 및 전방장애물 감지후 자동정

차량정보 시스템은 일반적인 차량 전장품 설계기술

지 기능 등이며 주요기술로는 DSRC무선통신기

외 차량멀티미디어 네트워크 기술, 고성능 프로세서

술, 차량제어기술, 엑츄에이터제어기술, 정보수집 응용 차량용 OBC(On Board Computer) 설계기술, 인
기술 등임.
간감성을 고려한 HMI 장치 설계기술 등의 발전을 실
· 자율주행시스템 : DGPS에 의해 주행차량의 정 현시킬 것이다. 표준
밀위치 및 속도정보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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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코드(JTC1/SC2/IRG) 국제표준화동향
정보시스템표준과 공업연구관 남택주
(02) 509-7257 tjnam@ats.go.kr

1. 개요

제한자표준코드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지고
있다.

국제간의 정보 교류는 정보통신체계의 발전과 더불
어 급격하게 증진되고 있다. 국제간 다양한 분야의 국
제회의, 경제의 세계화, 동서양 학문의 양방향 적용 등
통상적인 생활환경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정보 교류의 매개체는 당연히 문자이

* Information technology -- Universal Multiple-Octet Coded
Character Set (UCS) -- Part 1: Architecture and Basic
Multilingual Plane
** Information technology -- Universal Multiple-Octet
Coded Character Set (UCS) -- Part 2: Supplementary
Planes

다. 문자는 정보 교환이나 정보 교류 환경의 조성에
필수적이다. 문자정보 중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의 핵
심적인 문자는 한자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을
위시하여 싱가폴, 대만 등 각 국에서는 한자를 중요한
생활 문자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한 문자 정보
의 교류를 자연스럽게 촉진되어 나아가고 있다.
특히 한자 문화권 국가들이 사용하는 한자의 코드
체계가 달라 상호정보 교환에 어려움이 있어 이의 해
소를 위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에서 1989년 DIS
10646으로 제시된“Multiple Octet Coded Character
Sets”는 최초의 한자 공동이용을 위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991년에 한자의 국제 통합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한자 문화권의 중심국인 중국, 일본,
한국 등 3국을 주축으로 산하 JTC1/SC2(문자코
드)/WG2/IRG를 구성하여 한자의 국제표준화를 추진
하여 1992년에 ISO/IEC 10646-1* 및 10646-2*에
*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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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RG 조직
2.1 조직
현재 한자문화권 국가에서 사용되는 한자코드에 대
한 국제적 통합을 위하여 1988년 4월 미국의 보스턴에
서는 ISO와 IEC가 합동으로 기술위원회 JTC1(Joint
Technical Commitee 1)을 구성하여 종전의 ISO
/TC97/SC2/WG의
2 업무를 JTC1/SC2/WG에서
2 계승
하기로 하면서 국제표준이 태동되기 시작되었다. 현재
국제표준 제정은 ISO/IEC JTC1/SC2/WG2에 소속된
IRG(Ideographic Rapporteur Group)를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IRG에는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등 9개국을 회원
국으로 두고 있으며, Subset(II Core*) Group, Ext. C1
* Core : 각국(회원국) 한자중2개국이상공통적인한자를말함

기·술·표·준·동·향

Editing Group, Old Hanzi Interest Group 등IRG 내

3. 한자의구분 및 통합·분리, 배열체계

부에는 3개의 소그룹이 구성되어 있다. 의장은 2004년
5월 회의에서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Ms. Lu Qin(홍
콩)이 수임하고 있다.

3.1 구분
(1) 정자체(正字體)와 이체자(異體字)
정자체(Othographic는
s)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 명칭 : 국제특별한자(Ideographic Rapporteur Group-IRG)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과 대만은 같은 의미의 한자
- 설립 : 1991년

라도 서로 다른 자형을 정자체로 인정한다. 采는 중국

- 의장 : Ms. Lu Qin(홍콩)

의 정자체, 採는 대만의 정자체이다. 정자체를 정하는

- 지난 회의 : 중국 성도(2004.05.24~05.29)

문제는 각국의 관례를 조사하여 파악하지 않는 한 연

- 이번 회의 : 한국 제주(2004.11.29~12.03)

계체계를 세울 수 없다. 이를 위하여 국제적인 협력이

- 회원국 : 9개국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각국이 정자체를 정확하게 조사

· 중국, 일본, 한국, 북한, 싱가폴, 대만, 홍콩, 마카 하여 정리하는 작업이다.
오, 베트남 및 Unicode Consortium
2.2 그간 회의개최 실적
한국, 중국, 일본 등 각 국은 동일한 자형(字形)과

(2) 신·구자형

의미의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고자(古字)와 신자(新字)의 연계를 의미한다. 이 문

각각의 독립된 영역을 확보하고 있어, 이들간에 어떠

제도 역시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어떤 자가 古

한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989년 10월 중국 북

字이며 新字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국의 경우에

경에서 제1차 CJK* Ad-hoc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는 아래와 같이 연계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1991년 7월에 제1차 CJK-IRG 회의(일본 동경)를 시작
으로 5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나, 기타 회원국들의 이의
제기로 1993년부터 CJK-IRG회의를 IRG회의로 개편하
여 2004년 5월 중국 성도회의까지 22회 등 총 27회에

(3) 간화자(簡化字)와 번체자(繁體字)

걸쳐 회의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CJK-IRG회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화자는 ISO/IEC 10646-1에 2,300

의(4차)를 1992년 3월에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IRG

여자가 등록되어 있다. 이를 간화자와 번체자(略字)와

회의는 1995년 8월(5차)과 2000년 6월(16차)에 서울에

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미 중국과 대만에서는 이 작

서 개최하였다. 특히 금년 11월말에는 제23차 IRG 국

업이 완성되어 있음)

제표준화회의가 우리나라 제주에서 개최된다.
* CJK : China, Jap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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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간화자와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

통합원칙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는 약자와도 대응된다. 따라서 약자와도 대응해야 할

각 국가들의 고서에서 발굴되는 한자들을 국제표준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계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한

에 등록하기 위하여 많은 한자로 구성될 수 있기 때

자가 해당된다.

문에 불필요한 작업 진행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IRG에서 규정된 규정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였다. 앞
으로 CJK Ext C 및 이후에 제출되는 한자는 ISO/IEC
10646-1의 Annex의 통합규칙(Unification Rule)과분리
규칙(Separation Rule)을적용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Super CJK는 1998년 5월 일본 도쿠시마에서 개최된
제11차 IRG회의에서 IRG 의장국인 중국측에서 제출
한 한중일 통합 한자세트로 Super CJK는 BMP에 제

3.2 한자의 통합과 분리 기준

출된 기본 한자와 세 개의 추가 한자 그룹으로 구성

1991년 한중일 통합한자 세트의 편성을 위하여 일본

되어 있다. 세 개의 추가 한자 그룹은 Ext. A, Ext. B,

측에서 통합원칙 으로서 X,Y,Z 이체자 구분방식을 제

Ext. C로 나뉘는데 최근에 Ext. B의 배열이 끝나고 현

의하였다. X축은 근본적으로 자체(字體)를 의미함으

재는 Ext. C가 시작된 상태이다.

로 한자의 종류를 말한다. Y축은 한 자체에 대하여

2001년 12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IRG에서는 Ext.

변화하는 자종으로서 이체자(異體字)를 의미한다. 그

C에 제출하는 한자는 위의 기준을 따르도록 결정하였

러나 이체자의 한계가 극히 적은 것은 동일한 자체와

다. BMP 등에 등록된 70,205자의 한자는 중국, 한국,

통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통합이라는 것

일본, 대만 등에서 표준화되어 사용되는 한자를 대상

은 한중일의 한자을 하나의 코드로 통일화하는 것을

으로 한자의 음이나 의미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한자

의미한다. 이와같이 미세한 차이를 갖는 한자는 X축

자형(字形)을 중심으로 한자를 통합, 분리, 배열하도록

에 속한다.

하는“CJK 한자의 통합과 배열절차”
라는 기준을 참고
로 있다. 이 기준은 한자의 통합과 분리를 위해서 다
음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1) 국가표준 분리규칙(Source separation rule)
각 국가에서 제시한 표준 한자는 往復保全(roundtrip integrity)을위해 통합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ISO/IEC 10646-1 Annex에서는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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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원이 다른 문자(non-cognate characters)는통

(b) 구성소의획수는 같으나 상대적인위치가 다른 경우

합하지 않는다. (예; 土, 士)
② 한자를 개념적 형태(abstract shape)와 실제
형태(actual shape) 등 2단계로 분류하여 차
별화 한다.

(c) 구성소의 수가 같고 상대적인 위치도 같으나 구
조가 다른 경우

③ 한자 구성소 구조(component structure)를 분석
하고 난 이후 구성소 특징(component feature)을
분석한다. 구성소 구조는 최소 요소의 기하학적

(d) 각국의 규격한자에서 이체자(異體字)로 이미 취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소들이 트리(tree) 형

급한 경우 (한중일 3국에서 이체자를 규격한자로

식으로 분석한다. 최상 노드(node)는 한자이고,

등록한 경우로서 소위 Source code separation rule

최하 노드는 최소요소(primitive element)가된다.

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록 Z이체자가 되더라도
이를 통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과로

(3) 통합 및 분리의 예
① 한자는 구성소(構成素)로세분하여분리할수 있다.

ISO/IEC 10646-1에 Z이체자이면서도 통합되지
않는 한자로서 그대로 등록되어 있는 한자임)

② 실제 적용에 있어서 구성소는 가장 특징적인 분
기점이 되는 자소(字素)가 되며, 아래의 예에서
중간위치에 있는 자소를 구성소로 삼는다.

(e) 구성소에서 부수가 다른 경우

④ 개념적인형태는같으나실제 자형이다른 경우(통합)
③ 개념적 형태가 다른 예(분리)

(a) 상세하게 자형이 다른 경우의 여러 예는 아래

(a) 구성소의 획수가 다른 경우

와 같다. 이들은 개념적 자형으로는 같으나
실제 자형이 다른 것이다. 이는 모두 Z이체자
로서 취급되어 통합되는 한자로 취급한다.

2004·9 기술표준동향

51

기·술·표·준·동·향

(i) 획의 시작부분이 강조되어 다른 경우

(j) 최상단의 돌출부가 다른 경우

(b) 필순이 다른 경우

(k)상기 다른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경우

(c) 원형으로서의 빗침이 다르거나 점의 형이 다
른 경우

⑤ 아래에 등록된 한자는 각국이 표준한자로 등록
함으로서 삭제할 수 없었던 이체자(이체자임을
확인하였으나 표준한자로 코드를 부여한 것)로
앞으로 추가되는 Ext.C 부터는 Z이체자로 취급

(d) 획의 교차 유무 및 다른 획과의 정지 여부

하여 통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 획의 접촉 또는 분리 여부

*

(f) 각에서의 돌출 여부

위의 한자 외에도 상당히 많음

3.3 한자의 배열체계
(g) 구부린 획이 다른 경우

한자를 배열하는 방법에는 대체로 음순(音順), 대표
음순(代表音順), 부·획순(部·劃順) 배열체계등의 3
가지 방법이 있다.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어떠한 것이

(h) 내려그은 빗침이 다른 경우

가장 이상적인 배열체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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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순 배열체계

일 자형의 문자가 음순 배열에 있어서 중복 배열되는

이것은 한자를 한글음으로 구분·배열하고 같은 아

일이 없도록 한 음순 배열체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한

래에서는 부·획순으로 배열하는 방법으로서 이 배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음순 배열체계는 음

체계는 컴퓨터를 사용한 코드체계에서 한자의 검색이

에 의한 검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음순 배열체계는 그 대표음을 선택하는데 따르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에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음에 의한 검색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요한 것으로는 한자에는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음순 사전

2가지 이상의 음을 갖고 있는 것이 대단히 많으며 음

(音順 辭典)이 요구된다.

순 배열체계를 충실히 따른다고 할 때 그 음의 수만큼
동일 자형의 한자를 중복 선정, 배열해야 하는 문제가

(3) 부·획순 배열체계

있다. 즉 이음자(異音字)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금을 통하여 한자의 배열체계는 부·획순 배열체

예를들면‘易’
이라는 한자의 음은‘역’또는‘이’ 계로 일관해 왔다. 이 부·획순 배열체계는 음순 배열
두 개의 음을 가짐으로써 동일한 자형을‘역’
이라는

체계에서 발생하는 동일 한자의 중복 배열의 문제가

음에 자형‘易’
을 배열해 주어야 하며,‘이’라는 음에

해결되며, 한자의 생성원리에 가장 적합한 배열체계라

동일한 자형인‘易’
을 배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동

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자의 자형에서 부수라는 형태

일 자형을 중복 선정해야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적인 요소에 따라 한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음의 변화

뿐만 아니라 한글은 두음법칙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

에 따라 그 배열이 크게 달라지는 일이 없는 장점이
있다.

음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 자형을 중복 배열해

그러나 컴퓨터를 통한 한자의 검색을 위해서는 부

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그 수효면에서

수 검색체계의 어려움 때문에 음에 의한 검색을 하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관습음(慣習音)을 갖는 한자의

되면 따라서 추가적이고 종합적인 음순사전을 구축해

문제도 중복 배열해야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자
전(사전)이 모두 부·획순 배열을 하고 있으며, 이에

* 地理山이 智異山으로 쓰일 때‘異’
를‘이’로 발음하지

보조적으로 음순 색인 및 총 획순 색인에 의한 검색방

않고‘리’
로 발음하는 경우‘리’
를 관습음이라 정의함.

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획순 배열
방식이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대표음순 배열체계
음순 배열체계의 이음자, 두음자, 관습음자의 중복

4. 국내·외표준 현황

배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한자에 이음
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표음 하나만을 선택하여 동

4.1 국내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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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74년 9월에 8bit 컴퓨터가 국내 보

42,711자의 한자중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한자 166자가

급이 시작하면서 한글코드의 표준화가 필요로 하여

반영되어 있다.

KSC 5601(현 KSX 1001, 정보교환용 부호- 한글과 한

* 중국 57,623자, 대만 54,452자, 일본 13,119자, 한국 17,392자,

자)이 제정되었으며, 1987년 8월에 한글에 이어 상용

베트남 9,299자, 홍콩 1,101자 등 각 국가별로 제출된

한자 4,888자를 추가하여 코드를 부여하였다. 1991년

(152,98자
6 ) 한자중 중복한자를 감안하여 총 70,205자가

12월에는 도서 및 출판계 등의 요청과 우리의 한글과

국제표준으로 등록되어 있음

한자를 국제규격에 수록하기 위하여 KSC 5601(현

** BMP : Basic Multilingual Plane

KSX 1001)의 확장세트인 KSC 5657(현 KSX 1002, 정
보교환용 부호 확장세트)을 제정하여 한자 2,856자를
추가하여 코드를 부여하여 국내표준으로 총 7,744자가
등록되어 있다.

4.3 최근 표준화동향
2001년부터 ISO/IEC 10646-1의 한자 27,484자 중 우
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7개국에서 사용 빈
도수가 높은 한자를 제출받아 한자로 정보 교환을 위

4.2 국제 표준

한 모바일용 한자 등(10,000자내외)의 표준제정(II

KSC 5601(현 KSX 1001, 정보교환용 부호- 한글과

Core)을“Subset(II Core) Group”
을 통하여 진행중에

한자)과 KSC 5657(현 KSX 1002, 정보교환용 부호 확

있으며,“Ext.C1 Editing Group”
을 통하여 각 국가별로

장세트)을 1993년도에 ISO/IEC 10646-1(국제문자부호

고서에서 발굴된 많은 한자들을 국제표준(CJK Ext.

계-제1부: 구조 및 기본 다국어평면) 및 2001년도에

C1)에 추가하고, 기존 표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자에

보조규격으로 ISO/IEC 10646-2를 발간하여 새롭게 발

대한 유사 자형들의 통합과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

굴되는 한자들을 모두 수록하게 되었다.

고 있다. 또한,“Old Hanzi Interest Group”에서는중국

국제표준에 등록되어 있는 한자는 총 70,205자*이며,

의 갑골문(old oracle script), 금문(old bronze script), 소

ISO/IEC 10646-1(BMP** 및Ext.A)에 등록된 27,484자

전(small seal script) 등 3가지 Old 한자의 국제표준화

의 한자중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한자 17,226자가 반

를 추진하는 등 국제표준으로 등록하기 위한 논의가

영되어 있고, ISO/IEC 10646-2(Ext.B)에 등록된 한자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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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미세 기술과 패러다임의 변화
계량측정표준과장 전유태
02) 509-7229

1. 개요

기의 극미세화는 고화질 대화면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단말기, 광통신 소자 및 시스템, 고밀도 대용량 저장기

최근 고부가가치 제품의 경박단소화 개발을 위하여

등의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분야, 유전

MEMS기술과 나노기술 간의 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

체 및 단백질 분석기, 세포증식기, 생체 대사작용 및

고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MEMS (Micro Electro

반응기, 약물전달기 등의 바이오기술 (BT: Bio

Mechanical System) 기술의 특징과 발전 동향을 살펴

Technology분야,
) 초소형 인공위성 및 위성 통신 등의

보고, MEMS기술과 나노기술의 과학기술적 배경과

우주기술 (ST: Space Technology)분야 그리고 원격

특성을 상호 비교해본다. 또한 산업혁명과 전자혁명

기상관측 및 환경오염 분석 등의 환경기술 (ET:

등 역대 기술혁명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산업과 제품

Environment Technology)분야에 이르기까지 미래 고

그리고 관련 핵심기술의 특징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부가가치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이러

이를 토대로 최근 극미세 기술개발 동향과 패러다임

한 제품 크기의 경박단소화 기술은 제품성능이 고도

변화 양상을 조명해 본다. 끝으로 역대 산업기술 변

화(고속, 다기능, 대용량)되고, 제품의 원가절감과 에

천사의 연장선상에서 미래 산업기술의 발전방향을 전

너지 소비가 적어 생산에 소요되는 자원의 최소화 할

망해 보고, 이에 따른 MEMS기술과 나노기술간의 융

수 있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극미세 기

합 및 향후 발전방향을 예측해 본다.

술인 MEMS 기술과 나노기술간의 융합을 통한 부품
및 시스템의 극미세화 개발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2. 경박단소화와극미세 기술

인 정보기술 (IT), 바이오기술 (BT), 우주기술 (ST)
및 환경기술 (ET) 분야에서의 새로운 첨단제품 창출

최근 정보, 바이오, 항공/우주, 환경 및 군수 산업분

을 도모하고 있다.

야에서는 제품의 경박단소화 통해 제품 성능(속도, 기
능, 용량)의 극대화와 가격 및 전력소모의 극소화를

극미세 기술 중 현재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로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품크

는 반도체 기술을 들 수 있다. 반도체 기술은 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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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경박단소화를 가능케 한 극미세 기술로서 1960년

그리고 나노가공 (nano-machining) 기술을 들 수 있

대 탄생하여 20세기 전자제품의 고속화와 가격인하

다. 이러한 극미세 가공기술(그림 2)의 상호간의 특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여 왔다. 이어 1980년대 탄생

성과 연계성을 인식하는 것은 향후 극미세 기술 분야

한 MEMS 기술(그림 1)은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화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

기계, 열유체, 광학, 바이오 부품 등 비전기적 부품의

하고 핵심기술 선점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경박단소화를 가능케 함과 동시에 이들과 전자부품과

먼저 극미세 기술들간의 차이점에 관해 살펴보면

의 집적을 통한 기전복합 부품 및 시스템의 경박단소

정밀가공 (precision-machining) 기술은‘기계적
‘ 도구

화를 주도하였다는데 기술적 의미가 있다. 한편 2000

를 이용하여 모재 (bulk materials)를 절삭 혹은 성형

년대 급부상한 나노기술은 나노미터(10 m) 크기인 원

하는 반면, MEMS 제작을 위한 마이크로가공(micro-

자·분자수준에서 물질 및 관련 현상을 규명하고 극미

machining) 기술은 ’광학적
‘ 도구를 이용하여 박막소

세 구조 및 구성요소를 조작·제어하는 기술로서,

재(film materials)상에 물체의 치수와 형상을 정의한

MEMS 기술과 연계하여 새로운 기능의 극미세 소자

후 물리화학적 방법에 의한 선택적인 식각 및 성장

창출과 이를 통한 미래 산업분야에서의 기회 선점과 경

공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9

쟁력 우위 확보를 목표로한 기술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그림 1 MEMS: 극미세기계, 열유체, 광학, 바이오부품의 경박단

그림 2. 극미세 가공기술의 종류와 부품크기 영역.

소화와 전자부품과의연계 및 집적을 통한 기계전자복합시스템.

반면 나노가공(nano-machining기술은
)
나노영역에서

3. 극미세기술의 종류와 특성

의 분자 혹은 원자 간의 자발적인 결합력과 관련 현
상을 이용한 물질의 조립 및 합성 공정에 중점을 두

비전기적 부품의 경박단소화를 위한 대표적인 극미

고 있다. 따라서 제작하고자 하는 부품의 기하학적

세 기술로는 (그림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정밀가공

특징과 가공공정의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정밀가공기

(precision-machining), 마이크로가공(micro-machining) 술은 ㎜이상 크기의 3차원적인 부품의 소품종 소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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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마이크로가공기술은 ㎜~㎛ 크기의 2 내지 2,5차원

학문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여러 분야에서 공동 연구

적인 부품의 다품종 대량생산 그리고 나노가공기술은

와 폭넓은 전문성 및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한 새로운

수백 ㎚이하 크기의 0 내지 3차원적인 구조물의 다품

교육방법으로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필요로 한다.

종 소량생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4. 역대 기술혁명과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MEMS 기술과 나노기술간의 연계성을 살펴
보면 먼저 MEMS기술은 나노기술 개발을 위한 극미

근래 반도체-MEMS-나노기술로 이어지는 극미세화

세 물질 및 현상의 특성분석 과정에 필요한 공학적

기술의 미래 발전방향을 예측해 보기 위해, 역대 기술

도구를 제공하며, 나노기술에서 발견한 극미세 소재

혁명의 특성과 기술발전의 흐름을 분석해 보기로 한

및 물질의 특성에 관한 이해는 MEMS의 설계/해석,

다. 예로부터 인류의 과학기술 개발노력은 기계, 전기,

공정/소재, 시험/분석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열유체, 광, 화학적 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한다. 또한 MEMS는 나노소자와 마이크로소자들 간

변환과 활용을 통해 생활의 편의성과 만족감을 극대

의 연계접속을 구성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기본틀

화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그림 1)로 활용된다.
먼저 19세기 산업혁명은 주로 열 및 기계 에너지가
이러한 MEMS기술의 개발목적은 극미세 영역에서

기진‘동력’
을 활용하기 위한 도구와 방법의 발명으

의 물질과 현상의 기본 원리와 특성을 규명하고 이러

로 기계기술의 발전을 초래하였으며, 20세기 전자혁명

한 지식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의 새로운 영역을 창출

은 전기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는‘정보’
를 활용하기

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적 지식과 도구를 개발 활용함

위한 도구와 방법의 발굴 즉 반도체기술의 발전을 통

으로써 기존 제품의 경쟁력 향상과 IT, BT, ST, ET

한 전자소자의 경박단소화 개발이 중요한 기술적 근

등 광범위한 산업기술 분야에서 21세기의 신(新)산업

간이 되었다. 이어 미래 제3의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혁명을 주도할 핵심 기술을 발굴하고자 하는데 그 목

전기 에너지 이외 광 및 바이오 에너지를 정보매체로

적이 있다. 따라서 MEMS 기술은 학문적으로 볼 때,

활용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방법의 발명이 과학기술적

과학과 공학간의 학제적 미개척 분야에 관한 도전적

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고도 새로운 방향에서의 기술개발 시도를 요구하고

MEMS 기술분야에서는 최근 기계, 열유체, 광학, 바이

있어, 물리, 화학, 생물, 의학 등 기초과학과 전자, 재

오 소자의 극소화 개발을 통해 광 및 바이오 로 표현

료, 기계 등 응용공학간의 근원적인 결합이 필수적으

된 정보의 고정도 제어와 저손실 가공에 필요한 공학

로 요구되며,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학문분야와는 달리

적 도구와 관련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미래 산업기술

특정한 분야의 연구만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의 경쟁력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극미세 기술의 융합은 기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MEMS-나노 융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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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응용한 극미세 광기전 및 바이오유체 부품개발이

5. 기술개발및 발전방향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관련
기술의 산업화 적용은 IT 산업분야에서의 고집적 정

기술융합형 MEMS 기술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는

보 저장기(그림 3) 및 극미세 광소자(그림 4) 개발,

관련 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발전요인과 장애요인에

BT 및 NT산업분야에서의 바이오 및 나노물질 취급

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이에 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을 위한 극미세 소자 (그림 5)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요구된다.
먼저 MEMS-나노 융합기술의 발전요인으로 기술의
신규성과 혁신성을 들 수 있다. 즉 관련 융합기술 개
발을 통하여 나노영역에서의 새로운 과학기술영역 개
척과 이를 응용한 신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 신제품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타 첨단기술과의 연계 보완성

그림 3. 골프공 크기의 극미세 고밀도 하드디스크 [IBM].

과 확대발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는 MEMS-나노
융합기술이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환경기술
(ET) 등과 연계하여 기술발전을 꾀할 수가 있으며,
기존 산업분야에서의 제품의 고성능화, 고부가가치화
및 기술적 한계극복을 통해 현 산업기술 시장의 확대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미래 고부가가치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등 기존시장은 물론 미래시장에서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반도체 기술 등 기 성숙기술과의 접목

그림 4. 극미세 프리즈넬 렌즈를 이용한 초고속 광 정보기기.

을 통하여 신 기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 해
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
MEMS-나노 융합기술은 이러한 발전적 요인으로
인해 성공의 기회가 많은 반면, 이러한 기회를 획득하
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국내 현안과 발전 장애요인에
대한 고려와 대책 마련되어야한다. 먼저 국내 여러
분야에서 공동 연구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융합기
술의 특성상 단위 연구그룹에 의한 단독 기술개발 수

그림 5 .극미세 도구를 이용한 바이오 및 나노물질 제어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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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지양하고 분야를 초월한 공동목표 설정과 다분

야간 협동연구가 필요하므로, 복수 전문연구팀 간의

축에 선도적인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기술교류와 역할분담을 토대로한 여러 분야에 공동

다. 끝으로 MEMS-나노 융합기술의 인프라 측면에

연구 및 기술개발 환경조성과 경험 축적 그리고 이에

서는 전용 설비 구축과 설비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대한 정책 및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술 산업화

MEMS 및 나노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가의 설비가

를 위해 극복해야할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기술 개발

필요하므로 국내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에서는 초기설

의 위험성과 장기간 소요되는 부담을 들 수 있다.

비투자에 대한 부담이 많으므로, 이들 간에 상호보완

MEMS-나노 융합기술 개발은 High-risk, High-return

적인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성격이 다분하여 기존시장의 폐쇄성과 신규 상품화의
시장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과 이로 인해 높은 위험부

따라서 MEMS-나노 융합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담율과 장기적인 연구개발 및 검증기간을 요하므로

서는 연구개발, 인력양성, 장비구축에 관한 새로운 전

기술개발 투자가 위축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략과 미개척 과학기술 영역을 향한 도전의식과 새로

요구된다. 특히, 개발된 MEMS-나노기술을 검증하기

운 생각과 발상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첨단

위해서는 초정밀도 계측표준이 요구되므로 계측기술

신기술 분야에서는 현재의 기술개발 동향과 발전방향

의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을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려는 노력 이외에도, 이를 토
대로 하여 독자적이고 새로운 기술개발 동향과 발전

또한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현 국내 대학에서

방향을 한발 앞서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

여러 분야 공동연구와 운영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는 현재시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MEMS-나노 융합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나노물질 및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 지기

현상에 관한 과학적 기초지식과 이를 토대로 한 여러

때문이다.

표준

분야 공학기술이 결합된 종합적이고도 전문성 있는
교육이 요구되므로, 현 학과 및 학문분야 위주의 교육
시스템과 운영체계의 보완과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미국 버클리

자료 :
- 융합신기술 분야에서 기술혁신체계구축
KAIST, 조영호 교수

대에서 거의 반세기 만에 신설한 바이오엔지니어링

- MEMS 기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Bioen- gineering) 학과와 2002년 KAIST에서 신설한

- 나노기술이미래를 바꾼다 / Nano Technology, 김영사

바이오기반의 정보-전자-기계기술 융합학과인 바이오
시스템 (BioSystems) 학과 등은 향후 융합기술 분야에
서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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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509-7271 ispark@ats.go.kr

멀티미디어 국제표준화 활동은 지난 15년동안 미국,

전기기술위원회)의 통합기술위원회인 JTC1/SC29멀
(

영국, 일본등 IT 선진국들이 치열한 경쟁과 상호 협력

티미디어 부호화 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어 왔다.

ITU, ECMA, UN등과도 협력관계를 통하여 국제표준
을 제정·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6종의 국제

멀티미디어 국제표준 제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표

규격을 제정하고 있다.

준화 기술위원회는 ISO(국제표준화 기구)와 IEC(국제
표1

멀티미디어분야별 KS 및 국제규격 현황

분야

JPEG

MPEG

MHEG

세부분야

내 용

제정년도

KS/국제

JBIG

이진영상 <없음>압축·복원 부호화

1993

8 / 8

JPEG

컬러 정지영상 압축·복원 부호화

1994

4 / 4

JPEG2000

모션 JPEG (모션 JPEG 및 산업응용 관련)

MPEG-1

오디오 및 비디오(동영상) 압축·복원 기술

2000
1993

5 / 7
5 / 5

MPEG-2

HDTV급 방송용 압축·복원 부호화 기술

1996

9 / 10

MPEG-4

오디오· 비디오 객체 부호화 기술

2001

7 / 12

MPEG-7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술 인터페이스

2002

6 / 8

MPEG-21
MPEG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2003

3 / 5

멀티미디어 및 하이퍼미디어 정보 부호화
PPEG, MPEG 관련 용어 표준

1997

17 / 17

2003

5 / 0

용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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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C1/SC29 분과위원회 산하에는 크게 WG1(JPEG-

어느 한 회사의 독립적 기술이 아닌 핵심요소기술

정지영상부호화), WG11(MPEG-동영상부호화 ),

을 갖는 여러기업이 관련된 분산형 기술구조로 구성

WG12(MHEG하
- 이퍼미디어부호화)등 3개의 작업그

되는 것이다.

룹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WG12(MHEG는
) 2001년
도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여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기업이 특허로 등록된 경쟁력있는 요소기술을 국제
표준에 채택시키게 된다면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멀티미디어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관련 응용제품으로부터 특허료를 고스란히 챙길 수

는 표준안에 대한 투표권을 갖는 P(Participan멤버
t)

있으며 이러한 표준기술 구조가 결국 국제표준화 회

국가로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등 26개국이 활동중이

의장을 표준 전쟁터로 만들게 된 요인이 된 것이다.

고 투표권없이 의견 개진만 할 수 있는 O(Observer)
멤버 국가로 오스트리아, 그리스, 아일랜드등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멀티미디어 표준은 기존의 기술개발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국제표준화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중 기업을 대

현재 JTC1/SC29 간사국은 일본이며 의장도 일본
와세다 대학의 와다나베 교수가 맡고 있다

표하여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국제회의 시작 몇 주전
부터 식용감퇴와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한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표준화 전쟁에 임했는

멀티미디어분야 국제표준의 주요특징은 그동안 ISO

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가 추진해온 특허권 포기정책과는 달리 차별없고 합
리적인 수준의 특허료 징수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 이 시점에서 그 분들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내

관련 응용제품 개발보다 2˜3년 앞서 표준을 제정하
는 기술선도형 표준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며 그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멀
티미디어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자명한 사
실이다.

즉, 기존의 국제표준은 주로 기술선진국들이 신제품
을 개발한 후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70여건의

활용하면서 독점적 위치에서 후진국의 기술종속을 강

기술을 국제표준에 채택시키면서 미국, 일본등 멀티미

요해 왔으나 JTC1/SC29 멀티미디어 표준화는 제품개

디어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디지털

발 이전단계에서 표준화를 선행한 후 응용제품 개발

TV, DVD등의 MPEG-2 관련 특허료 수입만도 2003년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핵심 요소기술 대응만으로도

도 까지 5,800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금액은 일반

기술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품 5억$ 이상의 매출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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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우리 나라의 멀티미디어 국제규격 기술반영 현황

구분

JPEG

MPEG-1

MPEG-2

MPEG-4

MPEG-7

MPEG-21

계

반영기술

0

0

3

45

22

0

60

진행기술

0

0

0

2

10

22

44

표3

우리 나라의 멀티미디어 관련 특허기술 현황
특허권자수

관리특허수

국내기술

(국내/전체)

(국내/전체)

비율(%)

라이센스 조건

관리기관

적용분야

MPEG - LA

MPEG2 비디오

2 / 24

6 / 130

5

MPEG4 비디오

3 / 23

20 / 87

23

세트당0.25＄

MPEG2 시스템

1/6

2 /9

22

세트당 2.15＄

MPEG 오디오

1 / 13

-

-

체널당2.5＄

VIA

(세부조건다양)
세트당 2.5＄

이제 기본적인 멀티미디어 표준화 작업은 거의 마

무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응용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

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정지영상 부호화 표준인

울여야 할 중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를 위하여

JPEG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는 JPEG200표
0준

산·학·연 및 정부간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으며, 동영상분야는 MPEG-1 나라의 총체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
에서 MPEG-7 까지의 기본적인 표준이 완료되었고

원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MPEG-21 표준이 2005년도 완성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 현재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는 MPEG-4

우리는 이미 MPEG기술을 도입하여 세계시장을 선

의 SVC(Scalable Video Coding) 및3차원 비디오 코딩

점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 MPEG-1의 오디오 기술을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막 시작되고 있다.

이용하는 MP3 플레이어를 최초 상품화하여 세계 시
장의 60%까지 점유하였으며, JPEG 및 MPEG-2 영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멀티미디어 표준은 제품개

압축 기술을 이용한 DVR로 세계시장의 40%를 점유

발보다 2˜3년 앞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표준기술을 활용한 응용제품의 세계시장 선점, 바로

하는등 국제표준을 적용한 제품의 시장 지배력을 경

산업화가 촉발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향후 무궁

이 밖에도 디지털TV, DVD 및 셋톱박스등 시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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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바 있다.

점의 효과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허료 수입과 제품판매 매출을 통하여 최고의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그동안

최근,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는 삼위일체의 균형

IT강국으로의 목표를 충실히 수행해온 결과 세계 제

적 대응에 있다.

일의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

즉, 표준확보, 특허확보 및 기술개발 선점 등 3요소가

한 기반은 향후 디지털방송 및 콘텐츠 산업등 성장잠

균형적으로 갖추어 질 때 최고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재력이 무궁할 것으로 예상되는 멀티미디어 분야의

있는 산업화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화를이루기 위한 최고의 환경으로 경쟁국보다 앞

[그림1.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삼위일체 대응]

멀티미디어 분야에 관하여 우리 나라는 이미 국제

선 정부의 산업화 정책지원과 업계의 제품개발 노력

표준과 특허에 대하여 전체 20% 이상의 입지를 확보

이 병행될 경우 세계 멀티미디어 시장선점과 더불어

한 상태로 이제 남은 것은 제품ㅲㅐ발의 선점에 있다.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원으로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관련 응용제품의 세계시장 선점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

앞당겨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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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 I )
비지니스표준과 전문위원 홍귀현
02) 509-7272 parpeh@ats.go.kr

고객정보를 분석하는“데이터마이닝”
은 마침내 그

마트는 한 선반에 두 상품을 나란히 진열하였고, 결과

효용 가치를 증명하면서, 유망 신규 분야들로 확장되

적으로 판매고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

고 있다.

러나 이 일화는 데이터마이닝의 가설적 신화일 뿐 사
실이 아니다.

예전에 고객정보의 파악은 한 공동체 내에서 생활
과 노동의 자연스런 결과로서 비즈니스 경영의 일부

최근 수년 동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진보와

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기업들에게, 이는 훨씬 더 어려

월드와이드웹의 증가로 인하여 데이터마이닝은 기대

운 일이다. 월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회사들은 고객을

에 부응하게 되었다. 월마트의 성공 스토리는 계속 이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고객이

어진다. 즉 잘 팔리지 않는 비싼 프랑스 치즈업체와

원하고 필요로 하는 트렌드를 읽기 위하여, 대량의 정

거래를 막 끊으려는 시기에 데이터마이닝을 실시한

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이터마이닝은 작은 마을의

결과, 치즈 구매자들이 월마트에 가장 높은 수익을 안

일반 상점의 친근성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겨주는 고객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치즈를
계속 공급할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년 동안, 데이터마이닝의 내용은 상당히
과장되었다. 유통업체들이 판매내용 뿐만 아니라 구매

데이터마이닝이 성숙 단계에 이르면서, 이와 같은

자 정보 수집을 가능케한 고객카드는 훌륭한 아이디

예는 많이 있다. 데이터마이닝은 이제 3개 신규 분야

어로 보였다. 그러나 영국 유통업체 세이프웨이는 고

로 확장되고 있다. 첫째는 예를 들어, 실시간 데이터

객카드가 사용하지 못하는 많은 데이터로 쌓이게 되

검색 결과를 전단지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 이를 폐지하였다. 월마트는 기저귀를 사기 위해 퇴

것이다. 둘째는 경험적 데이터를 과거 트렌드 설명뿐

근길에 상점에 들르기 때문에 기저귀와 맥주 판매의

만 아니라 미래 트렌드 예측에 사용하는“예측 분석”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동시에 맥

의 유행이다. 마지막으로, 순서 정연한 데이터베이스

주 물량을 늘리기로 결정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월

로 저장된 구조적 데이터보다 웹상의 텍스트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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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적”
으로 혼재된 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한 시스
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모든 통화기록을 보유한 대기업 통신회사는 매일
지역 및 국제통화 패턴을 모니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많은 테라바이트(메가바이트의

지능형으로 진화

백만배)급의 대용량 데이터를 신속하게 통합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최신 BI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업

전통적인 영국 선술집은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할 장

무이다.

소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부 선술집 체인점들
은 이제 세일을 제공하는“해피타임”
의 효과를 평가

고객들에게 실시간 분석의 가장 가시적인 사례는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매일 다른 음료의 가격

가상분석 및 예측 애플리케이션이다. 6개월 전의 신용

을 변경하고 있다. 특정 맥주의 할인이 그 날의 판매

카드 거래 내역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고를 증대시킨다면, 이는 다음에도 할인된 가격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위법 사례를 발견한다는

남아 있게 되고, 반대의 경우라면 다른 시도를 하게

것은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당시의 거래분석 실행을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의미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점차 정교해지고 있으며,

데이터마이닝보다 훨씬 빠를 뿐만 아니라 재고를 정

아이러니컬하게도 더 알아채기 어렵게 만든다. 비자카

확하게 추적하고, 제품의 가격을 동적으로 재조정하는

드 유럽 지부는 비자카드를 발급하는 유럽 전역의 은

등 많은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다. 이제“데이터마이

행에서 1월에 가동된 VISOR라는 신규 시스템의 사용

닝”이란 용어는 다른 필요 요소들도 포함하는“비즈

으로 7개 시범 은행에서 한 달 사기건수가 1,576건에

니스 인텔리전스(BI)”로 대체되고 있다.

서 458건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이전의 97건과 비교하
여, 각 사기 거래에 대하여 평균 10개의 허위경보만을

실시간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는 주요 요소는 데이

발생시키면서 허위경보 비율은 현저히 감소되었다.

터웨어하우스이며, 이는 분석 소프트웨어와 통합되고
있다. 과거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매일의

예측분석 기능

거래 처리에는 능숙했지만, 분석에는 능하지 못하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 준비는 속도가 느리고 많은 노동

다음 단계는 실시간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예측을

이 필요한 과정이다. 도움이 되는 다른 요소는 대용량

이끌어 내는 것으로, 많은 BI 벤더들이 이미 가능하다

컴퓨터 내의 다른 프로세서들이 각기 다른 데이터를

고 주장하지만 아직은 미진한 상태이다.

처리하는 병행처리(Parallelism이다.
)
최근 포레스터 컨설팅의 보고서는 자동차 보험회사
이는 업무 처리 속도를 높여주고, 초대용량의 데이

의 예를 들고 있다. 이 회사는 스포츠카 운전자들이

터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각 고객이 이용

더 많은 사고를 내므로,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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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두 번째 자동차가 스포츠카인 고객은 일반 자동

이 기술 사용의 가장 눈에 띄는 예로는 IBM의 전체

차 운전자보다 사고율이 더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

웹 분석을 목표로 하는 256 테라바이트급의

측분석모델은 이들에 대한 보험료를 낮출 것을 제안

WebFountain 제품이다. 올해 2월에 IBM은 돈세탁 내

하였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이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용을 파악하는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Semagix사와

증가되었다.

제휴를 발표하였다. 이 아이디어는 웹상의 비구조적
정보를 돈세탁 문제로 기소된 이들의 구조적 목록과

그러나 예측분석과 미래전략 결정을 위한 최근 데

상호 연관시키려는 것이다. 의심스러운 거래가 시행되

이터의 전통적 분석 간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왜

는 경우, 웹 분석 시스템이 작동하여 이를 시도한 사

냐하면 맥주와 기저귀 판매의 연관 사실의 발견은 두

람과 목록에 있는 인물과의 연관성을 발견하면, 적색

상품을 나란히 한 판매대에 올려놓으면 판매가 증가

신호를 발생한다. IBM사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사람

할 수 있다는 명백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개입할 필요는 있지만, WebFountain은 웹 정보를

BI 벤더들은 예측분석을 즐겨 언급하지만, 고객 중 다

걸러내는 거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수는 이를 너무 앞서가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과
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최소한 이전의 데이

텍스트 분석 분야에도 다수의 신생 기업들이 참여

터마이닝 기술보다 더 정교한 버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고 있다. 텍스트 분석의 가장 효과적인 분야 중의
하나는 콜센터의 오퍼레이터가 수신한 기록과 같은

보다 유망한 트렌드는 데이터마이닝 기술을 비구조

반구조적 데이터 분야이다. 고객 명단은 구분할 수 있

적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이다. 크기와 상관없이 데이

는 구조적 자료이지만, 고객의 불평 내용은 일반적으

터베이스는 순서대로 구조화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로 비구조적 분야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텍스트의 분

나누거나 자를 수 있다. 그러나 테라바이트급의 일반

석을 통하여 제조자가 특정 방식에서 잘못 실행하고

적인 인간 언어에 동일한 내용을 적용할 수는 없다.

있다면, 이를 수정하도록 제품 파악을 돕는다. 문제의

컴퓨터가 인간 언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언

텍스트 부분은 일반적으로 짧고, 직접적이며, 주제는

어처리(NLP)는 아직 할 일이 많은 야심찬 계획이다.

잘 정의되어 있으므로, 자연언어처리 소프트웨어는 이

현재 두 개의 보완 방식을 결합한 제한적인 NLP 제

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품들이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즉 X가 in(장소를 나타
내는 전치사) 다음에 오고 대문자인 경우, 이는 지형

노르웨이 신생기업인 Fast Search & Transfer사는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규정들이 하나이다. 다른 하

자사 소프트웨어의 신속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 소프

나는 다른 텍스트 내의 단어 및 구의 연관 관계 결정

트웨어는 병행처리를 통하여 초당 200 쿼리의 처리가

을 위하여, 그 빈도를 비교하는 통계 처리이다.

가능하다. 로이터 통신사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웹상의 지적재산권 위반 사례를 검색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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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사의 기사와 유사한 텍스트를 지속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예를 지적한다. 마찬가지로, 항목별로

검색하고, 의심되는 예문들은 검토를 위하여 변호사에

구분된 전화영수증도 고객이 지출 상황을 보다 쉽게

게 송부된다.

모니터하도록 돕는다.

사생활 옹호론자들은“당신의 쇼핑을 엿보고 있다”

포레스터 컨설팅은 현재 연간 2십억 달러 규모인 BI

고 수퍼마켓 고객카드에 대해 경고하면서 데이터마이

소프트웨어 판매고는 다음 3년 동안 연간 8.5% 성장

닝을 경계해왔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

할 것으로 예측한다. 데이터 저장 비용이 감소하고 분

는 고객정보가 우려의 대상이라기보다 판매에 유용하

석 툴이 향상되면서, 여러 형태로 데이터마이닝에 대

게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페더럴 익스

한 높은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프레스는 고객의 운송 습관을 고객 기업보다 더 잘

쾌속조형장치
3D 쾌속조형 기술의 진보는 이 기술의 의학적 응용

로도 불가능한, 아이들의 두개골 내부를 볼 수 있었다.

에 대한 새 장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이 장치가 병원에 일반적으로 자리잡는
작년 10월 텍사스 달라스에서 외과의사들은 머리가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다. 머지 않아 현재 일상

붙어 있는 두 살된 이집트 쌍둥이 아메드와 모하메드

적으로 사용되는 엑스레이와 마찬가지로 이용될 것이

이브라힘을 성공적으로 분리하였다. 34시간에 걸친 이

다.“쾌속조형장치”
는 어려운 수술 준비를 위한 모델

과정은 현대 외과 기술의 승리였다. 이는 쌍둥이의의

을 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수년 내에 이 정교한

두개골과 두뇌 혈관구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모

장치는 치아, 뼈, 심지어 내장기관까지 모든 신체의 대

델을 연구함으로써 복잡한 수술의 계획이 가능하였다.

체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투명 아크릴로 만들어진 12개 이상의 3D 고형 모델

사실 쾌속조형장치는 3D 프린터이다. 이는 제어 방

들은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시스템(MRI) 데

식으로 노즐에서 재료를 분출시키거나 레이저로 분말

이터를 입력한“쾌속조형”장치를 이용하여 제작되었

연속 층을 녹여서 플라스틱, 세라믹, 또는 금속 재료층

다. 이로 인하여 의사들은 개별 촬영 또는 컴퓨터 모델

위에 새로운 층을 쌓는다. 원래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2004·9 최신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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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실물 제작 전에 발명품을 탐색하기 위해 개발된

한편, 미국 ACR(Advanced Ceramics Research) 연구

이 기계는 이제 매우 정교하여, 움직이는 부분을 포함

소는 인공 뼈를 만들기 위해 쾌속조형을 개발 중이다.

한 기기의 조형도 가능하다.

이 아이디어는 팔이 부러진 환자에게 CT 및 MRI 촬
영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든 인공 폴리머 뼈를 부분

의료 및 치과 전문가들은 기회 포착이 빠르다. 쾌속

이식하는 것이다. 구멍이 있고 얇은 칼슘인산 층으로

조형장치는 외과 개조수술에서 사용되는 얼굴 및 머

코팅된 인공 뼈는 손상된 뼈에 이식된다. 수 주 내에

리 조형 제작공정을 단축시켰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

남은 원래 뼈는 이식된 뼈에 붙게되고, 구멍이 나있는

러 개의 왁스 틀을 포함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매개 부분을 통하여 성장한다. 이리하여 18개월 이내

매우 숙련된 수작업 과정이다. 턱이나 얼굴 조형의 경

에 원래 뼈가 이식된 뼈를 감싸게 된다. 이 기술은 생

우, 조형 틀을 제작하는 유일한 방법은 환자 두상의

쥐 실험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석고 모형을 제작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이 기술을 한 번에 한 층씩 개별 세포
그러나 쾌속조형장치를 사용하면, 컴퓨터단층촬영을

들을 배열시켜 구축되는 인체 장기의 조형에 적용하

사용하여 조형물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

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우호적인 과정이므로, 이와 같

다. 또한 의사가 정확한 제작 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

은 환경에서 성장한 세포들은 이 공정에서 살아 남는

형물을 구부리거나 형태를 수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 인공 장기의 조형은 장기 공여자 부족을 보충해줄

조형물에 맞게 수술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수 있다. 그러나 간이나 신장의 작은 세포조직을 개조

이는 더 작은 절개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기 위해서, 프린터는 현재보다 훨씬 더 정교한 조형
이 가능해야 한다.

현재까지 쾌속조형장치는 단순히 조형물을 생산하
는 정확한 틀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다음 단계는 조형

이 분야의 진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물 제작 과정을 분리하여 조형물을 직접 만드는 것이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로 0.5 미크론 크기 조

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이 기술을 얼굴 재생

직을 생산하기 위하여 3D 조형 과정이 더욱 정련되었

조형물 및 심지어 환자에 따라 맞춤이 가능하도록 둔

다. 이는 전보다 수백 배 더 작은 규모이며, 실제로 장

부와 같은 내력(load-bearing) 인공관절제작에 활용하

기의 조형이 가능할 정도로 작은 것이다.

는 등 그 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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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TF(인터넷기술) 국제표준화 회의
정보시스템표준과 공업연구사 배진석
02)509-7257 jsbae@ats.go.kr

Ⅰ. 출장개요

인 수행과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KS X
3503(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의 커넥션형 네

1. 목

적

○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는인터넷

에서 이용되는 모든 프로토콜의 개발과 표준
화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 표준 공동체
○ 최근 VDSL(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과 무선

트워크 서비스 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출장기간 : 2004. 7. 31(토) ~ 8. 8(일) (7박9일)
3. 출 장 지 : 미국(SanDiego, U.S.A)
4. 출 장 자 : 정보시스템표준과 공업연구사 배진석

인터넷등 초고속 유·무선 네트워크 서비스의
수요증가와 확대로 인하여 국제 수준에 걸맞는

Ⅱ. IETF 총회(Plenary) 및작업반(WG)회의 참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층
프로토콜 개발 지침에 대한 표준화가 시급한 실정
○ 따라서 인터넷 기술 및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는

1. 회의개요
본 회의는 제60차 IETF(인터넷 기술) 국제표준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국제표 화 회의로 현재 표준화가 진행중인 8개의 기술영역
준화 회의』에 참석하여 IPv6(Internet Protocol (Area)에 80개의 작업반(WG, Working Group)이
version 6), Mobile IP, VoIP(Voice over IP)등에 6일간에 거쳐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회의가
대한 기술 정보 및 표준화 동향 파악을 통하여
진행됨
○ 경상연구과제로 추진중인
『개방형 시스템 네트워
크층 프로토콜 개발 지침 표준화 연구』의 효과적

- 회의 장소 : Sheraton San Diego (미국, 샌디애고)
- 회의 기간 : 2004. 8. 1 ~ 8. 6(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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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참가자 : 총1,300여명 참석(미국, 일본, 영국,
한국등 30여개국)

재정비 완료
- http:\\rtg.ietf.org\~fenner\iesg\data\참조

2. 총회 일반 의결사항(Plenary 회의)
사. IAB의 보안 관련 워크샵 경과 보고
가. 본회의 Agenda 채택 및 승인.

※ IAB(Internet Architecture Board) : IETF의
중장기 발전방안 설계 및 전제적의

나. 지난 2004년 3월 서울(한국) 총회 회의록 검토

합의안 마련

및 승인
아. IETF 관리체제 개편안 발표
다. IPR(특허권리)와 IESG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 자율참여에 의한 관리체제 원칙은 깨지 않고

61회 회의까지 마련키로 RFC editor 가 보고함

WG간의 분쟁을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 IESG(Internet Engineering Streering Group) :

강력한 운영체제로 전환

IETF 전체 활동 조정, WG의 설치, 프로토콜
의 표준화 결정등을 관장하고 있음

자. 각 WG들의 금번회의 결과 요약 보고
- Mobile IPv4의 표준화 작업은 95%이상 완료

라. PROTO(IESG Process) 팀구성 발표
- IESG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표준화 절차의 투

되었으며, Mobile IPv6와 상호호환성문제는
IPv6 작업반 전담하기로 결정

명성을 보장받기 위해 Allison Mankin(공동 의
장)등 7명으로 2004년 1월 결성
- 추가 사항으로 문서 승인과 출판까지의 절차를
속도있게 진행키로 함
마. IANA 2004년 보고서 승인
- 인터넷 기술에 관련된 다른 조직들과 상호 협
력을 주도를 약속
※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 IP 주소와 TCP의 Port 번호 관리

차. Internet Society 2004년공로자 포상
- 수상자 : 스티브 사장
- 상 금 : $20,000
카. 차기 회의 개최안 결정
- 회 의 : 제61회 IETF 국제표준화 회의
- 기 간 : 2004. 11. 7 ~ 11. 12(6일간)
- 장 소 : 미국, 워싱턴 D.C.(Washington D.C.,
U.S.A)
- 후원사 : Alcatel

바. IESG 2004년 보고서 승인
- 2003년 1월 이후 발행된 Internet Draft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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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반(WG, Work Group)별논의사항(2004. 8. 2 ~ 8. 6)

3.1 IP 이동성 최적화 작업반
가. 무선LAN(IEEE802.11과) 연동을 위한 IP이동성
확보 방식 개선안(일본 Keio 대학 제안)
나. Handove시
r 보안용 Key 교환방법 개선안 제시
(DoCoMo 미국 Lab과 Nokia 공동제안)
※ 핸드오버(Handover) : 통화중 상태인 이동
단말(mobile station)이해당 기지국 서비스 지역
(cell boundary)을벗어나 인접 기지국 서비
스 지역으로 이동할 때 단말기가 인접 기지
국의 새로운 통화 채널에 자동 동조되어 지
속적으로 통화 상태가 유지되는 기능

안 모색키로 합의
- Home Agent(홈 대리인)에 등록된 정보를 충
분히 획득할 수 있는 방법
다. MIPv6 상태갱신을 위한 인증 선택방법개선 요구
- IMT2000기술인 3GPP(비동기식)와 3GPP2(동
기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증시스템과 호환
될 수 있는 프로토콜 요구
- Handover 구간에서 2개의 IP주소가 필요하므
로 이에 처리방안 요구
- IP SEC의 인증알고리듬만이 아닌 EAP와 같
은 알고리듬의 처리방안 요구
※ EAP(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

다. EDGE 시스템에서 요구되고 있는 광대역, 저비
용, 짧은 지연시간 (latency)를 만족하는

차세대 인증 프로토콜
- 보안 Key에 있어서 rekeying과 new key에 대

Handover 방법 제시(삼성전자)

한 사항은 인터넷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찾기

※ EDGE(Enhanced Data rates for GSM

로 합의

Evolution) : 차세대GSM 기술
라. 접속 라우터(AR, Access Router)에서 Nonce의
라. Hierarchical Mobile IPv6를 위한 Fast Handover
방법 제시(경북대학교)

수명(life time) 결정
※ Nonce : 특정순간을 증명하기위해 생성된
시간 값(일종의 time stamp)

마. 자료수집 : Mipv6-binding-lifetime-extension등기
술자료 7종

마. MIPv6를위한 수동 IP SEC Key처리절차 재정립
- IKE와 이동성이 포함되도록 IP SEC의 인증

3.2 Mobile IPv6(이동통신을위한 IPv6) 작업반

프로토콜 개선
※ IKE(Internet Key Exchange) : 협상

가. IP SEC(인터넷 보안)을 만족하는 Mobile
IPv6(MIPv6의
) 시험 방법 합의
나. Bootstrapping 문제점 지적 차기 회의까지 해결

(negotiation과) Key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
- Cypher(암호) 블럭설정 방법 개선
바. MIPv6 상호운용성 시험을 공동 테스트 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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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bed) 결성

- 보안성 있는 Fast Handover 보장

- 공통시험협회 홈페이지 : mip6.plugtests.org

- 사용자 인증 및 데이터 보안을 위한 Session
Key 관리

사. AAA 인프라구조에서 Bootstrapping Mobile
IPv6 해결방안 제시

타. 자료수집 : Mipv6-CN-IPSEC등기술자료 25종

※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 보안을 위한 인증, 인가,
회계 관련 프로토콜

3.3 AAA(인증, 인가, 회계) 작업반
가. Mobile IPv4를위한 Diameter 제시

아. MN(Mobile Node)과CN(Correspondent Node) 사
의의 IP SEC 처리 방법 제시

- 확장형 인증 프로토콜(EAP)의 Key 이름 추
가 및 식별자(identifier) 활용방안

- 라우팅 최적화 보안을 위한 새로운 기준점을
제공하는 방법

나. EAP의 보안 Key 관리 문제 정리
- AAA의 Key 변환(transport) 기능을 선택사

자. MIPv4에서 MIPv6로 변환(transition시
) 발생 가
능한 문제 재검토
-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문제
- 보안 문제(IP SEC와 해결 방안 모색)

항(option으
) 로 처리
·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을 독립
적인 프로토콜을 만들어 처리키로 함
· EAP 불변관계(invariant) 정립
· 비상주(transient) EAP Key 고려

차. Home Agent(홈 대리인)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
DHCP 서버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삼
성전자 제안)
※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 여러 Key들이 재생성되고 재인증시 혼란
의 막기위해 우선순위 설정
- EAP 서버에 시스템 변수처럼 관리 할 수 있
는 적절한 외부 Key cache 수명을 권고함

서버 : 단말기 네트워크 접속에 필요한
대출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라우터 정보등
을 제공하는 서버

다. 선택적 EAP Key 기법 제시(시스코사 제안)
- RADIUS 서버에서 변경해야 할 작업이 많아
차후에 다시 토론키로 함

카. MIPv6의 보안해결 방안에 하나로 CBU(Certificatebase
- Binding Update) Protocol 검토
- Secure binding update 기능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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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US와 Diameter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재검토 필요
라. Diameter Credit-Control 활용방법

마. AAA에 관련된 URL 분배표 발표
- www.iana.org/assignments/uri-shemes 참조
바. Diameter SIP Application Draft3.0의최종확인요
청(Last Call)이 IESG에 상신되어 2004년 8월

바. IESG에 MIPv4 Challenge/Response 절차 변경
통보(rfg3012bis 문서참조)
사. IESG에 Dynamic Home Agent 지정 프로토콜
해결안 통보

26일에 결과가 확정될 것임을 공포함
아. 진화된 NAI 확장 명세서에 대한 표준화 추진
사. QoS(Quality of Service)를 위한 인증 및 인가

합의(
‘04년 10월 예정)

방법 제시
자. 기타변동사항 차기추진일정
아. 자료수집 : AAA-Diameter-Mobilei등
p 기술자
료 17종

- MIPv4용 VPN 해결안(
‘04년 11월)
- Home Address 할당에 기반을 둔 NAI 변경
안(‘04년 12월)

3.4 Mobile IPv4(이동통신을위한 IPv4) 작업반
가. IPv4를 지원하기 위한 IP 이동성 확보 방안 제

- MIPv4용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 수정(
‘05년 2월)

시(rfc3344b문서참조)
is
차. 자료수집 : Mipv4-VPN-Problem-Statemen등t
나. Home Address 분배 시나리오에서 IPv4의 동적

기술자료 12종

NAI 제시
※ NAI(Network Access Identifier) : 통신망에

3.5 IPv6(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 작업반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별자
가. IPv6 Stateless Address 자동구성 방법
다. Mobile IPv4(MIPv4)용AAA Key 작업완료
라. MIPv4용 사상 사설 네트워크(VPN) 상호동작
문제 해결을 위하여 IESG에 협조요청

- Prefic 길이 문제에 대한 LAB 권고사항 검토
나. IPv6를 위한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 정의
- ICMPv6 :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for IPv6(시스코제안)

마. MIPv4환경에서 낮은 지연시간의 Handover 시
험 완료 통보

다. IPv6용 Optimistic Duplicate Address Detection 방안
- IPv6의 주변 발견 기법의 변경과 Stateless
Address 자동 구성 방법의 상호 동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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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구성시발생하는지연시간을최소화하는방안
라. IPv6 라우터 광고를 위한 DHCP 이용 방안

- IPv6 over PPP 기능정의
- IPv6용 Multicast 주소체계

- 기술의 들과의 상충문제 가능성 검토후 진행
하기로 합의

나. 이동통신 및 무선통신용 Mobile IP관련 표준기
술 동향 파악

마. DOS(Denial of Service)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hop-by-hop 기능 추가

- 무선LAN(IEEE802.11과) 연동을 위한 IP이동
성 확보 방식
- Hierarchical Mobile IPv6를위한 Fast Handover 방법

바. IPv6 over PPP 기능정의
- 네트워크층 프로토콜 정보를 캡슐에 담아
Point to Point Protocol(PPP)를통해 전송하는방법

※ 핸드오버(Handover) : 통화중 상태인 이
동 단말(mobile station)이해당 기지국 서
비스 지역(cell boundary)을벗어나 인접
기지국 서비스 지역으로 이동할 때 단말기

사. IPv6용Multicast 주소체계관련문서의 Last call 진행

가 인접 기지국의 새로운 통화 채널에 자
동 동조되어 지속적으로 통화 상태가 유지

아. MIPv4와 MIPv6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위해
발생하는 문제등 실제운영상에서 발생하는 6용
Multicast 주소체계관련문서의 Last call 진행

되는 기능
- 접속 라우터(AR, Access Router)에서Nonce의
수명(life time) 결정
※ Nonce : 특정순간을 증명하기위해 생성된

자. 자료수집 : IPNGWG-ICMP-V3등기술자료 26종

시간 값(일종의 time stamp)
- MIPv6 상호운용성 시험을 공동 테스트 베드

Ⅲ. 종합의견

(Test bed) 결성
- MIPv4에서 MIPv6로 변환(transition시
) 발생

1. 성 과

가능한 문제 재검토
- IPv4를 지원하기 위한 IP 이동성 확보 방안

가.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 기술인 IPv6관련 표준

- Home Address 분배 시나리오에서 IPv4의 동

기술 동향 파악

적 NAI 제시

- IPv6 Stateless Address 자동구성 방법

※ NAI(Network Access Identifier) : 통신망에

- IPv6를 위한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별자

- IPv6용 Optimistic Duplicate Address Detection 방안
- IPv6 라우터 광고를 위한 DHCP 이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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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터넷 보안관련 표준기술 동향 파악

- 확장형 인증 프로토콜(EAP)의 보안 Key 관
리 기법

2. 소 감
○ 인터넷은 언제 어디서에서나 어느 누구나 통신

- Diameter Credit-Control 활용방법

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Ubiquitous라는
) 새로운

- IP SEC(인터넷 보안)을 만족하는 Mobile

정보통신시대의 핵심기술이므로

IPv6(MIPv6의
) 시험 방법
- MIPv6를 위한 수동 IP SEC Key처리 절차 재
정립

○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만 세계최고인 국내현실을
직시하고 차세대 인터넷 기술의 화두인 IPv6,

- MN(Mobile Node)과 CN(Correspondent Node)
사의의 IP SEC 처리 방법

Mobile IP, 인터넷 보안에 관련된 국제표준기술을
하루빨리 국내 업계에 보급함과 동시에 관련된
우리기술을 국제표준화 하여야만 세계인터넷 시

라. IPv6, Mobile IP, 인터넷보안관련 최신 기술 정

장에서 우리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

보 수집으로 국내 관련 KS규격의 수정안을 마

법임을 본회의를 참가를 통해 확인하는

련하는데 활용 가능

계기가 됨

마. 기술 자료 수집 : M i p v 6 - b i n d i n g - l i f e t i m e extension등 기술자료 87종

○ 따라서 관련 기업, 연구소, 정부에서 관련기술의
개발과 발굴을 통하여 국제표준에 반영할 수 있
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임

표준

2004·9 국제표준활동

75

국/제/표/준/활/동

ISO/TC 37 총회 및 WG 회의
비지니스표준과 전문위원 홍귀현
02)509-7272 parpeh@ats.go.kr

1. 출 장 개 요

□ 출장기간 : 2004.08.18(수)˜08.27(금)
○ ’04. 8. 19~8. 21 : ISO/TC 37 자문위원회

□ 출장목적

/UNESCO 공동회의
○ 전문용어 표준화 기술위원회인 ISO/TC 37 총회

○ ’04. 8. 23~8. 26 : ISO/TC 37 WG회의및 SC 총회

및 WG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규격 제정 동향 파
악 및 우리나라 의견 반영
○ TC 37 활동과 관련하여 CEN/ISSS와 상호협력
방안 논의
○ TC 37 자문위원회(AG) 및UNESCO 공동회의에
참석, 미래 전략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전
문용어 국제표준화 영역에서 한국의 영향력 제고
□ 회의명
○ 국문 : 전문용어 및 기타 언어자원 (Terminology
and other language resources) 국제표준화
회의
○ 영문 : ISO/TC 37 Plenary and WG Meetings

□ 대표단
번호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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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비 고

1

최기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SC4 간사

2

이기용

고려대학교

교수

WG컨비너

3

윤애선

부산대학교

교수

4

이재성

충북대학교

교수

5

신효식

한국과학기술원
KORTERM

선임연구원

6

이승재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7

이병희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선임연구원

8

류 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9

허준영

인강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10

홍귀현

기술표준원

전문위원

□ 참가규모: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등 30개국 100여명
□ 회의장소 : 프랑스, 파리

소 속

□ 주요 회의의제

○ ISO/TC 37 제안 규격의 상황보고 및 미진행 규
격안 처리 논의

○ ISO/TC 37/UNESCO 상호협력안논의
○ 국가별 용어정책(NTP) 방향파악 및 권고안 작성

○ ISO/TC 37 향후 조직체계 및 범위 구상

○ ISO/TC 37 홍보및 산업계와 연계 전략 논의 등

○ ISO/TC 37 2004-2005 사업계획보고
2. 전문용어 국제표준화 회의 결과
가. 회의 개요
□ 일정별 업무수행내용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8.18(수)

인천

파리

이동

업무수행내용

접촉인물

○ 인천출발-> 파리도착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C. Galinsky
(InfoTerm)

UNESCO 다언

어사용주의 (Multilingualism) 지원 위한
언어 콘텐츠 제공 논의

8.19(목)

UNESCO

~8.20(금)

P.G. Hector
(UNESCO)

○ JTC1/SC32 (데이터관리) 및 다른 기술위원
회에서 이용되는 DCS(데이터범주 분류)

YU Xinli
(CNIS)

와의 차이를 고려한 규격제정 방향 논의
○ 국가용어정책에 대하여 정부 정책 위주보다
국가용어정책

8.21(토)

Bottom-Up 방식 진행 권고안 마련

(NTP) 회의 ○ 국가간 용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구축

L.Romary
(INRIA)
S. Zhifang
(북경대학교)

및 활용방안 논의
○ SC별 작업현황 보고
○ SC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Tutorial
8.23(월)

AFNOR

~8.26(목)

작성 및 총괄위원회 구성 결의
○ 데이터범주등록(DCR)을 위한 등록기관(RA)
및 DCR 자문위원회 설립 결의

8.26(목)
~8.27(금)

파리

인천

이동

G. Budin
(Vienna Univ.)등
회의 참석자
(100여명)

○서울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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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의 결과
○ DCR(데이터범주등록) 관련 TC 37 수준에서 SC
□ TC 37/SC 1(전문용어원칙 및 방법) 논의결과

3가 제정 또는 진행 중인 전문용어 체계 등을 지
원하기로 함

○ ISO/CD 704 및 ISO/CD 860은 회원국들의 코멘
트를 반영하여 수정 후 2차 CD 투표에 상정키로

○ JTC1/SC 32(데이터관리서비스)의 Data Element,

결정

Attribute속성)
(
등 TC 37과 관련된 기술위원회

- ISO/CD 704에 사용하기 위한 개념 시스템 개

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는 Test

발을 위하여 Ad

Hoc 그룹을 구성키로 함

○ 향후 TC 37 용어뱅크에서 사용될 데이터범주
(Data Category) 및 기능(Functionality) 요건의

Group 구성 논의
○ 제정중인 규격에 대한 사용자 친화적인 가이드
제정 논의 등

목록 작성을 위하여, Ad Hoc 그룹 구성 결의
□ TC 37/SC 4(언어자원관리) 논의결과
□ TC 37/SC 2(전문용어집및 사전편찬) 논의결과
○ SC 4가 진행 중인 DCR(데이터범주등록) 작업을
○“문화다양성 관리를 위한 서비스 요건 및 인증계
획“ 워킹그룹 (WG) 5의 신규 설립

지원하기 위하여 TC 37 수준에서 등록기관(RA)
설립 및 자문을 담당할 DCR 위원회 구성 결의

- 신규 WG5의 컨비너로 미국의 Chris Cox 선출
○ 한국이 제안한 ISO/DIS 24610-1(자질구조표상)의
○ 중국이 신규 제안한 N313“전문용어집 및 사전
편찬 데이터 수집 평가 및 벤치마킹”
을 NWIP로
채택

FDIS 투표 상정 예정
- ISO/DIS 24610(자질구조표상)의 제 2부 ISO
24610-2의 구체적 작업을 시작하기로 함

- 중국 CNIS의 Yu Xinli와 Mr. Song Rou를 공동
프로젝트 에 디터로 선출

○ 한국의 이기용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는 TC
37/SC4/WG 2(형태구문론 주석틀) 회의를 11월

○ ISO/CD 639-3과 ISO/DIS 1951를 각각 DIS 및

이탈리아 피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FDIS 단계로 ISO 중앙사무국에 상정키로 함
3. 관찰 및 평가
□ TC 37/SC 3(전문용어의컴퓨터 응용)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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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용어 국제표준화가 IT 용어 중심으로 재편

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국제간사를 맡은 SC 4(언

4. 향후 추진계획

어자원관리)의 영향력 증대
- Metadata, DCS(데이터범주분류) 등SC 4가 작
업중인 프로젝트 지원을 위하여 TC 37 수준의
총괄위원회 구성 결의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언어사용주의
(Multilingualism) 기반제공 등 UNESCO와 공동
협력안 마련에 참여

□ 전문용어 모델의 상업성 활성화 추진
○ 자동번역, 음성인식 등 전문용어 모델의 상업적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TAMA(선진경영프로
그램용어회의) 회의 개최 계획 수립
- ISO/TC 37 회의와병행 개최 예정, 세부사항은
간사기관 (KAIST)와 협력 대응

- UNESCO는 다언어사용 및 다문화주의 증진을
위하여 2000년“B@bel 이니셔티브”
를 채택하

□ 동아시아 지역 포럼 중심으로 한국의 대응체제 구축

였고, TC 37은 다언어 콘텐츠를 제공키로 함
- 체계적 용어계획 실행을 위한 국가별 용어DB

○ 중국과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표준화기구

네트워크 구축 등 Bottom-Up 형식의 국가언어

(CEN)의 동아시아 지역 상품분류계획에 우리나

정책(NTP) 가이드라인을 제정 중임

라도 적극적 참여

- E-learning 활성화를 위한 On-line 튜토리얼을
작성키로 함

- SC 4 국제간사인 KAIST 최기선 교수가 제안
한 NWIP N067“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분류
계획 원칙”을 기반으로 대응

○ 전문용어 커뮤니티와 산업계 연계 활성화를 위
하여, 국제적 네트워크와 협력 방안 논의
- 국제 규모의 LISA(지역화산업표준협회 ),
LREC(언어자원평가 회의), TAMA(선진경영프

○ 중국은 홍콩, 대만 등 한자문화권의 규합을 통하
여 동아시아 언어체계를 국제표준에 반영할 계
획이며, 한국 및 일본의 협력을 요청

로그램용어회의) 등과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

- EAFTerm(동아시아 전문용어 포럼) 및 EA-

하고, 특히 2005년 TAMA 회의를 한국에서 개

ECA(동아시아 전자상거래협회)을 중심으로 상

최 토록 요청함

호협력을 기반으로 하되, 한글의 고유 언어체계
가 반영되도록 노력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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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유도 전동기의 효율향상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의료기기팀 박수강
031) 428-7516

1. 서 론

유도전동기가 주로 사용되는 응축기, 환풍기, 팬, 펌프,
전등기기 등에 적용하고자 한다.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상유도전동기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위상검출식 부하적응제어방식

효율은 정격운전에서 약 60[%] 정도지만 실제로 정격

은 전동기의 주권선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제어기

운전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부하가 변동하거나

스스로 검출하여 실시간 부하상태에 적응하는 능동제

혹은 경부하 에서 주로 운전하기 때문에 전체 효율은

어방식으로 설계하고 전동기의 입력과 출력 특성을

3상유도전동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실시간 감시하여 운전시 전동기의 특성을 정확히 진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설계할 때 안전을 위하여 부
하율을 여유 있게 설계하므로 전동기가 정격운전을

단하는 감시시스템을 개발하여 제어기의 설계에 있어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부하에서 운전하는 것과 동일하여
과도한 입력전력으로 인하여 저 효율의 원인이 된다.

2. 시스템설계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부하시 저 효율특성을 개
선하고자 전동기의 부하상태와 기동특성을 실시간으

그림 1은 제어장치의 기능에 따른 블록도로써 전원

로 검출하여 최대효율로 기동 및 운전상태를 만들어

공급부와 전압과 전류의 검출부와 동기검출부, 마이크

줌으로 효율향상 및 에너지 절감효과를 극대화 하고

로컨트롤러, 기동 및 운전을 위한 구동부로 구성되어

자한다.

진다.

장치를 제어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파라미터검

그림 2는 시스템의 흐름도를 나타내며 기능에 따른

출도 비교적 간단하게 검출할 수 있는 전압과 전류의

실행 순서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동기가 기

위상차만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다용량, 다품종

동할 때는 T2가 on되고 전동기가 기동이 끝나면 T2

인 단상유도전동기에 적합한 범용의 제어장치를 개발

가 다시 off되고 기동시점은 입력전압과 전류의 위상

하고 이 제어장치로 커패시터 기동형과 운전형 단상

차를 검출하여 기동시점을 찾는다. 200[W] 전동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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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운전 중 위상차가 기동 전 검출된 위상차 보다
크면 기동이 완료되고 운전모드로 전환된다.

다음으로 전동기의 용량에 따라 기동시의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조금씩 다르므로 전동기를 기동하기

다음, 전동기의 기동이 끝나고 운전구간으로 접어들

전에 주권선과 연결된 보조권선을 분리하여 기동시키

면 T1에 의해서 전압의 위상각 제어를 한다. 이때 위

면 전동기의 기동에 필요한 최소의 위상차가 발생하

상각 제어의 점호각은 전동기의 전압과 전류와 위상

므로 이때의 위상차를 기억하여 전동기에 적합한 위

차를 검출하여 입력전력을 실시간 감지하므로 부하의

상차를 검출하는 위상검출식 부하적응제어 (Phase

상태에 따라서 입력전력의 제어가 이루어진다. 예로,

Detecting Load Adaptive Controller)방식으로수행된다.

경부하에서는 점호각을 증가시키고 정격부하에 다다
를수록 점호각을 감소시켜 경부하에서 불필요한 전력
을 절감하여 효율을 증가시킨다.
다음, 전동기가 과부하 상태로 장시간 운전될 경우
T1을 off하므로 과부하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전동기가
운전 중일 때 실시간 전력상태를 7-세그먼트로 표시
하고 경부하일 때는 황색, 정격부하일 때는 청색, 과부
하일 때는 적색의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아날로그
신호로 표시한다.

Fig. 2 Flowchart of PDLAC
전원장치는 주전원으로부터 바로 전원을 공급받으
며 동시에 주권선의 전압을 검출하고 변류기의 비율
을 조절하여 신호처리에 적합한 레벨로 전압을 상승
시킨다. 검출된 전압과 전류의 신호는 영점회로를 거
쳐서 신호의 영점에서 단펄스로 변환되어 제어부인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입력포트에 들어가고 프로그램
의 처리형태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동과 운
전생태를 제어하면서 과도한 전력을 절감시킨다. 전원
Fig. 1 Block diagram of PDLAC

이 들어오면 각각의 장치는 리셋되고 전동기의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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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의 시작점에서 전원이 공급되며 전류와 전압이
영점을 지나는 시간차를 측정하여 주권선의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결정한다. 기동초기에는주권선전압의
위상이 전류보다 약간 앞서고 전동기의 속도가 증가하
면 전압이 전류보다 큰 위상차로 앞서게 되고 위상차
가 최대일 때 기동용 커패시터는 주권선에서 분리된다.
표 1은 전동기의 용량에 따른 위상차를 나타내며
200[W]급 전동기의 무부하일 경우에는 기동주기가 4
주기이고 이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30°정도로 측
정되었다. 기동용 커패시터의 분리 시점은 전류와 전
압의 위상차를 실시간 검출 받아 30°이상일 때 보조권
선을 분리하면 기동이 완료된다. 그림 3은 전동기의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대 속도를 나타내는데 컷아웃
속도구간에서 동기속도의 70~80[%]의 속도인
1260~1440[rpm에서의
]
위상차가 최소에서 약 28°까지
급격히 상승함으로 이 위상차를 기억하고 컷아웃 속
도를 지정하여 보조권선을 제어한다. 운전시에는 위상
차가 약 90°가 되고 만약 전동기의 속도가 감소하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도 동시에 감소하여 재 기동을
위하여 트라이악은 재차 동작한다.
Table 1. Voltage and current phase with rated power of motors

Rated power

200[W]

75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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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ratio[%]

Starting period

Vm-Im phase

0

4

30°

50

5

25°

100

6

20°

0

5

37°

50

6

30°

100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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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racteristics of speed with Vm-Im phase

3. 실험결과
실험에 사용한 전동기는 커패시터 기동형 단상유도
전동기로 출력범위가 1/4~1[Hp]이고 기동장치로는
원심력스위치와 기동용 커패시터가 사용된다. 기동전
류는 400~500[%] 정도를 필요로 하며 기동토오크는
200~350[%로
] 펌프나 냉장고, 공기압축기, 오일버너,
전기세탁기, 펌프, 에어컨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
표 2는 실험에 사용한 전동기의 사양이다.
Table 2 Specifications of capacitor start induction motor

Design Of Single Phase Induction Motor
(Capacitor Start)
Output power

200 [W]

Voltage

220 [V]

Starting current

14 [A]

Speed

1715 [rpm]

Frequency

60 [Hz]

Pole

4 [P]

Capacitor

200 [μ
F]

Efficiency

45 [%]

실험은 제어기의 내부신호와 실험 전동기의 전기 및

이터는 그래픽 언어를 이용하여 그림 4(a)와 같이 전

기계적인 특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실험장치에는

동기의 입력특성 및 출력특성을 가상계기와 수치로

3[kW]급 부하동력계와 4채널 500[MHz] 디지털오실

표현하였고 위상제어에 따른 부하율과 효율을 그래프

로스코프와 전류측정을 위한 Max. 150[A]급 전류프

로 나타내어 위상각제어를 수행하면서 전동기의 특성

로브와 전동기의 입력 및 출력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을 실시간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기적인 측정모듈 및 기계적인 측정모듈로 구성되어

실험조건은 기동실험과 운전실험, 반복기동실험 등

있고 전동기 제어 및 전동기의 특성을 실시간 감시하

을 할 수 있으며 운전시간과 기동횟수 및 기동, 정지

는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장치의 실제모습이

시간을 각기 조절하여 실험 하였고 그래프로 나타난

사진으로 보여 진다.

측정값들은 데이터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보관 후

측정모듈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데이터는 16채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수의 기기를 비교, 분석할 수

A/D 컨버터를 이용하여 전동기의 입력전압, 전류, 입

있게 설계하였다. 그림 4(b)는 시스템을 제어하는 블

력전력, 토오크, 속도, 출력전력 등을 디지털 신호로

록도를 나타낸다.

변환하여 RS485통신을 통해 컴퓨터로 전송하고 이 데

Photo. Experimental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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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단펄스가 서로 시간차를 두고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750[W]급 전동기가 운전할 때에 위상검출
신호에 따른 구동신호를 나타낸다. 채널 1은 운전 전
류를 나타내고 채널 2는 전압동기신호, 채널 3은 전류
동기신호, 채널 4는 트라이악의 구동신호를 나타낸다.
동기신호의 시간을 위상으로 간주하여 부하상태를 역
으로 추정하고 현재의 부하상태에 적합한 구동 위상
각을 조절한다.
그림 8은 750[W]급 전동기의 컷오프 위상을 검출
(a) monitoring screen of motor characteristics

받기 위한 프로그램의 테스트 모드에서의 동작 파형
으로써 검출 주기는 5주기 정도이다.
그림 9는 부하에 따른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그래프
로 표현한 것으로 무부하일 때 74°, 25[%]일 때 68°,
50[%]일 때는 64°, 75[%]일 때는 56°, 정격부하에서
는 54°정도로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비례적인 위상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b) block diagram of data processing
Fig. 4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of motor

그림 5는 750[W]급 전동기의 기동특성으로 보조권
선이 off될 때까지 주권선의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나
타낸다. 기동구간에서는 약 30°에서 40°를 유지하다가
운전구간으로 전환되면서 50°이상의 위상차가 발생함
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750[W]급 전동기의 주권선전압과 전류에
따른 동기검출 신호를 나타내며 전압과 전류에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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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arting phase of main winding voltage and current
with rated 750[W]

Fig. 6 Detecting phase signals of rated 750[W]
Fig. 9 Phase of voltage and current with load

그림 10은 200[W], 750[W]급 전동기의 정격부하일
때 기존전동기와 에너지 절감방식을 적용한 전동기의
효율비교이다. 200[W]급 전동기의 기동시 최대효율은
기존의 56[%]에서 72[%]로 16[%]향상되었고
750[W]급 전동기의 기동시 효율은 기존의 73[%]에서
86[%]로 13[%]향상되었다. 또한, 운전시 효율도
200[W]급 전동기일 경우 기존의 52[%]에서 60[%]로
Fig. 7 Synchronizing signals of voltage, current and trigger
signal with rated 750[W]

(ch.2 : voltage, ch.3 : current)
Fig. 8 Detecting time with rated 750[W]

8[%]정도 향상되었고, 750[W]급 전동기는 68[%]에
서 72[%]로 4[%] 정도 향상되었다.

(a) 2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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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및 운전상태를 제어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위
상검출식 부하적응제어기를 설계하였고 위상제어에
따른 부하율과 효율을 그래픽 언어를 이용하여 전동
기의 입력 및 출력특성을 가상계기와 수치 및 막대그
래프로 나타내어 위상각제어를 수행하면서 전동기의
특성을 실시간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
계하였다.
제안한 방식은 전압상태와 부하변화에 대한 적응성
이 높으며 간단한 시스템으로 전동기에 대한 정보를
(b) 750W
Fig. 10 Efficiency of motors

진단하여 고효율의 에너지 절감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으로 다용량, 다품종인단상유도전동기의시장성으로 보
아 경제성과 신뢰성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현장실험을 통한 신뢰성의 확보와 실용화, 소

4. 결 론

형화를 실현하고 유도전동기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기
기와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력변화시스템에 적용

본 연구에서는 단상유도전동기의 입력전압과 전류
의 위상차를 검출하여 실시간으로 부하상태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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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범용의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준

재미있는 우리 몸 읽기
우리몸은 걸어 다니는 화학공장...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경영혁신팀 황수진
02) 785-1200

우리몸은 움직이는 화학공장 이다. 그야말로 움직이

을 하기도 한다.

는 공장인데 음식을 먹고 그 음식에서 각종 영양분을

폐는 75~80%의 습도를 좋아하는 데, 건조한 공기

소화시켜서 각종의 영양분을 뽑아낸 다음 우리 몸이

는 코안의 점막에 의해 습기를 얻는다. 코는 또한 정

필요로 하는 각 기관으로 보내져서 우리가 활동하고

화기 역할도 맡고 있다.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우리 몸에서 얼굴에 있는 각종 눈·코·입도

@ 코는 온도를 유지하는 난방기이자 맑은 공기

그 각자의 필연으로 인해서 자기 일들을 수행해 내고

를 들이 쉬고 나쁜 공기를 몰아내는 가습기 ..

있다. 쌍꺼풀에 호수 같이 깊고 그윽한 눈, 매혹적인
입술, 오똑한 코는 아름다운 얼굴의 상징이다. 그러나

큰 이물질은 코털이 일차로 걸러주며 그보다 작은

클레오파트라의 오똑한 코도 내시경으로도 들여다보

입자들은 코안의 점액이 끈끈이처럼 작용하여 걸러낸

면 코털 몇 가닥과 3개의 비갑개 로 이뤄진 약간은 지

다. 날씨가 춥거나 하여 감기에 걸리면 코점막 표면에

저분한 우리 몸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문가

있는 섬모의 작용이 마비되어 점액이 과잉 생산되고

들은 지적한다. 오늘은 이 코에 대해서 알아본다. 얼굴

안으로 쓸어 내리는 활동이 중지되어 이것이 코 밖으

의 가장 한가운데 위치한 코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

로 흘러나와 콧물이 된다.

는 데 꼭 필요한 기관이다.‘숨길’로서의 역할로 하

세균이 묻은 점액과 일부 먼지가 건조한 공기 중에

루 평균 2만 3040번의 숨을 쉬면서 약 1만 3500리터의

그대로 말라서 굳어진 것이‘코딱지’이다. 전문가들

공기가 들락거린다.

의 지적에 따르면‘ 옛사랑의 향기에 젖는다’라는 표

찬 공기가 들어가서 폐가 상하지 않도록 코는 공기

현을 곧잘 쓴다고 한다.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는 환

의 온도를 항상 섭씨 32도 가량을 유지케 하는 난방기

자들의 고통은 별게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 쉬우나 진

역할을 하는 데, 이일은 코안의 모세혈관이 풍부한 비

짜 그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너무 괴로워

갑개가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한다. 코는 가습기의 역할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는 환자들도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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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냄새는 우리들의정서와 밀접한관계를 갖고 있다.

잘 맞추지 못한다. 이런 복합적 상태의 눈빛은 무신을

그래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사람 곁에 가서는 인상

짐작케 해준다. 정상적인 눈은 약간 웃는듯 눈초리가

을 찌푸리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던 옛 애인이 뿌리던

살짝 내려가야 하며 노려보는 듯하거나 졸린듯한 것

향수와 같은 냄새를 맡게 되면 주위를 한번더 돌아보

도 좋지 않다. 초점이 뚜렷해야 한다. 흰자위에 붉은

게 되는 것, 모두다 냄새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

기운이 돌거나 노란색이나 파란색이 돌아도 안된다.

이다. 이와 같이 냄새를 맡는 것도 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피로하면 쉽게 눈이 충혈되거나 안통이 심해지는데
이는 간장에 열이 쌓였기 때문이다.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으면 속에서 빨리 음식 집어

자주 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역시 간장과 비장에

넣어 달라고, 위가 서서히 위액을 발산하며 들어올 음

습열이 누적돼 있기 때문이다. 눈의 안쪽이나 바깥쪽

식을 소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에 노한 살기를 띠는 것도 비장에 습열이 쌓여 있기

고로 오독한 코든 납작한 코든 가장 중요한 것은 코
가 자기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때문이다. 눈의 흰자위가 노란색을 띠면 일단 황달을
의심해 봐야 한다.

있느냐 이다. 코는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맑게 걸려

눈이 들어간 듯 보여서 안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주며 온도를 우리 몸의 온도에 맞게 올려서 각 기관

경우가 있다. 이는 선천적인 골격이 그럴 수도 있지

으로 숨을 보내는 일을 하는 것으로 건물의 오염된

만 후천적인 경우에는 대개 진액과 음혈이 손상되었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밖에서 들어온 공기를 필터

기 때문이다.

로 걸려서 다시 건물 안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공기조화기’
와 같은 것이다.

눈두덩이 유달리 잘 붓는 경우는 비장에 습사가 울
체되었기 때문이다.
눈빛이 유달리 강한 사람의 경우는 간장의 기능이

@ 눈동자로 건강을 안다 매체의 홍수에 혹사당하
는 눈....

지나치게 왕성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간장의 기운은
풍을 유발하거나 비장의 기능을 저해한다. 실제로 마
음을 편하게 다스리면 눈빛 역시 부드러워진다. 눈빛

눈은 간장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아가 오

이 어둡고 깊어 보이면 체내의 양기가 부족한 것이므

장육부의 정기가 모두 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로 양기를 보충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다. 눈을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유신과 무신의

생활을 해야 한다. 중년을 넘기면 TV나 컴퓨터 책을

감별이다.

조금만 봐도 눈이 뻑뻑해져 쉽게 피로해지는 사람들

유신이란 그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며 무

이 의외로 많다.

신이란 생명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운마저 위태롭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인공눈물을 넣으면 일단

다는 의미다. 예컨대 병이 몹시 위중해지면 사람의 눈

뻑뻑한 느낌은 완화되지만 피로한 증상은 좀체 가시

빛은 왠지 초췌해지고 불안감에 사로잡히며 초점을

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자고 일어나도 몸이 전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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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눈의 피로도 계속된다.
심하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다.한의학에서 눈은 간장

@ 음식물을 먹고 인간사에 말을 통해 커뮤니케
이션을 하는 입

의 기능과 연관된다. 눈의 피로는 곧 간장의 기능이
저하됐음을 의미한다. 50대로 접어들면 체내의 진액이
서서히 고갈된다.
간장에 저장된 진액 역시 부족해져 눈에 영양을 공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음식물을
먹는 입은 상수원 역할을하는 곳 이는 음식물을 분쇄
하는 맷돌 역할을 하며, 혀는 음식물을 침과 섞어 걸

급하는 진액도 모자라게 된다.

쭉하게 만들어 삼킬 준비를 한다. 그런 다음 목구멍

이 때문에 눈이 뻑뻑해지며 쉽게 피로해진다. 햇빛을

뒤 쪽(식도)으로 음식물을 밀어 낸다. 대다수의 사람

보면 눈이 부시고 눈물이 나는 증상을 한의학에서 수

들이 입은 상수도의 역할을 항문은 하수도의 역할을

명유루라 한다. 심하면 눈이 충혈되고 가려우며 무의

한다고 믿고 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이다. 음식을 먹

식적으로 눈을 자주 비비게 되고 염증까지 생길 수

고 나의 생각과 의견을 입을 통해 상대에게 전한다.

있다.뒷목이나 뒷머리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며 항상
머리가 무겁다.
요즘처럼 시각매체의 홍수 속에서 살다보면 눈은
혹사당할 수밖에 없다.
이는 중년뿐만 아니라 젊은 직장인이나 학생에게도
마찬가지다.
안구피로를 동반한‘안구건조증’
의 치료는 무엇보
다 일정한 간격으로 눈을 쉬게 하고 몇 분간 눈운동
을 해주는 것이다.
기본적인 방법은 상하좌우로 시선을 움직이고 먼곳
과 가까운 곳을 교대로 응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간장의 진액을 보충해 주면서 진액부족에 따른 허열

아이가 옹아리를 할 때 엄마가 맨 먼저 가르치는 말

을 조절해주는 침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좋은 효과

은‘맘마’
다. ‘금강산도 식후경’
이라는 말이 있듯이

를 기대할 수 있다.

먹는 것부터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한 시인은 어려서

드물지만 시야전체가 흐리게 보이거나 부유물이 떠

가장 먼저 배운 말이‘아름다워’
라고 했다. 그는 처음

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일시적으로 아찔하면 녹내

배운 말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 그

장 백내장 등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 정밀검사가

래서 누구나 그를 보면 아름다운 마음씨를 부러워한다

필요하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반
응을 일으킬 것인가를 생각한 다음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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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못 쓸 경우 필화가 되고, 말을 잘못하면 설화

말, 유머의 말이 그것이다. 말은 어둠의 장막을 벗기는

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신혼여행을 떠난 10쌍 중

위대한 힘이 있다. 이러한 말들은 듣고 있어도 듣고

1쌍 꼴로 등을 돌린 채 돌아온다고 한다. 제주행 비행

싶은 말들이다. 그런가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 말

기를 주말에 타게 되면 대부분 신혼부부다. 그런데 여

도 있다. 칼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치유되지만

기저기서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 솔직히 고백하라고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겁을 주거나 나는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을 보면

비난의 말, 무시하는 말, 원망의 말, 냉소의 말, 혼자

수사관이 취조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떠들기, 제 자랑하기, 추궁의말 , 공격의 말, 잔소리,

결국 말 때문에 화를 입고 있는 것이다. 가정을 행

흉보기 말이다. 말에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말 한마디

복의 궁전으로 만드는 데 꼭 써야 할 말이 있다. 즉

를 해도 해야할 말과 해서는 안될 말을 가려서 하는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알아주는 말, 높여주

것이 필요하다.

는 말, 맞장구치기, 부드러운 말, 감사의 말, 용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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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방문기
인정제도과 화공사무관 이완규
02) 509-7227

“ 금강산을 다녀와서.... ”

그야말로 각기 다른 과자들이 들어있는 종합선물 세
트 같은 구성에 입을 크게 벌릴 정도였다. 교수, 장군,

과천시의 금강산 방문단에 합류하게 된 것은 내 아

사업체 사장, 모신문사 사장, 시의원 도의원 의장님 등

내가 평화통일 자문위원단이었다는 행운이 따랐기에

사무국에서 물품 신고를 마치고 신용카드와 금강산

가능한 일이었다. 2004년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

관람 증 등의 필요한 준비물을 목에 걸고, 북으로 가

일간의 여행 일정에 따라 우리 부부는 오전 7시 30분

는 버스길에 오르기 전 약간의 시간동안 우린 바닷가에

과천시청 정문 앞에 설레는 맘으로 나가게 되었다.

서 다시마를 따고, 조개 등을 주우며 , 버스를 기다렸다.

그 곳엔 이미 과천시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시의장
님, 시의원님, 평화통일 회장님을 비롯한 위원단님들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 이천 봉이라는 노래는, 철따

이 모두 나와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라 고운 옷을 갈아입는, 이름도 아름다운 금강산을

“무사히 잘 다녀오라”
는 시장님의 배웅을 받으며 우

지금 가고 있구나...라
. 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리 부부를 포함한 총 인원 33명이 버스에 올랐다. 외
곽 순환도로를 이용하여 타고 내려가던 우리는 홍천

우리는 남북을 오고가는 안내양을 조조장이라 불렀

휴게소 식당에서 간단한 아침식사를 한 후에 남고성

는데, 그건 그녀의 성이 조씨였기 때문이었다. 조조장

에 있는 금강산 콘도로 향하였다. 그 버스를 타고 가

의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TV에서나 본 듯

는 4시간 동안 버스 안에서는 회장님의 인사와 소개

한 철조망이 옆으로 쳐져있는 그 길을 달리고 있었다.

가 즐겁게 이루어졌지만, 조금은 서먹서먹한 방문단의

우리나라 GP, DMZ(비무장 지역)를 지나 북측 GP로

일원으로 끼이게 된 필자는 평소 붙임성도 별로 없는

비로소 접어들자 초라한 군복 차림의 새까만, 기껏해

지라, 분위기는 어색해지고 방금 들은 이름도 몇 분

야 15-6살 남짓의, 앳된 얼굴의 북한 병사 한 명이 보

뒤 까맣게 잊어버리는 다소 불편한 시간들만 계속되

이기 시작했다. 다소 다닥다닥 붙어 있을 정도의 간격

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번 방문단에 참여하

(100M간격)으로 그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게 된 사람들은 사는 곳과 하는 일이 너무나 다양한,

우리나라 군대와 큰 차이가 있음을 금방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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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자들은 만 17세부터 13년간 병역 의무 규정

듯 하였다. 깨끗한 온천물이 있는 곳은 오후 2시에 문

이 있어서 이렇게 어린 학생의 나이에도 군복무를 하

을 열어 오후 10시에 문을 닫는 곳이라고 한다.

게 되는 것이다. 병사의 얼굴과 옷차림에서 삭막하고
통제된 사회에서 그들이 생활하고 있음을 묻지 않고 “안 개 낀 금강산에 해가 깨끗한 산허리에 햇빛
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일행 말고도 각 처에서 온

이 치마처럼 드리우고.

여행객(약 500여명)들이 이 곳을 매일 지나간다. 줄

금강산 온천에 달이 뜨면, 온천 물 속에 달빛이

간격에 맞춰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18대-20여대 정도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늘어진 버스들이 갑자기 멈춰 서게 되면 북한 장교
대좌가 종종 버스 안으로 들어와 버스 바깥의 짐칸까

라는, 북한 안내원이 읊은 금강산에 관한 시 한수가

지도 검문을 하는 것이었다. 검문이 끝나고 나면 버스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산 밑의 오묘하고, 거대한 바위

들은 다시 북한 땅으로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버스

와 온화한 산 새 등 군데군데 서 있는 앳된 북한 병사

운전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은 중국 조선족 사람

의 감시 눈초리(400M-500M
간격 정도)로 섬뜩한 북한

이며, 연변에서 왔으며, 이름은 김 영호, 운전수 모집

사회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숙소인 금강산 펜션

시험에 합격하여 월 50만원을 받으며 일한다고 하였다.

에 우리가 들어간 것은 저녁 9시가 약간 못 되어서였
다. 8평 규모인 펜션은 침대, 옷장, tv,세면대, 주방으로

우리는 북한 땅에 도착하자마자 옹색한 가건물 안

꾸며져 있는 곳으로, 지은 지는 얼마 안 되어 보이고,

에서 통관검사를 하기 위해 번호 순으로 짐을 풀고

송진 냄새도 나는, 새 집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이었

파견된 세관원 앞으로 한 사람씩 차례대로 나가서 검

다. 원래 2명 쓰는 숙소가 원칙인 이 곳에, 여의치 않

사를 받았다. 외국 나가는 것도 아니도, 더군다나 같은

은 형편 때문이어서인지, 4명이서 묵게 되었다. 필자가

민족, 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힘들게 줄 서고 기다리는

묵은 방에는 전에 문공부에 근무하셨던 분과, 현직 중,

것 자체가 짜증이 나는 일이었지만, 인내심을 발휘하

고교 교사 두 분과 함께 묵게 되었다.

여 참는 수밖에 없었다. 북한 집합장소인 온정리에 우
리가 도착했을 땐 시계가 오후 6시 10분을 가리키고

25일 새벽에는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새벽공기를 마

있었다.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하여, 오후 6시 10분까

시며, 웅장하게 서있는 산과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려

지 온종일 버스를 타고 통관검사와 검문으로 하루가

니, 다른 숙소 사람들이 삼삼오오 거닐고 있는 모습이

다 갔으니, 같은 나라 같은 민족끼리 이게 뭐하는 짓

보였다. 숙소 앞 80m쯤에는 장전함의 바닷물이 출렁

인가....하
. 는 안타까운 생각을 했다. 한 번은 여기 오지

이고 있고 바다 건너편에는 4-5층의 건물들과 북한에

만, 내 두 번 다시 여기 안 노리라...는 생각을 하다 남

위치한 고성읍이 어렴풋이 시야에 보이기 시작했다.

한 식 뷔페로 저녁식사를 하고, 금강산 온천에 몸을

바닷물 위에는 지상 6층, 지하 2층의 해금강 호텔이

푸욱, 시원하게 담그니 하루의 피로에 한 번에 풀리는

멋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펜션 양편의 100m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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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병사들이 초를 옆에 두고 보초를 서면서 정신을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깨끗한 계곡물도 많이

바짝 차리고 이 쪽을 감시하고 있었다. 높이 30m정도

흐르지만, 어느 누구도 손이나 얼굴을 댈 수도 없고,

나 되는 나지막한 뒷산 중턱에서 북한 초소가 위치해

계곡 물에선 빨래도 할 수 없었다. 그 덕분인지 계곡

있고, 우리 펜션을 그들은 불철주야 감시하고 있었다.

물은 언제나 식수로 사용될 수 있었고, 주민들 또한

필자의 왕성한 호기심과 해금강 호텔 반대편 바닷가

식수로도 사용하고 있었다.

를 가고 싶어서 서서히 걸어가는데, 이미 몇몇 사람들

중간 중간 오르던 사람들이 계곡물을 물병으로 떠

이 바닷가에 접근하는 필자의 모습을 보고 길 바깥쪽

서 마시고 있었고, 등산로 중요 지점에는 김일성의 어

에 서 있던 구간 병사가 가운데로 갑자기 나타나 접

록이 빨간 글씨로 반반한 돌에 새겨져 있었다. 김 정

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게 주었다. 아쉽게도 가는 길

일 뺏지를 단 감시원이 그 옆에 배치되어 우리를 시

을 포기하고 도로 펜션 앞 바다로 돌아와야 했다. 이

종일관 감시하고 있었다. 길가에 오물 버리는 것, 김일

곳의 통제는 참으로 심하다는 생각을 하며 간단한 보

성 어록이나 김 정일 뺏지를 손가락으로 가르키는 행

건 체조를 바닷가에서 한 후 시원한 바닷바람을 쏘이

위, 소, 대변에 관한 북한 비하 발언 등 별 것 아닌 것

며 급히 숙소로 돌아와 오늘의 일정에 필요한 등산

처럼 느껴지는 어느 행위 하나 용서하지 않았다. 시간

준비를 하였다.

이 흘러 구룡연 폭포에 도착하니, 산뜻한 목소리의 북
한 안내원 방송이 시작되었다.“구룡연 폭포는 북한에

아침은 고석 횟집이라는 식당에서 우리나라 뷔페식

서 가장 크고, 웅장하며 백두산의 OO폭포, 설악산의

으로 간단히 하였다. 북한에서 나는 돗 나물, 깻잎, 상

OO폭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3대 폭포라고 하였다.

추 등이 식탁에 나와 상큼하고 그윽한 향이 된장과

폭포 량이 많아지면, 9마리의 용이 노는 것 같아하여

어울려 입맛을 돋아 주었다. 오늘은 왕복 4시간 정도

구룡폭포라 이름을 붙이게 되었으며, 길이가 74M에

소요되는 구룡연 폭포를 찾아 갔다. 각자 점심 식권과

이르며, 밑의 파인 곳의 담소 깊이가 13M, 옆의 미륵

온천 표를 미리 배분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등산

불이라는 글씨 길이도 13M라는 설명을 하였다. 안내

이 끝나는 대로 식사하고 온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

가 끝나고 관광객중 한 명이 팁을 건네자, 북한 안내

었다.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 내린 시각이 오전 8시 30

원이 한사코 거절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렇지

분, 등산도중 소변, 대변시 1달러 4불을 지불해야 한다

만, 악수와 포옹은 기꺼이 받아주었다. 아마 북한 사회

며,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하였다. 우리 일행은 벌

에서 교육을 철저히 받은 모양이다.

써 다 올라갔는지, 보이지를 않아 성급하게 빠른 걸음

다시 만날 것을 뒤로한 채 우리는 그곳을 빠져나와

으로 올라가니, 그 곳의 나의 아내와 일행이 있어 같

내려오는데, 상봉의 길이 나타나서 나만 혼자 일행에

이 다시 등산길에 올랐다. 구룡연 폭포를 갈려면 다리

서 빠져나와 부지런히, 돌계단, 철제계단을 올라 상봉

를 8개 건너야 하고, 상봉은 그 옆길에 가파른 삽 십

에 도착하니, 올라가고 내려오는 시간만 30분가량 소

분 코스를 지나야만 하는데, 부지런히 걸어야 4시간에

요되었다. 쨍쨍 내리쬐는 한 낮의 햇볕이라 온통 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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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으로 젖었고 또 젖어 있었다. 물과 잠바는 아내에게

지 스님은 50년 이상 금강산에만 거주한 분이시라고

주고 올라와서 물도 못 마시고, 땀 닦을 수건이 없어

한다. 주지 스님 말에 따르면 김 삿갓의 시 읊기 대회

후회스러웠으나, 이미 걸어 올라올 만큼 올라온지라

의 일화는 다음과 같다.

되돌아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밑으로 내려와서 우
리 일행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불행 중 천만다

주지스님 :”금강산의 제일 높은 꼭대기에 밑에서 땅

행이었다. 벌써 그 곳까지 올라갔다 왔느냐며 놀라는

으로 돌을 던지면, 몇천년이 걸려 내려올 것인가.“

눈치였으나, 필자의 빠른 걸음으로 워낙 급하게 다녀

김삿갓 :“금강산이 한 치만 더 높았다면, 내가 뻗은

온지라 가쁜 숨을 내쉬느라 대답하기조차 힘들었다.

손끝에 하늘이 닿으련만...아
. 깝도다. ”

내려오는 도중 북한 주민 7-8명이 북한의 등산로를 다
듬고 있는 모습을 보고, ”
수고한다“ 라는 말을 건네자

라는 얘기가 전해 내려온단다.

구경 잘했냐고 되물어 주었다.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금강산 호텔의 2층 식당에 북한 냉면을 먹기 위해

응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우리에게 무척이나 호의적

들어서자 북한 안내원들이 반갑게 맞이하며, 준비된

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산 밑에 옥류관 이라는 냉면

식탁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그 곳에서 한 병에 5000

집이 보여서, 그 곳의 미끈미끈한 물에 손을 씻으니,

원씩 하는 막걸리를 주문하니, 구수한 맛이 고향 생각

촉감 또한 매우 좋았다. 다시 필자는, 주차장에서 기다

을 떠오르게 하였다. 옆 자리의 손님들과도 나누어 먹

리고 있는 몇몇 일행과 같이 점심을 하기 위해 버스

었다. 2잔쯤 마신 후 취기가 금방 올라, 얼굴이 벌겋게

에 빨리 올랐다. 가는 길옆에 서 있는 수백 년 묵은

되었다. 냉면 맛은 조미료가 안 들어가서 별 맛이 크

듯한 소나무 지대를 통과하는 데 키 큰 왕 소나무 단

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배가 너무 고팠던지라 모두

지가 갑자기 시야에 들어왔다. 이 소나무 단지는 소련

맛있게 먹었다. 물김치와 만두 세알, 나물 세 개만의

의 블라디보스토크 우랄산맥 근처의 송림과 함께 세

소박한 반찬들이 오히려 이집의 별미였다.

계 3대 군락지라 불릴 정도로 유명한 곳으로 알고 있

어제 갔던 온천에서 지친 몸을 물에 담고 한 숨을

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나뭇가지는 저절로 눈이

푹 자고 나니, 한결 몸이 풀리는 듯했다. 예술 공연이

쌓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잘려나가고 몸통만 남아 있

있는 곳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게 되어 북한 주민들은 대나무 솔밭, 또는 창터 솔밭

오후 네 시 반부터 북한 공예단의 관람이 예정되어

이라고 이곳을 부른다는 얘기도 들었다. 유명한 사명

있어 시간이 되자, 500석을 가득 메우고, 아름다운 북

대사가 이 곳에서 살았었고, 방랑시인 김 삿갓, (본명

한 여자 사회자의 멘트로 공연이 시작되었다. 공연 프

김 병엽) 은 이 곳의 경치를 찬미하여 시를 많이 읊었

로그램 중 비행 가드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세 사람이

다고 하나, 아쉽게도 문서로 남겨진 것 하나 없이 구

줄 그네를 타다가 맨 앞의 사람이 그네의 탄력을 받

전으로만 전해져 오고 있다 했다. 우리나라 3대 사찰

아 허공으로 날아올라 대기 중이던 사람의 부축을 받

중의 하나인 신계사가 이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주

아 밑으로 하강하는 동안 재주넘기, 비틀기, 다양한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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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이 이루어지는, 스릴 넘치는 경기였다. 북한에서

큰 물고기가 많아서 위험하므로 이웃 주민들은 조심

활동하는 공연배우들은 모두 장관급 대우를 받는 이

해야 한다는 경고였다.

들로 다 합치면 약 400여명이었다. 이들은 4팀으로 나
누어 공연 중이었다. 지금 공연 또한 그 공연 중의 하

북한에서의 마지막 밤이어서 그런지, 멀리 바닷가에

나였으며, 공연 배우들의 숙소 또한 이 곳 금강산에

서는 남한 관광객들의 즐거운 노랫소리가 간간히 들

위치해있다. 팔 끝의 쟁반, 쟁반위에 물 잔을 바치고

려오고, 전날 밤엔 같은 방에 묵은 투숙객의 코고는

그 끝을 칼끝으로 입에 물고 받치며 그네를 타는 그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 오늘은 유달리 시끄럽기

들의 재주 넘치는 서커스는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우

도 했지만, 워낙 필자가 타지에서는 잠이 잘 오지 않

리들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했다. 필자는 박수도 너

는 체질인지라 (게다가 낮잠까지 30분정도 잤다.)그리

무 많이 쳐서 손바닥이 아플 정도였다. 그네 타고 오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날씨는 왜 이리

르기, 손으로 권봉 돌리기, 접시 주고받기, 삼중 줄넘

후덥지근한지...

기 그네타기등 한 시간 반 동안 아슬아슬한 시간이

새벽 6시.

끝나자 출연 배우 대표가 나와 인사를 할 때는 관람
객 전원이 일어나 박수로 화답해주었다.

오늘은 모든 짐을 꾸려 들고 나가 오전에 만물상 등
산을 끝내면 그리운 집이 있는 귀향길에 접어들게
된다. 같은 방의 선생님과 바닷가에 나가 체조를 간단

그 박수는 서로가 한 민족임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히 하고 산보를 끝내고 들어와 각자 1달러씩 걷어 방

크고 우렁차게 서커스장 안쪽의 공기를 감싸는 박수

청소하는 조선족에게 줄 팁을 방 탁자에 두고 관리실

였다. 언제쯤이면 통일이 되어 남북간의 분단의 고통

에 열시를 두고 버스에 올랐다. 북으로 올 때 탔던 조

을 없앨 수 있을까...저
. 녁 식사는 북한식 뷔페로 했는데,

조장의 안내를 받으며 만물상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

현대 아산이 지은 금강산 호텔(2004년 7월 4일 개장)에

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는 길이 어찌나 험한지...운전수

서 일행 33명만 오붓한 자리를 따로 만들어 주어서 정

말로는 이 길은 베테랑이 아니면 다니기 위험하다고

말 맛있게 먹었다. 북한산 들쭉 쑬과 함께, 먹을 수 있

한다. 작년 매미 태풍 때문에 길이 온통 망가져서 다

는 저녁은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정말맛있었다.

시 새롭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올라가는 길이 어찌나
구불구불한지 이곳의 이름 또한 그 유명한 육십육(66)

온천을 하지 않은 이들 중엔 오후에 삼일포에 잠시

불길이라 했다. 만물상까지 버스를 타고 해발 900m까

다녀온 사람도 있었다. 3Km 정도의 연못인 우리나라

지 올라가서 등산을 하면 대문이 보이는 곳까지 올라

시화호와 같이 바닷물을 막아 만든 호수인 삼일포는

가는 시간도 두 어시간정도 예상된다고 했다. 오르는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웃주민이 삼일포 옆 풀밭

도중에 산 정상을 바라보니, 원숭이, 사자, 돼지 등 각

에 커다란 황소를 두었더니, 나중에 황소는 없어지고

각의 동물 향상들이 여러 세월동안 깎이고 깎아져 아

고삐와 밧줄만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삼일포에

름다운 경치가 참 보기 좋았다, 2/3쯤 오르고 나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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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람들은 각자 흩어져 오르고 있었다. 그 중의 일

순서로 출국 절차를 밟고 나올 수 있었다. 회장님으로

행을 만나 정상에서 사진도 찍고, 심심하지 않게 대화

부터 꿀 한 병을 선물 받고, 황량한 벌판을 따라 나오

도 나누었으며, 내려오는 길에 망장천 약수터에 들러

는 버스 안에서 차장 밖으로 바라본 북한의 농경지

뼛속까지 시원한 기분이 들게 하는 약수 물도 한 컵

는 온통 잡초와 농작물로 뒤범벅되어 잡초 밭인지, 곡

마셨다. 조조장의 말에 따르면, 한 세숫대야로 한 컵씩

식을 가꾸는 밭인지 구별조차 쉽지 않아 보였다. 북한

만 마셔도 마실 물은 여기에 한 세숫대야 대에 당 한

GM에 가까이 오니, 우리나라 원두막처럼 위장하여

컵씩 계속 고여 있다는 것이었다. 바위산인데, 정상에

덮개를 가린 곡사포의 포 입구가 이쪽 길로 향해 있

서 물이 나는 일도 흔치 않을 뿐더러, 마시는 대로 또

는 것이 보였다.

다시 마실 만큼만 고여 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었
다. 망장천의 유래는 예전 등이 굽은 할아버지가 지팡

북한 금강산이여 ...안녕...안녕..

이를 짚고 등산 왔다가 물맛이 하도 좋고 효 염이 있
어 물을 마신 후 지팡이를 깜빡 잊은 채 그냥 하산했

오는 길에 홍천에서 한우갈비를 저녁삼아 술도 한

다는 전설에서 전해졌다고 한다. 그 이름 망장천 또한

잔 마시며, 과천에 도착하니, 벌써 밤 10시였다. 2박 3

잊을 망에 지팡이 장을 사용하여 망장천이라고 부르

일의 짧은 일정동안 북한에서 지내며 느낀 것은 역시

게 되었다 하니, 이번 여행에서 필자에겐 정말 잊혀지

집이 편하다고, 자유스럽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 않는 이름이었다. 정상을 돌아서 내려오니, 오를 때

남한에서 태어난 것이 필자에겐 너무나 행복하게 느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내려오는 길

껴졌다. 이번 금강산 여행을 통해 여행에 참여했던 모

은 시원하게 느껴졌다. 빠른 걸음으로 거의 달려 내리

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나은 미래와 자신의 삶을

다 시피 길을 내려와, 주차장 입구에 도착하니, 일행

위한 좋은 설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

몇몇과 다른 남한 일행의 관광객들은 북한 안내양의

각한다. 북한의 병사들이 보여준 그 무표정하고 삶에

금강산에 얽힌 일화, 김 삿갓의 삶과 방랑 생활, 신계

찌든 가난한 삶의 표정들은 밝고 풍족한 생활을 영위

사 주지 스님의 구수한 이야기 등을 그들 특유의 억

하는 남한의 우리에겐 커다란 깨달음으로 돌아와 그

양과 몸짓으로 재밌게 얘기하고 있어 우리의 이목을

추억들을 영원히 잊지 못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집중시켰다. 일행과 같이 북한에 올 때 올랐던 버스와

여행의 기회를 주신 평화통일 자문위원단 분들께 깊

조조장과 남한 현대 직원분의 안내를 받아 입국 반대

은 감사를 드린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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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18번째 여행기
생물환경표준과 화공사무관 최월영
02) 509-7262

백두대간 37구간(종주를마치며)
▶ 산행일시 : 2004년 7월 25일(일요일) 날씨: 흐림안개
▶ 산 행 지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제군 북면
▶ 산행코스 : 진부령(05:00)-마산(06:25)-병풍바위대간령-신성봉(10:47)-상봉-미시령
(13:00)
◎ 산행거리 : 약 14Km(도상거리)
◎ 산행시간 : 약 08시간 00분
2004년 7월 24일 오늘은 백두대간의 마지막 자락을
만지는 날.
집사람이 백두대간 종주를 축하해 주기 위하여 같
이 동행하여 동대문운동장 8번 출구를 향하여 간다.
동대문운동장 8번 출구에는 우리가 타고 갈 고려관
광버스 1대, 1차에서 6차까지의 대원중에서 7차 종주를
축하해 주기 위하여 타고 갈 버스 1대가 대기하고 있다.
5월말의 설악산 종주후 2달만에 만나는 얼굴들과
눈인사와 손인사를 나누고 그 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마지막 산행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11시 10분 오늘도 어김없이 버스는 어둠의 장막이
드리워진 서울의 밤를 뒤로하고 목적지인 미시령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기 시작한다.
이구대장의 격려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정말 마지막
구간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다는 실감이 온 몸을 감
사고 그래도 대장님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말고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잃지 않는다.
2004년 7월 25일 새벽 2시 30분 내설악휴게소에도착하여
장비를 챙기고 미시령에 도착하면 바로 산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이구대장의 작전명령이 하달되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집사람을 깨워 등산화 끈을
조이고 헤드렌턴을 점검하고 바깥 날씨를 관찰하면
서 마지막 산행 준비를 한다. 4시10분 산행 기점인
미시령휴게소 도착하니 국립공원관리소 직원 8˜9명
이 포진하여 미시령에서 신성봉까지는 입산통제구역
이라 산행이 불가함을 통보하면서 길을 막는다. 우리
모두 분통이 터지는 일이지만 법이 그렇다는데 누가
벌금을 물면서 산행할 수 있단 말인가. 일단 진부령
으로 목적지를 변경하기로 하고 뻐스는 출발, 반대방
향으로 산행하여 대간령까지 가서 되돌아 오기로 하
고 알프스리조트로 방향을 바꾼다.

05:00-06:25 알프스리조트 입구-마산봉
새벽 5시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안개가 자욱한 알
프스리조트 입구에 도착하여 장비를 챙기고 산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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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간단한 이구대장의 설명을 듣고 리조트의 잔디
를 밟으며 경사면을 올라가기 시작한다.
대간 마지막 날에 국립공원 감시원들과의 마찰에
의한 앙금을 털어버리고 마루금을 향하여 전진하는
산나그네들의 잔영이 정말 보기가 좋다. 산과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에 저렇게 아무 불평없
이 반대 방향으로 전진하면서 잃어버린 새벽을 맞이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본다. 리조트와 슬로
프를 가로지르는 철망을 옆에 끼고 잔뜩 찌뿌린 하
늘을 바라보며 전진하기를 40분, 리조트의 리프트 관
리막사가 나오고 리조트 경계를 위한 철망 울타리가
길을 막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게 만든다. 리프트 정
상에서 슬로프를 관망하고 물을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울타리 경계면의 한 사람이 겨우 빠져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지나 마산을 향하여 발걸음을 부지
런히 움직인다. 저 멀리서 천둥소리가 들리면서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준다. 잡목숲을 따라 조
금씩 고도를 높여 가며 자꾸만 뒤로 처지려는 집사
람을 독려하여 40분 정도 나아가니 마산임을 알 수
있는 철로 만든 종이 볼품없이 메달려 있다. 마산에
서 바라보는 알프스리조트는 대간길을 잘라 만든 인
공 구조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파괴한 자
연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06;25-10:47 마산봉-신성봉
종 한번 쳐보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증명사진을
한 장 찍고 비는 내리지 말고 이렇게 구름이 끼어 햇
볕을 가려주면 좋겠다고 중얼거리며 뒤뚱뒤뚱 위태
롭게 걸어가는 집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안개가
잔뜩 피어오르면서 왠지 기분이 좋지 않다. 표지판
없는 병풍바위를 7시경 어림으로 지나치고 고개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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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올라서니 먹구름의 양이 자꾸만 많아 지면서 비
에 대한 예상을 자꾸만 앞당기게 한다.
누군가 비가 오기전에 아침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암릉구간 주위에 조금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식당을
차리니 뒤에 오던 일행들도 모두 2~3인씩 적당한 바
위를 찾아 식당을 차리고 서로를 초대하여 자기 식당의
맛있는 찬을 권하니 이것이 산중의 파티요 단합대회
로 산나그네들의 따뜻한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다.
08시18분 아침식사를 마치고 대간령으로 내려 서니
선발대가 우리를 저지하며 개인적으로 벌금을 각오
하고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다음을 기약하고 되돌아
갈 것인가를 의논하자고 한다.
되돌아가도 4시간, 잎으로 가도 4시간 사천왕은 책
임은 우리가 진다고 하면서 미시령휴게소로 전진하
기로 하고 신성봉을 향하여 불안한 마음을 간직하면
서 되돌라 가는 대원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뒤로하
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우리가 언제 국립공원감
시단을 두려워 하지 않은 적이 있었든가 그래도 그
때마다 무사히 헤쳐온 것을 상기하면서 마음을 추스
린다. 하늘의 구름이 자꾸만 많아지고 천둥소리는 가
까이에서 들리기 시작한다. 바위가 많아 지면서 신선
봉이 가까워 졌음을 알리고 어느 암봉을 힘들에 올
라가 이곳이 신선봉일 것이라고 누군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대답이 없다. 누구도 잘 모르니까. 일단 신
성봉이라고 생각하고 베낭에서 비상식량을 꺼내 놓
으니 맥주·복숭아캔·찹살떡·과일 등 산중에서 차
리는 간식으로는 너무나 과분하다. 이젠 온통 안개에
휩싸여 사방이 하얗게 채색되어 버렸다. 이젠 점점
안개비에 옷이 젖어면서 몸도 처지기 시작한다. 희미
해진 길을 찾아 한 바위에 올라 서니 거기에 신성봉
1,204m 라고 나무 판자에 씌여 있다. 이제 진짜 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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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에 도착한 것이다. 시계는 10시 47분을 가리킨다.

10:47-13:00 신선봉-미시령휴게소다리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
작한다. 지나가는 비려니 생각하고 길을 찾아 내려오
니 헬기장이 나오고 길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
빗방울이 굵어져 베낭에서 우의를 꺼내어 입고 길을
찾아 보나 갑자기 내리는 비 때문에 앞을 분간하기
어려워 쉽게 길이 찾아 지지가 않는다. 그 때 집사람
이 지나온 길을 기억하면서 저 아래 갈림길이 있었
다고 하여 일단 되돌아서서 지나온 길을 찾아 내려
온다. 간신히 갈림길을 찾아 콤파스로 방향을 확인하
고 상봉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다. 30분 정도 지나 암릉이 나
오면서 올바르게 길을 가고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자
누군가 배가 고프다면서 남아 있는 떡을 먹자고 제
안한다. 증장천왕의 베낭을 털어 시루떡을 입에 넣어
보나 입에 침이 적게 나와 맛을 느끼지 못한다. 이젠
비가 뜸해 지면서 시야가 트이고 발걸음이 가벼워진
다. 등산화 속에는 빗물이 스며들어 철벅거리지만 가
야하는 길이기에 말없이 미시령를 향하여 움직인다.
상봉을 지나 샘터에 내려서니 이젠 다왔구나 하는
안도감이 피로를 몰고 온다. 강릉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보니 이 친구는 진부령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
다하여 미시령으로 차를 몰고 넘어오도록 하고 지쳐
가는 몸을 일깨워 비탈길을 서서히 내려간다. 그때
앞서가던 증장천왕으로부터 전갈이 왔다. 미시령휴게
소에는 국립공원감시단이 지키고 있으니 미시령휴게
소 오른쪽 계곡을 타고 내려서야 한다고 하면서 주
의하여 하산할 것을 알려준다. 미시령휴게소가 눈앞
에 다가오는 순감 안개가 피어오르며 우리가 전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시령휴게소의 안개는 순식
간에 다가와 걷힐 때도 순식간에 없어지기에 우리는
목소리도 내지 않고 미시령휴게소위 토사유출방지
시설물 바로 위쪽에 있는 계곡길을 찾아 신속하게
움직인다. 계곡길을 내려서면서 난 중얼거려본다. 나
도 공무원이지만 국립공원 휴식년제도 문제가 많다
고. 막을려면 아예 중턱에 초소를 만들어 출입을 철
저하게 통제할 것이지 입구에서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키고 있으면 이렇게 또다른 옆구리를 파 놓
아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투덜거려본다.
진부령에서는 회장님이 오지 않아 백두대간 종주
기념식이 지연되고 있다고 연신 전화가 오면서 마음
을 불안하게 만든다. 시계는 오후 1실르 지나가고 있
다. 강릉후배에게 전화하여 미시령휴게소 아래 다리
위에 차를 대기하도록 연락하고 다리 아래에서 기다
린다. 이게 무슨 꼴이람....!!!
진부령에 도착하니 우리를 기다리는 눈들이 일제
히 눈총을 쏘아대고 완주증 수여 행사가 있으니 밥
도 먹지 말고 참석하라는 총무의 부탁이 있어, 대간
길은 마지막까지도 힘들구나 생각해본다.
지금까지 한번도 감시원들과의 큰 마찰없이 지나
온 길이 다행스러운 일이리라.
그래도 남한의 큰 산줄기를 밟고 여기 까지 왔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박두대간 종주를 끝내면서...
진부령에서 술잔을 받는 순간 이렇게 종주는 끝이
났구나 하는 생각뿐 또 한 구간을 한 그런 기분이다.
어쩌면 지리산, 덕유산, 설악산을 무박으로 하루만
에 종주할 때보다 기분이 더 착찹하다. 마지막 구간
을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억지로 대간종주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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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은 기분이 들어 왠지 기분이 좋지 않다.
대간길 구간 중간 중간 모여 앉아 지나온 길도 더
듬어 보고 우리는 이렇게 지나왔다고 고함도 쳐 보
아야 하건만 갈길이 멀다고 허겁지겁 밥을 먹고 서
울로 출발하여야 하는 이 기분은 대간종주의 큰 걸
음을 너무나 작게 만든다. 그래도 나는 해 내었다.
37주간 무박 산행에 971km의 산길을 걸었고 이는
1회에 평균 26 km, 평균 10시간 30분 소요되었다.
2003년 1월 12일 성삼재를 출발하여 만복대에서 바
라본 일출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보이는 데 종점에
와 있다. 이젠 무엇을 할 것인가.
8월 한달의 휴식기를 지나면서 생각해보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백두대간 종주. 아무나 할 수 있으나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과의
싸움이요, 종주는 양심과의 약속이라. 누가 검사하지
도 않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이기에 더욱 소중하
고 보람차고 값진 걸음이었다고. 어느 때는 너무 힘

들어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고 가까운 산
재미로 다니면 될 것을 돈주고 잠 못자고 고생하면
서 얻는 것은 무엇이냐고 많이도 물어 보았지만 그
때마다 그래도 가야한다고 마음속으로 채찍질하며
지나온 74일.
어느 골짜기 눈 밭을 뒹굴어 내려 갈때는 죽음도
맛보았고 바위에서 굴러 넘어져 상처없이 일어 설
때는 하늘을 보고 감사도 해보았다.
이렇게 긴 여정을 마치고 바라보는 산은 여전히 두
려우면서도 포근한 품을 안고 나를 부르네.
그 동안 36번의 토요일을 독수공방으로 지낸 집사
람에게 종주의 공을 올리고 싶다.
백주대간 종주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
족과 주위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며, 하늘
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젠 조용히 8월 한달 사진을 정리하고 휴식을 취
하면서 앞으로의 산행을 계획해 본다.
산이 거기 있기에 난 그냥 가고싶다고. 표준

< 그 동안 저의 졸필을 읽어 주신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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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농산물 체험여행
여행작가 김초록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가족 중심의 주말 여가 왔다는 지 씨는 농원 이름도 앞에‘참숯’
을 넣었다.
풍속도 많이 바뀌었다. 단순히 이름난 관광지를 찾아 ‘참숯’
은 토양 건강을 회복하고 환경농법으로 농사를
가 보고 즐기는 것에서 벗어나 인심과 자연이 어우러 지으려는 주인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지난
진 가까운 농촌에서 밤, 배, 사과, 복숭아따기와 고구 해 농장체험과 견학을 위해 이곳에 다녀간 도시민들
마, 옥수수, 버섯, 산더덕캐기 같은 다양한 수확 체험 은 3,000여 명. 올해는 10,000명 정도가 농장을 찾을 것
을 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곡식과 과일이 여물 이라고 한다.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 새소식도 올리
어가는 이즈음 경기도내 곳곳에서는 수확체험행사가 고, 사진도 넣고 하면서 꾸준히 알린 덕분이다. 홈페이
한창 열리고 있다. 이제 농촌도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 지는 직접 재배 수확한 농작물 판매 창구 역할도 한
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직접 농작물을 재배 다. 지씨는 농원 홍보를 위해 여러 개의 카페도 운영
하고 수확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 하고 있는데, 갈수록 인기가 좋다고 한다. 농장을 찾아
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수확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오는 이들에게는 체험료나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용인, 안성, 파주 등 각 시· 말농장은 분양비만 받는다. 참숯자연농원
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수확체험은 대부분 11월 (www.chamsook.com에서는
)
9월까지 감자캐기, 옥수
중순까지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가볼 만한 체험농장 2 수따기, 자두따기, 복숭아따기 등 많은 체험행사를 마
곳을 소개한다.
쳤고, 10월에는 고구마 캐기와 과일따기(배나무) 체험
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구마를 캐서 집으로 가져갈 경
우 10kg당 1만원, 배는 7.5kg당 2만 5,000원을 받고 있
【여주 참숯관광농원】
쌀과 도자기로 유명한 여주는 도내에서 수확체험농 다. 그밖에 고추따기, 메뚜기잡기, 가을들녘 거닐기, 김
장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여주군 능서면 번도 장채소 심기, 무 뽑기 같은 체험 행사도 계획되어 있
2리에 있는 참숯자연농원은 수확체험은 물론 배나무 다. 문의 031-883-7508.
분양과 주말농장도 운영한다. 주인 지운집 씨는 여주 여주는 청동기 시대부터 쌀농사가 시작된 곳으로 세
농고 축산과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중 연로하 종대왕릉, 효종대왕릉, 명성황후 생가, 도자기마을, 남
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귀농을 택했다고 한다. 친환 한강 등 볼거리가 많다.
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농장을 꾸려 ▶찾아가는 길=중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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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목-능서면 소재지-능서우체국-참숯자연농원.
영동고속도로-이천-부발-여주-능서우체국-낚시가
게 옆 골목-참숯관광농원.

【이천 부래미마을】
이천시 율면 석산리 부래미마을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전통테마마을이다. 35가구에 80여 명이 거주하
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렇다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골의 옛 모습과
전통이 그대로 살아 있다. 부래미마을에서는 도시민들
을 위해 계절별로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마을 안에는 농촌체험학습관(그린 스쿨)을
비롯해 도예원, 생태공원 등이 들어서 있어 자연을 벗
삼아 시간을 보내기 딱 좋다. 1급수 저수지에는 자연
산 토종 우렁이들이 서식하고 있다. 자연산 우렁이는
양식우렁이에 비해 유기질 성분이 많아 맛이 훨씬 꼬
들꼬들하다. 우렁이 쌈장·무침·국·된장찌개 등 요
리가 다양하다. 하룻밤 편히 쉴 수 있는 민박집도 여
럿 있다. 마을 홈페이지(www.buraemi.com) 참조. 마을
에서는 10월까지 고구마 캐기와 배 따기, 메뚜기잡기,
고추 따기, 미꾸라지 잡기 같은 농사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하루 농사체험 참가비는 5000원이며, 3만원
(4인 기준)을 내면 하룻밤 농가에서 묵을 수도 있다.
식당이 없어 음식은 예약 때 미리 마을에 주문해야
한다. 우리 콩으로 만든 메주로 된장을 만들어 끓인
된장찌개와 마을에서 직접 채취한 도토리로 천연 조
미료만을 써서 만든 도토리묵, 그리고 우렁이로 요리한
우렁쌈밥이 나온다. 문의 031-643-0323. 마을회관 앞에
는 옛날 농사 짓던 기구들을 모아놓은 농기구 전시장
이 있다. 부래미마을 전화 031-643-3233, 011-9720-9382
▶찾아가는 길〓중부고속도로 일죽 나들목→ 38번
국도(장호원 방향 8km)→율면?행죽 표지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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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도로로 진입→ 383번 지방도(행죽 방향으로
1.5km)→3차로에서 우회전(율면 표지판확인)→청
미천?고당리 경유 계속 직진(5.5km)→석산1리 3
차로에서 좌회전→부래미마을.

【가을철 수확체험농장(지역번호031)】
용인시: 황새울농원(고구마, 333-9080), 서전농원(밤,
332-8037)
평택시: 최창혁농장(사과, 682-2778)
안성시: 승민농원(밤, 673-1741), 청룡농원(밤·감,
672-9093)
여주군: 여주관광농원(밤, 고구마, 882-9499), 산마을농
원(유기채소, 884-6554)
이천시: 청암관광농원(고구마, 634-7882)
양평군: 금호농원(밤, 771-6832), 그린토피아(배, 7724744), 고론체험마을(고구마, 774-4929)
파주시: 쇠꼴농원(배, 958-1489), 새순농원(배, 9423738)
고양시: 민들레체험 학습장(고구마 무 배추, 963-3681)
광주시: 비둘기농원(고구마, 762-0079)
가평군: 건영농원(밤, 582-4057)
남양주: 유한농장(밤, 576-2571), 수곡농장(밤, 571-2645)
연천군: 푸른농장(배, 834-0787), 상춘농원(사과, 8343195), 청원농장(배, 832-4231)
#수확체험을 떠나기 전에 날짜와 수확체험 품목, 가
격, 수확조건 등을 농장주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경우에는 사전 답사도 좋고 당일
코스는 도시락을 준비해 가도록 한다. 체험농장 장소
는 경기넷(www.kg21.net)‘도정소식(7735)과 생활문
화-농정정보-농정소식(156)’에 나와 있고, 각 시 군
농정담당자나 경기도청 농업정책과(031-249-2612로
)
준
직접 문의하면 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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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세계
수필가 최규자

신(神: god, deity, divinity)은종교의 신앙대상(信仰

체, 자연의 변화무쌍함과 같은 우주만상에 경이적인 위

對象)으로서, 초인간적 또는 초자연적 위력을 가지는

력을 발견하고 위공(威恐)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여

존재이다. 동양에서는 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God), 기에 전지전능한 만능의 소유자로서 신이 사람의 마음
그리스 사람들의 데오스(theos), 인도인의 데바(deva;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다.
提婆) 등 그 개념이 나라와 지역에 따라서 동일하지
않으며 신의 개념이 민족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일
정하지 못하다.

예전 미개인의 생활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원시종
교에 있어서는 논리적 교리가 없는 저급하고 잡다한
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애니미즘(animism적
)인사

《신약성서》
에서는 신은 인류의 아버지이며, 인류는

고방식에 의하여 숭배되고 있었으며 인간의 생활 전

신의 아들이라 하였고, 그리스 철학에서는 사색(思索)

반을 규제하고 있었다. 정령설 혹은 유령설(有靈說)로

이 도달하는 종국적인 우주의 근본적 실재(實在:

번역되는 애니미즘은 모든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에 영

reality)라 하였다. 정신의 대상이 되는 자연 또는 현상

혼이 있고, 죽은 다음에도 유령이나 악령으로서 존속

으로, 본체 또는 실존(實存)이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

한다는 극히 원시적인 종교이다. 이와 관련하여 애니

(I. Kant: 1724~1804)이후의 근세철학에 있어서는 신

머티즘(animatism은
) 모든 자연물은 의식을 가진다는

의 관념을 실천적 신앙이라 규정하고, 따라서 철학적

신앙이다.

인식과는 엄연히 구분하게 되었다.
신권정치(神權政治)는 지배자가 신(神)인 정치, 또
철학에 있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그동안 시

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 자가 행하는 정치를 말한다.

도한 여러 학설이 있었으니, 우주론적 증명 · 본체론

신권설(神權說: theory of the divine right of Kings)에

적 증명 · 도덕론적 증명 · 목적론적 증명 등이 그

기초하는데, 임금의 통치권은 신이 맡겨준 것이라는

것들이다. 신관(神觀)의 성립은 태초의 일인데, 즉 초

학설로 제왕신권설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 신의 명령

기의 인류가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운행과 주야의 교

이 곧 바로 법으로 된다. 이것은 신의(神意)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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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를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정

성서에 나오는 다윗은 Sau에
l 이은 Israe의
l 제2대 왕

치형태로서, 이스라엘인 사이에 있어서의 모세(Moses) 이다. 양치기였던 소년시절 블레셋족의 거인 Goliath을
의 경우는 유명한 사례가 된다.

물리친 이야기로 유명하다. 뒤에 유능한 통치자로서
그리고 또한 훌륭한 시인으로서 헤브라이 민족의 위

신권(神權: divine right)은 신의 권리로 기독교에서

대한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구약성서의 시편(the

는 성직자(聖職者)가 행사하는 직권을 말한다. 역사적

Psalms)의 대부분은 그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으로는, 신의로부터 부여된 신성한 권력이란 뜻으로,

아들은 유명한 Solomon이다.

유럽군주전제국가에서 통치권의 구실로 쓰인 관념이

Solomon은 기원전 10세기의 이스라엘 왕이다. David

다. 주권자가 임금인 나라가 군주국(君主國:monarchy) 왕의 아들로 예루살렘 신전의 축조와 구약성서의 잠
인데, 왕국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래서 주권자가 되는

언(箴言: the Proverbs), 전도서(Ecclesiastes와) 아가(雅

군주는 국법의 위에 서서 국법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歌: the Song of Solomon)의 작자이기도하다. 특히 동

이것이 군주불가침(君主不可侵)이다.

서고금을 통하여 현자(賢者)로서 유명하여 현재도 지
혜의 대용어로 쓰인다.

또 다윗(David) 및 그 아들 솔로몬(Solomon의
) 왕정
(王政)은 신의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신(神)의

그리고 <신(神)의 휴전(休戰)>은 국가의 통제력이

존재증명(存在證明)>이란 신앙을 이성에 의하여 근거

나약하고 전란이 계속되던 중세에 교회가 사적(私的)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완전한 존재로서의 신의 개

전쟁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시도한 일종의 평화

념에서 신의 존재를 추론(推論)하는 본체론적(本體論

책이다. 990년경 프랑스의 중부와 남부의 교회관구회

的) 즉 존재론적 증명이다. 자연의 운동으로부터 그 원

의에서 비(非)전투원, 즉 성직자·순례자(巡禮者)·상

인으로서의 신의 존재를 추론하는 우주론적 증명, 자

인·부녀·농민을 보호하며 교외건축과 농작물의 보

연의 합목적성과 미(美)로부터 추론하는 목적론적 증

호를 목적으로 취하여진 조치를 신의 평화라 하였다.

명, 도덕적 요청에서 추론하는 도덕적 증명 등이 있다.

이것은 994년과 999년의 교회회의에서도 재확인하고

이것은 자연히 서구철학의 중심적 문제가 되고 있다.

채택하였다.

모세(1571~1451 B.C.)는 헤브라이의 입법자이며 예

11세기에 들어서자 신의 평화는 북프랑스와 부르곤

언자이다. 이집트의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민족을

(Bourgogne의
) 전역에 파급되고, 1027년엔 에루누의

이끌고 나와 하나님이 약속한 땅(the Promised Land)

교회관구회의에 의하여 지방주민에게 일정기간 투쟁

인 Canaan으로 인도하던 도중 시내산(山)에서 십계명

을 금지하고 이것을 신의 휴전이라 한 것이 그 시초

(Ten Commandments)을받았다.

였다. 이 제도는 곧 서(西)유럽국간에 전파되어
1038·1063·1095년에도 신의 휴전이 내려졌으며,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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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도 연장되어 위반자는 주교에 의하여 파문(破門:

(敎理問答規範)>에서 이미 보여주었던 그의 예언자적

excommunication에) 처하여졌다.

사안(史眼)의 완성집이다.

12세기에 이르러 이 운동이 최성기를 이루었으며,

세계가 신에 따르는 사랑과 신에 배반하는 사랑과

1123·1139·1179년의 3회에 걸친 라테란공회의

의 갈등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하였고, 전자(前者)를 <

(Lateran 公會議)에서 이 신의 휴전은 전 교회에 대하

신의 나라>, 후자를 <지상(地上)의 나라>라고 명명하

여 교회법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13세기 이후에는

였다. 양자의 거취에 대해서 매혹당하고 있는 인류의

신장된 각국의 왕권이 봉건귀족을 누르고, 교회에 대

움직임을 파악하고 기독교부(敎父)의 순리적(純理的)

신하여 평화를 보장하게 되었다. 라테란 성당

이고 우주적 로고스관(logos觀)에 대해서, 신(神)의 지

(Lateran: the Church of St.John Lateran)은교황을 주

도와 인류의 의지의 관계에 관해서 역사철학적 견해

좌(主座)로 하는 로마의 대성당으로 전 가톨릭 성당

를 피력하였다.

중에서 최고의 성당이다.
제1권부터 제10권까지는 이교(異敎)에 대한 호교론
413년에서 시작하여 26년에 걸쳐 쓰여진 북아프리카

(護敎論)과 교리론에 관한 것이고 제11권 이후는 신관

의 Hippo의 bishop으로, 유명한 신학자 성아우구스티누

(神觀)을 창조·죄악·종말관에 관해서 간명하게 논

스(Saint Augustine: 354~430)의 전 22권의 대표작이

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인류의 앞으로의 향방과 전

《신의 나라》(De Civitate Di: 神國)이다. <교리문답규범 체적인 역사의 미래를 거시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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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문학의 의의
작가 오승휘

구비(口碑)는 여러 사람이 서로 입으로 전하여 옮기

인 의미로 널리 쓰이기에는 미흡하다고 본다.

는 것으로, 구비문학(口碑文學: oral literature)이란<글
로 된 문학>인 기록문학(written literature)에대칭되는

한편 구비문학은 민속문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용어로 <말로된 문학>을 뜻한다. 즉 문자의 힘을 빌리

구비문학을 민속의 하나로 민속학적인 관점에서 다룬

지 않고 옛날부터 말로 전승되어 온 문학을 말하는데,

다면 민속문학이라는 용어가 타당하겠다. 그렇지만 구

설화·민요·수수께끼 등이 이에 딸린다.

비문학을 문학으로 취급하여 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다루고자 할 때에는, 민속문학이라는 용어보다는 차라

구비문학은 전승문학(傳承文學) 또는 구전문학이라

리 구비문학이라는 용어가 훨씬 타당하다고 본다.

고도 하는데 구비(口碑)와 구전(口傳)은 대체로 같은
뜻이나, 굳이 구별하자면 구전은 <말로 전함>을 뜻하

구비문학의 특징은 첫째, 말로 된 문학이라는 것이

는 데 대하여 구비는<대대로 전하여 오는 말>이라 할

다. 구비문학이든 기록문학이든 언어나 예술 또는 시

수 있기에 전자보다는 후자를 학술 용어로 쓰는 것이

간적인 의미예술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구비문학

더 타당할 것이다. 즉 구비는 비석에 새긴 것처럼 오

을 비속한 것으로 보아 문학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래도록 내려온다는 뜻에서, 옛날부터 두고두고 전해오

사람도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는 말을 말한다.
구비문학이 문학이 아닌 구비전승, 예컨대 욕설이나
구비문학은 유동문학(流動文學)·표박문학(漂迫文

망언(妄言), 명령법과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그

學)·적층문학(積層文學)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런

것이 예술이라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기록문학이 문학

데 이런 용어들은 구비문학이 지닌 한 가지 특징, 즉

이 아닌 기록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예술이

구비문학은 계속 변하여 계속된 변화의 누적으로 개

라는 사실과 꼭 같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이나 리터러처

별적인 작품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literatur는
e) 어원적으로는 문자활동을 의미하나, 문학

있다. 그래서 구비문학을 대신 할 수는 있어도, 포괄적

의 본질은 이런 어원적인 뜻에 별로 구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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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연(口演)되는 문학이다. 구비문학을 말로 나

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타내려면 일정한 격식이 필요하다. 억양(抑揚:
intonation을
) 위시한 여러 가지 음성적인 변화가 있고,

실제로 구연된 하나하나의 작품을 각편(各篇;

말하는 사람은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며, 말하는 데는

version이
) 라고 한다면, 모든 각편은 반드시 서로 같지

구체적 상황이 있다.

가 않다. 그러나 구연은 공동적인 창작에 참여하는 집
단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구연자는 구연을 통해서 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음성적 변화·표정·몸짓 등을

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를 자기의 창작으로 보태서,

사용하여 문학작품을 말로 나타내는 것을 구연(口演)이

자기 나름대로 특성있게 재현하여 다시 새로운 구연

라 한다면, 구비문학은반드시 구연(oral narration)을전제

자에게 넘겨준다.

로 하는 문학이다. 말로사연을 베풀어 말하는 것이다.
새로운 구연자는 또 이를 받아서 같은 성격의 행위
기록문학의 작품도 구연될 수는 있으나, 기록문학에

를 되풀이 한다. 개인적인 창작은 단지 개인적인 창작

서는 구연이 필수적인 여건이 아니며, 오직 가능한 전

으로 그치기도 하지만, 공동적인 창작으로 누적되기도

달방식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구비문학으로서는 구

한다. 개인 나름의 특수한 의식에서 나온 창작일수록

연이 필수적인 존재 양상이다.

개인작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개인이 보다
공동적인 의식을 가지고 창작하였다며, 그럴수록 공동

셋째, 공동작(共同作)의 문학이다. 구비문학에서는

작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구연은 단지 있는 것만의 전달이 아니고 일종의 창작
이기도 한다. 구연은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로

모든 각편은 반드시 서로 다르지만, 상이한 구연자

나타내는 행위인데, 구연자(口演者)는 아무리 자기가

들의 각편들 사이에도 공통점이 또한 존재한다. 그리

들은 그대로 말하려고 해도 결과는 필연코 달라지기

하여 공통점은 이미 공동작으로 굳어진 부분이다.

마련이며, 실제로 들은 대로 말하려는 의도는 거의 존
재하지 않는다.

넷째, 단순하며 보편적인 문학이다. 구비문학은 형식
이나 내용이 이해하기에 용이하고 단순하다고 지적되

들은 대로의 윤곽에다 구연자는 자기 나름대로 보
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며 고쳐 넣기도 한다. 보태고

고 있다. 설화와 소설, 가면극과 현대극 등을 서로 비
교해 보면 이 점은 뚜렷이 드러난다.

고치는 것은 구연자 나름대로의 그때그때의 기분이나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며 개성이나

문체나 구성인물의 성격이나 주제 등에서 구비문학

의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개변(改變)이무의식

은 기록문학에 비해서 현저히 단순하다. 구비문학은

적으로 이루어지든 의식적으로 시도되든 일종의 창작

말로 된 문학이기 때문에 단순할 수밖에 없다. 단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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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서는 쉽게 이해하며 기억되고 창작되기도 어

혀 문학한다는 의식없이 저절로 창조된다.

렵고, 또한 듣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구비문학은 민중의 생활 경험, 의식, 가치관
공동작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 또한 단순성을 초래

등을 그대로 진솔하게 반영하며 지배층에 대한 비판

하게 된다. 많은 구연 창작자들의 공통적인 요구를 만

과 항거를 나타낸다. 구비문학은 민중이 자기의 주장

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평이하고 단순하기 마련이다.

을 구현하는 공동의 문학적 광장이다. 또한 구비문학

단순할수록 공유성이 높고 따라서 보편성이 커지고, 복

은 민중의 문학인 데 그치지 않고 그 나라 전체민족

잡할수록 보편성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 문학이다.

다섯째, 민중적이고 대중적이어서 민족적 문학이다.

구비문학은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 저변층의

구비문학은 전문적인 작가가 창작해서 소수의 독자만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학이기에, 생활 및 의식 공

향유하는 문학이 아니다. 구비문학은 작가나 향유자가

동체로서의 민족이 지닌 문학을 사실상 대변할 수 있

될 수 있는 자격과 기회가 널리 개방되어 있는, 작가

다고 분석된다. 그리고 구비문학은 한 민족이 지닌 문

가 곧 향유자이고 향유자가 또한 작가일수 있는 공동

학적 창조력의 바탕으로서, 여러 형태의 기록문학을

작의 민중적 문학이다.

산출해 낼 수 있는 바탕으로서 작용해왔다.

이는 언제든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널리 개방되어

상층의 기록문학이 민족적 성격을 상실하고 타국문

있는 공동의 문학적 광장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구

학을 추종하거나 타국문학에 예속되더라도, 민중의 구

비문학은 민중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양반으로 이

비문학은 여전히 민족문학으로서 창조적인 활동을 계

루어진 소수의 지배층 또는 지식층을 제외한, 민초(民

속하기에 타국문학에 흡수되거나 추종 내지 예속을

草)적인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대다수의 민중은 그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왔다.

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구비문학을 창조하고 즐겨왔다.
구비문학의 범위는 실로 광범위하고 무진하다. 구비
노동을 하면서 노동요를 부르고, 세시풍속의 하나로

문학은 <말로 된 문학>이다. 따라서 문학이 아닌 말은

서 가면극을 공연하고, 생활을 흥미롭고 윤택하게 하

제외하고 말이 되지 않는 문학도 제외된다. 구비 중에

고자 여러 가지 민요도 부르고 설화도 이야기한다. 양

서 설화·민요·무가(巫歌)·판소리·민속극·속담·

반지식층의 기록문학은 생활 자체와는 구별되는 지식

수수께끼는 분명히 가감없는 문학이다.

이고 품위 있는 교양이다. 그러하기에 문학한다는 의
식과 함께 한가하게 창조되나, 민중의 구비문학은 실

무가는 주술적인 목적에서 신을 향해서 구연되지만,

생활과 구별되지 않고 가식이나 윤색없이 그리고 전

신이라고 설정된 대상이 결국은 인간의 투영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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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인 감정의 표현이다. 그래서 주술성과 함께 문

(博文文庫)로 출판되었으며, 저자가 일본 다이이치서

학성을 지닌다.

방(第一書房)에서 우리말로 간행한《조선구전민요집
(朝鮮口傳民謠集)》
중에서 동요편만을 발췌하여 문고

속담은 지혜 또는 교훈의 비유적 압축이기에 문학

판으로 펴낸 책이다.

적 형상화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 수수께끼는 말놀이
이지만 문학적 표현에 의해서 말놀이가 성립된다. 그

구전(口傳)은 도(道)의 비사(秘事)나 깊은 뜻을 문

러나 욕설·명령법·금기어(禁忌語) 등은 구비전승이

자가 아닌 사람의 입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기는 하나 문학이라 할 수 없으니 이는 구비문학에서

구결(口訣) 또는 구의(口義)라고도 한다. 아버지가 자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다.

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주로 중세기 이후부터의 일로 특히 가도(歌道)·

구전문학(口傳文學)은 문자화되지 않고 말로써 전

학문·고사(故事)·예도(藝道) 등에서 흔히 볼 수 있

승된 언어예술의 하나이다. 민요·민화(民話)·옛날이

다. 대개는 비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를 쓴 글을

야기·전설·설화 등이 이에 속한다.

타인에게 보이는 것을 금하며, 또한 타인이 볼 것을
두려워하여 부호를 사용하거나, 글귀나 자귀를 빠뜨리

김소운(金素雲)이 엮어낸 한국 전래(傳來)의 동요집

는 이른바 탈문(脫文)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

이《구전동요선(口傳童謠選)》
이다. 1939년에 박문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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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시험기관관련 지침제정
1. 시험분야 측정불확도 추정에 대한 지침 제정 (기술표준원고시제 2004-58호
2 , 2004.9.6)
◎ 주요 제정내용
ㅇ 이 지침은 시험기관과 시험소 인정기구에서 함께 사용 할 수 있음.
ㅇ 이 지침은 APLAC 지침(APLAC TC 005 : 시험분야측정불확도 추정에 대한 해석 및 지
침)을 KOLAS 측정불확도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작성함.
ㅇ 시험기관은 불확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지침을 따르도록 권장함.
ㅇ 제2장에는 모든 시험분야에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해석과 지침이 언급됨.
ㅇ 제3장부터 제7장까지는 물리 및 역학시험, 건자재 시험, 전기시험, 화학시험, 미생물 시험
등에 대한 분야별 해석 및 지침이 차례로 주어짐.
ㅇ 안전 또는 실제적인 자산이나 재정적 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시험
이나 측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밀한 불확도 측정이 요구됨.

2. 시험소 및 검사기관의 경영진 검토지침 제정(기술표준원 고시제 2004-583, 2004. 9.6)
◎ 주요 제정내용
ㅇ KS A 17025:2000에는시험소가 맡은 시험이나 교정활동의 종류, 범위 그리고 분량을 포함
한 활동의 적용범위에 하나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 이행,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됨.
ㅇ 이 문서는 시험소나 검사기관에게 경영진 검토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됨.
단, 이에 해당되는 KS A 17020, KS A 17025의요건을 충족시키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실행
해온 것을 전제로 함.
ㅇ 경영검토의 실질적인 수행은 기관의 크기, 적용범위, 조직구조에 달려 있으며 작은 조직은
이 문서에서 기술된 많은 사항을 좀 더 간소화된 방법으로 수행가능함.
ㅇ 경영검토의 최소한의 포함사항은 품질방침과 중장기 목표, 시정조치와 예방조치의 분석등
18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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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생된 모든 조치가 요구된 대로 적절하게 합의된 대로 합의된 기간이내에 처리됨을
보장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며 정기적인 경영진 회의시 모니터링되어야 함.

3.시험소 및 검사기관의 내부감사지침 제정(기술표준원 고시제 2004-584, 2004. 9. 6)
◎ 주요 제정내용
ㅇ 이 문서는 시험소와 검사기관에서 내부감사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작성됨.
해당기관은 KS A 17020,17025의요건을 충족시키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실행해온 것을 전제
로 함.
ㅇ 감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KS A 19011:2002에있음.
ㅇ 내부감사는 감사기준이 충족되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객관적으
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절차.
ㅇ 내부감사의 목적은 시험소나 검사기관의 운영이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건에 지속적
으로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함.
ㅇ 또한 조직의 품질매뉴얼과 관련문서에 명시된 요건이 모든 작업의 수준에서 적용
되는 지의 여부도 점검해야 함.

4.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 요건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4-585, 2004. 9. 6)
◎ 주요 제정내용
ㅇ 이 문서는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특별요건을 기술한
것으로 이 규정은 KS A 17025 및KOLAS가 발행한 기술문서 시리즈와 함께 검토되어야 함.
ㅇ 시험자는 시험유형에 따라 적절한 시약, 용제, 배지, 표준물질 및 시험용 기구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함.
ㅇ 인증표준물질은 특정성분의 농도등의 특성값이 국제단위에 소급성이 있으며
특성값의 불확도가 명확히 주어진 균질하고 안정된 물질로 규정함.
이의 사용으로 측정결과의 소급성을 기대할 수 있음.
ㅇ75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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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표준

KS 제 · 개정

◈ 소재부품과

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

KS R ISO 1005-9 2004-08-31 철도차량 재료 - 치수 요구사항
- 제9부 : 구동차량 및 부수차량용 차축
KS R ISO 5003 2004-08-31 기술적 인도 요구사항 - 평저레
일 및 분기기, 크로싱용 특수레일
KS R ISO 6305-2 2004-08-31 철도 부품 - 기술적 인도 요구
사항 -- 제2부: 비합금탄소강 베이스플레이트

KS B 2055 2004-08-16 직선운동 베어링 성능평가 방법
KS R ISO 6305-3 2004-08-31 철도 부품 - 기술적 인도 요구
KS B ISO 12130-1 2004-08-23 미끄럼 베어링-정상상태 조건

하의 유체윤활 미끄럼 틸링패드 스러스트 베어링-제1부:
틸팅패드 스러스트 베어링의 계산
KS B ISO 4381 2004-08-23 미끄럼베어링-다층 미끄럼 베어
링용 납과 주석 주물합금

사항 - 제3부: 철 침목
KS R ISO 6305-4 2004-08-31 철도 부품 - 기술적 인도 요구
사항 - 제4부 : 이음매판용 볼트/너트와 고장력 볼트/너트

개정

KS B ISO 4383 2004-08-23 미끄럼 베어링-박판 미끄럼 베어

링용 다층재료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

KS B ISO 6691 2004-08-23 미끄럼 베어링용 열가소성 중압

KS D 3619 2004-08-11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체-분류 및 호칭방법
KS D 3760 2004-08-11 비닐하우스용 아연도 강관
KS R ISO 1005-1 2004-08-31 철도차량재료 - 기술적 인도조

건 - 제1부: 구동차량 및 부수차량용 압연타이어

KS D 8501 2004-08-11 수도용 타르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

장 방법
KS R ISO 1005-2 2004-08-31 철도차량 재료 - 치수, 편심 및
조립 요구사항 - 제2부: 구동차량 및 부수차량용 타이어,
중심차륜 및 타이어 차륜
KS R ISO 1005-3 2004-08-31 철도차량 재료 - 품질 요구사항
-- 제3부 : 구동차량 및 부수차량용 차축

KS D 8502 2004-08-11 수도용 액상 에폭시수지 도료 및 도

장 방법
KS B 0234 2004-08-16 강제 너트의 기계적 성질
KS B 1072 2004-08-16 6각머리 및 일자 홈 캡스크류

KS R ISO 1005-4 2004-08-31 철도차량재료 - 제4부: 구동 및

부수차량용 타이어 차륜의 압연 혹은 단조중심차륜 - 품
질요구사항

KS D 0057 2004-08-16 형상기억합금 용어
KS D 0058 2004-08-16 형상기억합금의 변태점 측정방법

KS R ISO 1005-6 2004-08-31 철도차량 재료 - 기술적 인도조

건 - 제6부 : 구동차량 및 부수차량용 일체차륜

KS D 0302 2004-08-16 형상기억합금 코일스프링의 일정온도

하중 시험방법
KS R ISO 1005-7 (2004-08-31) 철도차량재료 - 제7부: 구동
및 부수차량용 윤축 - 품질요구사항
KS R ISO 1005-8 2004-08-31 철도차량 재료 - 치수 및 편심
요구사항 - 제8부 : 구동차량 및 부수차량용 일체차륜

KS D 0303 (2004-08-16) 형상기억합금 코일스프링의 일정변
형 열사이클 시험방법
KS D 0304 (2004-08-16) 형상기억합금코일스프링의일정변

2004·9 이달의규격정보

121

KS D 2305 2004-08-16 주석잉곳
KS D 2333 2004-08-16 다이캐스팅용 마그네슘합금 잉곳

◈ 전기기기표준과

제정

KS D 5103 2004-08-16 구리 및 구리합금 선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D 5542 2004-08-16 조명 및 전자기기용 텅스텐선
KS D 5545 2004-08-16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

KS C IEC 60317-0-5 2004.08.02 개별권선에 대한 사양-제0-5
부:일반요구사항 - 레진 혹은 바니쉬로함침된,유리섬유로
꼰,나선 또는 에나멜 평각동선

KS D 1710 2004-08-17 은 지금 분석 방법
KS D 1828 2004-08-17 강의 셀레늄 정량 방법

KS C IEC 60317-0-6 2004.08.02 개별권선에 대한 사양-제0-6
부:일반요구사항 - 레진 혹은 바니쉬로 합침된 유리섬유
로감은, 나선 혹은 에나멜 원형 동선

KS D 2536 2004-08-17 티타늄 합금의 알루미늄 정량 방법
KS D 5571 2004-08-27 조명 및 전자 기기용 토리에이트 텅

KS C IEC 60317-1 2004.08.02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1부:
폴리비닐 아세탈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105

스텐 선 및 봉
KS D 5575 2004-08-27열 교환기용 티타늄관 및 티타늄합금관

KS C IEC 60317-2 2004.08.02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2부:
본딩층이 있는 폴리우레탄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30

KS D 5577 2004-08-27 탄탈 전신재
KS D 6000 2004-08-27 티타늄 및 티타늄합금의 판 및 띠

개정

KS D 6017 2004-08-27 마그네슘합금 다이캐스팅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

KS D 6728 2004-08-27 지르코늄합금 관

KS C IEC 60364-5-52 2004.08.16 건축전기설비-제5-52부: 전
기기기의선정 및 시공 - 배선설비

KS D 7043 2004-08-27 알루미늄 합금 땜납 및 브레이징시트
KS C 3323 2004.08.230.6/1KV 비닐절연비닐 시스 케이블(W)
KS B 2331 2004-08-31 수도꼭지

폐지

KS C 9310 2004.08.31 전기솥
KS C 3330 2004.08.18 제어용케이블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C 3611 2004.08.18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KS D 2033-1 2004-08-17 마그네슘합금의 가용성 지르코늄

분석 방법

폐지

KS D 2033-2 2004-08-17 마그네슘합금의 불용성 지르코늄

분석 방법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C 3804 2004.08.02 저압핀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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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3806 2004.08.02 저압인류애자

KS M ISO 4674-2 2004. 8. 30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천 인열강도 시험방법 : 펜듈럼법

KS C 3807 2004.08.02 고압애관
KS M ISO 5978 2004. 8. 30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천 KS C 3808 2004.08.02 구형애자

블로킹 시험방법

KS C 3819 2004.08.02 옥내지지애자

KS M ISO 5979 2004. 8. 30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천 유연성 시험방법 : 플랫 루프법

KS C 3822 2004.08.02 애자금구
KS C 3827 2004.08.02 현수애자 및 내염용 현수애자

KS M ISO 8096-3 2004. 8. 30 방수복용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천 - 천연고무 또는 합성고무 코팅 천

KS C 3832 2004.08.02 스테이션 포스트애자

개정

KS C 3836 2004.08.02 배전용볼소켓형 현수애자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C 4610 2004.08.02 고압피뢰기
KS C 2307 2004.08.17 프레스 보드

KS M 3534 2004. 8. 31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관의

이음관 및 연결구
KS C 2324 2004.08.17 전기용 폴리에스테르 필름 가공지
KS C 2333 2004.08.17 전기 절연용 규소 수지 적층판

KS M 3535 2004. 8. 31 인발성형 섬유강화 플라스틱

KS C 2349 2004.08.17 전기 절연용 폴리에스테르천 테이프

◈ 화학응용표준과

KS M ISO 10466 2004. 8. 31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
틱(GRP) 관 및 이음관 -초기원변형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

제정
KS M ISO 10468 2004. 8. 31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
틱(GRP) 관 및 이음관-습윤조건에서 장기 비크리프강도
의 측정 및 슴윤 크리프 계수의 계산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M ISO 11193 2004. 8. 30일회용 진찰용 고무장갑-요구사항

KS M ISO 10471 2004. 8. 31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
틱(GRP) 관 및 이음관-습윤조건에서 장기극한 휨변형
및 장기극한 상대원변형의 측정

KS M ISO 2411 2004. 8. 30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천- 접

착강도 시험방법
KS M ISO 4637 2004. 8. 30 고무 코팅 천 - 고무와 천사이의

KS M ISO 10928 2004. 8. 31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
틱(GRP) 관 및 이음관-회귀 분석법과 활용

접착강도 시험방법:직접인장법
KS M ISO 4646 2004. 8. 30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천 -

저온충격 시험방법

KS M ISO 10952 2004. 8. 31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
틱(GRP) 관 및 이음관-변형하에서 내면의 내화학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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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ISO 7510 2004. 8. 31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GRP) 관 및 이음관-중량법에 의한 성분함량의 측정

KS M 6513 2004. 8. 30 SBR 및 NBR 미가황 배합 고무의

KS M ISO 7511 2004. 8. 31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GRP) 관및 이음관-단기내압하에서관벽 수밀성 시험방법

KS M 6540 2004. 8. 30 고무 호스 시험 방법

압출 특성 시험 방법

KS M 6547 2004. 8. 30 농업용 분무기 고무 호스
KS M ISO 7684 2004. 8. 31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GRP) 관 및 이음관-건조상태에서 크리프 계수의 측정

KS M 6556 2004. 8. 30 살수용 고무 호스

KS M ISO 7685 2004. 8. 31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GRP) 관 및 이음관-초기 비원강성의 측정

KS M 6560 2004. 8. 30 약품용 고무 호스
KS M 6561 2004. 8. 30 위생차용 고무 호스

KS M ISO 8483 2004. 8. 31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GRP) 관 및 이음관-볼트식 플랜지 연결구의 시험방법

KS M 6562 2004. 8. 30 흡수용 고무 호스

KS M ISO 8513 2004. 8. 31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GRP) 관 및 이음관-종축 인장성의 측정

KS M 6576 2004. 8. 30 송유 . 흡유용 고무 호스
KS M 6600 2004. 8. 30 천연 고무의 화학 분석 방법

KS M ISO 8521 2004. 8. 31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GRP) 관 및 이음관-겉보기 초기 원주방향 인장강도의
시험방법

KS M 6612 2004. 8. 30 잠수용 고무 호스
KS M 6629 2004. 8. 30 액화 석유 가스용 고무 호스 (LPG

고무 호스 )
KS M ISO 8533 2004. 8. 31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GRP) 관 및 이음관-접착 또는 적층 연결구의 시험방법

KS M 6640 2004. 8. 30 의료용 고무 장갑

KS M ISO 8572 2004. 8. 31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
(GRP) 관 및 이음관-압력관련, 시공 및 접합에 관한 용
어정의

KS M 6696 2004. 8. 30 고무와 스틸 코드의 적찹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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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6762 2004. 8. 30 고무 밴드

IEC 국제규격의 재·개정 동향

다음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규격(안) 의 목록이다.

IEC국제규격(안)
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20

IEC 60228, Ed.3

51

IEC 62333-1 Ed. 1

NOISE SUPPRESSION SHEET FOR DIGITAL DEVICES AND EQUIPMENT Part 1: Terms and definitions

64

IEC 60364-7-703 Ed.2

Electrical installations of buildings - Part 7-703: Requirements for special
installations or locations - Rooms and cabins containing sauna heaters

86C

IEC 61290-1-3 Ed. 2.0

Optical amplifier test methods -Part 1-3: Optical power and gain parameters Optical power meter method

87

EC 60565

IUnderwater acoustics-Hydrophones - Calibration in the frequency range 0.01 Hz to
1 MHz

98

IEC 61858, Ed.2

Electrical insulation systems - Thermal evaluation of modifications to an established
wire-wound EIS

106

Conductors of insulated cables

Measurement methods for electromagnetic fields of household appliances and
similar apparatus with regard to human exposure

1

IEC 60050-394 Ed.2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Vocabulary - Part 394: Nuclear instrumentation:
Instruments

15C

Amendment 1 to
IEC 61033, Ed. 1

Test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bond strength of impregnating agents to an
enameled wire substrate

45A

IEC 62241 Ed.1

Nuclear power plants - Main control room - Alarm functions and presentation

47D

IIEC 60191-2, F55,
Ed.1(will be integrated in
IEC 60191-2/A11/Ed.1)

Small Power Package with 17 Pins (If approved, to be published as Outline 168E)

IEC 60191-2, F56, Ed.1:
(will become IEC 601912/A11/Ed.1)

Proposed new package outline, 5-leaded Power SMD (Outline 176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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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격

명

칭

IEC 61019-1 Ed.1

Surface acoustic wave (SAW) resonators - Part 1: Generic specification

IEC 61338-1 Ed.1

Waveguide type dielectric resonators - Part 1: Generic specification

56

IEC 60300-3-2, Ed. 2

Dependability management - Part 3-2: Application guide - Collection of
dependability data from the field

61

IEC 60335-2-9-A2 Ed.5.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grills, toasters and similar portable cooking appliances

IIEC 60335-2-17-A1 Ed. 2.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blankets, pads and similar flexible heating appliances

IEC 60335-2-59-A1 Ed. 3.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insect killers

IEC 60335-2-73-A1 Ed. 2.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fixed immersion heaters

IEC 60335-2-105 Ed 1.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cances - Safety - Part 2-105: Particular
requirements for multifunctional shower cabinets

62D

IEC 62D/60601-2-55/Ed.1
(ISO 21647)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Part 2-55: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respiratory gas monitors

64

IEC 60364-1, Ed. 5

Electrical installations of buildings - Part 1: Fundamental principles, assessment of
general characteristics, definitions

77B

IEC 61000-4-5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4-5 :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 Surge immunity test Basic EMC publication

98

IEC 61857-1, Ed.2

Electrical insulation systems - Procedures for thermal evaluation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 Low-voltage

100

IEC 62403

High Density Recording Format on CD-R/RW disc system - HD-BURN format (TA7)
Hydraulic turbines, storage pumps and pump-turbines - Cavitation pitting evaluation
- Part 1: Evaluation in reaction turbines, storage pumps and pump-turbines

4

126

규

29

IEC 60118-13

36B

IEC 61211, 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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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acoustics - Hearing aids - Part 13: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Insulators of ceramic material or glass for overhead lines with a nominal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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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명

칭

greater than 1000 V - Impulse puncture testing in air
Semiconductors Product - discontinuance notification for semiconductors

47

NP-CDV: IEC 60747-1 A1 Ed.1

56

IEC 61025/Ed. 2

61

IEC 60335-2-95-A1 Ed 2.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95: Particular
requirements for drives for vertically moving garage doors for residential use

66

IEC 61010-1, Ed.3

Safety requirement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80

IEC 61162-402 Ed.1

Maritime navigation and radiocommunication equipment and systems - Digital
interfaces - Part 402: Documentation and test requirements - Multiple talkers and
multiple listeners - Ship systems interconnection

86B

IEC 61754-7 Ed 2.0

Fibre optic connector interfaces - Part 7: Type MPO connector family

Fault tree analysis (FTA)

106

Exposure to electric or magnetic fields in the low and intermediate frequency range Methods for calculating the current density and internal electric field induced in the
human body - Part 1: General

CIS

CISPR 11, amendments of the definitions of group 1 and group 2, clarification of
coverage of the scope of CISPR 11, and removal of other shortcomings discovered
during the current

17B

IEC 62091, Ed. 1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 Controllers for drivers of stationary fire
pumps

29

IEC 61094-6

Measurement microphones - Part 6: Electrostatic actuators for determination of
frequency response

34D

IEC 60598-1 A1 f2 Ed.6.0

45B

IEC 61577-1 Ed. 2

47D

IEC 60191-2 f57 Ed.1

49

IEC 62276 Ed.1

Thermal test for thermoplastic luminaires
Radiation protection instrumentation - Radon and radon decay product measuring
instruments - Part 1: General principles
Proposed new package outline, 2/3/4-land SMD
Single crystal wafers for surface acoustic wave (SAW) device applications Specifications and measur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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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335-2-17-A1 Ed. 2.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blankets, pads and similar flexible heating appliances

IEC 60335-2-6-A1 Ed 5.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6: Particular
requirements for stationary cooking ranges, hobs, ovens and similar appliances

IEC 60335-2-75-A1 Ed 2.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75: Particular
requirements for commercial dispensing appliances and vending machines

IEC 60335-2-97-A1 Ed 2.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97: Particular
requirements for drives for rolling shutters, awnings, blinds and similar equipment

IEC 60335-2-98-A1 E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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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C

IEC 60335-2-34-A1 Ed 4.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34: Particular
requirements for motor-compressors

77A

IEC 61000-3-1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3-12: Limits for harmonic currents
produced by equipment connected to public low-voltage systems with input current
> 16 A and = 75 A per phase

77C

IEC 61000-4-33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4-33: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 Measurement methods for high-power transient parameters

3

IEC 82045-2

Document management - Part 2: Metadata elements and information reference
model

18A

Electrical installation in ships - Part 352: Choice and installation of electric cables

29

IEC 60645-5

Electroacoustics - Audiometric equipment - Part 5: Instruments for the
measurement of aural acoustic impedance/admittance

46A

IEC 61196-1-1

Coaxial communication cables - Part 1-1: Capability Approval for Coaxial
communication cables - Generic Specification

61196-1-314

Coaxial communication cables - Part 1- 314: Mechanical test methods - Test for
bending

IEC 61196-1-317

Coaxial communication cables - Part 1- 317: Mechanical test methods - Test for
crush resistance of cable

IEC 61196-1-324

Coaxial communication cables - Part 1- 324: Mechanical test methods - Test for
Abrasion Resistance of Cable

IEC 62113, Ed.1

Semiconductors Product - discontinuance notification for semiconductors (This doc.
is re-circulated because the project number has changed)

IEC 60747-1 Ed.2

Semiconductor devices - Discrete devices and integrated circuits - Part 1: General

46A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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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dment 1 to
IEC 60870-5-104

Telecontrol equipment and systems - Part 5-104: Transmission protocols Functional enhancements to IEC 60870-5-104

IEC 60870-5-6 Ed.1

Telecontrol equipment and systems - Part 5-6: Guidelines for conformance testing
for the IEC 60870-5 companion standards

IEC 60870-6-505
TR Amend.1 Frag.1

Telecontrol equipment and systems - Part 6-505: Telecontrol protocols compatible
with ISO standards and ITU-T recommendations - Annex C: Tase.2 User guide
Implementation recommendations

IEC 60335-2-106 Ed 1.0

Part 2-106: Particular requirements for heated carpets and for heating units for room
heating installed under removeable floor coverings

IEC 60335-2-3-A1 Ed 5.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3: Particular
requirements for electric irons

IEC 60335-2-60 Ed 3.0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6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whirlpool baths

IEC 60730-2-6, Ed. 2

Automatic electrical controls for household and similar use - Part 2-6: Particular
requirements for automatic electrical pressure sensing controls including
mechanical requirements

IEC 60730-2-7 E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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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B

IEC 61000-4-3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Part 4-3 :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 Radiated, radio-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 immunity test Basic EMC publication

78

IEC 61477 Ed. 1
Amend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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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IEC 60728-11

Cable networks for television signals, sound signals and interactive services - Part
11: Safety (TA 5)

61

72

106

Exposure to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in the low and intermediate frequency
range - Method for calculating the current density and internal electric field induced
in the human body - Part 2-1: Exposure to magnetic fields - 2D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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